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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 i

。거V 시「애에가공사L화불카이옆댐 -ε-적미;왜닙카사바t;l!- DB 팩 /
。 조사시험을 통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 평기-

2 연구 결과

0 건식 지}가공 산화룹의 연소도별 놓성 특성 모델 개발 및 웹 기반 종합 DB 구축

헥분열생성물 종류별 열 물성 특성 분석(열확산도， 열팽창， 비열)

핵분열생성물 종류별 기겨l 물성 특성 분석(항복강도， 크립， 고온파괴)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실험 및 방출 모델 개발

종합 불성 DB 서벼 시스템 설계 및 특성 자료 수집←’‘ ))
O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 거동 해석 i

一 열/기계적 가동 계산 알고리즘 분석 및 보완 -

불성 특성 최적 모텔 반영 성능평가 코드 보완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이용 코亡 겸증 빚 결과 해석

。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계장 조사시험 기술 확보

하니-로 계장 조사시험 려그 설계 개선 및 제작

- 겨l 장 리그 내구성 시험 및 하나로 조사시험 안전성 분석

하나로 이용 겨l 장 조사시험(증선온도 측정)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벚 견파 분석(비파펴검사， 굉학 현 n] 경， SEM)

3. 기대효과 및 훤-용방얀

o Gen--IV 원자로 시 A 템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확산저항성 개념의 “ Dirty Fuel" 판련
?1구개발 펼수 선행 기술을 확보

o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사스템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개념 핵연료의 상능 평가

기술은 훈펀→ 시용후핵연료 휠용 기술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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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요 약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연군캔발완몽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룹 건식 공정으로 재가공하여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 사용

하고자 하는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개발의 펼요성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 기술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작합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가 기술 확럽을 위하여 필수적인 핵심 요소

기술이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선개념 핵연료악 상용화륜 위해서도 묻성 특성 분

석 및 성능 해석 기술의 확보가 펼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를 건식， 직접 가공 땅식으로 재가공하여 핵연료를 제조하고， 이에 대한 성능평

가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경제

작 측면에서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재가공 방식으로 핵연료를 제조하여 이에 대한 물성 특성 분석 및 조사 성능 해

석을 수행，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기-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의 성능을 업증하여 미래형 원지-로에 연소시킴으로써 누적되

논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완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환경친화적 얀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2 단계 (2005년 ~2006년)에서 본 과제가 수행한 연구개벨의 내용- 벚 범위는 디

음과 같다.

O 건식 새가공산화물의 떤소노벨 플성흑생 모델 개발 및 웹기반 종립 DB 구축

핵분열생성불 종류별 열 불성 판성 분석 (열확산도， 열팽창， til 열)

- 핵분옐생성물 종류별 기계 불성 특성 분식 (항복강도， 크리프， 고온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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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실험 및 방출

종합 물성 DB 서버 시스템 설계 및

모델 개발

특성 자료 수집

히}석

보완

。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 거동

- 열/기계적 거동 계산 알고리즘 분석 및

- 물성 특성 최적 모델 반영 성능평가 코드

-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이용 코드 검증 및

보완

결과 해석

브서
t!.. -,

O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계장 조사시험 기술 확보

- 하나로 계장 조사시험 리그 설계 개선 및 재작

- 계장 리그 내구성 시험 및 하나로 조사시험 안전성

- 하나로 이용 계장 조사시험(중심온도 측정)

-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및 결과 분석(비파괴검사， 광학 현미경， SEM)

N. 연구개발 결과

요약하면기술플。--'、
..L1.---'•

i5~λ1..., p겸과와얻어진 연구통하여

껴석 제가공 산화몹의 불섯 특섯 모템 개밤

핵분열생성불 종류별 열 물성 특성 분석

FP 종류별 모의 핵연료 제조 표준 조건 확랍 및 소결체 제조

열팽창， 열확산도 측정 살험 열전도도 계산 벚 모델 개발

열팽창 및 열전도도에 미치는 핵분열생성물 생성물의 영향 분석

핵분열생성물 종류별 기계 물성 특성 분석

크리프， 탄성계수 특성 규명 및 모델개발

연소도별 핵분열기체 확산 실험 및 모델 도출

하나로 이용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

- 연소도별 확산계수 모델

저，1 2 단계 연구개발을

다음과 같다.

O

O

O

0

O

간표꾀간곰렘뾰릎왼-성늪펑갚코E순정Z보완 벚 하나쿄 조사 거동 해-삼

웰성 특성 최적 모델 반영 성능평가 코드 보완

열/기계/화학적 특성 모델 반영 및 계산 기법

유한요소 기 1쉽을 통한 변형 계산 모델

타 코드 시스템과 비교 분석

하나또 조시-시험 이력 및 결과 해석

조사시험 이텍별 성능 평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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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코드 결과와 비교 분석

O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 검증 DB 구축

~ 웹 기반 핵연료 성능 DB 시스템 설계 (물성 특성， 조사 및 조사후 분석자료，

성능평가 코드)

건잠챈간공핵연료의 계장 조샤시혐

O 하나로 이용 계장 조사시험 (중섬 온도 및 선출력 측정，

목표 연소도: 4,000 MWd!tHM 이 상)

겨l 장 조사시험 라그 개발

• 원격 려그 조립 및 취급 장치 개발

계장 라그 data acquisition system 개 발

라그 유동 특성 및 조사시험 안전성 분석

하나로 조사시험 수행 (6화)

O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및 성능평가

2차-5차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결과 분석 보고서

저1 6 차 건식 재가공핵연료 소결제 조사후시험 (팡학현미경， SEM)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재조하는 고땅사성 건식 공정 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위한 핵섬 가술을 확보하여， Gen-IV 등 미래형 원자력 사스템의 헥비확산성 핵

연료의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에도 조사사험 분야에서는 타 핵연료 개발 과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향

후 원격 취급을 요하는 고방사성 산개념 핵연료 개발에 활용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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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요약문)

I. TITLE

Dry Process Fuel Perfonnance Evaluation

II. OBJECTIVES

Obiectives of the R&D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the key technology for evaluating

the perfonnance of fuel which is fabricated from spent PWR fuel using the

dry process and reused in the future nuclear system.

Necessity of the R&D

In technological point of view, the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of dry

process fuel is the key one for establishing the proliferation •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of material

property and performance analysis technology should necessarily lead in

advanc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innovative fuel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Also, based on the fabrication and perfonnance analysis of dry

process fuel , it is verified that spent fuel is a valuable and reusable resource

for the future. In economical point of view, the possibility of reusing spent

fuel needs to be confirm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nergy

utiliza디on through the proliferation resistant dry process fuel technology. In

social viewpoint, reusing the dry process fuel in the future nuclear system

can mitigate the problem of spent fuel managemen t. And this can make the

public accept the clea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nuclear energy

III. R&D SCOPES

In Phase II(2005~2006)， the H&D scopes of the project is as follows:

””



o Material properties characterization of dry process fuel

Production of experimental data for thermaVmechanical material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characteristics model with various fission products

- Analysis on the fission gas release model as a function of bumup

- Construction of web-based fuel perfonnance database

o Irradiation Analysis of dry process fuel at HANARO

- Modification of fuel perfommnce code system

- Analysis of HANARO irradiation results and bumup histories

o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of dry process fuel

Instrumented irradiation test of dry process pellets at HANARO

-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of irradiated fuel

N. R&D ACHIEVEMENTS

Key technologies and achievements of the Phase II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aterial oroocrties characterization of dry nrocess fuel

o Experimental identification of themlal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characteristics model for each fission product categorγ

- Thermal expansion, thermal conductivity, heat capacity

。 Experimental identific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characteristics model for each fission product category

High-temperature yield strength, creep

o Measurement of diffusion coefficient of fission gas

HANARO irradiation test and post--irradiation annealing test

- Comparative analysis of fission gas release mechanism

o Construction of database system for fuel performance verification

Contents design of web-based database system for fuel properties

- Data acquisition for irradiation test and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Irradiation analvsis of dry nrocess fuel

or\'1odification of fuel performance code system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al algorithm

Update thermal/mechanical fuel models

o Analysis of HANARO irradiation results and bumup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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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and analysis of HANARO irradiation tests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of dry process fuel

o Instrumented irradiation test of dry process pellet at HANARO

Improvement of instrumented irradiation test rig

Thermohydraulic characteristics test of rig and safety analysis of irradiation

test

Irradiation tests at HANARO

o Performance assessment of irradiated fuel by PIE

- Irradiation behavior analysis by OM, SEM, EPMA

V . IMPLEMENTATION PLAN OF R&D ACHIEVEMENT

The key technolog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dry process fuel which

is fabricated using spent fuel material has been established. And this

technology can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nuclear system such as Gen-IV

and INFRO as a technological basis to estimate the "dirty fuel" performance.

Currently, this project hands down the lead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to

other projects developing an advanced fue l. Moreover, the technical prOVISIons

of the dry process concept and the remote handling of highly radioactive fuel

material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nuclear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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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적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으로 재가공하여

마래형 원자력 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하는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위

한 핵섬 요소 기술 개발이다. 건삭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로는 건식 공정 산화물의 불성 특성 분석 기술，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원자

로에서 연소시킬 때의 거동을 해석， 평가할 수 있는 성능 평가 코드 개발， 그리

고 원자로 내에서의 연소 거동 분석과 성능 평가 코드 검증 자료의 확보를 위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과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을 통한 성능 평

가 기술로 대별할 수 있다.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에서 정상적으로 연소 후 방출된 사용후핵

연료에는 약 1.5%의 핵분열 물잘이 잔존하고 있다. 이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성 물질(U-235， Pu-239, Pu-241 등)은 0.71% U-235를 함유하는 천연 우

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중수로 원자로에 재사용하기에 충분하며， 관련 핵심 요

소 기술 기반을 확보하면 Gen-IV. INPRO 등 미래 원자력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핵확산 저항성을 갖는 "dirty fuel" 기술을 션도할 수 였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1990년대 초 한-카-미 3개국 국제 공동 연구로 시작된

『경 · 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 (DUPle: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J 과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

을 분리하지 않고 건식으로 직접 재가공하여 중수로에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원 재활용 개념의 연구 과제였다. 따라서 DUPIC 핵연료주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수로와 중수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적용하기 적합한 핵연료주기라

고 말할 수 있다.[1-1 ，2] 이라한 개념은 이미 INFCE에서 검토되어 탄템

(Tandem) 핵연료 주기로 알려졌으며 80년대 초에는 타당성 검토도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검토된 기술적 내용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핵분열성 물

질 (U 및 Pu)을 공분리(coprocessing)하여 MOX 연료를 만들고， 이를 중수로에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었가 때문에 민감성 물질의 분리가 문제 시 되었었다.

DUPIC 핵연료주가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핵분열성 물질을 분리하지 않고 방

사성폐기물과 함께 직접 재가공하여 중수로 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므로

핵확산 저항성 변에서 기존의 PUREX냐 Tandem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였다.

2001년 7월에 확정된 “제 2 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에 멍가된 바와 같이 단

기 (2006년까지)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은 핵비확산성 원천 기술을 확

보하여， 핵비확산성 후행 핵연료주기 핵섬 기술의 합리적 개발 전략을 추진하가

위하여， 실험실 규모의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에 대한 핵섬 요소가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건식 공정 핵연료 요소 기술의 미

래형 및 개량형 원자로 핵연료주기 기술로의 활용성과 사용후핵연료 감용 기술

과의 연계 타당성 분석도 수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핵섬 기술 개발 결과에 근거한 세계 기술 동향 및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

라 마래 핵연료주가 가술개발을 선택적: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

의 최종 목표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핵삼기술의 확보 및 섣용화 추진”이라

말할 수 았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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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핵비확산성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통한 한국 고

유의 핵연료주가 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성된 분야 과제인 「건

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가술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제조하여 불순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고방사성 핵연

료이기 때문에 차폐 시설에서 취급하여야 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 평가

를 위한 건식 산화물 물성 특성 분석 및 물성 특성 모델 개발， 건식 재가공 핵연

료 성능 평가 코드 개발 그라고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

험 핵섬 요소 기술개발을 통하여 선개념 핵연료 개발 및 성능 살증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 및 원자로 내 조사 거

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개념 핵연료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았으며， 현재 초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로 발전해 나가는 기술 개발 추세와

Gen • IV , INPRO 등 국제 공동 연구에서 추구하는 핵l:l]확산성 "dirty fuel"에 대

한 요구를 감안하면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가술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은 핵섬 요소 기술은 미래 핵연료 기술개발 분야에서 반드시 자립하여야 할

펼수 기반 기술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본 과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첫째， 건삭

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 가술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적합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 확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핵심 요소 기술이며， 다양한 특성을 가

진 선개념 핵연료의 상용화를 위해서도 물성 특성 분석 및 성능 해석 기술의 확

보가 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을 통한 관리 문

제 해결 방안으로， 건식 공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재가공하여 제조한

“dirty" 핵연료를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핵섬 가반 기술 확보

가 필요하다. 셋째，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가공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핵연료

를 제조하고，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

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으로 직접 가공하여

제조된 산화물핵연료를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원자로에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핵심 요소 기술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필요성은 첫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 및 관리

해야 할 폐기 대상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핵심 가술이므

로， 경제적 이득과 함께 원자력 산업계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

둘째， 재순환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라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증

대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재가공 방식으로 핵연료를 제조하여 이

에 대한 물성 특성 분석 및 조사 성능 해석을 수행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

할 펼요가 있다. 셋째 본 핵섬 요소 기술의 확립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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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핵연료주가 기술을 마래형 원자로 시스템에 접목하면 막대한 경제적 이

득을 창출할 수 었다.

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사회적 측면으로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적합한 핵 tl] 확산성 핵연료주

기 가술과 부합되는 첨단 요소 기술로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성 분석 및

성능 평가가 펼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둘 째， 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의 성

능을 입증하여 미래형 원자로에 연소시킴으로써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

제를 완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이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의 주요 가술개발 항목인 핫젤을 이용한 원격 취

급 기술，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기술 등은 세계적으로도 최첨단 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해야

하는 기술로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다면， 사

용후핵연료 자원의 재활용에 의한 자원 절감과 사용후핵연료 처라 tl] 용을 감소

사킬 수 였다. 또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자원 확

보 측면에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핵심 요소 가술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콘

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추구하는 핵섬 기반 기술 연구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

술 발전 방향과 부합되며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어온 핵확산 저

항성 및 연구 투명성이 확실히 인정되어온 기술로서 우리 현섣에 매우 적합한

가술개발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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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핵바확산성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에 대한 핵섬 기술 가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연구개발 최종 목표와

제 2 단계 (2005년-2006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개밤 최종 목표

O 건식 재가공 산화물의 물성 특성 분석 및 웹 가반 DB 구축

O 조사시험을 통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 평가

단계 목표

O 건식 재가공 산화물의 연소도별 물성특성 모델 개발 및 웹 기반 종합 DB 구축

O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 가동 해석

O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계장 조사시험 기술 확보

연차별 연구 내용

O 저1 1 차년도 (2005년)’ 건식 재가공 산화물의 연소도별 물성 특성 분석

핵분열생성물 종류별 열 불성 특성 분석 (열확산도， 열팽창， 비열)

• 핵분열생성물 종류별 가계 물성 특성 분석 (항복강도， 크리프， 고온파괴)

핵분열가채 확산계수 실험 및 방출 모델 개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쿄드 수정/보완

열/기계적 가통 계산 알고라즘 분석 및 보완

• 하나로 조사시험 자료 이용 코드 검증

종합 물성 DB 서버 시스템 설계 및 특성 자료 수집’ 건식 재가공핵연료 계장 조사시험 기술개발

하나로 계장 조사시험 리그 설계 개선 (원격 결속 일체형 리그， 계장선 취급

안내관)

• 하나로 계장 조사시험 리그 제작 (소결체 중섬온도 라그 냉각수 유속 및 업·

출구 온도 센서 부착)

계장 리그 내구성 시험 및 하나로 조사사험 안전성 분석

조사후시 험 결과 종합 분석’ 고연소도 핵연료 및 SF 성능 자료 수집 ql 는￡λ
A 낀→ --,

O 제 2 차년도 (2006년)’ 건식 재가공 산화물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열 물성 특성 모텔 비교 분석 및 최적 모델 개발 (열확산도， 열팽창， 비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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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계수 및 방출 모델 확립

= 7~...., ~ d ,

가계 물성 특성 모델 비교 분석 및 최적 모델 개발 (항복강도， 크리프， 고온파

괴)

연소도별 핵분열기체

’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 거동 해석

불성 특성 최적 모델 반영 성능평가 코드 보완

- 하나로 조사시험 이력 및 결과 해석

웹 가반 종합 DB 시스템 구축 (물성 특성 조사 성능 조사후시험 분석 자료)’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계장 조사시험

하냐로 이용 계장 조사시험 (중섬온도 및 선출력

목표 연소도: 4,000 MWd/t 이 상)

•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및 결과 분석 (벼파괴검사， 광학 현미경， SEM)

이와 같은 연구개발 목표 하에서 상기의 연구개발 내용을 지난 2년

목표한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관련 핵심

위한 기술 가반을 구축하였다.

6

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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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경수로에서 연소된 사용후핵연료에는 약 1.5 w%의 핵분열성 물질이 남아 았

다. 이를 자원으로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확보한다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허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았는 Gen- IV , INFRO 등 미래형 원자력 시스랩에서 요구하는 핵확산 저항성을

갖는 "dirty fuel"에 관한 기술 선점 효과를 꾀 할 수 었다.

본 과제에서는 지난 2년간의 제 2 단계 (2005년-2006년) 연구개발을 통해 경수

로 사용후핵연료를 OREOX 공정을 통한 직접 재가공 방식으로 제조한 고방사성

산화물 핵연료의 성능평가에 관한 핵섬 요소 기술 확보에 주력하였다. 현재 국내

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취급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험은 본 과제

가 유일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과거 원자력 선진국에서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

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Gen • IV. INPRO 등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 핵확산 저항성이 우수한 "dirty fuel"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았다.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핵연료 물성 특성 분석 기술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주요 특성은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체 핵

분열생성물이 그대로 소결처l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물성 특성

이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U02와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건식 재

가공 핵연료의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열 물성， 기계 물성， 핵분열기

체 확산특성 등 가본 재료 물성에 관한 특성 평가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 특성 분석 기술과 관련된 국내 기술개발 현황으로

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수로용 선형 핵연료 및 미래형 핵연

료 연구를 위한 소결체 물성평가 분야가 있으며 이들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통

하여 Gd과 Ce 등이 첨가된 U02 핵연료의 열적 물성 및 기계적 물성 등이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핵분열 원소가 불순물로

존재하는 “dirty fuel"의 물성에 대한 연구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

개발 과제가 국내에서는 유일한 실정이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과제에

서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다양한 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를 이용하여 열전도도， 열팽창과 같은 열적 특성과 탄성계수， 경도와 같은 기계

적 특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측정된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물성 데이터는 조사 시험을 위한 안전성 평가 및 노 내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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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성능평가 코드의 물성 모형을 수정하여 반영하는데 사용되며 국가

원자력 기술 자립에 펼수적인 핵연료 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용되고 있다.

가.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열적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수로에서 장

기간 연소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불성 평가 연구에는 고

방사성으로 인한 많은 저l 약 사항이 수반되므로 해당 방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

료와 핵분열 생성물 원소 함량이 동일하도록 안정한 동위원소를 첨가하여 제조

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열적 가계적 물성 등을 평가할 수 았다.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 가술개발과제에서는 ORIGEN 코드

를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제조에 이용될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에

따른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확립한 바 있다.

나. 핵연료 열 물성 평가

열팽창율 및 열전도도와 같은 핵연료의 열 물성은 고온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의 성능에 큰 영향을 마치는 물성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펼요하다.

핵연료의 열팽창은 피복관과 작용하는 상호응력 핵연료와 피복관의 공극 열전

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성이며 특히 반경 방향으로의 열팽창은 피복관에 원주

방향의 변형 응력을 일으켜 연료봉을 손상시킬 수 았다. 열팽창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거시적~ (macroscopic) 방법으로 시편의 옹도에 따

른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시적~(microscopic) 방법으로

중성자 회절이나 X • ray 회절을 이용하여 격자 상수(lattice parameter)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격자 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물질 고유의 열팽창률을 측정할

수 있으며，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편 내부의 결함， 불순물 등의 영향이

반영된 열팽창을 측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수로용 U02 핵연료 빛 미래형

세라믹 핵연료에 대한 열팽창율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건식 재가

공 핵연료 기술개발과제를 통하여 연소도에 따른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열팽창

거동이 dilatometer와 중성자 회절을 통하여 평가되고 았다.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핵연료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한 열

물성아라 할 수 있다. U02의 경우 1500 K 이하의 온도에서는 격자 진동에 의해

열전도가 일어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자유 전자에 의해 일어난다.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원자로 내에서 연소 중 핵분열생성물의 생성， 최대 온도， 열팽창， 결

정립 성장 등 거의 모든 핵연료 거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사된

U02익 열전도도는 연소도， 기공도， 화학 당량 및 온도 등의 함수로 내타낼 수

있다. 노 내에서 조사 중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핵분열생성물， 기공， 핵분열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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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DIU비， 및 열팽창 등으로 인해 변화되므로 핵연료 소결체의 열전도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laser flash법을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의 열전도도 측정 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원를중심으로 확립되어 았다.

다. 핵연료 기계적 물성 평가

핵연료는 원자로 가동 중에 다양한 형태의 응력을 받는다. 핵분열생성물에 의

한 소결체의 팽윤(swelling)으로 야기되는 내부 응력， 핵연료내의 온도구배에 의

한 열응력， 열팽창에 의한 산화물 핵연료와 금속 피복관 사이의 기계적 상호작용

(Pellet-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PCMD에 의 한 응력 등을 받게 된다.

이라한 응력에 반응하는 핵연료의 기계적 물성에 의해 핵연료의 균열， 파복관의

변형 거동이 달라지며 핵연료봉의 건전성이 좌우된다.

핵연료의 크리프(creep)는 고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형 현상으로 원

자로 내 사용 중 소결체의 변형을 일으키는 주된 변형 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소결체의 크리프가 잘 열어날수록 피복관의 변형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

다. 크리프 특성에 영향을 마치는 인자로는 온도， 응력， 조성， 기공도， 결정립 크

기 및 조사 효과 등이 였다. 일반적으로 산화물의 크리프 거동은 응력에 따라 2

개의 구간으로 분류된다. 저응력의 경우 크리프 변형 속도는 응력에 따라 선형적

으로 바 례하며( £α oη ’ %二1)， Nabarro-Herring 또는 Coble 크리프에 의 한 확산

이 지배기구인 반면에 고응력에서 크리프 변형 속도는 응력에 대하여

power-law 관계를 가지며( £α on , n=4-5) 전위의 상승(climb) 이동이 지배가구

이다. 이와 같이， 지배 과정이 확산 크리프에서 전위 크리프 기구로 변하는 지점

의 응력을 천이 응력이라 정의한다. 또한 시험 온도가 증가할수록 천이 응력은

감소하며 결정립 크기 증가에 따라 천이 응력이 감소한다.

탄성계수는 탄성체가 탄성 한계 내에서 가지는 응력과 변형의 비로서 비례 한

계 안에서는 물체에 가한 힘과 그것에 의한 변형량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Hooke ’ slaw에 의해서 표현된다. 재료의 변형 시험 곡선에서 탄성은 응력과 변

형률이 직선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며 Hooke ‘sLaw를 따르게 된다.

탄성계수의 측정법에는 변형 시험 압축 시험 굽합 시험을 통해서 구하는 응

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에서 정적 탄성계수를 구하는 것과 재료 내의 음파 속도

및 공명 주파수를 구하여 동적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었다. 이중 동적 탄

성계수 측정법은 시편을 파괴하지 않으며 측정값의 오차가 보다 적은 것으로 알

려져 있어 탄성계수의 표준 측정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기존의 공진법에 의하

면， 종파를 사용하여 영계수를 구하고， 비틀림파를 이용하여 전단탄성계수를 구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국내의 탄성계수 평가 가술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를 중심으로 초음파 에코중

첩법과 음향 공진법을 이용한 소재의 탄성계수 평가 기술이 확립되어 있으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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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변화에 따른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볍이 세라믹 부품의 신뢰도 해석을 위

한 비파괴 평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원자력 재료의 탄성계수에 관하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초음파 공명 분광

볍 (resonant ultrasound spectrometer)을 이용하여 중수로 압력관 재료인 Zr-Nb

합금 등의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기술이 확립되어 있다. 특히 초음파 공명 분광법

은 1 개의 사편에서 1 개의 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에코 중첩법이

나 음향 공진법과는 달리 1 개의 사편에서 결정 구조의 대칭성에 따라 모든 방

향의 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있어 집합 조직의 발달이 섬한 중수로 압력관 재료

익 탄성계수 이방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았였다.

핵연료의 탄성계수는 핵연료의 성능해석을 위하여 기계적 거동을 분석할 경우

핵연료의 열팽창， 팽윤， 기체 내압， 냉각수 압력 등으로 인하여 변형 또는 응력이

발생할 경우 핵연료 소결체의 탄성계수는 응력과 변형률의 상호 작용을 해석하

는데 열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이다. 핵연료의 탄성계수 측정에 관한 연구는 건

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과제를 통하여 수행되고 았다

라. 핵분열 기체 확산계수 평가

핵분열 생성 기체는 Xe, Kr과 같은 비활성 가채가 주를 이루고 았으며 I, Cs
과 같은 휘발성 원소들도 포함되어 았다. 핵분열 기처l 방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 내부의 내압이 증가하게 되며 핵연료와 소결체의 간극이 별어져 중심온

도가 증가하고， I, Cs과 같은 원소는 피복관의 응력 부식을 유발시키는 원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핵분열 가체의 소결체 내에서의 확산 거동을 이해하고 분석

하는 것은 핵연료의 성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박광헌 교수팀에 의해 수행되었던 UOz 내에

서 핵분열 기체의 확산계수 측정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살험방법은 하나로에서의 미량 조사 시험 (trace irradiation test) 및 조사 후 가열

사 험 (post-irradiation annealing test)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 고용 가열 시 간에 따

른 핵분열 기체 원자의 방출량을 측정하게 되면 Booth의 등가구 모델을 이용하

여 온도별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 마량 조사 시험은 NAAh, NAAI , HTS 등

의 조사공을 이용하며 석영관 및 지르칼로이，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진 믿봉 캡

슐을 이용하게 된다. 사편 무게와 조사공에 따라 조사시간은 변화되는데 약 0.2

g 의 핵연료를 사용하게 될 때 HTS 조사공에서는 20분 정도의 조사시간이 펠요

하다는 계산이 수행된 바 있다. 또한 핵분열 가체 중 감마션을 방출하며 반감기

가 긴 것이 Xe-133이므로 액화질소로 냉각된 활성탄 트랩에 축적된 Xe-133의

양을 Ge 검출기를 이용하여 감마선량을 측정하게 된다.

동일한 설험을 통하여 가존 UOz와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확산계수 차이를 분

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연소도에 따

른 확산계수 차이 및 금속 석출불과 고용원소가 핵분열 기체 확산계수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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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할 수 있고 핵분열생성물 원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핵분열기체 방출 특성을 분석할 수 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 개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 모델 및 검증 도구 개발 등의 기반 가술은 본 과

제의 제 1 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상태이나， 코드 개발 및 검증 자료 확

보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본 과제를 중섬으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평가 코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노

내 거동 해석과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 검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시스

템 구축 등의 연구가 함께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유한요소 도구를 이용한

소결체 피복관 거동 모텔링 분석을 통해 예비 성능 평가 코드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가. 예바 성능평가 코드 개발

건식 재가공핵연료봉은 초기에는 기하학적 설계로 43 핵연료봉 개량 CANDU

핵연료연 CANFLEX 모형을 채택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CANDU-6 원자로에

장전/운전하기 위해 CANDU 핵연료의 성능평가용 코드얀 ELESTRES 코드를

활용하였다. 이라한 수정된 성능평가 코드를 활용하여 성능평가 코드 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의 확보를 위해 건식재가공 핵연료봉 및 연료 다발의 상용로 장전

양립성과 설계 검증 방안을 함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건식 재가공 핵연료 장전

노섬의 정격 출력 및 과출력 조건에서의 조사 거동 및 노내 건전성을 분석 조사

하였다. 또한 기존 경수로에의 장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FRAPCON,

FEMAXI, INFRA 등의 성능평가 코드에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모델을 적용하여

기초적인 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예비 성능 평가를 위해 KAOS라는 코드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였다.

KAOS 코드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평가용으로 기존의 성능평가의 계산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조사시험 등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예비 성능평가 코드에

활용하고 있다.

나. 유한요소 도구를 이용한 성능 평가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상사l 열적/기계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유한 요소 해석

도구(ANSYS)를 이용한 성능 및 건전성 평가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한 요

소 해석 도구인 ANSYS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 및 건전성 분석의

예비 성능 평가를 위하여 건식 재가공 소결체 물성 특성 실험 결과 및 물성 모

텔을 기반으로 하고， 원자로 맞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초기 조건을 기초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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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자로 내에서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초기 거동을 분석하였다. 유한요소 해

석 도구인 ANSYS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의 열적/기계적 특성을 평가

하여 유한요소 해석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다.

3. 핵연료 조사 시험 기술

연구로의 조사시험은 성능평가 과정의 필수 요소로서 새로운 개념의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핵연료의 노내 거동

및 성능 분석， 그리고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얻을 수 있다. 조사시험은 계

장 여부에 따라 크게 무계장 조사시험과 계장 조사시험으로 분류한다.

가. 조사시험 라그 개발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간단한 구조로 인해 설계 및 제조바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았으냐， 조사 중 시험 조건의 측정 및 조절이 불가능하여 정밀도가 요구

되는 시험에는 부적절한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주로 동

위원소 생산용 조사시험 리그나 간단한 금속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시험에

널리 활용되고 았다.

이와는 다르게 겨l 장 조사시험 라그는 여러 가지 계측 장치를 조사시험 리그

내부에 설치한 조사 장치로 시료의 온도 측정， 내압 측정， 재료의 치수 변화 등

을 측정한다. 이라한 가술은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기술

을 확보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 단계이냐 계장 시험을 수차례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원격 계장 조사시험은 2006년 3월

부터 7윌까지 하나로에 장전하여 설시간으로 자료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조사시험 관련 국내 기술개발 현황으로는 TRIGA 원자로를 이용한 CANDU
핵연료 조사시험과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를 위해 캐나다 AECL의 NRU를 이용

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았다. 또한 한←불 공동 연구를 통한 프랑스 CEA의

OSIRIS를 이용한 경수로용 핵연료의 조사 시험 등을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 현

황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주요 원자력 재료의 중성자 조사 효과 평

가를 위한 계장 캡슐 개발과 하나로(HANARO)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된 재료 조사사험용 캡슐은 다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라 재절 및 형상의

시편을 온도와 압력을 제어한다. 하나로 조사시험은 24 MW로 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사용후핵연료 저장 · 수송용기 재료 등의 중성자 조사 특성 설험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속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1992년부터 미국의 ANL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

다. 조사시험 대상 핵연료는 알루미늄 기지에 각각 파쇄 및 원섬 분무 분말

U:3Si2로 분산되어 제조된 4 개의 mini-plate를 라그에 넣어서 하나로 조사사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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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용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을 위해 하나로에서 조사시

험이 2002년부터 수행 중에 있는데， 선형 소결체를 70 GWd!tU 이상까지 경수로

핵연료와 유사한 조건에서 연소시켜 핵분열 기체 방출， 소결체의 안전성 및 고연

소도에서의 결정립 세분화 및 핵분열 기체 기포 생성 등과 같은 시험을 수행하

고 었다. 이와 같은 조사시험은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를 이용한 가술로 핵연료를

연소시키면서 핵연료의 성능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직접 측정하는 계장 리그 조

사시험 기술은 개발 중에 았다.

본 과제에서는 하냐로의 노 물리 및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시험용 리그의 설계

사항 및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조사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에 근가하여 건

식 재가공 핵연료 하나로 조사시험용 리그를 개발/제작하였으며， 모의 건식 재가

공 소결체 제조 및 관련 실험을 통하여 성능 평가에 필요한 물성 특성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 건식 재가공 소결체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하내로를 이용한 5번

의 조사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았다. 1999년 8월 4일부터 1999년 10월 4일까지 2

개월 동안의 1 차 조사 시험에서는 모의 건식 재가공 소결체를 제조하여 하나로

OR4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하였다. 평균 방출 연소도는 약 1,500 MWd!tHM

정도로 평가되었다. 이후 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DFDF)에서 국내

최초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고방사성” 건식 재가공 핵연료가 제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제 2 차 하나로 조사시험을 2000년 5윌 10일부터 2개월 동안 수행

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계장 조사시험의 예비 단계로 조사시험 리그에 열중성

자속 측정 센서 (SPND)를 부착시킨 조사시험을 2001년 6월부터 약 8 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3차 조사시험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장기간

조사시험을 수해하였으며 평균 연소도는 약 3,400 MWd!tHM에 이르렀다. 4 차

하나로 조사시험은 2002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수행되었으며， 3 차 조사시

험에 방출된 조사 연료봉 중 1개의 연료봉을 다른 2개의 새로운 연료봉과 함께

조사시험 리그에 장착하여 연장 조사하여 연소도 6,700 MWd!tHM을 달성하였

다. 5 차 하나로 조사시험은 2004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중섬온도， 냉각수

입/출구 온도， SPND 계장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평균 연소도는 약 2,100

MWd!tHM 정도였다. 6 차 하나로 조사시험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중심온도 계장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평균 연소도는 약 3,800 MWd!tHM 정

도였다.

4.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기술

국내에서 수행한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주요 조사후시험 항목으로서는 조사시

험 리그의 건전성 검사， X→선 검사， 외경 변화 측정， 핵연료봉의 길이 방향 감마

선 강도 측정， 핵연료 반경 방향 감마선 강도 측정， 핵연료의 절단 및 표면 미세

가공， 광학 현미정 및 SEM을 이용한 미 λ11 조직 관찰， EPMA에 의한 핵분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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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fission product, FP) 성분 분석， 말도 및 경도 측정 등이 았으며， 핵분열기

체 포집 및 성분 분석 기술은 현재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였다.

본 과제에서는 1999년부터 6 차례의 조사후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하나로

에서 조사한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 및 사용후핵연료로 제조한 핵연료의 조사

시험 라그를 IMEF로 이송하여 외관 검사 후 절단하여 소결체에 대한 조사후시

혐을 수행하였다. 건식 재가공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 기술은 처음으로 수

행하는 연구 내용으로서 유사한 경우의 설험 자료가 가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새로운 핵연료를 개발하는 것처럼 모든 성능 평가에 관련한 자료 체계

(database)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 자료 체계는 단시일 내에 얻어지는 것

이 아니므로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건식재가공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분야에서 수행한 주요 조

사후시험 항목으로서는 조사시험 라그의 건전성 검사， X←선 검사， 외경 변화 측

정， 핵연료봉의 길이 방향 감마선 강도 측정， 핵연료 반경 방향 감마선 강도 측

정， 핵연료의 절단 및 표면 미세 가공， 광학 현미경 및 SEM을 이용한 미세 조직

관찰， EPMA에 의한 핵분열기체 (fission product) 성분 분석， 밀도 및 경도 측정

등을 수행하였으며， 조사된 건식재가공 핵연료에서 핵분열기체 포집 및 성분 분

석을 수행한 바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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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핵연료 물성 특성 분석 기술

가. 모의 핵연료 제조

고방사성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에는 많은 채약 사항이 수반되므로 실

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물성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실정이며 모

의 핵연료를 제조하여 열 물성 및 기계 물성 평가에 이용하는 기술이 확립되어

았다.

일본에서는 연소도에 따라 첨가되는 원소들을 HN03용액에 용해사켜 혼합 용

액을 준비하고 이를 hot plate에서 건조시킨 후， He, 50% CO + 50% C02, 10%

CO + 90% C02, 4% H2 + 96% He 등의 기 체 분위 기 아래 1,173 K의 온도로 4

사간 동안 소결하여 모의 핵연료를 제조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연소도에 따라 계산되어 첨가되는 원소들을 미세하게 균질 혼합

하기 위해 U02와 첨가 원소들을 습식 stirred ball mill에서 동시 연삭

(co-grinding)하고 spray 건조를 하였다. 그리고 예비 압분， 과립화， 압분을 거쳐

1,650 oe 환원 분위기에서 2 시간 소결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라늄과 핵분열 생성물의 균일한 혼합을 위하여 알코올을 이용한

습식 볼 말링을 24 시간 수행하고 건조시킨 후 Ar 분위기의 950 °e 에서 24 시

간 이상 예비 반응을 시겼다. 조립화 (granulation) 후 분말을 60% 성형 밀도로

압분한 후 Ar-6%H2 분위기 아래 1,640 °e 에서 32 시간 동안 소결하여 모의 핵

연료를 제조하였다.

나. 핵연료 열 물성 평가

(1) 핵연료의 열팽창 특성 평가

국외에서의 열팽창 특성 평가는 X-ray diffraction(XRD) , 또는 중성자 회절을

이용한 격자상수 측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Gronvold는 XRD를 이용하여 U02-U30S의 온도에 따른 격자상수 변화를 측정

하여 U02의 격자상수는 20 °e 에서 0.54704 nm 이며， 20-946 °e 의 온도 범위에서

평균 선팽창계수(average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는 10.8 x 10 6

Fe라고 발표했으며 UOzω에서 U02.20과 U02.25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자상수는 0.54462 및 0.54411 nm로 각각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Albinati 와

Hutchings 등은 중성자 회 절을 이 용하여 온도에 따른 U02의 격자상수를 구하였

고 293 K에 서 U02의 격 자상수는 0.5471 nm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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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in 등은 XRD를 이용하여 DOz, ThOz 및 핵분열생성물이 첨가된

(Do.zTho.8)OZ의 격자상수를 상온에서 1600 K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첨가

된 핵분열생성물은 희토류인 Lnz03(Ln=La, Nd, ee, Y, Sm, Gd and Eu) , 2rOz

및 알카라토족， MO(M=Sr and Ba)이다. 상온에서 DOz의 격자상수는 0.5469이며，

298-1600 K의 온도 범위에서 평균 선 열팽창계수는 1O.8x10 6 /K로 나타났다.

DOz에 약 20%의 희토류족을 추가하였을 경우 격자상수와 평균 선 열팽창계수는

0.5441 nm 및 14.3x10 6 /K로 변화하였다. Yamashita 등은 XRD를 이 용하여 상

온부터 1300 K의 온도 범 위 에서 ThOz, DOz, NpOz 및 PuOz의 격자상수를 측정

하여 온도에 따른 열팽창 연구를 수행하였다.

(2) 핵연료의 열전도 특성 평가

Martin은 stoichiometric 과 hyperstoichiometric 및 hypostoichiometric DOz와 (D,

PU)02의 열전도도에 관한 삭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OIM 바에 따른 열전도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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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격자의 결함에 의한 포논이나 자유전자의 산란 때문으로 생각된다.

Harding 과 Martin은 773에서 3120 K의 온도 범위에서 DOz의 열전도도 모델식

을 제시한 바 있다.

