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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수출 전략형 연구로 설계 ; 예비 개념 설계 (3차년도)

Ⅱ.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전 중인 약 280여기의 연구로 

중 운전 기간이 30년 이상인 것이 약 63%, 20년 이상 된 것이 약 80%에 이르고 있

다. 따라서 연구로의 수명을 평균 40년 정도로 가정하면 향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용 가능한 원자로는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로 이용 분야 중에 대부분의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10MWth 이상의 

중․대형 연구로는 개조를 통한 수명 연장을 고려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약 30기 

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도 30MWth 출력의 하나로를 

1995년에 가동한 이후 이용자와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냉중성자 및 노내 조사 시험 설비 등 이용자 수요 증가를 대비한 시설을 갖추

더라도 2015년경에는 하나로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로에 대한 미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

해서는 변화된 원자력 주변 환경에 부합되며 하나로 보다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 

국내 고유의 연구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하나로의 설계, 건설, 운  

및 이용 과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설계 인력과 기술 및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

전시키고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 

전략형의 연구로 설계 과제”를 착수하여 2005년까지 고성능 연구로의 노심 및 원자

로 구조물, 계통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된 개념 연구를 수행하 고, 2006년부

터는 수출형 연구로의 기준 모델에 대한 개념설계를 착수할 예정에 있다. 

Ⅲ. 연구 범위 및 내용 

  연구로 설계는 여러 공학 분야가 협력하여 개념 연구, 개념설계, 기본 및 상세 

설계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단계별 일부 특성 업

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05년도는 개념 개발 연

구의 마지막 년도로서 수립된 연구로 설계 및 실험설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원

자로심 개념과 핵연료 집합체 및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개념 연구와 주요 

공정 및 계장 계통 요건 등을 구체화하 으며, 아래의 각 연구 분야별로 계획된 업

무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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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핵연료 및 노심 개념 수립 및 특성 분석

o 열수력 및 안전해석 예비 분석

o 해석 체계 확립 및 개선

o 원자로 구조 및 계통 개념 정립

o 개념 검증 시험 및 시험계획

o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Ⅳ. 연구 결과 요약

  핵연료 분야에서는 U3Si2 핵연료의 재료 특성과 조사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자료를 조사․평가하 다. 핵설계 분야에서는 튜브형과 봉형 핵연료를 이용하

는 여러 가지 개념노심을 구성하고 각 노심에 대한 핵설계 특성을 분석하 다. 핵

연료로는 4.8gU/cc 및 4.0gU/cc의 U3Si2를 선정하 으며, 추후 U-Mo 핵연료 개발

에 대비하여 6gU/cc의 U-7Mo 핵연료의 수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 다. 하나로와 

같은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노심의 경우에는 열중성자속이 높은 노심 모델을 구현

하 으며 성능이 우수한 연구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유동관이 

없이 핵연료봉으로만 구성된 단일 노심 모델과 핵연료를 환형으로 배열한 환형 노

심 모델 등 새로운 개념 노심을 개발하 다. 또한 반사체와 관련하여 재질과 기하

학적 형상에 따른 노심 핵설계의 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 다. 

열수력 설계 분야에서는 핵설계 분야에서 고려중인 여러 노심들에 대해 ONB, 

CHFR, 핵연료 온도 등 주요 열수력 설계변수에 대해 예비 열수력 해석을 수행하

다. 또한 원자로 입구 공동에서의 와류 발생방지 및 유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

여 세 가지 다른 형상의 입구 공동 구조물과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3

차원 CFD 해석을 수행하여 최적 모델을 선정하 다. 그리고 수력학적 유동 특성 

실험 설비와 시험관 및 계측 장비를 설치 및 구축하여, 튜브형 핵연료에서 발생되

는 압력 강하 및 각 채널별 유속 분포를 측정 분석하 다.  

기계구조 설계해석 분야에서는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부품 최적

화와 예비 구조해석을 통해 설계 변경을 수행하 다. 또한 봉형 핵연료를 사용하여 

조  노심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봉형 핵연료집합체의 예비개념설계를 완료하

다. 하나로 경험을 바탕으로 핵연료 채널, 원자로 침니와 반응도 제어장치 등에서 

많은 설계개선이 이루어졌다. 핵연료 채널은 유동관의 부품 재질, 조립방법, 조립유

격, 핵연료 잠금 개념 등을 변경하여 봉형 핵연료의 진동을 줄일 수 있고 유동관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개선하 다. 제어봉장치 부품의 길이를 최적화하여 침니 

높이를 낮춤으로써 원자로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감 있도록 하 다. 하나

로의 제어봉장치와 정지봉장치 장단점을 면 히 분석하여 낙하충격이 줄고 내구성

이 향상된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개념을 확립하 다. 제어봉은 조립방법을 변경하여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수조수 배수 없이 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구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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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의 연결방법을 개선하 다.

공정계통 설계분야에서는 열수력 설계에서 요구된 노심 냉각유량과 하나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1차 냉각계통, 1차 냉각수 정화계통 및 반사체 냉각계통에 포함 

하는 설계요건과 주요기기의 사양을 정립하 다. 그 외에도 원자로 냉각계통설계에

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과 조건들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

하 다. 또한 이차정지계통 예비 설계를 위해 해외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사례분석

을 통해 사례별 설계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이차정지계통 설계를 위하여 연계계

통인 중수냉각계통의 연동 제어요건과 중수 배출용 탱크의 용량을 제시하 고, 원

자로 반사체 용기와 중수 배출 탱크 연결 배관 설치를 위해 하나로 일차냉각계통 

배관에 적용된 설계요건과 설계규격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계측제어 및 전기 계통 설계분야에서 기존 하나로의 계측제어 계통과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 기반으로 계측제어 계통을 구성한다는 설계 방침이다. 아날로그 

시스템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하드웨어에 의하여 결정되나 디지털 시스템은 많은 부

분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계측제어 계통에 대

한 등급분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파악하 다. 또한 계측

제어 계통 구조에 대하여 여러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수출형 연구로에 

적합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구성을 제시하고 안전 정지계통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비 개념 설계를 수행하 다. 전기 계통은 건축 전기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요건을 도출하여 기본 설계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건축 전

기 설비는 조명, 통신, 화재 감지 및 경보, 접지, 보안, 반송설비 등으로 구성하 다. 

연구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 외적인 측면도 중

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 기반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베트

남과는 ’04년도에 6개월간의 “베트남 새 연구로 건설에 대한 기초 타당성 연구”를 

공동 수행하 고, ‘06년부터 수행 계획인 예비 타당성 연구도 공동 수행을 추진 중

에 있다. 그리고 마켓팅 측면에서 연구로 수출을 위한 전반적 현황 점검과 상대국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인 (주)핵심과 컨설팅 계약을 하 으

며, ’06년 3월까지 연구로 수출을 위한 전략보고서와 특정 대상국(베트남)에 대한 

진입방안 보고서가 나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올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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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sign of a new research reactor ;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3rd yea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IAEA database, around 63% of the research reactors in operation 
over the world have been operated for more than 30 years and about 80% of them are 
more than 20 year-old. Hence, they are expected to be reduced to 1/3 between 2010 
and 2020 if the lifetime of a research reactor is assumed to be 40 years. In particular, 
only about 30 out of the current medium and large research reactors larger than 10 
MWth will be operating at that time even considering the extension of lifetime through 
refurbishments. On the other hand, HANARO of 30 MWth has been operated since 
1995, and the number of users and utilization demands have been increased rapidly. In 
2015, the utilization demands are supposed to exceed the capability of HANARO even 
though the cold neutron source facility and fuel test loop currently under development 
are installed. 

So, our own model of a research reactor with the improved performance and safety 
features which can meet the changed nuclear circumstances and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o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s of research reactors in the near 
future. This can also lead to the enhancement of research reactor technologies and the 
fostering of the manpower obtained during the construc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HANARO. From this point of view, a project "A Design of a New Research Reactor 
for Export" was started, and various improved concepts have been studied in areas of 
the core, the reactor structure and the reactor systems. Conceptual design for the 
reference model of a new research reactor will be begun in 2006.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 research reactor design is a kind of integral engineering project and a process to 
obtain a concrete shape through several years of concept development, conceptual 
design, basic design and detail design. So it requires close cooperations in various 
areas as well as lots of manpower and cost. The overall process at each stage may be 
said to be similar except for some stage-specific works. In 2005 as last year of a 
concept development stage, investigations on the various concepts of the fuel, reactor 
structure and systems which can meet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for the process systems and I&C systems have also been embodied. The major tasks 
planned at the early of 2005 have been performed for each area of reactor design as 
below,

 o Establishment of the fuel and reactor core concept, and the core analysis  
 o Preliminary thermal-hydraulic and safety analyses for the conceptual cores
 o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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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oncept developments of the reactor structures and major systems
 o Test and test plan to verify the developed concepts
 o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for exporting 

Ⅳ. Result of Project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irradiation performance of U3Si2 fuel were reviewed 
and the basic design data was summarized. Various core models with tubular and rod 
type fuels were considered and their nuclea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3Si2 of 
4.8gU/cc and 4.0gU/cc fuel density was chosen as a fuel material for the analysis. The 
possibility on the substitution of  6gU/cc of U-Mo was reviewed together for the future 
use of U-Mo if possible. The calculated neutron fluxes in core models with rod type 
fuels like HANARO fuels were quite high so that a high performance research reactor 
would be expected to be developed. Other core concepts such as a core without flow 
tubes and a tubular core have also been studied. The effects of reflector materials on 
the nuclea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s well. 

Preliminary thermal-hydraulic analyses for the major design parameters such as ONB, 
CHF and fuel temperature were performed for the conceptual core models established in 
reactor physics. Three 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for 3 different types of inlet plenum to reduce the vibration of fuels due to 
the swirl flow and imbalanced flow distributions in the inlet plenum. Hydraulic test 
facility and test section were designed and established to conduct experiments of flow 
distribution and pressure drop of a tubular fuel assembly. 

In mechanical and structural design, there were design changes of the standard and 
the reduced tubular fuel assembl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onent optimization 
and the preliminary structural analysis. Also the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of a 
rod-type fuel assembly has been carried out for a new compact core concept. Some 
design improvements were established on the fuel channels, reactor chimney and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 based on the HANARO experience. The fuel channels 
were improved in material of a component of the flow tube, assembling clearance and 
locking concept for the reduction of the vibration of the rod-type fuel assemblies and 
for the easy replacement of the flow tubes. The reactor chimney height was reduced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reactor structure by the optimization of the length of the 
control rod drive mechanism. The design concept of the CRD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control and shutoff units of 
HANARO, to have an improved reliability with a decreased impact load during rod 
drop. The connection method between the control rod and the drive mechanism was 
improved not only to increase the structural integrity but also to assemble or 
disassemble the control rod without draining of the pool water.

In process system design, based on the core cooling flow rate suggested by thermal 
hydraulic design and the design experience of HANARO, the design requirements and 
major equipment specifications of the primary cooling system, the primary cool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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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fication system and the reflector cooling system for reactor core cooling were 
estimated. Those will be realized through the basic design and the detail design phases. 
Other basic researches were also performed to set up the concept and conditions which 
must be considered for the reactor core cooling system design. To establish the 
preliminary design concept of the second shutdown system, some cases of other research 
reactors abroad were surveyed and compared. But it shall be required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e reactor in which the reflector dump system(RDS) is used as 
second shutdown system. Control requirements of the reflector cooling system interfacing 
with the RDS and the capacity of the dump tank were approximately proposed through 
reviewed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sign requirement and specification of the 
primary cooling system applied to HANARO is applicable to install the pipeline 
between the reflector vessel and the reflector dump tank.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C) systems are designed based on the digital 
system rather than the hybrid system installed in an existing HANARO I&C systems. 
While the safety and functionality of analog-based I&C systems are determined by the 
performance of the hardware, those of digital-based I&C systems are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behavior of the software incorporated into the digital hardware. With 
the reflection of this fact, the categorization of the safety class for the I&C systems are 
identified by reviewing the international and the national standards and thereby, the 
digital software classification are reviewed and identified according to the I&C systems 
classification. For establishing the adequate structure of I&C systems for an advanced 
HANARO reactor(AHR), various I&C architectures are analyzed for their merits and 
demerits for use in AHR I&C systems and the most promising I&C architecture for an 
AHR is drawn. The conceptual configuration of a digital-based safety shutdown system 
was proposed. The design requirements for electric systems are established following the 
works in the previous year where the design requirements are performed concentrating 
on the electric supply systems. The design requirements established this year are focused 
on the service systems (i.e. auxiliary systems) in the AHR building. The electric service 
systems contain the lighting, communication, fire detection and alarm, grounding, 
security, lifts, etc. The design requirements of the electric service systems for promoting 
the safe and comfortable environments of nuclear facilities, experimental facilities, and 
offices are described for being implemented at the basic design stage.

Nontechnical aspect is also very important to found world market as technical aspect 
is. So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ctivities have been steadily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such foundations. In particular, a joint pre-possibilit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new 
research reactor for Vietnam was performed for 6 months in 2004, and next step of a 
joint pre-feasibility study is expected to be started in 2006. Consulting by a specialized 
company is under doing to establish a systematic strategy for exporting a research 
reactor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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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80 여기의 연구로(임계로 포함)가 건설되었으나 시

설의 노후화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많은 원자로가 운전이 정지되었거나 폐로되

어 현재 운  중인 연구로의 수는 약 280기이다. 이 중 운전 기간이 30년 이상인 

것이 약 63%, 20년 이상인 것은 약 80%에 이르고 있어 연구로의 수명을 평균 40년 

정도로 가정하면 향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용 가능한 연구로의 수는 현재

의 1/3 수준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로 이용 분야의 대부분에 활

용 가능한 10MW 이상의 중․대형 연구로는 개조를 통한 수명 연장을 고려하더라

도 전세계적으로 약 30기 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최근에 

신규 연구로의 수요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30MW 출력의 하나

로를 1995년 가동한 이후 이용자와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 추

진 중인 냉중성자 및 노내 조사 시험 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더라도 2015년경에는 

하나로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연구로에 대한 미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변화된 원자력 주변 환경에 부합되는, 즉 성능, 안전성 및 경제성이 제고된 국내 

연구로 모델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의 원자력 침

체 분위기 속에서 원자력 인력 인프라가 많이 붕괴된 실정이므로 독자적인 연구로 

모델 개발을 서두르면 해외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하나로의 설계, 건설, 운  및 이용을 통해 많은 경험

을 축적하여 왔고, 일부 인력의 손실이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경험 인력을 보유하

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독자적 연구로 모델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경우, 확보하고 있는 인력 유지 및 양성과 기술 선진화뿐만 아니라 세계 연구로 

시장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 전략형 연구로 설계” 

과제가 부족한 여건 속에서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연구로의 경쟁력 비교 인자는 출력 대비 높은 중성자속, 안전성 및 경제성, 효율

적인 실험공간 및 다양한 실험설비 등의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원

자로 성능측면에서 특히 중성자속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최적

의 핵연료와 노심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는 다른 종류의 핵연료 

재료(U-Mo 및 U3Si2)와 핵연료 형태 (튜브형, 봉형)에 대해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

한 연구로 모델의 노심 구성 및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핵연료 및 노심구조, 그리고 

수반되는 계통 개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2005년도에는 주로 4.0∼

4.8g/cc 도의 U3Si2-Al와 봉형 핵연료에 대해 중성자속, 주기길이, 반응도 제어 등

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 핵연료의 제원과 노심 구성을 찾기 위한 많은 핵 

계산과 이에 따른 열수력 예비 해석이 수행되었다. ‘06년에는 그 결과를 종합 검토

하여 결정된 수출형 연구로의 기본 노심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핵 계산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연료 및 노심의 구조적 모양에 대해서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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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검토 및 제시되었으며, 구조물 및 구성 기기의 제작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 다. 그리고 제 2 원자로 정지계통으로 중수 배수 게통에 대한 기본 개념 

수립과 제어계통의 디지털 소프트웨어 분류 및 설계요건 및 전기 계통의 설계 요건

들도 차례로 수립 및 분석하 다. 또한, 설계 해석 체계의 기본 도구인 전산 코드의 

설계 개념 검증을 위해 적합한 실험 자료의 수집 및 검증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로의 설계 및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개념들은 향

후 선정될 기본 모델에 대한 다양한 설계와 해석 수행과 함께 연구로 설계 경험자 

및 연구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 하여 지속적으로 설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술외적인 측면이 때로

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연구소가 부족한 마켓팅 측면에서 연구로 수

출을 위한 전반적 현황 점검과 상대국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을 이해 외부 전문업

체와 컨설팅 계약을 하 으며, 곧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로 수출 전략보고서와 특정 대상국에 대한 진입 방안 보고서

가 나올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 배경 및 전반적 내용을 서술한 서론에 이어서 제 2장에는 연구

로 각 분야별로 수행한 설계업무를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하 고, 이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제 3장에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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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2.1 핵연료 재료

  현재까지 검증된 연구로용 핵연료 중에서 도가 가장 높고 조사 성능 측면에

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U3Si2 핵연료의 재료 특성과 조사 성능에 대해 기본적

인 설계 자료를 조사하고 요약하 다. 

2.1.1 U3Si2 핵연료 재료 특성

1) 핵연료 물성치 

가. 기공도(porosity) 및 조직    

  U3Si2 합금 핵연료 심재에 대한 체적분율, 분말 제조방법 및 성형방법에 따른 

제조 porosity를 표 2.1-1과 그림 2.1-1에 나타내었다. 15vol.% U3Si2 분말 압출 시 

원심분무 구형 분말 압출봉과 파쇄 비정형 분말 압출봉 사이의 porosity 차이는 1% 

이하로 오차범위 내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50vol.% U3Si2 분말 압출시 파쇄 비정형

분말 압출봉의 porosity는 13% 정도이었으며, 원심분무 구형분말 압출봉의 porosity

는 4% 정도이었다. 이와 같이 원심분무 구형분말 압출봉은 파쇄 비정형 분말 압출

봉에 비해 porosity가 9% 정도 훨씬 낮았다. 재압출한 원심 분무 분말 압출봉의 

porosity는 원심분무 분말 압출봉의 porosity에 비해 15 vol.% U3Si2 분말에서 1% 

정도 감소하 으며, 50 vol.% U3Si2 분말에서는 4% 정도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원

심분무 구형분말을 가지고 압출한 핵연료 심재는 파쇄 비정형 분말 핵연료 심재에 

비해 높은 체적분율에서 훨씬 더 작은 porosity를 나타내었다. 15 vol.% U3Si2 분말

의 압연시 원심분무 구형분말에 대한 rolling plate의 porosity는 9% 정도이었으며, 

파쇄 비정형 분말에 비해 8% 정도 높았다.  50 vol.% U3Si2 분말 압연시 원심분무 

구형분말에 대한 rolling plate의 porosity는 17%이었으며, 파쇄 비정형분말에 비해 

4.2% 정도 높았다. 그림 2.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파쇄분말을 사용한 15vol.% 

또는 50vol.% 압연 plate와 압출봉간의 porosity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분무 분말을 사용한 15vol.%와 50vol.% 핵연료 심재에서 압연시와 압출시의 

porosity를 비교해 보면 각각 8% 및 13% 정도로 압출시 porosity가 크게 감소하

다. 즉 원심분무 구형 분말의 사용으로 인해 압연시는 porosity가 다소 더 높았으나, 

압출시는 극적으로 훨씬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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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Archimedean immersion 방법에 의해 측정한 U3Si2

 Volume 
Fraction
of U3Si2(%)  

Powdering 
Method 

Fabrication   
Method

    Porosity(%)

15

      

Comminuted
 Extruding 1.2

Rolling 1.2

Atomized 

Extruding  1.2

Re-extruding  0.2

  Rolling 9.1

50

Comminuted
 Extruding 13

Rolling 17

Atomized 

Extruding 4 

Re-extruding 7

Rolling 17 

그림 2.1-1 파쇄 및 분무 분말을 사용하여 압출한 U3Si2    

              분산핵연료 U3Si2 분산핵연료 심재의 기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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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용량 및 열전도도   

 제조 porosity를 고려한 핵연료 심재의 열용량은 핵연료와 알루미늄 기지의 열

용량의 합이다. 알루미늄, U3Si2, 및 UAlx의 열용량은 모두 거의 유사하다. U3Si2 핵

연료의 열용량은 식(1)에 의해 주어지고 온도의 함수(T, ℃)로서 알루미늄의 열용량

은 식(2)에 의해 주어지고, LEU 핵연료 심재의 열용량은 식(3)에 의해 주어진다.

Cp(U3Si2) = 199 + 0.104T J/kg․K                  (1) 

Cp(Al) = 892 + 0.46T J/kg․K                     (2) 

   Cp(U3Si2-Al) = 0.122VFCp(U3Si2) + 0.0027(1-VF-Vp) Cp(Al) MJ/m
3
․K  (3)

Vp = 0.072Vf + 0.0275VF
2
 + 1.32 VF

3              
(4)

   식 (4)에 의해 주어지는 기공체적을 사용하여, 핵연료의 체적분율이 0에서 0.5로 

증가함에 따라 상온에서 핵연료 심재의 열용량은 2.44 MJ/m
3
/K에서 2.13 MJ/m

3
/K

로 감소한다. 핵연료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열용량이 감소하는 것은 핵연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공도기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그 감소는 U3Si2와 Al의 

열용량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핵연료의 체적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이 

증가하는 결과이다. 핵연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유사한 열용량의 양상

은 UAlx 분산핵연료의 열용량에서 발견되었다. 

   판상 U3Si2 분산핵연료의 열전도도는 U3Si2의 열전도도가 알루미늄의 약 7% 정

도이기 때문에 심재의 핵연료 함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공을 가지는 45vol.% 

U3Si2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60℃에서 약 52W/m․K이다. 이것은 94℃에서의 UAlx 

핵연료에 대한 약 60W/m/K 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다. U3Si2 열전도도의 온도 

의존은 평균적으로 0.06W/m․K
2
이다. U-Al 합금 핵연료에 대해 Stahl (1982)에 의

해 보고된 열전도도로부터 유도된 온도의존은 평균적으로 0.03 W/m․K
2
이다. 이 

자료는 U3Si2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UAlx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원심 분무에 의해 제조된 U3Si2-Al 분산 핵연료의 열적 양립성

  400℃ 및 530℃에서 Al-15vol.% U3Si2 및 Al-50vol.% U3Si2 핵연료심재의 소

둔시 유지시간에 따른 치수변화율을 그림 2.1-2에서 나타내었다. 팽윤량은 열처리 

온도, 시간 및 분산 U3Si2 분말의 부피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530℃에서 

핵연료시편의 부피증가는 400℃에서 같은 시간에 대한 체적변화 보다도 3 배 정도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그 부피 변화가 확산 율속적이며 온도에 대해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분산핵연료 시편의 열처리 실험은 U3Si2 

-Al 계면에서 U(Al․Si)3 층의 성장은 고전적인 확산 반응 속도, 즉 Y=[Ko 

exp(-Q
th
/RT)t]

½ 
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Y는 반응층의 두께, Q

th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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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l․Si)3의 상호확산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Ko는 반응상수, t는 시간(초), T는 절

대온도 그리고 R은 기체상수이다.

530℃에서 소둔한 핵연료시편의 대부분의 팽윤은 소둔 시작후 10 시간 이내에 

일어났다. 그 10 시간 이후 부풀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U3Si2와 Al 간의 계면에서 존재하는 중간상층이 미반

응 U3Si2의 중심부쪽으로 Al 원자의 확산을 방해하므로, 그 결과 중간상층의 성장속

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 다고 생각된다. 50vol.% 핵연료시편의 부

피변화는 15vol.% 핵연료 시편의 체적증가의 5 배 가량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차이

는 분산 U3Si2 분말의 체적분율(3 배) 보다도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소둔 동

안 부피변화는 체적분율에 대해 직선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추가 팽윤에 대한 원인은 50 vol.% U3Si2 핵연료 심재내에서 높은 제조상

태 기공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30℃에서 소둔한 분무분말을 포함하는 U3Si2 핵연

료 시편에 비교해 보면, 파쇄분말 핵연료시편은 큰 체적 증가를 보여주었다. 알루미

늄이 핵연료와 반응함에 따라, 연료의 부피는 본래 입자와 반응 생성물 간의 도

차이 및 Kirkendall effect에 의해 생긴 기공 때문에 증가한다. 또한 비정형 파쇄분

말과 비교하여 분무 구형분말의 작은 비표면적은 확산율속과정에 기인하는 체적변

화를 감소시킨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파쇄 핵연료시편은 전항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분무 핵연료시편에 비해 높은 기공도를 가진다. 이것이 파쇄 핵연료시편의 팽윤

에 대한 구속력의 감소로 나타나고, 따라서 분무 핵연료 시편에 비해 부피 증가에 

대한 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된다.

2) 조사시험 자료 

연구로용 저농축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의 ANL과 카나다의 AECL을 

중심으로 각각 ORR 연구로와 NRU 연구로에서 분산형 금속 핵연료 후보재료에 대

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판상 핵연료를 

제조하여 조사시험을 주로 하 으며, 카나다는 봉상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하 다.

미국은 제 3차에 걸쳐 후보재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제 1차는 저농축 핵연

료로서의 후보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1980년 7월부터 1983년 6월까지 132 개의 소

형시편을 제조하여 표준 핵연료 형태로 조립한 후 조사시켰다. ANL, EG&G, 

NUKEM, ORNL 등의 연구기관에서 후보재료로 UAlx, U3O8, U3SiAl, U3Si, U3Si2 

등의 금속 핵연료를 선정하 다. 각 연구기관에서 이들 핵연료를 소형시편 형태로 

제조한 후, 그림 2.1-3과 같이 ORR 연구로의 표준 핵연료 집합체와 동일한 형태의 

모듈로 구성하여 ORR 노심의 구동핵연료 위치에 장입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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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2 400℃(673°K)(a) 및 530℃(803°K)(b)에서 유지

                 시간의 함수로서 핵연료 심재의 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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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OR4에 장전된 HFT B2의 입면도

조사시간은 전출력 기준 약 500 일에 이르며, 연소도 약 96 ％ 까지 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핵연료 외형을 비롯한 비파괴시험에서 파괴시험까지 조사후 시험을 수

행하여 후보재료의 조사거동을 연구하고 최적 재료를 선정하 다. UAlx 및 U3O8 는 

비교적 양호한 조사거동을 보 으나, U- 도가 낮아 저농축 핵연료로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 다. U3SiAl 및 U3Si 는 U- 도를 높일 수 있으나 팽윤 현상이 어느 정

도 연소 후에 심각히 일어났다. U3Si2 는 U- 도를 일정량까지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거동도 비교적 양호하 다.    

제 2차 노내 조사시험은 제 1차 시험의 재료선정시험에서 양호한 조사 거동을 

보이고 있던 U3Si2 금속간 화합물을 선택하여 연구로 핵연료의 상용 제조회사에서 

표준 핵연료봉과 집합체를 시험용으로 제조하 다. 프랑스의 CERCA, 독일의 

NUKEM, 미국의 B&W에서 각각 두 개의 집합체를 제조하여 1982년 5월부터 1984

년 12월까지 ORR의 구동용 핵연료 위치에 장입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평균 

연소도 35 ％에서 82 ％ 까지 조사를 시키며 조사 중에 그리고 조사 후에 비파괴 

및 파괴검사를 수행하 다. 상용 제조회사에서 제조한 표준 핵연료봉의 조사거동은 

연구기관에서 제조한 1차 소형시편의 U3Si2의 조사거동과 매우 유사하 다. 각 제조

회사에 따라서 U3Si2 내에 미량의 화학성분 차이가 존재하 으나 제조상의 공정 차

이가 조사거동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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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R에서 수행된 제 2차 노내 조사시험은 mini-plate 및 실크기 fuel element를 

조사시험을 수행한 다음, 조사후시험이 수행되었다.  노내 조사시험은 1.4 MW/㎡ 

까지의 열생성율 및 U-235의 98%의 연소도를 가져온 높은 중성자속을 가지는

30MW 연구로에서 수행되었다.  제조에 대한 실제적인 제한(약 50vol.%)까지 핵연

료를 제조하여 노내에서 조사시험되었다.  핵분열 생성물 누출, 과도한 핵연료 팽

윤, 핵연료 warping, blistering, 또는 다른 비정상적인 조건에 대한 어떤 징후도 관

찰되지 않았다. U3Si2 분산핵연료 조사거동에 대한 세 가지 주요한 양상, 즉, 팽윤, 

blistering resistance, 핵분열 생성물질 방출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핵연료심

재에서의 핵연료입자는, 핵분열하는 우라늄 보다 큰 체적을 가지는, 기체 또는 고체

인 핵분열 생성물을 수용하기 위해 연소도의 함수로서 팽윤한다. U3Si2, USi, 및 

UAl2 핵연료 입자 모두 증가하는 연소도와 함께 선형적인 팽윤거동을 나타내 보이

는 안정한 핵연료인 반면에, U3Si 는 급격한 팽윤을 진행하여, 핵연료입자의 약 4 x 

10
27 
fission/㎥ 이상에서 불안정하다. U3Si2 및 UAl2에 대한 단위 fission density 당 

팽윤율은 핵연료입자에 대해 1x10
27
fission/㎥ 에 대해 각각 5.2% 및 6.0%로서 거의 

같다. U3Si2 및 UAl2 분산핵연료의 핵연료심재 팽윤도는 핵연료입자 팽윤율, 핵연료 

체적분율, 그리고 제조기공으로부터 주어진 fission density에 대해 신뢰성 있게 예

측될 수 있다. U3Si2의 안정한 팽윤거동은 높은 연소도 및 높은 기포 도에서 조차 

핵연료입자내의 미세하며 독립적인 미세한 기포(0.4~0.8㎛)의 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포 합체가 U3Si 핵연료에서 불안정한 팽윤의 원인이라고 관찰되어

져 왔다. 그러므로 적합한 제조사양 및 주의 깊은 제조를 통해서 U3Si2 내에서 U3Si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크기 핵연료가 ORR에서 노내 조사되었으며, 고

연소도에서 허용 가능한 팽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U3Si 함량에 대한 충분

한 조절은비교적 쉽게 관리될 수 있는 문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핵연료가 고온으

로 가열될 때, 핵분열 생성기포의 합체로부터 야기되는, blistering에 대한 판상 핵

연료의 저항은 분산핵연료의 안정성의 척도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515℃에서 575℃

의 범위인 판상 U3Si2 핵연료의 blister 개시온도는 연소도 또는 핵연료 체적 

loading에 의해 크게 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Blistering 거동은 우수하

고, UAlx 핵연료의 그것과 유사하다. 알루미늄 기지에 분산된 핵연료로부터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측정으로부터 첫 번째 방출은 blister 개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대

개 보여주었다. 주요한 방출은 판상 핵연료에서 알루미늄의 용해와 동시에 일어난

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출온도는 알루미늄기지와 반응하는 핵연료 온도이다. 이러

한 결과는 알루미늄에 분산되어 있는 UAlx, U3O8 및 U3Si에서도 발견되어진 결과이

다.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측정은 U3Si2에 대해 수행되지 않았을 지라도, 핵

분열 생성물의 초기 방출은, 핵연료가 알루미늄과 반응을 시작하는 피복재의 고상

선온도(약 582℃)에서에서 훨씬 큰 방출이 뒤이어 일어나는, 약 523℃의 blister 개

시온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 U3Si2 핵연료로부터 기대되어지는 핵분

열 생성물의 거동은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UAlx의 거동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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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조사시험은 1차 후보재료 선정시험 결과에서 선택된 U3Si와 U3Si2를 중

심으로 U-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U6Fe, U3Si1.5 등의 금속 핵연료에 대한 조사 

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 다. ANL에서 소형시편

을 만들어 표준 핵연료 집합체 형태로 ORR에서 1984년 3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조

사시험을 하 다. 연소도 27％에서 85％까지 조사하며 조사거동, 특히 팽윤현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 다. U3Si, U6Fe, U3Si1.5는 일정 연소도 후에 핵분열 생성기체에 

의한 급격한 부피 팽창을 가져오는 pillowing 현상을 보 다. 반면에 U3Si2는 4.8 

MgU/m
3
의 U- 도까지 기포가 균일하게 분포하며 팽윤 거동이 연소도에 비례하여 

아주 양호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미국은 연구로용 저농축 핵연료로 4.8gU/cm
3
 U- 도의 U3Si2 금속 핵연

료를 최종 핵연료로서 선정하여 1987년 ORR의 전노심에 U3Si2 표준 핵연료 집합체

를 장전하여 전노심 실증시험을 마쳤다. 판상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연구로에서는 현재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한 U3Si2 금속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2.1.2 핵연료 조사 성능  

1) 개요 

1970년대 말부터 세계 모든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를 핵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90 %

의 연구로가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에서 우라늄 실리사이드계(U3Si 또는 U3Si2)의 합

금을 이용하여 4.8 gU/㎤의 우라늄 도를 갖는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로 대체되었

다[1, 2]. 이에 따라 하나로에서는 Al 기지에 U3Si 핵연료 입자가 분산된 금속핵연

료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AERI는 원심분무 핵연료 제조기술을 핵비확산형 연구

로 핵연료 개발에 활용하고자 1992년부터 미국 ANL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micro-plate형으로 가공한 후 INEEL의 ATR에서 조사시험을 수행

하 다. 시험결과 원심분무법에 의한 핵연료가 기존의 파쇄기법에 의한 핵연료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함이 입증되었다[3]. 원심분무 U3Si2 분말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심분무 U3Si2 분산핵연료와 기존의 파쇄분말 분산핵연료와의 연소성능을 

비교하는 조사시험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원심분무 U3Si2 분산핵연료와 기존의 

파쇄분말 분산핵연료에 대한 조사이력 및 연소성능을 비교하 다.