DOz에 함유된 불순물이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역시 수행되고

있다. Fukushima 등은 700-2000 K의 온도 범위에서 (D, Gd)Oz의 열전도도에 미

치는 Gd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Gd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랴 열전도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D , Nd)Oz, (D, Sm)Oz와 (D , Eu)Oz의

열전도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700 K에서 2000 K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열

전도도는 k = (A + BT) 1의 식과 잘 일치하며， A는 희토류족의 농도에 따라 선

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라나 B는 희토류족의 농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Lucuta 등은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열전도도를

예측하였다. 연소도 3.6 및 8 at%에 해당하는 모의 핵연료를 제조하여 열전도도

를 측정하였다. stoichiometric 모의 핵연료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

가 DOz보다 적게 나타났다.OIU 비가 약간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도가 1 at% 증가함에 따라 저온에서의 열전도도는 약 6-9

% 감소하였으며， 고온에서는 약 1-2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체를 형

성하는 핵분열생성물은 열전도도를 떨어뜨라며， 금속 석출물은 열전도도를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핵연료 기계적 물성 평가

(1) 핵연료의 크리프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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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크리프 특성에 대하여 연구된 바에 의하면 크리프 변형 속도는 온도

와 응력의 증가， 첨가 원소(Si02， K20S, Ti02)의 첨가에 따라 증가한다. 반면， 결

정립 크기， 소결 별도의 증가와 핵분열 생성물 고용원소의 첨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02+x에서 x가 증가할수록 우라늄의 확산계수가 커져서

크리프 변형 속도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U02의 크리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용 응력과는 무관하며， 확산에 의한 크

리프과 dislocation 크리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단결정과 다결정， 시험 방법，

온도， 응력 등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는 약 71-118 kcal/mol의 범위 내로 나타난

다. 이는 U02에서 우라늄의 자가 확산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와 가의 일치함

을 보여준다. 크리프의 활성화 에너지는 U02+x에서 x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이

것은 x 증가에 따라 격자의 걸합 에너지가 감소되기 때문으로 이로써 소성 변형

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Zr02, Y203, CaO 그리고 Si02 등

이 챔가될 경우의 활성화 에너지는 순수 U02의 크리프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게

냐타났다.

핵연료 소결체 기계적 상호작용 분야에서는 소결체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피복

관의 파손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Cr203와 같은 첨가 원소를 사용하여 크리

프 특성을 향상시카는 연구가 프랑스 CEA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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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의 탄성계수 평가

U02의 Young률은 온도와 말도에 따라 변화되며 oαJ 비와 연소도에 따라서

도 변화된다. U02의 Young률은 bending 시험과 공진 주파수법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 그러나 bending 시험에 의한 결과는 공진 주파수법에 의한 것에 비해 정

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드 계산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Young률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고，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한다. 중성자 fluence에 따른 노 내 Young률의 측정 결과 조사에 의해

Young률이 2%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노 내 고밀화에 의한 것

으로 설명되며 효과가 적기 때문에 핵분열생성물의 축적과 결정격자의 손상에

의한 연소도 관련 변화를 고려한 모텔은 아직까지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Wachtman 등은 상온에서 단결정 U02의 평균 Young률이 230 GPa, 평균 강

성률(shear modulus)이 87.4 GPa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Poisson 바는 1.1 =
E/2G - 1 이므로 U02의 Poisson 비는 0.316으로 계산된다. Padel 과 de Novoin

은 각각 0.314와 0.306의 값을 보고하여 Wachtman의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보

였다. 또한 Poisson 비는 온도나 가공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다.

ITU를 중섬으로 핵연료의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싱크로트론을 이용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싱크로트콘을 이용하면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채적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었다.

(3) 핵연료의 경도 측정

사용후핵연료 및 모의 핵연료의 경도 측정과 경도가 핵연료 성능에 u] 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질화물 핵연료 및 우라늄 합금

에 대한 경도 특성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영국 원자력 연구소의 R.P. Pape와 M.P. Waite는 UN의 비커스 경도(Vickers

hardness) 에 대한 여러 가지 불순물에 의한 영향을 20°C -1 ,400 °c 의 진공 분위

기에서 측정하였다. 순수 UN의 경우 650°C 이상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

도가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볼순물을 첨가한 UN의 경우， 온도 증가에 따른 경도

변화가 약 900-1 ,200 °c 에서 열적활성화에 의한 경도 감소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냐타났다.

Battelle Memorial Institute에 서 는 지 르코늄→우라늄 계 에 서 의 경도를 상온에서

900 DC 까지의 온도 쿠간에서 측정하였다. 최대 정도에서의 조성은 40 atom% Zr

(상온)에서 60 atom% Zr(600 °C)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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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 연구

핵분열기체 방출 분야는 첨가 원소와 결정립 크기에 따른 핵분열 가체 방출

거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Une 등은 Ti02, Alz03, Si02 등의 미

량 첨가 원소를 사용하여 결정립이 조대한 U02를 제조하여 조사시험 한 결과

미량 첨가 원소에 따른 우라늄 공공의 농도가 핵분열 기체의 방출과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을 보였다. 실험적으로는 조사된 핵연료 시편을 이용한 조사 후 가열

시험을 통하여 핵분열 기체의 확산계수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론적으로는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관의 상호작용으로 소결체에 압축 응력이 발생

할 때 핵분열 기체 기포의 성장이 억제되고 핵분열 기체의 방출이 감소되는 현

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진행되고 았다.

INERT
CARRIER
GAS-•

--...

QUARTZ TUBE GAMMA-RAY
DETECTOR

FURNACE

CRUCIBLE
CONTAINING
SAMPLE

Fig. 2.2.1 Post-irradiation annealing equipment for measuring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fission gas

핵분열기체 방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채 원자의 U02 격자 내

확산이다. Xe이나 Kr 등의 가체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도， 화학양론， 첨

가 원소， 상변화， 연소도， 조사결함 등이 있다. 온도의 영향에 관하여 Matzke 는

1000 K 이상의 온도에서 아래와 같은 확산 식을 제시하였다

( 쟁)RT

이 때 상수 Do는 0.5 cm'/s 이 며 l1H는 활성 화 에 너 지 로서 375 k]/mole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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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계수에 미치는 화학양론의 영향에 관하여는 U02+x에서의 핵분열가체 방출

이 U02 또는 U02 x에서보다 더욱 빠르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결정

격자에서 우라늄 공격자 형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Hirai 등

은 확산계수가 x
2
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U02의 화학양론의 변화에 따른

Xe 확산계수의 변화를 측정하면 U02+x에서 x가 증가할수록 확산계수가 증가한

다.

확산계수에 대한 Lawrence의 분석에 의하면 확산계수는 화학양콘과 연소도에

크게 의존하며 O!U 비가 1.997에서 2.020으로 변하는 동안 104 만큼 변화된다.

Lawrence 에 의하면 확산계수는 아래와 같이 표준화된 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의 단위는 k]lmole 이다.

r- 304 , "D= 7.6 x lQ-ljexp(- ~;:J [cm 2/s]
RT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분열 생성물이 형성되는데 이들의 산화 상태가 다

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0αI 비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핵분열에 의해

많은 결함들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조사 손상은 핵분열 생성물의 이동， 포획，

재용해， 핵분열에 의한 확산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조사에 의한 확산

의 증가는 공격자의 형성에 의한 것으로서 낮은 온도에서는 중요한 확산 기구가

된다. Turnbull은 다른 온도 구간에서 주도적인 확산 기구틀을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모형화 하였다.

D =Da+Db 十 Dc

= 7.6 xlO • 10exp( 멸뼈)+5.64 x lO- 25댐exp( -꼬빽) + 8xlO -4°F
F\ T J' V.VT" .1. V '.L v n..P \ t J

여기서 D의 단위는 마Is 이며 Da는 고유 확산으로 온도에만 의존하고 1400 °C

이상에서 주도적이다 Db는 열과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양이온 공격자를 통한

확산으로 온도와 단위 부피당 핵분열 속도에 동시에 의존하고 1000~ 1400 °C 사

이에서 주도적이다. Dc는 비열적인 항으로 250°C 이하에서 주도적이다.

핵분열가체의 확산 과정에서 기채 원자들이 결함에 포획되는 것은 확산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불순물이냐 가공， 전위 등의 자연적 걸함과 공격자 클라스터，

기포， 핵분열 생성물의 석출물 등 조사에 의한 결합은 이동하는 원자들을 포획함

으로써 방출 속도를 억제한다. 특히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핵분열 기체 가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핵분열 기체 방출 모델들은

유효 확산 계수를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D ι=D-j
1/ ~ b+ g

이 때 g는 포획 속도이고 b는 재용해 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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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felen은 경수로를 위한 핵연료 성능 코드에 았는 핵분열기체 방출 모델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잠복기 현상과 고연소도에서 방출 임계값의 감소

하는 현상과 급작스럽지 않은 출력 변화 시 나타나는 burst 현상을 대처할 수

였는 핵분열기체 방출 모텔을 개발하였다. Uffelen은 특별히 결정립 계면에서의

거동에 내포되어 있는 기초적 기구를 밝혀내고 전체적인 수학적 기술의 개션을

통해 기존 모델을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핵분열생성물의 석출 또는 포획은 온도와 연소도에 의존하며 핵종

이나 화학양론의 변화 첨가원소 포획하는 결함의 크가나 분포에 의존한다. 휘발

성 핵분열생성물의 석출에 대한 기존 모델은 포획장소를 완전한 흡수체로 여가

고 핵분열생성물을 다시 결정립계로 방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포획장소의 변화하는 포획 효율을 고려한 결정립계에서 핵분열 생성

물의 석출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핵분열 기체 방출에 있어서 결정립계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고연

소도에서 나타나듯이 기체 원자들이 기포를 형성하게 되는 포획장소 역할과 미

량 조사된 시편에서 나타나는 확산 통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미량

조사시킨 시편에서는 격자 확산 빚 결정립계 확산을 통하여 가체들이 방출되는

반면에 조사된 핵연료에서는 기체원자들이 결정립계를 통하여 확산하지 못하고

기포에 포획되는 것이 계산되었다. 따라서 결정립계 확산은 기채 방출 기구가 되

지 못함을 밥혀졌다.

2. 핵연료 성능 평가 기술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노 내 거동 분석을 위한 전산코드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냐 가존 경수로와 중수로 핵연료의 성능 분석을 위한 코드들을 살펴봄으

로서 기술개발 현황 및 응용의 범위 그라고 향후의 기술개발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로의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

최근 미국의 MIT를 중섬으로 NERI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차세대 경

수로를 위한 고성능 핵연료 설계과제에서는 경수로용 핵연료 성능평가 전산시스

템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제에서는 NRC에서 인허가 받은 경

수로 전용 핵연료 성능평가 전산시스템인 FRAPCON-3 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세부 계산 도구를 최신의 실험 자료를

반영하고 핵연료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로 변경하는 것을 중섬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특히， 핵분열 기체생성 모델이나 핵연료와 피복재간의 가계적 상호반

응 모텔 등은 새로이 변경되고 겸증될 예정이다.

독일의 ITU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중인 TRANSURANUS 핵연료 성능평가

시스랩의 그 적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핵연료와 원자로 형태를 모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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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고 있다. 특히 고연소도에서의 핵연료의 성능 해석과 노심의 정상 상태와

천이 상태에서의 해석， 그리고 새로운 핵연료와 피복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전산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고속로의 금속 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미국 ANL에서는 최근에 LIFE-METAL 코드를

개발하고 았다. 이 코드시스템에는 기존에 산화물 핵연료로 개발된 LIFE-l을 개

선하여 금속핵연료의 고속로에 장전 시 조사 거동 분석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

다.

소결체와 파복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는 기계적 상호 작용

(pellet-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PCMI)과 화학적 상호 작용

(pellet-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PCCI)으로 나뉘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CMI 연구 분야에서는 소걸체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피복관의 파손 확률을 감소

시키가 워하여 Cr203와 같은 첨가원소를 사용하여 소결체의 크리프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프랑스 CEA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PCCI 연구 분야에서

는 피복관에서 발생하는 응력 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거동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고연소도 핵연료에서 관찰되는 소걸체와 파

복관의 상호 반응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성능평가 코드들

의 선뢰성 향상과 함께 핵연료 물성 특성 및 원자로 내 조사 거동 모델의 개선

에 연구를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고연소도에서의 Rim Structure 모델과 PCMI,

PCCI, ridge 형성， 크랙의 생성과 전파 등에 대한 모델은 아직도 분명하게 규명

되지 않았으며 이라한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았다.

7}. ELESTRES

CANDU 핵연료봉 성능 분석 및 설계를 목적으로 개발된 코드로써 1 차원 응

력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인 ELESIM2와 유한 요소 해석 기법 (FEM)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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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모사 코드인 ELOCA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능 평가 코드에서는 핵연료 제원， 재료 물성， 핵분열기체 유출

백분율， 초기 가스 압력， 반경 방향 온도 분포， 피복관의 탄성/소성 변형률 및

백분율 등을 고려하고 있다. 모델 구성 성분은 반경과 축 방향에서의 응력과 소

결체 파복관 열전달， 열전도도에 종속적인 온도와 가공(poTOsity ), 연소도 종속

열중성자속， 핵분열가체 유출과 종속적인 연소도와 미세 구조， 소결체 변형(팽윤，

고말화， 소성， 탄성， 크립 strain 등) 및 소결제 균열 등이 았다. 또한 1 차원 모

델로써 열 전달， 온도 분포， 핵분열기체 유출， 소결체 피복관 열전달 등을 제산하

고 있으며， 2차원 모델은 소결체의 션대칭 응력과 변형， 열적 및 기계적 가동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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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RO (Siemens)

PWR 핵연료봉 해석을 목적으로 한 CARO 코드(KWU)는 CARO D3, D4, D5

순으로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피복관 표

면 부식， 피복관 크립， 크립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언자인 피복관 온도 및 열중

성자속， 반경 방향과 축 방향에서 열 확산이 선형 방식으로 취급하고 았으며， 소

결체 균열， 틈새， 핵분열 기체 유출， 핵연료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재배치， 소결

제와 피복관 기계적 상호 반응 그리고 핵연료에 헬륨 흡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코드에서는 반경과 축 방향으로 연장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산화물 소결제 연

료(UOz 핵연료， MOX 핵연료， 가돌리니아 혼합 연료)에 대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다· FRAPCON (INEL)

경수로 핵연료봉 성능분석 코드인 FRAPCON은 핵연료와 피복관 온도 및 압

력， 피복관 변형， 핵연료 조사 팽윤， 핵연료 고밀화， 사고 이력(시간 경과에 따른

핵연료봉 출력과 냉각수 경계조건), 핵연료와 피복관을 통한 열전달， 파복관의

탄성 및 소성에 따른 변형，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기계적 상호 관계， 핵분열

생성물 기체 방출， 핵연료봉 내부 가체 압력，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열전달， 피

복관 산화， 그리고 피복관으로부터 냉각수로의 열전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코드 적용 범위는 크게 분류하여 열적 거동 빛 가계적 거동 분석이 가능하며， 정

상 상태에서의 열적 거동 및 핵분열생성기체 유출 등 핵연료의 제반 성능 특성

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과도 상태에서의 핵연료 성능 분석을 위한 코드

인 FRAP←T6의 입력 자료 생산이 가능하다. 소결체 물성 관련 자료 및 모델， 그

리고 열수력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RELAP4!1\10D7을 참조하고 있

다.

라· EXBURN-l

EXBURN-l은 연소도 증가에 따른 열전도도 저하와 피복관 산화 및 고연소도

소결체 내에서의 반경 방향 출력 분포의 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FEMAXI-IV의 기본 구조를 이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소결체 열전도도의 저하와

열 생성 밀도 분포， 그리고 열중성자속과 같은 모델과 함수가 추가되었고， 데이

터 를 검증하기 위 해 HRP(Halden reactor project)의 IFA-519.9를 사용하고 있다.

Pt. CYRAN03 (France, EDF)

PWR 핵연료봉의 열적 기계적 거동을 분석할 목적으로 개발된 CYRAN03는

PWR 핵연료봉 피복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PCl, rim effect 및 탄성/소성 거동을 분석하고 있고， 자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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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HRP 실험 자료 사용하여 검증하고 았다.

바. TRANSURANUS

경수로 연소도 모델을 중수로 핵연료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이 코드는 중수

로에서의 U-235 핵분열과 Pu 생성을 근사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고 았으며，

RADAR 모델이 내포하는 고연소도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았다.

λt. COPERNIC

핵연료봉 성능 평가용 COPERNIC는 TRANSURANUS에 근거하여 개발되었

다. 이 코드에서는 소결체 rIm에서의 기포 증가， 틈새에서의 열전도도， 연소도에

따른 열전도도 감소에 관한 모델을 추가하였고， 80 뻐d!kgU에 이르는 1,800 개

이상의 실험에 의해 측정된 중심 옹도를 이용(IFA一562.2)하여 열적 모델을 검증

하고 있다.

또한 2 단계 확산 모텔인 FGR 모델은 1 단계로써 기처l 원자가 결정립 경계까

지 확산되는 현상을 모사하고 있으며 2 단계에서는 포화 한계치(threshold)에 도

달할 때까지 기체 원자가 축적되는 현상(AIT - analytical incubation threshold) ,

즉 핵연료 상태(연소도， 온도 등의 이력)가 이 값에 도탈해야만 핵분열기체가 본

격적으로 방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모사하는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아. ENIGlVIA

핵분열기체 방출 모델을 평가하는 ENIGMA는 IFA-597.2/3C59 MWd!kgU02까

지 연소된 BWR 핵 연료)과 IFA-562.2-6C90 MWd!kgU02 까지 연소된 HBWR

핵연료)을 이용하여 모델 검증을 수행하고 았다.

특히， 이 코드는 다른 코드들에 비해 핵연료봉의 열적 기계적 특성틀을 정밀

하게 평가하고 았다.

자. 기타 코드

그 외 세계 여랴 나라에서 개발 및 이용 중인 코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o BACO : 아르헨다나의 CNEA에서 개발/이용 중이며 PHWR 원자로에서의

U02냐 MOX 핵연료의 성능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o ELESTRES : 캐나다의 AECL에서 이용 중이며 CANDU 핵연료봉의 성능평

가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ANS5.4 핵분열생성물 방출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o ENIGMA : BE, BNFL, UK 등에서 사용 중이며 PWR, CAGR(BE) ,

MOX(BNFU의 성능 평가에 활용하고 였고 핵연료 소결체의 ridge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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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며 I~131 방출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VTT에서는

WWER 원자로의 핵연료 성능평가에 활용하고 었다.

o FAIR : 인도의 BARC에서 PHWR과 AHWR 원자로의 핵연료 성능평가에 활

용하고 였으며 2 차원 피복재 파손 모델을 모사할 수 였으며 U02와 MOX
핵연료를 다룰수 있다.

o FRAPCON: 미국의 NRC에서 인허가용으로 활용하고 았으며 최큰에는 중국

의 CIAE에서도 설계 및 운전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의

천이 상태에서의 핵연료 성능평가에 확장하여 개발하고 았다.

o FUDA: 인도의 BARC에서 개발한 코드로 인허가 및 설계에 이용하고 았다.

o PIN: 체코에서 개발한 코드로 LWR, WWER 등의 핵연료 설계 및 인허가용

을 활용하고 았다.

o PROFESS: 언도의 BARC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드로 조사후시험 해석을 위

해 활용하고 있다.

o ROFEM : 루마니아의 INR에서 FEMAXI-3를 기반으로 개발한 코드로

PHWR과 CANDU 원자로의 핵연료 성능 평가에 활용하고 았다.

o START: 러시아의 IIM에서 핵연료 성능 평가와 연구를 위해 개발한 성능

평가 코드이다.

o TRUST: 일본의 NFD에서 개발한 코드로서 연구와 핵연료 설계에 이용되고

있다.

o SIERRA : Siemens에서 사용 중이며 BWR. PWR 핵연료 설계와 연허가용으

로 활용하고 있다.

o SCANAIR : 프랑스의 DRS/SEMAR에서 개발된 코드로 천이 상태나 LOCA
사에 핵연료의 성능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o FRAS :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천이 상태나 RIA 사

고 시 핵연료의 성능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3. 핵연료 조샤시험 기술

선진국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핵연료 및 원자로 재료의 시험을 수행

하여왔다. 1950년대부터 가술개발이 시작된 조사시험은 1960년대 이후부터는 소

규모 조사시험 리그는 이용한 시험에서부터， 종합 성능 부하 추종 및 출력 급상

승 시험을 위한 루프 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시험 기술이 개발되어 왔

다.

건식 핵연료 개발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AECL에서는

White Shell에서 DUPIC 핵연료봉 3 개를 제조한 후 NRU에서 Demountable
bundle에 장착하여 BB03 핵연료봉의 조사 시험을 1999년 3월 12일에 시작하였

다. BB02와 BB04는 1999년 5월 7일에 약 2년간의 조사 기간을 예정으로 장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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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는데， 이때 BB03의 외관 검사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노르웨이 Halden의 HRP는 1958년에 시작된 핵연료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 과

저l로 핵연료에 여러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핵연료 중심 온도， 핵연료봉 내압， 핵

연료 stack 길이 변화， 피복관 직경 및 길이 변화， 산화층 두께 변화 등 핵연료

노 내 성능과 관련된 중요 항목을 온라인(on-line)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

여 왔다.

프랑스는 CEN-Sacalay의 OSIRIS 연구로와 CEN-Grenoble의 Siloe 연구용 원

자로를 주로 이용하며 조사시험 리그 등을 활용한 핵융합로 및 경수로용 핵연료

의 검증이 활발히 진행 중에 았다. 재계장(re-instrumentation) 조사시험에서는

핵연료의 고연소도 연구를 위하여 상용로에서 조사된 핵연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된 연료봉에 핫셀에서 원격으로 적당한 계장을 하여 온라인으로 핵

연료의 변수를 감시하는 기술이 re-instrumentation 기술이다. 이라한 유사한 기

술은 Halden과 엘본， 그리고 너l 렬란드 등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얼본

일본의 NUPEC(일본원자력발전기구)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BWR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1999년에는 출력 급증 시험 (power ramp test)을 종료하

였으며 현재 조사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을 진행 중에 였다. 또한 55GWd!t의

장주기 핵연료 조사시험도 병행하여 수행하여 1996년에 BWR 원자로에 장전시

험을 수행한 바 있다.

PWR 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도 4Z-53 GWd!t 정도의 장주가 조사시험을 수

행하여 부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후시험을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MOX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핵연료 열수력 시험은 BWR 조건 하에서 유제에

의한 진동 해석과 천이 출력 시험을 수행하였다.PWR 원자로에서는 DNB 시험

을 1999년에 수행한 바 았다.

나.노르웨이

노르웨이의 HRP(Halden reactor project)팀은 핵연료의 열적/기계적 거동 및

상태를 온라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장 조사시험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

다. 또한 핵연료의 중심 온도， 핵분열 생성가체， 소결체 길이 변화， 피복재 변화

등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다중 계장 가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았

다.

고연소도 핵연료 성능해석을 위한 재계장 조사기술을 확보하여 핵분열기체 1강

출과 소결체 중심 온도 측정을 수행하여 오고 았다. 또한 1992년부터 IASCC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프로그램을 통하여 핵연료와

피복재 등의 부식이나 균열 현상 등을 파악하가 위해 여러 종류의 재료 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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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병행하고 있다.

다.OECD!NEA

라.캐나다

OECD!NEA에서 는 lAEA와 공동으로 lFPE(Intemational Fuel Performance

Experiment) 데아터베이스를 운영하여 핵연료 성능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배

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 성능 평가 관련 컴퓨터 코드를 포함한 다양한

컴퓨터 코드를 회원국에게 제공해주고 았다.

새로운 핵연료 설계 및 노섬 설계， 핵분열 생성기체 방출， PCMl 거동， 안전

제한치 및 여유도，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사고 사 핵연료의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섬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정

보 공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최 근에 는 lAEA 주관 FUMEX- II (Fuel

Modeling Exercise) 프로그램과 lFPE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추진 방향을 모색

하고 있다.

또한 고성능 피복재 개발을 위하여 고연소도 질칼로이， 새로운 합금 재료

(Zido, M5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건식 공정 핵연료 개발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AECL

에서는 White Shell에서 DUPlC 핵연료봉 3 개를 제조한 후 NRU에서

Demountable bundle에 장착하여 BB03 핵연료봉의 조사 시험을 1999년 3월 12

일에 시작하였다.

조사 핵연료봉 BB02와 BB04는 1999년 5윌 7일에 약 2년간의 조사 기간을 예

정으로 장전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BB03의 외관 검사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000년 9월 NRU로부터 연출된 BB03 핵연료봉의 연소도는 약

10,000 MWd!tHM이며， 이 연료봉에 대한 조사후시험은 완료된 상태이다. 2001 년

12윌 BB02 핵 연료봉을 인출하였으며 방출 연소도는 약 16.000 MWd!tHM로 평

가되었다. BB02에 대한 조사후시험 현재 진행 중에 였다. BB04 핵연료봉은

2002년 말에 방출되었으며 최종 연소도는 약 21.000 MWd!tHM으로 평가되었

다.[2.2- 1]

마. Halden Reactor Program

HRP는 1958년에 시작된 핵연료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 과제로 핵연료에 여러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핵연료 중섬 온도 핵연료봉 내압 핵연료 stack 길이 변

화， 파복관 직경 및 길이 변화， 산화층 두께 변화 등 핵연료 노 내 성능과 관련

된 중요 항목을 온라인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1997~1999년 동안

에만 총 28개의 조사시험 리그가 사용되었는데 시험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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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장치를 이용하였다.

(1) Channel 측정 장치

터빈 유량 마터는 핵연료 채널(channel)의 입 · 출구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8

개의 남개의 rotor는 ferritic chrome steel로 만든다. 정빌도 土1%의 2 종류의 기

본 터 변 유량계는 throat 직 경 ~9 mm, 유량 1.5-10 lis 와 throat 직 경 40 mm,

유량 1.0-6.5 lis 가 사용된다.

중성자 측정을 위 해 상용화된 SPND(Self-Powered Neutron Detector)를 사용

하였다. 보통 중성자 흡수체로 vanadium을 사용하나， 고감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는 rhodium을 사용한다. 그리고 background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빠른 응

답을 위해 cobalt를 사용하기도 한다.

Gamma thermometer는 원자로 노심에서 출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센서로 원리는 열적 절연처l 내에서 X 흡수에 의해 발생된 열을 chromel lalumel

열전대로 측정한다.

(2) 핵연료봉 측정 장치

고온 열전대는 2000 °C , 혹은 2500 °C 까지 핵연료 중심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로서 외 경 1.6mm의 tungsten/25% rhenium sheath와 beryllia 절연체로 type

I(W3%Re/W25%Re)를 사용한다.

LVDT는 피복관과 fuel stack의 선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봉단 마개 상

단부에 부착된다. 선호 출력은 200 mV full scale에서 400 Hz, 50 rnA이다. 선형

범 위 는 ±1%의 정 밀도에 서 mm±2.5, ±5, ±6, ±7.5, ±12.5이 다.

Expansion Fuel Thermometer란 핵연료의 중심 온도 측정을 위해 열전대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LVDT의 ferritic core에 내화성 금속봉을 fuel stack 중

심부에 위치시켜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봉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압력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연료봉 내부에 벨로우즈을 설치하고 벨로우즈의

ferritic 축과 LVDT의 ferritic core를 연결시키면 연료봉 내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정말도 ±1%에서 측정 범위는 지지 스프링 없이 15, 30, 70 atm 과 지

지 스프링이 았을 때에는 120 atmo]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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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ritic armature는 LVDT core와 부착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았어 연료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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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 ±1.5%에서 선형 범위 ±0.3 mm와 620 mVAC/mm 의 민감도를 보여준다.

(3) 핵연료 계장 시험 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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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den 프로젝트에서는 여라 개의 계장장치가 부착된 핵연료봉을 조사 시험할

수 있는 여라 종류의 조사시험 리그를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조사시험 리그는 시

험 연료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시험 목적에 맞추어 많은

계장장치가 부착된다. 설험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조사시험 리그의 가능은 다음

과같다.

O 기본 조사 리그 : 다른 리그에서 규정된 사험 전에 연소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연료봉 출력의 제어는 유동 채널(flow channel) 장치(터빈， 냉각수

열전대)와 중성자 장치에 의해 가능하다.

O 직경 측정 리그 ; 조사시험 중 직경 게이지가 연료봉을 따라서 움직인다. 따

라서 여러 운전 모두와 연소도에 따른 피복관의 직경변화는 마이크로미터 정

밀도로 측정된다.

O 출력 급증(Ramp) 시험 리그 : 조사시험 중 연료봉에 흡수되는 중성자를 조정

하여 출력 급증 시험 및 과출력 시험을 할 수 있다.

O 가스 유동 라그 : 조사중 연료봉내의 충진되는 가스를 교처l 할 수 있으며， 방

출되는 핵분열가제를 측정한다.

O 다용도 리그 : 연료봉은 여러 개의 열전대， 압력 트랜스듀서， 길이 측정 장치

등이 사용된다.

바. CEA & Framatome에서의 조사시험

프랑스는 CEN-Sacalay의 OSIRIS 연구로와 CEN-Grenoble의 Siloe 연구용 원

자로를 주로 이용하며 조사시험 라그 등을 활용한 핵융합로 및 경수로용 핵연료

의 검증이 활발혀 진행 중에 있다.

(1) 조사 장치

CEA와 Framatome이 공동으로 17x17 연료봉에 대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조사시험 장치로서 IIγpile 측정 항목으로 소결체 중심 온도， 피복관 외경변화，

연료봉의 압력 강하， fission product 등을 측정하였다. 실험 연료봉에 측정 장치

를 부착하여， 운전 조건 13 MPa 가압형 경수 loop에서 피복관 외부 온도는 330

℃에서 CONTACT1 캡슐은 40 kW/m, CONTACT2 캡슐은 25 kW/m의 정상

출력으로 조사시켰다.

(2) 조사시험 분석

CONTACT1 은 1978년 8월부터 CONTACT2 는 1979년 1월부터 시작하였으나

1979년 4월과 9월에 걸쳐 원자로익 사고로 인해 실험이 중단되었다. 사고로 인해

캡슐은 영향을 받았으나 조사 장치에 대한 고장은 없었다. 2개의 캡슐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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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와 7 cycle (매달 21 일 기준) 동안 14.000과 6,000 MWd!tU의 연소도로 조

사되었다. 중심 온도 측정에서는 Rhenium 열전대로 조사시험 중 측정된 평균 온

도는 CONTACT 1 (40 KW/m) 1474°C , CONTACT 2 (25 KW/m) 968°C로 변

화는 크지 않았다. 단지 CONTACT 1에서 사고 이후 50°C의 변화가 측정되었

는데， 이것은 소결체 조각의 재배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결제와 피복

관 사이의 캡 측정 실험에서는 2 개의 캡슐에 대해 연료봉의 압력 강하 측정 결

과로부터 CONTACT2에서는 소결체와 피복관과의 캡 변화는 거의 측정되지 않

았다. 그러나 CONTACT2 설험에서는 5 cycle 에서부터 소결체가 피복관에 접촉

됨에 따라 파복관 직경과 압력 강하의 변화가 높게 관측되었다. 그리고 정상 출

력에서 연소도에 따른 순간 방출률 대 붕괴상수(decay constant)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핵분열기체 방출량은 증가되었

다. 또한 중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핵분열기체 방출량도 증가하였

다.

아. 재계장 조사시험

핵연료의 고연소도 연구를 위하여 상용 원자로에서 조사된 핵연료를 이용하여

야 한다. 따라서 조사된 연료봉에 핫셀에서 원격으로 적당한 계장을 하여 온라인

으로 핵연료의 변수를 감시하는 기술이 재계장 기술이다. 이라한 유사한 기술은

Halden파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등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1) Halden의 재계장 기술

벨로우즈 압력 트랜스듀서를 조사된 연료봉에 계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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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스듀서가 설치된 새 봉단 마개를 TIG 용접으로 부착한다. 다음 연료봉 내부에

헬륨(He) 가스로 채우고 He Leak 시험을 한다. 또한 Halden에서 개발된 재계장

의 다른 가술로 중심 열전대를 조사 연료봉에 설치하는 방법이 었다. 이 기술은

덴마크의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장기간 조사할 필

요 없이 고연소도에서 핵연료 열적 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2) ]MTR의 재계장 기술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jMTR를 이용하여 고속증식용 재료， in~pile creep

시험， graphite 시험 등의 조사시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왔다. 일본의

jMTR에서는 BOSA 캡슐에 재계장 기술을 개발하여 핵연료의 고연소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상용 연료봉의 fuel stack 길이는 3.6 m 이며， jM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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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공하여 재 조사시험 할 fuel stack 길이는 약 0.6 m 이다. 연료봉에 중섬

온도 열전대를 설치하는 과정은 Halden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3) HFR의 재계장 가술

1992년부터 네털란드의 HFR(High Flux Reactor)에서는 LWR 조사 핵연료봉

에 대해 고연소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술개발은 약 4.5 m의 LWR 연료

봉을 Petten 핫셀에서 절단하여 400 mm로 연료봉을 절단하여 재가공하였다. 그

리고 Halden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연료봉에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를 설치하는

재계장 기술을 개발하였다.

자. 조사시험 려그 개발

조사시험 리그는 원자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시편을 조사시키기 위해 사용하

는 조사시험 장치로서 가능에 따라 크게 무계장 조사시험 라그와 계장 조사시험

라그로 분류한다.

(1)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리그 내에 어떠한 계측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간단한

형태의 조사 장치로 원자로 냉각수가 직접 리그 내부로 흘리 시편과 직접 접촉

함으로서 주로 재료 조사에 이용되는 라크(leak) 라그와 조사시험 리그 내부에

열 매개체(Na， NaK, Al 등)를 설치하여 연료 조사 및 고온 조사 등에 이용되는

밀봉 라그가 있다.

간단한 구조로 인해 설계/제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였으냐 조사 중 시

험 조건의 측정 및 조절이 불가능하여 정밀도가 요구되는 시험에는 적절하지 못

한 단점이 았다. 무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주로 동위원소 생산용 라그나 간단한

금속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시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계장 조사시험 리그

계장 조사시험 리그는 여러 가지 계측 장치를 라그 내부에 설치한 조사 장치

로 시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근l 종류가 있다.

O 온도 측정 리그

조사 중 시료 온도를 측정

O 온도 제어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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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 온도 조절변화에 따른 조사 온도의

등을 설치

중성자속의

용 진공 gap

중성자 조사량을 균일하게 하가 위

회전 리그

조사 중 노섬에 위치한 부분과 반대측의

해 회전 가능을 보유

O

o FP 가체 유출 측정 리그

조사 중 핵분열 기체의 유출에 의한 연료봉 내 압력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

하며 또한 라그 내부로 헬륨 순환， 순환된 헬륨을 분석하여 핵분열 기체의 유

출량을 연속적으로 측정

o In-pile 크리프 리그

조사 중 시편에 하중을 가해 크리프 변형률을 측정

열중성자 cut-off 리그
고속중성자로 연료를 조사하가 위해 Cd, Hf 등으로 열중성자를 차폐

O

계장 조사시험 라그를 이용할 경우 조사시험 비용이 loop를 이용한 핵연료 성

능 살증 사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금속 재료 및

핵연료에 대한 시험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조사시험 리그를 이용한 핵연료 조사

시험은 조사 중 방출 기체 분석 선출력 측정 고온이나 고연소도 시험 등 특수

한 목적의 시험을 선택적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시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loop 설비에 비해서 조사시험 리그는 비교적 높은 중성자속의 조사공을

활용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연소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조사 효과를

짧은 시간 내에 연구할 수 있다.

4. 핵연료 조사후시험 기술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핵연료

밥과 관련한 조사후시험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PIE)은 1960년대부터

하게 추진하였으며， 현재 조사 핵연료를 핫셀에서 시험， 취급 및 검사할 수

가본적인 핵심 기술 및 장비의 개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았다.

최 근 해외 의 조사후사 험 기 술은 비 파괴 에 의 한 특성 검사(non-destructive

test, NDT)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고 였다. 조사후시험 작엽 및 조사후

시험기술의 개발은 원자로의 사양，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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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후시혐의 표준화도 몇몇 국가들 간 공동으로 함께 개발되고 있다.

한번 이상 조사한 핵연료를 재조사한다던가， 사용후핵연료를 핫셀 내에서 재가

공하는 기술은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며， 특히

핫셀 내에서의 용접은 아무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도 조사

한 연료， 또는 재가공한 사용후핵연료의 온라인 계장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가.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시킨 연료의 핫쌀 시험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는 사용 중에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핵변환 그리고 조사

손상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므로 성능과 건전성 01 영향을 받는다. 즉 핵연료

는 원자로에서 정상적으로 연소되어도 사용 초기에는 가공(pore) 소멸에 따른 고

밀화로 그리고 사용 후기에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으로 반경 방향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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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생긴다. 그리고 연료와 피복관의 상호 작용에 의한 연료봉의 파손과 냉각재에

의한 부식 등도 일어난다. 한편 원자로 재료의 경우에는 조사 취화 등으로 재료

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의 마지막 단계 연구에서는 성능

및 건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시험이 필요하다.

원자로에서 조사된 연료나 재료는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원자로

에서 조사된 연료나 재료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방사션을 차폐시킬 수 있는 시설，

즉 핫셀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사킨 직후에는 방사선을 많이 방출하

므로， 바로 핫셀 시설로 이송하지 못하고 원자로의 A~ 장 수조(pool)에서 일정 시

간 냉각시킨 후 이송한다.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의 조사후시험에서 수행하는 시험 항목이나 시험 방법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에서 연료나 재료의 성능이나

건전성 평가에 요구되는 항목이 비슷하므로 조사후시험 항목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시킨 핵연료나 원자로 재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시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캡슐 이송 및 해체

원자로에서 조사시킨 연료 캡슐이나 재료 캡슐은 방사선 준위를 낮추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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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분열생성물인 1-131의 붕괴를 위해 보통 3 개윌간을 그리고 재료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방사는 감쇠를 위해 1 개월 정도 냉각시킨 후 캡슐에 설

치된 부속물을 절단하고 캡슐 본체만을 핫셀 시설로 운반한다.

핫셀에 반입된 조사 캡슐은 해체하기 전에 우선 육안으로 외관을 관찰한 다음

필요하면 X선 검사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해제 방법을 검토한 후 캡슐 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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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말링 가기로 해체하여 시편을 인출한다. 이 때 시편과 함께 캡슐에 내장

된 중성자 모니터도 회수하여 감마선 분광 분석을 통해 시료에 조사된 중성자의

양(fluence)을 계측한다.

(2) 바파괴 사험

캡슐을 해체하여 연출한 연료 시료는 우선 81 파괴 시험을 한다. 연료의 바파괴

시험 항목으로는 와관 검사， 사진 촬영， X선 검사， 치수 측정， 감마 스캐닝 등이

있다. 외관 검사에서는 연료 피복관의 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한 다음 필요하

면 사진을 촬영하는데 외관 검사는 보통 연료봉을 120 。캡으로 회전시켜 3 방향

에서， 또는 90 。캡으로 회전시켜 4 방향에서 검사한다. 그리고 X선 검사는 연료

봉 내 소결체의 내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수행하는데 펼요한 경우에만 수행하

므로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았다.

치수 측정은 길이와 반경 방향에 대해 수행하는데 반경 방향의 측정은 연료봉

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구동 벤치 (driving bench)에 고정시킨 다음 좌우에 설치된

두 개의 탐침 (probe)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두 탐침의 변위로부터 변형

을 측정한다. 치수 측정은 0 。방향에서 측정 후 90 。회전시켜 다시 측정하는데

각각 2 회씩 측정한 4개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반경 방향의 치수로 보고 았으며，

변경이 섬한 부위는 원주 방향으로 10 。캡으로 연료봉을 화전시키면서 원주 방

향의 변형 상태 (ovality)도 측정한다.

감마 스캐닝은 축 방향 연소도 분포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데，

모든 핵종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통합하여 측정하는 전 감마 스캐닝 (gross )(

scanning) 을 한 다음 개별 핵종으로 Cs← 137의 감마선 강도를 측정하고 있다.

특히 Cs→ 137은 핵분열 사에 생성량이 많으며 반감기도 33년이나 되므로 Cs-137

의 감마 스캐닝 자료는 비파괴 방법으로 연소도를 추정하는데 많이 활용된다. 이

와 같은 비파괴 시험이 완료되면 연료봉을 천공(puncturing)하여 봉 속에 축적된

가채 양을 측정한 다음 봉 속의 기체의 일부를 포집하여 핫셀 외부에서 질량 분

석기로 Xe 및 Kr의 농도를 측정하여 핵분열기체의 방출량을 평가한다.

와전류 시험은 전자 유도법에 의한 탐상법으로 조사 중에 연료봉에 생긴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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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탐상 코일로는 환상 코일 (encircling coil)과 프로브 코일 (probe coil)이 사용되

는데， 환상 코일은 결함의 형태， 크기 그리고 축 방향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하

며， 프로브 코일은 탐상된 결함의 원주 방향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이 외

에도 와전류 시험은 피복관에 생성된 산화막의 두께를 측정하는데도 활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탐상 코일이 사용된다.

(3) 파괴 사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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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상세 시험이 필요

한 부위를 선정하여 파괴 사험을 하는데， 파괴 시험으로는 조직 시험， 경도 시험，

밀도 측정， 미서1 감마 스캐녕 그리고 기계적 특성 시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주

사 전자현미 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이 나 극미 소분석 기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 EPMA)로 핵종 분석과 파단면을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서

는 화학 분석 시험도 수행한다.

조직 시험은 연료나 피복관의 조사 가동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

를 저l 공한다. 예를 들면 연소 중에 얼어나는 결정립의 등축 성장이나 주상 결정

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자료는 연소 중에 연료가 도달하였던 최고 온도를 추정

하는데 활용된다.

캡슐 조사 시험에서는 연료와 냉각수가 접촉하지 않으므로 피복관에 수소화물

이나 산화물이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복관에 대한 조직 시험은 큰 의미가

없다. 그라나 발전용 원자로와 냉각재 조건이 유사한 루프에서 조사시키면 연료

봉과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므로 피복관에 수소화물과 산화물이 생성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소화물과 산화물 생성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피복관에 대한 조직

시험과 기계적 특성 시험을 수행하는데 가계적 시험으로는 연료와 피복관사이의

틈새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연료봉 압착 시험 등이 았다.

밀도 측정은 연소 중에 일어나는 연료의 고밀화와 팽윤(swelling) 에 관한 정보

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데， 연료의 고밀화와 팽윤은 연료봉의 크립 다운(creep

down)과 팽윤에 큰 영향을 준다. 한편 핵분열생성물의 재 분포 거동에 관한 정

보를 얻가 위해 반경 방향으로 미서l 감마 스캐닝도 수행하는데， 주로 연료봉 파

손 시에 유출되는 방사능과 그리고 연료와 파복관의 상호 작용에 큰 영향을 주

는 1-129 및 Cs-137의 반경 방향 분포도를 측정하고 있다.

연료 표면의 원소 분석과 표면 상태 관찰도 조사 거동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원소는 각각 자기 고유의 특성 X→선 에너지를 갖고 있으므로

시료에서 방출하는 다른 방사선을 피하면서 특성 X 션을 분광 분석하면 화학

조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료 표면을 2 차 전자상 또는 반사 전자상으로 관찰

하면 파단 상태， 석출물의 형성 그리고 가포 형성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았다.

나. 사용후핵연료의 핫생 시험

가압형 경수로의 경우， 핵연료에서 일어냐는 조사 거동을 보면， (1) 연료봉의 성

장과 휩， (2) 연료봉 낙하， (3) 연료봉의 크립 다운 (creep down) 및 팽윤， (4) 연

료봉의 산화 등 외적인 변화와 (5) 연료와 피복관의 상호 작용 (6) 연료의 고밀

화， 팽윤 빚 조직 변화， (7) 피복관의 수소화와 기계적 성절 변화 등 내적인 변화

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조사 거동은 연료의 성능과 건전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라므로 연료의 원자로 내 성능파 건전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조사 가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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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핫셀 시험을 수행하는데， 시험은 크게 연

료집합체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 시험 그리고 파복관에 대한 기계적 특성 시험

등으로 구분할 수 았다. 가압형 경수로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핫셀 시험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집합체 검사 및 해체

핫셀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후핵연료는 반감기가 작은 핵종의 방사능을

감쇠시키기 위해서 보통 3 개월 정도 발전소의 저장 수조에서 냉각시킨 후 핫셀

시설로 운반하여 조사후시험을 한다. 발전소의 저장 수조에서 핫셀 시설로 운반

된 사용후핵연료는 해체하기 전에 수조 또는 핫셀에서 연료봉익 성장， 휩 등 외

관 상태를 상세히 관찰한다. 그 다음 연료집합체를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전 감마

스캐닝 (gross \'← scanning)과 Cs-137 핵종을 감마 스캐닝 하여 집합체의 축 방향

연소도 분포를 개략적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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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의 연결 부위를 풀거나 또는 안내관의 슬라브(sleeve) 부위를 절단하여 상부

고정체를 연료 집합체에서 분라하는 해체 작업을 한다. 집합체가 해체되면 집합

체에 대해 수행된 시험 자료와 연소 이력에 관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상셰 시험

이 필요한 연료봉을 선정하여 집합체에서 인출한다. 이 때 집합체에서 연료봉을

뽑아내는데 소요되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소 중에 일어난 지지격자(grid)

의 스프링 힘이 완화된 정도를 평가한다.

(2) 연료봉 비파괴 시험

비파괴 사험은 파괴시험에 대한 경저l 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

하고 있다. 비파괴 사험은 핫셀 내에서보다는 원자로 운전 중에 연료봉의 건전성

검사 등에 더욱 적합하게 이용되며， 프랑스 등에서 가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핫셀에 서 수행하는 시 험 중 metrology, eddy-current defect test, eddy-current

oxide thickness measurement, \'-scanning 등이 대표적인 비 파괴 시 험 항목이

며， 최큰에는 g • tomography , video imaging, gas pressure 및 핵종의 분석에도

비파괴 시험을 이용하고 있다.

가압 경수로의 경우， 연료 집합체는 연료봉 배열에 따라 14x14형은 179 개，

15x15형은 204 개 그리고 17x17형은 264 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았는데， 개

개의 연료봉을 보면 조사 거동에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료봉이 정방형

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전제적으로 보면 조사 거동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집합체의 시험 결과와 그라고 연소 이력에 관한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보통 10% 정도인 20여 개 연료봉을 선정하여 비파괴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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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사험으로는 외관 검사， X션 검사， 치수 측정， 와전류 시험， 감마 스캐녕

등을 수행한다. 외관 검사， X션 검사는 120 。캡으로 3 방향에서 또는 90 。캡으로

4 방향에서 수행하며， 연료봉 치수는 2개 탐침 (probe)의 변위로부터 측정하는데

0 。와 90 。방향에서 측정한다. 그리고 변형이 섬한 부위는 연료봉을 회전시키면

서 10 。캡으로 원주 방향의 변형 상태도 측정한다. 와전류 시험은 전자유도를 이

용한 탐상법으로 조사 중에 연료봉에 생긴 미세한 균열이나 핀홀(pin hole)등 손

상을 탐상하기 위해 수행하는데， 탐상 코일로는 환상 코일 (encircling coil)과 프

로브 코일 (probe coil)을 사용한다. 이 외에도 연료봉의 산화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와전류 시험이 수행되는데， 이때는 프로브 코엘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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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Cs一137 핵종의 감마 스캐닝은 연소도와 연소도 분포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비파괴 사험이 완료되면 진공 장치 내에 설치된 레이저 빔 (beam)， 드릴 (drill) 또

는 텅스텐 핀 (needle)으로 연료봉에 작은 구멍을 뚫어 연료봉에 내장된 기체의

양을 측정한 다음 기체의 일부를 채취하여 질량분석가로 Xe 및 Kr을 정량 분석

하여 연료에서 유출된 핵분열기체의 양을 평가한다.

(3) 연료봉 파괴 시험

대부분의 비파괴 사험은 치수 측정이나 감마 스캐닝과 같이 자동화 작엽으로

시험 자료를 획득하므로 단기간 내에 비교적 많은 양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파괴 시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동 작업에 의해 시험 자료를 획

득하므로 시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파괴 시험에서는 비파

괴 시험과 같이 많은 양을 시험할 수 없다. 따과서 파괴 시험의 경우에는 비파괴

사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파괴 사험에 소요되는 시편의 수량을 가능하

면 축소시킬 팔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파괴 시험은 크게 연료 시험과 피복관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연료 시험으로는 결정립 성장과 기공의 소멸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한 조직 시험과 연료의 고밀화와 팽윤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밀도 측정

그리고 Cs, I 등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가동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미세 감마

스캐닝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펼요한 경우에는 주사전자현미경 (SEM)이

나 극미소분석기(EPMA)로 파단변을 관찰하는 동시에 핵종을 분석하며， 연소도

를 평가하기 위해 화학 분석 방법으로 Cs, Nd 등의 농도도 측정한다.

피복관에 대한 시험으로는 수소화물의 생성 방향과 산화 가동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조직 시험 조사 경화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경도 시험 그리고 피

복관의 수소 흡수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석 시험 등이 수행된다. 이 외에

가계적 특성 시험도 수행하는데， 기계적 특성 시험에는 압축 시험， 변형 사험， 파

열 시험 등이 였다. 압축 시험은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틈새 크기 (gap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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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기 위해 연료봉을 2-5 em로 절단하여 수행하며， 변형 사험은 연료를

제거시킨 피복관을 관(tube) 시편， 링 (ring) 시편， dogbom 시편 등으로 가공하여

수행하며， 파열 사험은 피복관 양단을 밀폐시킨 후 내부를 가압하여 수행한다.

경도， 연료봉 내면의 수소 농도 측정， SEM,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 EPMA, Knudsen cell mass spectrometer, porosimeter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rmal c1iffusivity 및 melting point의 측정 ,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SIMS) , energy dispersive system(EDS) , X

ray microanalysis, Auger spectroscopy, sublimation associated with

micro-milling 등이 몇몇 국가에서 고도의 가술로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EPMA는 연료 특성의 분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4) 가계적 특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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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수행되고 았으나， 고 방사선을 띄고 있는 연료의 취급 및 이들의 시험을 위

하여 더욱 가술개발을 하고 있는 시험 항목이다.

(5) 재 가공 기 술 (refabrication techniques)

한번 이상 조사한 핵연료를 재조사한다던가， 사용후핵연료를 핫셀 내에서 재가

공하는 기술이 이에 속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며， 특히 핫셀 내에서의 용접은 아무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도 조사한 연료 또는 재가공한 사용후핵연료의 on-line 계장조사에 초

점을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고 았다.

다. 핵연료의 사용 중 현장 검사

원자로의 정기 검사기간 중에는 연료 교체 및 노섬 내 연료의 장전 위치를 바

꾸기 위해 모든 연료를 원자로에서 수조(pool)로 옮긴다. 이 때 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조에서 사용 중인 연료를 검사하는데， 주목적은 연료봉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았다.

사용후핵연료를 핫셀 시설로 운반하여 수행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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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그라고 핫셀 사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발전소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용 중인 연료에 대한 현장 검사는 단기간에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핫셀 시험은 펼요한 경우에 극히 일부의 연료

에 대해서만 수행하는데 반하여 사용 중 면료에 대한 현장 검사는 연료의 건전

성에 대한 선뢰도를 높이가 위해 교체 연료 전량에 대해서 수행한다. 발전소 현

%



장에서 수행하는 교체 연료에 대한 검사에는 외관 검사， 시핑 검사(sipping test)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었는데， 시핑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이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행한다. 사용 중인 연료에 대한 현장 검사 방법을 간

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노섬 내 연료 위치를 바꾸기 위해 노섬에서 수조로 옮긴 연료 집합체는 수조

에서 수중용 바디오차메라로 외관을 상세히 관찰하면서 녹화하는데， 녹화된 영상

자료를 분석하면 연료봉의 성장， 휩， 낙하， 팽윤 또는 파손 등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가 얻어진다. 외관 검사에서 확인되지 못한 연료 집합체의 손상은 사핑 검사

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사핑 검사는 연료 집합체를 수조에 설

치된 진공 용기에 넣고 N2 가스를 순환시키면서 Xe-133 의 방사능 변화를 Na1

선틸레이션 계측기 (scintillation counter) 로 측정하여 연료봉의 파손 유무를 확인

한다. 시핑 검사는 연료봉에 관통 결함이 있는 집합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장

점이 았지만 개개 연료봉에 대한 파손 정보를 얻지 못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 한

편 초음파 검사법은 탐침 (probe) 을 집합체의 연료봉사이에 삽입하여 상하로 이동

시키면서 연료봉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개개 연료봉에 대한 관통 결함은

물론 관통 결함이 없어도 손상이 섬하게 일어난 연료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

이 았다. 그라나 시펑 검사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수중에서의 시험이므로

탐상 자료의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시핑 검사나 초음파- 검사의 주

목적은 냉각수의 방사능 농도가 높아지는 등 연료의 파손 가능성이 큰 경우에

연료가 유출된 손상 연료 집합체를 판별하는데 았지만 과거에는 사용 중인 연료

의 건전성에 대한 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중인 연료 전량이 대해 수행하였

다.

사용 중인 연료에 대한 사핑 검사나 초음파 검사는 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선

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그라나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체 연료

전량에 대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라므로 원자로 운전 중에 냉각수의

1-131 의 방사능 농도가 충분히 낮거나 또는 전년도에 비해 냉각수의 방사능 농

도가 낮아 연료 손상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료 전량에 대한 시핑 검

사나 초음파 검사는 생략하고 다만 외관 검사에서 득이한 현상이 나타난 연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추세에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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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 외 기술 수준 벼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성능 평가 기술

과 관련하여 국내 가술 수준을 간략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고방사성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무계장 조사시험 기술은 확보하였음.

O 고방사성 핵연료의 계장 조사시험 가술은 소결제 중섬 온도 측정 계장 조사

시험 기술까지 확보하였으며 향후 연료봉 내압 측정 소결처l 열팽창 측정을

위한 계장 조사시험 기술을 확보하여야 함.

O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특성 실험 및 결과 분석， 그리고 관련 물성 모델

개발 기술은 확보하였으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섣제 건식 재가

공소결체의 물성 측정을 위한 핫셀용 측정기기와 기반 시설 확보가 시급함.

O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원자로 내 거동 해석을 위한 예비 성능 평가 코드

(KAOS)는 개발하였으나 이 코드의 검증 자료 확보와 방법콘 개발에 주력하

여야 함

국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고방사성 핵연료("clirty fuel")의 성능 평가 관련 기술

현황으로는 현재 캐나다 NRU 연구용 원자로에서 수행한 3 개의 DUPle 핵연료

봉 조사 사험 정도이며， 관련 국외 기술 수준 빚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 평가 가술과 관련하여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경험은 본 과제와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인 개냐다가 상당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O 고연소도 핵연료 물성 특성 실험 등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모델 개발

기술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키고 있는 가술개발 과제

임.

O 핵연료 성능 평가 코드 개발 관련한 기술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원자력 선

진국에서는 20-30 년의 기술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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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하고자 하는 국내 기술 수준을 다음의 Table 2.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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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mparison of technology level for "dirty fuel" performance
evaluation (continued)

쾌기스E 수’순•
비교국

핵심 기술
명 1 단계 2단계

(’02- ’04) (’05- ’06) 랜

핵연료 설계 일본 60% 80% - 핵연료 성능 모델 개발 등의 기반

및 성능 해석 ONC) 기술은 확보한 상태이나， 코E 개발

기술 캐나다 능력 및 검증 자료 확보가 미흡한

(AECL) 상태임.

FEM 도구를 캐나다 60% 90% -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한 건전성

이용한 핵연료 (AECL) 해석 방법을 자체적으로

건전성 해석

짜

쉐듬-→、 개발하였으며， 2단계에서 이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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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핵바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빌J 과제는 5개의 분야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과제는 f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분야 과

제로서 단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2005년 - 2006년에 걸쳐 건식 재

가공핵연료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하나로 조사거동 해석， 그리고 하나로 조사

시험 및 조사후시험을 통한 건식 재가공해연료 성능 검증의 3개 세부 분야로 나

누어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제 1 절 건식 재가공 산화물 물성 특성 모렐 개발

1. 건삭 산화물 물성 특성 분석

가.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

천연 이산화우라늄에 핵분열 반웅 시 생성되는 여러 핵분열생성블을 대신하여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성분을 대체하여 모의 핵연료를 저l 조하였으며， 핵연료의

성능평가 주요한 인자인 물성특성(열팽창， 열전도도， 미세조직의 변화 둥 팔성애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분말 처리 방법에 따

른 성형밀도， 소결밀도， 미세조직의 변화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1) 연소도 별 모의 핵연료 제조

모의 핵연료 제조용 천연 이산화우라늄(U02)은 ADUCAmmonium Di-Uranate)

공정으로 제조된 분맞을 사용하였다. 핵분열생성물 종류별 물성특성 분석을 위하

여 건식 산화물 핵연료의 기준 조성으로 가압경수로에서 28 MWd!tU, 56

MWcl/tU, 112 MWd!tU 까지 연소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식 재

가공 소결체를 선정하였고， 이를 모사하기 위하여 ORIGEN-ARP 쿄드를 이용하

여 계산된 첨가물을 UQz 분말과 혼합하여 아래의 모의 핵연료를 제조하였다. 각

각의 모의 핵연료에 첨가된 표준 핵연료 구성성분은 Table. 3.1 .1에 나타

내었다

-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 :

SS10.6 wt%), SS2C3.2 wt%), SS4C6.5 wt%)

- 금속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료 :

MHO.54 wt%), M20.28 wt%), M4C2.56 wt%)

- 기준 조성 함유 모의 핵연료 :

R1C2.45 wt%), R2(4.9 wt%), R4(9.8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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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1 Compositions of Simulated Fuels

fission surrogate weight oxides(g) , 002 50g 기품

product s R1 R2 R4 SSl SS2 SS4 Ml M2 M4

5 1' SrO 0.0275 0.055 0.11 0.0275 0.055 I 0.11

Y Y203 0.0195 0.039 0.078 0.0195 0.039 0.078

21 21'02 0.L15 0.23 0 .4 6 0.115 0.23 0.46

Mo(jvleta l) M003 0.L14 0.228 0.456 0.114 0.228 0.456

Ru. (Tc) RU02 0.1335 0.267 0.534
0.133

0.267 0.534
5

Rh 0.0175 0.035 0.07
0.017

0.035Rh203 0.07
5

Pd PdO 0.055 0.110 0.220 0.055 0.11 0.22

Te TeOz 0.0205 0 ‘ 041 0.082 0.0205 II 0.041 0.082

Ba
BaC03 0.093 0.186 0.372

(BaZr03로 대체)

La. (Am) La203 0.0695 0.139 0.278 0.0695 0 ‘ 139 0.278

Ce , (Pu) CeOz 0.323 0.646 1.292 0.323 0.646 1.292

Nd. (PI', Sm) Nd203 0.2385 0 .4 77 0.954 0.2385 0 .477 0.954

total amount of the f. p. 1.2265 2.4 53 4.906 0.8135 1.627 3.254 0.32 0.64 l ‘ 28
48.773 47.54 45.09

49.1865
48.37 46.74

49.36U 002 49.68 48.72
5 7 4 3 6

(2) 물성 측정용 모의 핵연료 표준 제조 공정

(가) 분말처리

UOz 분말과 각각의 첨가되는 분말을 Tubular 장치를 이용하여 흔합하고

zirconia ball을 사용하여 l시간씌 2회의 milling 처리촬 하였으며， 분말간의 마찰

을 줄이기 워하여 윤활제로 약 0.2 wt%의 linc stearate를 첨가하였다. 매 2회의

milling 처 리 후 150um sieving올 10분긴· 실 시 하였다

(나) 성형

3 ton/cmz
의 성형압력윤 20초간 유지하여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다) 소결

소결조건은 1750 'C 에서 6시간 100 % Hz 환원분위기 승온 및 냉각 온도는

4 'elmin로 유지하였다.

(라)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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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된 사편의 조직사진 촬영을 위하여 4 % H(/Ar 운위기 하에서 다옴과 같

은 조건으로 thermal etching을 실시하였다. U02, 5S1 , S52, SS4, MI, M2, M4,

R1 : 1500 ·C 2시간， R2, R4 : 1550 ·C 2시간

이와 같이 확립된 모의 핵연료 표준 제조 공정올 Fig. 3.1 .1에 나타내었다

U02 분말 + 첨가물

o
Mixing

미
강

Milling

o
Mixing

G
Compaction

G
Sintering

o
Characteristics Analysis

챙
r
l

ln1
l
4

때
”””.mr‘껴U비뼈

T

I O.2wt% Zn stearate in
J Tubular, 30 min.

l자통 일축가압 성형 71 3 ton/cur , 20초

?

ι

H%msr
l

Lug
U℃

때
1,,*

F(owability , Density, Microstructure

Fig. 3.1 .1 Standard fabrication process of simulated fuel

냐.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특성

(1) 분말 특성

Dynamic miJJ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밀링 초기에는 겉보기 밀도와 성형밀

“
%



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밀령 시간이 증가할수록 최고점을 지나 감소하는 결과

륜 나타내었다‘ Turbular milling에 의해 분말처리 할 경우 밀링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유동도와 성형밀도가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나. U02 분말에 첨가되는 고

용체 성분의 양이 증가할수록 분말의 곁보기 받도와 성형밀도는 감소하였다.

Fig. 3.1 .2와 3.1 .3은 U02, 551 , S52 분말의 milling 방법 및 milling 시간에 따른

겉보기 밀도 변화J Fig. 3.1.4와 3 .1 .5는 성 형 밀도의 변화， Fig. 3 .1 .6과 3 .1 .7은 소

질밀도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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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형 특성

밀링 시간과 고용체 성분의 첨가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의 분말들에 대하여

성형압력이 높을수록 소결 믿도는 증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 tonlcm2 의 성형

압력을 20초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원하는 소결밀도를 얻기

위하여 첨가하는 기공형성제 (AZB)의 양올 결정하는 아래의 수식을 유도하였다

(Fig. 3.1.8 - Fig. 3.1.10).

Y( U02 ) = 97.99 - 2.91x

Y(SS1) = 97.18- 3.02x

Y(SS2) = 96.51 - 5.48x

Y(SS4) = 95.38-11.91x

여기서， Y=Relative density, x=AZB 첨가량을 나타낸다.

Fig. 3.1 .8은 AZB양에 따른 uen 와 55 series의 소결믿도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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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l) = 98.3 - 2.8x

yeAn) = 98.3- 2.8x

Y(λ14) = 98.3 - 2.8x

Fig. 3.1 .9는 AlB양에 따른 U02 .'2.l· M series의 소결밀도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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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1) = 96.08-1.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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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절밀도 변화뜰 나타낸다.

Y(R2) = 97.2 - 2.5x

ηR4) = 97.5 - O.984x

Fig. 3. 1. 10은 AZB양에 따른 UOz 와 R series의

v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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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10 Relative density of U02 and R series by
amount of ALl3.

흐득λd-. 。

UOz 분말의 소결밀도는 98.0%를 나타내었으며 dynamic milling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U02 분딴의 산화로 인하여 소겸밀도는 감소하였다.U02 분말에 고용

체 성분을 첨가하고 1시간 mIxmg 하였을 띠l 소결 밀도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매

우 불균일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밀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균일한 미세조

직을 나타내었으나， U02 분딸의 산화로 인하여 소결밀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최종적으로 UO~와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SSl， SS2, SS4)의 경우는

800 ·C 에서 2시간 소결 후 1750 ·c 에서 6시간 소결조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기

준 조성 함유 모의 핵떤료(Rl ， R2, R4)와 금속 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효(MI.

M2, M4)의 경우는 800 ·C , 900 ·C , 그리고 1000 ·C 에서 각각 2 시간 유지한 후

1750 ·C 에서 6시깐 소결조건쓸 확탑하였다. 이 경우 모두 4 ·C/min 의 숭온/냉각

온도를 유지하였디 소결후의 각각의 모의 핵연료에 대한 조직사진윤 Fig. 3.1.11

에서 Fig.3.1.20에 나타내었다.

I
J

(3) 소결



Fig. 3.1.11 Microstructure of DOz. Fig. 3.1.12 Microstructure of 5SL

_20 PI , ~ I ' 내 전’γ; flj，꾀 i'>~.~ _ 2'0 PI-- --- ~. ~ .... -
Fig , 3.1 .13 Microstructure of SS2. Fig. 3.1 .14 Microstructure of SS4.

Fig , 3.1.15 Microstructure of HI.

_ 20 PI

Fig. 3.1 .16 Microstructure of R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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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 ,.

Fig. 3.1.17 Microstructure of R4. Fig. 3.1.18 Microstructure of M1.

Fig. 3.1 .19 Microstructure of M2. Fig. 3.1.20 Microstructure of M4.

다. 모의 핵연료 제조 공정 조건

。l상의 공정 특성에 맞는 각각의 모의 핵연료 제조 공정 조건을 Table 3.1.2 에

나타내었다.

R

ω



Table 3. 1.2 Sintered Density Variation of Simulated Fuel according
Lo Milling Method, Milling Time, Amount of AZB and

Compaction Pressure

U02 55 1 S5 2 SS 4 MP 1 MP 2 MP 4 Ref 1 Ref 2 Ref 4

밀링방법 T.M

밀링시간 1 hr 2회

생형압력 3 ton/cm2

기공형성제양
1.0 0.28 0.14 0.07 1.0 1.0 1.0 0 .4 0.8 1.9(AZB wt%)

소걸밀도 95.22 95.06 95.6 95.38 95 ‘ 57 95.58 95 .45 95 .44 95.02 95.63

%



2. 열 물성특성 질험 자료 생산 및 특성 모형 개발

가.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열팽창 특성 분석

(1) 열팽창 기구

대부분의 고체 재료는 열올 가하면 팽창하고/ 냉각시키면 수축한다. 하나의 고체

재료에 대하여 온도의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l. -l
J 으= a/(1j- 감)， (3.1.1)

a ,= 않)(옳)

at= (숭)(쓸)

(3.1.2)

(3.1.3)

(3.1.4)

여기서， I。와 If는 온또를 T。에사 T(로 변화시낄 때 초기 상태의 길이와 변화된

길이를 각각 표시한다. 또한 a。와 a는 초기 격자상수(상온， 293 K)와 온도 T에서

의 격자상수를 나타낸다. 계수 CX ，는 열팽창 선형 계수 (]inear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라고 하며 이 계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

도를 나타내는 재료 성질이며 온도의 역수 ("C-1 또는 K 1)로 표현되는 단위롤

가지고 있다. 평균 염팽창 선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펀냐.

a= (숭)(향鍵)， (3.1.5)

물론 가열 또는 냉각 시 3차원적 부피 변화가 일어난다. 온도에 따른 부파 변화

는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L'I V _
----"r =cxvL'l T , (3 .1 .6)
%

여기서 t:> V와 V。는 각각 변화된 부피와 초기 부피룹 나타내고， αv의 값은 체적

계수이다. 많은 재료에서 G，o 의 값은 벼등방성을 나타낸다. 즉， cx ， 의 값은 측정하

는 검정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연팽창이 등1상적으로 일어나는 재료에서

는 CXv가 3CXl와 비슷한 값올 나타낸다，

다ι



원자적 관점에서 열팽창은 원자 간 평균 거리의 증가롤 반영한다. 이 현상은 고

체 재료에서 위치 에너지 대 원자칸 거리 곡선 (Fig. 3.1 .21 참조)을 살펴봄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곡선은 위치 에너지 끌 (potentiaJ energy trough) 모양

올 나타내고 있다.0 K에서 원자간 평형 거리 ro는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에 해

당한다. 보다 높은 온도(TI. T2, T 3, •••)로 계속적으로 가열시키는 것은 진동 에

너지를 EI, Ez. E3, ...로 높여 주고 있다. 한 원자의 평균 진통 진폭은 각 온도에

서의 골 너비 해당하며， 평균 원자간 거리는 평균 위치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

평 균 위치는 온도의 중가에 따라 ro, fl. r2;"로 중가한다.

열팽창은 온도의 증가에 따과 증가되는 원자 진동 진폭에 의하기보다는 위치 애

너지 골의 비대칭적 곡선애 의해 일어난다. Fig. 3.1 .2l(b)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칭적 위치 에너지 콕선에서는 진동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간 거리의 변

화가 없으므로， 열팽창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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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21 Potential energy versus interatomic 이stance

(a)

금속， 세라믹， 폴리머 등 모든 종류의 재료는 원자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위치 에너지 곤은 더욱더 깊어진다. 결과적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원자

간 거리의 증가는 보다 낮아져 작은 D:l 의 값올 보여 준다. 따라서 결합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녹는점은 높아지고 열팽창은 줄어든다.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열팽

창 선형 겨l 수의 값들을 Table 3.1 .3에 나타내었다. 온도 의존성을 살펴보면， 열팽

창 계수의 값은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이러한 열팽창 계수는 OK 근처에

서 특히 빠르게 증가한다. Table 3.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일반

적 끔속의 열팽창 계수는 5.0xl0 6 - 25x10-6ccr1의 범위에 걸쳐 나타나 있다.

어떤 경우는 온도 변화에 따라 부피의 높은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여이 1x lO-6 ('C r 1 정도의 값을 가지는 철-니 켈 합금과 철-코발트 합금 계

%



열플이 개발되었다. 이련 합금 중 하나는 파이렉스 유리(Pyrex glass) 와 접합된

합금에 온도 변화가 가해질 때 접합부에서 발생되는 열응력과 이에 의하여 일어

날 수 있는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세라믹 재료는 비교적 강한 윈자간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낮은

열팽창 계수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이 값뜩은 전형적으로 약 O.5xlO• 15xlO-6

rer l 범위에 걸쳐 있다. 정육번체 결정 구조로 이루어진 비정질 세라믹의 0:/은

둥방적인 값을 나타낸다. 그 외의 구조를 가진 세라믹의 경우는 비둥방성을 띠고

있다. 실제 어떤 세라믹은 가열시 어떤 ;설정 방향으로 팽창이 일어나고， 다픈 방

향으로는 수축이 일어나는 비등방성을 보이고 있다. 무기질 비정질의 경우는 팽

창 계수가 조성에 따라 변한다. 용융 실리카 (고순도 Si02 유리)는 지극히 적은

열팽창 계수인 O.5x lO-6("C r 1 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자 간 팽창

이 비교적 적은 변화를 일으키는 낮은 원자 충전 밀도활 용융 심리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용융 실리카에 불순물의 첨가는 팽창 계수를

증가시킨다

던ι



Table 3.1 .3 Thennal prooerties of various materials

Cp UI k L
Material

[('tTlxHTO)ψ β2-W/ν(jX10-II;μ!kg-/1ζf αι'm-KT

Metals
Aluminum 900 23.6 247 2.24
Copper 386 16.5 398 2.27
Gold 130 13.8 315 2.52
Iron 448 11.8 80.4 2.66
Nickel 443 13.3 89.9 2.10
Silver 235 19.0 428 2.32
Tungsten 142 4.5 178 3.21
1025 Steel 486 12.5 51.9
316 Stainless steel 502 ?• 16.0 16.3d

Brass (70Cu-30Zn) 375 20.0 120
Ceramics

Alumina (AJ203) 775 8.8 30.1
Beryllia (ReO) τ 1050d 9.0d 220e

Magnesia (MgO) 940 13.5d 37.7C

Spinel (MgAI20,1) 790
『←

7.6d IS.Oe"..-

Fused silica (Si02) 740 O.Sd
、 1

2.0C

Soda-Lime glass 」tt/ 4’ 840 9.0" 1.7e

‘
Polymers

Polyethylene '" 2100 60-220 0.38
Polypropylene

、κ
1880 80-100 0.12

Polystyrene
、、

1360 50-85 0.13
Polytclrafluoroethylene 1050 135-150 0.25(Teflon)
Phenol-formaldehyde 1650 ‘꺼t 68 0.15(Bakelite)
Nylon 6,6 _~1) 1670 89-90 0.24
Polyisoprene 220 0.14

a To convert to cal/g-K, multiply by 2.39x 10-4
; to convert to

Btu/Ibm-OF, multiply by 2.39x10-1

b To convert to(OFr 1

’
multiply by 0.56

C To convert to cal/s-cm-K, multiply by 2.39X 10-3 , to convert t。

Btu/ft-h-OF , multiply by 0.578
d Value measured at lOO·C
e Mean value taken over the temperature range O- lOOO·C

%



열팽창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거시적인(macroscopic) 방

법으로 시펀의 온도에 따른 길이변화룹 측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냐는 며시적인

(microscopic) 방법으로 중성자나 X-ray룹 이용-하여 옹도 상송에 따른 격자 상

수 (lattice parameter)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격자 열팽창 측정이 길이

변화 측정보다 적은 열팽창 값올 나타낼 것이다. 이는 격자 열팽창은 단지 원자

배열의 캡 증가만을 측정하고， thermal vacancy의 형성에 의한 팽창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격자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물질 고유의 열팽창찰을 측정할 수

있으며， 길이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펀내부의 결함(defect)， 불순불 뚱의 영향

이 반영왼 열팽창을 측정할 수 있다. Eshelby는 이론적으로， Balluffi와 SimrrlOns

는 실 험 적 으로 부피팽창(bulk expansion) , 6111과 격 자팽창Oat디ce expansion) , 6

ala의 차이를 밝혀 냈다. 즉， cubic crystal에서 열적으로 생성된 Schottky defect

가 두 가지 열팽창의 차이를 일으킨다. 결함 농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LJN/N=3(iJl/l- t1a/a) (3. 1.7)

또한 Boltzmann 관계식에 의해 온도의 함수로 다음과 갇이 나타낼 수 있다.

t1N/N=γ:Bexp(- Jtli1kη , (3.1.8)

(2) 건식 재가꽁핵연료의 열팽창 측정

(가) 선 열팽창 및 밀도

열팽창을 측정하는 방법 증 dilatometer 꽉 이용한 측정방법은 시편 내부의 갤합

(defect) , 불순물 등의 영향이 반영된 열맹창욱 측정할 수 있어 염팽창 측정법으

로 채택하였다. dilatometer로부터 측정된 열팽창은 다음과 같이 온도증가에 따른

시료의 길이 변화와 초기 시료 길이의 비로 나타내었다.

i1L I~' LT-l샤。
파(%)=~쪽x 100 , (3.1 .9)

여기서 6L는 시료의 길이변화， I지는 시료의 초기길이 J LT는 온도 T(K)에서의 길

이 I L2!JR은 온도 298 K에서의 길이를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열맹창에 미치는 핵분열생성물의 종

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UOz 기지에 고용체를 형성하는 핵분열생성

불과 금속석출물올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불 그리고 이들 모두한 포함하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얻팽창을 각각 측정하었다. U02에 첨가한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연소노 3 at%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 내 존재하는 핵판열생성똘의 잉:플 기준

모의 핵연료의 기존 조성으로 하였다. 이중에서 고용체들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

이 포함되어있펀 모의 핵띤료를 SS, 금속석출블윷 형성히-÷:- 핵분열생성불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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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있는 모의 핵연료를 M, 그리고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기준 모의 핵연료를

R로 표기하였다. 연소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준 모의 핵연료(SSI ， Ml ,

Rl)내 핵분열생성불 양의 2배 (6 at% , SS2, M2 , R2) , 4배 (12 at%, SS4, M4 , R4)

의 양을 첨가하여 연소도에 따른 영향도 분석하였다. 이틀 열팽창 자료를 이용하

여 온도에 따콘 년도 변화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내었다.

fL씨n。 \3
p(T) = ρ(298) I챙 , (3.1.10)

여기서 peT)는 온포 T (K)에서의 별도， p(298)는 온도 298 (K)에서의 밀도， LT

는 온도 T(K) 에서의 길이， L298은 온도 298 K에서의 길이룹 나타낸다.

(나)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과 밀도

Fig. 3. 1. 22는 고용채를 형성하논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되어 있는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을 U02와 함께 냐타낸 것으로 UO:!의 열팽창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또

한 고용체의 양이 많을수록 열팽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 .23은 열팽창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고용처} 힘-유 모의 핵연료의 온도에

따펀 말도 변화릅 U02와 같이 나타낸 것으로 빌도 감소가 UOz의 밀도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아래 식은 고용체가 포함되어 있는 모의 핵연료의 온도에 따

른 열팽창파 밀도 변화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의 연팽창 모델

<SSl , 3 at%>

쁨=- 9.418 X 10- 12앤+ 1.748 X 10- 7함+8.604X10- 4 T-O.293 (3 .1 .11)

<SS2, 6 at%>

dl
고=- 5.453 X 10- 12연+1 잃3 X 10- 7 r+8.594 X 10- 4T- 0.2911 (3 .1.12)

<SS4, 12 at%>

뽕= 5.548 X 10- 11연+2.000x lO- 8얀+ 1.029 X 10- 3 T- 0.335 (3 .1.13)

- 고용체 한유 모의 핵연료의 밀도 모델

<SSl , 3 at%>

- 60 -



L=4.606X10- 13연-4.846 X10- 9연- 2.613 X10- GT+ 1.009 (3.1.14)
PO

<SS2, 6 at%>

£=3.755XlO- 13 1녕- 5.168 X10- 9 션- 2.608 X10- 5 T+ 1.009 (3.1.15)
PO

<SS4, 12 at%>

£=-1.399 X10- 12맘- 3.206 X10- 10얀-3.109x lO 5T+ 1.010 (3 .1 .16)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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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22 Theπnal expansion of simulated fuel with sol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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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23 Density variation of simulated fuel with solid
solution.

(다) 금속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과 밀도

Fig. 3 .1 .24는 감속석출볼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불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핵연

료의 열팽장을 U02와 함께 나타낸 것으로 핵분열생성물의 양과는 관계없이 같

은 값올 보여주고 있다.

Fig. 3.1 .25는 U02와 간이 금속석촬불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핵연료의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룹 나타낸 깃으로 믿도변화 역시 U02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래

식은 금속석줍플이 포함되어 있는 모의 핵연료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과 밀도 변

화모텔블 나타낸 것이다.