 

2) Mini-Plate 핵연료 집합체의 조사시험 조건

Al 기지에 각각 파쇄 및 원심분무 분말 U3Si2로 분산되어 제조된 mini-plate 핵

연료를 이용한 조사시험은 미국의 Oak Ridge Research Reactor에서 U3Si, U3SiAl, 

U3Si2 분산핵연료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4]. Mini-plate의 기본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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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와 같다.

- 조사연료 : 파쇄분말 핵연료 mini-plate (1 개)

             및 원심분말 핵연료 mini-plate(3 개)

- U-235 농축도 : 19.75±0.20%

- Mini-plate 두께 : 1.27 mm

- U235 content : 0.84±0.03 g/plate

- Mini-plate 내 핵연료 심재 두께 : 0.51 mm

- Target U Density : 4.8 g-U/㎤ 

- Mini-plate 내 피복재 두께 : 0.38 mm

3) 선출력 이력 및 조사거동

각각 3 개와 1 개의 원심분말 및 파쇄분말 U3Si2 mini-plate를 조사시험용 rig에 

장입한 후 하나로의 OR 조사공에서 조사 시험하 다. 조사시험 조건은 표 2.1-2에 

나타내었다. 핵연료 조사시험 Rig 집합체의 최종 평균 연소도는 70.5%U-235 

(117.7GWD/MTU)로 계산되었으나 화학분석법으로 정 하게 측정한 결과 원심분말 

mini-plate는 49.8 at%U235 (82 GWD/MTU), 파쇄분말 mini-plate는 54.0 at%U235 

(89 GWD/MTU)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계산치와 실측치와의 커다란 차이 발생은 

봉상의 핵연료에 맞는 연소도 계산 프로그램을 판상 핵연료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림 2.1-4는 U3Si2핵연료의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를 

보여준다. 최대 선출력은 81.95kW/m로 평가되었다. 

표 2.1-2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초기 조건

Thermal Neutron Flux 1.7X10
14
 n/cm

2

Coolant

 - Inlet Temperature

 - Outlet Temperature

 - Velocity

 - pH

35℃

36.9℃

18.9 m/sec

5.5-6.5

Max. Centerline Temperature 88.3℃

Max. Thermal Flux 2.64 MW/㎡

Pressure Drop on mini-plate 137 kPa

△TONB 39.5℃

CHFR 9.2

Fission Density 1.58X10
21
 fissions/㎤

 평균연소도(calculation) 70.5 at%U235

 평균연소도(measured)
원심 : 49.8 at%U235 (82 GWD/MTU)

파쇄 : 54.0 at%U235 (89 GWD/MTU)

Irradiation Time 110.7 FPD at 2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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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U3Si2 mini-plate 핵연료의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

4) 조사후 시험

가. Gamma Scanning 검사

 그림 2.1-5는 mini-plate에 대한 대표적인 gamma scan 결과이다. 측정결과, 

mini-plate의 심재 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gamma scan count에 차이가 없

었으며 이는 gamma scan으로부터 정량적인 연소도를 알 수 없지만 fuel meat의 

위치에 따른 연소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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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ength (mm)

 129-0016-02

그림. 2.1-5 Gamma scanning spectrum of the atomized mini-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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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imension 측정

조사된 mini-plate의 팽윤량 측정을 위하여 심재의 여러 지점에서 두께를 측정하

다. 표 2.1-3는 조사 전후의 두께 측정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조사후 mini-plate

의 평균 두께는 핵연료 제조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1.372∼1.379mm의 값을 나타내

었다. 이는 mini-plate가 조사중 일정한 두께성장이 발생하 음을 의미한다. 조사전 

mini-plate의 두께가 1.29∼1.30mm 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두께 증가는 조사에 따

른 mini-plate 표면의 산화층 형성과 swelling 발생에 기인한다. Plate 표면에 형성

된 산화층 효과를 제거하면 두께 변화로부터 핵연료의 팽윤량을 측정할 수 있다. 

산화층을 배제한 plate의 두께증가는 약 44 ㎛로 평가되었으며 이로부터 mini-plate

의 팽윤량은 약 3.3%이었다. 따라서 HANARO에서 조사된 mini-plate는 약 50∼54 

at%U235 연소도에서 매우 안정된 팽윤 거동을 나타내었다.

표 2.1-3 Thickness of mini-plates after irradiation

Sample I.D.
Thickness(mm)

before irr. after irr.

(A)129-0016-02 1.29∼1.30 1.372±0.011

(A)129-0016-03 1.29 1.352±0.012

(A)129-0016-04 1.29∼1.30 1.378±0.008

(C)129-130-20 1.29 1.379±0.009

      ※ (A) : atomized U3Si2 mini-plate

         (C) : comminuted U3Si2 mini-plate

다. 산화층 두께 측정

 Mini-plate 핵연료가 조사중에 산화층 spallation의 발생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plate 산화층 두께를 측정하 다. 두께 측정은 mini-plate의 가운데 중심에서 가장 

자리로 여러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표 2.1-4에 나타내었듯이, 산화층 두께는 mini 

plate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균값이 최소 8.6㎛, 최대 17.5㎛를 나타내었으며 최대값

은 25.3㎛이었다. 이러한 mini-plate 핵연료 심재 부위의 산화층 형성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작은 심재크기로 인하여 두께차이는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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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Min-plates의 산화층 평균 두께

Atomized Mini-Plate

129-0016-02 [㎛]

Comminuted Mini-Plate

129-130-20 [㎛]

Average Max. Average Max.

LEFT

1(center) 13.39 22.56 12.93 21.79

2 13.04 17.12 13.60 21.40

3 12.37 16.73 10.83 17.12

4 13.99 28.01 11.40 18.28

5 9.92 19.07 17.46 25.29

6(edge) 14.41 20.23 10.76 17.90

LIGHT

1(center) 10.22 17.90 13.52 18.68

2 10.38 17.12 10.14 21.79

3 8.60 14.40 9.39 13.62

4 8.61 14.79 11.12 14.79

5 10.99 17.12 12.68 21.01

6(edge) 7.97 13.62 10.71 15.17

라. 미세조직 관찰(Optical)

 그림 2.1-6은 각각 50 at%U235 및 54 at%U235 로 연소된 원심분말 및 파쇄분

말 U3Si2 mini-plate 핵연료의 광학 현미경 조직사진이다. 핵연료 분말차이에 관계

없이 많은 양의 as-fabricated porosity가 조사후에도 존재하 으나 표면 energy를 

줄이기 위하여 round inner surface를 나타내었다. 또한 핵연료 입자내에는 별다른 

fission gas bubble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U3Si2 입자는 Al 기지와의 사이에 

얇은 반응층이 발견되었다. 표 2.1-5에 나타내었듯이, 모든 시편에서 측정된 U3Si2 

입자에 생성된 반응층 두께는 1.73 ㎛ to 2.13 ㎛ 이었다. 핵연료 입자와 Al 기지 사

이에 생성된 반응층은 핵연료가 plate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위치함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핵연료 입자형태 차이에 따른 반응층 두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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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Measured thickness of interfacial layer

 Atomized U3Si2

129-0016-02 [㎛]

Comminuted U3Si2

129-130-20 [㎛]

TOP 2.08 2.13

MIDDLE 1.79 1.83

BOTTOM 1.73 1.75

(a) atomized 

  

          그림 2.1-6 Optical microstructures from atomized 

                       and comminuted mini-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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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세조직 관찰(EPMA)

 그림 2.1-7∼8은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후 원심분말 및 파쇄분말 U3Si2 

mini-plate 핵연료의 파단표면 및 연마표면을 관찰한 결과로서 fission gas bubble 

및 반응층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원심분말과 파쇄분말 U3Si2 mini-plate 

핵연료 시편사이에 bubble 형성과 분포에 얼마간의 비슷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Fission gas bubble은 일반적으로 작은 입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되었으며 

bubble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찰된 bubble들은 아직 핵연료 입

자 전체로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약 1 ㎛ 이내의 최대 크기를 갖으면서 입계와 같

은 특정 지역에서 생성 및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파쇄분말 U3Si2 시편에서보다 

원심분말 U3Si2 핵연료 내에서 평균 bubble 크기가 약간 작은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원심분말 핵연료 입자내에 형성된 bubble은 파쇄분말 시편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원심분말 핵연료의 균일한 bubble 형성거

동은 파쇄분말 핵연료 시편과 비교하여 분말 제조시에 매우 미세한 입자구조를 갖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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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omized(X1000)

(b) Atomized(X2000)

(c) Atomized(X4000)

(d) Comminuted(X1000)

(e) Comminuted(X2000)

(f) Comminuted(X4000)

그림 2.1-7 SEM microstructures of fractured mini-plate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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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SEM microstructures of polished mini-plate fuels

(a) Atomized(X1000)

(b) Atomized(X2000)

(c) Atomized(X4000)

(d) Comminuted(X1000)

(e) Comminuted(X2000)

(f) Comminuted(X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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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핵 설계

  튜브형과 봉형 핵연료를 이용한 개념노심을 구성하고 노심특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핵연료로는 6gU/cc U-7Mo과 4.8gU/cc 또는 4.0gU/cc U3Si2를 채택하 다. 또

한, 새로운 노심개념을 다양하게 검토하 으며,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노심에서 열

중성자속이 높게 나타나 성능이 매우 우수한 연구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2.2.1 개념노심 모델 개발

2.2.1.1 튜브형 핵연료를 이용한 개념노심 모델

     튜브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개념노심에서는 국제적으로 차세대 연구로용  

핵연료로 개발중인 U-Mo 핵연료와 현재 상용화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U3Si2를 

사용하 다. 노심설계에서는 출력 20MW, 주기길이 28일, 6주기 운전을 목표로 하

으며, 평형노심 EOC에서 노심 k-eff가 최소 1.04 이상 되도록 확인하 다. 노심 

k-eff 1.04는 반사체에 조사공이 배치되지 않은 unperturbed 상태에서 조사공 배치

에 의한 반응도 감소(15∼25mk), 조사실험물에 의한 반응도 감소(20mk 내외)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반응도 여유를 고려한 것이다. 

핵연료의 구성 성분은 표 2.2-1과 같다. 핵연료집합체로는 그림 2.2-1과 같이 튜

브 7개로 이루어진 표준형 핵연료집합체와 튜브 5개로 이루어지고 Hf 제어봉이 외

곽에 배치되는 축소형 핵연료집합체 2가지를 사용하 다. 

표 2.2-1 U-7Mo 및 U3Si2 핵연료 구성

구분 U-7Mo U3Si2

핵연료 우라늄 도 (gU/cc) 6.0 4.8

핵연료 도 (g/cc) 8.1555 6.735

U-235 14.5237 wt% 14.085 wt%

U-238 59.0139 wt% 57.2315 wt%

Mo 5.5351 wt% -

Si - 5.6235 wt%

Al 20.93 wt% 23.06 wt%

개념 노심으로 표 2.2-2의 제원을 가진 그림 2.2-2와 같은 D-1 노심을 선정하

다[1]. 이 노심은 표준형 핵연료집합체 16개, 축소형 핵연료집합체 6개로 구성되고 

중심에 Al 모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된다. 제어봉 및 정지봉은 모두 6개다. 

6.0gU/cc U-7Mo 핵연료 노심의 경우 35일의 주기길이를 가정할 때 평형노심 EOC

에서 노심 k-eff가 1.0324로 조금 부족하 으나 주기길이를 조정, 노심구조물과 핵



- 20 -

연료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노심 k-eff를 1.04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반사체에서 최대 열중성자속은 3.4E+14 n/cm
2
-s로 예상되어 열중성자속 측

면에서는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1. 튜브형 핵연료 다발

그러나, D-1 노심은 4.8gU/cc의 U3Si2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EOC에서 반응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 반응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한 후, CT에 

핵연료를 장전하고 제어봉 4개가 정지봉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함으로써 표준형 핵

연료집합체 19개, 축소형 집합체 4개로 구성된 그림 2.2-3과 같은 D-1M 모델을 선

정하 다. 이 노심의 EOC에서의 k-eff는 1.0525로 목표값을 만족하 으며, 반사체에

서의 최대 열중성자속은 3.3E+14 n/cm
2
-s로 평가되었다. 그림 2.2-4는 D-1M 노심

의 축방향 중심 높이의 평면에서 열중성자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열중성자속이 

2.0E+14 n/cm2-s 이상인 역은 노심 중심에서 대략 반경 52cm까지이며, 1.0E+14 

n/cm
2
-s 이상인 역은 노심 중심에서 대략 반경 73cm까지 다. D-1 노심 및 

D-1M 노심의 k-eff 및 열중성자속을 표 2.2-3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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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D-1 노심 및 핵연료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flux trap)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Fuel assembly pitch 

Fuel channel inner radius(standard/reduced)

Radius of flow tube (inner/outer)

Core size (equivalent radius)

Core power density (kW/liter)

Core uranium density (gU/cc)

Number of CAR/SOR

Radius of Hf absorber (inner/out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20 MWth

16/6/1

U3Si2(4.8gU/cc) / U-7Mo(6.0gU/cc)

39.9 kg/49.9kg

88 mm

41.45/42.35 mm

33.35/34.60 mm

399.6 mm x 446.7mm (238.4mm)

160

0.319 / 0.399

4/2

36.85/40.85 mm

1000/20/1200 mm

Fuel Assembly 표준형 핵연료집합체 축소형 핵연료집합체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U3Si2/U-7Mo)

Mass of 
235
U (19.75 wt%) (U3Si2/U-7Mo)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Radius of Al filler(inner/outer)

Number of fuel plates

Fuel meat thickness

Coolant gap 

Cladding thickness

Thickness of stiffener

Curved plate

2.051 kg/2.564 kg

0.405 kg/0.506 kg

Zir.-4/4.5 mm

4.6/10.5 mm

3×7

0.65 mm

2.6 mm

0.4 mm

6.0 mm

Curved plate

1.187 kg/1.484 kg

0.234 kg/0.293 kg

Zir.-4/4.5 mm

4.6/10.5 mm

3×5

0.65 mm

2.6 mm

0.4 mm

6.0 mm

그림 2.2-2 개념노심 D-1 모델 (U-7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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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개념노심 D-1M 모델 (U3Si2)

     

그림 2.2-4. D-1M 노심모델의 중심높이 평면에서의 열중성자속 분포 

표 2.2-3  D-1 및 D-1M 노심의 k-eff 및 열중성자속

노심 D-1 D-1M

핵연료 U-7Mo U3Si2

k-eff 

Fresh core, ARO 1.19628 1.20945

BOC with Xe 1.05993 1.08307

BOC without Xe - 1.12932

EOC 1.03237 1.05250

Fresh core, ARI - 0.96273

최대 열중성자속 (n/cm2-s) 3.41E+14 3.33E+14

종 제어봉가 (mk) - 211.9

주기길이 (day) 35 28

노심 평균 연소도 (MWD/MTU)
35050 (BOC)

49070 (EOC)

32000 (BOC)

44830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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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봉형 핵연료를 이용한 개념노심 모델 

1) Al block을 이용한 노심

   봉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노심은 그림 2.2-5와 같이 육각형의 알루미늄 블록 내

부에 육각형 및 원형의 핵연료를 장전하는 노심이다. 핵연료봉은 하나로와 같은 크

기이며, 도 4.0gU/cc의 U3Si2-Al을 사용한다. 노심에는 36봉 핵연료집합체 14개와 

18봉 핵연료집합체 4개가 장전되었으며 CT에는 Al 모의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

다. 제어장치로는 제어봉이 정지봉의 기능까지 겸하는 개념을 적용하 다. 

  알루미늄 블록을 적용한 노심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 제원은 표 2.2-4와 같다. 

개념노심을 선정하기 위해 노심내 핵연료 채널 사이의 알루미늄 두께를 6.0mm에서 

5.5mm와 5.0mm로 변화시키면서 노심 k-eff와 중성자속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외에 제어봉의 위치를 변화시켰을 경우와 노심의 육각 모서리 부분을 깍아내었을 

경우, 그리고 36봉 및 18봉 핵연료집합체의 최 외곽 링에 있는 핵연료봉을 하나로 

36봉 핵연료집합체의 축소봉과 같은 크기의 축소봉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노심 k-eff 및 열중성자속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2]. 표 2.2-5에는 각 노심을 

간단히 분류하 다.

그림 2.2-5 Al 블록 노심의 구성

  각 노심의 노심 k-eff와 열중성자속은 표 2.2-6과 같다. 노심조건은 모두 새 핵연

료가 장전되고 제어봉이 모두 인출된 상태이다. K-1노심의 경우 반사체에서 최대 

열중성자속은 4.0E+14 n/cm
2
-s, 출력 대비 열중성자속은 2.0E+13 n/cm

2
-s/MW로 

LEU를 사용하는 20MW 출력 연구로중 최대 중성자속을 갖는 호주의 OPAL과 비

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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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Al 블록 노심의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CT)

Number of fuel rod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Number of CAR+SOR

Thickness of Hf absorb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20 MWth

14 / 4 / 1

576

U3Si-Al(4.0gU/cc) 

51.08 kg

4

4.5 mm

1000/20/1200 mm

Fuel Assembly 36봉 핵연료집합체 18봉 핵연료집합체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
U (19.75 wt%)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

Fuel rod radius

Pitch

Rod

3.192 kg

0.63 kg

Zir.-4/4.5 mm

36

3.175 mm

12 mm

Rod

1.596 kg

0.315 kg

Zir.-4/4.5 mm

18

3.175 mm

12 mm

표 2.2-5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Al 블록 노심 구분

노심 모델 K K-1 K-2 K-3 K-4 K-5

Al 블록
두께 (mm)

6.0 5.5 5.0 5.5 5.5 5.5

비고
제어봉 
위치 변경

노심 
모서리 
제거

최외각의 
핵연료봉을 
축소봉으로 
변경

표 2.2-6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Al 블록 노심 모델의 노심 k-eff 및 열중성자속  

노심 모델
채널 사이 Al 두께/ 

Hf 두께 (mm)

k-eff 

(fresh full core)

최대 열중성자속 (×10
14
 n/㎠·sec)

CT 반사체

K 6.0/4.5 1.21735 - 3.89

K-1 5.5/4.5 1.22871 3.74 4.00

K-2 5.0/4.0 1.23011 3.70 3.98

K-3 5.5/4.5 1.23042 3.58 3.95

K-4 5.5/4.5 1.22977 - 3.97

K-5 5.5/4.5 1.20778 3.9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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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관 적용 노심

 하나로와 같이 유동관을 사용하고 노심내에 1개 또는 3개의 조사공을 갖는 노

심을 그림 2.2-6 및 2.2-7과 같이 구성하 다. 

그림 2.2-6 노내조사공 1개 노심 모델

그림 2.2-7 노내조사공 3개 노심 모델

노내 조사공을 1개 갖는 노심에는 하나로와 동일한 제원의 36봉 핵연료집합체 

14개와 18봉 핵연료집합체 4개가 장전되었으며 CT에는 Al 모의 핵연료집합체가 장

전되었다. 제어봉은 4개로 정지봉의 역할도 겸하도록 하 으며, 두께 4.5 mm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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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감싸고 있는 Hf 재질의 관형을 사용하 다. 노내 조사공을 3개 갖는 노심에

는 36봉 핵연료집합체 14개와 18봉 핵연료집합체 6개가 장전되었다. CT에는 36봉 

Al 모의 핵연료집합체가, CT 옆으로 18봉 Al 모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었다. 제

어봉은 4개, 정지봉은 2개를 사용하 다. 

모든 핵연료집합체의 최외곽의 핵연료봉으로는 감축 핵연료봉을 사용하 다. 핵

연료봉은 하나로와 같은 크기이며 4.0gU/cc의 U3Si2-Al을 사용한다. 반사체 내벽의 

외형은 최소한의 굴곡을 갖도록 하 고 반사체 내벽과 유동관 사이에 Zir-4 충진재

(filler)를 사용하여 핵연료 지지대와 충진재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제어봉이 

장전되는 유동관의 경우 제어봉 내부로는 원형 유동관, 외부로는 육각형 유동관이 

설치된다. 표 2.2-7에는 노심 제원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두 가지 노심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는 표 2.2-8 및 2.2-9에 정리하 다. 노내조사공이 1개인 노심인 경

우 CT에서의 최대 출력 대비 열중성자속은 약 2.8E13 n/cm
2
-s/MW이었으며 반사

체에서는 약 2.2E13 n/cm
2
-s/MW 다. 이 값은 호주 OPAL과 비교하여 노심내부에

서는 약 1.4배, 반사체에서는 약 1.1배 높은 값이다. 노내조사공이 3개인 노심인 경

우 노내 조사공에서 최대 출력대비 열중성자속이 약 2.6E13 n/cm
2
-s/MW 으며 반

사체에서는 2.1E13 n/cm
2
-s/MW로 나타났다. 노내 조사공의 수를 증가시켜 노심이 

커졌음에도 매우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어 다양한 활용분야를 충족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성자속은 호주 OPAL과 비교하여 노심 내부 반사체에서는 

약 1.3배, 노심 외부 반사체에서는 약 1.1배 높은 출력 대비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

었다.

표 2.2-7. 노내 조사공 1개 또는 3개 노심의 제원

Parameter 노내조사공 1개노심 노내조사공 3개노심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standard/reduced/CT)

Number of fuel rod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Number of CAR+SOR

Thickness of Hf absorb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20 MWth

14 / 4 / 1

576

U3Si2-Al(4.0gU/cc) 

44.4 kg

4

4.5 mm

1000/20/1200 mm

Reactor Core

20 MWth

14 / 6 / 3

612

U3Si2-Al(4.0gU/cc) 

47.0 kg

4 + 2

4.5 mm

1000/20/1200 mm

Fuel Assembly 36봉 해연료집합체 18봉 핵연료집합체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U (19.75 wt%)

Central support rod(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standard/reduced)

Fuel rod radius(standard/reduced)

Pitch

Rod

2.789 kg

0.551 kg

Zir.-4/4.5 mm

18/18

3.175/2.745 mm

12 mm

Rod

1.327 kg

0.263 kg

Zir.-4/4.5 mm

6/12

3.175/2.745 mm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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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노내조사공 1개 노심의 k-eff 및 중성자속

k-eff
제어봉 완전인출 제어봉 300mm 제어봉 완전삽입

1.23342 1.11683 0.98631

최대중성자속

(×10
14
 n/㎠·sec)

반사체 (< 0.625 eV) 4.33E+14

노  심 (< 0.625 eV) 5.50E+14

노  심 (> 1.0 MeV) 1.72E+14

  * 중성자속은 제어봉 위치가 300mm일때의 값

표 2.2-9 노내조사공 3개 노심의 k-eff 및 중성자속

k-eff

제어봉/정지봉 

완전인출

제어봉 

300mm

제어봉 

완전삽입

제어봉/정지봉 

완전삽입

1.20340 1.09299 0.97061 0.87366

최대중성자속

(×10
14
 n/㎠·sec)

반사체 (< 0.625 eV) 4.26E+14

노  심 (< 0.625 eV) 5.21E+14

노  심 (> 1.0 MeV) 1.29E+14

 * 중성자속은 제어봉 위치가 300mm일때의 값

3) 다른 형태의 노심 

가. 단일노심

  노심에서 핵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대한 높게 하여 노심 부피를 최소화시

킴으로써 노심으로부터의 고속중성자 누출을 극대화하여 반사체에서 출력 대비 열

중성자속 비율이 높은 단일노심 모델을 개발하 다. 

그림 2.2-8과 같이 핵연료봉 384개로 구성된 노심을 구성하 다. 노심 부피를 최

소화시키기 위해 유동관 없이 핵연료봉만으로 노심을 구성하 으며, 노심 중심과 

각 모서리 6곳에서 모두 7 개의 지지봉으로 노심을 지지한다. 핵연료로는 하나로와 

같은 3.15gU/cc U3Si-Al와 4.8gU/cc의 U3Si2-Al을 채택하여 노심특성을 분석하

다. 연료봉간 거리(pitch)로는 12 mm, 11.8 mm, 11,5 mm, 11.0 mm로 변화시키면서 

분석하 다[3,4]. WIMS 코드를 이용하여 그림 2.2-9와 같은 모델을 통하여 노심 연

소 가능일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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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단일노심 모델

제어봉과 정지봉은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제어봉이 정지봉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개념을 적용하 다. 제어봉으로는 반사체 내벽과 핵연료 사이에 두께 4 mm의 Hf 

판을 육각 노심 알루미늄 내벽 바깥쪽에 120° 간격으로 3개 두며, 제어봉 아래에는 

알루미늄 판을 붙여서 제어봉이 빠지는 자리를 알루미늄이 차지함으로써 핵연료와 

반사체 사이에 냉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표 2.2-10에는 단일노

심에 대한 제원이 기술되어 있다.

표 2.2-10 단일노심의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

Number of fuel rod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Number of CAR+SOR

Thickness of Hf absorbe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Support rod (material/radius)

Fuel rod pitch

Reactor Core

10 MWth

1

384

U3Si-Al (3.15gU/cc)/U3Si2-Al (4.8gU/cc)

26.8 kg / 40.9 kg

3

4 mm

1000/20/1200 mm

Zir.-4/4.5 mm

12.0 / 11.8 / 11.5 / 11.0 mm

Fuel Rod

Mass of Uranium

Mass of 
235
U (19.75 wt%)

Fuel rod radius

Cladding thickness

0.07 kg / 0.1064 kg

0.014 kg / 0.021 kg

3.175 mm

1.003 mm

그림 2.2-9 단일노심 WIMS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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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 k-eff, 최대 열중성자속, 연소가능일 등의 계산 결과는 표 2.2-11 및 표 

2.2-12와 같다. 도 4.8gU/cc의 U3Si2-Al 핵연료를 사용하고 핵연료봉 pitch를 11.8 

mm로 유지했을 때 출력 대비 열중성자속 최대값은 3.32E13 n/cm
2
-s/MW 으며, 

이 노심은 10 MW 출력으로 약 100일간 운전할 수 있다. 이 노심의 출력 대비 열

중성자속은 호주의 OPAL보다 약 1.6배 높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표 2.2-11 단일노심 특성 (핵연료 우라늄 도=3.15gU/cc)

핵연료 우라늄 도 3.15gU/cc

Pitch (mm) 12.0 11.8 11.5 11.0

유효 노심 반경 (cm) 12.5 12.3 12.0 11.5

K-eff (fresh) 1.19043 1.18782 1.16551 1.14280

최대열중성자속

(×1014 n/㎠sec at 10 MW)
3.47 3.51 3.69 3.91

연소가능일

(k-eff > 1.05 at EOC)
80 80 60 40

   

표 2.2-12 단일노심 특성 (핵연료 우라늄 도=4.8gU/cc)

핵연료 우라늄 도 4.8gU/cc

Pitch (mm) 12.0 11.8 11.5 11.0

유효 노심 반경 (cm) 12.5 12.3 12.0 11.5

K-eff (fresh) 1.22223 1.21923 1.19457 1.17055

최대열중성자속

(×10
14
 n/㎠sec at 10 MW)

3.26 3.32 3.48 3.67

연소가능일

(k-eff > 1.05 at EOC)
105 100 85 70

나. 다중노심

  다중노심은 앞서 언급한 단일노심 여러 개로 전체노심을 구성하여 노심 내부

와 노심 외곽 부분의 반사체에서 넓은 이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심구성이다. 

다중노심은 각각의 단일노심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높은 중성자속이 노심 내부의 

넓은 반사체 역에서 중첩되므로 출력대비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으며, 조사

장치의 설치에 따라 높은 고속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중노심은 노심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최대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다양한 출력을 만족시킬 수 있

으며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일부의 노심만 운전이 가능한 노심 형태이다.

그림 2.2-10 또는 2.2-11과 같이 하나의 커다란 중수 반사체 탱크에 4개 또는 2

개의 단일노심으로 전체노심을 구성한다. 각각의 단일노심은 210개와 162개의 핵연

료봉으로 노심을 구성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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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노심과 같이 제어봉이 정지봉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개념을 적용하 다. 노심 

사이의 간격은 각 노심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열중성자속이 최대가 되도록 정하

다. 표 2.2-13은 다중노심과 다중노심을 구성하는 단일노심의 제원이다.

표 2.2-13 다중노심의 제원

Parameter Value

Number of fuel rods 162 210

Fuel rod radius (mm) 3.175 3.175

Cladding thickness (mm) 1.003 1.003

Absorber plate thickness (mm) 4 4

Pitch (mm) 12 12

Core Type A B C D

Number of small core 4 2 4 2

Number of fuel rods 648 324 840 420

Number of CAR/SOR 12 6 12 6

Total U loading (kg) 69.1 34.5 89.4 44.7

Core distance from C/L (cm) 28 24 32 28

   

그림 2.2-10 20MW 다중노심 구성

      

  하나로 핵연료와 동일한 3.15gU/cc U3Si-Al 핵연료로 구성한 다중노심의 노심 

k-eff 및 반사체에서의 최대 열중성자속은 표 2.2-14와 같다. 

  출력 대비 열중성자속은 162봉 단일노심 2개로 10MW 다중노심을 구성한 B 

타입 노심이 노심 내부 반사체에서 3.50E13 n/cm
2
-s/MW, 외부 반사체에서 2.30E13 

n/cm
2
-s/MW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값은 호주 OPAL과 비교하여 노심 내부 반

사체에서는 약 1.8배, 노심 외부 반사체에서는 약 1.2배 높은 값이다. 

그림 2.2-11 10MW 다중노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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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다중노심 계산결과

Core Type K-eff
Max. flux to power ratio (n/cm

2
-s/MW)

Inner reflector Outer reflector

A 1.22 3.15E13 1.80E13

B 1.15 3.50E13 2.30E13

C 1.25 2.70E13 1.50E13

D 1.18 3.15E13 2.05E13

다. 환형노심

 환형노심은 하나로 핵연료의 재질 및 제원을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

고, 이들 핵연료집합체를 반사체 탱크 내에 조 한 환형으로 배치하여 노심을 구성

한다. 환형노심은 노심으로부터의 고속중성자 누출을 매우 크게 할 수 있으므로 반

사체 역에서 높은 출력 대비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노심 구성 방안이

다. 그러나 하나로의 핵연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환형노심을 구성할 경우 노심 크기

가 너무 커져버리는 단점이 있어 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봉수를 증가시키고 대신 

핵연료집합체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심 크기를 줄이고자 하 다. 

그림 2.2-12와 같이 하나의 커다란 중수 반사체 탱크에 원형 채널을 환형으로 

조 하게 설치하고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여 노심을 구성한다[6]. 노심에는 6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어 있으며, 3개의 채널에는 표준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고 

나머지 3개의 채널에는 표준 핵연료집합체 및 유동관과 제어봉이 배치된다. 각 핵

연료집합체는 4.8gU/cc U3Si2-Al 핵연료 봉 54개로 구성되고, 노심전체에는 모두 

324개의 핵연료봉이 장전된다. 제어봉 2개 및 정지봉 1개를 가정하 다. 핵연료집합

체 사이의 간격을 20mm 이상으로 유지하여 노심 내부와 외부의 중수 순환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2.2-15에는 노심과 핵연료집합체의 제원이 정리되어 있다.  

 노심특성 분석 결과는 표 2.2-16에 정리하 다.  핵연료는 한번에 모두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주기말 노심 초과반응도 50mk를 만족시키는 주기길이는 172일

로 나타났으며 이때 출력 대비 열중성자속은 3.0E+13 n/cm
2
-s/MW로 계산되었다. 

이는 호주 OPAL보다 약 1.5배 높은 값이다. 



- 32 -

그림 2.2-12 10MW 환형노심

표 2.2-15 10MW 환형노심 및 핵연료 제원

Parameter Value

Reactor Core

Reactor power

Number of fuel sites 

Fuel type

Total U loading amount

Fuel channel inner radius 

Core radius (inner/outer)

Number of CAR/SOR

D2O tank(inner radius/thickness/height)

Reactor Core

10 MWth
6

U3Si2 (4.8gU/cc)
34.5 kg

41.45/42.35 mm

62.0/183.0 mm

2/1

1000/20/1200 mm

Fuel Assembly

Configuration

Mass of Uranium

Mass of 235U (19.75 wt%)

Central support rod (material/outer radius)

Number of fuel rods

Fuel rod radius

Coolant gap 

Cladding thickness

Thickness of Hf absorber

Rod

5.75 kg

1.135 kg

Zir.-4/4.5 mm

54

3.175 mm

2.6 mm

1.003 mm

4 mm

표 2.2-16  10MW 환형노심 계산결과

Parameter Value

K-eff
BOC EOC

1.22 1.05

All CAR in 0.94381

All rods in 0.72020

Effective burnup cycle 172 days

Max. thermal neutron flux 3.0E14 n/c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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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은 주기말에 k-eff 값이 1 이하이다. Case 2와 3의 경우 Xe 평형 상태의 

주기초 및 주기말 k-eff와 노심 평균 연소도는 표 2.2-17과 같다. Case 3 노심에 대

한 핵연료 집합체별 출력은 그림 2.2-16과 같다. 원자로 출력은 열출력 20MWth를 

기준으로 노심 핵연료에 발생하는 총출력은 18.33MWth로 하 다. D-1 노심에 대

하여 평형 노심까지 연소계산을 수행한 결과 case 3에서 주기말 유효증배계수가 

1.043으로 가장 컸으나 그림 2.2-17에서와 같이 핵연료 방출 연소도가 표준 핵연료

집합체의 경우 40%, 43%,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경우 28%, 29%로 너무 작다. 따라

서 D-1 모델에 4.8gU/cc U3Si2  핵연료를 사용할 때 핵연료 양을 추가하여야 한다. 

중성자속 분포는 CT를 중심으로 x축 방향, y축 방향 및 z 방향에 따라 그림 2.2-18 

및 2.2-19와 같다.

표 2.2-17 D-1 노심에 대한 VENTURE 계산 결과

경우 Case 2 Case 3

k-eff
주기초 1.0653509 1.0791601

주기말 1.0283611 1.0431488

연소도(%U-235)
주기초 19.43 16.79

주기말 27.39 24.79

그림 2.2-16 D-1 노심 case 3의 주기초 노심에 대한 집합체별 출력 (kW) 

969 621 1082

833 760

707 946 660

872 830

996 Dummy 992

817 850

548 1015 579

725 796

1052 742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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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초                                 주기말

그림 2.2-17 D-1 노심 case 3의 노심 연소도 (%U-235) 

17.9 0.0 0.0

17.2 30.9

9.4 9.0 19.8

26.1 33.1

9.3 Dummy 9.6

33.4 26.0

20.0 0.0 11.4

37.0 24.2

0.0 0.0 18.1

26.1 9.5 9.6

24.2 37.1

19.9 17.2 29.4

33.4 39.9

17.9 Dummy 18.1

40.1 33.1

27.7 9.0 19.9

42.9 30.9

9.3 11.2 26.1

그림 2.2-18 D-1 노심의 CT에서 X축 방향 중성자속 분포 

2.0E+12

5.2E+13

1.0E+14

1.5E+14

2.0E+14

2.5E+14

3.0E+14

3.5E+14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열중성자속

고속중성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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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D-1 노심의 CT에서 Y축 방향 중성자속 분포 

1.0E+12

5.1E+13

1.0E+14

1.5E+14

2.0E+14

2.5E+14

3.0E+14

3.5E+14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열중성자속

고속중성자속

2.2.2.2 봉형 개념노심 특성 

  4.0gU/cc U3Si2 봉형 핵연료집합체를 이용한 K-2 노심에 대해 VENTURE를 이

용하여 노심 특성을 분석하 다. VENTURE 계산에 필요한 거시적 단면적은 

HELIOS로 생산하 다. 핵연료 교체 및 연소계산을 반복 수행하여 평형노심을 찾았

으며 주기초, 주기말 유효증배계수, 연소도, 선출력, 중성자속 및 핵연료집합체 출력

을 계산하 다[9].

1) 계산모델

   그림 2.2-20은 VENTURE 계산에 필요한 5군 군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HELIOS 

모델이다. 5군의 에너지 구분은 하나로에서 사용하는 5군 구조와 같다. 핵연료집합

체는 알루미늄 블록에 면과 면사이의 길이가 74.4mm인 육각 채널에 장전되고 육각 

채널 사이의 알루미늄 두께는 5mm다. 알루미늄 블록 바깥쪽으로 2mm의 물 층, 

7mm의 Zircaloy, 반사체(D2O) 및 pool water가 있다. 제어봉의 Hf 두께는 4mm이

다.

  노심 해석을 위한 VENTURE 계산은 HEX-Z 모델을 사용하 으며, 그림 2.2-21

와 같이 원자로 수조, 반사체, 노심을 pitch가 1.14604cm인 작은 육각형 격자로 나

누어 계산하 다. 노심내 각 핵연료 채널의 번호는 그림 2.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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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5군 군정수 생산을 위한 K-2 노심의 HELIOS 모델 

그림 2.2-21 K-2 노심의 VENTURE 

HEX-Z 모델 

 

 그림 2.2-22 K-2 노심의 핵연료 채널 번호 

R01

R02 SO1

CA1 R03 R04

R05 R06

R07 CT R08

R09 R10

R11 R12 CA2

SO2 R13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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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특성

   36봉 새 핵연료집합체 14개와 18봉 새 핵연료집합체 4개가 장전된 노심의 경우 

제어봉이 모두 인출되었을 때 유효 증배계수는 1.21635로 MCNP 계산 결과보다 

1.12% 정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원자로 제어는 4개의 제어봉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가정하 다. 4개의 제어봉이 동시에 인출될 때 제어봉 반응도값은 220.1mk/k

이며 적분 반응도값 곡선은 그림 2.2-23과 같다. 제어봉을 5cm씩 인출하면서 계산

한 최대 선출력은 제어봉이 250mm 위치에 있을 때 R03 위치에서 130.9kW/m로 평

가되었다. 새핵연료 노심은 초과반응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핵연료집합체를 모두 

장전하지 않는 부분장전 노심부터 운전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노심내 각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은 표 2.2-18과 같으며, 열중성자속 분포는 그림 2.2-24와 같다. 노심

에서 발생하는 출력은 원자로 출력 20MW 중 펌프 출력을 0.7MW로 가정하여 

19.3MW로 하 다. 

그림 2.2-23 K-2 노심의 제어봉 적분 반응도값 곡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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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노심은 한 주기 길이가 28일인 경우와 30일인 경우에 대하여 연소 계산을 수

행하 다. 한주기 운전 후 핵연료 교체 방법은 표 2.2-19와 같다. 30일 운전에 대한 

평형노심 A, B의 주기초 및 주기말 연소도 분포는 그림 2.2-25 및 2.2-26과 같다. 

주기말 방출되는 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는 30일 운전시 18봉 핵연료집체의 경우만 

제외하고 50%U-235 이하로, 하나로의 방출 연소도인 55%-U235(36봉 핵연료집합

체) 및 51%U-235(18봉 핵연료집합체)보다 작다. 주기말 초과 반응도는 반사체내 조

사공 배치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기길이 감소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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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집합체 추가 장전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주기말 초과반응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표 2.2-18 K-2 노심의 새 핵연료 장전노심, 평형노심 A, B에 대한 핵연료집합체 출력 

위치
핵연료집합체 출력(kW)

New Fuel 평형 노심-A(BOC) 평형노심-B(BOC)

R01

R02

R03

R04

R05

R06

R07

R08

R09

R10

R11

R12

R13

R14

SOR1

SOR2

CAR1

CAR2

1228.7 

1156.2 

1232.8 

1221.1 

1227.7 

1230.5 

1142.8 

1138.6 

1231.0 

1222.5 

1222.8 

1228.0 

1136.0 

1220.9 

615.1 

614.7 

619.7 

610.9 

1490.3 

1321.7 

1034.6 

1221.4 

1096.6 

1163.2 

1208.5 

1198.6 

1154.4 

1082.3 

1209.3 

1019.3 

1264.9 

1441.2 

561.1 

468.2 

737.2 

627.4 

1501.1 

1329.5 

1044.9 

1232.8 

1106.4 

1175.8 

1214.8 

1209.7 

1165.9 

1095.0 

1218.6 

1030.7 

1277.5 

1454.4 

524.0 

431.8 

692.5 

594.5 

  새 핵연료 및 평형노심의 특성을 표 2.2-20에 정리하 다. 평형 노심의 주기초 최

대 선출력은 제어봉 위치가 300mm일 때 발생하 다. 그러나 평형 노심은 No-Xe 

상태에서 주기초 임계 제어봉 위치가 400mm 근처로 실제 최대 선출력은 이보다 

약간 작다. 평형노심 A, B 모두 최대 선출력이 하나로 핵연료에 대한 제한치보다는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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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K-2 노심의 열중성자속 분포 (E<0.625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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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K-2 노심의 핵연료 교체 방법 

평형노심 A 운전 후 평형노심 B 운전 후

NEW FUEL -> R01 -> R02 -> R07 -> 

R11 -> R09-> R05-> R03-> OUT

NEW FUEL -> R14 -> R13 -> R08-> 

R04-> R06-> R10-> R12-> OUT

NEW FUEL -> R01 -> R02 -> R07 -> 

R11 -> R09-> R05-> R03-> OUT

NEW FUEL -> R14 -> R13 -> R08-> 

R04-> R06-> R10-> R12-> OUT

NEW FUEL -> CA1 -> CA2 -> SO1 -> 

SO2 -> OUT

그림 2.2-25 평형노심 A 핵연료집합체 연소도 (%U-235) (30일 주기) 

0.00

8.73 31.27

0.00 41.68 22.54

35.97 29.28

16.24 Dummy 15.73

29.74 35.57

23.07 41.23 17.27

43.29 8.49

0.00

8.67

16.26 37.55

9.05 46.95 29.28

41.69 35.50

23.02 Dummy 22.47

35.91 41.23

29.74 46.44 24.48

48.33 15.73

8.41

그림 2.2-26 평형노심 B 핵연료집합체 연소도 (%U-235) (30일 주기) 

0.00

8.67 37.55

9.05 41.69 22.47

35.91 29.28

16.26 Dummy 15.73

29.74 35.50

23.02 41.23 24.48

48.33 8.41

0.00

8.73

16.24 43.29

17.27 47.01 29.28

41.68 35.57

23.07 Dummy 22.54

35.97 41.23

29.74 46.49 31.10

52.87 15.73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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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0 K-2 노심 특성 

노심 New Fuel 평형 노심-A 평형노심-B

주기초 제어봉 

반응도값(Δk/k)
220.1 261.7

*
259.6

*

주기초 최대선출력(kW/m) 130.9(C_250)
127.8(C_300)

*

123.6(C_400)
*

126.9(C_300)
*

123.6(C_400)
*

주기초 k-eff

(All Rod Out, Xe free상태)
1.21635 1.09280

*
1.08934

*

주기말 초과반응도

(mk/k, Xe 포화상태)

30일 운전 23.1 18.5

28일 운전 33.3 29.1

주기초 노심 평균연소도

(%U-235)

30일 운전 22.14 22.98

28일 운전 20.59 21.38

주기말 노심 평균연소도

(%U-235)

30일 운전 28.81 29.63

28일 운전 26.86 27.63

방출핵연료 연소도(%U-235)

30일 운전
46.95(R03)

46.44(R12)

47.01(R03)

46.49(R12)

52.87(SO2)

28일 운전
44.02(R03)

43.56(R12)

44.07(R03)

43.61(R12)

49.95(SO2)

  * 30일 운전 주기

2.2.3 반사체 모델 

2.2.3.1 중수와 베릴륨 혼합 반사체 분석

  반사체로 중수와 베릴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 다[10]. 노심

주위의 중수반사체 일부를 베릴륨으로 교체하 을 때 베릴륨 두께에 따른 노심의 

k-eff 및 반사체에서의 중성자속 변화를 알아보았다. 

 베릴륨 두께가 50∼100mm로 변할 때 k-eff 및 반사체에서의 최대 열중성자속

을 표 2.2-21 및 그림 2.2-27에 정리하 다. 베릴륨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k-eff가 

증가하 으며 100mm 두께의 베릴륨이 노심 주위에 배치되는 경우 노심반응도는 

중수 반사체의 경우보다 24mk 정도 증가하 다. 베릴륨 두께에 따른 반응도를 2차

식으로 fitting하면 두께가 150mm일 때 반응도가 최대 27.8mk로 예상된다. 반사체

내 최대 열중성자속은 베릴륨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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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반사체 물질에 따른 k-eff 및 열중성자속

베릴륨 두께 k-eff 반응도 (mk)
반사체내 최대 

열중성자속 (n/cm2-s)

열중성자속 

상대 비율

0 (모두 중수) 1.17413 - 3.40E+14 1.0

50 1.19591 15.5 3.38E+14 0.97

60 1.19949 18.0 3.35E+14 0.96

70 1.20190 19.7 3.37E+14 0.97

80 1.20494 21.8 3.32E+14 0.95

90 1.20634 22.7 3.23E+14 0.92

100 1.20877 24.4 3.12E+14 0.89

그림 2.2-27 베릴륨 두께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및 반사체내 최대 열중성자속 상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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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반사체 재질에 따른 향

  반사체 재질로 중수, 베릴륨, 흑연, MgO 등을 사용할 때 k-eff, 중성자속 분포 

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11]. 결과는 표 2.2-22와 같다.

  가장 좋은 반사체인 베릴륨의 경우에 k-eff 및 열중성자속이 가장 높았다. 하

지만 연구로의 경우에는 넓은 반사체 역에서 높은 열중성자속을 얻는 것이 중요

한데 열중성자속이 2.0E+14 n/cm
2
-s 이상인 역은 베릴륨보다 중수의 경우에 9cm 

더 넓어 중수가 이용 측면에서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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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반사체 물질에 따른 k-eff 및 열중성자속

반사체 물질 중수 베릴륨 흑연 MgO

도 (g/cc) 1.0995 1.848 1.6 3.6

k-eff 1.20945 1.25082 1.20234 1.19211

최대 열중성자속 (n/cm
2
-s) 3.25E+14 3.36E+14 2.05E+14 1.69E+14

Φ(thermal) > 1.0E+14 n/cm
2
-s 73 cm

*
58 cm 63 cm 30 cm

Φ(thermal) > 2.0E+14 n/cm2-s 52 cm 43 cm - -

   * 축 방향으로 노심 중심높이 평면에서 노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2.2.3.3 반사체 높이에 따른 향 

    중수 반사체 높이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위해 호주의 OPAL 원자로를 개

략적으로 모델하여 반사체 높이가 120cm 및 210cm 일 때 차이를 분석하 다[12]. 

노심 k-eff와 열중성자속을 표 2.2-23에 정리하 다. k-eff는 중수 높이가 증가하

면 약 4.5mk 증가하 다. 중수 높이가 120cm 일 때 반사체에서 최대 열중성자속은 

3.82E+14 n/cm2-s 으며, 210cm로 증가하면 약 3.7% 증가하 다.

표 2.2-23 OPAL 원자로의 중수 반사체 높이에 따른 k-eff 및 중성자속

중수 높이 120cm 210cm

k-eff 1.25101 1.25553

최대열중성자속 (n/cm2-s) 3.82E+14 3.96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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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열수력 설계

2.3.1. D-1 노심모델 열수력 예비해석

    2.2에서 기술된 여러 가지 형태의 노심모델들 중 하나인 D-1 노심 모델에 

대해 COOLOD-N2 코드를 이용하여 열수력 예비 해석을 수행하 다. 핵연료 채널 

유속을 4m/s에서 9m/s까지 변화시키면서 ONB(Onset of Nucleate Boiling) 발생여

유도, DNBR(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OFIR(Onset of Flow 

Instability Ratio)등과 같은 중요 열수력적 설계 변수들의 변화를 알아보았다[13].

1) 해석 모델

그림 2.3-1은 D-1 노심모델을 보여준다. 노심에 장전되는 표준형 핵연료집합체

는 7개의 핵연료 튜브를 가지며, 감축형 핵연료집합체는 5개의 튜브형 핵연료를 갖

는다. 핵연료 재료는 4.8gU/cc의 U3Si2 분산형 핵연료이다. 그림 2.3-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D-1 노심에는 표준형 핵연료집합체 16개와 감축형 핵연료 6개가 장전되며, 

D-3 노심과 비교하여 양쪽 끝에 위치한 두 개의 표준형 핵연료집합체가 제거된 형

태이다.

예비 열수력 해석에 사용된 COOLOD-N2 코드는 튜브형 핵연료를 기하학적으로 

동일하게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질량유속, 핵연료 표면 열유속 및 노심 냉각수 입

출구 온도차등과 같은 열수력학적 변수들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냉각수 채널 두께

가 2.6mm로 유지되도록 핵연료 심재의 폭을 조정하 다. 이에 따라 튜브형 표준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 심재폭 6.197mm, 판형 핵연료 18개로 구성된 핵연료집합체

로 모사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열수력 및 기하학적 입력변수는 표 2.3-1에 정리되어 

있다.

노심에서의 total peaking factor(FQ)는 3.0으로 설정하 다. 축방향 출력분포는 

하나로 36봉 핵연료 채널에서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 다. 노심출구까지의 수조 깊

이를 10m로 고려하면, 이때 노심출구 근처에 작용하는 정압은 약 200kPa이라고  

추정되므로 노심출구에서의 압력이 200kPa이 되도록 노심 입구압력을 조정하 다.

2) 해석 결과

그림 2.3-2는 각 유속별로 핵연료에서의 중요 온도변수들의 축방향 분포를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유속이 낮은 4m/s 와 5m/s에서는 냉각수의 포화온도보다 핵연료

표면의 온도가 높지만, 6m/s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속이 증가하면 단위시간 당 흐르는 냉각수량이 증가하므로 핵연료를 통과한 

냉각수의 온도상승이 감소하게 된다[그림 2.3-3(a)]. 냉각수 포화온도가 입구에서는 

유속이 빠를수록 높고 느릴수록 낮게 나타나며, 출구에서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값

을 보인다[그림 2.3-3(b)]. 이는 냉각수 포화온도가 압력의 함수이고, 계산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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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출구에서의 정압이 200kPa로 고정된 상태에서 유속에 따라 노심 입구압력을 

조절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속이 빠른 경우에서는 발생되는 차압이 크기 때문

에 노심입구압력이 높아서 냉각수 포화온도도 높게 나타나며, 유속이 느린 경우에

는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노심입구압력으로 포화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2.3-3(c)의 핵비등 개시온도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유속이 빠를수록 높

은 ONB온도를 보이고 유속이 감소하면 ONB 온도도 감소하며 출구에서는 유속에 

상관없이 동일한 ONB온도를 보이는 점은 냉각수 포화온도와 같다. 그러나 감소하

는 경향은 포화온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ONB온도는 포물선형태이다. 이

러한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포화온도가 순수한 압력에 대한 함수인데 반해, ONB온

도에는 핵연료 표면에서의 열유속의 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유속이 상

대적으로 낮은 입구 근처에서는 압력의 향이 더 크지만 열유속이 상대적으로 높

은 부분에서는 열유속의 향 때문에 포화온도처럼 선형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포물

선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유속에 따른 핵연료의 온도분포 변화[그림 2.3-4]는 핵연료의 열유속 분포에 직

접적인 향을 받으므로 중심부가 최대점을 갖는 포물선 형태가 된다. 핵연료 심재

의 온도는 146℃를 넘지만, 심재가 U3Si2 인 경우 한계온도가 350℃이므로 심각한 

고려대상은 아니다. 다만 유속 4m/s인 경우는 최대점 이후의 온도분포가 다른 경우

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그림 2.3-3(d)의 핵비등 개시 여유도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속 4m/s인 경우 핵연료 중심부 표면온도가 ONB온도보다 높아 ONB

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ONB 발생 여유도 설계

기준을 20℃로 하면 냉각수 유속은 7m/s 이상이 되어야만 조건을 만족한다.

또 다른 중요한 열적 여유도 평가변수인 최소 DNBR과 최소 OFIR의 유속에 따

른 변화가 그림 2.3-5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설계기준을 2.5로 설정하

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MDNBR과 MOFIR 모두 냉각수 유속이 8m/s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는 유속변화에 따른 주요 열수력 변수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 D-1 노심과 D-3 노심 해석 결과 비교

D-1 노심은 D-3 노심과 동일한 열출력을 가지면서 핵연료의 개수가 적기 때문

에 핵연료집합체 한 개당 열출력이 D-3 노심에 비해 더 높다. 그러면서도 전체 열

전달면적은 오히려 작기 때문에 표면 열유속이 33%나 더 높다. 그러나 냉각수 채널 

간격은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유속에서도 D-3 노심 보다 채널당 질량유량은 더 

많다. 표 2.3-3은 D-1 및 D-3 노심[14]의 열수력적 설계변수들을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열수력적 설계변수들에 대한 제한치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D-1노심이 D-3노심에 비해 더 높은 유속에서 열수력적 설계 제한조건을 만

족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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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D-3모델은 ONB 발생 여유도 20℃ 제한조건을 

유속 5m/s 이상이면 충분히 만족하지만 D-1 노심인 경우에는 7m/s에서 만족이 되

었고, MDNBR과 MOFIR 역시 D-3 노심은 유속 7m/s부터는 제한 조건 2.5를 만족

하 으나 D-1 노심은 8m/s가 되어서야 만족되었다.

열수력 해석결과를 비교한 표 2.3-4를 보면, 동일한 유속에서 냉각수 채널높이가 

더 큰 D-1 노심이 수력직경이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에서의 압력강하가 D-3 노심

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ONB 발생 여유도, MDNBR, MOFIR 모두 동일한 

유속 조건에서 D-3 노심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 2.3-1 열수력 해석을 위한 D-1 노심 및 핵연료 입력자료

튜브형 판형 튜브형 판형

fuel type tube equivalent 
plate

channel gap(mm) 2.6 2.6

Reactor power
(MW)

20 20
channel width

(mm)
61.89

No. of fuel 
plate/assembly

7 18
DF flow area

(m2)
0.00302 0.003057

Driver Fuel(DF)
site

16
CAR flow area

(m2)
0.001868

CAR site 6
total heated area

(m2)
30.4 30.4

Equivalent No. of 
DF assembly

19.47 19.47 q"avg(MW/m
2
) 0.6577 0.6577

DF assembly
power(MW)

1.027 1.027 Gavg(kg/m
2
s) 7920 7920

CAR assembly
power(MW)

0.594 노심유량(kg/s) 471.5 471.5

fuel meat
thickness(mm)

0.65 0.65
DF 채널유량

(kg/s)
23.92

clad 
thickness(mm)

0.4 0.4
CAR 채널유량

(kg/s)
14.8

plate 
thickness(mm)

1.45 1.45
core flow area

(m2)
0.05953 0.05953

fuel meat 
width(mm)

61.97 △Tcore(℃) 10.15 10.15

fuel meat 
length(mm)

700 700 inlet temp(℃) 40 40

표 2.3-2 D-1형 노심에 대한 예비 열수력 해석 결과

냉각채널
평균유속

(m/s)

노심유량
(kg/s)

노심
출구온도

(℃)

노심입출구
온도차
(℃)

핵연료
입출구압력차

(kgf/cm
2
)

ONB발생
여유도
(℃)

Minimum
DNBR

Minimum 
OFIR

4.0 235.7 60.28 20.28 0.336 0 1.70 1.15

5.0 294.6 56.23 16.23 0.470 7.17 1.96 1.50

6.0 353.5 53.53 13.53 0.632 18.96 2.20 1.87

7.0 412.5 51.59 11.59 0.817 28.75 2.44 2.27

8.0 471.5 50.14 10.14 1.027 36.61 2.67 2.70

9.0 530.3 49.02 9.02 1.260 43.27 2.88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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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D-1형 노심과 D-3 노심의 비교[( )안은 평판형]

D-1 D-3 D-1 D-3

Reactor power
(MW)

20 20
DF flow area

(m2)
0.00302

(0.00306)
0.002821

(0.002848)

No. of fuel 
plate/assembly

7(18) 7(18)
CAR flow area

(m2)
0.001868 0.001813

Driver Fuel(DF)
site

16 20
total heated area

(m2)
30.4 40.4

CAR site 6 6 q"avg(MW/m
2
) 0.6577 0.4952

Equivalent No. of 
DF assembly

19.47 23.63 Gavg(kg/m2s) 7920 7920

DF assembly
power(MW)

1.027 0.846 노심유량(kg/s) 471.5 533.01

CAR assembly
power(MW)

0.594 0.512
DF 채널유량

(kg/s)
23.92 22.34

fuel meat
thickness(mm)

0.65 0.65
CAR 채널유량

(kg/s)
14.8 14.36

clad 
thickness(mm)

0.4 0.4
core flow area

(m
2
)

0.05953
(0.5953)

0.0673
(0.0673)

(plate 
thickness(mm)

1.45 1.45
cooling 

channel gap(mm)
2.6 2.2

표 2.3-4 D-1형과 D-3형의 노심 열수력 해석 결과 비교

냉각채널
평균유속

(m/s)

노심유량
(kg/s)

노심
출구온도

(℃)

노심입출구
온도차
(℃)

핵연료
입출구압력차

(kgf/cm2)

ONB발생
여유도
(℃)

Minimum
DNBR

Minimum 
OFIR

model D-1 D-3 D-1 D-3 D-1 D-3 D-1 D-3 D-1 D-3 D-1 D-3 D-1 D-3

4.0 235.7 266.5 60.28 57.94 20.28 17.94 0.336 0.391 0 12.18 1.70 2.22 1.15 1.32

5.0 294.6 333.0 56.23 54.36 16.23 14.36 0.470 0.554 7.17 25.75 1.96 2.56 1.50 1.71

6.0 353.5 399.7 53.53 51.97 13.53 11.97 0.632 0.747 18.96 35.81 2.20 2.86 1.87 2.13

7.0 412.5 466.4 51.59 50.26 11.59 10.26 0.817 0.970 28.75 43.83 2.44 3.15 2.27 2.57

8.0 471.5 533.0 50.14 48.97 10.14 8.97 1.027 1.220 36.61 50.36 2.67 3.42 2.70 3.05

9.0 530.3 599.6 49.02 47.98 9.02 7.89 1.260 1.500 43.27 55.87 2.88 3.68 3.16 3.56

그림 2.3-1 D-1 노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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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2 유속에 따른 축방향 핵연료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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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냉각수 유속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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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핵연료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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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들로 측정 시편들은 압출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봉형의 경우 porosity

가 1∼2vol%로 판형 핵연료에 비해 아주 작으므로 열전도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 도가 4.8 gU/cc인 U3Si2-Al 분산 핵연료의 경우, 핵연료입자의 부피 분

율은 42.5 vol%이고 질량 비율은 76.9 wt%이다. 이때의 열전도도를 하나로 핵연료 

설계 시 적용한 Maxwell 관계식[19]을 이용하여 구하면 113 kW/mK이다. 반면에 

그림 2.3-9에서와 같이 판형 핵연료 자료(porosity 10 vol% 이하)로부터 구한 상관

식을 적용하면 64 kW/mK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고려중인 4.8 gU/cc U3Si2의 경

우 봉형은 판형에 비해 열전도도가 1.77배 크며 불확실성을 고려하여도 100 kW/m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열전도도에 따른 핵연료 온도

열전도도에 따른 U3Si2 핵연료 심재 온도를 MATRA_h 코드를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 다. 노심조건은 하나로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출력 120 kW/m, 유속 

7.3 m/sec 및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구조를 적용하여 계산하 다. 계산 결과는 그림 

2.3-10과 같으며 피복재 표면 산화층에서의 온도차(85℃)를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함께 도시하 다. 현재 하나로에 적용하고 있는 정상상태에서의 핵연

료 중심온도에 대한 안전한계 350℃를 기준으로 하면 열전도도가 80 kW/mK 이상

이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열전도도 100 kW/mK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4.8 gU/cc 봉형 U3Si2의 경우는 핵연료 온도 측면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 2.3-5  판형 U3Si2-Aluminum 분산 핵연료의 열전도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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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봉형 Uranium-Silicide 핵연료의 열전도도

U density, 

gU/cc

Weight 

fraction, 

wt%

Volume 

fraction,

vol%

Thermal 

conductivity, 

W/mK

Remark

4.77 75 42.4 121 USiAl, AECL[16]

2.55 55 22.4 180 USiAl, AECL[16]

3.15 61.4 27.7 155
 U3SiAl, calculated, 

 HANARO[18]

3.15 61.4 27.7 157.6
 U3SiAl, 국산핵연료,    

 atomized[17]

3.15 61.4 27.7 157.3
 U3SiAl, 국산핵연료, 

 pulverized[17]

그림 2.3-6  Weight %(w/o) and Volume %(v/o) of U3Si2 vs. Weight % Si

            for Alloys at Equilibrium and Temperature < 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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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9  핵연료 입자의 부피분율에 따른 심재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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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핵연료 심재의 열전도도에 따른 핵연료 중심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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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단일노심 모델의 열수력 예비해석

    U3Si2 봉형 핵연료를 사용하고 중성자속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조 노심 

구조를 한 단일노심 모델에 대해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 다. 이 경우 핵연료 선출

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속이 빨라야 한다. 중성자속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심 크기와 물의 양을 줄여야 하고 이것을 열수력 측면에

서 보면 열제거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된다. 기계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유속 증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속에 따른 노심의 열적 여유도 변화와 일정 유속에서 도달 

가능한 최대 선출력을 평가하 다.