- 금속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 모델

<Ml, 3 at%>
dl
τ~ =-7.306 X 10- 12현+ 1.821 X 10- 7쉰+8.075XI0- 4 T-O.275 (3.1.17)
"0

<M2 , 6 at%>

쁘= 2.731 X 10- 11연+ 8.367 x 10- 8r+ 8.907 x 10- 4T- 0.296 (3.1.18)
"0

<M4 , 12 at%>

쁘= 4.010 X 10- 11연+4.782 x 1O- 8 r+9.201 x 1O- 4 T-O.299 (3 .1.19)
ι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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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석출불 함유 모의 핵연료의 밀도 모델

<Ml , 3 at%>

L= 4.114 X 10- 13 연- 5.141 X 10-- 9 깜- 2.449 X10- 5 T+ 1.008 (3.1 .20)
PO

<M2, 6 at%>

죠=-6.090 X 10- 13맨-2.239Xl0- 9얀- 2.695 X10- 5 T+ 1.009 (3 .1 .21)
PO

<M4, 12 at%>

L=_ 9.878 X 10- 13 연-1. 178XI0- g깐-2.782X lO- 5 r十 1.009 (3. 1.22)
ρ。

2.00

1.50

컨)

격1.00
-'
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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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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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ThennaJ expansion of simulated fuel with metallic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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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25 Density variation of simulated fuel with metallic
preCIpitates

(라) 연소도에 따콘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과 밀도

Fig. 3 .1 .26은 고용체와 금속석출불 모두를 함유하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팽

창을 U02와 힘·께 나타낸 것으로 U02의 열팽창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Fig. 3. 1.27은 고용체와 금속석출꼴 모누를 한유하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온도

에 따른 밀도 변화를 U02와 같이 냐타낸 것으로 띨도 감소가 U02의 밀도 감소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아래 식은 고용체와 급속석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과 밀또 변화 모델을 냐타낸 것이다.

-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 모델

<RI , 3 at%>

쁘= 1.0따 X 10- 10앤- 8.589 X 10- 8얀+9.800x lO- 4 T-0.304 (3 .1.23)
‘0

<R2, 6 at%>

쁨= 1.4;)3 X 10- 10 연-2.272X10-깎1.124 X 10- 3T- 0 싫3 (3.1 강)

<R4, 12 at%>

캘= 1.684 x 10- 10T~ 2.994 X 10- 7 연+1.233XI0- 3 T-0.374 (3 .1 .25)

- 기준 모의 핵연료의 밀도 모델

<Rl. 3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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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2.626 X 10- 12선+ 2.383 X 10- 972- 2.928 X lO- GT+ 1.009 (3.1 .26)
PO

<R2, 6 at%>

!!.....=- 3.758 X 10- 13연- 2.622 X 10- 9얀- 2.839 X 10- 5 T+ 1.010 (3. 1.27)
PO

<R4, 12 at%>

요=- 4.569 X 10- 12연+8.582 X 10- 9연- 3.669 X 10- 5 T+ 1.011 (3.1 .28)
%

2.00

1.50

(
s、

“‘
읍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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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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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Thermal expansion of reference simulated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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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Densitv variation of reference simulated fuel.

(마) 열팽창과 밀도에 미치는 핵분열생성물 및 연소도의 영향

Fig. 3.1 .28은 고용체， 금속석좁둡 그러고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올 비교하

기 위하여 U02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금속석출물을 함유하는 모의 핵연료와

U02의 열팽창은 거의 같게 나타녔으며， 고용체함유 모의 핵연료와 기준 모의 핵

연료의 연팽창은 같게 나타났다.

Fig. 3. 1.29는 고용체 합유， 급속석줍룹 함유 그리고 기준 모의 핵연료의 온도

에 따른 밀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U02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밀도 변화 역

시 금속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료와 U02의 밀도 변화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

며， 고용체와 기준 모의 핵연료의 만도 변화 또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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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28 Thermal expansion of simulated fu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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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29 Density variation of simulated fuel.

Fig. 3.1 .30은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에 미치는 고용체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즉， re는 고용체 힘-유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과 UOz 열팽창과의 비를 나타낸 것으

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다=

(dlllo)센nIl떼

(때Ilo ) uq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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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의 경우 Te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고용체의 양이

많올수록 증가하는 것￡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이 U02에 고용되면

서 결합력을 떨어뜨려 열팽창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모의 핵연료

의 융점이 UQz의 융정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된다.

Fig. 3.1 .31은 모의 핵연료의 밀도에 미치는 고용체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즉，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의 일도(Psimfuel)와 uOz 별도(PU02)와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P.~irnJTlel
(3.1.30)

d- PU~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의 경우 frl 값이 l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고용체의 양이

중가할수록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멸도감소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부터 U02 기지내의 고용체가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로 판단된다.

Fig. 3. 1.32는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에 미치논 금속석출물의 영향올 나타낸 것

으로 금속석출물의 양에 관계없이 re 값은 고온에서 l에 가깡게 나타났다. 이는

금속석출팔이 U02의 결정립계에 존재하며， 기지의 결합력에는 전혀 영향올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1.33은 모의 핵연료의 밀도에 미치는 금속석출물의 영향올 나타낸 것으

로 fd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보부터 금속석플물이 모의 핵연료의 밀도어l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1.34는 금속석출물과 고용체가 모두 함유되어있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팽창에 미치는 영향윷 나타낸 것으로 fe 값이 l보다 크게 나타녔다. 이는 기준

모의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고용체의 영향요로 U02 기지의 결합력을 떨어뜨려

열팽창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 .35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밀도에 미치는 불순물의 영향올 나타낸 것으

로 fd 값이 l보다 낮게 나타냥다. 또한 온도가 증가할수록 밀도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 모의 핵연료 내의 고용체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68 -



1‘ 20

1.10

@

‘-

1.00

i i i
F• i - - “ ‘ ... ... ... ... ...

-------------‘
•
------------ -r- .881

.882

... 884

0.9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Terrperature/K

Fig. 3. 1.30 Thermal expansion ratio of simulated fuel with solid
solu tion and U02.

~ 1.00

.881

.S82

... SS4

0.98

~~ ~ ~1~1~1~1~1~

Terrperature/K

Fig. 3.1.31 Density ratio of simulated fuel with solid solution
and U02

%



.M1

e M2

&M4

• &
• i , ‘ ... ... ... - - ‘- . . . ... ..

0.9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 600 1800
Terrperature/K

1.10

1.20

1.00

@

‘-

Fig. 3.1 .32 Thennal expansion ratio of simulated fuel with
metallic precipitate and DOz.

덴웹
~ 1.00

0.98

200 400 600 800 1000 • 200 1400 1600 1800

Tel'l'lJerature/K

Fig. 3.1.33 Density ratio of simulated fuel with meta lJ ic
precipitate and UOz.

- 70 -



.R1

i

.R2

• •
• i ‘R4 -

‘• ‘• • i iii..‘ A A A A A

• : : I I I • • • • 톨I I • • • • •

0.9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Terrperature, K

1.00

1.20

• .10

@

‘-

Fig. 3.1.34 Thermal expansion ratio of reference simulated fuel
and U02

1.02

I .SS2 I

I e M2 I
I A R2 I

~ 1.00

0.98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 800

TerrperaturelK

Fj~. 3.1.35 Density ratio of reference simulated fuel and UOz.

- 71 -



냐.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열전도 특성 분석

(1) 열전도 기구

열전도는 에너지 평형을 위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에너지의 이동을 의

미한다. 열전도율은 열올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득정짓는 재료의 성질올 의미한

다.

(가) 금속의 열전도

Q__ , aT
τ= q= -kT-， ψ'1m

2 (3 .1 .31)
fi dX

여기서 Q(w)는 열전달양， A(m2)는 단면적， q(w/m2)는 단위면적당 열전달 양，

k(w!m-K)는 열전도도 T(K)는 온도 x(m)는 거리를 나타낸다.

열에너지는 고체 내에서 격자진동파(phonon)와 자유전자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전달된다. 열전도도는 일반적으로 다음파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k= 하+ke (3. 1.32)

여기서， kl과 kξ는 각각 격자 진통 열전도도와 전자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포논 또는 격자파와 관련된 열에너지는 포논의 이동 방향으로 이동된다. 포논에

의한 열전도는 온도 구배가 있는 물체 내에서 높은 온도 지역에서 낮은 온도 지

역으로 포논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전자 열전도도는 지-유전자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열적 평형 상태의 재료가

외부섣부터 열을 받게 되면 자유 전자들은 열에너지괄 얻어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운동에너지로 나티-난다. 높은 운동에너지를 갖는 자유전자가 낮은 온도 영

역으로 이참하떤서 열을 전단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는 포논 또는 다른 결정 결

합과 충볼하여 얻부 에너지를 원자들 자신에게 전달시키게 된다(진동 에너지 전

달). ke는 자유 전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열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커진다.

고순도 급속에서는 열전딸에 pl 치는 전자 가구의 효과가 포논 기구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포논만큼 쉽게 산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속온 열전도에 참여하는 비교적 많은 자

유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열전도체이다.

순수한 금속은 자유 전자에 의하여 전기 전도와 열전도가 이루어지므로， 두 가

지 전도촬은 Wiedemann-Franz법칙에 의하여 다음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고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k
L=~ (3 .1 .32)

aT

여기서 0는 전기 전도도， T는 절대온도I L은 상수이다. L의 이론적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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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x lO-8 Q-W.α(2은 열에너지가 자유 전자에 의하여 이동되는 경우， 모든 금속

에 대하여 똑같은 값을 갖고 온도에 무관하여야만 한다.

불순물이 첨가된 합금 금속은 열전도도가 감소한다. 그 이유는 불순물 첨가 시

전기 전도율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고용체에서 불순불 원자들은 산란 중심체로

작용하여 전자 운동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강은 합급되어 있

는 원소들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전기전도와 열전달에 대하여 저항성이

크다

(나) 세라믹의 열전도도

비금속 재료는 자유 전자가 적기 때문에 열 절연체이다. 그러므로 포논들은 열

전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즉， ke의 값은 kl보디- 훨씬 작은 값올 나타낸다.

포논은 자유전자만큼 열에너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격자 결함에 의

한 포논의 산개가 자유 전자의 경우보다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상온에서

의 열전도율은 대략적으로 2-20 W/m-K 범위내에 존재한다. 유리 및 다른 바정

질 세라믹은 결정질 세라믹보다 전도율이 낮은데， 이는 원자 구조가 매우 불규칙

적이고 무짐서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격자 진동의 산개가 온도의 중가에 따라 보

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격자 진동의 산개는 온도가 높이-질수록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부분 세라

믹 재료의 열전도율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한다. 적외선 복사열의 상당량

이 푸，맹한 세라믹 재료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율-은 보다 높은 용

도에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리한 과정에 대한 효율은 온도 증가에 따라 커진

다.

세라믹 재료 내에 존재하는 기공은 열전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공 분율의

증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열전도율올 감소시킨다. 실제적으로 열 절연어l 이용-되는

많은 세라믹들은 다공성으로 되어 있다. 기공(pore)을 통한 열전도는 보통 느리

게 진행되며 비효율적이다. 보통 내부에 존재해 있는 기공들은 공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기는 매우 낮은 열전도융， 즉 약 O.02W/m-K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기공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체 모임은 비교적 비효율적으로 발생한다.

(2) 열전도도 모델

(가) U02 핵연료의 열전도도

이산화우라늄의 열전도도는 1900 K 까지는 온도증가에 띠라 감소하다가 그 이

상의 온도에서는 다시 상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온도에서는 잊반 세라

믹 재료와 갇이 포논에 의한 열전달이 주로 이루어지며 온도 증가에 따라 격자

결함이 증가하고 이 경함에 의한 표논의 산개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전도도가 감

검



소한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가전자대 (valence band)의 전자가 열에너지를 얼어

전도대<Conduction band)로 전이되고 이 전자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열전도노가 증가한다. 따라서 UOz의 열전도도는 포논에 의한 열전달올 냐타

내는 hyperbolic 항과 polaron에 의한 exponential 항으로 다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 =→듬 +룹cxp (- 걷) (WI:미 K) (3. 1.32)

U02 핵연료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1) Harding 및 Martin 모델

k= 1 ι 4.715x 109
( 16361'

0.0375+ 2.165xI0 ·1 T T r exp~- -----r-) (3. 1.33)

여기서 첫째 항은 포논에 의한 열전달， 둘째 항은 small polaron에 의한 열전달

을 나타내는 것이다.

2) Washington 모델

k= 1 ‘ + 83.0 X 10- 12 연
0.035 + 2.25 x 10- • T

(3 .1 .34)

여기서 첫째 항은 포논에 의한 열전달， 푹째 항은 고온에서 열복사에 의한 열전

달올 의미한다.

3) Brandt 및 Neuer 모델

k= 1 __ ., _ + 11.2X10- 2 1e(-1.18/ i<un _4.18x 1Q5e(-3.29/knl1 (3. 1.35)-2 'TI.(-1.18/i<uη 5J-3.29/knη

0.0439 +2.16 x 1O- 4 T

여 기서 kR는 Boltzmann 상수(8.6144XIO-5 eV K-1 )이다. 첫째 항은 포논에 의한

열전달， 똘째 항은 전자 전도에 의한 열전달， 셋째 항은 고온에서 전위

(dislocation)에 의한 열전달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4) Ainscough 모델

k= 9.851 - 8.803 x 10- 3 T+ 3.301 x 10- 6 얀- 3.727 X 10- 10선 (3.1.36)

A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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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illeen 모델

k= (0.0375 + 2.165 x 10-4η-i +3 861 × 1o- 3%( iuJ) (3. 1.37)

6) MATPRO 모델

k= (0.04378+ 2.294 x 10‘4η-) + 1.429 X 1O- 2e(-1.867X10-
3
)T (3.1 .38)

7) Fi띠〈 등이 체안한 모텔

For T 으 2670 K

k= 0.06834+ 1.6693 x 10- 4 T+ 3.1886 x 10햄t l + 0.12783 T) 펠) (3 l 39)

k= 4.1486- 2.2673 x 10- 4 T (3. 1.40)

For T ~ 2670 K

(나) 조사 U02 핵연료의 열전도도

일반적으로 조사된 UQz 연료의 열전도도는 다음과 같은 인자들-의 영향올 받

는다.

- solid fission products - dissolved and precipitated

- pores and fission-gas bubbles

- deviation from stoichiometry

radiation damage

- circumferential cracks

이와 같은 영향 인자를 기초코 하여 열전도도률 나타내변 다음과 같다.

]{=~d~r，l<;p찍x~，·Ko (3.1.41)

여기서

Ko: 조사되지 않은 U02 핵연료의 열전도도

KId the effect of the dissolved fission products

KiP : the effect of precipitated solid fission products

K2p the modified Maxwell factor for the effect of the pore and

fission-gas bubbles

K3x -= 1 no deviation from stoichiometry under NOC

~T : the effect of radiation 때nage

乃



1) Olander 모델

Olander에 의하면 ionic solid의 열전도도(Ks )는 phonon으로 구성된 고체로 가정

하여 다음 식을 유도하였다.

1 "dH"
1+(+)(-，，'수)en" dt

κ= ‘” (3 .1 .42)

여기서

Hex Energy expended in fanning the equilibrium number of point defects at

temperature T , (in Joules)

Cva Constant value of the heat capacity at temperature below 2100 K

(Joules/K)

T : Temperature, A=10.8 cm-deg끼N， B=0.022cm/W for fu l1y dense DOz.

2) Lucuta 모델

FRAPCON 코드에서 우라늄 산화물(urania)의 영전도도는 Lucuta 모델을 사용하

였다‘

여기서

FD : Effect of dissolved fission products

FD= 4::r+꽃낌없때 1 π
얘 소τ::-+옳E

Cl=1.09, C2=0.0643, B: 연소도 (at%), T: 온도 (K)

K = 1~ • FD • FP • FM· FR (3.1.43)

(3 .1 .44)

FP : Effect of precipitated fission product

CB 1
FP= 1+ _ . _ ~ t I

C경 - qB _. (T- C경 1
lTeXp\--감기

C)=0.019, Cz=3, C3=1200, C4=lOO

(3.1.45)

FM : Effect of porosity

1-P
Flvf= ----,-

l+(s-l)P
(3. 1.46)

t

ω



p: 기 공도(porosity)， s: shape factor 0.5 for spherical pores)

FR : Effect of radiation

C
R=------:

T- α

l+exp-각二

CI =0.2 ,C2=900, C3=80, T: 온도 (K)

1<.0 : Conductivity of unirradiated urania(W/m-K)

K;- 1 .쩍 η 다
--~-， ..，~._-

。 - q + 다T ’ T융 LιJ.J T

Cl = 0.0375, C2 "'2.165x 109, C3 =4.715 x l09, C4 =16361

(3.1 .47)

(3. 1.48)

3) Harding 및 Martin 모델

이들은 Washington, Brant와 Neuer, Ainscough 및 Killeen 식 을 기초쿄 하고 기

공의 영향을 포한하여 모델령을 하였다.

κ = κ。 (1- 껴 )(1- P2 - P3 )2.5(1-건 -P5)35

여기서

PI = large sphelical pores (greater than 5μm)

P2 = small spherical manufacturing pores (less than 5μm)

P3 = small spherical intragranular gas bubbles or pores

P4 = lenticular grain face bubbles or pores

그들이 정리한 열전도식은 다음과 같다.

一 It \_1 4.715 X 109 -16361
κ=(0.o375+2165× 10 4) 1+ T깅 exp( ~::V~)

여기서 K = Wm lK l, T = 옹도(K) ， % 갈확실도 :: (-3.9+0.0061 T)

(3)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열전도도 측정

(가) 열천도도

(3.1.49)

(3.1 .50)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핵분열생성물의 종퓨에 따끈 영향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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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위하여 U02 기지애 고용체룹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불과 금속석출불플 형

성하는 핵분열생성불 그리고 이들 모두를 함유하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확산

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열확산도 자료， 밀도 변화 자료 그리고 비열 자료를 이용

하여 열전도도를 계산하여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핵분열생성불의 영

향을 분석하였다.

λ =px o: x 강

여기서 p는 밀도， n논 열확산도， Cp는 비열을 나타낸다.

(3. 1.51)

(나)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

Fig. 3. 1.36은 고용체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를 나타낸 것으로 고용체의 양이 많을수록 열전도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37은 열전도도의 역수인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의 열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고용체의 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냐

타났다. 아래 식은 고용체가 함유되어 있는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 모델을 나타

낸 것이다.

-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효의 열전도도 모델

<SSl , 3 at%>

A" ," = J: 1
Sf;η - R - 8.997x lO- 2 + 2.187x lO- 4 T

(3.1 .52)

<S52, 6 at%>

A" l'> = 추 - -- " 1
SS2 - R - 1.298x lO- 1+ 2.210xI0- 4 T

(3.1.53)

<SS4, 12 at%>

λ l · 1- -
SS4- R- 2.374x lO- 1 + 1.849XIO- 4 T

(3.1.54)

(다) 금속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

Fig. 3.1 .38은 금속석출불 함유 모의 핵연효의 열전도도를 나타낸 것으로 금속

속출물의 양이 많을수록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39는 열

전도도의 역수인 열저항을 나타낸 것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금속석출

물의 양이}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식은 금속석출물이 함유되

어 있는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개



- 금속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료의 열천도도 모델

<MI , 3 at%>

λ = 1 = 1-
J1!fl R 3.766xI0- 1+2.281XI0- 4T

<M2 , 6 at%>

A 1 1- -
M2- 효 - 3.838x10- 1 + 2.104x10- 4T

<M4, 12 at%>

λM4- 효 4.013 X10- 1 + 2.095 X10- 1T

(라) 연소도에 따콘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

(3.1.55)

(3.1,56)

(3.1.57)

Fig. 3.1.40은 고용체와 금속석품물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선도도를 나타낸 것으로 핵분열생성물의 양이 많을

수록 열전도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1.41은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7<J 향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고용체의 양이 많을수똑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식은 고용체

와 균속석출물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 모텔을 나타

낸 것이다-

-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 모델

<Rl , 3 at%>

,\", = -~ = 、 l
R1 - Ii - 9.146x lO- 2 + 2.156x lO-4T

<R2, 6 at%>

,\m = 용 - I 133 × 10-IJ2 064 × 1o-4T

<R4, 12 at%>

λ = 1 - 1
-~

R4 - R 1.814x10- 1 + 1.946xI0-4T

재

(3.1 .58)

(3.1.59)

(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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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열전노도에 미치는 핵분열생성물 및 연소도의 영향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핵분열생성물의 영향을 나타내는 인자를 다음

과 같이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와 UOz의 열전도도의 비로 정의하였다.

Asinψ‘el (3.1.61)
λ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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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simfueJ은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며 ， Auo，는 UOz의 열전도도륜

나타낸다.

Fig. 3.1.42는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고용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 열전도도와 UOz 열전도도의 비플- 나타낸 것이다.

kid 값은 l이하이며， 고용체의 양이 증가할수록 kid 값이 떨어지며， 온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고용체는 모의 핵연료의 열전노도를

떨어뜨리며， 이는 세라믹재료의 주요 열전도 기구인 포논의 이동이 고용체로 인

해 산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도증가에 따라 그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온도 증가에 따라 자유전자에 의한 열전달이 활성화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Fig. 3.1 .43은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금속석출물의 영향블 분석하기

위해 금속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료 열전도도와 UOz 열전도도의 비를 나타낸 것

이다. kid 값은 l이상이며， 고용체의 양이 증가할수록 kid 값이 증가하며， 옹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금속석출물은 모의 핵떤료의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며， 옹도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1.44는 고용체와 금속석출물이 함께 함유된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전도

도와 UOz 열전도도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kid 값은 1이하이며， 불순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kId 값이 감소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준 모의 핵연료의 열진도도에 고용체와 감속석출물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체의 양보다 끔속석출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에 kId 값이 1보다 작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1.45는 고용체함유， 금속석출물 함유 그리고 이둡 모두를 함유하고 있는

모의 핵연료의 kid 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 모의 핵연료의 kid 값은 고용체 함

유 모의 핵연료의 kid 값에서 금속석출물 합유 모의 핵연료의 kId 값을 더한 만

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모의 핵연료에 금속석출물을 형성하는

첨가물을 추가할 경우 열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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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팽창 측정기기의 불확도 평가

(1) 시스템교정 및 결과

핵연료의 불성특성 자료생산 및 모델 개발은 핵연료의 노내 건전성평가， 원자

로의 설계 및 운전， 샤용후해연료의 저장， 처분 및 안전성 평가 퉁에 꼭 펼요한

기초자료이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와 모델을 이용하여야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성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는 용도 및 물성 치 둥을 동시

에 측정할 수있는 복합펀 장비로서 시스템의 교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

적서가 첨부된 표준물질윤 이용하여 물성특성 평가를 위한 측정 시스템의 교정

을 수행함으로써 생산된 물성 자료의 불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물성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

하기 위해 반복측정을 통한 A형 불확도 산출과 시스템 교정올 통한 B형 불확도

를 평가하였다 U02 핵연료 열팽창 측정기의 정확도를 입증하기 위해 주기적으

- 시스템의 교정을 시행하였다. 시스템 교정은 시편의 길이를 측정하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의 교정 시험 초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시편의 온도를

측정하는 열전대의 온도 교정 및 열팽창 측정의 정확도로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

는 교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의 교정

열팽창 측정을 위해서는 시험 전 길이플 측정하는데 이때 길이 측정을 위한

장비의 괄꽉도， 길이 뜩정에 따륜 불확도가 존재하게 된다. 그중 길이를 측정하

는 버니어 캘리퍼스의 불확도는 한국 교정시험인정기구에 의뢰하여 교정한다. 본

과제에서 사용하는 길이 측정용 버니어 캘리퍼스는 Mitutoyo(l50 rom/O.01 rom)
에서 생산한 장비로써 기기변호는 0034771 이다. 내.외측 버니어캘리퍼스의 jjL정

철차서 (HPMIL-IO) 에 따라 교정하였으며， 측정표준의 소급성은 한국표준과학연

구원으로부터 SI 단위로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기를 사용하여 교정되었다. 교정에

사용된 장비는 Chech Master로서 MiLuLoyo(lOOO mm)사 제품이다 본 장비의

교정은 한곽 교정시험인정기관인 헨대정밀기기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았으며， 교

정결과는 불확도 11 l.lill (k=2.52, CL: clir 95 %)를 나타내었다 다음 Table 3.1.4
는 길이 교정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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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4 Calibration results of digital califers

외 등.，르 내 -;-z1

지시값(mrn) 보정값(mm) 지시값(mm) 보정값(rom)

0 0.00 30 0.00

30 0.01 50 0.00

50 0.00 90 0.00

90 0.01 150 0.00

150 0.02

불확도 : 11 llm (k=2.52, CL: dir 95 %)

(나) 온습도계의 교정

사험전 실온의 측정과 시편의 초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는 미국의

OREGON사에서 제작한 디지털 온습도제로서 모넬번호는 J13913Roj 다-

。 측정기

- 풍맹 : 온도계

- 제작회λ} 및 형식 : OREGON

- 기기번호 : 03A03

。 교정일자 : 2005.01 .12

。 교정 환경 : (23±2)·C

O 상대습도 : (50±20) % R.H.

。 교정방법

C-20-1-0090-2003에 기술된 방법으로 교정하였음.

。 교정에 사용된 표준기의 소급성

Digital Thermometer : H.S 1502, SIN : 77976

Test Chamber : Tenny 20, SIN : 24521-04

。 교정결과

기준값 지시값 보정값 비고

10 11 1

20 20 o
29 29 O

불확도 : 확장불확도 : 1.0 ·C , 신뢰수준: 95 %, 신뢰계수 (k)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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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도 교정

시스템의 온도는 열전대에 의해 측정되며， 이의 보정을 위해서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교정한다. 즉， 융점을 알고 있는 고순도 표준물질을 push rod와 스토퍼

(stopper) 사이에 장입하고 열팽창올 측정한다 일정한 승온 속도로 표준물질올

가열하면 표준물잘의 융점 (on-set point)에서는 급격한 길이 감소가 일어난다. 이

런 온도에 따른 길이 감소 데이터가 줘퓨터에 저장되며 이 데이터갈 이용하여

표준물질의 융점 온도를 구한다. 약 6 종류의 표준둡질을 이용하여 구한 융점과

표준물질의 고유 융접과 비교하여 보정한다. 보정은 Netzsch사에서 제공한 프로

그램올 이용하여 보정 값올 계산하고 이 값을 적용한 온도 교정파일을 열팽창

측정 시험시 이용한다. 다음 Table 3.1 .5는 온도보정을 위해 측정한 표준물질의

융점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1 .46은 순수불질의 on-set point를， Fig. 3.1.47은 온

도교정 시험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emp. nom Temp. expo Mathmatical Ternp. corrected
Substance

CC) rC) Weight (g) rC)
i ’ /In 156.8 155.4 10.000 157.5

I

Sn 231.9 225.6
j

1.000 '227.7
」서

“ I'
F

Zn 419.6 407.7 Ir/ 1.000
“、

409.8

Au 1064.2 1071.1
·•

1.000 1072.6

Ni 1455.0 1452.1 1.000 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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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템 교정

본 과제에서 운용하고 있는 열팽창 측정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물

질을 이용하여 열팽창을 측정한 후 표준불질의 열팽창과 ul 교하여 자체 교정을

수행하였다. 세계적으로 1600·C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인증된 열팽창용 표준물질여

없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자체 교정을 위해 사용된 표준물질은 Netzsch사에서

제공한 알루미나(Ab03)이다. 교정방법은 핵연료 열불성 시험지침서 (TCI-TP-Ol ，

02)에 따르며， 소급성은 Netzsch사에서 독일 규격의 소급-성을 유지하여 제공한

SRM을 이용하였다. 본 과제에서 AhO:~를 이용하여 5 회 이상 열팽창을 측정하

였다 측정 결과를 평균한 값과 Netzsch사에서 제시한 표준물질의 열팽창 데이

터와의 차이가 30 이내일 경우 본 과제의 열팽창 측정기기의 측정 데이터를 선

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Fig. 3.1.48과 Table 3.1 .6는 시스템 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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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E-02

‘- 1.6E-Q2
。

(J) 1.4E-02=m
1.2E-0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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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E-03E
Q) 6.0E-Q3

4F-=
4.0E-Q3

2.0E-03

O.OE+OO

0

- Al203-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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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00 600 800 1000 • 200 1400 1600

Te l'l"'PE3rature(°C)

Fig. 3.1 .48 System calibration results of them1a1 expansion with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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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6 System calibration results for thermal
exoanslOn

온도("C) 열팽창 포함인자 (k) 확장불확도

50 1.68E-04 1.98 1.26E-04
100 4.55E-04 1.98 1.93E-04
150 7.69E-04 1.98 2.48E-04
200 1.10E‘ 03 1.98 2.87E-04
250 1.44E-03 1.98 3.14E-04
300 1.78E-03 1.98 3.41E-04
350 2.15E-03 1.98 3.65E-04
400 2.51E-03 1.98 3.88E-04
450 2.88E-03 1.98 4.07E-04
500 3.26E-03

?
1.98 4.25E-04

550 3.65E-03 1.98 4.41E-04
600 4.06E-03 1.98 4.55E-04
650 4.48E-03 1.98 4.70E-04
700 4.90E-03 1.98

져↓1---
4.78E-04

750 5.33E-03 1.98 4.84E-04
800 5.77E-03 1.98 4.95E-04

850 6.21E-03 훔: 1.98 5.12E-04

900 6.65E-03 1.98 5.26E-04
950 7.10E-03 1.98 5 .44£-04

1000 ι1 7.55E-03 1.98 5 .55£-04
1050 8.01E-03

찌
1.98 5.63E-04

1100 8.48E-03 1.98 5.65£-04
1150

‘
8.96E-03 1.98 5.65E-04

1200 9.44E-03 1.98 5.63E-04
1250 9.94E-03 1.98 5.69£-04
1300 1.04E-02

Q잊<
1.98 5.75E-04

1350 1.09E-02 1.98 5.89E-04
1400 r 1.14E-02 1.98 ~l_ 5.95E-04

1450 1.19E-02 1.98 5.92E-04
1500 1.25E-02 1.98 6.03E-04
1550 1.31E-02 1.98 6.14E-04

1575 1.34E-02 1.98 6.19E-04

(2) 불확도 평가

(가) 불확도 추정 절차

1) 불확도 추정 모텔식

여기서 h

μ(T)-ln \

fE= I가깐I • feal

열팽칭-(Thermal Expansion), 측정 대상이

- 92 -

(3.1 .62)

되는 양 (측정량)， l。 =



상온 C20 "c ± 5 t)에서의 시료의 길이 (단위 mm). I(T) =온도 T ·C 에서의

시료의 길이 (단위， mm)， fα， I = 시스템 미교정에 의한 차이의 비

2) 불확도 요인

- 10 의 불확도 (Ulo)

가) 상온 土5·C 에 의 한 차이 CUt)
나) 버니어 캘리퍼스의 교정 성적서에 의한 차이 (μI，，)

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분해능 (μlω)

- I(T) 의 불-확도 (μI(T) )

가)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

- fωl 의 볼확도 (Uf)

가) 온도별 CRM의 콸확실성 CUf야)
나) CRM 비교 과정， 반복측정의 불확실성 (Uf，써)

3) 불확도 계산

- Lo 의 표준 불확도 (μI)

2 2 , _2 2
μ'11- μl。， + 1Llm +ul@

- 유효 자유도(까。)

V. =v. = ν =∞101 ~lm ~lOJ

ut
v%= =∞

패l/yl어 +않Ivlw. +패Iv.싱

leT)의 표준 불확도 (μl( η)

, N

혀(π = sf/N=숙XEOn - l )2/ (N-1)

여기서

N= 반복 측정 횟수

In = n 번째 측정시 길이 (단위， mm)

- 93 -

(3.1.63)

(3.1.64)

(3.1.65)

(3.1 .66)



- 유효자유도(끼(Tl)

VI ( η =N-l (3.1 .67)

- f∞t 의 표준 불확도 (Ulc)

야써 =펴tdI+uμ (3.1.68)

- 유효자유도(VI，)

간야| = 융(뽑f= 웅(웰r =200 (3.1 .69)

(3.1.70)

뼈
t
f’
ι

ν

/l/

써

‘‘
?tJ

4많-+
-
에

-rJ-v-///

-
써

-
」L
l

--
메

r
t
ι

y
(3.1.71)

여기서

R =위험도 000 - 신뢰 수준%)， 표푼물질의 신회도를 95%로 가정.

1111 = RM 비교시험의 반복 횟수

4) 합성 불확도 산출

합성 월확노는 다유과 같이 구하며 유효 자유도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UTot띠 =~갤 -댁+ 혀η - 대η + Cfi · C앓 ~ I (3.1 .72)

Veil = U값t씨 I( 대/까。+ 해η Ivl (η + 뎌야/νμ) r (3. 1.73)

여기서， 편미분하여 구하는 감도계수는

d , l(n-lo
의=패(~τ」μ) (3. 1.74)

l(η fcal I l _. _, f col I l(η -l。
=--τ-f l =---(--1+1)=---(--「-+t6 rvll lo l。

l(n-lo • \ f.여
q(71 = ---(----f ) - -- (3175)(1) -

dl( η lo 뼈 -

Io

l( 섞 -ln . l( 7) -l。
C =--(----으fyJ = " U (3.1 .76)

dfml
' 1

‘’
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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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장 불확도 산출

확장 불확도는 유효 자유도블 이용하여 t 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 %)에

해당하는 지유도 란<Colwnn) 에 나타난 포함인자 k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U= UTotal. X k (3. 1.77)

6) 불확도 표현

불확도의 표현은 [(측정 값)±(확장 불확도)] (신뢰수준 약 95% , k= )으로 나타

낸다.

(나) UOz 불확도 추정 걸과

Fig. 3. 1.49는 이러한 시스템 교정의 결과플 이용하여 U02 핵연료에 대한 불

확도 산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확도가 약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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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Thermal expansion and expanded uncertainty of U02
fu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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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7 Thermal expansion and expanded uncertainty
of UOz fuel

온도CC)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당)()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575

D02 열팽창

3.27£-04
7.19£-04
1.16£-03
1.65E-03
2.15£-03
2.64E-03
3.15E-03
3.68£-03
4.18£-03
4.67£-03
5.17£-03
5.69E-03
6.22£-03
6.77£-03
7.32E-03
7.88E-03
8.44£-03
9.01£-03
9.58E-03
1.02E-02
1.08E-02
1.14E-02
1.20£-02
1.26E--02
1.33E-02
1.40£-02
1.46£-02
1.52E-·02
1.59£-02
1.66£-02
1.73£-02
1.77£-02

포함인자 (k)

1.98
1.98
HJ8
l ‘ 98
l ‘ 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 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확장불확도

2.46E-04
3.05E-04
3.75E-04
4.32£-04
4.70E-04
5.05E-04
5.31£-04
5.69E-04
S.91E-여

6.10£-04
6.26£-04
638E-여

6.54£-04
6.61£-04
6.65£-04
6.ηE- 04
6.96E-04
7.12E-04
7.34E· 띠

7.47E-여

7.55E-04
7.57£-04
7.57E-04
7.55E-04
7.62E-04
7.68£-04
7.87E-04
7.93E-04
7.88E-04
8.00E-04
8.12E-04
8.16E-04

%



3. 기 계 물성 특성 설험 및 특성 모형 개 발

원자로 가동 중에 핵연료는 여러 가지 요인 즉，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부피팽

창(fission-product -induced swelling) , 열응력 그리고 열팽창 차이에 의한 연료/

피복관 상호작용(PCI， Pellet Cladding Interaction)에 의 한 응력 등과 같은 다양

한 응력을 받는다. 이러한 작용응력에 대한 연료의 적절한 대응은 연료봉의 전반

적 성능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중에서 연료의 부피팽창에 의해 피복관에

전달되는 웅력븐 특히 중요하다. 피복관에 가해지는 이 응력을 제한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어떤 기하학적 형태로 연료봉 내의 자유공간(void volume)을 병합

함으로써 연료팽창을 내부적으로 수용시켜 파복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방

법의 성공은 연료팽창과 일관되는 속노로 산화물연료륜 자유공간 속으로 변형시

킬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자유공간이 속반 펠렛(annular pellet)에서의

중공의 형태이거나 오목한 펠랫 계면(dish -type)에 존재한다연 거시적 변형은 필

연적으로 크리프이다. 자유공간이 연료 내에 기공 형태갚 존재한다면， 변형은 특

별한 크리프 변형의 형태인 열간성형(hot-pressing) 작업과 유사하다. 원자로 가

동조건하에서 핵연료의 소성 (plasticity)은 연갚봉 내에서 병합된 형태의 자유공

간 속으로 변형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산화불 핵연료는 실판에서는

본질적으로 취성이 있지만 고온에서는 상당한 소성을 보이므로 광범위한 기계적

거동이 산화물 핵연료에서 관찰된다. 캘과적으로 핵연료의 열팽창， 부피 팽창

(swelling) , 연료봉 내압 및 냉각재 압력 등으로 인하여 변형 또는 웅력이 발생하

므로 핵연료의 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핵연료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탄·소성，

항복강도 그리고 크리프)에 관한 데이터가 펼요하다. 다음에 이들 특성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였다

가.탄성계수

탄성계수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강성도(stiffness)를 나타내는 값으로 핵연료의

기계적 거동을 해석하는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물성 데이터이다. 탄성계수는 초기

길이가 작용응력이 제거될 때 완전히 회복되는 구간 즉 탄성 구간의 기울기로

다음 관계식으로 나타낸 수 있다. 탄성 계수는 “영촬"(Young ’ s modulus)이라고

도 불리는데， 이는 영국의 학자인 토마스 영 (Thomas Young)의 이름을 따서 붙

여진 것이다

A

-
μ

R

-
씨

--0
-e-E

(3.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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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중을 초기

변화량을 초기의

굽힘시험과 같

적용이 용이하

여기서 E는 탄성계수(또는 영률)， a(=F/Ao )는 작용 응력으로

단연적으로 나눈 값이며， d=t1 1/1o )는 변형률로 재료의 길이

길이로 나눈 값이다 재료의 탄성계수 측정은 1축 변형시험 또는

은 기계적 시험으로 측정되었지만， 초유파 공진분석법이 고온에서

고 탄성 상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냐.항복강도

헝-복강노는 단성변형이 일어나는 한계 웅-력으로， 헝-복강도를 초과하면 소성

변형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찬과 감은 재료논 Fig. 3.1 .50에 도시한 바와 같이

2 개의 항복강도를 보인다. 반변에 Fig. 3 .1 .5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라믹과 같

은 재료는 거의 소성이 없으므로 탄성변형을 지나면 즉시로 파단된다. 연성이 많

은 재료의 헝-복-강도 측정은 일반적으로 하중-변형량 곡선에서 탄성 영역에 평행

한 션을 그려서 측정한다. 예를 블어 항꽉캉도판 뚜렷이 나타내지 않는 비철 계

통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0.2%의 변형을 일으키는 응력을 “0.2% offset" 항복응력

으로 나타낸다.

strength
T
@m

u…야

얘

ψ

y

~~
yield

t‘m
Z

@
뇨
얘

strain

Fig‘ 3.1 .51 Strength-strain curve
for a ductile and ceramic
material illustrating yield
stremrth.