1) 단일 노심 모델

단일 노심은 그림 2.3-11과 같이 삼각다발 6개가 모여 육각 노심을 구성하고 있

다. 핵연료 심재는 U3Si2-Al 분산 핵연료이고 우라늄 도는 4.8 gU/cc이다. 전체 

핵연료봉 수는 210개로 하나로의 936개와 비교할 때 22.4%에 해당하며 핵연료봉의 

기하학적 형상은 하나로 핵연료와 동일하다. 

2) 유속 향

일정 출력(q'max=120kW/m) 조건에서 노심 내 유속에 따른 열적 여유도 변화를 

MATRA_h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핵연료집합체의 부수로 형상은 하나로 핵

연료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U3Si2 심재의 열전도도는 2.3.2절의 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100W/mK를 사용하 다.  ONB, MCHFR 및 정상상태 핵연료 온도에 대한 

설계기준은 표 2.3-7과 같이 하나로에 적용한 값을 사용하 다. 

표 2.3-7과 그림 2.3-12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하나로 유속인 7.3m/sec 이상에서는 

모두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속이 7.3m/sec에서 10m/sec로 

증가할 때 ONB 여유도는 약 2.5배, MCHFR은 약 1.3배 증가하 으며 핵연료 중심

온도는 약 18℃ 감소하 다. 

3) 설계 가능 출력

설계 노심에서 실현 가능한 최대 유속을 10m/sec로 가정하고 열수력 설계기준에 

따라 도달 가능한 최대 출력을 평가하 으며 결과를 표 2.3-8과 그림 2.3-13에 수록

하 다. ONB 여유도의 경우 160kW/m 까지 설계기준을 만족하 으며 MCHFR은 

150kW/m, 핵연료 중심온도는 140kW/m 까지만 만족하 다. 그러나 핵연료 온도의 

경우 열전도도(100W/mK)와 산화층에서의 온도 증가(85℃)에서 불확실성과 보수성

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상상태 설계기준(350℃)의 배경이 U3Si 핵

연료의 급격한 팽윤현상이고 U3Si2 핵연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팽윤 거동을 보

이는 점을 고려하면 핵연료 온도에서의 여유도는 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다. 따라서 유속이 10m/sec일 때의 개략적인 한계 출력은 핵연료 표면 열속으로 제

한되는 MCHFR을 기준으로 약 150kW/m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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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단일 노심 모형

표 2.3-7  일정 출력에서 유속에 따른 열적 여유도 변화

Case
Velocity

(m/sec)

q'max

(kW/m)

Design parameters

△TONB(℃) MCHFR 핵연료 온도(℃)

설계대상 노심

7.3 120 14.58 1.96 338.5

8.0 120 21.44 2.14 332.6

9.0 120 29.99 2.39 325.7

10.0 120 37.45 2.64 319.9

하나로 

설계기준(36봉)
7.3 12.7 1.92 350

표 2.3-8  일정 유속에서 출력에 따른 열적 여유도 변화

Case
Velocity

(m/sec)

q'max

(kW/m)

Design parameters

△TONB(℃) MCHFR 핵연료 온도(℃)

설계대상 노심

10.0 120 37.45 2.64 319.9

10.0 130 32.83 2.37 335.7

10.0 140 28.34 2.14 351.3

10.0 150 23.85 1.94 366.9

10.0 160 19.47 1.77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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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NB 여유도

  2) 최소 임계열속비

  3) 핵연료 중심온도

그림 2.3-12  유속에 따른 열적 여유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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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NB 여유도

  2) 최소 임계열속비

  3) 핵연료 중심온도

그림 2.3-13  출력에 따른 열적 여유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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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3차원 열수력 해석

2.3.4.1 Inlet plenum내의 유동불안정과 유동관 유량맥동

    이전의 연구결과들[20∼22]로부터 하나로와 유사한 형상을 갖는 유입공동에

서는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다양한 크기의 와류들이 발생하고, 그 향으로 인해 유

동관을 흐르는 유동이 일정하지 않고 맥동을 일으켜 핵연료의 유체유발진동이 발생

하여 마모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다

양한 형상의 구조물을 유입공동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구조물들

이 유량 맥동을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보이는지 또한 어떤 형상의 구조물이 더 효과

적으로 맥동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입공동에 유량맥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유량맥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flow-skirt, muffler, narrow-skirt를 

설치했을 때의 4가지 경우에 대해 CFD 해석을 수행하 다. 

CFD해석에는 상용 CFD 코드인 CFX 5.7을 사용하 으며 유량맥동 현상을 모사

할 수 있도록 0.005초 간격으로 비정상상태 해석이 수행되었다.

2.3.4.2 해석 결과

그림 2.3-14는 4가지 경우에 대해 각 유동관마다 시간에 따른 유량변동을 보여

주고 있다. 유입공동에 와류를 억제하기 위한 아무런 구조물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에는 모든 유동관에서 큰 폭의 유량맥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량맥

동은 불규칙적이며 맥동크기도 임의적이다. 이는 유입공동에서의 불안정한 와류에 

기인한다. flow-skirt나 narrow-skirt와 muffler를 장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동관

에서 유량맥동이 크게 감소되었음을 해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소

수의 유동관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유량맥동이 발생하고 있다. Flow 

skirt와 muffler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flow-skirt를 설치한 경우가 muffler를 장착

한 경우에 비해 유량맥동 현상을 더 잘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난류모델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계산격자에 대해 RANS 

(Reynolds Average Navier-Stokes equation)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LES(Large Eddy Simulation)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그림 2.3-15]를 비교하

여 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ANS 모델을 사용한 결과의 유량변동을 나

타내는 그래프는 부드럽게 변화하며 주기 역시 상대적으로 길다. 하지만 이에 반해 

LES계산결과로 얻은 유량변동 그래프는 순간적인 유량변동을 나타내며 RANS 모

델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길이를 보인다. RANS 모델의 결과가 LES모

델의 결과에 비해 부드럽고 주기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것은 RANS 모델이 시간 평

균화 시킨 난류모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LES모델은 공간평균화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인 현상을 모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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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Mass fluctuation in flow-tube by RANS turbul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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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Mass fluctuation in flow-tube by LES turbulence model

2.3.5 튜브형 핵연료 수력특성 시험

  튜브형 핵연료는 곡판형 핵연료가 냉각유로를 사이에 두고 동심형으로 여러 

겹 적층된 모양을 띠고 있어, 부수로에서 자유롭게 냉각수가 혼합되는 봉형 핵연료

와는 달리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튜브형 핵연료에서 각 냉각유로에서의 

유속 분포와 압력강하 특성은 열수력 설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 장에서는 튜브형 핵연료의 수력특성 시험을 위한 장치를 설계/제작/설치하고,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측정과 유량계의 측정값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실험, 튜브

형 핵연료에서의 유속분포 측정 결과, 실험의 불확실도 해석 결과에 대해 기술하

다[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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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수력 시험 장치

1) Test-loop 설계/제작/설치

튜브형 핵연료의 유동특성 시험을 위한 test-loop은 계장캡슐과제에서 설치한 단

일시험루프를 개조하 다. 그림 2.3-16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단일시험

루프의 펌프 및 유량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test-loop의 두 지점에 분기관을 

설치하고 각각에 게이트밸브를 설치하 다. 각각의 게이트밸브 끝단에는 튜브형 핵

연료 test-loop와 계장캡슐 test-loop를 연결함으로서 게이트밸브의 개폐조작에 따

라 필요한 부분으로 test-loop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 유량계와 구동펌프를 공동

으로 사용하면서도 튜브형 핵연료 test-loop와 계장캡슐 test-loop 간에 상호간섭이 

전혀 없이 양립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2.3-16 Schematic of test-loop

2) Test-section

그림 2.3-17은 튜브형 핵연료 유동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test-section부의 개략도

이다. 유동이 유입되는 하부(그림 오른쪽)에는 소구경 원형관을 이용하여 만든 flow 

straightener를 inlet plenum 내에 장착하여 test-section 내부에서의 유동분포가 국

부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가능한 한 고른 유동분포를 갖도록 하 다.  

튜브형 핵연료가 장착되는 부분은 직경 80.4mm, 길이 975mm인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 다. 아크릴 튜브 끝부분(핵연료 뒷부분)에는 pitot-tube를 장착할 수 있는  

3개의 고정대가 120도마다 설치되어 있다. Pitot-tube 고정대는 “ㄱ”자 형태로 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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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진 pitot-tube가 튜브형 핵연료 사이 2.5mm 유로에서 이동하면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pitot-tube가 반경방향 및 축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실험에서 사용된 튜브형 핵연료는 기 제작된 실제 크기의 모형을 직접 사용하 다. 

그림 2.3-18은 실험에 사용된 튜브형 핵연료 모형이다.

그림 2.3-19는 조립 완료된 튜브형 핵연료 test-loop의 test-section부의 모습이

다. 튜브형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량을 측정하기 위해 핵연료 receptacle 바

로 밑부분과 핵연료 뒷부분에 정압측정 탭을 설치하 다. 두 정압 탭은 투명 우레

탄 튜브를 사용하여 차압계와 연결하 다.

Test-section부의 핵연료 장전부분은 투명한 아크릴 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유동특성 중에 핵연료의 진동과 같은 거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향후 튜브형 핵

연료의 진동특성 실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17 Schematic of test-section

그림 2.3-18 Tubular type fuel mock-up  그림 2.3-19 Photo of test-section    

                                                        for tubular typ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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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기기 및 Data acquisition system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에서 유속측정을 위해 pitot-tube를 이용하는 방법이 채

택되었다. Pitot-tube는 두께 2.5mm의 슬릿형인 튜브형 핵연료 채널에서 측정이 가

능하도록 직경을 2.3mm로 주문제작 하 다. pitot-tube 측면의 정압 탭(tap)도 벽면

의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80도 간격으로 2개만 위치하도록 하 다. 

Pitot-tube에서 측정된 전압 및 정압은 투명 우레탄 튜브를 통해 차압계로 전달되

고, 차압계에서 나타나는 측정 차압은 동압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차압계는 2 종류로서 각 0∼50 kPa 및 0∼300 kPa의 측정 

압력범위를 갖는다. 0∼50 kPa의 측정범위를 갖는 차압계는 유속측정용이고, 300 

kPa 측정범위를 갖는 차압계는 핵연료 압력강하 측정용으로 사용하 다. 측정오차

는 두 종류 모두 전체 측정범위의 ±0.025%이내로서 매우 정 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data acquisition system은 Agilent 34980A로 모든 전기신호

(전류, 전압, 저항)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와 주기도 읽을 수 있고, 고

분해능을 가지며, 높은 정 도를 확보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1개의 K-type 열전

대와 4개의 차압계, 1개의 전자기식 유량계를 사용하 으며, 열전대를 제외한 차압

계와 유량계에서는 4-20mA의 전류신호를 출력한다. 

차압계에는 500Ω의 shunt 저항을 내장한 변환기를 추가로 부착하여 1-10V 전

압신호가 출력되도록 변환하 고, 유량계에는 250Ω의 shunt 저항을 부착하여 1-5V

의 전압신호가 출력되도록 하 다. 

노트북 PC에서는 Agilent VEE software[21]를 이용하여 Agilent 34980A를 작동

시켜 신호를 읽거나 읽어들인 신호를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보여주고 저장하는 기능

을 하도록 만들어진 가상의 제어반이 실행되게 된다. 그림 2.3-20은 본 실험에서 사

용된 data acquisition system의 전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20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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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유속 측정 및 유량계의 검증

1) 실험 방법

튜브형 핵연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 채널에서의 유속 분포 측정을 위

해 그림 2.3-21에서 보는바와 같이 120도마다 설치된 pitot-tube를 이용하 다. 

Pitot-tube는 test-section 시작 지점으로부터 약 600mm 지점에 설치되었다. 그림 

2.3-21(a)는 pitot-tube가 장착된 위치에서의 축방향단면 그림으로 pitot-tube는 반

경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피토관을 유동채널 직경거리 내에서 일

정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하게 되면 그림 2.3-21(b)와 같은 일종의 방사형 유속측

정망을 형성하게 된다.

유동채널 내 국부 유속은 반경방향 5mm 간격으로 측정되었고, 하나의 측정선에

서 17개의 측정값을 얻게 되므로 유동채널 측정단면에서 총 53개의 국소 유속측정

값을 얻는다.

    

                그림 2.3-21 Installation of pitot-tube

2) 실험 결과

그림 2.3-22에는 각 유량별로 3개의 pitot-tube에서 측정된 유동관 내 반경방향 

유속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벽면 근처에서는 벽면 마찰의 향으로 중심부에 비해 

유속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동관 내 유속분포는 층류 유동장의 특징

인 중심부에서 가장 크고 벽면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포물선형이 아니라, 벽면 

근처에서만 큰 속도구배를 보이고 중심부에서부터 어느 정도 벽면에 근접한 부분까

지도 비슷한 속도분포를 보이는 난류 유동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상에서 왼쪽부분은 분명한 경향을 보이면서 변화하는데 반해, 오른쪽은 

일부 측정값이 전체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값을 보인다. 유속측정이 진행되는 동

안 가늘고 긴 pitot-tube가 측정을 위해 유동관 안쪽으로 삽입된 길이가 길어지면서 

(a) pitot-tube installation     (b) velocity measureme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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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벽 부근에서는 pitot-tube에 유체유발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육안 및 진동음

으로 확인하 다. 이러한 pitot-tube의 진동이 측정값에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Pitot-tube를 이용하여 측정한 유동채널 내 유속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체적유량

과 실험 장치에 장착된 전자기식 유량계에 나타난 체적유량을 표 2.3-9에서 비교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값이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으로부터 pitot-tube를 이용

한 유속측정과 유량계의 정확성을 동시에 검증하 다. 본 유속측정 실험에서의 최

종적인 불확실도는 ±2.21%이다[25].

0.00 0.02 0.04 0.06 0.08
0.0

0.5

1.0

1.5

2.0

2.5

3.0
Volume flow rate = 0.3 m3/min

Ve
lo

ci
ty

 (m
/s

)

Distance from wall to wall of flow-tube (m)

 probe 1
 probe 2
 probe 3

probe 3

probe 2

probe 1

0.00 0.02 0.04 0.06 0.08
0.0

0.5

1.0

1.5

2.0

2.5

3.0

probe 3

probe 2

Ve
lo

ci
ty

 (m
/s

)

Distance from wall to wall of flow-tube (m)

 probe 1
 probe 2
 probe 3

probe 1

Volume flow rate = 0.5 m3/min

(a) volume flow rate = 0.3 m
3
/min   (b) volume flow rate = 0.5 m

3
/min

0.00 0.02 0.04 0.06 0.08
0.0

0.5

1.0

1.5

2.0

2.5

3.0
Volume flow rate = 0.6 m3/min

Ve
lo

ci
ty

 (m
/s

)

Distance from wall to wall of flow-tube (m)

 probe 1
 probe 2
 probe 3 probe 3

probe 2

probe 1

0.00 0.02 0.04 0.06 0.08
1.0

1.5

2.0

2.5

3.0

3.5

4.0
Volume flow rate = 0.9 m3/min

Ve
lo

ci
ty

 (m
/s

)

Distance from wall to wall of flow-tube (m)

 probe 1
 probe 2
 probe 3 probe 3

probe 2

probe 1

(c) volume flow rate = 0.6 m
3
/min  (d) volume flow rate = 0.9 m

3
/min

그림 2.3-22 Velocity distribution in test-section measured by pitot-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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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속도 측정으로부터 얻은 유량과 유량계로부터 얻은 유량 비교

기준 

체적유량

(m
3
/min)

측정 속도로 구한 유량

(m
3
/min)

전자기식 유량계

(m
3
/min)

0.3

1st 0.3021 0.303

2nd 0.3021 0.301

3rd 0.3013 0.301

0.5
1st 0.4930 0.504

2nd 0.4898 0.502

0.6 - 0.5991 0.601

0.9 - 0.9111 0.902

2.3.5.3 튜브형 핵연료 내의 유속분포

     그림 2.3-23은 3개의 pitot-tube로 측정한 유량변화에 따른 채널 별 유속을 

보여주고 있다. 3개 section 모두 가장 안쪽 채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유속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바깥 채널이 가장 낮은 유속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 안

쪽 채널의 입구면적이 가장 작고 중심봉에 인접하여 상대적으로 유속이 작을 것이

라고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채널 위치에 따른 유속분포 경향은 section

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튜브형 핵연료의 특성상 

부수로 내에서 냉각수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핵연료 입구유동이 어떤 분

포를 갖느냐에 따라 핵연료 냉각 채널에서의 유속분포가 결정된다. 또한 시험에 사

용한 핵연료 모형은 핵연료 부분은 곡면가공이 까다로워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확하

게 제작되지 못하 다. 따라서 모든 section에서 동일한 유속분포를 보이려면 핵연

료 입구에서의 유속분포가 균일해야 하며 핵연료의 형상도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

하게 제작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section마다 유속분포는 다르지만, 동일한 section에서는 유속이 변화하더라도 

유속분포에 향을 주진 않는다. 유속이 증가하면 동일한 유속분포를 유지하면서 

변화경향이 뚜렷해진다. 측정된 유속을 평균유속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시킨 결과를 

그래프로 보며주는 그림 2.3-24를 보면 각 probe마다 모든 그래프가 유속과 관계없

이 동일한 분포를 보이면서 거의 일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일한 채널위치에서 3개 section에서 측정된 유속의 평균을 그래프로 그린 그림 

2.3-25는 튜브형 핵연료의 평균적인 유속분포를 보여준다. 가장 안쪽 채널에서 가장 

높은 유속을 보이면서 3번째 채널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4, 5번째 채널로 가면서 증

가한다. 벽면에 인접한 6번째 채널에서는 가장 유속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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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Velocity distribution of tubular fuel



- 71 -

ch1 ch2 ch3 ch4 ch5 ch6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1.15

1.20

V
m

ea
su

re
/V

av
g

 avg_m=5kg/s
 avg_m=10kg/s
 avg_m=14.2kg/s
 avg_m=17kg/s

(a) probe 1

ch1 ch2 ch3 ch4 ch5 ch6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1.15

1.20

V m
ea

su
re
/V

av
g

 avg_m=5kg/s
 avg_m=10kg/s
 avg_m=14.2kg/s
 avg_m=17kg/s

(b) probe 2

ch1 ch2 ch3 ch4 ch5 ch6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1.15

1.20

V m
ea

su
re
/V

av
g

 avg_m=5kg/s
 avg_m=10kg/s
 avg_m=14.2kg/s
 avg_m=17kg/s

(c) probe 3

그림 2.3-24 Non-dimensional velocity for each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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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 Non-dimensional average velocity

2.3.5.4 튜브형 핵연료의 압력강하 특성

     그림 2.3-26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튜브형 핵연료의 압력강하 특성을 나타

내는 곡선이다. 이를 linear curve fitting하면 다음의 식 (9)를 얻는다. 이 식을 이용

하여 하나로 36봉 핵연료의 정격유량인 19.6kg/s에서의 압력강하를 계산해 보면 약 

146kPa 정도이다. 이는 하나로 핵연료 대비 약 25%정도 작은 값이다. 따라서 튜브

형 핵연료가 하나로 핵연료에 비해 압력강하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함을 것을 알 수 

있다. 

          △P=736.2 ṁ
1.777 (9)

실험과 병행하여 CFD해석을 이용하여 튜브형 핵연료의 압력강하를 예측하 고,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 다. 유량이 낮은 역에서는 잘 일치하지만 유량이 

증가하면서 실험값에 비해 약간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CFD 해석에서 유속이 빠를수록 더 조 한 격자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

는 계산격자를 좀 더 조 하게 하면 실험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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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 Pressure drop in tubular fuel



- 74 -

2.4 기계 및 구조 해석 

2.4.1 튜브형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 및 해석

    새 연구로에 적용할 핵연료집합체중에 하나인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하여 상부 가이드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예비 구조해석과 관

련된 연구를 수행하 다.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의 설계는 제어봉 및 구동 장치, 핵연

료 장전 방식, 노심 구조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핵설계 측면에서의 노심 성능 및 

안정성, 경제적인 측면 등이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4.1.1 튜브형 핵연료집합체 최적설계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기본 설계가 지난해 완료되어 동적거동을 지배

하는 상부 가이드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 다[26]. 상부 가이드는 상부 가이드 

롤러를 통하여 유동관에서 발생하는 지지력을 전달받는다. 상부가이드는 원자로 운

전을 위하여 핵연료집합체를 유동관에 장전했을 때, 빠르게 흐르는 냉각수로 말미

암아 발생하는 유체유발진동으로부터 핵연료집합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부가이드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부를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상

부가이드의 재료가 항복이나 피로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

라서 충분한 지지력으로 진동억제 효과를 주면서 재료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설계를 수행하 다. ANSYS의 최적화 설계 모듈을 이용하 고, 제안된 최적설

계 수식을 이용하여 상부 가이드의 단면에 대한 형상 최적설계를 수행하 다. 주어

진 변위를 가한 부분에서의 반작용을 최대로 하면서 정규화된 피로와 항복 제한 조

건을 지키도록 하는 최적 설계 문제를 구성하 다. 반작용을 최대로 하는 목적 함

수는 핵연료집합체를 보다 견고히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상 최적 설계를 통하여 

52%∼69%의 목적함수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 최적설계 결과를 설계 반 하여 도

면을 작성하 다.

2.4.1.2 튜브형 핵연료집합체 기본설계

    핵연료 설계분야의 개념 설계 변경 결과와 상부 가이드의 최적화에서 제안

된 설계안을 반 하여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기본 설계를 수행

하고 도면을 작성하 다[27,28]. 그림 2.4-1에 곡판핵연료와 stiffener를 사용한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3차원 개념도를 도시하 다.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핵연료 길이는 700mm이고, 집합체의 전체 길이는 1042mm이다. 

  그림 2.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준 핵연료집합체의 경우 핵연료 곡판의 수

가 7개이며 핵연료 심재의 두께는 0.65mm이다. 또한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경우 핵

연료 곡판의 수가 5개이며 기존에 유동관, 정지봉, 제어봉과의 연관 문제를 고려하

여 감축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 다. 주요 치수는 그림 2.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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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 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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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에 튜브형 표준 핵연료집합체의 상·하부가 도시되어 있다.  Spacer 

tube의 외경을 21mm로, 유동관의 내경은 82.9mm로 설계되었다. 유동관과 spacer 

tube의 치수는 핵연료집합체 상·하부의 설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상부가이드는 spacer tube의 향을 반 하여 21mm로 정하 다. 유동관의 내경

을 고려하여 상부가이드의 각 날개의 너비를 조절하 다. 상부가이드 덮개는 스프

링을 위한 공간 확보와 grapple head, 상부가이드를 고려하여 중심부 외경을 25mm

로 되었고 스프링이 끼워지는 공간의 지름을 19mm로 설계하 다. Bottom guide의 

중앙부 외경은 18mm로, 유동관 내경을 고려하여 각 날개의 너비를 조절하 다. 

Receptacle cup과 flow straightener는 제작성을 고려하고, 냉각수 유입 경로가 요철 

없는 직선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다. 상부 스프링의 강성은 13 N/mm이다.

     
       (가) 상부                             (나) 하부
 
         그림 2.4-3 튜브형 표준 핵연료집합체의 상·하부 형상

   그림 2.4-4에 튜브형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상·하부가 도시되어 있다.  표준 

핵연료집합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pacer tube의 외경은 21mm이나, 유동관의 내

경은 66.7mm이다. 상·하부 가이드와 상부가이드 커버, 스프링 커버의 중앙부는 표

준 핵연료집합체와 같게 설계되었다. Receptacle cup과 flow straightener는 표준 핵

연료집합체와는 다르게 유동관에 spider와 flow straightener를 일체형으로 제작하

여 나사가 있는 receptacle cup에 장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냉각수 유입경로는 요

철 없는 직선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다. 상부 스프링의 강성은 표준 핵연료집합체

와 같이 13 N/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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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부         (나) 하부 조립도              (다) 하부 일부

그림 2.4-4 튜브형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상·하부 형상

2.4.2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의 동적유체질량 산정

      새연구로는 하나로를 기반으로 원자로 운전 중에는 유속이 빠른 냉각수가 

노심의 아래쪽에서 핵연료집합체를 거쳐 위쪽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빠른 냉각수

와 핵연료집합체 사이의 간섭으로 인하여 유체유발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

하여 핵연료 채널과 핵연료집합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에 

지진 하중에 가해질 때에도 원자로의 요소 간에 충돌 및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런 충돌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수중 구조물의 거동을 모사하여 설계에 반

해야 한다. 

  수중에 잠긴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동특성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 유체

와 핵연료 채널 및 유동관 사이의 동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엄 하게 고려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체가 구조물의 동적거동에 미치는 향

을 고려하기 위하여 단위 길이당 핵연료집합체 및 유동관에 작용하는 동적유체질량

을 산정한 후, 구조 질량에 유체의 동적유체질량을 더하여 구조물의 수중 거동을 

해석하 다[29].

  구조물의 동적유체질량은 주변 유체가 비점성·비압축성·비회전이라고 가정하면 

간단한 형상에 대하여 동적유체질량을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간편한 공식 등을 사용하여 쉽게 구조물의 동적유체질량을 구할 수는 있으나, 다중 

구조물의 경우에 구조물간 상호작용, 구조물의 기하학적 복잡한 단면 형상, 그리고 

유체의 다양한 경계 조건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물의 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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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의 경계조건을 반 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변 유체를 유한요소로 모형화하여, 

구조물의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동적유체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그림 2.4-5에는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의 유체 거동 해석에 필요한 동적유체질량의 

정의 범위와 단면이 도시되어 있다. 단면 ①과 단면 ②는 grapple head와 spring 

cover 부분으로 단면 ①은 내부 유체를 고려하는 부분이다. 단면 ③'와 단면 ④는 

top guide cover로 단면 ③는 단면 ③'와 단면 ④을 보간해서 동적유체질량을 정의

한다. 단면 ⑤는 top guide부분으로 일부 내부 유체는 무시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면 ⑥은 핵연료 곡판 부분으로 내부 냉각수를 고려하여 동적유체질량을 산정한

다. 단면 ⑦과 단면 ⑧은 bottom guide이며 단면 ⑦과 단면 ⑧사이의 receptacle과 

맞닿은 부분의 동적유체질량은 0 이다. 단면 ①과 단면 ⑥은 내부 유체가 있으므로 

각 단면 정의 옆에 내부 단면을 표시하 다. 동적유체질량의 계산을 위하여 유한요

소 격자를 각 단면에 대하여 생성하 다. 모든 단면에는 내부 및 외부 경계가 있으

며 프로그램의 입력에는 경계의 절점을 정의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된 프로그램의 

소스 및 사용자 설명서는 참고문헌[29]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2.4-1에는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각 부분별 동적유체질량을 정

리하 다. 단면 ⑥의 핵연료 부분의 동적유체질량의 값이 가장 크다. 이것은 채널과 

핵연료 및 stiffener사이의 간격이 작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

다. 이들 결과는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동특성 및 내진 해석에 적용

하게 된다. 

표 2.4-1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부품 단면의 동적유체질량

Part

표준 핵연료집합체 감축 핵연료집합체

mo
(kg/m)

mi
(kg/m)

Added 
mass
(kg/m)

mo
(kg/m)

mi
(kg/m)

Added 
mass
(kg/m)

① Grapple head 0.59 0.21 0.80 0.65 0.21 0.86

② Spring cover 0.59 0.59 0.65 0.65

③' Top guide cover 1.43 1.43 2.44 2.44

③ Top guide cover ③, ④ 보간 ③, ④ 보간

④ Top guide cover 27.00 27.00 30.13 30.13

⑤ Top guide 19.11 19.11 18.33 18.33

⑥ Fuel section 97.91 2.41 100.32 52.96 2.41 55.37

⑦ Bottom guide 75.62 75.62 26.66 26.66

⑧ Bottom guide 17.06 17.06 8.62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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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예비 응력 해석

    공기중 및 수중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와 원자로구조물의 3차원 유한 요소모

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고유 진동수 해석과 내진해석을 수행하여 핵연료집합체 

및 원자로 구조물의 예비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 다. 또한, 운전 조건에서의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여 작동 중 열변형에 의한 핵연료집합체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 다.

2.4.3.1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의 응력해석

1) 모델링

핵연료집합체는 표 2.4-2와 같이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

품에 대하여 그림 2.4-6과 같이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여 고유진동수 해석과 내진

해석을 위해 사용한다.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차원 도면을 근거로 하

여 3차원 솔리드 모델을 생성하고 상용 전처리 프로그램인 Gridgen에서 요소 분할 

작업을 하 다. 

2) 열응력 해석

 핵연료집합체의 열응력 해석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원에 의한 핵연료집합체

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고, 전파된 온도분포에 의한 핵연료 심재와 stiffener의 스웨징

부의 향력 평가하기 위함이다. 열응력해석 모델은 핵연료 심재와 stiffener에 대하

여 대칭성을 고려하여 1/3형상에 대하여 symmetry 조건으로 모델링 하 다. 열수

력해석의 결과에서 온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유속 4 m/s의 온도 분포결과를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여 보수적인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의 예로서 그림 2.4-7에서는 열전달 해석에 의한 감축 핵연료집합체

의 온도 분포도를 보이며, 그림 2.4-8에서는 열응력 해석에 의한 감축 핵연료집합체

의 응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응력강도의 값이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ASME Sec. III, NB-3200에서 제시한 팽창응력강도기준(Pe < 3Sm : 국부적 소성

변형은 그 향을 무시)을 참고할 때,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심재에서 발생

하는 2차 응력은 허용응력 기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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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부품과 기계적 성질

번호 조립품 단품 재질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Density 
(kg/m

3
)

1

Guide 
assembly 

Grapple head Zr-4 8.81E+4 0.33 6.55E+3

2
Spring cover Zr-4 8.81E+4 0.33 6.55E+3

3

4 Top guide cover Zr-4 8.81E+4 0.33 6.55E+3

5 Bottom guide Al 6061 6.62E+4 0.33 2.68E+3

6 Spring Inconel X-750 2.0E+5   0.28  8.280E+3

7 Spring pin SS 304 1.88E+5 0.28 8.03E+3

8

Receptacle 
assembly

Receptacle SS 304 1.88E+5 0.28 8.03E+3

9 Spider SS 304 1.88E+5 0.28 8.03E+3

10 Flow tube Zr-4 8.81E+4 0.33 6.55E+3

11 Spacer tube 
assembly Spacer tube Al 6061 6.62E+4 0.33 2.68E+3

12

Central rod 
assembly

Central rod Zr-4 8.81E+4 0.33 6.55E+3

13 Rod tip Zr-4 8.81E+4 0.33 6.55E+3

14 Stopper Zr-4 8.81E+4 0.33 6.55E+3

15 Spring pin SS 304 1.88E+5 0.28 8.03E+3

16
Fuel plate 
&stiffener 
assembly

Fuel meat U-7Mo/U3Si2 1.90+5 0.3 16.23E+3

17 Cladding Al 1060 6.90E+4 0.33 2.70E+3

18 Stiffener Al 6061 6.62E+4 0.33 2.68E+3

19

Top guide 
assembly

Top guide Al 6061 6.62E+4 0.33 2.68E+3

20 Top guide roller SS 304 1.88E+5 0.28 8.03E+3

21 Pin  SS 304 1.88E+5 0.28 8.03E+3

22 Ring SS 304 1.88E+5 0.28 8.03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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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준핵연료집합체             (b) 감축핵연료집합체

그림 2.4-6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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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튜브형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온도분포 (˚C)

그림 2.4-8 튜브형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응력강도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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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 진동수 해석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ANSY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유진동 해석을 수행하 다.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질량 및 앞 절에서 제시된 동적유체질량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다.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는 유동관 하단부가 고정되므로 receptacle의 하단부에 병

진 및 회전 자유도를 모두 구속하여 모델링하 다.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될 때 top 

guide roller가 유동관과 접촉하며 top guide에 힘을 전달하므로 top guide에 강제변

위를 주어 pre-stress 효과를 고려하 다. 장착상태에서는 spring이 압축되어 있으

므로 link 요소를 사용하여 pre-strain 상태를 고려하 다. 공기중 및 수중에 대한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고유진동수를 Block Lanczos 방법으로 구하

여 표 2.4-3에 나타내었으며, 수중 고유진동수는 동적유체질량 효과로 인으로 공기

중 고유진동수보다 훨씬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3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고유진동수 

MODE
표준 핵연료집합체 감축 핵연료집합체

In Air In Water In Air In Water

1 63.8 28.7 70.4 33.7

2 66.4 29.9 73.2 34.0

3 264 128 242.7 118.4

4 267 129.6 249.1 121.7

5 358.9 166.1 375 259.4

6 401 275.3 381.3 265.9

7 401.6 275.7 538.4 268.8

8 675.1 302.1 659 327.8

9 706.4 348.2 665 332.3

10 706.6 348.3 770.2 357.0

11 1000.8 493.4 1036.2 471.7

12 1078.1 530.5 1039.4 472.9

13 1080.3 532 1319.5 500.0

14 1335.6 666.3 1355.4 531.0

15 1425.6 666.7 1361.8 532.7

16 1428.5 689.5 1548.7 619.0

17 1503.6 690.6 1557.7 619.1

18 1530.5 690.8 1588.3 620.0

19 1601 758.6 1882.9 644.6

20 1601.6 758.8 1886.1 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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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진 해석

핵연료집합체는 수중에 있으나 보수적으로 OBE 3%와 SSE 3%의 감쇠값에 해

당하는 수평 및 수직 층응답가속도 스펙트럼을 사용하 다. 그리고 세 방향의 지진 

입력에 대하여 각각 SRSS법으로 모드와 방향 별로 지진응답을 구하 다. 자중 및 

OBE와 SSE 지진하중에 대하여 튜브형 감축 및 표준 핵연료집합체의 모델에서 발

생되는 최대 부재력을 ANSYS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각각 구하 고, 구해진 응력

을 허용응력과 비교하는 구조건전성 평가는 ASME Sec. III NC에 따라 수행하 다. 

지진응답 해석시 하중조합은 자중(DWT)과 지진하중(OBE, SSE)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Design Condition 및 Service Level A    : Dead Weight(D)

  -Service Level B                        : D + OBE (E)

  -Service Level D                        : D + SSE (E1)

  표 2.4-4에는 각 하중조합에서의 최대변위를 나타내었으며, SSE에서 최대값이 

0.45mm이다. 표 2.4-5과 표 2.4-6에서는 각각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응력강

도를 나타내고 있는 데 모두 허용 응력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표 2.4-4 지진 하중에 대한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의 최대 변위(m)

하중조합
모  델

Service 

Level A
OBE

Service 

Level B
SSE

Service 

Level D

표준
핵연료집합체

1.28e-6 2.23e-4 2.2428e-4 4.46e-4 4.4728e-4

감축
핵연료집합체

1.17e-6 1.3e-4 1.3117e-4 2.6e-4 2.6117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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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튜브형 표준 핵연료집합체 응력 강도

Component

Maximum Stress Intensity, 
Pm+Pb (MPa)

Material

Allowable 
Values S1, 
1.33S1, 2.4S1 
(S1=1.5S)

Service 
Level A

Service 
Level B

Service 
Level C

1. Grapple head 0.19 4.28 8.37 Zr-4

207.4, 275.84, 

497.76

2. Spring cover 0.67 2.38 4.09 Zr-4

3. Top guide cover 3.65 24.05 44.45 Zr-4

4. Central rod 0.98 6.96 12.94 Zr-4

5. Top guide 1.18 43.78 86.38 Al 6061

61.9, 82.327, 

148.56

6. Stiffener 4.96 21.36 47.76 Al 6061

7. Spacer tube 0.53 6.95 13.37 Al 6061

8. Bottom guide 3.65 54.05 104.45 Al 6061

9. Spider 3.26 9.54 15.82 S.S. 304 172.8, 229.8, 

417.710. Receptacle 0.78 10.4 20.02 S.S. 304

11. Cladding 0.56 7.66 15.96 Al 1060

12. Fuel meat 0.33 4.27 8.21 U-7Mo/U3Si2

표 2.4-6 튜브형 감축 핵연료집합체 응력 강도

Component

Maximum Stress Intensity, 
Pm+Pb (MPa)

Material

Allowable 
Values S1, 
1.33S1, 2.4S1 
(S1=1.5S)

Service 
Level A

Service 
Level B

Service 
Level C

1. Grapple head 0.19 1.57 2.95 Zr-4

207.4, 275.84, 

497.76

2. Spring cover 0.56 1.67 2.79 Zr-4

3. Top guide cover 2.53 22.33 42.03 Zr-4

4. Central rod 1.57 4.37 7.17 Zr-4

5. Top guide 1.49 47.39 93.29 Al 6061

61.9, 82.327, 

148.56

6. Stiffener 2.35 22.45 42.45 Al 6061

7. Spacer tube 0.47 5.44 10.35 Al 6061

8. Bottom guide 2.72 27.42 52.22 Al 6061

9. Spider 3.85 7 10.15 S.S. 304 172.8, 229.8, 

417.710. Receptacle 1 11.5 22.1 S.S. 304

11. Cladding 0.4 4.28 8.16 Al 1060

12. Fuel meat 0.2 2.46 4.72 U-7Mo/U3S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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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원자로 구조물의 예비 응력해석

1) 모델링

원자로 구조물은 크게 4부분(inlet plenum, grid plate, reflector, chimney)으로 이

루어져있어 독립적으로 모델링한 후, ANSYS에서 제공하는 자유도 구속식을   사

용하여 구조물 사이의 상관 관계를 설정하 다.

그림 2.4-9과 그림 2.4-10은 새 연구로 원자로구조물의 형상으로서 볼트에 의해 

연결되는 상․하판은 SOLID45 요소를 사용하 고, 그 이외의 부분은 SHELL63 요

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Reflector assembly는 NDT1, NDT2, CNS, HTS는 

SHELL63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한 반면, R1,R2,...,R7등은 beam 요소를 사용하

다. 설계가 진행중에 있지만 위와 같이 모델링을 연구하여 그림 2.4-11과 원자로 구

조물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 다.

 

그림 2.4-9 원자로구조물의 이차원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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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 원자로구조물 코어부 형상과 수조내의 조사공 위치

그림 2.4-11 원자로구조물 유한 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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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전달 해석

원자로 구조물의 열전달해석은 내부 발열에 의한 노심의 온도 분포 및 Al block 

연결부위의 열팽창에 의한 구조 건전성 파악하기 위함이며, 경계 조건은 열수력팀

에서 수행한 열유동 해석의 결과를 활용하 다.

그림 2.4-12과 2.4-13에는 각각 전체 원자로구조물과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는 

알루미늄 블록에서의 열분포도를 나타낸다.

그림 2.4-12 원자로구조물의 열분포도

그림 2.4-13 알루미늄 블럭의 열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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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 진동수 해석

원자로 구조물의 진동특성 분석을 위해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10.0을 사용하 다. 원자로구조물 모델에 대하여 inlet plenum의 base plate가 수조

바닥과 고정되는 앵커볼트의 위치에서 6자유도를 구속하 고, sub-structure간 볼트 

연결부위는 6자유도 구속방정식을 적용하 다. 볼트 연결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서는 Z방향(높이방향) 자유도 구속 조건이 사용되었다. 

원자로구조물의 설계가 진행중이므로 수중에서의 고유진동수해석에 사용한 동적

유체질량은 하나로 원자로구조물에 대한 내진해석시 사용한 동적 유체질량[30]을 

참고하여 사용하 다. 튜브형 원자로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Block Lanczos 방법으

로 구하여 저차의 고유진동수를 표 2.4-7에 나타내었으며, 수중 고유진동수는 동적

유체질량 효과로 인으로 공기중 고유진동수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7 원자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평가

Mode In air In water ARR

1 34.213 17.872 17.461

2 37.606 21.567 18.667

3 45.388 25.220 32.000

4 59.799 30.717 40.548

5 69.102 39.660 42.464

6 81.132 42.563 45.372

7 91.405 47.595 48.992

8 93.066 49.064 -

9 94.972 49.773 -

10 99.275 50.541 -

4) 내진 해석

SSE 지진하중을 받는 원자로구조물은 ASME Sec. III NC, Vessel Design의 

Table NC-3321-1에 기반을 두고 하나로 분류방법에 따라 운전조건 C로 분류하

다. 내진해석에는 층응답스펙트럼(FRS, floor response spectrum)에 대하여 3% 감

쇠값을 적용하여 SSE 지진하중으로 정하 으며, OBE 지진하중은 SSE 값의 반을 

사용한다.

내진해석은 고차모드의 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300개의 모드를 고려하

으며, X, Y, Z방향에 대하여 각각 SRSS법으로 모드를 합성하 다. 구조건전성 

평가는 자중 및 OBE와 SSE 지진하중에 대하여 원자로구조물의 최대 응력강도를 

계산한 후 이를 허용응력과 비교하 다. 

원자로구조물 응력 강도 분포를 그림 2.4-14에서 보여주는 데, 모두 허용 응력보

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원자로구조물은 계속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진행하여야 하

므로 추후에 상세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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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imney : (b) Reflector vessel

(c) Inlet plenum (d) Grid plate

(e) Al block (f) Be block

그림 2.4-14 원자로구조물의 부품별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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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조  노심의 봉형 핵연료집합체 개념설계

   하나로에서 봉형 핵연료집합체는 유동관 안에 장착하게 된다. 이 경우 유동관 

자체, 유동관들 사이의 냉각수, 노심안에 있는 제어봉 및 정지봉 absorber가 중성자

를 흡수하여 중성자 경제성이 낮아지며, 노심 핵연료 장전 도도 낮아진다. 유동관 

없는 봉형 원자로 노심은 봉 형상의 핵연료봉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노심내 핵연료집합체를 다양한 형상으로 변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성자 경제

성을 높이고 조  노심에 더 많은 핵연료를 장전하여 출력 대비 중성자속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동관 없는 봉형 원자로 조 노심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 다[31] 이 때 

핵연료집합체는 인접한 핵연료집합체들과의 간섭을 최소화시켜 장탈착이 용이하여

야 하며, 노심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노심 내부를 순환하는 냉각수에 기인하는 유체

유발진동에 의한 상기 핵연료집합체 상부의 횡방향 진동을 억제하고, 유체유발진동

에 저항하여 핵연료집합체의 마모나 피로 파괴 또는 항복에 의한 파괴가 없어야 한

다. 

유동관 없는 두 종류의 봉형 핵연료집합체 및 노심 (I)과 (II)의 형상 및 조립도

를 그림 2.4-15와 그림 2.4-16에 도시하 다. 원자로심(I) 핵연료집합체의 grapple 

head는 핵연료 장전기구를 사용하여 grapple head를 잡은 후 핵연료집합체를 상하

로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pring cover 내부에는 spring이 

설치되며, spring의 상부는 spring cover에 의해, 하부는 top bushing에 의하여 고정

된다. 핵연료집합체의 central rod tip을 노심 하부에 설치되는 유동관 없는 spider의 

홈에 삽입하면, spring이 압축되며, central rod tip이 삽입되고 90도 회전시키면, 

central rod tip이 spider의 홈에 고정된다. 이때 spring의 압축력에 의해 central rod 

tip 및 central rod와 연결된 상기 핵연료집합체가 축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

계하 다. 그림 2.4-15에는 유동관 없는 봉형 원자로 노심(I)의 전체 조립도를 보여

주는 데, 상부 지지구조물(grid beam)은 각각 핵연료집합체의 grapple head를 경사

진 구멍속에 삽입하여 핵연료집합체를 고정하게 설계하 다. 상부 지지구조물은 top 

guide의 기능을 하도록 횡방향 거동을 지지하게 된다. 상부 지지구조물는 핵연료집

합체의 교체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노심 가장자리에서 양단중에 한쪽은 힌지로 

다른 한쪽은 고정장치로 설계하 다. 

그림 2.4-16에 도시된 또 하나의 유동관 없는 봉형 원자로 노심 및 핵연료집합

체(II)는 삼각형으로 3개의 중앙봉이 있어 3개 중앙봉 자체의 구조적 강성으로 횡방

향을 지지하게 되어 노심 상부에 지지 구조물이 불필요하게 된다. 삼각형 핵연료집

합체는 봉형 핵연료, grapple head, spring cover, spring, top end plate, spacer 

plate, bottom end plate, bottom guide, central rod tip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

집합체의 central rod tip은 노심하부에 설치되는 유동관 없는 spider의 홈에 고정된

다. 이때 spring의 압축력에 의해 central rod tip 및 central rod와 연결된 핵연료집

합체가 축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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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 유동관 없는 봉형 핵연료집합체 및 노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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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 유동관 없는 봉형 핵연료집합체 및 노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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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원자로 구조물 및 제어봉 장치 개념 [32]

2.4.5.1 원자로 구조물

1) 노심 구성품 및 조립개념   

원자로구조물은 그림 2.4-17과 같이 inlet plenum, grid plate, reflector vessel, 

chimney로 구성된다. Reflector vessel(반사체용기)은 도넛 모양의 압력용기로서 내

부에 노심을 구성하고 주위에는 중수로 채워져서 반사체 역할을 한다. 반사체용기

의 노심내벽 안쪽 역에는 노심이 구성된다. 노심은 핵연료 형태에 따라 여러 가

지 노심 형태가 연구되었다. 2004년까지는 튜브형 핵연료집합체를 바탕으로 알루미

늄 블럭내에 핵연료 채널을 갖는 형태가 연구되었으나, 2005년에는 하나로와의 호

환성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핵연료 집합체가 봉형인 경우에 대하여 유사한 유동관

을 가지며 노심내 경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 다. 구성품중에서 이종금속간의 

볼트조립이므로 열팽창과 수축이 반경 방향으로만 일어나도록 dowel pin과 slot을 

둔다. 침니 높이를 제어봉장치 및 정지봉장치 길이를 최적설계하여 하나로보다 

35cm 낮게 하여 3m로 한다. Plenum 높이는 0.6∼1.4m 사이가 되어 원자로구조물 

전체 높이는 5.1∼5.8m가 될 예정이다. 

핵연료의 형태가 튜브형일 경우는 핵연료 채널용 구멍이 뚫린 aluminum block

과 제어봉의 수 만큼에 해당하는 원형 유동관으로 구성한다. 2004년에 연구한 노심

은 그림 2.4-18과 같이 알루미늄 블럭뿐만 아니라 노심 주위에 베릴륨 블럭을 두는 

것을 고려하 다. 이러한 개념으로 노심을 구성할 경우는 노심의 구성이 하나로와

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므로 조립 방법을 연구하 고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노심 구

조물의 설계개념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luminum block, upper grid, grid 

plate, receptacle 등을 제작하여 각 부품의 제작성과 제작오차, 부품간의 조립방법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 다. 제작된 시제품은 표준핵연료 3채널과 감축핵연료 1채널을 

포함하는 약 1/4 역으로서 그림 2.4-19와 같다. 시제품의 재료는 실제 설계와 같

은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정 도 및 용접 변형정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 다.

Grid plate와 reflector vessel의 볼트 조립에서 하나로는 볼트 머리가 아래로 향

하도록 조립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가동중 육안 검사의 불편함과 유사시 볼트해체

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립볼트의 머리가 위에서 보이면서 위로 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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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et 
Nozzle

Chimney

Reflector 
Vessel

Grid PlatePlenum

Inlet 
Nozzle

그림 2.4-17 원자로 구조물

 

Be. block

Reflector 
vessel

Al. block
with fuels

Upper 
Grid

그림 2.4-18 튜브형 핵연료용 노심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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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id Plate 및 Receptacle

    

b. Receptacle 절개부

c. 노심 시제품과 튜브형 핵연료 장전

그림 2.4-19 튜브형 핵연료용 노심 시제품

하나로에서는 노심내벽이 절곡방법에 의해 제작되어 노심 외곽에서의 경수의 두

께가 너무 크고 일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2005년에는 핵연료의 형상이 하나로와 

같은 봉형으로 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하나로와 같은 

유동관을 가지며 하나로와 경수를 줄이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유동관과 노

심내벽 사이에 경수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자 그림 2.4-20 (a)와 같이 평판형 노

심내벽 주위에 베릴륨이나 지르코늄 삼각블록을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하 으나 노

심유동이 상향 유동을 갖는 원자로는 작은 단면을 갖는 블럭을 흔들리지 않게 독립

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림 2.4-20 (b)

와 같이 두꺼운 지르코늄 판재로부터 가공하는 방법으로 노심 외곽에서의 경수의 

두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공에 의한 노심내벽 제작은 하나로의 절곡방

법보다 유동관과의 유격을 가능한 일정하게 할 수 있고 제작 치수 공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모서리에서 용접도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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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판형 노심내벽                   b. 가공형 노심내벽

그림 2.4-20 봉형 핵연료 노심 구성도

2) 핵연료 채널 설계  

 하나로에서 경험한 육각형 유동관은 설계 특성상 설치 및 제거과정에서 자체적

으로 기계적인 jamming(유동관 cup과 adaptor와의 jamming)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다. 그리고 핵연료가 유동관 내에서 회전진동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확실

히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 2.4-21 및 그림 2.4-22와 같이 핵연료 채널을 설계개선하

고 시제품을 제작하 다. 설계개선은 하나로 유동관과 핵연료 bottom guide에 적용

하면 추후 하나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Jamming이 일어나기 쉬운 육각형

핵연료 채널은 지르코늄 adaptor와 jamming을 방지하고자 유동관 회전부위인 cup

의 재질을 Waukesha 88로 변경하 고 spider로부터 분리시켰으며 조립유격을 개선

하여 설치 및 제거 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 다. Spider는 핵연료를 보다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핵연료 bottom guide arm의 외곽을 잡는 개념으로 하 다. 또한 

spider는 하부에 위치한 진동저감용 flow straightener가 있고, 모든 유동관 spider 

방향이 서로 일치하게 설치되도록 하 다. Jamming 현상이 우려되지 않는 원형유

동관 채널은 재질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핵연료를 잡는 spider는 상부에 많은 홈이 

있어서 핵연료가 임의의 위치에서 쉽게 장전되도록 하 다. 하부의 receptacle 내부

에는 flow straightener가 있어서 핵연료 마모원인인 와류현상을 줄이도록 한다. 원

형 핵연료는 주위에 제어봉이 위치하므로 제어봉 가이드 역할과 핵연료 채널 역할

을 하는 원형유동관이 설치되며 내부에 핵연료가 장전되는 방식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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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 육각형 핵연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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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2 원형 핵연료 채널

     

hexagonal flow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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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enum 

Plenum은 1차 냉각수가 유입되는 핵연료 채널 최하부에 위치하는 공간으로서, 

수조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다. 재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하고 직경과 높이 및 내부 

구조는 핵연료 채널로 들어가는 유량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와류현상이 최소가 되도

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조를 연구하 다. 그리고 하나로에서 plenum 내부의 이물

질 제거 작업과정을 경험하면서 inlet plenum의 측면에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구

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plenum 옆면에 플랜지를 달아서 

필요시 열어서 검사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2.4-23은 그동안 제안된 플레넘 중에서 선호하는 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 2.4-23에서 (a)는 입구에 많은 구멍이 있는 diffuser를 부착하는 방식이고 그림 

(b)는 plenum 안쪽에 skirt를 두어 grid plate까지 수직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이

물질 제거용이성과 구조적 안정성은 diffuser 부착형이 유리하고, 핵연료채널 입구

에서의 유동 특성 면에서는 skirt형이 유리하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형태를 선정할 예정이다. 

  

inspection port

      (a) Diffuser 부착형                              (b) Skirt 형 

                        

그림 2.4-23 Inlet Plenum 

4) Grid Plate

Grid plate는 inlet plenum 위에 볼트로 고정되고 그 위에 반사체 용기인 

reflector vessel 이 볼트로 고정되도록 하는 지지구조물로서,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으로 하고 직경은 약 2m, 높이는 0.3m로 한다. 알루미늄 블록을 갖는 노심일 경우

는 grid plate 상부의 노심 역에는 aluminum block과 beryllium block이 조립될 

수 있도록 나사와 위치고정핀이 있다. 그림 2.4-24는 grid plate, receptacle 및 유동

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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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id Plate    (b)표준형핵연료 Receptacle  (c)감축형핵연료 유동관

그림 2.4-24 Grid Plate 및 Receptacle

5) Reflector Vessel

Reflector vessel은 grid plate 위에 볼트로 고정되고 그 위에 침니가 볼트로 고정

되도록 하는 반사체용기로서, 재질은 지르코늄으로 하고 직경은 약 2m, 높이는 

1.2m로 한다. Reflector vessel은 내부에 중수로 채워져 순환된다. 반사체인 중수는 

원자로 비상 정지가 요구될 때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 2의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을 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Reflector vessel에는 조사공과 수평 빔튜브가 배치

되고 제어봉 구동장치와 침니 stiffener의 배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Reflector 

vessel 내부는 하나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심 내벽을 냉각시키는 분사노즐이 배열

될 예정이다. Reflector vessel 상판에는 조사공에 따라 필요한 플랜지가 직접용접 

또는 볼트로 조립되어 조립 정렬오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

다. 외벽에는 원자로 가동후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정수의 나사구멍

을 준비한다. 빔튜브 bellows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보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Chimney

Chimney는 노심을 통과한 1차 냉각수가 빠져나가는 출구 노즐이 입구노즐 방향

에 1개가 있고, 73x55 cm 크기의 사각형 또는 대병의 거리가 65cm인 정육각형 단

면에 높이가 약 3m인 관이 base plate에 용접된 모양으로 구성되며 재질은 알루미

늄이다. Base plate는 reflector vessel의 상부에 볼트로 조립되도록 되어있고 직경이 

약 2m인 원판이다. 침니 내벽에는 정지봉과 제어봉 가이드인 shroud, track 및 

carriage가 설치된다. 그림 2.4-25는 침니의 평면도 모습과 내부에 있는 정지봉과 

제어봉의 배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지봉과 제어봉이 수조 상부에 위치할 구동

장치와의 연결되는 연결봉은 가능한 침니의 stiffener에 인접하여 배열함으로써 조

사공의 활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 다. 침니의 base plate, 내벽과 외벽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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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시설의 고정 방식, 사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지지 브레

켓를 고정할 목적으로 적정수의 나사구멍을 준비한다.

7) Aluminum Block 및 Upper Grid

튜브형 핵연료 노심일 경우는 aluminum block은 노심내의 경수의 양을 줄이며 

노심내에서 핵연료 채널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설계하고 바닥에는 

grid plate 위에 얹혀서 핵연료 receptacle과 정렬되어 볼트로 고정된다. 상부에는 

핵연료 top guide에 의한 마모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교체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방

식으로 upper grid를 조립한다. Aluminum block의 재료는 알루미늄 6061로 하고 

upper grid는 anodizing 처리를 하여 표면 경도를 높인다.  

2.4.5.2 반응도 제어장치

    반응도제어장치는 중성자흡수봉을 노심에 긴급히 삽입시겨 원자로를 정지시

키는 정지봉장치와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장치로 나눈다. 새연구로의 중성자 흡수

봉은 하나로와 같은 개념으로, 제작 오차, 설치오차 및 원자로 운전 중 열팽창, 진

동 등으로 인하여 설치정렬 상태가 변경될 시에도 정지봉․제어봉의 낙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gimbal joint를 가진 self-aligning type으로 한다. 재

질은 하프늄으로 하고 정지봉장치와 제어봉장치에서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계한

다. 정지봉과 제어봉은 모두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방식으로 노심으로 삽입시키는

데, 구동가이드는 하나로에서 성능이 입증된 트랙, 캐리지, shroud 및 원형 유동관

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  

1) 하나로의 정지봉/제어봉 구동장치 특성 분석

모터로 구동되는 하나로의 제어봉장치는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 수압시스템으로 구성한 하나로의 정지봉 장치에 대해서는 10년의 운전과정에

서 많은 경험과 시험시설에서의 4500회 이상의 내구성 시험을 수행하면서 그 특성

을 면 하게 분석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장점과 단점을 요약할 수 있다.

(가) 모터식 제어봉 구동장치의 장점

- 원자로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구동부분은 캐리지 밖에 없으며 고장 확률이 

거의 없고 필요시 보수가 어렵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든다.

(나) 모터식 제어봉 구동장치의 단점

- 제어봉 낙하시 낙하충격이 너무 크므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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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벽에 설치되어 있는 구동부분의 고장시 수조를 배수해야하는 제거할 수 

있다.

- 침니에 있는 하부캐리지나 중간캐리지는 점검/보수가 필요시 분리해야 한다.

(3) 하나로 수압식 정지봉장치의 상대적인 단점 

- 원자로 운전중에도 시스템의 연속적인 운전이 필요하고 수압계통의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 운전시 priming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수조 상부에 위치한 필터는 수조상부 고방사능의 한 원인이 된다. 

- 수조수를 순환시키므로 수조상부 고방사능의 한 원인이 된다.

- 수압계통의 밸브 개도 조정, 수조수 온도 등이 정지봉의 위치지시와 인출시간

에 미치는 향이 너무 민감하다. 

- 정지봉 장치의 구동장치의 핵심인 실린더 집합체가 침니에 설치되어 있어 필

요시 보수 작업이 제어봉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 

- 정지봉의 상하위치감지용 압력관 연결부가 정지봉 실린더에 측면에 있어 인

출시 피스톤이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인출속도가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이 있어 인출속도가 균일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

- 단순히 수압으로 인출하기 때문에 실린더와 피스톤의 유격에 대한 제작 정

도가 인출 특성에 미치는 향이 민감하다.

- 침니벽의 평평도가 좋지 않으면 정지봉 실린더의 압력관 연결부에서의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치시 정렬작업과 inconel foil과 같은 기 설계가 

필요하다 

- 정지봉의 상하단 위치가 수압계통의 압력변화로 감지되므로 지연시간이 크고 

감지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 정지봉의 상하단 위치가 수압계통의 압력변화로 감지되므로 수압계통의 정지

시에는 정지봉의 위치감지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위치지시장치가 필요하다.

- 원자로 운전중에 수압계통의 계속적이 운전이 필요하므로 전자석에 의해 단

순히 잡고만 있는 클러치방식보다 계통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라) 하나로 수압식 정지봉장치의 상대적인 장점 

- 낙하중량이 가볍고 수압식으로 인한 전구간 완충효과로 인하여 정지봉의 낙

하시 발생하는 충격하중이 작다.