0.2%

Fig. 3.1 .50 Strength-strain curve
for iron illustrating yield
strength.

strain

다. 크리프 변형 거동

고온에서 일정한 하중 또는 웅력의 조건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 영구변

형으로 되는 time-dependent 변형인 크리프는 다음 Fig. 3.1 .5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웅력(또는 하중)올 가하띤 탄성-소성 변형에 앞서 순간 변형(instantaneous

mm



strain) 이 일어난 후에 크리프 곡선은 3 개의 다륜 구간 또는 단계를 보인다.

tertiary
creep .:

|

뇌
'B"J

111 손、*
JI 톨 JI"'de/dt

primary \
뼈 r creep

시 간

Fig. 3.1 .52 Schematic illustration of creep
curve showing time-dependent plastic
stram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구간애서 일어나논 크리프를 pnmarγ

creep(transient creep이라고도 함)이라 하며， 이 구간에서의 주요 특징은 일정 응

력하에서 시간에 따과 변형속도， 즉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구간은

secondary creep 이라 하며 변형속도가 일정하거나 최소이므로 이 때의 크리프

변형속도를 정상싱-태 크리프 변형속도 또는 최소 변형속도파 하며， 극으로 이 구간

에서의 크리프 속도를 시험에서 구한다. 세 번째 구간은 tertiarγ creep 이라 하

며 이 구간에서는 크리프 변형속또가 시간에 따과 가속화되는 것이 특정이다. 이

구간을 지 나면 시료는 파손(fracture) 된다.0.5 Tm(Tm ; 용융점 ) 이 하의 저온에

서는 크리프 곡선은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transient 거동

만 보인다.

Fig. 3. 1.53에 온도 및 웅력이 크리프 콕선에 마치는 영향을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하딴 변형은 좀 더 빠르게 일어나며 시간은 짧

아진다. 이와 같은 효과는 웅력이 증가하여도 비슷하다.

라.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탄성계수 측정

초음파 공진 분석법을 이용하여 연소도에 따라 조사된 핵연료와 유사하게 제

조한 모의 건삭 제기·공핵연갚의 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UOz에 핵분열생

성물(fi ssion product) 중 고용제를 형성하는 성분을 연소도에 따라 첨가하여 제

조하였다. Fig. 3.1 .54에 연소도에 따른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탄성계수를 도

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에 따라 탄성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올

보여주었다. 이것은 순수 U02 보다는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에서 핵분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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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천가된 원소뜰 중에서 모재 내에 고용된 원소에 의한 고용강화 효과와 금

속 석출불 및 산화물 석출물 형성 원소에 의한 업자강화 효과에 기인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10000 2αlOO 3이lOO 40000 5αlOO

Burnup (MWd띠

200

’70

삐/ /'\ 1 훤
〉이달s 1%

시 긴

Fig. 3.1.54 Young' modulus of simulated
fuel with bumup.

마. 건식 재가공책연료의 고온 항복강도 측정

Fig. 3.1 .55에 온도에 따른 UOz와 모의 핵 띤 료(1.6 wt%)의 항복강도를 도시하

였다. 그힘에서 낀[뉴 바와 같이 모의 건식 재가공핵엔료의 항복강도는 순수 U02

의 것에 비해 늪게 나타났다. 이는 모의 건식 지l가공핵연료에 첨가된 원소의 고

용강화와 석활강화 기구에 의한 깃으로 사료펀다. 그렴에는 또한 ELESTRES에

서 채택된 UOz의 항복강도룹 냐타내었는데 순수 UOz에서는 잘 일치하나 건식재

가공 핵연료애서는 모델 변경이 평-요한 것으포 나타났다.

Fig. 3.1 .53 Effect of temperature
and stress on the creep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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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55 Yield strength of simulated fuel
with temperature.

바.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파괴 특성

디스크 압축 시험에 의한 건식 새가공소결체 시면의 파괴 거동-블 분석하였

다. 파괴시험은 디스크형 소걸체콸 사용하여 모서리가 꾸형인 원뿔형 압차를 통

일한 속도로 압하시켜 수행하였으11] 파괴 인성올 분석하기 위하여 모의 건식 재

가공핵연료 시편의 파면 미세조직 분석을 수행히였다. 파괴 시험용 소결체는 기

준 건식재가공 핵연료 조성과 연소도가 2배인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블 사용하

였을 경우의 조성을 모사한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를 사용하였으며 파괴 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두 종류의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에서 관찰된 파면 미세조직은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입내 파괴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으나 주로 업계 파괴 거통과 유사

하게 나타났다.

-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금속석출물틀은 입계나 기공 모서리에

파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어 끔속석출물과 소걸체 기지의

결합이 강하지 않아 파괴의 시작과 진행에 기여하뉴 것￡로 판단된다(Fig.

3.1.56, Fig. 3.1.57 창조) .

- 101 -



Fig. 3. 1.56 Reference simulated Fig. 3.1.57 High burnup
fuel reference simulated fuel

- 기준 조성과 고연소도 조성의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의 입계에서 관찰되는

석출물의 조성을 SEM-EDAX 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Fig. 3.1 .58, Fig.

3.1.59 참조) 기준 조성 건식 재가공핵연료애서는 Table 3.1.8과 같이 Ru이 주

로 측정되었으나， 고연소도 건식 재가공핵연료에서는Ru과 Mo 함량이 비슷하

게 측정되고 Pd이 기준 조성 건식 재가공핵연료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Fig. 3.1.58 Reference
simulated fuel

Fig. 3.1 .59 High burnup
reference simulated fuel

Table 3.1 .8 SEM-EDS results of simulated fuel

분석 원소 Mo (at.%) Ru (a t.%) Rh (at.%) Pd (at.%)

기준 조성 25.0 68.3 3.8 2.9
>

고연소도 조성 39.9 45.9 1.1 13.1

사. 건식 재가공책연료의 크리프 특성 분석

고옹에서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소성변형되는 크리프 변형은 원자로 운전동

안애 핵연료와 피복재의 기계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원자로 운

전조건을 가장 잘 모사한 조건언 압축하중을 걸어 크리프 시험을 하였으며， 조사

중 약산화성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알곤 분위기에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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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서 시험한 U02 펠렛의 010 비룹 측정한 결과 약 2.012로 나타났다. 첨

가물의 종류 및 첨가량에 따라 제조한 사편은 모두 10 종류(순수 UOz 핵연료 포

함)이다. 즉 고용체찰 형성하는 산화물육 첨가한 경우 기호 SS(고용체함유 모의

핵연료) 로 나타내었으며， 첨가량에 따라 1, 2 그리고 4로 표기하였다(SSI ， SS2

& SS4). 또한 금속석출물인 볼리브데늄(Mo)을 첨가한 경우， 기호 M(금속석출물

함유 모의 핵연료)으로 나타내었으며， 첨가량에 따라 1, 2 그리고 4로 표기하였

다(Ml ， M2 & M4). 고용체룹 형성하는 산화물과 금속석줍물을 동시에 첨가한

경우에는 R(기준 모의 핵연료)로 나타내었으띠 첨가량에 따라 1, 2 그리고 4 로
표기하였다(R1 ， R2 & R4). 번호가 커철수독 침가량은 배로 증가한다 크리프 변

형량은 하중을 거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변형량(ins띠ntaneOlls strain)을 제외한

변형량은 실험쏘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크리프 변형량은 대략 0.03으로 일정

하게 하였다. 크리프 변형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dl (3. 1.79)

여기서 10는 시료외 초기 길이이고 ， dl은 일정하중을 건 후 t 시간 후의 길이 변

형량으로 여기서는 순간 변형량을 제외한 값이다

(1) 기준 모의 핵연료(기호 R)의 온도 및 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거동

(가) 크리프 활성화에너지

기호 R2의 활성화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크리프 변형량으

로부터 크리프 속도를 구하였으며 활성화에너지는 다음 식에서 구하였다.

€ = a" exp(- Q/RT) (3 .1 .80)

여기서 e는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hr- 1 ) ， a는 응력(IvIP a) 그리고 n은 웅력지수，

R과 T는 기체상수와 절대온도 (K) 이며 ， Q는 활성화에너지 (kcaVmo l)이다.

Fig. 3 .1 .60에 R2의 온도의 함수로 시간에 따른 크리프 변형량을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응력07.5 MFa)하에서 시험온도가 증가할수록

동일한 크리프 변형이 일어나는 시간은 급격하 짧아집을 보여준다. 각각의 온도

에서 구한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른 온도 역수(lIT)의 함수로 나타내어 활성

화에너지를 구하여 Fig‘ 3 ‘1.61 에 도시하였다. R2의 활성화에너지는 대략 69

kcaνmole코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비가 stoichiometric에서 벗어날수록 크리

프 활성화에너지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똘 들어 Seltzer

등은 。이비가 2.001 , 0.01 그리고 0.1 0으로 갈수록 크리프 활성화에너지는 각각

117, 75 그리고 54 kcaVmole 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븐 크리프를 제어하

는 결함형성 에너지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R2의 크리프 활성화에너

지도 이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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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61 Steady state creep rate of reference simulated fuel
with invers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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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 거동

일정 분위기(Ar) 및 일정 온도(1773 K)에서 응력에 따른 Rl의 크리프 변형

거동을 Fig. 3 .1 .62에 냐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웅력이 증가할수록

크리프 변형속도는 급격히 변하며 응력이 50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크랴프

변형량이 0.030에 이르지 않아도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 단계를 지나 크리프 변형

속도가 증가하는 단계로 진입됨을 보여준다. Fig. 3. 1.62를 응력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를 구하여 Fig. 3. 1.63에 도시하였다. 그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력에 따라 기울기인 웅력지수， π은 일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웅력이 증가

할수록 기울기가 변하는 천이점(transition point)이 나타난다. 이것은 지배하는

크려프 율속 메커니즘이 바뀌는 것으로， 즉 크리프 변형거동 메커니즘이 부피확

산에서 입계확산 거동으로 변함욕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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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Q. 3.1 .62 Creep strain with appli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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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63 Steady state creep rate of R1 with applied
stress at 1773 K

(다) 온도에 따른 크리프 변형거동

온도 1773 K와 1973 K에서 R2의 응력 (8.7 MPa와 17.5 MPa)에 따른 정상상

태 크리프 변형거동융 Fig. :~.1.64에 도시하였다. 그립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응

력 간의 기울기는 1773 K보다는 1973 K에서 큼을 보여준다. 즉 온도가 올라갈

수록 기울기는 증가힘-을 보여주며， 이는 크리프 변형 거동의 율속 메커니즘이 바

뀌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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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64 Steady state creep rate of R2 with applied
stress at 1773 K and 1973 K.

(2) 고용체 함유 모의 핵연료(기호 SS) 의 동일 옹도 및 동일 응력에서

침가량에 따른 크리프 변형거동

Fig. 3.1 .65애 일정 온도<1773 K) 및 일정 응력 (17.5 MPa) 하에서 고용체 산화

물의 첨가량(SSl ， SS2 & SS4)의 함수로 시간에 따른 크리프 변형 량을 도사하였

다.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크리프 변형량올 얻기 위하여 침가량이 증

가할수록 소요시간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Fig. 3.1 .66에 SS의 첨가량에 따른 정상

상태 크리프 변형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칩가량이 증가할

수록(첨가번호 l• 2• 4)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는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는 고용되는 산화물의 고용강화 효과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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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6 Steady state creep rate of simulated fuel and
U02 at 1773 K and 17.5 MFa with dopant content

금속석출물 01
A도온핵연료(기호 M)의 동일모의함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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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에서 첨가량에 따른 크리프 변형거동

Fig. 3. 1.67에 일정 온도(1773 K) 및 일정 응력 (17.5 MPa) 하에서 금속 석출물

인 몰리브데늄 (Mo)의 첨가량(Ml， M2 & M4)의 힘-수로 시간에 따른 크리프 변

형량을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석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하여도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거통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 .66에 M의 첨가량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가량이 중가하여도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는 아주 조

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금속석출흘인 Mo가 약산화성 분위기에서

크리프 변형을 제어할 수 있는 장벽 (b없Tier)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첨가량이 많아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0.035

o때 Lνf ..1 c M12
。 M21

c: 0.025 ~ -I A M41
‘E 0 때
m
c. 0.015@

6@ OO10

0.005

0.000
L LL

i ’
0 2 4 6 8 10

Time (hrs)

Fig. 3.1.67 Creep strain of lVI-series at 1773 K and 17.5
MPa with time.

(4) 첨가제와 첨가량에 따른 크리프 변형의 종합 거통

Fig. 3.1.66에 첨가제의 첨가량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를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가링:이 적은 경우에는 R과 ss의 크리프 변형거

동이 유사하다. 이것은 첨가량이 적은 경우에 급속식출윌-(M)의 영향은 R에 영향

올 기의 미치지 않단 반면에 ss의 영향을 三l세 1관는다. 그러나 첨가량이 증가하

는 경우에， R은 ss의 영향보다는 M의 영향윤 받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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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기체 확산설혐 및 확산모델

가. 핵분열기체 확산실험 장치

(1) 시편 준비

설린더 모양의 소결체인 모의 핵연료설- 크기가 2x2x2mm3의 정육면체

(100x3=300 mg)로 가공하여 시 편으로 사용하였다. 이 렇게 작게 가공하는 이유는

격자<lattice) 획산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료가 충부히 작아야 하기 때문이

다. 분말인 경우， 소걸체와 거똥이 싱-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최대한 작은

크기로 가공을 하여 시료를 준비한다. 하지만 소결체의 표면븐 결정 (Grain)을로

인해 완전히 매끄러운 평면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표면적 S를 구하기 어렵고， a

의 정확한 값 역시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사용된 것이 겉보기 확산계수인 D' ,

D뼈 아다.

V a
S 3

JJ = D/a2 (s - 1 )

Dapp = Do’exp( - Q/ RT) (8- 1)

(3.1.81)

(3.1.82)

(3.1 .83)

Fig. 3. 1.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를 지르칼로이 튜브에 넣고， 튜브 양쪽

의 뚜껑을 레이저 용접을 한 후 알루미늄 캡윤에 담았다. 핵연료 시편이 담긴 알

루미늄 캡슐을 IP-4 조사공에서 넣어서 16분 동안 조사를 시켰다， 이때 중성자량

은 약 3 X 1016 nlcm2 이었으며， 연소도는 약 O.1MWd!MtU 이었다. 이렇게 조사

된 시편을 약 10일 동안 냉각(Cooling) 시킨 후 핵분열 기체 확산계수 측정섣험을

수행 하였다.

Fig. 3.1 .68 Specimen for diffusion
coefficien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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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순서

확산계수 측정장치는 이송 기체 주입부로， 가스똥부터 유량 조절 장치

(Flow-meter) 와 수증기 공급 장치 (bubbler) 로 구성된다. 주입되는 가스는 가열

부의 산소 포텐셜을 조절하고 생성된 핵분열 기체를 이송(약 5mνmin) 해 주는

역할올 한다. 가열부로， 이송기체가 주입되는 가열쿄와 시면 거치대와 주위를 두

른 히터， 산소 센서 및 열전대 (Thermocouple) 를 포함한다.

Fig. 3.1.69 Measurement apparatus
for diffusion coefficient

포집부가 있는데 먼저 드라이아이스 포집부(Dry-Ice trap)는 핵분열 기체와

함께 설려 오는 수증기률 웅결 시켜 잡는 역할을 한다. 액화질소에 단긴 핵분열

기체 포집장치 입구에 생기는 동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이송기

체와 핵분열 기체를 분리하여 활성탄에 웅결시키는 액화 질소 포집부로 구성된

다. 보다 많은 양의 핵분열기체를 포집하기 위하여 기존의 포집장치를 개선하였

다.

마지막 부분은 측정부로 포집부에 속한 납 차폐체와 그 속에 액화질소를 담

는 강화유리 (Pyrex)용기， 그리고 Ge-Detector로 구성되어 있다. 이송 기체 주입

부로부터 나온 기체는 핵분열기체를 이송하여 포집부의 액화질소 내 포집장치로

드어옹다. 액화 질소에 담긴 극저온 활성탄에 핵분열 기체인 지논은 흡착 응결되

어 방출되는 방사능을 계측기를 통해 측정한다. 가열로에서 누출되늠 감마션의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해 포집부 왼편에 여러 겹의 납 차폐재플 설치하였다.

조사 후 고온 가얼방식(Post irradiation annealing test>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데， 우선 시편은 조사 직후 선량<0.8 Cil 이 매우 높기 때문에 10힐깐의 냉각 기간

올 갖고 그 이후 이송한다- 실험실로 이송된 시편은 글로브박스 내에서 지르칸쿄

이 튜브를 절단하여 그 속의 조사된 핵연료 시펀을 가열용 알루미나 노가니에

넣은 후 아크릿로 만든 케이스애 밀봉한다. 이 모든 작업은 글로브박스 치-폐 시

설에서 수행되며 방사성 노출이 되지 않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여 피

폭올 줄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것을 관 형태의 납 치-폐체 내부에 위치시키고，

- 111 -



1m 거리에서 l시간 동안 조사된 핵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 별 순계수

(Net-count)를 측정한다. 가열직 전 감마선 측정을 하는 이유는 특정 원소(1-132，

La-140)를 통해서 조사핵연료의 연소도를 간접적으로 구하려뉴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값을 통해서 가열 전 핵연료에 실제 존재하는 지논(핵분열기체)의

양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지논에 대한 방출율을 구하는

데 이 값흙 이용하여 확산 계수를 구하게 된다.

감마스캐닝이 끝난 후 시편을 고온 가열 장치에 넣어 온도륜 약 10 ·C 씩 증

가시켜 1400 ·C , 1467 ·C. 1534 °C , 그리고 1600 °c 에서 지논의 방출량을 측정

한다. 비교적 저온에서는 상태에 따파 지논의 망출량이 적어 원하는 결과를 도출

하기 힘들다. 핵분열 생성기체 (Xe 133)는 이송기체 (He-gas) 에 실려 수증기 포집

장치 (Dry- Ice + Ethanol)로 이송된다. 여기서 핵분열 기체와 함께 있던 수증기는

약 -78 ·C 의 저온에서 포집된다 그 후 수증기가 없어진 건조한 기체는 액화 질

소 포집 장치로 이송이 되고 극-저온(-190°C)으로 냉각된 활성탄에 핵분열 기체

는 고화되어 포집원다. 이송 기체에 실려 온 지논은 액화질소 온도에서 고체로

되어 활성탄에 불리적으로 포집된다. 포집장치는 납 차폐 되어있고 옆으로 개봉

된 구멍으로 Ge--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누적되는 방사능량을 연속적으로 약

1시간 정도 측정한다‘ 싣험이 끝난 후에는 시펀올 꺼내 보관함에 두어 차폐시킨

다.

방출비를 구하기 위해 측정된 계수는 실제 감마 방사능량으로 변환시킬 필요

가 있다. Xe-133의 파고가 높은 백그라운드에 의해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뜰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구건에서 백그타운드가 낮고 파고가 매우 콘 핵종올 찾아 그

파고(Net 一count)를 가지고 코드(Origen-ARP)로 계산해 연소도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시효내의 실질적인 Xe-133의 방사능팽:올 구한다.

자세히 기술하면 우선， 감마 에너지가 크고 백그라운드가 낮은 핵종얀 1-132

와 La-140 핵종을 선택하여 그 값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의 방사능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에

너지에 따콘 효윤차이를 알아보아야 한다. 효윷운 표준 선원 Cs-137올 이용하여

실제 방사능에 대하여 구하였다. 각각의 선원의 파고를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방

사능올 구한 후， 실제 방사능과 비교 상대 측정 효윷올 구한다. 표준선원올 가지

고 구하는 섣대효율은 간편하지만 Geometη가 일정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고 표

준선원올 제작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간펀한 상대 효율측정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 나온 효율올 1-132에서 생긴 두 개의 파고와 La-140애서 생긴

파고에 적용해 각각 실제 방시-능량을- 구하고 그 방사능량이 나오는 시점올

ORIGEN-ARP 코드를 사용하여 최 초 연소도값을 시 행 착오(trial and error) 방법

으로 출력밀도룰 변화시켜가며 찾아낸다. 이때 실험으로 나온 1-132와 La-140의

실제 방사능 양과 코드로 계산해 나온 양을 맞춰야 하는데， 그 오차는 1%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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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연소도 값올 찾는다. 연소도값올 찾으면 실험 전의 시편에 Xe-133의 존

재하는 방사능량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포집되는 Xe-133의 양을 이용해서 방출

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그퍼기 위해서는 포집된 Xe-133의 파고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으로 바꿔 줘야 한다. 이를 위해 Ba-133(80.9keV-33%)올 포집장치

의 지논이 모이는 위치와 동일하게 위치시키고 측정하여 정량분석을 하였는데

Xe-133의 에너지와 거의 같아서 이때에는 에너지에 따른 효율을 계산힐- 펼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망사능은 총 방사능에 대한 비로 방출 분율을 구할 수

있다.

확산계수를

값올 이용하여

따른 빙-출

이용하여

=(민(프)t
a J 、 11"

이 모델은 f<0.3 일때 F과 t는 시간에 따픈 용도변화에서 각각의 온도마다 다

른 기울기의 직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기울기 값을 풍해서 곁보기 확산계수 (D')

값을 온도별 구할 수 있다. 그림은 온도에 따른 방출 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release : f)분율 (Fractional

구할 수 있다

시간에

Booth 식올

는서해

은

위

같

기

파

하

음

구

다

(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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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70 Fractional release of Xc gas for the
simulated fuel (60 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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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CALE input file 써as generated by
’ OrigenArp Version 5.00 May 21. 2004
=arp
hanar。

1.5004497
1



Watts-GammaWatts-Al l
6z
6z
6z

0.0139
49.521189
1
099216
f t33fOOl
end
#origens
0$$ a4 33 all 71 e t
hanaro library, interpolated to 1.500450 wtx -- ft33fOOl
3$$ 33 a3 1 27 a16 2 a33 18 e t
35$$ 0 t
56$$ 10 10 al0 0 a13 14 a15 3 a18 1 e
57-: 0 a3 le-05 1 e t
Cycle 1 -han하o_ir

9.4505e-005 MID
58:: 0.00468 0.00468 0.00468 0.00468 0.00468 0.00468 0.00468 0.00468
0.00468 0.00468

60:: 0.00139 0.00278 0.00417 0.00556 0.00695 0.00834 0.00973 0.01112
0.01251 0.0139

66$$ al 2 a5 2 a9 2 e
73$$ 440000 922350 420000 922380 450000 460000 520000 560000 380000
390000 400000 570000 580000 600000

74:: 0.595 1.418 0.613 93.087 0.058 0.266 0.09 0.278 0.164 0.086 0.659
0.227 1.405 1.054

75$$ 4 2 4 2 4 4 4 4 4 4 4 4 4 4
t
54$$ a8 1 all 0 e
56$$ a2 7 a6 1 alO 10 a15 3 a17 2 e
57** 0 a3 le-05 e
95$$ 1 t
Cycle 1 Down - hanaro_ir
9.4505e-005 MIU
60:: 0.01 0.03 0.1 0.3 1 3 10
61n fO.05
65$$
’ Gram-Atoms Grams Curies
3z 1 0 0 3z 3z 3z
3z 1 0 0 3z 3z 3z
3z 1 0 0 3z 3z 3z

81$$ 2 0 26 1 a7 200 e
82$$ 2 2 2 2 2 2 2 e
83**
1.0000000e+07 8.0000000e+06 6.5000000e+06 5.0000000e+06 4.0000000e+06
3.0000000e+06 2.5000000e+06 2.0000000e+06 1.6600000e+06 1.3300000e+06
1.0000000e+06 8.0000000e+05 6.0000000e+05 4.0000000e+05 3.0000000e+05
2.0000000e+05 1.0000000e+05 5.0000000e+04 1.0000000e+04 e

84**
2.0000000e+07 6.4340000e+06 3.0000000e+06 1.8500000e+06
1.4000000e+06 9.0000000e+05 4.0000000e+05 1.OOOOOOOe+05 1.7000000e+04
3.0000000e+03 5.5000000e+02 1.0000000e+02 3.0000000e+Ol 1.0000000e+Ol
3.0499900e+OO 1.7700000e+OO 1.2999900e+OO 1.1299900e+OO 1.0000000e+OO
8.0000000e-Ol 4.0000000e-Ol 3.2500000e-Ol 2.2500000e-Ol 9.9999850e-02
5.0000000e-02 3.0000000e-02 9.9999980e-03 1.0000000e-05 e
t

56$$ 0 0 a10 1 e t
56$$ 0 0 a10 2 e t
56$$ 0 0 a10 3 e t
56$$ 0 0 a10 4 e t
56$$ 0 0 al0 5 e t
56$$ 0 0 a10 6 e t
56$$ 0 0 al0 7 e t
56$$ f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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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pus
LIBUNIT=33
TYPARAMS=NUCLIDES
UNITS=GRAMS
LIBTYPE=ACT
TIME=DAYS
NPOSITION=l 2 3 4 5 6 7 end
end
#shell
copy ft71fOOl C:\pcj\중장기과저|\건식성능 05\확산실험 \ir2.f71
del ft71fOOl
end

Fig. 3.1 .71 ORIGEN-ARP inout for the estimation of the irradiation bumup

냐. 연소도에 따론 핵분열 기체 확산계수

핵분열 기체 방출 모델 분석 및 선정에 필요한 핵분열기체 확산계수가 하나로

를 이용한 27.3 GWd!tU 와 60 GWd!tU 연소도에 상웅하는 모의 핵연료를 조사

시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측정되었다. 천연우라늄을 함유한 모와 핵연료에서 Xe

이나 Kr 등 핵분열기체 원소들이 발생하도록 하나풍를 이용한 16분 동안 미량

조사시험을 수행한 후 고온에서 열처리하여 이때 시편 밖으로 확산하여 방출되

는 핵분열기체 원소듣의 함량을 측정하므로 온도에 따른 확산계수를 알 수 있었

다. 연소도에 따라 모의 핵연료의 확산제수는 증가하며 이는 핵분열생성물 등

불순물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업자간 결합력이 저하되어 핵분열기체의 이동 경로

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U02에 연소도가 낮은 모의 핵연료는 확산계

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용체풍으로 구성된 불순물이 핵분열기체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불순물이 특정값을

넘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입자간의 결합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확산계수가 증가

하게 한다. 연소도에 따른 확산계수는 특정 온도에서 이차의 근사 함수로 모델화

하였다. 이러한 연소도에 따른 모델 제시는 추후 보강 실험을 통해 검증할 펼요

가 있다.

<U02>

Daw = 1 3× 1o-2e(강양 )
<모의 핵연료， 27.3 GWd!tU>

- 1-그;핀kJln‘ull
Dtlpp = 2.1 × 1o- re‘ /1( I

<모의 핵연료， 60 GWd!tU>

. I펙 kJI’“oll
Dapp = 2.2 × 1o- g el IIJ l

- 연소도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안 (1400 °C) :

- 115 -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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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Dapp = 3.31 X 10- 12
- 1.77 X 10- 13 Bu + 7.89 X 10- 15 &2 (3 .1 .88)

여 기서 D"PlJ논 겉보기 확산계수O/sec)， Bu는 연소도(CWd/tU)를 나타낸다.

lE-9

lE-l0

성 lE·' ’~•
。

1E·12

lE-13

~‘----‘--"II•-‘___ ~mulaled Fuel (60GWd/tU)

준띈는 ---._...~
Simulated Fue’(27GWdft미 --~←--.-

5.3 5.4 5.5 5.6 5.7 5.8 5.9 6.0 6.1

10
4
{T(1/K)

Fig. 3.1.72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of
simulated fuel and 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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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하나로 조사거통 해석

1. 물성특성 최적 모텔 반영 성능평가 코드 보완

건식 재가공핵연료 예비 성능평가를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KAOS (요AERI Advanced Qxide Fuel Perfonnance Code 융ystεm)라는 코드를

개발하였다. KAOS에서 고려된 열적 모델은 시간 의존 1차원 유한 차분 끼l산 모

델이며 기계적 모델은 2차원 축대칭 유한 요소법으로 전처l 연료봉 계산을 수행

하고 있다- 핵분열기체 방출 모델은 ANS-5.4 모델을 이용하였다. 건식 재가공핵

연료의 울성 측정으로부터 구해진 모델을 반영하여 성능평가 계산을 수행하였다.

소결체와 피복재애 대한 기본적인 물성 모텔은 MATPRO-9 식읍 기반으로 하였

으며 물성 특성 평가연구로 구해진 열전도도， 열팽창， 비열， 크리프， 경도， 탄성계

수， 확산계수 등을 반영하여 성능평가 코드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축방향 출

력분포를 고려할 수 있게 확장하였으며 온도변화에 따른 천이계산을 수행할 수

있노록- 모델올 수정 · 보완하였다.

가. KAOS 코드의 개요

기존의 FRAPCON 코드와 FEMAXI 코드를 바탕으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예

비 성능평가를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모델올 이용하여 KAOS (KAERI

Advanced Oxide Fuel Performance Code System) 라는 코드를 개발하였다.

KAOS 코드는 기존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의 성능평가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하나로 조사시험의 검

중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KAOS 코드는 변수의 동적 메모리 할당이 비교적 용이

한 C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9개의 서브루틴으로 비교적 간단히 이루어져

있다. 200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장주기 건식재가공 핵연료의 노내 연소를

모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정상상태 계산에 한정하여 개발 및

이용되고 있다. 최근까지 실협으로 제시된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열적， 기계적， 화

학적 불성 모델을 모두 고려하여 모텔에 포함하였으며 그 외 모텔은 여러 핵연

료 성능평가 코드를 참조하여 포함하였다. 특히， 기존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핵연료 물성 모델인 MATPRO를 기초로 하여 모텔융 선정하

였다. Table 3.2.1에는 KAOS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물성 모텔을 보여주고 있다.

한펀， 옹도분포 계산 관련 서브루틴은 유한차분법음 기초로 하여 l차원 축방향

대칭을 고려하여 해석적으로 풀었다. 또한 기계적 거동 관련 계산 모델에서는 핵

연료 및 피복-재의 상호작용올 고려하여 다루었으며 기존 미국 INL에서 개발한

FRAPCON-3의 기 계 적 거 동을 다루는 방법 인 MSSO\1elhod of Successive

Elastic Solu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복잡한 유한요소법에 비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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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간단하며 효과적으로 핵연료봉의 기계적 거동올 다루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KAOS 코드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출력이나 경계조건이 충분히 안정

화된 상태의 경우 건식 재가공핵연료에만국한된다. 또한 정상운전조건에서 바교

적 천천히 변하는 출력 rampy- 장시간 동안 일정 출력으로 운전될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핵연료와 피복재 온도， 피복재의 변형， 피복재의 산화， 핵연료의 조

사로 언한 부피팽창 (swelling) I 핵연료의 고밀화(densification)) 생성된 핵분열기

체의 방출， 그라고 핵연료봉 내부 기체압력동 비교적 시간에 따라 변화는 모든

핵연료봉 관련 변수플올 기존 핵연료 성능평가코드에서와 마찬가지로 KAOS에

서 다룬다‘ Table 3.2.1애서는 KAOS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물성모텔에 대

해 해연료 소결체와 피복재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주로 기존의 실험자료를 바탕

으로 검증된 MATPRO 모델을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 물성 모텔에

대해서는 기존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모텔에서 선정하여 이용하였다.

Table 3.2.1 Property model of KAO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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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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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Lucuta 쪼델
MATPRO-09 모델
MATPRO-09 .5'_템.

MATPRO-09 모델
Halden 모델
FEMAXI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09 모델
MATPRO-A 모댈

MATPRO-09 모텔
MATPRO-09 모델
MATPRO-09 모탤
Karsten 모델
White & Tucker 모델
유한차분법

Method of successive elastic
solutions

나. KAOS 코드의 기 본 구조

KAOS 코드 시스템의 기본적인 순서도는 기존 핵연료성 능평가 코드의 흐름

을 유지한 Fig. 3.2.1과 갇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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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

,

이
닙

--

초기 조건 계산

및 메모리 할당

• •
핵연료 온도 분포

계산 (유한차분법)

소결체 및 피복재
변형 계산 (MSS) ,
캡 열전도도

기채 방출

내압

입자성장 계산

캡의 온도 한계 <

1%~T

핵연료봉 내압 한계 < r

l%~P | 다음 시간 단계

Fig , 3.2.1 Basic calculation flow of KAOS code

Table 3.2.2에는 KAOS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서브루턴을 설명하고 있

다. READ고ATA는 입력 부분으로 파일로부터 주요 업력을 반고 자료의 메모리

할당， 초기변수 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ROD_TEMP 에서는 핵연료의 온도 계

산올 수행하는 부분으로 유한차분법에 의해 1차원 무한 설린더 구조에 대해 행

렬식을 구성하여 해석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MECR..ANAL에서는 소결체 부분

의 변형올 다루고 있다. 웅력과 변형과의 관계는 기존 FRAPCON 코드에서 다루

고 있는 방법인 MSS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히 적용하였다. 축방향， 반경방향， 원

주방향에 대해 용력과 변형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구하였다

CLAD_VAR는 피복재의 변형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소겸체의 변형에 영향윷

받아 캡이 없는 경우에도 변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소김체와 피복재의 변

형으로 변경된 캡에서의 열전도도 계산은 GAP_HTR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재계

산된 갱의 열전도도는 소질체 용도에 영향같 주어 반복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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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_INTP에서는 핵연료봉의 내압을 계산한다. FISS_REL은 핵분열기체 방출을

하게 되며 GRAIN-GROWTH에서는 소결체의 업자성장을 계산하게 된다.

Table 3.2.2 Main Subroutines of KAOS Code

Subroutine Comments

READ DATA 입력을 받아틀이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작업

ROD_TEMP 핵연료봉 온도 계산 수행

MECH_ANAL 소결체 변형 계산

RADIAL_VAR 소결체의 반경 반향의 변형 계산

CLAD_VAR 피복재의 변형 계산

GAP_HTR 껍의 열전도도 계산

ROD_INTP 핵연료봉의 내압 계산

FISS_REL 핵분열생성기체 방출 계산

GRAIN_GROWTH 소결체의 입자 성장

‘
다. 수치 계산 해법 및 모형

Fig. 3.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KAOS 코드에서는 여러 가지 모텔들이 서로 연

관되어 있다. KAOS에서 핵분열기체 l상출모텔，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의 열전도

도， 핵연료의 swelling, 핵연료의 균열， 반경 방향의 출력분-포， 핵연료와 피복재의

접촉시 캡의 열전도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추후 천이상태 ;til 산， 피복재의 부식과

수화현상， 피복재의 기계적 특성과 유연성， 그리고 피복재의 축방향 성장 등의

계산 모륜은 개선한 예정이다. 또한 소결체와 피복재 사이의 기계적인 상호관계

로부터 발생하논 피복재의 변형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출력변화

나 응랙과 변형플의 효과를 정확성은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피복재의 기계

적인 모델과 예측에 대한 수정이 있을 예정이다.

KAOS에서는 각 시간단계에 대해 우선 핵연료와 피복재의 온도를 계산하고，

핵연료와 피복재의 변형올 계산하며 마지막으로 핵분열생성불과 생성기체의 방

출， 기포의 부피， 그리고 연료봉- 내의 기압을 계산하는 단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계산은 서브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 개의 관련된 루프를 통해 핵연료와

피복재의 캡 온도차이와 내부기압이 수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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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ant heat
capa디W

라. 핵연료의 열적/기계적 거동 해석

Fig. 3.2.2 Calculation relation chart of the RAO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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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연료의 열적 거통 해석

핵연료와 피복재를 통한 온도 분포 계산은 각 축 방향 노드에서 수행되며 실

린더 모양의 핵연료 소결체의 경계 조건(냉각재 입구 온노 냉각 유효만경， 냉각

재 유속 둥)들이 사용된다 단상 냉각재 엔탈피 증가 모빨올 이용한 선형 줍릭

근사로 냉각재 bulk 온도가 구해진다. 그 후 막(film) 온도 증가량이 냉각재에서

핵연료봉 표면까지 계산되는데 crud 층을 고려하게 된다. 지르칼로이 피복재 내

부면의 온도는 퓨리에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핵연료 표띤의 온도 증가는 환

형의 캡 전도도 모댈로 구한다. 최종적으로 핵연료 내부의 온도 분포가 계산된

다

KAOS 코드에서 온도 계산과 관계된 모댈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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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방향의 열전도는 반경 방향의 열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를 무

시한다.

- 원주방향의 열전도는 무시한다· (축 방향 대칭 해석)

- 각 시간 셉동안 일정한 경계 조건이 유지된다.

- 정상상태의 열 유속이 가정된다.

- 핵연료봉은 원형 실린더 모양으로 냉각수로 툴러 싸여 있다.

Fig. 3.3.3에 핵연료의 반장방향의 진형적인 온도 분포를 도시화 하였다.

판

뼈-x
J

:

]

f

Th
‘

T
Th

T

cladding

Fig. 3.2.3 A typical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radial direction

여기서

~(z) = bulk coolant temperature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K),

1;n = inlet coolant temperature (K),

q"(z) = rod surface heal flux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W/m2
) ,

Cp = heat capacity of the coolant (j/kg-K)

G = coolant mass flux (kg/s-m\

D. = coolant channel heated diameter (m).

냉각재의 열용량은 (heat capacity) 은 다읍의 관계식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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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2.4 x105 J/kg·K , 파 (z) < 544K

=2.4 x 105 [1 +2.9 x I0-3 {1. 8I;, (z) -1 031} , 544K ~ I;, (z) < 588K

=2.4 X 105[1 + 2.9 x10-3 {l.8I;, (z) - 979.4}, I;, (z) ~ 588K (3.2.2)

피복재의 표면 온도는 다음의 식으로 결정된다.

T", (z) =긴(z) + Li까 (z)+~깐， (z) + ~Tnx(z). (3.2.3

여기서

긴(z) = rod surface temperature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K) ,

I:1Tj (z) = forced convection film temperature drop at elevation z on lhe rod

axis (K) ,

1:1Y;;, (z) = crud temperature drop at elevation z on the rod 밍이s (K),

~TrlX (Z) = oxide layer temperature drop at elevation z (K),

피복재 외부의 온도는 강제 대류나 핵비둥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FEMAXI에서 다루고 있는 Stovacek의 실험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4 깐 (z)

를 결정하였다.

A7;(z) =q”(z)/hf , (3.2.4)

여기서 hi 는 피복재 외부 경계면의 열전도도로써 Stovacek 의 실험식으로 다옴

과 같이 근사된다.

hf =27.6 + 0.0110 x q' +0.00001152 x q’ 2 '\‘\ (3.2.5)

여기서

hj = conductance (kW1m2
- K)

q' = linear heat rate (kW!m)

crud에 대한 유도 차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iY;;, (z) = q" (z)흙

여기서

깐， = crud thickness (m) ,

k" = crud lhennal conduclivity, O.8648(W!m K).

(3.2.6)

KAOS 코드에서는 기존 FRAPCON 코드에서와 마찬가지로 crud는 핵비등 동안

열유속(heat flux)에 영향블 거의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온도계산에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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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한편， 산화막에 의한 피복재의 온도 차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δ (z)
~J:.f (z) = q"(z)τ--

(3.2.7)

여기서

~1;，x(z) =- oxide Lemperature drop at elevation z on the rod axis (K) ,

δ~x(z) '" oxide thickness at elevation z on the rod 없us (m) ,

kox '" oxide thermal (W/m-K).