- 수압실린더 계통은 고장이 적고 기계부품보다 고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전자 및 전기 제품은 물 밖에 설치되어 있어 보수가 용이하다. 

2) 정지봉/제어봉 구동장치 설계개선 개념

하나로에서는 정지봉장치와 제어봉장치의 이중고장(dual-fail) 방지를 위해서 근

본적으로 다른 구동방식을 도입하 지만 제어봉과 정지봉의 원자로 비상정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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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성자 흡수봉의 낙하 기동방식만 다르고 흡수봉을 물리적으로 노심에 삽입하

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원자로 정지기능 측면에서 이중고장 방지 

설계라고 할 수 없다. 하나로 정지봉/제어봉 구동장치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새 

연구로의 정지봉 및 제어봉장치는 모두 모터로 구동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

하다. 정지봉장치의 기능은 원자로 기동시에 일정속도 이하로 단순히 인출하여 대

기하고 있다가 필요시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만 하게 되므로 새로이 설계되는 연구

로의 정지봉 장치는 수압계통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모터구동으로 인출하고 상

단에서 전자석클러치로 잡고 있다가 필요시에 전자석클러치의 전원을 끊어주는 방

식으로 한다. 충분한 낙하회수동안 내구성이 입증되었고, 낙하충격이 적은 수압식 

구동장치의 장점을 이용하고 보수가 용이한 정지봉/제어봉 구동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개선 개념을 수립하 다. 정지봉장치와 제어봉장치는 구동 모터와 제어방식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같은 설계 개념이다.

정지봉/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설계개선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어봉과 정지봉과 관련한 침니 내부의 모든 부품은 완전히 동일하게 하여 상

호 호환성을 갖게 한다.  

(2) 정지봉(또는 제어봉)은 캐리지와의 연결방식에서 낙하 충격 하중이 연결볼트에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개선하고, 보수 작업시 구동장치를 작동

시키지 않고 분리 또는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된 조립개념은 풀림방지 기

능을 추가하여 가동중 검사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3) 구동장치(drive assembly)는 수조소 배수 없이 제거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침니에 있는 중간 캐리지와 하부 캐리지는 상부 연결봉(upper tie rod)에 연결되

어 한번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5) 구동부품은 사용수명 관점에서 낙하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구동부품의 무게를 

줄인다.

(6) 하나로 수압실린더의 완충 개념을 정지봉/제어봉 구동장치에 도입하여 완충성능

이 우수하고 낙하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 낙하 충격을 1/4 이하로 줄인다.

(7) 설정치 조정 작업이 빈번히 예상되는 스위치는 dry well 외부에 설치한다. 

이와 같은 정지봉/제어봉 구동장치는 그림 2.4-25 및 그림 2.4-26에 평면도와 수

직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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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5 정지봉/제어봉 구동장치 평면 배치도

그림 2.4-26 정지봉/제어봉 및 연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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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냉각 및 공정 계통

2.5.1 노심 냉각 계통 

   원자로의 1차 냉각계통, 반사체 냉각계통, 정화계통 등 각 계통들의 주요 설

계 인자들은 상호연계관계를 가지므로 이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하나로의 경험

을 바탕으로 각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들의 사양을 예측하 다. 그러나 이 사

양들은 기본 및 상세 설계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값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5.1.1 설계 방안

     노심냉각계통은 핵분열 중에 발생되는 열을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설계요건이 작성되었다[33]. 새 연구로의 냉각계통 설계에 

필요한 주요 인자들의 연계관계를 그림 2.5-1에 나타내었다. 

그림 2.5-1 노심냉각계통의 설계인자 연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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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노심냉각계통의 주요 설계인자는 제거열량과 유량 및 온도차이

다. 이들의 관계는 제거열량이 유량과 온도차 그리고 비열의 곱으로 표시된다. 유량

은 순환펌프와 배관의 크기를 정하는 중요한 설계인자이다. 배관의 크기는 펌프의 

사양을 결정하는 양정에 향을 미치고 이 양정은 배관의 배치와 입출구의 수두차 

및 관련기기들의 부수차압에 의해 결정된다. 양정이 정해지면 펌프의 용량을 결정

할 수 있어 모터용량이 결정된다. 펌프의 발열량은 모터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노

심의 핵분열 발열량 및 임시저장 핵연료의 발열량과 함께 총발열량으로 표시되므로 

노심의 출력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도차는 열교환기 설계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열교환기의 입출구 온도

와 2차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가 정해지면 대수평균 온도차를 구할 수 있다. 이 온

도차와 제거열량 외에도 열교환기의 총열전달 계수를 알아야 열교환기를 정할 수 

있다. 열교환기가 장해지면 열교환기에 걸리는 차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펌프의 

양정을 정하는 설계자료로 적용된다. 냉각펌프와 열교환기의 용량이 정해지면 배관

설계, 전원설비 및 기기실 냉각 설비 등 의 후속 설계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노심냉각계통의 설계인자는 상호연계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로의 설

계에 적용된 값으로 가정하여 점차 정확한 값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5.1.2 1차 냉각계통의 주요 기기사양

    1차 냉각계통의 구성은 그림 2.5-2와 같이 열교환기, 냉각펌프, 배관 및 계측 

기기들로 구성된다[34]. 그림에서와 같이 1차 냉각계통은 50% 용량의 순환펌프와 

열교환기가 병열로 구성되고 각각의 순환펌프 흡입관으로 냉각수를 흡입하여 열교

환기를 거치면서 노심에서 흡수한 열을 제거한다. 하나로에서는 1차 냉각계통과 반

사체 냉각계통의 제거 발열량의 비율은 91.7%와 8.3%이므로 20MW의 연구로에서

는 각각의 제거열량은 18.3MW와 1.7MW이다.  

표 2.5-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차 냉각계통의 냉각용량은 노심에서 핵분열

시의 발열량, 임시저장 핵연료의 발열량, 1차 냉각수 순환펌프의 발열량이 포함된

다. 이외에도 원자로와 수조수와의 온도차에 의한 추가 열량이 발생한다. 하나로의 

경우 약 0.5MW이며 이를 포함하여 1차 냉각계통 열교환기가 제거하여야 하는 열

량이 정해진다. 따라서 20MW의 연구로에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발생한다고 가

정하면 1차 냉각계통의 열교환기가 제거하여야 하는 열량은 18.67MW로 예상된다.

열수력 설계에서 노심 냉각유량이 잠정적으로 592 kg/s로 정해져 있으므로 40 

℃의 비열 (4.178 MJ/kg-
o
K)을 적용하면 원자로의 입출구 온도차는 7.5 ℃로 계산

된다. 노심 입구온도를 40 ℃로 가정하는 경우 출구온도는 47.5 ℃이다. 노심의 출

구온도 제한 조건은 50 ℃ 이하이며 이는 수조수의 증발로 인한 응축수가 수조상부

에 설치된 계측기기의 오동작이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 온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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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1차 냉각계통 흐름도

열교환기의 2차 냉각수 입출구 온도를 하나로와 동일하게 가정하면 열교환기의 

대수평균 온도차는 7.77 ℃이다. 열교환기의 크기는 전열면적에 따라 정해진다. 전

열면적은 제거열량에 전열면의 총열전달계수, 대수평균 온도차를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총열전달 계수를 하나로 1차 냉각계통의 열교환기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면 

열교환기 한 대의 전열면적은 241.3 m
2
로 계산된다. 전열면적은 판형 열교환기인 경

우 전열판 1개의 크기와 전열판의 수로 표시되므로 열교환기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표 2.5-2에서는 1차 냉각계통의 순환펌프 용량과 배관 크기를 보여 주고 있다.  

순환펌프는 정해진 양정 하에서 요구되는 냉각유량을 공급하므로 양정과 냉각유량

이 결정되어야 한다. 양정은 건물의 형상에 따라 수두차가 정해진다. 여기에는 배관 

파손이나 1차 계통의 기기의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냉각수의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해 1차 냉각계통은 원자로 상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제한 조건이 고려되어

야 한다. 냉각배관의 유속을 하나로와 동일하게 가정하면 배관의 크기가 정해지므

로 관 마찰 손실을 구할 수 있고, 밸브 및 계기류 등이 정해져 부가손실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로의 설계경험에 따르면 부가손실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은 노심을 

지날 때의 손실이다. 이 손실은 기본설계나 상세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하나로에 적용한 

양정을 가정하면 펌프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로의 1차 냉각펌프의 양정을 적용하면 유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동력은 이

들의 운동에너지로 나타난다. 하나로의 1차 냉각펌프의 양정을 적용하면 유량이 정

해져 있으므로 수동력은 이들의 운동에너지로 나타난다. 여기에 펌프의 효율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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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축동력이 구해지므로 이 보다 큰 모터를 선정하여 220 kW로 정하 다. 여

기서 펌프의 효율은 하나로와 동일하게 0.8을 적용하 는데 운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효율 펌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초기 제작비가 상승하지만  

전체적인 손익을 고려하면 고효율일수록 소음과 진동이 적고 운전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1차 냉각펌프의 전력부하는 전체 전력의 약 25%를 차지하므로 고효율 펌프를 

사용할수록 운전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표 2.5-1 총 발열량 및 1차 냉각 열교환기 용량

내용 하나로 AHR

노심의 발열량 (MW) 26.8 17.8 

펌프 발열량 (MW) 0.6 0.44

임시핵연료 발열량 (MW) 0.1 0.07

반사체열량 (MW) 2.5 1.7 

총발열량 (MW) 30 20

노심 유속 (m/s) 7.3 8

유로면적 (㎡) 0.0673

도 @ 40 ℃ (kg/㎥) 992 992

노심유량 (kg/s) 703 533.0 

노심우회유량 (kg/s) 77 59.0 

1차 유량 (kg/s) 780 592.0 

비열 (kJ/kg-℃) 4.178 4.178

수조에서 원자로에 전달되는 열량 (MW) 0.50 0.33 

1차 계통 제거열량 (MW) 28.00 18.67 

온도차 (℃) 8.6 7.5 

노심 입구온도 (℃) 35 40

노심 출구온도 (℃) 43.6 47.5 

2차냉각수 입구온도 (℃) 32 32

2차냉각수 출구온도 (℃) 40 40.0 

LMTD (℃) 3.291 7.771 

U (W/㎡℃) 4978 4978 

전열면적 (㎡) 1709.2 482.5 

1대당 전열면적 (㎡) 854.6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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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1차 냉각펌프 용량 및 배관 크기

내용 하나로 AHR

도 @ 40 ℃ (kg/㎥) 992 992

비중량 @ 40 ℃ (N/㎥) 9800 9800

유량 (kg/s) 390 296

우회유량 (kg/s) 77 59

양정 (m) 47 47

효율 0.8 0.8

WHP (kW) 181.1 137.4 

BHP (kW) 226.4 171.8 

LHP (kW) 300 220

흡입관 

호칭경 (인치) 14 12

내경 (인치) 13.25 11.54 

단면적 (㎡) 0.09 0.07 

유속 (m/s) 4.42 4.42 

실제유속 (m/s) 4.42 4.09 

송출관

호칭경 (인치) 16 14

내경 (인치) 15.25 13.29 

단면적 (㎡) 0.12 0.09 

유속 (m/s) 6.68 6.68 

실제유속 (m/s) 6.68 6.71 

우회관

호칭경 (인치) 6 6

내경 (인치) 6.07 5.31 

단면적 (㎡) 0.02 0.01 

유속 (m/s) 4.17 4.17 

실제유속 (m/s) 4.17 3.19 

1차 냉각계통의 제거열량은 노심에서의 핵분열 시의 발열량, 펌프의 발열량 및 

임시 핵연료에서의 발열량이 포함된다. 펌프에서 발생하는 열은 공급동력이 모두 

열로 발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모터의 공급동력이 펌프에서 발생되는 열

량이다[35,36]. 그리고 임시 저장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역으로 노심에서 핵분열에 의해 발생되어야 하

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로 1차 냉각계통 배관에서의 유속과 동일하게 20MW의 연구로에서 

1차 냉각수가 흐른다고 가정하면 유량이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펌프의 흡입

관, 출관 및 노심우회관의 크기는 호칭 경 12인치, 14인치 및 6인치로 각각 계산되

었다. 각 배관의 호칭 경에 따른 배관의 내경이 관 두께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로와 

동일하게 스텐다트 웨이터의 벽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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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반사체 냉각계통 및 1차 정화계통의 주요기기사양 

반사체 냉각계통이나 1차 냉각수 정화계통도 유량과 발열량을 가정하여 동

일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표 2.5-3 및 표 2.5-4에 각각 나타내었다. 정화계통의 경우 

원자로 정지 후에 잔열제거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 제거열량과 온도차가 정해지면 

동일한 방식으로 주요기기의 사양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반사체 및 1차 냉각수

의 정화에 사용되는 이온교환기 및 여과기의 사양은 유량이 정해지면 사양을 결정

할 수 있다.

 표 2.5-3 반사체 냉각계통 설계값

내용 하나로 AHR

열량 (MW) 2.5 1.7

온도차 (℃) 12.5 12.5

비중량 (N/㎥) 10780 10780

도 (kg/㎥) 1091.2 1091.2

비열 (kJ/kg-
o
K) 4.197 4.197

유량 (kg/s) 47.7 32.4 

양정 (m) 43.3 43.3

효율 0.72 0.72

WHP (kW) 20.4 13.9 

BHP (kW) 28.3 19.3 

LHP (kW) 37 30

관경 (인치) 4 3.3 

관경 선정 (인치) 4 4

단면적 (㎡) 0.008 0.006 

유속 (m/s) 5.4 5.4 

온도차 (℃) 12.5 12.5 

노심 입구온도 (℃) 35 40

노심 출구온도 (℃) 47.5 52.5 

2차 냉각수 입구온도 (℃) 32 32

2차 냉각수 출구온도 (℃) 40 40.0 

LMTD (
o
K) 4.9 10.1 

U (W/㎡
o
K) 4369 4369 

전열면적 (㎡) 116.5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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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1차 냉각수 정화계통 설계값

내용 하나로 AHR

유량 (kg/s) 7.1 5.9

양정 (m) 39 39 

도 (kg/㎥) 992 992

효율 0.8 0.8

비중량 (N/㎥) 9800 9800

WHP (kW) 2.7 2.3 

BHP (kW) 3.4 2.8 

LHP (kW) 7.5 5.5

관경 (인치) 2.5 2.3 

관경선정 (인치) 2.5 2.5 

단면적 (㎡) 0.003 0.003 

유속 (m/s) 2.3 2.3 

2.5.2 이차정지계통 예비 설계

    IAEA는 원자로의 안전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연구용 원자로에도 일차정치

계통 외에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이차정지계통을 채택하여 원자로의 안전

정지를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7∼39] 국내외 연구용 원자로의 

신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새 연구로의 경우 국제기구의 정책 변화

를 능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연구로의 이차정지계통 특성을 

조사 분석하 다. 

2.5.2.1 해외 적용사례

1) MMIR(카나다)

MMIR 원자로는 이차정지계통 개념을 제외하고는 하나로와 거의 동일한 설계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개념 설계단계에서 설계요건을 참조할 수 있다. 이차정지계

통의 작동 논리가 발생하면 반사체배출계통은 원자로 반사체탱크에서 배수 탱크로 

중수를 신속하게 배수하여 원자로를 안전정지 시키는 개념이다. 반사체 배출계통은 

원자로와 동일한 설계등급을 적용하여 안전등급 III, 내진등급 I, 품질등급 Q로 설계

하 으며, ASME SEC. III의 CLASS 3 안전성 설계요건을 모두 적용하 다[43∼

44]

반사체 배출계통은 반사체 배출탱크, 헬륨가압계통, 수위조절계통, 배기계통, 배

관과 계기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로가 정상운전 중에는 배출계통을 헬륨가스로 가

압하여 반사체 계통과 동일압력을 유지하고 압력균등밸브로 차단된다. 반사체 배출

탱크의 바닥은 반사체 탱크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이 수두 차에 의해 반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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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킬 수 있다. 비상정지 신호에 의해 반사체 배출계통의 압력균등밸브가 개방

되면 균등압력이 깨어지고, 수두 차에 의해 반사체가 반사체 탱크에서 반사체 배출

탱크로 일시에 배출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개념이다. 압력균등밸브가 개방되는 

시간과 반사체가 배출되는 시간은 각각 0.3초와 3.3초 이내이다.

MMIR 원자로 반사체 배출계통의 특징은 그림 2.5-3 및 그림 2.5-4와 같이 내부 

노심과 반사체 탱크 외곽 사이를 두 개로 분리하는 격실구조로 설계한 것이다. 내

부 격실(inner annulus)은 반사체 탱크의 주름진 내벽과 원형의 격벽, 반사체 탱크 

바닥, 그리고 격벽의 상부를 주름 내벽과 덮개 판(baffle cap)으로 구성되며,  반사

체 탱크의 나머지 부분은 외부 격실(outter annulus)로 분류된다.  내부 격실내의 

중수는 노심 반응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사체 배출계통 작동시 3.3

초 이내에 배출되지만, 외부 격실의 중수는 반응도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므로 천

천히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격실화 설계는 중수의 반응도 효과에 따라 

배출 순위를 차등화 시키는 것으로 최단시간내에 반응도가 큰 역의 중수를 신속

하게 배출하는 정지계통 개념만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나친 보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공들이 설치되어야 할 반사체 공간을 격실구조로 분

할한다는 것은 격실구조체로 인한 반사체 역의 중성자속 손실 및 조사공의 배치

를 위한 반사체 용기내의 공간 이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그림 2.5-3. MMIR 원자로 반사체 탱크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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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MMIR 원자로 반사체 배출계통의 흐름도

2) OPAL

OPAL은 호주의 열출력 20 MW의 신형 연구로이다. 노심 및 반사체 용기는 

12.8m 깊이의 수조 바닥에 있으며 지르칼로이로 제작된 침니가 반사체 용기의 상부

에 설치된다. 노심은 사각형상으로 16개의 핵연료가 장전되며, 각 핵연료 조립체는 

21개의 핵연료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반사체 용기의 형상은 그림 2.5-5와 같다. 

원자로의 출력 제어 및 정지를 위해 5개의 제어판이 사용되는데, 정상 운전중에 

5개중 4개는 거의 인출되어 있고, 가운데 십자형 1개가 출력제어에 주로 사용된다. 

제어판은 제어판 안내관(노심길이의 2배) 안을 상하로 움직인다. 제어봉 구동장치는 

원자로 아래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제어판 재료는 Ag-In-Cd이고 스테인레스 스틸

로 감싸고 있다. 원자로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5개의 제어판이 원자로 보호계통 신

호에 따라(제어계통과 기능적으로 독립) 중력과 공기압에 의해 모두 1초내에 완전 

삽입된다. 중성자 흡수 제어판의 수명은 8년으로 예상하고 전체 제어장치는 40년 

수명으로 설계되었다. 

OPAL 원자로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일차정지계통과 독립

적인 이차정지계통을 채택하고 있다. 이차정지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작동

되며, 원자로 반사체 용기내의 중수 일부분을 원자로 노심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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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로 신속하게 이송시켜 원자로를 안전 정지시킨다.  이차정지계통이 작동하

여 반사체 용기내의 중수가 배출되면, 반사체 용기내의 중수 수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중성자 손실이 증가되어 종국적으로 원자로를 안전정지 시키게 된다.  즉, 일

차정지계통 기능 상실시에 사용되는 보조적인 원자로 안전 정지계통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MMIR 원자로에 적용된 반사체배출계통(Reflector Dump System)과 유사하

다.

이차정지계통은 그림 2.5-6과 같이 원자로 반사체 용기와 배출용 저장 용기를 

연결한  배관을 통해 중수가 배출되며 배출시에는 펌프 대신 Gravity Fed를 이용한

다.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6개의 볼 밸브 중 5개 이상을 열어 반사체 용기내의 중

수가 체적의 1/2이상 배수되면 원자로가 정지되며, 중수 배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

은 약 20초이다.  MMIR과의 차이는 배출된 덤프 탱크내의 중수를 원자로 반사체 

용기로 회송시킬 때 헬륨가스 압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를 이용한다는 점

이다.

ANSTO에서는 반사체배출을 이용하는 이차정지계통의 성능 실험을 위하여 1:1 

스케일의 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는 각각 그림 2.5-7과 같다. 실증 실험

의 주목적은 triggering valves의 작동 시간을 포함한 이차정지계통 전체의 중수 배

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 장치는 reflector vessel mock up, 

supporting structure, expansion tank mock up, trigger valves, storage tank, 

pipelin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 실험의 결과는 중수 배출에 따른 반사체 용기내의 중수 수위를 시간의 함

수로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반사체 용기의 높이 1215 mm에서 중수가 채워지는 부

분의 높이는 1200 mm이다. 이차정지계통은 반사체 용기의 1/2에 해당하는 중수를 

배출시키는 것이므로 반사체 용기 상단에서 배출에 따라 변화하는 중수의 수위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한 것이다. 배출후 15초까지 중수 수위는 선형적으로 급감하여 

20초에 도달했을 때 전체 배수량의 90%이상을 배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 

측정은 25초까지 수행되었는데, 충분한 성능이 입증되었으므로 추가 실험은 불필요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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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사체 용기 측면도

b) 반사체 용기 단면도

그림 2.5-5 OPAL 원자로 반사체 용기의 형상



- 118 -

그림 2.5-6 OPAL 원자로의 이차정지계통 개념도

그림 2.5-7 OPAL 원자로 이차정지계통 Mock Up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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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RR

중국의 CARR 프로젝트는 출력 60MW의 연구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2002

년 1월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고된 자료가 제한적이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반사체배출계통을 이용하는 이차정지계통의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사체 용기의 크기는 15.6 m
3
로 하나로 반사체 용기에 비해 약 4배정도의 크기

이다. 이차정지계통의 기본 개념은 OPAL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 반사체

용기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중수 저장탱크로 중수를 배출하며 배출 완료시간은 60

초 이내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42].  중수 배출용 중수 저장탱크는 원자로 노심 하

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반사체 용기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배관에는 다중의 밸

브들이 설치되어 원자로 보호계통의 동작 신호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수 배출은 중력에 의한 수두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중수 배출용 탱크는 반사체 

용기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다. 중수의 배출 수위는 반사체 용기의 약 절반에 해당

하는 중수를 배수하여 원자로를 안전정지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자세한 분

석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CARR 원자로의 중수 냉각계통과 이차정

지계통의 흐름도는 그림 2.5-8과 같다.

그림 2.5-8  CARR 원자로 이차정지계통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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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분석 및 결과 요약

    새연구로의 안전정지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고려되고 있는 이차정지계통의 개

념 설계를 위해 반사체배출계통을 채택하 거나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

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표 2.5-5와 같이 사례별 설계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45∼47].

  표 2.5-5  반사체 배출계통 채택 원자로의 비교

MAPLE OPAL CARR AHR

Power 20 MW 20 MW 60 MW 20 MW

Design Class
Safety III
Seismic I
Quality Q

Safety I
Seismic I
Quality A

Same as 
reflector vessel

(?)

Safety: III
Seismic: I
Quality: Q

Reflector Volume 1.44 m3 3.85 m3 15.6 m3 3.77 m3

Dump tank Volume 1.80 m3 9 m3 - 9 m3

Operation
De-energize 

to open
De-energize 

to open
De-energize 

to open
De-energize

to open
Driving Force By gravity By gravity By gravity By gravity

Installation Beneath core Beneath core Beneath core Beneath core

Dump Level
Min  0.87 m
Max 1.25 m

about 
Half (60 cm)

App. half App. half

Valve 2 in Parallel 6 in Parallel Multiple Multiple in 
Parallel

Tank Shape Rectangular Cylinder - Cylinder

Dump Time
less than
3.6 sec

about 
20 sec

less than
60 sec

less than
30 sec

D2O Refill
by 

He Pressure
by 

Pumping back
?

Pressure /
Pumping

적용 사례에 대한 설계 자료가 충분치는 않지만, 개념 설계를 추진하는데 큰 무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계 추진 단계에 따라 설계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사체 배출계통을 운 하고 있는 원자로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1) 이차정지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시 반사체 탱크내의 중수가 배출됨과 동시에 

중수계통으로부터의 중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라인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중수 냉각계통의 중수 공급 펌프가 자동 정지되는 논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중수 배출용 탱크의 용량은 원자로 반사체 용기 내부의 중수와 중수 냉각계통내

에 존재하는 중수를 고려하여 전체 중수량의 2배 정도인 9m3 정도면 충분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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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반사체 용기와 중수 배출용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은 수조 라이너를 관통

하여 설치되므로 하나로 일차냉각계통 배관에 적용된 라이너 관통부 설계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수 배출용 탱크의 설치 위치는 중력에 의한 수두차를 중수 이송력으로 이용하

기 위해 원자로 반사체 용기보다 낮은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하나로의 경우 원

자로 수조 이하의 공간에 설치된 기기가 없으므로 하나로 모델에 중수 배출용 

탱크를 추가하더라도 공간적인 제약은 없을 것이다. 

5) 하나로 모델에 추가한 이차정지계통의 개념도는 그림 2.5-9와 같다.

그림 2.5-9 하나로 모델에 적용한 이차정지계통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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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기 및 계측 제어 

2.6.1 계측제어 계통

2.6.1.1 개요

    새로 설계되거나 건설되고 있는 연구로는 모두 디지털 기반의 계측제어 계

통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발전용 원자로도 원자로 보호

계통을 포함한 모든 계측제어 계통에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러한 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수출전략형 연구로에 대한 계측제어 계통은 가능한 한 

세부 계통에 대하여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계통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등급분류를 파악하

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파악하 으며, 분류된 소프트웨어에서 안전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기술한다. 또한 계측제어 계통 

구조에 대하여 여러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수출전략형 연구로에 적합

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구성을 제시하고 안전 정지계통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

현하기 위한 개념 설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2.6.1.2 계통 개요

    계측제어 계통은 타 계통과 마찬가지로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등

급 계통과 일반 계측제어기능을 수행하는 비안전 계통으로 구분된다. 원자로정지계

통은 비정상 상태 발생 시 원자로를 비상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등급 계통으로 분류

하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사고 감시 계통도 안전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림 2.6-1은 수출전략형 연구로 계측제어 계통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로에 

대한 계측제어 계통 등급분류는 국내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표준화된 기술기준

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별로 차이가 많고 또한 원자로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설계기

준이 다르다. 따라서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계측제어 계통 분류는 발전용 원자로의 

등급분류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그림 2.6-1과 같은 구성도를 기반으로 안전 및 비안

전 등급에 해당하는 계통을 분류하면 그림 2.6-2와 같다. 상용 원자로의 경우는 공

학적 안전설비는 안전등급으로 분류하지만,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는 고유의 높은 

안전성 및 상용 원전에 비하여 운전환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

되어 있다.



계측제어계통

안전계측계통

원격보호설비

정보처리 및 표시계통

보호계통

안전 계통 비 안전 계통

제1 정지계통

제2 정지계통

사고후감시계통

비 안전계측계통

비 안전 감시 계통

정보처리 및 표시계통

보호계통 (ESF)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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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디지털 소프트웨어 분류 및 설계요건 [48]

   새연구로에 구축될 계측제어 계통은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제작될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작동성능은 하드웨어에 좀 더 의존적이나 목적에 맞

는 기능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은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계통의 안전 등급별로 각 등급에 해

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등급 수준에 맞게 관리 및 검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따

라서 계측제어 계통의 안전 등급 분류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등급 분류를 여러 국제 

기준에 대하여 분석하 으며 안전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 다.

2.6.2.1 소프트웨어 분류

     원전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안전 등급 분류는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국제 

원자력에너지 기구(IAEA)의 안전 지침서(NS-G-1.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표준(IEC61226), 그리고 미국의 안전등급 분류를 일반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또

한 나라별로도 세부 계측제어 계통에 대하여 안전등급 기준이 약간은 다르다. 표 

2.6-1은 국제기구 및 원전 선진국에서 분류한 계측제어 등급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다.

   표 2.6-1 계측제어 계통 안전등급 분류

IC (NS)IC-3 (SR)IC-2 (SR)IC-1 (SC)KINS (Korea)

System not 
important to safetySafety related systems

F1B
(auto & 
manual)

F2
2E

Not classifiedCategory 2

Not 
classified

Systems important to safety
IAEA

UnclassifiedCategory CCategory BCategory AIEC 1226

F1A
(auto)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Non-class 1EClass 1EUSA(IEEE)
Category 1UK

IFC/NC1EFrance N4

Safety 
systems

Classification to the importance to safety
(excerpt from IAEA-TECDOC-780)

National or 
International

IC (NS)IC-3 (SR)IC-2 (SR)IC-1 (SC)KINS (Korea)

System not 
important to safetySafety related systems

F1B
(auto & 
manual)

F2
2E

Not classifiedCategory 2

Not 
classified

Systems important to safety
IAEA

UnclassifiedCategory CCategory BCategory AIEC 1226

F1A
(auto)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Non-class 1EClass 1EUSA(IEEE)
Category 1UK

IFC/NC1EFrance N4

Safety 
systems

Classification to the importance to safety
(excerpt from IAEA-TECDOC-780)

National or 
International

  표 2.6-1에서 IAEA의 분류기준을 대표로 살펴보면, 안전 계통은 원자로 보호

계통, 안전구동 계통, 안전계통 보조계통과 같은 원자로 보호 및 방사선 방어에 직

접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안전관련 계통(Safety-Relat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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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자로 제어계통, 발전소 제어계통, 제어실 계측제어, 방사선 감시계통 등 원자

로 보호 및 방사선 방어에 간적접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계통에 속하지 않은 계측제어 계통은 모두 비안전 계통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등급분류는 대부분의 국제 기준에서는 계통 안전등급 분류에 따

라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표 2.6-1과 같이 계측제어 계통이 4가지의 등

급으로 분류되나 소프트웨어는 그림 2.6-3과 같이 안전-중요(Safety-Critical) 소프

트웨어, 안전-관련(Safety-Related) 소프트웨어, 및 비안전(Non-Safety Software) 

소프트웨어의 3가지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림 2.6-3 국내 계측제어 계통 안전등급 분류

2.6.2.2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계측제어 계통에서 안전-중요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 소프트웨어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개발 전에 수립하고 이러한 품질관리 절차 하에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요건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림 2-3는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적용되는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미국

의 규제요건에 대하여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와 같이 상

위에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법령이 있고 바로 밑의 수준 1(Level 1)

에서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생명주기공정, 품질보증의 검토 및 감사에 대한 규제

기관의 심사 지침 기준이 있으며, 하위의 수준 2(Level 2)에 각 소프트웨어 단계 및 

공정 별로 필요한 기술 표준들이 있으며 이외 특별 주제에 대하여 정보제공 차원의 

여러 기술보고서들이 수준 3(Level 3)에 있다.



- 126 -

수출전략형 연구로에 적용될 디지털 시스템에서 안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즉, 

그림 2.6-3에서 분류한 안전-중요 및 안전-관련에 분류된 소프트웨어는 그림 2.6-4

와 같은 규제요건 하에서 개발이나 인허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6-4에 

있는 여러 일정 및 절차 외에도 안전-중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수준-4와 같은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는 개발 공정은 안전-중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개발되나 안

전성 분석은 반드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Top Level :
안전계통 기준

(Codes)
Level  1 :
규제지침

(Regulatory
Guidance)

Level  4 :
안전성평가보고서 (SERs)

Level  5 : Submittals

STANDARD REVIEW PLAN (SRP) Chapter 7 

Level  2 :
산업(공학)표준

(Industrial
/Eng. Std)

Level  3 :
기술보고서

(TRs)

KINS 
안전규제지침

1-14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14   { 17, 18(20),  21}

NUREG/CR-6463 
EPRI TR-106439-1988

(상용디지털기기 평가수락지침) 

10CFR 50B 
(품질보증)

10CFR 50A 
GDCs

10CFR 50.55a(h) 

계획

IEEE 1012-1986
(확인검증계획)

IEEE 830-1993
(요구명세지침) 

IEEE 1016-1987  
(설계명세) 

IEEE 1016.1-1993
(설계명세 지침)

설계 (코딩)

IEEE 1008-1987
(단위시험) 

IEEE 829-1983  
(시험문서화) 

V&V (시험)

IEEE 1059-1993
(시험검증지침) 

IEEE 577-1976
(신뢰성 분석 요건)

IEEE 1028-1998
(검토 & 감사)

IEEE 982.1&2-1988  
(신뢰성 SW Measures) 

IEEE 1044-1993  
(Anomalies 분류)

기타

IEEE 352-1987
(신뢰성 분석 지침)

IEEE 1058.1-1997
(프로젝트 관리계획)

IEEE 828-1998
(형상관리계획)

IEEE 1042-1987
(형상관리 지침)

RG 1.169 (형상관리계획)

IEEE 1228-1993
(안전계획)

RG 1.173 (생명주기
공정)

RG 1.168 (VV,검토,감사)
RG 1.170 (시험문서화)
RG 1.171 : (단위시험) 

요구명세

RG 1.172 (요구명세)

IEEE 1074-1997
(생명주기 공정)

EPRI NP-5652
(상용기기 사용지침) 

ANSI/IEEE 7-4.3.2 (컴퓨터),IEC 60880 (SW)     

IEEE 730.1-1998
(품질 보증계획)
IEEE 983-1986

(품질 보증계획지침)

ASME/ANSI NQA-1&2
(품질보증요건)

IEC 60880-1986 & 
2000 (안전계통 SW) 

10CFR 52 
(표준설계)

IEEE 603(안전계통)&IEEE 279(보호계통) 

그림 2.6-4 안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요건

안전-중요 및 안전-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정은 그림 2.6-5과 같이 수행된다. 

그림 2.6-5은 IAEA에서 수립한 개발 공정으로 미국 기준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계통에 대한 요건을 먼저 수립하

고 이로부터 디지털 시스템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할당한 요건을 파악한 후 이 요건

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할당을 수행한다. 이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명세가 도출되며 이를 기반으로 설계 명세서를 산출한다. 설계 명세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구현을 수행하며 구현한 결과물을 컴퓨터 시스템에 통합한다. 이러한 

각 공정 별로 반드시 각 단계마다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검증하는 작

업이 필요하며 상위 단계의 내용이 하위 단계에 충실히 반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

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는 팀과 개발 과정이 정확하고 완전한지 검증하기 위한 독립된 검증 팀이 반드

시 별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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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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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Validation

Validation if and as required

Commissioning

그림 2.6-5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2.6.3 계측제어 계통 구조 [49]

   계측제어 계통은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하며, 계통 구성은 안전 및 

비안전 계통 별로 구분하고 정보 표시도 안전 관련 정보표시와 비안전 관련 공정 

정보표시로 구분하여 망(network) 구조로 계측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되, 안전에 관

련되는 정도에 따라서 별도의 망으로 구성한다. 사고나 원자로 안전에 관련된 정보 

표시는 안전등급 정보망을 이용하고, 비안전 공정 정보는 일반 정보망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원자로 정지계통은 정지계통을 담당하는 다중 캐비닛 내부는 

독립된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정지 캐비닛 간에는 이와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원자로 보호와 관련된 정지계통 전체를 연결하고 제어 및 기타 비안전 제어 관련해

서는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계통과는 독립된 그리고 안전등급이 낮은 별도의 

제어망을 구축한다. 이들 망에 대한 상세한 설계요건은 설계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도출될 것이다.

2.6.3.1 계측 계통 구조 분석

     원자로의 운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된 물리량 신호는 보호 및 제어 

계통에 입력으로 쓰이며 또한 제어실에 있는 정보 표시 장치에 이들 값들이 표시되

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신호를 측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측제어 계통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구성하여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인허가 관점과 

기능 및 성능 구현 관점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 고, 이를  

기반으로 향 후 새 연구로의 계측제어 구조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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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날로그 중심 혼합형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혼합형 구조에서는 운전에 필수적인 정보는 아날로그 

기반의 지시 및 기록계이며, 디지털 운전정보는 이를 보조하는 개념을 갖는다. 보호 

및 제어 등과 같은 각각의 기능계통은 각각의 운전원 모듈을 지니고 있어 플랜트 

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달하며, 공정계측을 포함하는 계측계

통도 이와 유사하게 지시 및 기록계 및 경보창을 통해 관련 공정 및 핵적 변수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한다. 현재 하나로 계측제어 계통이 전형적인 아날로그 중

심 혼합형이다.

2)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분리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분리형은 플랜트 운전은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CRT 등 

을 이용하여 이루어지지만, 신호전송이나 연계 등을 위해 아날로그 기술이 일부 이

용되는 경우이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분리는 각 보호, 제어, 및 감시 계통에서 필

요한 공정변수는 각 계통에서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예로 제1 정

지계통에 사용되는 냉각수 온도는 제2 정지계통과 사고후 감시, 그리고 정보계통에

서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제1 정지계통 자체에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가 존재

하므로 공정계측의 아날로그 모듈에서 이 신호를 분기 제공하고, 사고후 감시 및 

정보계통을 위해 공정계측의 디지털모듈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이다. 아날로그 중심 혼합형에서 산재되어 있던 경보, 지시, 기록 및 

CRT 정보들은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서 흡수하여 각각의 정보를 구조

적으로 배치함으로서 운전원의 운전 용이성을 증대시킨다. 

3)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통합형

모든 공정변수는 하부의 계측시스템에서 아날로그/디지털변환을 수행하여 디지

털 네트웤 통신을 통해 보호계통, 제어계통 그리고 정보계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개념이다.

4) 하이브리드형(I)

안전등급 변수의 경우에는 아나로그/디지털 변환 분리형의 개념을, 비안전 등급

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비안전 제어기능과 정보제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변수의 경우에는 비안전 제

어계통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

- 정보 기능제공 만을 위한 공정변수의 경우 계측계통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능을 수행.

5) 하이브리드형(II)

감시와 제어 또는 보호에 사용되는 안전등급 측정변수 및 비안전 등급 측정변수

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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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능/비안전 제어기능과 정보제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변수의 경우에는 

디지털보호계통 및 비안전 제어계통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

- 안전감시기능을 위한 변수 중 보호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변수의 경우 보호계통

에서 감시모듈로 정보 제공.

- 정보기능 제공만을 위한 공정변수의 경우 계측계통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기

능을 수행.

6) 계측 구조 장단점 검토

앞에서 기술한 여러 계측 구조에 대하여 연계 및 규제요건(인허가)과 구현성 측

면에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 다. 

(1) 인허가 용이성

인허가 요인으로는 계측제어계통의 심층방호 개념(DID), 공통모드고장(CMF)에 

대한 대처방안, 기기검증(EQ),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S/W V&V) 관점에 대하여 

검토하 다. 표 2.6-2는 각각의 구조에 대한 인허가 관련 장단점 분석 결과이다. 인

허가 관점에 대해서는 신기술 사용 역을 확대할수록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분석 

및 검증작업이 더욱 더 소요된다. 심층방호 관점에서 제어기능과 보호기능의 분리

는 필수적이나, 표 2.6-2의 구조 중 제어 준위에서의 제어/감시의 공통처리 또는 보

호 준위에서의 보호/감시의 공통처리가 예상되는 하이브리드형의 경우 감시기능 자

체가 계측제어 계통의 심층방호벽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여

야 할 것이다.

(2) 유지보수 및 경제성

유지보수 및 경제성은 시험, 교정 등의 용이성 여부, 케이블량, 기기실내의 예상 

캐비닛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유지보수 및 경제성 관점에서는 신기술 사용을 

확대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2.6-3은 각각의 구조에 대한 장단점이다. 

표 2.6-3의 검토 항목에서 센서 교정은 모든 계측제어 계통 구조에서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계측제어 계통구조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센서 기능상의 문제이다. 지능형 

센서를 이용하는 계측제어 구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구현된 계측제어 

계통은 없으나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능형 센서를 이용하면 자동 

센서 교정이 가능해 지고 신뢰성 있는 현장 신호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 2에 나열한 계측제어 계통 구

조이외에 분산형 계측 구조 및 더 나아가 무선 데이터 전송기법 등 새로운 방식의 

계측제어 계통 구조와 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지능형 센서 및 이와 연관

된 첨단 계측제어 계통은 현재 개념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런 개발 추세를 

계속 주시하여 구현 가능할 정도의 기술이 확립되는 시점이 수출형전략형 연구로의 

개발진행 일정과 적절히 일치하면 수출형 연구로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도 필요하리라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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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 인허가 관점에서의 계측 구조 분석

표 2.6-3 유지보수 및 경제성 관점에서의 계측 구조 분석

DID CMF EQ S/W V&V

아날로그 중심 
혼합형

- 감시/제어/보호  
  기능이 독립적
- DID관점 용이

- 제어/보호/감시
 기능을 위한 다
 양성 존재.

- 안전등급 또는 
 필수기기에 대해
 서는 검증된 아
 날로그 기술사용

- 안전등급 소프
 트웨어의 미사용
 으로 V&V 필요 
 없음.

A/D변환 
분리형

- 감시/제어/보호  
  기능이 독립적.
- DID 관점 용이.

- 제어/보호/ 감시 
 기능을 위한 다
 양성 존재.

- 안전등급기기의 
 EQ 절차 필요.

- 안전등급 소프
 트웨어 V&V 
 필요.

A/D 변환
통합형

- 감시/제어/보호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나 공통A/D  
 변환개념으로 완
 전한 분리 개념
 은 아님.

-공통 A/D 변환
 으로 감시/보호 
 또는 감시/제어
 기능 동시상실
 가능.

- 안전등급기기의 
 EQ 절차 필요.

- 안전등급 소프
 트웨어 V&V 
 필요.

하이브리형(I)

- 보호기능과 제
 어/감시 기능은 
 분리되나, 제어
 와 감시의 분리
 가 완전하지 않
 음.

- 보호/감시 동시
상실요인 없음.
- 제어/감시기능 
동시상실 가능.

- 안전등급기기의 
 EQ 절차 필요.

- 안전등급 소프
트웨어 V&V 필
요.

하이브리형(II)

- 보호와 제어의 
  분리. 
- 보호/제어 기능
  및 감시기능과 
  일부 중복

- 동시기능 상실
 모듈이 A/D변환
 모듈 및 보호/제
 어모듈로 확대.

- 안전등급기기의 
 EQ 절차 필요.

- 안전등급 소프
 트 웨어 V&V 
 필요.

자동시험
가능성

온라인 
센서 교정

케이블량
기기실 

캐비닛 수량

아날로그 중심 
혼합형

-정보준위에서 
  가능.

불가능

-현장에서 기기실까지의 
케이블량 순아날로그 방
식과 동일.
-캐비닛간 아날로그 결
선이 주종.

-가장 많음

A/D변환 
분리형

-보호/제어준위 및 
 기기실내의계측
 준위에서 가능.

불가능
-현장 케이블량 동일.
-계측캐비닛과 보호/제어
 캐비닛 아날로그 연결.

-디지털기기의  
 사용에 따른 
 수량감소. 
-아날로그 캐
  비 닛 수는 
  기존과 동일.

A/D 변환 
통합형

-기기실내의 계측
 준위 이상에서
 가능. 
- 통합 자동시험
  가능

불가능
-현장 케이블량 동일.
-기기실내 캐비닛간의 
  아날로그 결선 없음.

-디지털화에 
 따른 캐비닛수 
 대폭 감소.

하이브리형(I)
- 보호/제어준위 및 
  기기실내의 계측
  준위.

불가능
-현장 케이블량 동일.
-안전계통 일부 캐비닛
 간 아날로그 결선 사용.

-상기 두 경우
의 중간.

하이브리형(II)
- 보호/제어준위 및 
기기실내의 계측
준위.

불가능
-현장케이블량 동일.
-캐비닛간 아날로그
 결선 없음.

-A/D 변환 통
합형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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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 연구로 계측 구조 구성안

새연구로의 계측제어 계통을 설계 할 때에 신호측정 및 활용 방안을 위한 계측 

구조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계측계통은 보호계통, 제어계통, 공학적 설비계통, 경보 및 지시계통, 정보처리계

통, 방사선 감시계통과 연계한다.

- 센서신호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한곳에서만 디지털변환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공정신호가 보호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 동시에 이용되면 보호계통에서 

디지털 변환을 수행한다.

- 센서신호 중 보호 및 제어기능에 이용되지 않는 신호에 대해서는 계측 및 감시계

통에서 디지털 변환을 수행한다.

- 분산제어 방식으로 구현되는 제어계통의 세부계통에서 동일한 센서호가 이용될 

경우 센서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분리기 등은 계측 계통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검증된 기술을 사용한다.

- 기기실 내의 캐비닛 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원자력 관련 제반 규제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앞에서 제시된 여러 구조중 분석 결과 및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새

연구로에 적용하기 적합한 계측계통으로는 하이브리드 II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기반으로 새연구로 계측제어 계통의 개념에 대한 구조가 그림 2.6-6

에 나타나 있다. 안전기능과 관련된 계측 구조는 정지 계통 및 사고후 감시 계통에

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신호처리 부는 안전관련 계측계통으로 일괄 처리한다. 그러

나 안전 계통에서 신호 증폭 등 복잡한 연산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계측신호는 직접 

안전 계통으로 입력될 수도 있다. 제어기능 또한 복잡한 연산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호는 각 제어계통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 복잡한 신호처리가 필요한 경

우는 비안전 계측계통에서 이들 신호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이 외에 제어 계통이

나 공정 계통에 사용되지 않는 공정신호는 정보제공용으로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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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정지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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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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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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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
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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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통

Safety Non-Safety

그림 2.6-6 새연구로 계측 계통의 구조 개념

2.6.3.2 보호계통 구조 분석

    새연구로의 원자로 보호계통은 하나로의 보호계통과는 달리 제 1 정지계통

과 제 2 정지계통의 두 개의 보호계통을 구현하려고 한다. 제 1 정지계통은 제어봉

과 정지봉을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제어봉 및 정지봉의 자유낙하에 의한 원자로심 

부반응을 유발하여 미임계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고 제 2 정지계통은 반사체의 방출

에 의한 원자로 미임계 상태 도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자로 보호계통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성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 1 정지계통은 디지털 시스템

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제 2 정지계통은 기존 아날로그 기반 릴레이 시스템으로 구

축하는 방안이 이전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구현 방법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인허가 관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아날로그 시스템을 일부분이라도 도입하는 것은 성능성 및 유지보수 측

면에서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유포하고 있다. 일반 상용 발전소에서는 원자로 보호

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 등 원자로심(Reactor Core)의 안전을 위한 모든 계

측제어계통에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따라서 

제 1 정지계통과 제 2 정지계통 모두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하되 다양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논리를 수행하는 모듈들을 완전 이중화로 구축하여 다양성을 만족

하는 것이 경제성과 향 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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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논리는 기존 상용 발전소는 국소적 동시(local coincidence or local voting)

논리를 이용하는 반면 연구로는 종합적 동시(global coincidence or global voting)논

리를 이용하여 보호논리를 구현한다. 보호논리 안전성 향상 측면에서는 국소적 보

호 논리가 종합적 보호논리 보다는 훨씬 우수하다. 하나로의 보호논리는 종합적 동

시(voting) 논리로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상용 원자로

에 비하여 비교적 덜 위험한 연구용 원자로에서 상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복잡한 보

호논리를 구현하기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여 국소적 보호논리 보다는 종합적 

보호논리를 선호하 으나, 모든 계통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보호

논리가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논리를 구현하더라도 비용

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종합적 동시논리

에 대한 정지계통 구조에 대하여 제시하고 아울러 국소적 동시논리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제시하 다.

그림 2.6-7은 기존 하나로의 논리 방식인 종합적 보호논리를 기반으로 디지털 

보호계통을 구성하 을 때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보호계통 내의 통신망은 각 캐

비닛별로 독립된 통신망을 갖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비교논리 프로세서는 그림 

2.6-7에서는 안전성 및 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캐비닛 별로 완전 이중화되어 있

다. 동시논리 프로세서는 세 개의 비교논리 프로세서의 입력을 받아서 2/3 논리를 

수행하는데 이 프로세서 역시 완전 이중화 구조로 구성된다. 그림 2.6-7의 상단에 

있는 정보망(Information Network)와 각 정지계통과의 연계는 별도의 정지계통에서 

정보망으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방향 방식이며 이러한 정보는 제어봉 제

어나 기타 연계된 정보를 위하여 제공한다.

그림 2.6-8은 국소적 보호 논리 방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보호계통을 나타내고 

있다. 각 비교논리 프로세서에는 동시논리 프로세서가 존재하며 세 채널의 비교논

리 결과는 모두 각각의 동시논리 프로세서로 보내지고 이 들 각 센서 채널에 대한 

세 개의 비교논리 결과에 대해 동시논리를 수행한다. 모든 프로세서는 완전 이중화

가 되어 있다. 

그림 2.6-7과 그림 2.6-8과 같은 보호계통으로 제 1 정지계통과 제 2 정지계통을 

구성하는 방안과 제 2 정지계통은 릴레이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안은 향 후 새연구

로에 대하여 설계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확립되는 안전성 기준에 대한 보호계통 안

전성 분석을 통하여 결정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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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원자로 보호계통 구조 (local voting)

그림 2.6-8 원자로 보호계통 구조 (global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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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전기 계통 [50]

   새연구로의 고압 수전 계통, 저압 배전계통, 비상전원 계통 및 케이블계통 설

계에 관한 요건을 2004년도에 정립하 다. 2005년도에는 건물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전기 설비 즉 조명, 화재감지 및 경보, 통신, 방재, 피뢰 및 

접지 계통의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2.6.4.1 조명 계통

1) 설계 기준

건물 내 조명계통에 적용하는 조도계산 방식, 조도기준, 등기구의 형식 및 수량

산정 등은 IES (Illumination Engineering Society) Lighting Handbook을 기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조명계통은 사용되는 전원의 종류에 따라 상시조명, 필수조명, 비

상조명, 콘센트 설비로 분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연구로 설비에 적용하는 기준에

는 원자력 발전소에  준하는 기준도 적요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참고하

여야 한다.

     - IES-RP-1 : Practice for Office Lighting

     - IES-RP-7 : Practice for Industrial Lighting

     - IES-RP-10 : Practice for Protective Lighting

     - IES-CP-41 : Nuclear Power Plant Lighting

조명설비는 종사자들의 안전과 연구로의 운전 및 보수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

으로서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유지시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설

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조명계통은 정상조명, 비상조명 및 필수조명으로 구성한다.

- 정상조명은 건물전반에 걸쳐 작업에 필요한 밝기를 유지하여 한다.

- 비상조명은 연구로 시설 내부전원 정전시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전  

     지를 구비하여야 한다.

- 필수조명은  외부전원  장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디젤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명 설비는 그림 2.6-9와 같이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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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조명 설계 흐름도

2) 설계 요건

  조명계통은 정상조명, 비상조명 및 필수조명으로 구성하 다. 정상조명은 4급

전력을 공급받으며 조명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설치된다. 정상조명의 밝기는 각 지

역별 작업성격을 고려하여 조명학회 (IES) 에서 추천하는 기준조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지역별 조도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54-320 lx  : 출입이 빈번하지 않고 세 한 관찰이 필요치 않은 지역 또는

                국부 조명이 시설되는 지역 (복도, 창고등)

 • 320-750 lx  : 계기 또는  측정기의  검사나 일상적인 보수작업을 국부조명

                 없이 수행하는 지역 (사무실, 기기실등)

 • 750-1100 lx : 계측장비나  기기의 검사, 보수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지역

                 (보수실,  제어실등)

필수조명은 외부전원 (4급) 정전시 비상디젤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응급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비상전원으로 운전되는 기기실들에 작업에  필요한 조도

를 유지하며 그 외 기타지역은 정상조명 조도의 약 10% 정도의 조도로 밝혀준다. 

필수조명이 필요한 지역의 조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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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실 : 540 lx

  • 계측기실 : 320 lx

  • 기타지역 : 정상조명의 약 10%

필수조명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안전을 고려하여 개별조작 스위치는 설치하지 

않는다. 조도기준은 작업능률의 향상, 안전성, 눈의 생리적 현상 등을 고려하며 조

명대상 장소의 용도나 수준(그레이드)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조도기준은 일반적으

로 시작업 면에서 수평면조도를 나타내며 작업 내용에 따라 수직면 또는 경사면조

도를 나타낸다. 이때 시작업 면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바닥 위 850[mm]

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인 경우는 바닥 위 400[mm], 복도 또는 옥외의 경

우는 바닥면을 기준 한다.

비상조명은 교류전원 (4급, 3급) 정전시 즉 외부정전 후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

되어 필수조명이 작동될 때까지 또는 비상전원 정전시에 자체축전지에 의하여 대피

통로, 기기실, 제어실 등에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한다. 자체 축전지는 정전 후 8시

간동안 비상조명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다

2.6.4.2 화재 감지 및 경보 계통

1) 설계기준

화재감지 및 경보 계통은 열 및 연기 감지기, 수동발신기를 포함한 화재수신반 

등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화재 경보 수신반은 경계구역 내의 화재발생 여부를 화재

감지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표시하고 경보하여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연기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의 선택은 가연성 물질

의 존재, NFPA 72 규격요건, 한국 소방법 및 제작자 권고사항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케이블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적절한 화재감지 및 방호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방화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케이블은 관통부에 방화재를 설치하여 화재가 인접지역

으로 파급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주요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NFPA 72A: Standard fo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Use of Local Protective  

        Signaling Systems for Watchman, Fire Alarm and Supervisor Service

•NFPA 72E: Standard on Automatic Fore Detectors

•NFPA 801: Recommended Practice for Facilities Handing Radioactive Materials

•NFPA 802: Recommended Practice for Nuclear Research Reactors

•NFPA 803: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 Wate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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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요건

화재 감지 및 경보계통은 화재감지기, 경보회로, 경보반으로 구성된다. 화재감지

기는 각지역의  화재 위험성과 화재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감지기별 작동

원리와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광전식 연기감지기 (photoelectric smoke detector)

 광전식 감지기는 광원과 광전지로 구성되며  광전지는 미로 (labyrinth)와 같이 

배열되어 직사광선이나 반사광선이 비치지 않도록 되어있다. 만약 화재로 인한 연

기가 감지기 내로 유입되면 연기입자에 의하여 빛이 산란되어 광전지에 도달하게 

된다. 광전지에 전압이 발생되면 증폭되어 경보를 내게 된다. 광전식 연기감지기는 

방사선의 향으로 이온화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계단 및 경사로

   •복도 및 통로

•승강기실, 배관용 덕트

•천정의 높이가 20m 미만인 장소

•지하층, 무창층

(2) 차동식 국부형 감지기 (Differential Spot Type)

차동식 국부형 감지기는 열감지기로서 화재로 인하여 어느 곳의 온도상승률이 

정해진 값 이상이면 작동된다.  이 감지기는 감지관내에 민감한 다이어프램이 있어 

급격히 온도가 상승되면 감지관내부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이동시켜 스

위치를 누르게 된다.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 화염이 적게 나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

     - 고온발열체가 있는 장소

  

(3) 정온식 감지기 (Fixed Temperature Spot Type)

 정온식  감지기에는 바이메탈이 내장되어 온도상승율에 관계없이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65℃ ~ 90℃) 이상이 되면 바이메탈이 굴곡되어 스위치를 작동시켜 

경보를 낸다. 주로 평상시 주위온도가 감지기 작동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장소와 

배기가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 다.

(4)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Differential Distribution Type)

 차동식 국부형 감지기는 어느 한지점의 온도상승율에 의하여 동작되는 반면 차

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광범위한 지역의 온도 상승율에 의하여 작동된다. 이 감지기

는 공기관 (tube)과 감지부로 구성되며 화재로 인하여 급격히 온도가 상승되면 공

기관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감지부의 다이어프램을 이동시켜 경보를 낸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축전지실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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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화재 경보 수신반 

  화재경보수신반은 건물입구 안내실과 제어실에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화재감지

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나타내고 경보음을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경보수신반은 화재발생시 지역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상시 화재경보 

계통의 전력은 비상전원 (3급)에서 공급받고 화재발생으로 비상전원계통이 상실될 

경우에는 8시간용량의 자체축전지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6.4.3 통신 계통

1) 설계기준

통신 계통에는 전화, 방송, 호출설비가 포함된다. 통신계통설계에 적용되는 특별

한  표준은 없고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단 대피방

송과 관련된 표준은 다음과 같다.

• ANSI N2.3 : Immediate Evacuation Signal for Use in Industrial Installation 

where Radiation Exposure may Occur

  

연구로의 통신계통은 운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운전원을 대피시킬 수 

있는 설비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통신계통은 호출설비 (paging), 대피방송설비 (Evacuation Alarm),  전화 및 인

터폰으로 구성한다.

- 호출설비는 다목적연구로의 시운전, 운전, 보수 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위

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대피방송설비는 방사선 누출, 화재, 비상사태 등을 구별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 대피방송설비 고장시에는 호출설비를 통하여 경보를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피방송용 스피커와 전화는 건물 내 외부 모든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통신 설비는 그림 2.6-10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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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0 통신 설비 구성

2) 설계 요건

호출설비는 현장과 제어실에 설치된 송수신 장치들로 구성하여 송수신 장치가 

설치된 어느 지역에서도 호출이나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현장과 제어

실 양쪽에서 동시에 호출이 될 경우는 제어실의 지령이 우선되도록 하여 원자로 운

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출설비는 다수의 채널로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여 여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호출설비는 대피방송시

설의 주 증폭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하여 경보방송도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대피방송시설은 방사선누출, 화재, 국가비상사태 등을 구별하여 경보할 수 있도

록 5가지 종류의 신호음을 방송할 수 있다. 대피방송시설은 대피경보 신호반과 주 

증폭기, 스피커로 구성되며 신호반은 제어실에 설치하여 운전원이 조작할 수 있게 

한다. 대피방송용 스피커는 건물내부의 모든 지역과  외부의 주요 장소에 설치하여 

연구로 시설의 종사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경보음 외에 공지사항 등

을 방송할 수 있게 설계하여 대피방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화설비는 건물내는 물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원자로건물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선을 설계하여 추후 연구로 운전시 필요한 지역에 

전화를 연결할 수 있게 구성하 다. 일반적인 인터넷 설비는 전화가 설치되는 지역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지하나 원자로실 내부등 무선통신이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는 지역에

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여 소방 활동 등의 비상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6.4.4 피뢰 및 접지 계통

1) 설계기준

피뢰 및 접지설비는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고전압으로부터 기기와 인명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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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접지사고 차단을 위한 보호계전기의 작동을 확실하게 하며, 기기의 대지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설비이다. 또한 접지설비는 배전계통의 중성선의 전류와 과도전류, 낙

뢰 등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회로가 된다.

연구로의 접지계통은 다음의 표준에서 추천하는 요건들을 주로 적용하여야 한다.

• IEEE 142 : Recommended Practice for Grounding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2) 설계 요건

연구로 시설의 접지계통은 접지망, 기기 및 구조물 접지회로, 계측제어용 접지회

로, 피뢰설비로 구성한다. 피뢰설비는 낙뢰로부터 건물내부의 기기와 인명을  보호

하는 설비로서 건물 바깥쪽 상부에 설치된  피뢰침과 접지선으로 구성된다. 낙뢰가 

접근하면 피뢰침으로 유인하여 접지선과 접지 망을 통하여 대지로 방전시킨다. 옥

내, 외에 설치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에는 접촉전

압의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로 건물 접지망에 접지하여야 한다. 기기가 설

치되는 지역에 접지 모선을 설치하고, 기기, 구조물 등을 접지하여야 한다. 또한 신

호를 위한 접지는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력케이블 차폐체 접지는 케이블의 양단에서 접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케이

블 차폐전류가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지하여

야 한다. 계기용 케이블의 접지는 케이블의 어느 한쪽에만 실시되어지도록 하여 운

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순환접지 전류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고 

지중 접지선과의 연결거리를 최소화하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절연

동선으로 구성된 계기용 접지계통은 계통접지 또는 장비접지 등과 완전히 이격 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계기용 접지전선은 

강재 전선관내에 설치하여 지중 접지전선과 연결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계기용 접지는 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환전류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

하여 계기 전반에 걸쳐 등전위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컴퓨터 장비를 위한 

접지는 컴퓨터 장비가 설치된 지역에서 밖으로 최소한 1m 떨어진 곳까지 100㎟ 또

는 22㎟의 접지선으로 단독 접지망을 구성하여 접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굵기는 최대지락전류가 계통의 중성점으로 회귀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지락 사고 시 접촉 및 보폭전압을 안전 규정치 이하로 제한

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접지선이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기기,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등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고장전류 발생 시 

고장전류가 접지망으로 흘러 접촉전압이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이음매 부분에는 물리적으로는 견고하더라도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경

우를 대비하여 JUMPER선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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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보안 설비

1) 설계 기준 

보안(방범)설비는 건축물내 또는 안전구역내로 허가 없이 침입하려는 인원에 대

한 대책과 침입자 저지 대책을 전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며 출입통제설비, 침입탐

지설비, 침입통보설비로 구성한다. 출입통제설비는 침입을 방지 하고, 침입탐지설비

는 사람의 감시또는 센서 등에 의한 자동감지설비 등으로 침입을 탐지하는 것이며 

침입통보설비는 침입이 발견된 경우 방범관리자에게 이것을 알리거나, 경보설비를 

작동하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격퇴하게 하는 등의 설비를 말한다. 방범설비의 구

성은 그림 2.6-11과 같다.