산화막의 두께 (m)는 MAPRO-A 모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Oox (z) = {!4.976 X 10- 3 x 1.5 x t x e- 1 ，，6(;0/ 자 , (3.2.8)

(3.2.9)A깐 =q"(z)r)n(η /n)/kc ,

ζ = cladding outside radius (m),

끼 = cladding inner raclius (m) ,

kc = temperature and mechanical 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ladcling (W/m-K).

여기서

A깐 = cladding temperature drop (K) ,

여기서 t 는 시간(day) 이며 Tb는 냉각재 온도(K) 이다.

피복재 영역에서의 온도변화는 설린더 구조에서 징적 열선달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표시된다.

핵연료와 피복재의 캡에서의 온도변화는 캡의 열천도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껍

의 열전노노는 크게 3가지 요인 - 복사에 의한 열전달， 갱의 기체에 의한 열전

달， 소칠체와 피꽉재가 접촉시 열전달 - 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효과를 모두 근

사하여 MATPRO-9에서는 온또애 따른 합수i~ 가정하여 캡의 열전도도를 제시

하였다. KAOS에서는 이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캡에서의 온도 변화를 정하

였다.

A감op = q"(z)/ h (3.2.10)

여기서

q"(z) = rod surface heat flux at elevation z on the axis (W/m2
) ,

h =- gap conductance (W/m2-K).

캡의 열전도도눈 MATPRO-9 모델료; 다음과 갚이 계산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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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p = (1 - F)ho + Fh f; (3.2.11)

여기서

hgap gap conductance (W/m2-K)

ho•he: non-contact and contact gap conductance (W/m2-K)

F: circumference ratio of pellet-cladding contact part

hn = ~(mi:t-
。 - L1r+ 0

K mix : thermal conductivity of mixed gas (W/rn-K)

K Hc = 3.366 x 10- 3 ro·M8

KN? =209l × 10-4 TO 846

K f(r
:::: 4.726 x 10- 5 To.923

K Xc = 3.366 X 10- 5얻 872

0: rms surface roughness of pellet and cladding (m) , 1.4E-06 m

L\ r hot gap width (m)

깐 5 X 10-4pn+摩
P: contact pressure between pellet and cladding (N/m2)

1
+0.3

100(100L1 r/RF)4 + 1.429

RF : pellet hot diameter (m).

소결체의 온도 분포는 다음과 같븐 열전도 방정식으로 구한다.

U싫Cv(T,r)T(r ,/)dV = Hk(T， r)용T(r ， t) 왜+ JJJS(r,l)dV
s v

여기서

Cv(T,r) = volume specific heat O/m3-K) ,

k = thermal conductivity (W/m-K) ,
S = surface of the control volume (m\

h’= the su납ace nonnal unit vector

S = internal heat source (W/m3),
T = temperature (K),

v = control volume (m3
) ,

x = the space coordinates (m).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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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3.2.15)

Xm+1

krm

Srm

Xm

Otm

kim

Slm

fJJS(x)dV ~ ι/I징 + ζm장，

21' OJm / 0Jm , C-.V 2πδ δ
짜 =τ쁘(Xm - 렇)， 0;:11 =τ파(Xm +캉)

Xm_1

여기서

식 (3.2.12) 은 유한차분법으로 계산되는데 경계조건은 중심부에서는 대칭조건

( oT I OX Ix=o = 0 )을 이용하며 소결체 외부에서는 위에서 계산된 값으로 주어진다.

Fig. 3.2.4에서 보듯이 옹도계산 영역에 대하여 식 (3.2.1 2)의 좌변을 차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rrrO ~，~ '~'， .or T~'+I_ T.~III :, Cv(T ， r)T(ζt)dV : 」」-JL(CV/m전} +Cv，m짜)
J;j J at .' .,.. t1t

n
' '."" "" ',"" "". (3.2.13)

다시， 우변을 차분하면

f附Jk(σT，상찌’J씨x셔)\7한함Tη~(X지).df~←-→(T"깐r:r+lL-1낀끽깜;껴낌，?r;/시싸II)깨)까깨k씨ImOj，짜LμL+ (fr감렇1강때찌:;지lJlL- ℃감:rf+꺼I)kιn.깨/I펴l
(3.2.14)

여기서

2π λ , 2π δ
자 = -::' (Xm_.:.암)， ζ = : .. (Xm+ -~m)

lln 4m m 2 ’ δrm 'III 2

마찬가지로

Fig. 3.2.4‘ Region for temperature calculation

식 (3.2.15)에서 반경 방향의 출랙 분포는 실린더 구조에서의 중성자속 분포륜 이

용하여 선흙력이 다음과 같이 베씬함수의 모양으로 근사된다. 이는 기존

FEMAXl 코드에서 이용되고 있는 선원항의 근사 방볍으로 Robertson 방볍이다.

II (k . R,)
S(R) = 10 (k . R) + 사 fL J 、 Ko (k . R) (3.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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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0, Ii: The first order and the second order of the first transfonned Bessel

function, respectively,
Ko,K l The first order and the second order of the second transformed

Bessel function, respectively,
R1 : pellet center hole radius,

R: radi외 coordinate in pellet,
k inverse of the neutron diffusion distance (em-l

) ,
k = 0.328(E . D)0.8 + 0.54 (0.5/ R

p
)0.82 X (E . D)0.19 (3.2.18)

여기서

E: U-235 농축도 (wt %),

D: 소결체 이론밀도 (-),

Rp 소결체 직 경 (em).

(3.2.20)

am =-(k'm짜，)， em =-(krmδ;n)，

em =(Cv，lm작" +Cv.rmδ사 )/6Jn

b,,, =-a끼 -em +em

dm=SlmO': +Srm잔I +ent강’

식 (3.2.14) 와 (3.2.16)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식을 얻을 수 있다.

%낀’rl’ +bmT，감I +cm감tll =d;
‘ (3.2.19)

여기서

식 (3.2 .1 9)는 시간 차분에 있어 implicit 방법으로 유도하여 사용하였으며 행렐식

의 형태가 tJi-diagon허 로 가우스 소거법으로 쉽게 풀 수 있다.

(2) 핵연료의 기계적 거통 해석

(가) 소결체의 기계적 거동해석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 및 기계적인 병협'(coupling)

이 필요하다. 핵연료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높은 용력이 핵연료내의 굽격한 온

도변화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균열과 재배열이 발생한다 균염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반경방향의 균열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캡에서만 존재

하던 기포는 핵연료가 비·깔쪽으로 변형됨에 따라 핵연료 속으로 침투하게 된다.

핵연료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핵연료늪 팽창하며 해연료 내의 빈 공간도 핵

분열생성기처}로 채워지게 된다. 또한 재료의 표면도 굴곡이 심해지고 핵연료의

반경도 증가되어 정상적인 팽창 메커니즘 (열적 팽창， 부피 팽창， 그리고 고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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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에 의해 예상보다 더 낮은 출력에서도 핵연료와 피복재가 상호 작용을 일으

키게 된다.

핵연료의 균열과 재배열 모델은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갱의 크기변화와 핵

연료와 피복재와의 상호작용으로 언한 핵연료 소결체의 직경 변화의 모텔이 필

요하다. 핵연료 표면의 재배열은 캡의 열전도도와 기계적인 계산에 펼요한 갱신

된 핵연료와 피복재의 캡을 제공한다. 또한 압력변화로 인한 핵연료외- 피복재 사

이의 캡이 소철체 사이로 이동하는 현상도 고려한다.

핵연료와 피복재의 변형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핵연료봉의 반웅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핵연료와 펴복재 사이의 캡애서의 얼전닫 계수가 핵연료와 피복

재 캡 크기와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압력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

복재내의 응력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피복재의 파손 여부와 이로 인한

핵분열 생성기체의 누출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KAOS 코드에서

는 기존 FRAPCON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핵연료의 기계적 거동 계신· 방법에

따라 응력으로 인한 핵연료의 변형은 무시하는데 이를 "rigid pellet model" 이라

부른다.

핵연료봉의 변형 해석에서는 2 가지의 물리적인 상황이 예상된다. 첫 번째 상

황은 핵연료와 피복재가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여기서는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가 있는 실린더 모양의 피복재와 꽉정 피복재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여야 한

다 이러한 상황플 "open gap" 조건이라 부른다. 두 번째 상황은 핵연료가 팽창

하여 피복재와 접촉한 경우이다. 핵연료의 열로 인해 피복재는 외부 방향으로 밀

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올 "closed gap" 조건이과 부른다. 또한 이러한 closed

gap 조건은 피꽉재 온도와 높은 냉각재 압력에 의해 피복재의 변형(creep)에 의

해서도 발생한다.

탄성-소성 변형과 다중 축 응력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일 축 해석에서

의 고려사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증가된 소성 구조체를 개략적으로 표시하려

고 시도하며， 다중 측 탄성-소성 문제에 널리 이용되는 method of successive

elastic solution-올 사용하여 rigid pellet model에 적 용한다. 혹의 법 칙 애 따과 단

일 축의 응력 (σd과 변형 (&"1 )의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까ω
α

,‘...
,’’’

+n
1E+El

/0--E
(3.2.21)

여기서

et plastic strain,

E : modulus of elasticity ,

α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주어진 응력이력에 따라 걸과적인 변형은 위 식과 같이 단순한 방법으로 결

정된다. 그리고 주어진 일의 강노애 따븐 항복강도는 간단한 관계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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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중 축의 옹력 해석은 그다지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우 단일촉

결과를 일부 이용하거나 소성변형이 발생할 때에논 얼마나 많은 소성변형이 발

생하였는지와 각 변형 요소에 따릎 변형의 분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리한

요소는 yield function과 flow rule로 각각 설명된다.

다중 축 웅력 상태에서의 항복 시작을 나타내는 실험적인 증가는 충분하다. 이

러한 증거들은 Von Mises 항복 조건올 설명하는데 응력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항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0.5{(0"} - σJ2+(아 - 0"3)2 + (0"3 - σ})2} =강 (3.2.22)

여기서

O"j : principle stresses (i=1,2,3),

o"y: yield stress.

항복 응력이 변형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항복 웅력은 소성

변형 (plastic strain, e P )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등가 소성 변형은 다음과 같이 모

든 부하 단계에서의 둥가 소성 변형의 증가량의 합으로 표시된다

εP=Id εP (3.2.23)

둥가 소성 변형의 각 증가량은 개개의 소성 변형의 요소로 표시된다.

de P =좋~(d£( - d£f)2+(def - de{)2 + (dεf - dεn2
(3.2.24)

여기서

(3.2.26)

(3.2.25)

σ，- σ， CJ2 =σ3=0

dElP + dEf +dEr = O

따라서 단일 축 상태에서는

d£ /,’ principle strain components in principle coordinates 0=1,2,3).

실험으로부터 항복응력의 범위에서의 압력하에서 소성변형은 부펴변화가 없이

발생한다- 즉，

이므로， 소성 변형 증가는

dsr =dsP =-ldE,/1
‘ ι 2 ’ (32.27)

된다

따라서， 식 (3.2.26) 과 (3.2.27) 을 이용하면 다음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σ=σy

de P = d.εlI?

(3.2.28)

(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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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이리하여 헝-복응랙과 소성 변형과의 관계른 단일 축 응력 변형 곡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한편， 소성 변형의 증가량과 퉁가 소성변형의 증가와의 관계는

Prand t1-Reuss flow rule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공된다.

3d&P
d&P == .:..=.:....- S ‘ i =1.2.3, 2<:Y

e
’ , .

여기서

(3.2.34)

(3.2.32)

(3.2.33)E2 =웅{o- 2 - v( σ[+0-3)} +텅 +d텅 + fa2dT

ε3=융{σ3 - v( σ2+0- 1 )} +&j +dej + Jα3 dT

여기서

s =o，-l(σ，+σ2+σ~， i =1,2,3
(3.2.31)

식 (3.2.31) 은 소성 변형의 기본적인 현상윤 나타내고 있다. 즉， 소성 변형 증가는

용력 차이에 비례한다. 이러한 비율은 항복함수를 선택으로 결정된다.

일단 주어진 부하 단계에서 소성 변형의 증가량이 결정되먼 총 변형은 일반적인

Hook ’sLaw에 의 해 정 해진다.

El =숭{o- I -v( σ2+0-3)}+앙+썩 +J찌

ε: total strain components at the end of the previous load increment

(i=1 ,2,3)

E modulus of elasticity

v . Poisson's ratio

고려되고 있는 문제가 상태 확정적으로 평형상태의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

결과적인 소성변형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상태 비확정적이

고 응력과 변형이 동시에 구해질 때에는 비록 부하와 구조를 간단히 가정하더라

도， 전체 소성 방정식은 상당히 많게 된다. 따라서 수치적인 과정을 이용하는 방

법 이 method of successive substitutions이 다.(Fig. 3.2.5 참조) 이 방법 은 부하의

경로를 많은 조그만 부하 증가로 나누어 고려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응용에서， 부

하는 외부 압랙과 온도 그리고 내부 압력 또는 피복재 내면의 변형 둥이다. 이

라한 부하는 핵띤료봉의 운전 이력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된다. 각 부하의 새로

운 증가에 대해 모든 소성 방정식을 순차적으로 풀변 된다.

먼저 초기 소성변형의 증가량 (d덩) 올 구한다 이 값올 기초로 평형방정식인

Hook’sLaw와 변형-변형과 양립성 관계식을 탄성문제에 대해 풀게된다. 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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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해진 웅력으로부터 웅력변화 (SIj ) 를 계산한다. 이러한 pseudo-elastic 해

는 계산 방법의 한 줄기가 된다. 이와 독립적으로 가정된 dEI 값으로부터 퉁가

소성변형 (de
P

)을 구한다. 이 결과와 응력-변형 곡선으로부터 등가 응력 (σe )

을 구한다. 최종적으로 새포운 소성 변 형 증가를 Prandtl-Rcuss flow rule에 의 해

구하게 된다 그리고 총 계산 과정은 dEt 값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충분히 작은 부하 증가에 대하여 이 방템의 수렴성은 보였으며， 경험적으로 이

방법은 steady-stateY- transient-state 에서 핵연료봉의 해석에 성공적으로 적용

되어왔다

Fig. 3.2.5 Stress and strain
curve for MSS method.

Strain (e)

E: Young's modulus

Stress-Strain Curve

7
Stress (0)

열팽창괴 조사에 의한 부피 팽창과 고말화로 인한 소결체의 반경방향의 변형은

free-ring expansion model로 계산된다 이 모델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N

RH =I>\긴[1+αr(1; -짜)+E;' + 상]
(3.2.35)

여기서

RH = hot-pellet radius (m)

αn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the i-th radial temIJerature (1자{)

낀 = average temperature of i-th radial ring (K)

~ef = reference temperature (K)

A끼 = width of i-th raelial ring (m)

N = number of annular rings

다 = swelling strain (positive)

εd
j = densification strain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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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고밀화(densification)은 근사적으로 최종 밀도의 변화로 나타나는 부분

적인 연소도 또는 노드 평균 연소도가 약 5 GWcl/MtU 정도 이상에 발생한다.

핵연료의 부피팽창(swelling)은 고체의 핵분열 생성물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열적 팽창을 나타낸다. 이 값은 연소도에 선형적으로 변하며 6 GWd/MtU 정

도에서 시작한다， 제조시 생기는 공극으로 인해 팽윤은 지체되지만 시간당 0.077

volwne % / GWd!MtU 의 비율포 축적된다. 사용된 이 모델은 고연소도 핵연료

에 주로 이용될 수 있다，

핵연료의 재배열(relocation)에 관-한 최적의 모델은 FRAPCON 에서 다루고 있

는 모델로 선출력과 연소도의 함수로 Oguma의 모델과 유사하다. 재배열로 인한

캡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6GIG =30+10감 for LR < 20kW 1m

=28 + Pp + (12+깐)감 for Lf{ < 40kW / m

=32 + 18캠 for Lf{ > 40kW 1m _ (3.2.36)

for Bump < 5 GVld/tU

for Burnup > 5 GWd/tU

여기서

Fa= B따ηup/5，

= 1.0

Lr :::: Nodal linear heat generation rate (kW/m)

~' = 5(LII - 20)/20

열적 내부적 압력 계산에 사용되는 핵연료와 피복재의 캡의 크기는 핵연료의 재

배열윷 포함하뉴 반연 구초적인 계산에서는 캡의 크기는 고려되지 않찬다.

(나) 피복재의 기계적 거동해석

Open gap 조건에서 피복재 내의 변형과 응력은 특정 내압과 외압으로 이루어

진 앓은 실련더 구조와 균일한 온도분포를 가정하는 모텔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Closed gap 조건에서는 외압과 피복재 내면의 반경방향의 변형을 고려한 모렐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변형은 핵연료의 팽창 모델 (부피팽창을 포함)로부터

구해진다. 나아가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슬략이딩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은 피복재로 바로 전달된다

MATPRO에서 주어진 단일축의 응력 변형 곡선에서， 항복응력의 변화를 계산하

기 위하여 두 가지의 추가적인 요델이 사용된다. 첫 번째 모텔은 퉁가 총 변형과

새로 갱신된 등가 소성 변형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값은 최종 부하증가에

서의 주어진 능가 옹력과 등과 소성 변형을 기초로 구해진다. 항복웅력의 경화된

값에 의존하여 부하는 탄성 (elastic) 또는 소성 (plasLid이 될 수 있으며， 무부하는

탄성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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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와 피복재의 접촉 여부는 다옴과 같은 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ZtJueI 2 uFd +δ (3.2.37)

여기서

llfItl : radial displacement of fuel (m),

uflod radia1 displacement of cladding (rn),

δ : as-fabricated fuel' cladding gap size (m).

(3.2.38)

(3.2.39)
0". = ζ2R ~선P"

2 2
r:1 -끼

σf): hoop stress (MPa),

σz: axial stress (MPa),

끼 inside radius of claddjng (m) ,

만약에 식 (3.2.35) 의 조건올 만족하면 핵연료와 피꽉재는 접촉Cclsoed)하고 있

게되며 만족하지 않으면 비접촉(open)된 상태이다. 접촉된 상태에서는 우선적으

로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슬라이딩이 없다는 가정인 "lockup"상태에서 펴복재

의 반경변화와 축방향 변형을 계산한다. 이 값들은 앓은 실린더 셀올 고려하는

계산에 사용되는데 최종적으로 핵연료와 피복재사이의 경계 압력과 새로운 소성

변형과 응력올 산출하게 된다.

만약에 비접촉 상태 (open)의 갱인 경우 실린더 내압과 외압을 동시에 고려하

게 된다. 축 방향 대칭 부하와 변형이 가정된다. 부하는 또한 축 방향으로는 균

일하다고 가정하며 곱힘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제갚 한디

피복재에서의 힘의 평형방정식은 다음을 만족한다.

r, P -r.P
σ9=. , I ”

여기서

ζ : outside radius of cladding (m),

P;: fuel rod internal gas pressure (MPa) ,

껴 coolant pressure (MPa),

I: cladding thickness (m).

Membrane shell 이론에 의하면， 변형은 중앙면의 변형과 다옴과 갇이 관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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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
ε--

‘ 8z (3.2.40)

u
ε{)=-=

r (3.2.41)

여기서 F는 중앙연의 반경을 나타낸다. 셀 이론에 따르면 반경방향의 응력블 무

(3.2.42)

시하였기 때문에 원주(hoop) 응력 (σ0)과 축 방향 응력 (σz )은 두께에 따라 균일

하게 되며， 반경 방향외 변형은 Poisson 효과로 두께에 따라 균일하게 된다. 웅

력-변형 관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o = 웅(σo -V，σJ + £; + dE: + .r α8았

Ez =웅(o"z - VO"o)+E: +짜 +(α，dT
(3.2.43)

작 --융(σo+U，)+£;+ 값: + rardT
(3.2.44)

여기서

εg ，sr ， ε:': directional plastic strains at the end of the last load increment,

dε: ,dE: ,dE:: directional additional plastic strain increments which occur due

to the new load increment,

Tn: strain-free reference temperature (K),

α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T; current average cladding temperature (K) ,

E: modulus of elasticity,

V: Poisson’s ratio.

추가적인 소성 변형 증가량은 퉁가 응력과 Prandtl-Reuss flow rule에 의해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3.2.46)

(3.2.45)

i=r,e,zfor

Oe =꿇{(Uo - σ， )2 +(UJ2+(0"0)2}112

• n 3 dE" _
a£ ’ =----δ

2 U e
’

s, =q -3(σ/1+ σJ
for i = r,e,z (3.2.47)

p
open gap~경우 최종 부하 증가 상태에서븐 소성 변형 (ε(j， E; ， ε; )은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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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전체 소성 변형 (£1' )도 알고 있다.

한편， 피복재 내부면의 반경 방향의 변형온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u(긴)=양(J-강r (3.2.48)

여기서 첫 째항은 중앙변에서의 반경 방향의 변형을 나타내며， εr 은 피복재 두

께 전반에 균일한 변형을 나타낸다

피복-재의 두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t =(1 + £r)t() (3.2.49)

여기서

to: as-fabricated, unstressed thickness.

최종 단계로 소성변형 증가량을 전단계의 소성변형에 더해주면 새로운 변형을

구할 수 있다

(상 )new = (£,I' )nld + dell' for 1= r δ， 2or . -, ,v (3.2.50)

(£I' )"ew =(£P)"ld + d£ 1' 、 · J (3.2.51)

Open ga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lose gap의 경우 내부면에서의 길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U: radial displacement of the midplane.

식 (3.2.39)에서 ， U =Y£(J 이고 이를 식 (3.2.50) 에 대입하면

tI(긴) =FS9 - 5Er

r
E

I
-2u--、‘,,/

v-떠

、 (3.2.52)

(3.2.53)

원주 방향과 축 방향의 웅력 (CT(J' σz)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띈+숨 {εr +d상 +{α dT}- {삶 +챙 +£α dT}

~HI 쓰 Io-It + vi쓰 -I나 •
E Il 2r) v l 2F ). I (3.2.54)

원주 방향과 축 방향의 응력 (σ(J' σz)을 행렬로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로부터 등가 용력과 총 변형 증가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α =꿇 {cCT(J - o-z)2 + (CTal + (σz/ }

있다. 이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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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핀(de; -dε:>2 +(dε:: -d.양)2 + (de; - dε:i r' 23 t\~~r ~ ...o / ，\~ ...o ...... z J ，\~ ... z ~"'r / ) (3.2.56)

그리고 PrandtJ-Reuss flow 방정식에서 성분별 변형 증가량을 구할 수 있다.

• 3 de P r 1 _ , I
de; =~.:::..:.-~ a o - ~(ao +σJr

4 σ~ l v 3' v - J (3.2.57)

’ ~ 3 de P I 1 . ‘ |
de'; ="2강겨σz -3(σ'0 + σz) I

(3.2.58)

dEr =-dεX -dsf (3.2.59)

일단 외부 압력과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압랙윤 알고 있다면， 원주 방향 응력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 ,P_. -r]_
σ- ’…‘ “ g

8
t (3.2.60)

그리고

E
α

”%
--r

--…


fh--r

-

u
--avr

ι (3.2.61)

윗 식들올 종합하연 다음과 같이 촉 방향 웅력 (a; ) 애 대한 관계식윤 구할 수 있

다

씨a; =(r + vt /2) <Jo+rE(f α dT + de;)

-감(J α dT+쩨)-Eu(끼) 민\ (3.2.62)

응력과 변형에 대한 곡션의 식은 MATPRO에 각 온도별로 제공되고 있다.

KAOS에서의 변형해석은 핵연료와 펴복재의 응력 (stress) ， 변형 (strain) ， 그리고

전이(displacements) 로 구성되며 천체 핵연료봉에 대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변형

해석에서는 피곽재가 실린더 모양을 변형 동안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핵연료

열팽창， 부피팽창 (swelling ), 고밀화， 그리고 재배열 (relocation) ， 피복재의 열팽창，

크립， 경화， 그리고 핵분열 생성 기체와 외부 냉각재의 압력 퉁의 효과를 고려한

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피복재의 응력과 변형을 결정하게 된다.

(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기계적 거동 해석

유한요소법올 이용하여 소결체와 피복재의 변형을 예측하는데 이용하였다. 기

존 FEMAXI 코드에서 이용되늠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KAOS에서 간단히 웅용하

여 유한요소 망법을 개발하였다. Fig. 3.2.6과 유사하게 소걸체에서 3 부분， 피복

재에서 2 부분으로 나누어 각 질점 (node)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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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Finite elements for the pellet and
the cladding

소결체의 균열 (cracking)은 기존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제외

하였다. 전체 변형과 변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L\€o+J == [B] {L\uu+l} (3.2.63)

여기서

B: stiffness matrix

1 1- 0 0
Ti+ 1 - ri T‘+ 1 - Ti

1 1
B=I

Ti+ I +Ti
0 0

Ti+ l + r ‘
l 1

0 0 II L _lI .f,
Zi" - z;- Zi" - Z

£1 U'd 1: displacement increment vector

£1 u,,+ l = (£1씨+ 1, £1 u.;. £1 zf', £1 zf f
£1 e’‘+ 1: total strain increment vector

£1 E"+l = (£1 E,.,i , .de'.i, .d Ee,i)T

다옴과 같은 변형과 응력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L\En + I} = [C) {LlO"II + I} (3.2.64)

C : strain-stress matrix

1 ν v

E,‘ E E
v 1 v
E Ez E
v ν 1

E E Ee

Er : Young's modulus in the radial direction (Pa),

E z ’ Young's modulus in the axial direction (Pa) ,

Ee: Young I s modulus jn the cjrcumferential direction (Pa) ,

E: Young ’ s modulus of pellet (Pa).

c=

식 (3.2.63)과 (3.2.64)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응력에 따른 변위와 관계식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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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2.67)

(3.2.68)

다음과 같이 표

{.dO"야 I} = [C]-I[B] {.dun + 1} (3.2.65)

평형상태에서 응력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dF
U

+ 1} = [B]T{ L1O"n+l} = [BP‘ [etl[B] {L1Ull +1} (3.2.66)

선원항은 벡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lFn + I} = {FJ + {Bet}

{Be~} = [B]T[C] I{ Ll€n,O} - [B]T{ O"J1}

여기서 초기 변형은 열팽창， 재배엽， 고밀화， 팽윤 등을 고려하여

시된다.

획l 0 0 o 0 0 씩i o 혹l. 0 611,
B섣 +Bj"， a:, o 0 0 0 B뇨 +1처 o B~. +획 o 111/2

획l B용 +Bi， 1앙i o o o B승 +1차 0 B~. TBl, o ‘~IIo 링! B;l 0 o o Bt o B~ o Au
‘0 0 O 획 B~ 0 o 8，~ 0 B，~ ~Ii

0 o o B;, B~+B

‘
Bi! 0 Bi, +8,; 0 ~~+획‘ ~I.

o o o 0 8i, B;‘A o s;} 0 E~ A
“’8b -Sf, Bil+Bl1 ~ 0 0 0 8i, T왜+혀 o 혀~+B~+B:‘

O l| AAv
에
fo 0 D ~ ~£~ ~ 0 ~+~ 0 ~+~

~+~ ~+~ ~ 0 0 0 ~+~+~ 0 ~+~~와 o

」||lAavvfr‘o 0 0 S:, 0:, .... 81, 야 o s;; +S!J 0 at. +8:'Jttl，，~ I
.,<

U

o 81
...1

o 8;,2 +B;J

0 8;' .2 +B~.l

0
R

‘
X,:

F누'"
8;.1

0 + 8: , .... 8~. ，

-F~
B‘’’.-、

0 8;,‘’ +B;·! +B: ,
o B~.3 +B:d
0 B~ .• +B~ .• +B;'
0

B~ .• +B~.~

{.dEn.a} = {L1래lex} + {Ll강i} + {.d태ell} + {L1Eγ} (3.2.69)

각 노드에서 만들어진 빙-정식플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전체 행렬식올 만

들 수 있다.

B;l
8~，

Bl l

B‘,

Fig. 3.2.7 Matrix for the combined finite elements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아래 그림괴· 같이 표시된디-

- 138 -



?

FJ

PELLET
F;

CLADDING

Fp<,‘l Fp<O

~

rca rcδ
•

Fig. 3.2.8. External force for the pellet and the cladding

작 pellet-cladding contact force,

F3 : axial force,

Fp“
plenum gas pressure,

간cb: coolant pressure.

해석거동(3) 핵연료의 화학적

Forsberg andmodified

핵연료봉의 온도와 변형올 분석한 후 기체의 온도와 부피름 이용하여 내부기

체의 압력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 핵연료봉의 기체망

출， 질소의 방출， 핵연료의 기포 부피 등의 정보룹 이용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내부기체는 이상 기체법칙윷 따료고 핵연료봉 내부의 압력은 어느 곳이나 일정

하며 내부 균열에 존재하는 기체의 온도는 핵연료 평균온도와 같다고 가정한다.

여러 가지 핵분열기체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Kr, Xe, He파 집소도 고려한

다. 질소는 핵연료의 성형 공정 시 핵연료 격자에 포함된 부분이 방풋하는 것이

다. KAOS 코드에서깐 기체땅출 모델로 ANS-5.4 와

Massih 모델윤 이용한다.

(가) 핵연료봉의 내부 기채압력 상호작용

핵연료봉 내부의 기체 압력을 제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Perfect gas law (PV=NRT)

Gas pressure is constant throughout the fuel rod

Gas in the fuel cracks is at the average fue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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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내부 기체압력은 핵연료봉 내의 여러 영역에서 이상 기체 법칙 (perfect

gas law)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않OS에서 계산되는 기체의 부피영역은

plenum, gap, annulus, crack, disk, porosity, roughness, 그리고 소걸채 간의 영

역이다. 따라서 이틀을 고려한 내부 기체의 압랙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hot

(3.2.70)

려
낀
‘

ι
?
-
자

+
VF-TLW

+V뼈-
T
넓

M

-
K둬T
U

-+
-
V닝-
T심

-+-vg-Tg
-
N
r섣

-+
-
v」TP

P

여기서

P: rod internal pressure , Pa,

M total moles of gas,
v
jP

>

m/
/
/

T
l
d

A

샤‘

3u
。빠

m
잃

gasR.mUR

numericalfordividedISrodfuelwhichintonodesaxial

solution,
n: axial node number,

ofnumberN:

V_ .T plenum volumes and temperatures,

V_ .T
g ’ g; nodal gap volwnes and temperatures,

κIT'깐h: nodal central hole volumes and temperatures,

κf' 낀Of: nodal crack volumes and temperatures,

V___.T
pOf ’ ρor: nodal open porosity volumes and temperatures ,

V , .Ti , lrf: nodal roughness volumes and temperatures,

V;, T,: nodal interface volumes and temperatures

여러 영역의 부피에 따콘 온도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plenum 온도는 피복재 상부 온도와 핵연료 온도에 의존한다.

- gap의 온노는 피복재 내부와 핵연효 외부 표면의 온도의 평균값이다.

- Annulus 온도는 핵연료 노드의 중앙 온도이다.

온도는 소결체 표면 온도와 재구성된 핵연료 반경에서의

정해진다.

- Open porosity 온도는 소결채의 평균 온도이다.

- Dish 온도는 소결체의 평균 은도이다.

- Roughne~s 온도는 껍의 온도이다.

- 소결체 경제의 온도는 평균온도와 소결체 표면의 온도의 평균이다.

계산 시간 단계 별로 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피 비율을 구하게 된다. 기

온도의- Crack

평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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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압력 계산에 필요한 기체의 생성량과 기공의 부피， 그리고 ;;1 공의 온도는

추가적인 모델에서 구한다.

(나) 핵분열 기체 생성

주요한 확산 기체의 발생률은 주어지며， 축 방향 노드에 따라 연소도에 의존하

는 핵분열가체의 총 생성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BU(z) VF(z)
GPT(z) = (PRKr + PRHe + PRXe)

100 A" '''' "0 M' (3.2.71)

여기서

GPT(z): total fission gas produced at z (mole) ,

BU(z): burnup at z (fission/cd ,

VF(z): fuel voJwne (cd ,

A" : Avogadro’s number,

Pr: fission gas production rate (atoms/IOO fissions) for Kr, He, and Xe.

모든 핵분열 생성기체는 다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핵연료 내에 갇

히며， 어떤 부분의 기체는 핵연료와 피복재 갱 영역으로 방출된다 단지 방출된

영역만 핵연료용 내부 기체의 압력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다) 핵분열기체 상수

KAOS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핵분열기체 상수모델은 White and Tucker 모델

로 온도 영역에 따라 변화가 있다. 이 모델은 FRAPCON에서 다루고 이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확산계수 D (m2/s)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D =1.09 X ]0-17 exp(-6614IT), T > 1650K

D =2.14 X 10-13 exp(-22884IT), 1381 < T < 1650K

D= 1.51xl0- '7 exp(-9508IT) , T<1381K (3.2.72)

(라) 핵연료봉 기체 방출

KAOS 코드에서 사용되는 기체 방출 모델은 핵분열기처l 간단히 기존의 Booth

모텔올 변경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 모텔은 핵분열기체 방출 모델의 기본적인

모텔이 여러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에서 다루고 있다.

가존의 Booth 모델은 구형 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생성량과 특성에 근거한 기

체의 확산방정식에서 시작한다. 이에 원자로 내애서의 확산을 고려하면 다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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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 .... , 、

--=νF+D→ -:::-1 r" -~二 1- ), c
OL 7’‘ or \ or I

(3.2.73)

여기서

C: gas concentration,

ν : fission yield,

F : fission rate,
D: diffusion coefficient,
),: decay constant.

t: tune

경 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3.2.78)

(3.2.76)

(3.2.75)

(3.2.74)

유도할 수 있다.

C(r,O) =°
C(a,!) =°

안정 핵종에 대해 고려하면 기체 원자의 flux를 다음과 같이

( π ~t)2땀t2_~t

기체 방출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f= -￡l펀t/2 표( Dt)
J둔 \ a2 ) 2 \ a )

두 번째 항은 무시 가능하므로 최종적인 기체 방출률은 다음과 같다，

f=수|함1l/2 「l tlf 「 (3277)
v π \ a- J

포화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업자 경계에는 기체가 축적되는데 이러한 포화상태 단

계에서 기체는 방출된다. 포화 영역의 기체 별도는 다읍과 같이 구해진다.

N_=I 4rF(B)κ I(략+P I
I3KBT sin2 (B) I~ r ι j

여기서

e : dihedral half-angle =: 50°'

K 8 : Boltzmann constant =: 1.38E-23 JIK,

r : surface tension =: 0.6 O/m2
) ,

κ critical area coverage fraction = 0.25,

r bubble radius =: 0.5 microns,

F(B) = 1-1.5cosB+ Q.5cos 3B,

~XI external pressure on bubbles =: gas pressure (Pa).

Table 3.2.3어1 KAOS 코드 시스템에서 소결체와 피복관에 적용한 기본 모델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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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Basic model for pellet and cladding in the KAOS code
system.

기본 모델 적용대상

MATPRO-A 펴복재 (탄성계수)

소결체 (열팽창， 크리프， 팽윤， 비열， 입자성장，

l\1ATPRO-09
탄성계수)

피복재(열전도도， 열팽창， 크리표， 비열)

핵부-염기체박충 객의 연저도도

White & Tucker 확산계수

Lucuta 소곁체 (열전도도)

2. 하나로 조사시험 이력 및 결과 해석

가. 조사시험 이력에 따른 건식 재가공핵연료 중심 온도 비교

FRAPCON- 3, FEMAXI-V 코드를 이용하여 2차부터 5차까지 하나로에서 조

사된 소결체의 중심 온도를 계산하였으며， 이것올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KAOS

코드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KAOS 코드는 기존 코드의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특히 선출력이 큰 경우에도 비고[적 잘 일치함올 알 수 있

다. 그러고 5차와 6차 조사시험에서의 측정 온도 갤파와 비jJ!.하면 초기에는 비교

적 모든 코드에서 잘 일치하지만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약간 높게 예측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5차 조사시험에서 FEMAXI-V와 FRAPCON-3, KAOS의 결

과는 제곱근 평균 오차로 각각 30% , 18%, 26%를 보여주고 있다.6차 조사시험

에서 FEMAXl-V와 FRAPCON-3, KAOS의 결과는 제곱끈 평균 오차로 각각

24% , 10%, 19%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KAOS의 결과는 실험치와 비슷한 경

향올 보이며 분포하고 있는데， 주기초보다 주기말로 진행됨에 따라 온도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소결체의 전위 (dislocation)로 인한 균열 등을 잘 모사하지 못해서

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이러한 열/기계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모렐올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룹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 자료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모텔에 적용한다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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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Centerline temperature of the 4th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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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유한요소법 적용에 따른 기계적 성질 벼교

유한요소법으로 6차 조사시험에서의 기계적 성질을 계산하여 기존 성능평가 코

드인 FRAPCON-3와 비교 검증 제산을 수행하였다. 6차 조사시험에서 피복재의

축 방향 용력， 원주 방향 응력， 캡 크기 변화， 그리고 핵연료봉 내압에 대한

FRACON 코드와 KAOS 코드의 계산 결과를 각각 Fig. 3.2.21 , Fig. 3.2.22, Fig.

3.2.23, 그리고 Fig. 3.2.24에 도시하였다. 피복재의 축 망향 응력은 약 1.4 MPa에

서 1.6 MFa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KAOS의 결과도 비슷하게 분포하여 최대 10%

오차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Fig. 3.2.21 참조) 반경방향의 웅력은 약 2.4 MPa에

서 2.8 MPa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FRAPCON-3와 비교하여 최대

12 % 오차 범위내에서 분-포하논 것으로 나타났다.(Fig. 3.2.22 참조) 소켈체와 피

복재와의 캡도 조사 이력에 따파 비교하여 보았다. 연소도가 진행됨에 따라 소결

체의 부피팽창 헌상으로 갱이 줌어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핵연료봉의 내압

도 계산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에 따라 내압이 약간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소도가 작아서 내압의 많은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기

존 코느의 결과와 벼교할 때 KAOS 코드 결과도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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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삭 재가공핵연료 성능 검증 DB 구축

가. 웹기반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 종합 DB 시스탬 설계 및 구축

(1) DB 시스템의 개요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종합 DB 시스템은 크게 물성 분야， 코드 분야， 조사 및 조

사후 시험 분야로 구성된 불성 분야에서논 산화물핵연료 및 급속핵연료의 열불

성 자료를 지금까지 발표된 보고서 및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 및 정리하여 각 핵

연료별， 열불성 별 표준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기계적 물성 지-효활 추가하여 제

공하고 있다. 코드 분야는 가존애 공개된 성능평가 코드의 소스 및 매뉴얼， 그리

고 칸단한 특정올 제공한다， 조사 및 조사후 시헝 분야는 6차에 걸친 하나로 조

사시험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당고 있다.(Fig. 3.2.25

및 Fig. 3.2.26 참조)

- 종합불성 자료 및 보고서는 PDF, DOC. HWP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

다. 또한 물성 모렐식과 섣험 자료플 수록하고 있으며 분석된 물성의 모텔식

과 그래프 등을 보여주고 있다.

- 불성별 자료는 MS-SQL 서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에 의거하여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를 대이터베이스화 하기위해 주요한 정보를 열거

한 다옴 테이블 형식으로 직접 입력하게 된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간

단한 수식을 표시하는 기능올 이용하여 선정된 핵연료 물성에 대한 계산 룰

을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웹상에서 찾고자하는 온도만 입력하변 열 물

성올 바로 구합 수 있으며 다른 핵연료와도 비교가 가능하다.

(a) 종합 성능평가 DB 시스템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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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합 성능평가 DB 시스템 성능평가 코드

Fig. 3.2.25 DUPle fuel database (http://147.43.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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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Database structure and contents

둡성 부운에서눈 기존에 .:，L쑥펀 핵띤료 불-성 더l 이터비l 이스블 담고 있으며， 세

라믹 핵연료와 금속 핵연료로 나뉘어져 았다. 그리고 핵연료 열울성 분석 보고서

를 PDF 파일 형식으효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붓석펀 해연료 열불성의 모델식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각종 핵연료 열 괄성 실제 지-료들을 온도에 따라 도표

효 보여주떠 핵연료의 열될-성(첼팽창， 밀도， 비열， 열전도도)에 대한 지l산 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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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온도 값을 기입하면 열물성 값플이 보여주고 았다.

핵연료성능평가 코드부분은 기존에 입수 및 연구된 여러 종류의 성능평가에

대해 개요를 기술하고 있으면 관련 지-효블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계산 알고리픔을

비교한 보고서도 제공하고 었다 아울리 이용자 때뉴열과 소스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조사시험 부분에서는 총 6회 걸쳐 수행된 하나포 조사시험의 결과를 세공하고

있다. 조사이력파 선출력， 二L리고 측정 결과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하나로 안전

심의회의 관련 보고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조사후시험 부분에서는 기존에 수행하였던 굉-학사진 SEM, XRD 절과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렌된 결과 해석 보고서도 같이 제꽁하고 있다.

(2) 성능 DB 시스템의 요구사항

핵연료는 기다란 금속 튜브 내의 세라믹 소결체로 밀봉된 칸단한 시스템￡호

보일 수 있다. 노심 내에서 조사되는 -동안 핵운-열 반응으로 인해 물리적 및 열

역학적으로 핵연료와 피복재는 상당한 영향을 받아 파손되게 된다 더구니· 보다

복잡한 열/기계적 현상이 핵연료 소결채 내의 반경 방향의 용도 구배와 소겸체

와 피복재 캡 간의 열전달~~ 인해 받생하게 된다. 즉， 핵연료는 이와 감이 시스

템의 구조가 복잡하다. 핵연료‘봉-의 기동애 대한 모델녕l 은 증-성자 물리， 핵연료

제조 기술.， 재료과학， 유체역학， 열/기계 해석， 꺾퓨터 기술 등이 어우러진 총제

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복합작인 모텔은 당연히 고차의 비션형성을 가지때 수치

적인 해로 처리가 가능하다. 향후 수치적인 방법의 개발이 보다 안정된 해와 실

제적인 응용에 훨요하다 이러한 헥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해 크게 두 까지 요소가

펠요하다. Fig. 3.2.29에서 보듯이 실험적 요소와 해석적 요소로 구성된다. 실험적

요소는 핵연효 불성 꽉성 시험， 조사시험， 노외 실증 시험， 조사후시혐 꽁을 포함

한다- 해석작 요소는 핵연료의 설계， 건전성 해석 안첸성 평가‘ 열수띄 해석 등

이 해당된다. 이러한 작업의 수행온 실험이나 정·힘을 황한 데이 E] 떼이스와 상호

호환이 펼요하다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플 개발하는 주된 펼요성은 헥연료의 관

리룹 보다 효율적으로 하내 신펴성 제고에 따른 원자렉 발전소의 운전을 최적화

하는데 있다. 모델 개발은 다음과 같은 사항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Fuel temperatures

。 Fission gas release

。 He release

。 Gaseous swellLng

。 Oxidation (waterside/intemaD

o Cladding mechanical property

o Fuel pelle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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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let cladding interaction (PCI)

。 3D modelJing

이 cl 한 모텔 개발로 최종적인 핵띤료의 폭표인 고연소도룹 만족하며 새로운

핵연료 개발， 그펴고 설계 및 운전 여유도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델로 구성펀 핵연화 성능평가 코드륜 validation 하는 작업은 핵연료

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규제기관으로부꾀 인허가를 받기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크게 verificaLion과 validation으로 나누어 진행 된 다.

Verification 단계에서는 코드 니l 의 각 함수들의 기능이 제대호 계산이 수행되는

지를 확인하게 원다. 이러한 젤차애서는 해석적인 해와 모텔의 결과와 비교하기

도 하며 수렴성의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v따idation 단계에서는 핵연료의 성능

평가의 결과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실험치와 유사한 값올 제공하는지

렐 판단하게 된다. 또한 모델 개발에서 사용된 데이더베이스를 이용하여 비교하

기도 하며 실험의 오차칠 고려히-게 된다. 만약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실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확 한다.

핵연료 성능평가

해석적 요소

-빽연료 설계 및 해석

- 핵연료 건전성 해석

얼/기계적 거동 해석

- 획연료 안전성 해석

정상/천이 상태. 사고해석

- 원자력 열수력 해석

열수력 모형개알

유동 톡성 하l 석

- 핵연료 설계 평가

실험/해석적 검증

실험적 요소

- 핵연료 물성 특성

열/기계/화학적 물성
- 연구로 조사시험

고출력， 출력 급증 조사시험
- 노외 실증시헝

헥연료 부품 품질시험

계통/설계 앙림성 시험
- 상용로 조사시험

기계/핵/열수력 설계 검증

- 조사후시험

핵연료 성능 종합데이타베이스

- 성능 평가 코드， 열/기계/화학적 물성 모델

- 조사/조사후 시험， 노외살증시험

- 건전성 평가， 인허가 자료

Fig. 3.2.27 Nuclear fuel Derformanc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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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핵연료 성능 검중 DB 설계

(1)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핵연료 성능평가 종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은 펜티엄급 PC

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그리고 긴납 전넥 공급 장치토 이루어져 있다.

(가) 펜티업급 PC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친된 힐만 펜티엄 n급 PC가 사용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웰 서버의 기능상 속도보다는 용-렁:이 충분하게 유지하논

것이 유리하여 80 GB의 내장형 하드디스드L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100 MBps 닫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장치쉰 위해 USB 2.0 지원이

가능하도팍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나) 와장형 하드디스크

데이터베이스룹 백엠하거나 기존 자료를 백임하는 목적으로 외장형 하드디스

크를 설치하였으며 유사사 자료의 이동을 손쉽게 하고 있디- 본처l 와는 USB 2.0

포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용굉:은 80 GB이 1 며 네트워크로 꽁유퍼아 다른 일반 PC

와도 연결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비상 전력 공급 장치 (UPS)

예상치 못한 정전싱-태에서 시스템올 일정 시긴-동안 유지시킬 l1F씌으파 UPS륜

펀-채에 연결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갑작스러운 정전 시에 시스템의

안정성올 보장하고 자료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가) 운영체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최근에 널리 사용펴고 있는 마이크

토소프트사의 윈도우즈 2000 서버로 분영체제룹 구성하였다‘ 윈도우즈 2000 서버

는 기븐적인 윈도우즈 기능 외에도 웹 서버를 제공한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기존

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들윌- 춤분히 호환성 있게 수용할 수 있깐 운영체제이다，

이러한 윈도우즈 2000 운영체제간 시스템의 보완파 안정성에노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꾀 지속적인 갱신 (update) 윷 하여 기존 파일올 최신의 버전으로 갱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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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는 주료 사용되고 있는 소프드웨어로는 오라클， 시렬

(SQL,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 , 그리 고 액세스(Access) 둥이 있다.

주로 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블 워해서는 사용하기 간단한 액세스가 주로

사용꾀며， 고용량의 데이터베이스 뉴L팍윤 위해서는 오라쿨이나 SQL 둥이 사용된

다. SQL은 1970년대에 IBM사에서 데이터베이스 검색윤 위해 개발한 컴퓨터 언

어이다. 시간이 갈수로 언어의 기능이 추가되어 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QL플 채택하였고 그증에서 MS사에서 개싼한 데이터베이스 서

버의 운영체제인 SQL 서버 2000을 사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DB의 효율

적인 이용과 함께 안정성 보안성이 우수하다. 또한 사용자가 손쉽게 집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잡점이 있다. 쑤~- SQL 서버 2000은 윈도우 NT 또는 2000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웹서 til 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편집 도구가 필요한데 본 인구에서는 나

모 웹에디터관 사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훼어로 웹 파엽의 펀집이 용이하여 웹에

표한되는 형태를 바로 꽉 수 있다. 또한 그림을 쉽게 심-임하거나 파일올 링크할

수 있다.

이외에 사용되순 소프트웨어늪 바이러스 방지 소프뜨위l 어가 있다， 윈도우즈 웹

서버나 DB 서벼는 해커쉰의 칩종식인 공넥: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거의 실시간

으로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꾀고 있으띠 바이러스 감지 및 제거 소프트웨어

로 V3를 선택하여 시스텐애 사용하고 있c]-. V3는 네브워크로 상시로 최선 버전

으로 갱신되며 지쉰적으로 바이러스륜 온파인으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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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계장 조사시험

1.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가.6 차 계장 라그 설계 및 제작

(1) 계장 리그 설계

(가) 센서 설치부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분야에서는 1999년부터 무계장 3 회와 SPND

계장 및 중심온도 계장등 총 5 번의 하나로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어서 2005년에 제6차 계장 조사시험을 하나로 OR 5 조사공을 이용하여 수행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5 차 조사시험을 위한 하나로 안전심의에서 다음

조사시험부터는 조사시험 전에 이용자 사전회의를 요청한바 있어 ‘05. 6. 2. 하나

로 사전회의 (참석지 송기찬， 이철용， 문제션， 임인철， 류-정수， 김-봉구， 서철교〉를

하였다. 사전회의에서는 성능평가 분야에서 새롭게 구상중인 상하 element

assembly로 설계된 계장리그에 대해 발표 및 토의가 있었으며， 안전성 문제로

하딘- element assembly에 대한 선출럭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할 필요가 제시되

었다. 이후 하나로에 의뢰하여 선출·력 계산결과를 풍보 받았으며， 검토결과 상하

의 element assembly의 산출력 차이에 의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플 수 있다고 확

인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중 하나로 장전시 grapple head와 중심

온도 센서간의 twist 되는 현상을 빌견하고 grapple head 부분을 설계 변경하였

다. 따라서 5차 계장리그를 그대로 사용하되 다음과 같이 일부만 설계개선을 하

였다.

5 차 조사시험리그에서 사용된 중신온도 측정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입출

구 온도 및 SPND 센서 설치 부분은 제거함 또한 중심온또 센서의 원격체결을

위해 grapple head 부분을 사용 25 mm lema connector블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 변경하였다

(나) 외통 제거

본래 외통은 외부 물처l 쿄부터 내부 부분을 보호하려고 설계되었으나， 오히려

원격 조사시헝에서는 랴그 조립시 외통이 사용되면 내부의 조립상황욕 파악하기

어렵고， 원격 조핍과정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외통이 제거되면 원격조립의 어려

움을 해절첼 수 있으며 또한 외통을 제거됨에 따라 조사시험완료 후 폐기울 감

소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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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소 연료봉 집합체 (Element assembly)

Mini-element 동심축을 housing support 통심축과 일치하도록 설계 변경하였

다- 즉 3 개 의 mini-element7} 중심원 φ25.95 rnm에 서 중심 원 φ34.3 rom 으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위치함으로써 grapple head와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

Mini-element 동심축 이동에 따른 설계 변경되는 부품은 다음과 같다.

* Lower housing C6TH-25-ELE-HODSING-LO)

* Upper housing (6TH-28-ELE-HOUSING-UP)

(라) 온도센서 seal tube 설계변경

5차 계장리그 설계에서는 온도센서를 sealing하기위해 Halden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seal tube와 endcap이 분리되어 조립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물폰

seal tube 끝단은 laser welding 하였으며， 최종 swagelock 방식으로 조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방식의 문제점은 laser welding이 완벽하더라도 swagelock

조립 부분이 완천하지 않으면 He-leak 시험을 통과하지 끗하는 결과를 발생 할

수 있다. 실제로 5 차 조사시험에서 제 3 mini -clement 가 swagelock 체결이

완벽하지 못하여 He-leak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무계장으로 제조되

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번 설계에서는 seal tube와 endcap을 일체화

하고 종전방식과 감은 laser welding으로 sealing되도폭 섣계 변경하였다.

* 관련도면 : 6TH-18-ELE-Ml-EDCAP-B

(마) Grapple head

5 차 리그설계에서는 3 개의 중심온도 센서가 흉이 있는 grapple head에 조립

되어 냉각수 진동에 의한 센서 흔들립을 방지하기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센서

와 grapple head가 일체화됨으로써 리그 장전시 twist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

다. 따라서 리그 장전시 온도 센서의 twist 방지를 위해 중심온도 센서가 외각쪽

으로 약간 이동하게 설계함으로써 grapple head 사이에 0.2 rom 의 캡이 발생하

며 중심축과 grapple head만 회전하게 변경하였다.

* 관련도면 : 6TH~02-DPF-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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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Design of the instrumentation rig

(2) 계장려그 제작

2005년 8월 18일 계장리그 설계가 완료되고 최종 승인(하나로 류정수， 품질보

증실 임남진)된 계장리그 제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술시방서와 구매시

방서 작성 및 승인 : 정치개발지원설의 계장리그 제작에 대한 예가검토가 수행되

고 구매와 기술에 대한 시방서가 작성되었다.

* 관련문서 : 구매시 방서 DUCAP-PS-05-01 ('05. 08. 18)

기 술시 벙-서 DUCAP-SP-05 -01 (’05. 09. 09)

QA 절차에 따라 승인된 설계에 따라 T 등급의 QA 자격을 갖춘 대우정밀애서

제작되었다. Zircaloy-4 재료는 연구소에서 공급하고 기타 다른 재료는 제작업체

가 구매하여 가공하였다. Fig ‘ 3.3.2와 같이 제작된 리그는 QA 절차에 따라 현장

부품검사와 최종 조랩검사가 수행되었다.

제작검사 및 예바조립 : ’05. 12. 06, 참여자 류정수， 권혁일(품질보증실)

* 관련문서 : DUPIC RIG 조립보고서 QR-03-06-1

최종조립검사 후 하나로에서 장전전 겹사를 요칭하여 새빛 연료동에서 설치된

유동관을 사용하였으며， 장전실험은 유동관과 Top spring 껍확인과 장전시 중심

축의 원활한 회전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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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Loading Test of 6th rig

(1) 조사시험 소결체

Fig. 3.3.3 The assembled 6th rig

나. 소결체 드렬령

본 6 차 조사시험은 지난번 수행된 5 차 조사시험의 재연성을 실험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5 차 조사시험에서 사용된 동일의 핵연료 물질을 소걸체로

제조하였다. 핵연료 물질은 사용후 핵연료 G23집합체의 AI , B5, B7, C8, D9 의

5 개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되어 균질 혼합된 분말로 평균 연소도 27,300 MWd!tU
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3 개의 DUPle 연료봉과 1 개의 U02 연료봉을 제조하여

중심온도 비교조사시험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U02 소결체룹 새빛연료동

에서 제조하고 계장조사시험을 위한 천공을 하였으나， 규정강화로 인해 IMEF의

DFDF내에 U02 소결체를 투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3 개의 DUPle

mini-element 릎 제조하기위해 Fig. 3.3.4와 같이 총 15 개의 소결체름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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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된 소걸체는 소걸밀도 10.221-10.278 g/cm3 (이곤 밀도의 94.5-95.0%)이

며， 표변조도 Ra 0.96μm 이하이다.

I. Element: DUPle P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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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ment: DUPle P잉leI 3. Elernent :DUPle Pellet

HI) Ln [:i~ ‘·~il

t.9 ’ ‘ 43. 10.4 '13. 9.5일9. 76)

파 I :.45. 1Q.4'31, 9.S·WJ.'I9)
34: 11. 59.1 0. 491. 9.73('3. 94)
33: 11. 43‘ IU491. 9. ，언

28: 11. 41.10.·191, 9.74

No l.n Db \'It
13‘ 1 1.않 10, 491. 9.49:!l 59)

1 21: 11. 정. 10. 491. 9. 46(967)
~ ~"J: 11. 염. 10. 492 ‘ 9.4닷9. 69)

II 12: 11. 30. ) 0. 469. 9.69
‘ 15: 1 1. 31.1 0， 491ι 9.69

잉전길미 5731 무서14332

(48.98)
앙전깊미 56.6 무거| ‘778

(46. 43)

공십i’OJ 28.675
m 흥심힐미 28.325

‘

1vli:ni-element Pellet 사양(6차 조사시 험 )

Fig. 3.3.4 Mini-element pellet SlJec.

(2) 소결체 드릴링

조사시 험 축소 연료봉에 sapce block으로 직 경 10 mm, 깊이 10 mm의 순도

99% 알루미나 소결체가 사용된녀. 따라서 알루미나 소걸체와 건식 재가공 소결

체가 드렬령 시험 시편으로 준비되었다. 이때 건식 재가공 소결체는 핫셀에서 사

용 후 핵연료를 이용하여 제1조된 소결체효 평난 직경 10.49 mm , 평균 길이는

11.3 - 11.6 mm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알푸미나와 건식 재가공 소

결체에 직경 1.2 mm 온도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직경 1.3 mm로 사용된 드릴 탑

을 직경 1.4 mm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Fig. 3.3.5는 싣험실에서 일루미나 소결채할 드럴링 하는 그림인데 길이 10 mm

1 개를 드릴링 하기 위해서는 약 40 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1 개를 드

렬링 후에는 다이아몬드 탑 따포에 인해 드릴 탑을 교처l 하여야 하였다. 5 차 조

사시험 소결체 천공은 상하보 나누어 2 번에 걸쳐 드헐렁 작업을 하였으나， 금번

의 6 차 소결체는 1번의 드련렁으로 관똥하여 드릴링시 소결체의 충격을 최소화

하였다. 이것은 상하로 2 번 에 겹쳐 드릴링시 중심의 불인치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Fig. 3.3.6과 같은 핫생 드릴링 1 차 실험에서는 길이 11.5 mm 한 개

의 소결체를 천공하기 위해서 약 l 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그리고 하단부가 관

- 163 -



통 시 드릴 탑에 집중되는 하중에 의해 하단부 관통 부분이 약간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소결체 가장자리가 매우 약해 쉽게 파손되므로 매우 조

심스럽재 취급하였다‘

Fig. 3.3.5 Remote drilling of peUet at hotcell

Fig. 3.3.6 Drilled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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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Pellets for 6th irradiation test

다. 마쩨용접기술 개발

Fig. 3.3.8은 5 차 조사시험에서 사용된 중심온도 부착 축소 계장 연료봉의 설

계도이다. 온도센서플 용접하기위해 Fig. 3.3.9과 같이 seal tube 가 은또센서에

끼워져 부착된다. 이때 inconel 600 재침의 seal tube 총단과 tantalum 재질의 온

도센서 sheath 는 레이저 용접으로 sealing한다. 온노센서와 sεal tube 의 미세용·

접기술은 5 차 조사시험에서 개발하였으나 실제로 미세용접된 온도샌서를 조립

시 swagelock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띠과서 Fig. 3.3.1 0과 갇이

swagelock 부분을 없애고 봉단마개와 임체화 시켜서 밀봉하뉴 방법융 고안하였

다. 온도센서의 피복재 용집득-성을 분석하기위해 탄탈늄(tantalum)， 티타늄

(titanurn) , 몰리브덴(molybdenum) ， 지프갈로이 (zircaloy) 미세용접시편을 제작하

여 용접실험윤 수행하였다. 최적의 용접재료로 지트카이 (Zr) 재료가 선정꾀었으

며， 수행된 실험 용접조건으로는 260 V, 5 ms, 5 Hz, 380도 회전으로 최적으l 조

건을 얻었다. Fig. 3.3 .12는 미세용접된 시편으로 He-lc뼈에 대한 실험은 IMEF

DFDF에 설치 된 He-leak tεst뭘 사용하였다.

섭김i

잊4

Fig. 3.3.8 Sealing method bv Swage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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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3.11 The drawing of las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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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Laser welded sealing part

라. 조사시험 기술개발

(1) 조사시험 복수 계장리그 개발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 성능입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

되는 조사시험용 리그장치로 고 방사션의 핵연료에 중심온도측정 온도센서가 부

착된 조사시험 핵연료 집합체가 상하로 구성되어있으며， 차폐시설 안에서 원격으

로 분해 및 조댄이 용이하도록 조사시험용 복수 축소 연료봉 집합체 원격 계장

리그장치를 개발하였다. 그 구성은 연구용 원자로 조사공 중심에 장착되도록 중

심축을 중심으파 구성된다. 먼저 계장려그가 고정되는 로드 탑과 가이드로 구성

되는 하단 조립부는 내부에 장착된 스프링에 의해 조사시험 시 냉각수 흐류에

따른 상하 진동을 방지한다. 또한 하단 조립부와 조립되는 상단 계장핵연료 집합

체와 하단 제장핵연료 집협체가 대칭적인 구조로 계장센서는 플러그와 소켓방식

으로 조립되며， 상하 계장핵연료 집합체는 소결체 종심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가 각각의 축소 연료봉(mini-clemen t) 중심에 설치된다 계장리그 상단 조립부는

상하 계장 축소 연료봉 집합체에서 연결되는 6 개의 옹도센서 연걸부 커넥터가

서로 간섭 없이 위치되며， 계장리그의 취급부인 그래플 헤드에 원격커넥터괄 부

착하여 6개의 온도센서 확장 케이블 커넥터와 원격으로 체결하게 하였다. 상기

와 같이 본 장치는 중심축욕 중심으로 리그 하단의 가이드 부분， 중심을 기준으

로 3개의 축소 연갚봉으로 구성된 복수의 축소 연료봉 집합체， 상하단부의 제장

센서 커넥터가 원격 연걸되는 상단조립부로 구성되어 하단 조립부에서 상단 조

립부까지 원격으로 분해조핍이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 특히 본 장치의 상단부

의 계장센서의 연결부 커넥터는 그래표 헤드에 부착된 푸시품 커넥터콸 사용하

였으므로 확장 케이블이 단선이 되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또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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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VDT 개발

Fig. 3.3.13 Remote instrumented rig device
for irradiation test that accommodates
duel mini-element assembly

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계장리그는 최첨단의 기술로 분류되는 조사시험분야에

있어 원격취급이 요구되는 고 방사성 핵연료 조사시험올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기존 저 방사성 핵연료 조사시험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필 수 있는 장치이다.

(가) LVDT의 구조와 원리

LVDT(Linear Voltage Differential Transformer)는 상호 인덕 턴스 변화를 이용

하는 트랜스듀서이며 기계적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코어의

변위에 비례하여 전기적 출력이 발생된다. LVDT의 구조는 Fig. 3.3 .14와 같이

코일올 감는 포머 (former) 9.J- 기계적 변위를 감지하는 코어 (Core) ， 코어를 지지해

주는 지지봉， 외부에서 발생되는 자기적 간섭과 l 차 측과 2 차 측 사이에서 발

생하기 쉬운 와전류(eddy current)와 외부에서 발생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차폐 케이스 및 코일로 구성된다. 전기적 절연이 높은 원통형 포머는 코일을 감

을 수 있게 3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중간 부분에 교류전압올 공급하는 I 차 측

코일을 감고 l 차 측으로 부터 통일한 캡을 유지하며 대칭적으로 똥일하게 2 차

측 코일을 감아 외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직렬 연결되게 한다. 자성체 코어의

운꽁은 각각의 2 치- 측에서 발생되는 여기전압<induced voltage)을 일으키게 하

는 1 차 측과 2 차 측의 상호 인피던스륜 변하게 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코어가

중간에 위치하여 각 2 차 측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동일하고 180。 위상을 유지하

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영이다 만일 코어가 움직여서 중간지점을 벗어난다면 2

차 측과 l 차 측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는 다른 쪽 2 차 측과의 사이에서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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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출력단에 차동

비례하여 출력으로

연결된 2 차

코어의 변위에

는 상호 인덕던스 보다 크게 되어 서로 직렬로

전압(differential voltage) 이 발생된다. 따라서

직류전압이 발생된다.

Voul

+ SIC
Output

<• __ 0 ••__
ε〉

Displacement

s‘c
v

옳r윷징싫t

「 szr;:tr;y ?1
f‘5

Core

Signal
Cond itione:-

개발

ill t.erns} LVDT

Fig. 3.3.14

(나) LVDT의

The structure of LVDT

현재 LVDT는 수 내지 수십 마이크로 미더까지 변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으

며 위치， 온도， 진동， 가속도， 압력， 힘， 레앨， 유속 둥과 같은 물리적인 양을 측정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핵 연료봉에 LVDT를 응용하여 사용한 경우는 HALDEN

의 중요 계장기술로 fuel rod에서 핵연료 길이의 신장<fuel stack elongation) , 피
복관 신장Ccaldding elongation), 핵 연료봉 중심온도(fuel center temperature),
핵 연료봉 압력 (fuel rod pressure)를 측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연료봉 내압을

측정하기 위한 LVDT괄 개발하기위해 사용된 주요부푼은 다음과 같다.

큰 폴리

위해 직

중 내열성이

많게 하기

- coil 선정

LVDT단 고온에서 사용되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coil

아미드 이미드 통선(AIW)을 선정하였다. 또한 coil의 권수를

경음 O.l4m.m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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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로우즈 선정

연료봉 내압을 측정하기위한 부품으로 core와 연결된다. 따라서 고옹에서 견딜

수 있도록 STS316L 재질의 벨로우즈를 선정하였으며， 내경 4 mm, 외경 9.5
rom 의 크기를 갖는다.

- LVDT body
coil이 감겨지는 LVDT의 body는 내열특성과 절연특성올 가져야한다. 또한 가

공성도 좋은 재줘을 선정해야하므로， 기본 body는 STS316L 재질로 가공하고 절

연성올 유지하기위해 세라믹코팅을 하였다.

Fig. 3.3 .1 5은 연료봉 내압 측정용 LVDT의 단떤도이고 Fig. 3.3.16은

Mimi-element 와 조립된 그림의 단면도이다. 현재 제작된 LVDT에 대해 상온에

서의 기본 특성실험올 완료한 상태이며， 실제 원자로에서 실험하기 위해서는 고

온상태에서의 추가적 실험이 펼요하다.

Fig. 3.3.15 The drawing of 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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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The LVDT for fission gas
measurement

2. 하나로 이용 소결체 계장 조사시험

가. 중심온도 부착 연료봉 제조

(1) 온도센서 용접

제 6 차 건식 재가꽁핵연료 계장 조사시험을 위한 min.i- -element 의 온도센서

용접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용접에 사용한 용접기는 펄스형 Nd:YAG 레

이저 500W급이며 포함된 내용은 용접공정의 재료， 치수검사에 대한 QA 문서들

이 포함된다. 관련문서늠 다음과 같다.

o 6TH-14-ELEMENT MINI

o DCP19-0808-ELE-MI-ENDCAP-B

o WP-04

연료봉(mini-element) 제조도면

봉단마개 제쏘도면

Element seal tube welding 공정 시 방서

미세용접 실험에서 선정된 Element seal tube와 상단 endcap이 (낄체화된

Zircaloy-4의 endcap 시편올 준비하였다. 용집되는 온도센서의 sheath는

tantalum 이며， 준비된 5 개 온도 센서에 맞추어 시편 5 개률 순벼하여 치수 측

정 후 세척하였다. 센서 흘더에 온도센서와 상단 endcap을 조휩하고 회전 척에

고정시킨 후 용섞위치룹 맞추었다. 용섞유 공정시망서 WP一04와 같아 수행하였

다， 용접된 se머 tube는 육안검사른 수행하였다， 모든 용점파정은 용접기록서

(WP-Ol-l)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조사시험에 사용펀 3 개의 옹

도센서가 용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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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The welding of endcap and
thermocouple

(2) 계장 연료봉 용접

온도센서가 용접 후 센서홀더와 조립된 계장센서와의 연료봉용집에 대한 보

고서가 작성되었다. 용접에 사용한 용접기는 펄스형 Nd:YAG 레이저 500W 급이

며 포함된 내용은 칫수검사， 연료봉 He 가스 누출검사 및 봉단마개 용접공정 작

업내역에 대한 내용툴이 포함된다. 이때 용접 작업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시면 5개를 준비하여 QCI-05 절차에 의해 치수 측정을 하고 핫젤 밖에서

조사연료봉 상단변을 용접한 다음 양호한 연료봉 4개를 선정하였다.

- 제1 계장연료봉에 대한 용접을 찾셀애서 수행하였다. 상단연이 용접된

연료봉에 스프링， sapce block 1 개 , DUPlC 소결체 5개， sapce block 6개

를 삽입하고 용접 절차서에 의해 하단부를 용접하였다.

一 제 1 계장 연료봉 용접 후 제2 계장 연료봉과 제3 계장 연료봉에 대한 봉단

마개 용;섭을 하였다.

- 용접된 연료봉은 QCI-Ol 섣차에 따라 He 누출검사를 수행하였다. 검사는

용접순서에 따파 제 l 연료봉에 대해 먼저 수행 후 제2연료봉 및 제3 연료

봉에 대한 He 누품검사꽉 수행하였다.

- 모든 용접과정은 용접기록서 CWP-Ol-l)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디

용접 후 시험걸과로 연료봉 치수 측정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

으며， 연료봉 용접 후 육안겸사는 이상이 없음올 확인하였다. He 가스 누출검사

에서논 누출되는 연료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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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Q. 3.3 .18 Before mini-element welclinQ

FiQ. 3.3.19 After mini-element weldinQ

나. 계장 조사시험 리그 조렵

(1) 계장 element assembly 조립

Element assembly 조립은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llVlEF B hot cell에서 수행되

었다. 먼저 3 개의 mini-element(l, 2, 3, 표시 및 표시 부분이 RIG 상부로 향하

도록 확인)와 관련부품을 확인하였다. 다음 element assembly의 조립은 5 차 조

사시험시 수행된 절차와 같이 다음파 같은 순서로 행하였다.

※ M6 B cell에 이 송 전 조 핍

- 0])-2 housing supporting과 @-1 lower housing을 조립하였다.

@-2 housing supporter, II, lID와 @-1 lower housing의 결 합

끼ω



- @-7 cooling block올 @-2 housing sUPPOlting애 끼 웠 다.

※ M6 B cell에서 조렵

- @-6 mini-element를 다음과 같이 조립하였다. 미리 조립된 @-l lower

housing과 @-2 housing supporting 부분올 mini-element 조 립기에 장착

하였다. @-6 mini-element<l, 2, 3) 상하 방향(endcap 부분에 숫자표시가

있는 부분이 상， endcap 에 flat 띤이 있는 부분이 하) 확얀한다. @-2

housing suppoπ I과 II 사이에 때-6 mini -element 1을 조립 한다.

mini-element 조립기 의 handle을 조정하여 2 번과 3 번의 @-6

mini-element를 조 립하였다.

- @-2 upper housing을 조 립 한다.@- 2 upper housing의 홈과 @-l lower

housing 홈의 일치 여부 확인한다.

- @-5 housing washer와 @-4 housing nut를 끼운 후 조였다. Element

assembly의 조립 이 완성된 Fig. 3.3.20 참조

Fig. 3.3.20 Mini-elemen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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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ent assembly process

r---……--…--.‘+찌을객m께r뺑ee DLωUPIC f'
Two DUPIC & One LEU U02 rod

He-leak Test

」~ Element assembly

(2) 계장 리 그전체 조립

Mini-element preparation

。 Lower endcap welding

Fig. 3.3.21 The process of element assembly

M6 B cell에서 element assembly 조립이후 element assembly는 Padirac 을

사용하여 2003. 12. 16일에 M4 cell로 이송되고 계장 RIG 의 천체조립은 Ml ceJ1

에서 조립되었다. Ml cell로 이송된 @ element assembly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장 IDG를 조립되었다.

(가) Ml cell에 이송 천 조댐

- CD rod tip, CZ) g띠de， @ collar, ® pin과 ® central rod의 최 종 조 립품 확

인

® spring, ® bushing과 (J) lower endplate ® lower support tube를 차례

로 central rod 조립품에 끼운다

(나) Ml cell에서 조립

- 조립된 부품의 @ central rod흘 잡아 설치된 RIG 조립기 중심에 장잔한다.

- RIG 조립기 상단 handle을 시계 방향으로 톨려 (J) lower endplate를 고정

시킨다.

- RIG 조렵기 하단 handle을 시계 방향으로 몰려 (Z) guide aπn이 (f) lower

- 175 -



endplate 흠이1 적색의 페으료 마킹펀 지점에 이르도록 하였다.

- ® lower support tube를 central rod 조립품에 끼 웠다.

- 조립된 OJ) element assembly의 상하플 확인하고 central rod 조립품에 끼

운다. @-3 housing support I파 II 사이 에 있는 @-6 mini-element I가 @

lower endplate의 mark 부위와 일치 확인한다.

- @ top endplate‘ @) top guide를 끼웠다. 조립시 ® out tube 위쪽의 표시

부분과 @ upper endplate 흡과의 일치 확인한다.

- ® grapple head를 조립 한다.

- 뼈 clamping nut쓸 ® grapple head애 조 립 한다. ® clamping nut에 있는

흡이 적색의 표시점과 일치되도룩 앙원경으로 확인함-

- 수동 clamping nut 조립용 기구룹 사용하여 @ clamping nut를 조인 후，

수동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set screw를 조였다.

- 조립된 상태를 최종 확인하였다.

- RIG 조립기 하단 handle을 시제 반대방향으로 나사선 하단까지 돌린 후，

상딘. handle을 시계 반대방향으포 뜰-려 RIG륜 빼냈다.

- 콘덴서 방전기플 사용하여 @ set screw를 고정시켜 RIG 조립이 완료되었

다(Fig. 3.3.22 참조).

Fig. 3.3.22 The completed assembly of
instrumented irracliation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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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Component of DUPlC fuel irradiation rig
계장 리그 번호 : DUPlC-05-006

부품 No. 부풍명 부품도연변호 사용수량 확인

1 Rod tip DCP03-30427- RODTlP 1
2 Guide DCP04-30425-GUIDE 1

3 Spring DCPOS-0808-SPRING 1
4 Collar DCP06-30425-COLLAR 1

5 Pin 6TH-05-PIN 1
6 Bushing DCOP08-0808-BUSIIlNG 1
7 Lower endpJate DCP09-0808-ENDPLT-LO 1
8 Central rod DCP12-30427-CENTRALROD 1

9 ELElVIENT CAP
DCP17-0808-ELE- MI- EDCAP-A

3,3
DCP17-0808-ELE- MI- EDCAP-B

10 Element assembly 6TH-11-ELEMENT 16TH-12-ELEMENT
10-1 Iι)wer housing 6TH-25-ELE-HOUSn‘G-LO 1
10-2 Upper housing 6TH-28-ELE-HOUSING- UP 1
10-3 Housing support DCP29-30427-ELE-H-SUPPORT 3
10-4 Housing nut DCP33-0808-ELE-H- NUT 3

10-6 Mi띠 element 6TH-13-ELEMENT-MINI 3 DUPle
과쩨 쩨조

10-7 Cooling Block DCP30-0308-ELE-COOLINGBLOCK 1
10-8 Housing washer DCP32-0808-ELE-H-WASHER 3
10-10 CT sensor holder DCP22-30426-ELE-CLT - HOLODER 3

11 Lower Support tube DCP11-30427-SUPOTUBE-LO 1
12 Upper endplate 6TH-32-ENDPLT-UP 1
13 Top guide DCP37- 30427- TOP-GUIDE l
14 Grpple head Jock DCP38-30427- GRAPLEllEAD-LOK 1
15 Grapple head 6TH-35-GRAPPLE-HEAD 1
16 Clamping nut DCP40-0808-CLAMPING-NUT 1

작업자

---•-

작업일자 I 연료봉 : g

작업자 작업일자
-IT그 Mini

ele ’ t
H 연료봉 : g

‘,. J
、-;;， -_--."

확인자 확인얼자 ill 연료봉 : g
게

QA 확인일자
리그조렵후

총무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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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로 조사시험

(1) Data acquisition system 개발

(가) 중심온도 경보값 설정기준

본 프로그램은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 계장 조사시험 시 계장 리그에 설

치된 센서로부터 데이터블 섣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5차 조사사험에서 개발되

었다. 모니터링되는 계장리二L의 계장센서쿄부터 출력되는 6개의 핵연료 중심온도

는 설정된 샘플링 시간에 따라 섣시간으로 측정된다. 본 프로그램은 센서로 부터

의 출력값이 DAS로 연결되고 또한 DAS는 RS-232C 인터페이스로 중앙감시

PC와 연결된다. 연갤된 중앙감사 PC에서는 3D의 GUI 방식에 의해 사용자가 편

려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발펀 제장 조사시험용 전용 Windows 모니터링 소

프트워l 어가 운용된다. 기본적인 특정으로 설정된 샘플링 시간마다 각 변수의

Real time Trend 표시 및 Historical Trend 표시 화면 출력 및 데 이 터 출력 등

의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조사시험 중 계장센서의 값은 데이터 파일로써 저장

할 수 있는데， 저장된 파임은 offline으로 데이터 분석음 수행할 수 있다.

Off-line 데이터 분석기능은 모든 데이터와 개별 데이터 값을 Trend 표시뿐만

아니라 엑젤과 데이터 렁크플- 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프로그

램은 조사시험이 수행되는 현장에 설치되늠 중앙 감시용 프로그램으로 원격지로

부터 데이터 요구시 LAN올 풍하여 데이티를 송신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갖고 있

다. 이상과 갇이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 외에 근무시간외 및 휴일에도 설정된 시

간 마다 설정된 개인 휴대폰으로 측정 데이터활 전송시켜 모니터령하는 기능을

부가하였다‘ 전송되는 데이터는 정상 측정페이터 뿐 만 아니라 설정된 경보값이

측정되면 즉시 휴대폰으로 경보값윤 전송하게 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나로 문자 전송사스템의 운용방안은 다음과 갇다.

하나로 출력이 26 MW인 5차 조사시험에서 측정된 최대 중심온도는 1,1 00 "c

였으며， 1 MW 출력 증강시 약 50 ·C 상승을 고려하면 (5차 조사시험 측정 데이

터 참조) 금번 30 MW 하나로 출력운전의 조사시험에서는 예상 최대 중심온도

가 1,300 ·C 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도에 대한 여유도를 감안하여 중심온도 경보

값을 1,600 ·C 로 설정한다. 1,600 ·C 이상인 경우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중심온도 모나터링 및 중심온도 경보값 이상시 대처방안

5차 조사시험에서 중심온또 모니터렁하기 위해 하나로에 서버 PC플 설치하고

측정값을 수시로 관리하였으며， 또한 원격지인 DUPIC 연구동 사무실에서 서버

PC를 LAN으로 연결하여 측정값을 모니터링 하였다. 금번의 조사시험은 5차 조

사시힘과 통일한 방식으로 중심 온도값을 모니터렁 한다. 더불어 휴대폰 문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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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SMS 문자전송) 시스템을 도업하고 다음과 갇은 기준으로 보다 안전한 조사

시힘을 수행한다.

- 근무 시간에 따른 대처 방안

1) 연구소 근무사

하나로 서버 PC 와 LAN 통신에 의한 DUPle동 원격지 PC 모니터링

모니터링시 중심온도가 경보값(1 ，600 t) 이상이면 제이설(Tel. 868-8491)

에 통보하고 다음과 갇이 펼요한 조치를 행한다.