그림 2.6-11 보안 설비 구성

2) 설계 요건 

(1) 출입통제설비

출입통제설비는 단독형인 경우 전기잠금장치, 인식장치, 제어기로 구성된다. 중앙

제어식인 경우는 보안설비 제어반과 출입 통제 설비로 구성하며 데이터의 관리와 

중앙통제를 부가하여 시행한다. 전기자물쇠는 인식장치의 신호에 의한 제어기의 동

작으로 개폐하는 것으로서 출입통제설비의 기본설비이다.

인식장치는 텐키(PIN)방식, 카드인식장치. 인체인식방식 등으로 분류한다. 텐키

(PIN)방식은 누른 번호와 미리 입력된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열림신호를 보내는 것

이다. 카드인식장치는 카드와 카드를 읽는 카드리더로 구성된다. 인식방식은 카드의 

신호와 카드리더에 입력된 신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 카드의 종류에 

따라 자기(마그넷)카드, IC카드가 사용되고, 이 카드가 읽히는 방법에 따라 삽입식, 

접촉식, 근접식이 있다. 인체인식방식은 출입자에 대한 신상을 미리 입력한 데이터

와 비교 판별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지문·장문(손바닥무늬), 망막패턴, 성문(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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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인식장치는 단독 또는 다른 방식과 조합하여 설치하며 비바

람에 노출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통제 대상출입구의 가까이에 설치

하도록 한다.

제어기는 인식장치의 신호에 따라 전기자물쇠에 열림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제어기는 통제대상문에 가까운 보안구역 내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

층의 전기샤프트(ES)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중앙제어반은 출입통제설비에 대한 종

합관리를 시행하여 데이터의 축적, 분석, 기록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2) 침입탐지설비

침입탐지설비는 보안구역 내로 침입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검출하여 방범설비 

제어반이나 모니터장치(CRT, 확성기)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침입발견설비는 검출방

식에 따라 사람의 감시에 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비, 청음설비와 자동감

지설비인 각종 스위치, 센서에 의한 것으로 점방어형, 선방어형 및 공간방어형으로 

구분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비

① CCTV설비는 감시구역(경계구역)에 설치하는 카메라와 제어실(또는 방재센터)

에 설치하는 모니터 및 전원장치를 기본구성으로 텔레비전 배선 및 전원장치

를 기본구성으로 설치하여 각종 제어기, 기록(녹화)장치 등을 포함한다.

② CCTV카메라 종류는 일반적으로 컬러형과 흑백형, 고정형과 회전형(수평, 수

직) 옥내형과 옥외형, 노출형과 매입형 등으로 구분하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

게 하는 은폐형이 있으며 장소, 용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CCTV카메라는 전체경계구역을 효율적인 화각(촬  범위)이내가 되도록 이중

거리, 초점거리 등을 선정하고, 카메라의 특성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

며, 화각내 고휘도 광원, 물체, 햇빛직사 등을 피해야하며 파괴하기 어려운 위

치에 설치한다.

나) 청음설비(집음 마이크)

① 경계지역의 소리를 제어실의 모니터 스피커로 청취하고 녹음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② 적용가능 장소로는 금고 내부와 같이 소음이 낮은 장소와 야간경계로 한정된

다.

다) 점(Point)방어형 감지설비

① 마그넷 스위치 방식은 한 쌍의 마그넷 스위치로서 문, 창문의 개폐상태를 검출

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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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미트 스위치 방식은 마그넷 스위치와 같은 용도로 문, 창문 셔터의 개폐상태 

검출에 사용하나 기계적 수명이 짧다.

③ 진동감지기는 유리창이나 금고 등의 표면에 고정하여 진동을 검출한다.

④ 파손감지기는 유리창 부분에 사용하여 파손시 검출한다.

라) 선(Line)방어형 감지설비

① 테이프스위치 방식은 테이프의 접촉압력에 의해 동작하며, 길이에 대한 편리성

으로 난간, 담장 등에 사용한다.

② 빔식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 형태로 빛의 직진 성질을 응용하는 것으로 적

외선감지기가 많이 사용되며, 담장, 창문 등에 사용한다. 빔식감지기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공해, 습기와 나뭇가지 등에 의한 오동작에 주의한 위치를 선

정해야 한다.

③ 광 케이블 감지기는 외곽 울타리 침입감시에 효과적이며 케이블 진동 또는 절

단시 광파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감지한다.

마) 공간(Space)방어형 감지설비

① 초음파감지기는 초음파방사와 반사파의 도플러효과로 동작하며 실내의 공간경

계용으로 사용한다. 단, 바람의 향이 크므로 공조설비 설치장소와 옥외는 피

한다.

② 전파감지기는 레이더형 감지기라고도 하며 극초단파를 방사하고 반사파를 검

출하는 것으로 빛이나 바람의 향은 작지만 경량벽 등은 통과하므로 다른 실

내상황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③ 열선감지기는 사람이나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열선)을 감지하는 것으로 온

도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물의 움직임이 있는 곳, 태양의 직사 등에 오동작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3) 침입통보설비

 침입통보설비는 침입이 발견된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자체경보의 실시와 

외부 경찰관서에 연락하는 것으로서 침입발견설비, 출입통보설비에 대한 방범설비 

제어반으로서 구성해야 한다.  방범설비 제어반은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 제어장

치, 기록장치, 연락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가)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

상태표시반은 지도식 또는 CRT방식으로 침입발견설비의 동작에 따라 표시하고 

표시와 함께 경보를 발하도록 해야한다. 모니터장치는 CCTV설비용의 모니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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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상기와 청음설비용의 모니터스피커 등이며, 모니터용 TV수상기는 화면의 크

기와 감시자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리와 높이를 선정해

야 한다.

나)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표시반 및 모니터장치에 조립하는 것과 탁상형으로 조립하며, 대규

모인 경우 탁상형으로 설치한다. 제어장치는 출입통제설비를 원격으로 해제 및 복

구하며, 화재경보 신호에 따라 일괄 해제가 가능토록 한다. 또한 이상 상태 표시의 

자동 및 수동 복구 기능을 갖도록 한다. 제어는 그룹별제어, 시간별제어, 개별제어 

등을 실시한다.

다) 기록장치

 프린터는 출입통제설비와 침입발견설비의 동작시간, 단말기기를 자동으로 기록

한다. 비디오덱 또는 디지털식 자기디스크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모니터용 TV수상

기 화상을 녹화한다. 이 녹화방식은 연속녹화, 카메라에 설치된 모션감지장치에 의

한 녹화방식 및 감지설비 연동 녹화방식이 있다. PC에 의한 자기디스크 기록장치 

등도 사용된다. 테이프덱 등을 설치하여 연락용 인터폰의 통화내용과 청음설비의 

소리 등을 녹음한다.

라) 연락장치

 자동전화장치는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수동 및 자동으로 경찰관서나 미리 정해

진 장소(예: 경비회사) 등에 전화로 연락한다. 직통전화장치는 경찰관서 등과 직접 

연결되어 수화기를 들면 즉시 통화되도록 하는 것이며 인터폰을 사용하여 연락한

다. 방범설비 제어반은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 또는 경비실, 숙직실

에 설치하여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 내에 설치한다.

2.6.4.6 반송 설비

1) 설계 기준

반송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운반 설비를 말한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포

함되며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 수량 계산시 대상 건축물의 교통수요에 적합해야 한다.

- 층별 대기시간은 허용 값 이하가 되게 한다.

- 엘리베이터 배치시는 운용에 편리한 배열로 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중심부에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건물의 출입층이 2개층이 되는 경우는 각각의 교통수요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군 관리운전의 경우 동일군 내의 서비스층은 같게 한다.

- 초고층, 대규모 빌딩인 경우는 서비스 그룹을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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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요건

엘리베이터 설치수량계산 산정은 빌딩의 종류, 규모, 임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

중률에 의한 5분간 교통수요량과 엘리베이터의 5분간 수송능력을 대응하여 계산하

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평균운전간격 이하로 하기 위한 

운전간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운전방식은 운전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

로 전자동운전방식으로 설치한다. 또한 다수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는 엘리

베이터의 효율적 운행관리를 위하여 군 관리방식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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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활동

성능 및 안전성이 향상된 수출형 연구로의 노심 및 계통 개념 개발 연구를 수행

하는 동시에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베 원자력 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협력과 IAEA 등 국제기구 활동에 근

거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술 공여적 입장에서, 선진국에 대해서는 연구로 설계

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 교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베트남의 달랏 연구로(DNRR, Dalat Nuclear Research Reactor)는 1963년 건설

된 250 kW의 TRIGA-Mark II 원자로로써 월남전 종료후 1984년 러시아의 도움으

로 500kW로 개조되어 재가동되었다. 현재 미국의 지원으로 36% 농축도의 핵연료

를 20%의 저농축 핵연료 노심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심 계산은 이미 완료

한 상태이다. 그러나 2015년이면 DNRR을 건설한지 실제적으로 50년 이상이 되고, 

지금까지 구축된 원자력 인프라 및 인력 유지와 베트남의 장기 원자력 개발 프로그

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새 연구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

트남과 2004년 5월 말까지 6개월간 “베트남의 새 연구로 건설 기초 타당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 으며, 베트남 정부에 보고된 결과는 일정이 지연되어 2005년 말

에 정책 방향 결정과 의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관계자에 따

르면 2006년부터 예비 타당성 연구와 타당성 연구를 연이어 수행할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연구로를 수출하기 위해 내년도의 예비 타당성 연구도 공동 추진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부총리 및 원자력연구소장의 하노이 방문시에도 관계

자들과 동 건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현재 프랑스는 기존 원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3,4세대 

원전의 R&D 요구에 부응하고, OSIRIS, BR2, HFR 등 노후화된 유럽의 재료 및 조

사 시험로를 대체하기 위해 100MW 출력의 JHR (Jules Horowitz Reactor) 건설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효과적으로 진행을 위해 국제협력 경험이 많은 OECD에 

국제자문회의(IAG,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구성을 통한 지원을 요청하 고, 

2002년 11월에 예비 회의를 거쳐 2003년 11월, 2004년 9월, 2005년 10월에 1, 2, 3차 

국제자문그룹 회의를 각각 개최하 다. 그러나 프랑스는 건설 준비 단계에서는 자

문단에 의한 의견 수렴이 사업에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적인 IAG 그룹의 활동 종료를 제안하 으므로 본 회의는 현재와 같은 구성으로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게 되었다(JHR은 2006년 건설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건설 착수 예정). 2005년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CAE측의 답

변과 논의, JHR의 설계 현황 발표가 있었다. JHR은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약 

50여명의 독립 검토 그룹에 의해 상세 검토가 수행되었고,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PSAR)를 작성 중에 있다. JHR 사업 책임자는 PSAR의 기술 내용과 문구는 인허

가뿐만 아니라 향후 운 과도 연계되므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고 한

다. 설계와 관련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JHR의 핵연료로 국제적으로 개발이 진

행 중인 U-Mo를 현재 고려하고 있지만 개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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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는 27% U3Si2(4.8gU/cc)의 선택을 위한 결정을 2007년에 할 것이라고 

하 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JHR의 건설 필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어 프랑스 내 산

업계 및 규제기관 등 관련기관의 JHR의 필요 분야와 지원 활동 사항, 그리고 

OECD의 GEN-IV 정책 그룹에서 고려 중인 차세대 원자로 개발 현황과 MTR 연

구로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는 국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려는 프랑스가 JHR의 필요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JHR 국제자문그룹 회의가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함에 따라 회원

국은 그 동안의 협의 내용을 활동 보고서로 작성하기로 하고, 각 국의 JHR의 전망

에 대한 의견을 회의 참가 인사의 개인적 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3차

례의 회의 동안 이용자의 입장에서 JHR에 필요한 설계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반면, 동 회의에 참석하는 연구로 관계자들과 연구로 기술에 대한 전반적 정보

와 경험을 교류는 과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다. 

한편, IAEA는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각 국 연구로의 안전 수준에 우려를 표

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활동 중의 하나로 각국의 다양한 연구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전산코드의 확보 및 검증을 제안하 다. 이를 위해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가 계획되어 2003년 1월 및 2004년 2월에 1, 2

차 연구 조정 회의(Research Coordinated Meeting)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 4월 개

최된 3차 연구조정회의는 마지막 회의로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 및 취합하

여 종합 보고서(안)를 마련하고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의 연구업무 조정을 위

한 자리 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처한 원자력 환경이 다르고, 원자력 기술수준 또

한 차이가 있어 외관적으로는 예상한 업무가 거의 진행되는 것 같이 보 으나, 질

적으로는 처음의 기대치에 비해 흡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회원국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 연구 과제에 대한 IAEA의 구속력도 느슨한 

상황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것이나, 선진 및 후진국의 회원국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이에 따른 기술 이전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IAEA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기도 하다. 우리 연구소는 소내에서 개발 중인 MARS 코드의 연구로 적용 평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연구로에 대한 실험 자료의 separate test 모사 계산과 참가

국인 브라질의 5MW 연구로에 대한 유량 상실 사건을 수행하 다. 그러나 브라질

참가자가 제공한 자료에 미흡한 점이 많아 benchmark 계산으로서 각 국의 코드 계

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가적 자료 제공과 계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새 연구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터키에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알리기 

위한 현지 세미나에 참석하여 하나로 및 연구로 건설에 대해 논의를 하 으며, 

IAEA 훈련생의 교육도 연구로 기술 수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연구로 수출은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술외적인 부분, 즉 마케팅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출 대상국들에 대한 연구소내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분야별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을 수행하므로 체계적이지 못

하다. 따라서 연구소가 부족한 기업 마인드의 마켓팅 측면에서 연구로 수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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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현황 점검과 상대국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주)핵심

과 컨설팅 계약을 하 다. ‘06년 5월 이내에 선정된 수출 대상국에 대한 전략 기획

보고서와 시장 진입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또한, ‘05년 하반기에는 하나로 설계 경험이 있는 KOPEC과 공동 협력 실무위원

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연구로 수출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기로 하고 8월에 첫 회

의를 개최하 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 홍보를 위해 KAERI와 KOPEC이 공동으

로 베트남 현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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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요약 및 결론 

하나로의 설계에서 운전 및 이용까지 종합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 연구로의 미래 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성

능과 안전성이 제고된 연구로 모델 개념 개발을 위한 연구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진행되었다. 2005년도에 수행한 주요 업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6년을 목표로 국제적으로 진행 중이던 U-Mo 분산핵연료의 상용화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수출형 연구로에 사용할 핵연료의 기준 재료로 U-Mo에서 현재

까지 검증된 연구로용 핵연료 중에서 도가 가장 높고 조사 성능 측면에서도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난 U3Si2로 변경하 다. 이에 따라 U3Si2 핵연료의 재료 특성과 조사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자료를 조사하고 요약하 다. 

노심 핵설계 분야에서는 튜브형과 봉형 핵연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노심

을 구성하고 노심특성을 분석하 다. 핵연료로는 4.8gU/cc 또는 4.0gU/cc U3Si2를 

선정하 으며, 추후 U-Mo 핵연료 개발에 대비하여 6gU/cc의 U-7Mo핵연료 수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 다. 하나로와 같은 봉형 핵연료를 사용한 노심에서 열중성자

속이 높게 나타나 성능이 우수한 연구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

동관이 없는 단일 노심과 환형 노심 등 새로운 노심개념과 반사체 재질에 따른 

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 다. 

열수력 설계 분야에서는 핵설계 분야에서 고려중인 여러 노심들에 대해 ONB, 

CHFR, 핵연료 온도 등 주요 열수력 설계변수에 대해 예비 열수력 해석을 수행하

다. 또 핵연료 진동 완화를 위해 3가지 다른 형상 구조물과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의 4 경우에 대해 3차원 CFD 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 입구 공동에서의 와류

발생방지 및 유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 다. 그리고 수력학적 유

동 특성 실험 설비와 시험관 및 계측 장비 체계를 설치/구축하여, 튜브형 핵연료에

서 발생되는 압력 강하량 및 각 채널별 유속분포를 측정 및 분석하 다.  

기계구조 설계해석 분야에서는 튜브형 표준 및 감축 핵연료집합체의 부품 최적

화와 예비 구조해석을 통해 설계 변경을 수행하 다. 또한 봉형 핵연료집합체를 사

용하여 조  노심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봉형 핵연료집합체의 예비개념설계를 완

료하 다. 원자로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동관의 부품재질, 조립방법, 조립유격, 핵연

료 잠금개념 등을 변경하여 봉형핵연료의 진동저감방안이 적용되고 유동관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개선하 으며, 제어봉장치를 부품을 최적화와 함께 구동가이드 길

이를 최적화하여 침니 높이를 낮추어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감 있도록 하 다. 하나

로의 제어봉장치와 정지봉장치의 장단점을 면 히 분석하여 각각의 장점을 이용하

여 낙하충격이 줄어들어 내구성이 향상된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개념을 확립하 다. 

그리고 제어봉은 조립방법을 변경하여 구조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수조수 배수 없

이 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구동장치와의 연결방법을 개선하 다.

공정계통 설계분야에서는 열수력 설계에서 요구된 노심냉각유량과 하나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1차 냉각계통, 1차 냉각수 정화계통 및 반사체 냉각계통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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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계요건과 주요 기기의 기본 사양을 정립하 다. 정해진 사양은 기본 및 상

세 설계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원자로 냉각계통설계에서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하는 개념과 조건들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이차정지계통 예비 설계를 위해 해외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사례

별 설계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이차정지계통 설계를 위하여 연계계통인 중수냉

각계통의 연동 제어요건과 중수 배출용 탱크의 용량을 제시하 고, 원자로 반사체 

용기와 중수 배출 탱크 연결 배관 설치를 위해 하나로 일차냉각계통 배관에 적용된 

설계요건과 설계규격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계측제어 및 전기 계통 설계분야에서는 기존 하나로의 계측제어 계통과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 기반으로 계측제어 계통을 구성한다는 설계 방침이다. 아날로그 

시스템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하드웨어에 의하여 결정되나 디지털 시스템은 많은 부

분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계측제어 계통에 대

한 등급분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파악하 다. 또한 계측

제어 계통 구조에 대하여 여러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수출형 연구로에 

적합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구성을 제시하고 안전 정지계통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념 설계에 대하여 기술하 다. 전기 계통은 건축 전기 설비에 대

한 요건을 기술하 다. 건축 전기 설비는 조명, 통신, 회재 감지 및 경보, 접지, 보

안, 반송설비 등으로 구성하 다. 원자로설비와 실험실, 사무실 등이 함께 배치되는 

연구로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 건축 전기 

설비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설계 요건을 도출하여 기본 설계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하나로의 설계 및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개념 

을 개발하여 향후 선정된 기본 모델에 대한 다양한 설계와 해석을 수행하고, 연구

로 설계 경험자 및 연구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 하여 지속적으로 설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로의 해외진출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외적인 측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 기반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는 ’04년도

에 6개월간의 “베트남 새 연구로 건설에 대한 기초 타당성 연구”를 공동 수행하

고, ‘06년부터 수행 계획인 예비 타당성 연구도 공동 수행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

고 연구소가 부족한 마켓팅 측면에서 연구로 수출을 위한 전반적 현황 점검과 상대

국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을 이해 외부 전문업체인 (주)핵심과 컨설팅 계약을 하

으며, ’06년 3월까지 연구로 수출을 위한 전략보고서와 특정 대상국(베트남)에 대한 

진입방안 보고서가 나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올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ECD의 JHR 연구로 국제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설계 

경험을 교류하고, IAEA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태국, 중국 등 연구로 보유 국가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 다.



- 152 -

참고 문헌

[1]  이병철, “튜브형 핵연료를 이용한 개념노심 분석”, ARR-PH-CR-031-05-016, 

내부통신문, 2005. 7.14.

[2]  이병철, “봉형 U3Si2 핵연료 노심분석 - 수정”, ARR-PH-CR-031-05-023, 내부

통신문, 2005. 9.26.

[3]  박상준, “Compact Core 계산 결과 정리”, informal memo, 2005.6.16.

[4]  김학성, “Compact Core 계산 결과 정리”, informal memo #4, 2005.5.17.

[5]  김학성, “Compact Core 계산 결과 정리”, informal memo #5, 2005.5.19.

[6]  김학성, “최적 환형노심 탐색을 위한 개념설계”,ARR-PH-CR-031-05-007,내부

통신문, 2005. 5.13.

[7]  이충성,“D-1 노심의 VENTURE 계산 결과”, ARR- PH-CR-031-05-013, 내부

통신문, 2005. 7.11.

[8]  이충성, “튜브형 핵연료의 군정수 생산 모델에 따른 노심 계산 결과”, ARR- 

PH-CR-031-05-020, 내부통신문, 2005.7.27.

[9]  이충성, “K-1 노심의 VENTURE 계산 결과”, ARR-PH-031-05-027, 내부통신

문, 2005.12.28.

[10] 이병철, “중수+베릴륨 반사체 두께에 따른 향 분석”, ARR-PH-CR-031- 

05-019, 내부통신문, 2005.7.20.

[11] 이병철,“반사체 재질에 따른 향 분석”,ARR-PH-CR-031-05-014, 내부통신문, 

2005.7.14.

[12] 이병철,“OPAL 원자로 분석”,ARR-PH-CR-031-05-015, 내부통신문, 2005. 7.14.

[13] 박종학, 채희택,“COOLODN2 코드를 이용한 D-1 노심모델의 예비 열수력 해

석”, 내부통신문, ARR-TH-CR-033-05-006. 2005.2.25.

[14] 채희택, 박종학, “D-3 노심모델에 대한 열수력 예비해석”, 내부통신문, ARR- 

TH-CR-033-04-014. 2004.12.9.

[15] 김창규, "연구용 원자로 U-Mo 핵연료 문제점 및 전망", 내부통신문, ARR- 

PH-CR-036-04-004, 2004.7.9.

[16] U.S. NRC,"Safety Evaluation Report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Low 

Enriched Uranium Silicide-Aluminum Dispersion Fuel for Use in 

Non-Power Reactors", NUREG-1313, 1988.7.

[17] J.C. Wood, et. al.,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Reduced Enrichment 

Fuels for Canadian Research Reactors," ANL/RERTR/TM-4, Proceedings of 

the Int'l Mtg. on Research and Test Reactor Core Conversions from HEU 

to LEU Fuels, Argonne, Illinois, USA, 1982.

[18] 채희택 외, “하나로 핵연료의 고출력 조사 성능 평가,” 기술보고서, KAERI/ 

TR-2202/ 2002, 2002.5.



- 153 -

[19] I.C.Lim, "Thermal Conductivity of KMRR Fuel Meat", Speedy Memo, 

KM-TFE-200-01, SM-FE-001, 1992.3.5.

[20] 박종학, “수출형 연구로 Inlet plenum 와유동발생 방지장치의 고안 및 유동특

성 해석”, 내부통신문, ARR-TH-CR-033-03-008, 2003.

[21] 박종학, “Inlet plenum 와류의 불안정한 거동 및 유동관 유량에 미치는 향”, 

내부통신문, ARR-TH-CR-033-04-015, 2004.

[22] 박종학, 채희택, 박철, 김헌일,“Conceptual Design of Lower Inlet Plenum for 

Research Reactor using CFD Technique", CFX User Conference, 2005.

[23] 박종학,“ 튜브형 핵연료 수력시험용 test-loop 설계 및 제작”, 내부통신문, 

ARR-TH-CR-033-05-025. 2005

[24] 박종학, “Test-loop 원형시험부 내 유속분포 측정을 통한 pitot-tube 측정유속

과 유량계의 검증”, 내부통신문, ARR-TH-CR-033-05-026, 2005.

[25] 박종학 외 3인, “튜브형 핵연료 유동특성 시험(I); 시험시설 설치 및 검증시험”, 

기술보고서, KAERI/TR-3111/2005, 2005.

[26] 단호진, 류정수, “ANSYS 최적화 모듈을 이용한 새연구로 핵연료 집합체의  

상부 가이드 설계,” 14th Korea ANSYS User's Conference, 2004.11.5

[27] 류정수, 단호진, 조 갑, 윤두병, 박철, ”수출전략형연구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개념설계”, 기술보고서, KAERI/TR-2909/2005, 한국원자력연구소, 2005

[28] 류정수, 조 갑, 윤두병, 단호진, 채희택, 박철,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standard and the reduced fuel assemblies for an advanced research reactor,”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5

[29] 류정수, 단호진, 조 갑, 박철, ”새연구로 튜브형 핵연료집합체의 동적 유체질량 

산정”, 기술보고서, KAERI/TR-3115/2005, 한국원자력연구소, 2005

[30] 류정수, 윤두병, ”하나로 원자로구조물의 진동특성 해석”, 기술보고서, KAERI/ 

TR-1868/2001,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31] 류정수, 전병진, 조 갑, 박철, “개선된 핵연료 장전 구조를 갖는 봉형 핵연료 

집합체 및 원자로 노심”, 특허 출원 2005-71589, 2005.8.5.

[32] 조 갑, 류정수, 이중희, 박철, “수출 전략형 연구로 설계: 원자로 구조물 및 반

응도 제어장치 개념설계,” KAERI/TR-2910/2005, 한국원자력연구소, 2005.

[33] 박용철 외,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원자로 냉각 계통 개념설계”, KAERI/TR 

-2893/2004, 한국원자력연구소, 2004.

[34] 박용철 외, “Temperature Control Functions for HANARO Flow Simulation 

Facility”, Abstracts of HANARO Workshop, 2003, pp. 71.

[35] 김헌일, “하나로 펌프 열출력”, Speed memo, SM-TS-080, KAERI, 1995.

[36] 박용철 외, “수출 전략형 연구로의 1차 냉각계통 개념설계 1차 냉각 계통 개념

설계”, 2005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2005. 

[37] IAEA, “Code on the Safety of Nuclear Research Reactors: Design”, Safety 

Series No. 35-S1, 14 Jan. 1993.



- 154 -

[38] IAEA, "Safety of Research Reactors Requirements", No. DS272, Oct., 2003.

[39] http://www.iaea.org/standards/documentpages/research-reactors.htm

[40] ANSTO, "Introduction and General Description of the Facility", RRR SAR 

Chapter 1. pp. 1.2-1 ~ 1.4-3.

[41] http://www.iaea.org/worldatom/rrdb/

[42] 中國原子能科學硏究院, "CARR系統安全特性“, August, 2003.

[43] AECL,“Safety Design Guide; MAPLE-X10 Control and Shutdown Systems", 

MX10-05600-042-TN, Jan., 1991.

[44] MX10-32300-002-DR, "Design Requirements for MX10 Reactor Safety 

System No. 2 (SS2)"

[45]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안전성 분석 보고서”, KAERI/TR-710/96

[46] 우상익, 박용철, 조 갑, 이중희, 류정수, 박철,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이차정지 

계통 개념 설계”, KAERI 기술보고서, KAERI/TR-2917/2005. 2005. 1.

[47] 우상익 외 4인, “Preliminary Design of a Reflector Dump System for an 

Advanced HANARO Research Reactor”,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5. 10.

[48] 박기용, 외, “수출 전략형 연구로 디지털 소프트웨어 분류 및 설계요건 분석”, 

KAERI 기술보고서, KAERI/TR-3030/2005. 한국원자력연구소, 2005.

[49] 박기용, 외, “수출전략형 연구로 계측제어 계통구조 분석”, KAERI 기술보고서, 

KAERI/TR-3121/2005. 한국원자력연구소, 2005.

[50] 정환성, 김형규, 박기용, 우종섭, 류정수, “수출 전략형 연구로 건축 전기 계통  

설계 요건”, KAERI 기술보고서, KAERI/TR-3116/2005, 2005.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635/2005

  제목/부제       수출전략형 연구로 설계 ; 예비 개념 설계 (3차년도)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TR, AR인 경우 주저자)
 박 철/ 하나로 운 부

   연구자 및 부서명

 채희택, 이병철, 이충성, 류정수, 정환성, 조 갑, 윤두병

 박기용, 박용철, 우상익, 박종학, 김학성, 서철교

 (하나로 운 부)

 김학노(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김창규(미래형원자로연료개발부)

 출 판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6. 1.

 페 이 지     154 p.   도  표  있음( V ), 없음(  )   크기  29x21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V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연구로 설계는 여러 공학 분야가 협력하여 개념 연구, 개념설계, 기본 및 상세 

설계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는 과제로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단계별 일부 특성  업

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05년도는 개념 연구의 

마지막 년도로서 수립된 연구로 설계 및 실험설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예비 노

심 개념과 핵연료 집합체 및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개념 연구와 주요 공정 

및 계장 계통 요건 등을 구체화하 으며, 아래의 각 연구 분야별로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 다. 

o 핵연료 및 노심 개념 수립 및 특성 분석

o 열수력 및 안전해석 예비 분석

o 해석 체계 확립 및 개선

o 원자로 구조 및 계통 개념 정립

o 개념 검증 시험 및 시험계획

o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연구용원자로, 개념설계, 설계요건, 핵연료집합체, 원자로구조물, 

검증시험, 국제협력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635/2005
   Title/
   Subtitle 

Design of a New Research Reactor :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3rd year)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Cheol PARK / HANARO Management Div.

  Researcher and 
    Department

 B.C. Lee, H.T Chae, C.S. Lee, J.S.Ryu, H.S. Jeong, Y.G. Cho, 
 D.B. Yoon, Y.K. Kim, Y.C. Park, S.I. Wu, J.H. Park, H.S. Kim
 C.G.Seo(HANARO Management Div.)
 H.R.Kim (HANARO Uti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Div.)  
 C.K.Kim (Advanced Reactor Fuel Development Div.)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6. 1.

  Page   154 p. Fig. & Tab. Yes( V ), No (  )    Size    29x21 cm.

  Note

 Classified
  Open( V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15-20 Lines)

A research reactor design is a kind of integral engineering project and a process to 
obtain a concrete shape through several years of concept development, conceptual design, 
basic design and detail design. So it requires close cooperations in various areas as well 
as lots of manpower and cost. The overall process at each stage may be said to be 
similar except for some stage-specific works. In 2005 as last year of a concept 
development stage, investigations on the various concepts of the fuel, reactor structure and 
systems which can meet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for the process 
systems and I&C systems have also been embodied. The major tasks planned at the early 
of 2005 have been performed for each area of reactor design as below,

 o Establishment of the fuel and reactor core concept, and the core analysis  
 o Preliminary thermal-hydraulic and safety analyses for the conceptual cores
 o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analysis system 
 o Concept developments of the reactor structures and major systems
 o Test and test plan to verify the developed concepts
 o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for exporting a research reactor 

  Subject Key words
  (About 10 words)

Research Reactor, Conceptual design, Design requirements, 
Reactor structure, Fuel assembly, International cooperation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2.1 핵연료 재료
	2.2 핵 설계
	2.3 열수력 설계
	2.4 기계 및 구조 해석
	2.5 냉각 및 공정 계통
	2.6 전기 및 계측 제어
	2.7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활동

	제 3 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