2) 휴일 및 퇴근시

일정시간 마다 현재의 중심온노 측정값을 휴-대폼 문자전송

문자전송 주기 는 서 버 PC의 Sampling Time(ST)에 따라서 42 주기 (3윌

16일 부터) 초기에는 5 초로 설정하며 이에 따른 문자전송 주기는 약 50

분이 된다. 이후 측정값의 변동이 작으면 Sri、콸 10 초로 설정하며， 이때의

문자전송 주기는 100 분이 된다.

문자전송 수신자는 이철용- 외 l 인으로 정한다.

모니터링시 중심온도가 정보값0 ，600 °C) 이상이떤 세어섣 (Tel. 8688491.)

에 통보하고 녀음괴 같이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 중심온도 경보값 이상시 운전 조치

1) 휴일 및 퇴근후 섣정된 중심온도 경보값0，600 ·C) 이상이바늠 휴대폰 문

자를 받은 휴대폰 문자 수신자는 즉시 제어실 (Tel. 868-8491 , 8492)에 통

보한다.

2) 휴대폰 문자 수신자는 관련자에게 상황을 보고/풍보하고， 연구소에 즉시

출근하여 상황을 파악 후 제어실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3) 제어심 운전조장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한다.

φ 1 차 냉각수 방사능 감시 기 mu一14A1B/C) 지 시 값의 증가 추。l<G03.l，

G06.] , GlO.l) 및 경보(3，300 cps) 발생을 확인한다. 만일 증가 추이가

빠트기나 정지값(6，600 cps)에 도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자로룹

수동 정지하고‘OP-29(원자로 비상정지)’에 따라 조치한다.

@ 수조 상부 표떤 방사선 감지기(RU-10A/B/C) 지시값의 증가 추이

(G02.8, G05.B, G09.8) 및 정보 (2.0 mrem/hr) 발생을 확인한다. 빈-일

증가 추이가 빠프거나 정지값(2.5 nu"err아끄)에 도 1갈한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원자로룰 수동 정지하고 ‘OP-29(원자로 비상정지)’에 따랴 조

치한다

8) 1차 냉각수를 채취하여 시료 분석윤 의뢰한다.

®1차 정화 계통 및 관련 환지 제통을 계속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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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을 l{- 땅한다. 필요시 ‘ST-02(핵연료 육안 검사)’ 절차에 따라 해

당 조사연료에 대한 누설 시험올 수행한다.

(다) 기타

휴대폰 문자전송 시스템은 원격지 PC에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완료 후

43 주기 (4월 20일 부터) 부터 서버 PC에 도입하여 조사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성

공적으로 운용되었다.

Data acquisition system 개발

15m

3개계장선l셔

Fig. 3J.23 SMS remote monitoring
prograπ1

Z맥

하니로

영격모니터형

Fig. 3.3.24 Data aCCl uisition system of instrumented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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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The list of 5MS

(2) 하나로 장전

계장산을 보호하기위해 4차 조사시험에 사용된 안내관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조사공은 OR 4이며 조사공에 안내관 설치시 OR 5와 다프게 약간의 오차가 있

어 설치가 어려웠나. 설치된 안내관을 따라서 계장리그가 장전되고， 약 13 m의

3 개의 인코넬 센서 WIre는 하나로 난간에 고정하였다. 이룹의 센서는 DAS의

확장 케이괄과 연결되어진다. Fig. 3 .3 .26은 장전된 계장리그의 위치도이며 CT3

계장연료봉이 하나로 CT hote에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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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The irradiation hole of HANARO reactor

(3) 조사시험 측정 데이터

조사시험은 42주기인 2006 년 3월 16일부터 시작되어 45 주기인 2006년 7월

22일까지 약 69 일 동안 수행되었다， 하나로의 운전은 1 주기를 기본으로 하여

약 23 일 동안 연속운전과 약 10 일 동안 운전정지로 주기로 운전된다. 42 주기

에서 정전으로 인해 l 변의 불시 정지가 있었으며 43 주기 후 Xe-133 가스누출

사고가 있어 DUPle 리그는 조사공에서 인출 후 Xe 가스 누펄검사 후 재장전하

여 45 주기까지 조사시험이 진행되었다. DUPle 리그의 mini-element에서의 Xe

가스누출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결과적으로 44주기에서는 조사시험이 진

행되지 못 하였다. 조사시험 기간 중 평균 연소도는 약 4,000 M찌TD/tHM 아였

으며， 3 주기 동안의 중심온도 측정 결과는 Rod2 와 Rod3의 온도센서에서는 문

제가 있었으나， RodI 온도샌서는 정상적으로 측정되었다.

(가) 42 주기 중심온도 측정

조사시험 시작부터 3 개의 온도센서 값은 거의 비슷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하

나로 정상운전 출력이 30 MW에서 Rodl과 Rod2이 약 1,250 t 이며， Rod3의 측

정값은 약 50 ·C 높은 1300 ·C 이다. 초기에 안정적으로 측정된 옹도값은 조사시

험 10 일 이후 Rod2의 측정값은 심한 변동을 보였으며， Rod3 측정값은 아주낮게

측정되어 신뢰성이 없다. Rodl와 Rod2의 측정값 이상은 하나로에서 계장리그 장

전시 장전툴과 계장선의 간섭으로 인해 계장선에 손상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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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기의 증심용도와 43 주기 초반의 온도차는 Rodl 에서 약 260 ·C 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42 주기 종료시 출력정지와 43 주기 시작시

상승으로 인해 소결체가 상당한 열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초반이후 용도의 증가는 42 주기 온노 상숭보다 크게 측정되었븐데 이는

가 증가됨에 따라 Fission gas가 조금씩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심옹도(나) 43 주기

중심온도 측정

45 주기 출력상숭 후 43 주기의 Rodl 초가 온도차는 작으며 온도 상승은 완

만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Rod2 는 중간에 심한 변동값을 보였으며 l Rod3는 여

전히 낮게 측정되어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었다.45 주기 중반이후 외부 날씨의

증가로 인해 하나로 냉각수가 높아 하나로 출력올 약간씩 낮추어 측정값에 약간

의 변동을 보여주었다.

(다)45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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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 불과 계장선의

주기 종료 후

계장선에

계장센서눈

죠:λkfL
l一 。 2

조사시험

욕iλ4
니• .,

온도센서 증 2 개는 리그장전

불안전하게 측정 되 었다. 또한 43

려그의 인출과 재장선은 추가적으로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 1연료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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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조사시간 중 3 개의

손상음 받아

검사를 위해

판단펀다.

(가) 중심옹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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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

었올



기간내에 신뢰성있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온도분석은 제l연료봉으로 측정된 온

도값으로 활용한다. 조사시험 초기에 발생되는 소결체의 densification 은 42 주

기중 약간의 온도변화가 측정되었지만 정확한 분석이 어렵고， 정확한 측정은

설치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Fig. 3.3.28 와 같이 1 주기 종료 후 다음

주기로 출력상숭시 옹도차가 크게 얻어냐는데， 특히 금벤 조사시험은 온도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것은 하나로가 30 MW 정상출력 운전하기 때문이며， 용

도차의 증가는 소걸체에 더욱 큰 열충격올 주게 된다. 따라서 소걸체 cracking과

relocation 을 발생시키게 하며， 소결체와 피복판의 캡이 좁아져 중심온도가 낮게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후시험을 통하

수 있을 것이다.

LVDT를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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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Comparison of 5lh and 6th of centerline temperature

분석

선출력 데이터는 조사시험 종료 후 계산되어 진다. Fig. 3.3.29 는 제 l 연료

봉 온도측정값과 선출력 값으로 선출력값은 42 주기에서 최대값 50 kw/m 롤 보

여주나 실제로 온도 측정값의 최대는 41 주기 종료시기에서 약 1400 ·C 으로 일

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코드에서 계산한 선출력이 소결체의 cracking 과 같은 현

상을 정확기 반영하지 봇하였기 때문요로 판단된다. 43 주기에서는 온도상승 기

울기가 높은데 이것은 연료봉내에 발생된 소량의 fission gas의 원인으로 생각된

다‘ Fig. 3.3.30는 측정된 중심온도와 선출력에 대한 경향 분석은 선형적으로 나

타난다. 연료봉에 대한 주기별 및 통합된 Local 선출력 대 중심온도의 그래프로

선출력대 중심온도의 분명한 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2 주기와 43 주기

의 큰 온도차이가 5차 조사시험 보다 더욱 분명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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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ssion gas 영 향

조사시험 중 소결체에서 발생되는 fission gas는 중신온도률 상숭시키는 영향

을 준다. Fission gas기· 발생하기위해서는 선출-력욕 높이거나 장기가 연소시켜야

한다 본 6 조사시험애서는 흑정된 최대 온도가 약 1400 ·C 이였으나 천공을 하

지 않은 소결체의 중심온도늠 1700 ·C 룰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ig.

3.3.31 과 같이 43 주기 후반부터는 fission gas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Fission

gas 발생 시점윌- 중심온도와 연소도의 조사시험 데이터로부터 관계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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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올 적 용하면 fission gas 발생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다.

Vitanza model: Bu = 0.005 * Exp(9800/Tc)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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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Estimation of fission Qas release bv Vitanza model

- 186 -



3. 조샤후 시험 및 성능팽가

가.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건설된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률 이용하여 1999년 8월부

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건식핵연료 축소 연료봉올 5차례 조사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조사된 건식핵연료는 초사재시험시설CIMEF)에서 조사후시험올 수행하였

다. 조사후시험의 목적은 건식공정 핵연료의 노내성능 및 건전성을 확인하며， 핵

연료의 노내거동 및 핵연료의 성능분석과 셜계해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 캡

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을 통하여 하나로의 톡성과 캡슛의 성능 등을 확인하고 핵

연료의 노내조사 거동에 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있다.

건식공정 핵연효의 근원은 DUPJCCDirect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료인데， DUPIC 핵연료는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를- 직접 재가공하

여 중수로에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 재활용 개념의 핵연료로서 사용후 경수

로 핵연료에는 약 1.5%의 핵분-열 불질이 잔존하고 있어 천연우라늄(0.71%)윤 연

료로 사용하는 풍수로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DUPlC 핵연료의 특정은 약 0.6%의 pu를 비풋하여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및 핵직 성질이 일반 핵연료와는 다료며， 핵연료의 열

전도도， 핵분열기체 방출 및 입자성장 등이 일반 핵연료와 다른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이러한 물성의 확보와 노내거동 및 핵연료로서의 성능쓸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및 건전성 평가와 그리고 핵연료 관련 섣계자료

검토 및 보완을 위한 자료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Table 3.3.2는 조사시험 및

조사후 시험 항목올 요약하고 있다.

나. 조사후시혐 수행방법

DUPlC 초사시험용 소결체의 조사후시험은 주로 I.l\t1EF hot cell에서 수행하였

다. 하나로에서 조사시킨 DUPlC capsule은 운송용 cask릎 이용하여 크레인 및

차량 등으로 하나로 수조에서 IMEF 수조로 이송한 후 cask로부터 DUPlC

capsule을 꺼 내 lMEF 수조 내에 설치 된 bucket elevator를 이용하여 IMEF M1

hot cell로 이장하였다. 조사후시험 항목은 매번 조사하는 시료의 목적에 맞는 조

사후시험 항목올 선태하여 선별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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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SummarY of irradiation test for drY -process fuel

차수 욕직 랴그 째씬 연료용 쩨웬 소정셰 찌원 초，.A~조건 쪼사기간 1!출역 연쇼도 조사후사험

2 차 ·DUPIC ·꾸셰상 연.iI.용 I. 2 & 3: ,5 1' 소쩌셰‘ ·하나ξ. ‘2000/5/ .1 0 ·최대; 명 if언소 -경이.안정 간.~스;t닝
소강쩨 ·재경 AI 51'소갱셰 각 511 L1-2:J5 O.72~ OR4 ‘ 2αJOI7/1 0 61kW/m 도: -짱학혐이경 & SEM
딴기. 6061 펴육션: 2, -4 Pu 0.56'1. (22:셔Wl (28 FPD) 명감. 1.770 -FG 굉석

고총"I -김이: 960 두에: 0.66 mOl 질이: 10.0 mm 53.W/m MW‘lit 중싱 공동: 0.94 mOl

죠사시혐 mOl 내정: 10.8 IlIm ·칙청’ H).li mOl 고용역(73kW/m) "".Af
·격정 66 김이 199 mOl 생도 10.07 193Nlb) 흥수로 에앤요 거항

mOl '\I: 125 띠l ·업도: 3.5(11I ·EP~IA. 학학강석

·우깨: 3.0
kg

3 차 ‘DUPlC ，SPND-깨 연료용 I. 2 & 3: '51' 소갤셰 ‘하나파. 2001/6/2 최 tK: ·영균연소 -심이방향 갑’'.스케닝
소전예 장 SF쇼강얘 야 5개 U-235 0.72'Jo orN -2ω'm13 38kW/m 도: -팡아현미정 & SEM
장시 ·찌검: AI ·피싹씬: Zr-4 Pu 0.56~ (24M씨'J l81 FPf) ’명 iI: 3.400 ·연n.용 외정

명 if 종 "I 601i! ·쭈에: 0,(i6 mOl 징이 11.5 mrn 28kW/n‘ ~IWdlt ·씬이 방향 갑’，~스째닝

조사시힘 경이: 960 ·내정 10.8 mm ·씩정 10.601111 EPMA. 화하분석
mOl ·겁이 199 rnm ·법도 10.2:1 <9;,.0'1-)

"'I 갱: ·갱: J25 l/lI1 ·입.!C.: 9.5U11

약53.301
m

우깨: 3.U / !’

kg

'I 자 3~. ·우찌장 언Il용 I: 'SF 소7，1셰: ·하나갚. ·2α)2/(j/H 해 'K: 연 $t왕 I -김이망향 감，，~스케닝

조사시험 ·찌월: AI 3차조사 1I-2:l5 1.06'1- OR5 -200낀10/·! 36kW/m 6.700 -왕학현미깅 & SEM
연효용의 에)61 연 it용- Pu 0.51~ (24~1 、，V) <68 FPDl ·명 if: MWd/t 연.iI.용 요l 간|

tl!장 ·갱이: 9ω 션It용 2: ·모의소긴세: 31kW/m ·연효￥ 2 'EPMA
죠시시이 mOl SF소쩌씨 5/11 1I-235 1.64~ “ & 3: ·화야만석

'SIMFlIE1‘ ·"1징: 얀>l.생 3 ·검이’ 11.5 mna
、、、

3.300
파 SF 53.301 요의소낌>il 5찌 ·쩌경 10.6 mOl MWd/t
강:쩌예 ~I m '''1 싹용: Zr-4 -밍£: 10.3 (95.SIl)
상사생 .J/-세 .3.u l까에: 0.66 mm ·입도‘ 1'1(.

I
f’흉 kg ·쩨 125 때

5 자 ‘i;'λ‘ 1‘。~£ . ....상 연 il용 1.2; SF 산l셰~".- ( 하니~.. 2004/2/2 ‘최대‘ 2.133 '200'1. 9
임1i -f은 ·찌써. AI SF소김.OK S새 U-2:.l5 l.0Il1'(, ORr, - 21)1)01/<1/18 :!8kW/m MWtl/t -피 1 잊 ~!.u.굉f 91¥1
」”. ‘i06 l 언효성 3; Pu 0.51 1l 12‘1-211 (54 FPI)) 명 11: -경아~1"1갱 6( 51;、!

찌쌍""AI ·갱이: 1I02 소원찌 t ’02 소션제. \1씨‘) 31kW/m
시험 10000m 5깨 1I-235 1.6:Jtlll

、“‘ '''1빠찬: 7.r-4 ·깅이 Jl.6 mm
'''1 갱: ·구에: 0.66 111m '~l 징; 10.5 mill

ζ-:.~ ‘~...S:~.3m ·꺼 132 /il1' ·영1 5'.: 10.4 (95.5")
、‘m '~I~，: 15/<11

Jf게: 3.3
kR

G ".
」양싱용도 ，제상 연료용 l ‘ 2 & 3: 'SF 소꺼셰: -하나쿄. 200에3/16 .3!j대‘ 3.831 2006. 10 예정
계장s..사 셰검: AI SF소정찌 5껴 LJ-235 I.OGIl OR·I -2α]6/71 21 48kW/m MW-‘Jlt -이그 및 얀효상 91션

시힘 GOGI ·펴북깐: Z, -'I Pu 0.51 '1- (30 (72 I'I'D) ·앵 if: -앙아혀미정 & 5E~1

견이: ''1'찌: 0.66 mOl ·진이 11.5 mm MW) 38kW/m
1060m ·낀 1 :1 2 jIJJJ ·혜징 10.5 nun
m ·뀌도 10.4 <95.5%)

/·칙징‘ 잉도: 15J1l1

53.301
m •

·우개‘ 3.3
kg

조사 capsule의 외관검사의 경우， Ml hot cell 내의 NDT bench에 DUPlC

capsule을 고정한 후 camer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Capsule의 외관검사를 완

료한 후 capsule을 Ml cell내 inter-cell hole을 통하여 M2 cell로 이동하여

DUPlC capsule올 해체하였다. Capsule의 해체는 upper-endplate 하단부를 절단

하여 해체하였고， 해체된 capsule로부터 3개의 mini-elements를 꺼내었다. 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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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mini-element를 M3 cell로 이동하여 cell 내에서의 구분 및 확인아 용이하

도록 각각의 mini-element에 대하여 1.0룹 부착한 다음， Ml cell로 이동하여 각

각의 mini-element에 대한 육안검사 외 경측정 또는 'i -scanning 등음 수행하였

다.

Ml cell에서의 육안검사， 외경측정 또는 ){-scanrung 등올 완료한 후. M3 cell

로 이동하여 밀도측정， 광학현미경에 의한 조직시험 및 EPMAol1 의한 초직시험

등에 펼요한 시편을 mini-element 뜰 절단하여 제조하였다. 절단한 각종 시편윷

M3 cell 내에서 용도에 따라 가공한 다음 시료번호름 부여하고， 핑·학현미경에 의

한 조직관찰 및 밀도의 측정올 M7 cell에서， EPMA에 의한 미사l조직 관찰은

EPMA Lab.에서 그리고 조사한 시료의 미세경도는 IMEF시설에 있는

MICRO- DUROMAT 4000E를 이용하였다， 밀도시료는 절단한 젤랫 시편증 크기

가 가장 큰 시편올 선택하여 toluene올 매체로 Archimedes법으로 측정하였다.

SEM에 의한 조직관찰은 시효를 조사후시험시설(PIEF)로 이송하여 각각 수행하

였다.

다.PIE 시험 결과

5 차 조사시험 시료의 조사후시험븐 온도센서를 부착한 한 개의 mini - element

에서 온도센서를 포함하고 있쓴 연료(D5I)와 똥익한 rrum elemcnL에서 제일 하

단에 위치하여 중성자 조사흘 가장 높게 빈았을 것으로 판단뇌는 연료(D5N) 두

개에 대하여 광학현미경 및 SEM 관찰을 수행하였다.

그렴에서 보듯이 반경방향 균열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사시험 중

측정한 증심온도 측정결파애서도 예측되었다. 즉 3 주기의 하나로 조사시험 중 1

주기에서 2주기 출력 상숭시 중심온도가 약 200 ·C 정도 하강한 것으로 측정되

었쓴데， 출력 정지와 출력 상승시 발생된 소결체의 온도변화가 열 충격￡로 작용

하여 균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로 출력이 지난번

조사시혐 때보다 높아서 더 많은 균열이 생긴 것으로도 판단된다.

온도측정을 위한 thermocouple sensor는 직경 1.2 mm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이 sensor의 설치를 위하여 직경 1.3 mm 다이아몬드 드렬 탑을 사용하여 IMEF

핫셀에서 원격으로 천공하였다. Fig. 3.3.176에서 친공된 소걸체 층성이 정확하게

원통형이 아닌 것은 상하로 천공하였기 때문에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은

결과이다. 상하로 천공한 이유는 한번에 소결체를 천공하면 하단부 끝 중심에서

파손이 있어나기 때문이었는데 다음번 전공 시에는 정확히 중심을 일치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아야할 것 섣-다. 또한 상기그림에서 보면 중심온도 센서의

Tantalum sheath가 타원형으로 천공된 공공에 꽉차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것은

조사중 소칠체 증선온도가 1200 °C 이상으로 올라가 sheath가 열팽창으로 변형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ntalum sheath의 이러한 변형은 조사시험 중 고온

과 고방사선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띤-단되며， 이로 인해 재료의 조직 파괴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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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Tantalum sheath의 용융점이 약 3000 °C 로

재효의 온도조건은 충분히 만족하지만 건식공정 핵연료와 같이 고방사선 조건하

에서는 sheath로서의 재료적 성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rmocouple sheath 안에는 원 래 2 개의 tungsten rhenium thermoelectric

WIre가 있다. Fig. 3.3.181 에 조사후 핵 연료의 thermocouple sheath 부분의 관찰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1개의 thermoelectric wire만 분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1개

의 thermoelectric wire는 resm 으로 가려 져 잘 보이지 않는다. Fig. 3.3 .182에서

는 tantalum sheath와 thennoclectric wire 사이에 젤연쏠포 Mg를 관찰할 수 있

다.

두 시료에서 반경에 따른 입자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였으며， 중앙부위의 입자크

기는 가장자기에 비하여 약 5배정도 성장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시료에서 관찰한

반경에 따른 입자크기는 다옴과 같다.

r/ro 1.0 0.9 0.7 0.5
D5G 4.619때 16.74띠n 2 1. 1찌n 27.38찌n

D51 4.36띠n 13.36띠l 22.28때1 24.17때

두 시료중 D5N 시료는 r/rO=0.7이 되는 지점부터 핵분열기체의 방출흔적이 관찰

되었다. 이는 D51에 비하여 선출력이 다소 큰 위치때문으로 판단되며， 통일한 출

력이라 하더라도， 옹도계장이 삽입된 핵연료는 중앙에 뚫어 놓은 계장용 hole 때

문에 생성된 기체의 방출이 용이하여 관찰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208 ~ 3.3.214는 rlrO=O.68 지 장 에 서 관찰한 핵분열 기체 의 누출흔적 이 다. 업

계로 이통하여 누출된 핵분열 기체의 유출흔적올 관찰할 수 있었다. Polishing

한 시료에서는 Fig. 3.3.202-207과 같은 형태로 관찰된다. Fig. 3.3.212 - 214는

r/rO::0.68의 지점에서 관찰된 침출물이다. 친출불의 크기는 약 0.1 -1띠l의 크기로

관찰되었다.

Fig. 3.3.215는 r/rO::O.8 지점에서의 기체가 유출되는 홀적의 그림이다. 이 그렴

으로 미루어 보아 생성된 기체는 핵연료의 온도가 낮은 경우 매우 미세한 크기

로 생성되어 입계까지 확산되며， 온도가 다소 높은 경우에는 입계로 이동하는 과

정에서 합체가 이루어져 님l 교적 큰 크기의 기체이동 흔적윤 남기는 것으로 판단

된다 . Fig. 3.3.216~217은 r/rO=0.8인 지점에서 관찰된 침적물의 사진이다. 약 1μm

에 가까운 크기의 침적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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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후 시험 벼교 결과

건식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1999년 8원부터 2005년 12

월까지 총 5 차례의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제 l 차 조사시험은 컨식꽁정 핵연

료룹 모사한 STh‘FUEL만을 조사하였고 2000년 5월애 조사한 2 차 조사시험부

터는 SIMFUEL과 함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 제조한 건식공정핵연료를 하나로

조사공을 이용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조사시험에 이용한 연료봉은 하나로

조사공에 적합하도록 길이 약 20 em 정도되는 mini-element흘 이용하였으며， 시

험운전 중인 하나로의 운전주기 및 출력에 맞추어 제한펀 빔위에서 건식공정 핵

연료의 조사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후시험의 목적은 크게 조사시험을 위하여 개발한 무계장 및 계장 조사리

그의 안전성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공정으로 제조한 건식공정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조사리그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외관검사 등을

위주로 수행하였고 하나로의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동안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SIMFUEL을 이용한 l 차 조사시험은 제외하고， 건식공정으로 IMEF hot

cell에서 제조하여 4 차례에 걸쳐 하나로에서 조사한 건식공정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는 하나로의 각종 조사조건에서 핵연료료서 전반적인 컨잔성을 유지하는가

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세우적으로는 조사조건에 따른 압자크기의 변화，

침적물 크기 및 조성의 변화， 소결체 반경 방향 핵분열 생성룹의 농도 변화， 조

사 핵연료의 조성분석 등의 결과는 기존 코드를 바탕으로 개발한 건식공정 핵연

료 성능코드가 조사후시험 결과꽉 얼마만픔 정확하게 예측하는가 풍올 짐증하는

데 활용하였다

평가에 이용한 조사후시험 시편의 종퓨논 2 차， 3 차， 4 차 및 5 차 조사시험

시료이며， 조사시험 목적， 리그의 제원， 시료의 제원 및 조사꽉성， 조사기간， 선출

력 및 하나로에서의 예상 연소도를 Table 3.3.2에 요약하였다. Table 3.3.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조사시험에 이용된 핵연료의 U-235 및 Pu의 농도는 각각 0.72%

-1.06%, 0.51%-0.56% 범위이며， 조사기간에 따른 연소도는 1,770 MWd!tU 

6,700 MWcl!tU, 조사기간 중 선출력의 변화는 평균 31 kW/m-53 kW/m 으로

분석되었다.

본문에 기술한 내용둡-옥 요약하면 다음과 갇다.

(1) 선출력에 따는 핵연료의 건전성

2, 3, 3+4 및 5 차 조사시험 시료의 절단떤을 관찰해 본 칠괴·38 kW/m 이하

의 선출력 조건에서 핵연료익 칠단면은 타 상용- 핵연료와 동일하게 건전한 것으

로 판단되었으며， 2 차 조사시험 시료와 감이 최대 선월랙 61 kW/m에서는- 약

900 때 크기의 동공이 관천-꾀었으나， 경수로의 평균 선출력인 30 kW/m의 조건

에서는 건전성이 유지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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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자의 크기 변화

조사중 입자(grain) 의 성장은 중심온도에 의존하며 중심온도는 선출력에 따라

변화된다. 최대/평균 선출력에 따른 핵연료 소결체 중심부분 입자의 평균 성장률

은 다음과 갇이 분석되었다.

Table 3.3.3 Average grain size of irradiation oellet

시료 구분 2차 3차 4차 5차

최대/평균 선출력， kW/m 61/53 38/28 36/31 38/31
업자의 평균 성장률，%

평균 조사후 • .urn 85 15 14 27
업자크기 조사천， μm 2.5 9.5 9 4.5

(3) 침적물 크기 및 조성의 변화

조사중에 생성된 핵분열생성물은 연소도에 따라 농도가 중가하며， 생성된 핵분

열생성불은 원소의 성질 및 주변 온도에 따라 용해 또는 침적하여 화합물을 이

루기도 하고， 핵연료의 위치에 따른 온도의 차이로 칩적물의 크기 및 조성의 변

화가 생긴다. 조사중 핵연료의 온도는 역시 선출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최대/평균 선출력에 따른 핵연료 중심부 침적원의 평균 크기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3.3.4 Average orecipitate' s size of irradiation pellet

시효구분 2차 3차 4차 5차

최대/평균 선출력， kW/m 61/53 38/28 36/31 38/31
침적물의 평균크기， μm 3.5 1 0.7 1

조사로 인하여 생성된 침적물들은 입자의 경계뿐만 아니라 업자의 내부에서도

관찰되었는데， EPMA로 분석한 인접 침적물들의 화학적 조성은 모두 Mo, Ru ,

Rh 및 Pd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만 생성

위치에 따라서는 조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조사시험 시료에서

관찰된 침적울을 위치별로 EPMA로 조성을 분석을 하였다. 침적물을 이루고 있

는 원소 중 Mo와 Ru의 경우 r/rO의 값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 그 이유는 이들 두 핵종의 경우 주변의 산소 농도에 따라서 금속으로 존재하

기 보다는 산화물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복관

가까운 곳에서는 핵분열 과정에서 우라늄으로부터 이탈한 산소가 풍부하므로 산

소농도가 높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Mo는 Mo02 형태의 산화콸올 이룬다. 이러한

성질은 Ru의 경우에도 같은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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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체 반경 벙-향 핵분열생성물의 농도 변화

조사로 인하여 핵분열생성물의 농도가 증가되며， 생성된 핵분열생성불은 소결

체의 온도 및 조사로 생성된 조직결함 등-의 영향으로 소결체 반경 위치에 따라

농도가 변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논 연소도 30 ，α)0 MWψtU 이상

의 핵연료에서 관찰할 수 있다. 몇가지 조사시료에 대하여 시료릅 반경땅향으로

첼단하여 EPMA로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측정겸과 핵연료 반경

방향 위치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변화 경향-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짧

은 조사기간 및 이로 인한 낮은 연소도 때문언 것으로 핀단된다.

(5) 조사핵연료의 조성분석

다음의 표는 2차 시료룹 조사하고 조사중에 생성된 핵분열생성불의 농도룹 화

학분석， Origen code 및 EPMA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분

석 당시 화학적 및 EPMA에 의한 기계적 분석 가능 핵종의 종류가 극히 제한되

어 있어 상호 비교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화학분석이 비교적 정확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활 기준으로 Origen code에 의한 분석젤과와 EPMA에

의한 분석결과를 벼..II!.해 볼 때， 화학분석 갤과는 Origen code에 의한 분석결과

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짧은 기간의 조사로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는 초기농도에 비하여 많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3.5 Comparison of concentration of the fission products by chemical
analysis. Origen code and EPMA line scanning

화학분석 Ori~en Code ’ EPMA
Nd 0.40 0.38 Sm 0.37
Ce ‘ 0.20 0.22 Mo 0.10
La 0.13 0.12 Nd 0.10
Pr 0.11 0.11 Cd 0.09
Sm 0.08 0.08 Ru 0.09
Y 0.04 0.04 La 0.05

Gd 0.01 0.01 lla 0.05
Eu 0.01 0.01 Pd 0.05
Cs 0.00 0.01 Ce 0.05
Sb 0.00 0.00 Rh 0.04

Y 0.01
Zr 0.00
Sr 0.00

(6) 성능코드에 의한 소결체 성능평가

기존 FEMAXI 성능코드에 건식 재가공 SF 소걸체의 열전도도를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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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조사조건에서 조사중 소결체 중심온도 및 이 조건에서의 입자크기를 계

산하였다. 계산결과 3차 조사 때에는 1,850K, 4차 조사는 약 2，OOOK의 중심온도

졸 나타내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핵연료 중심의 입자크기는 초기입자의

크기에 비하여 1.5~ 1.7배 정도 입자의 크기가 각각 종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늠 SEM으로 확인한 입자크기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수정한 성능코드

는 어느 정도 하나로 조사조건에서의 소결체 중심온도와 이를 바탕으로한 소결

체 입자크기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나. 지금까지의 조사후시험 걸과를

종합해 보면， 하나로에서 조사한 건식공정 재가공 핵연료의 조사리그 및 축소연

료용의 건전성 검사 광학현미경을 통한 핵연료 건전성 SEM을 통한 입자

(grain) 크기변화， 침적물의 반경방향 크기분표 및 조성의 변화확인 퉁의 조사후

시험을 통하여， 조사한 연소도 및 선출력 범위 내에서는 조사려그 및 핵연료

건전성올 확인할 수 있었S며 핵연료의 첼단면 및 세부조직은 타 상용 핵연료와

동일하였다. 조사로 언하여 생성된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는 ORIGEN 코드가 화학

분석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또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은 건식공정으로 재가공

한 핵연료의 성능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3 .6 Average concentration of major elements of 2nd irradiation
dry process fuel

K-ratio .. Sigma/K Weight % Atomic %
-------~---------------------------------~------------------------------

averag std-dev aver dev aver dev aver dey
-----------------~-----------------~-----------------.------------------

Nd 0.0033 0.002 6.9 1.45 0.387 0.236 1.19 1.598
Zr 0.0197 0.139 6.99 2.21 1.981 14.006 1.986 14.042
Sr o o 10.15 2.18 o o o o
Y 0.0002 0.0003 9.66 1.76 0.021 0.034 0.057 0.095
M。 0.0033 0.0144 7.12 1.69 0.391 1.659 1.065 3.943
Ru 0.0031 0.013 6.1 1.27 0.358 1.546 0.892 3 .4 73
Rh 0.0016 0.0031 5.97 1.09 0.17 o ‘ 355 0.418 0.782
Pd 0.0018 0.0018 5.46 0.95 0.197 0.214 0.504 0 .4 57
Cd 0.0036 0.0021 4.37 0 .78 0.365 0.212 0.895 O‘ 443
Sa 0.0029 0.0018 11.85 1.5 0.207 0.131 0.911 2.173
La 0.0026 0.0018 10.29 1. 53 0.22 0.149 0.892 2.104
Ce 0.0024 0.002 8.61 1.49 0.191 0.162 0.52 0.773
SOl 0.0158 0.01 6 0.88 1.5 0.95 4.9 8 ‘ 875
U 0.7302 o ‘ 3665 1.05 0.85 64.704 31.034 85.771 20.41

------------------------------------
70.6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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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 Concentrations of precipitates on grain boundary and
inside of grain

.
grain boundarylOner gram

Nd 0 0

Zr 0.056 0.066

Sr 0.056 0.009

Y 0.018 0.02

Mo 45 42.49

Ru 45.59 45.21

Rh 4.239 4.246

Pd 1.675 1.806

Cd
~ " 0 애ι 0

Ba /r' ’ 0 0

La
R

0 0

/ Ce 0 0 →ζ익c‘

U
.........

0 .,/ 1.319

Total 96.63
“

95.17

Table 3.3.8 Fission products concentration of 2nd irracliation
fuel by chemical analysis and ORIGEN calculation‘ wt.%

、‘
•.

Nuclides Chemical Analysis ORIGEN 、갚、.....
1 1 ‘

Nd 0.40 ‘걷〈τ 0.38

Ce 0.20 “다 0.22
L

、공;
」

La ~ 0.13
.....

0.12~

Pr ι 0.11 0.11
‘ι

Sm R 0.08 0.08

Y 0.04 _/ 0.04

Gd 0.01 0.01

Eu 0.01 0.01

Cs 0.00 0.01

Sb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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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Fission products concentration of 2nd irradiation
fuel bv EPMA

Nuclides Concentration, w t.%

Sm 0.37

Mo 0.10

Nd 0.10

Cd 0.09

Ru 0.09

La 0.05

Ba 0.05

Pd 0.05

Ce /주 、 0.05

Rh ‘\ 0.04

Y f \ 0.01
-흐←← Zr \.-.1 0.00 ←→~、

r 」

-“‘ ~‘~ .~Sr 0.00

Table 3,3.10 Identification of 4th irradiation dry process fuel

D4-1

2회 조사시료

D4-21

4차 S1MFUEL

-Oreoxed

D4-22

4차 SIMFUEL

Non_oreoxed

D4-3

4차 DUPIC

Table 3.3.11 Mean activities of fission and activation products and Q-nuclides in
Zircaloy-4 hulls from reprocessing of a spent fuel elemen t.

(cooling period: 5years. burn-up: 30.000MWd/tU)

핵분열생성물 땅사화생성물 a핵총

핵종
방사능

반감기 핵종
방사능

반감기 핵종
방사능

(mci/kg-Zry) (mc i/kg-Zry) (mc i/kg-Zry)
Cs-137 542 30.1 년 Sb-125 760 2.70 년 Pu(t) 4.51
Ru-106 458 372 일 Co-60 64 5.27 년 Cm-244 1.24
Cs-134 162 2.10 년 Mn-54 3.4 312 일 Am-241 0.90
Ce-144 70 285 일

Eu-154 21 8.80 년

합계 1253 합계 827 .4 합계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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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2 Uranium , Plutonium concentrations and isotopic compositions
in 2irca1oy-4 hull

Uranium 1.1 32 mgU/kg-Zry Plutonium 13.6 mgPu/kg-Zry
U-234 0.025 wt% Pu-238 1.33 wt%
U-235 1. 19 wt9f Pu-239 61.01 wt%

Uranium U-236 0.38 wt% Plutonium Pu-240 23.12 wt%
Isotopes U-238 98 .4 1 wt% Isotopes Pu-241 10.08 wt%

‘ Pu-242 4.46 wt%
total 100wt% total 100 wt9f

Table 3.3.13 TRU activities of the cladding hull (CVton-Zrv)

ASSY
U
NP
PU
AM
CM
BK
CF
SUM(c i)
We,ghl(g)
Cillon

)ISCHAAGE 5.0YA 10.0YR 15.0YA 20.0YR 25.0YA 30.0YA 35.0YA 40.0YA 45.0YR 50.0YA
1.4910+002.1610-07 1.79E-07 1.50E-07 1.28E얘7 1.11E-07 9.73E애8 8.69r:애8 7.89E매8 7.28E-08 6.81 E-08
1.4810+00 1.50E-06 1.5010-06 1.50E-06 1.50E-06 1.5010-06 1.50E-06 1.50E-06 1.50E-06 1.5010-06 1.50E-06
3.9810매2 7.33E-03 5.7810-03 4.57E애3 3.62E에，3 2.86E-03 2.27E-03 1.81 E-03 1.44E-03 1.16E-03 9.28E-04
1.58E-02 7.76E-05 1.28E-04 1.67E-04 1.97E애4 2.21E-04 2.38E-04 2.52E-04 2.6210-04 2.69E-04 2.74E-04
3 .49E-03 1.48E-04 1.21E-04 1.00E-04 8.29E애5 6.87E-05 5.69E-05 4.71E-05 3.91E-05 3.24E-05 2.69E-05
2.54[-10 1.08E-12 2.07E-14 3.97E-16 7.61E-18 1.30E-19 2.13E-22 2.13E-22 2.13E-22 2.13E-22 2.13E-22
1.68E-12 9.83E-13 6.85£-13 5.32E-13 4.3510-13 3.67ε-13 3.15E-13 2.76E-13 2.4 5E-13 2.21E-13 2.03E-13
3.03E+00 7.55E-03 6.03E-03 4.84E-03 3.90E-03 3.15E-03 2.57E-03 2.11E-03 1.75E-03 1.46E-03 1.23E-03
3.1810+05 3.18E+05 3.18E+05 3.18E+05 3.18E+05 3.1810+05 3.18E+05 3.1810+05 3.18E+05 3.1810+05 3.18E+05
9.53E+00 2.37E매2 1. 89E매2 1.52E애2 1.22E얘2 9.91 E-03 8.07E-03 6.63£-03 5.48E-03 4.58E-03 3.87E-03

Table 3.3.14 Decav heat of the cladding hull (W/kg-Zrv)

ASSY DISCHAGE 5.0YA 10.0YR 15.0YA 20.0YA 25.0YR 30.0YR 350YR 40.0YR 45‘ OYR 50.0YR
AP+ACT+F 8.182688 0.019246 0.008439 0.003948 0‘ 001924 0.000964 0000491 0.000253 0.000132 6.98E-05 3.76E-05

(1) 시료의 제원 및 조사특성

o 조사 목적

- 계장조사시험 기술확보

O 조사 리그 제원

- 소결체 중심온도

채질 : Al 6061

- 길이: 1,060 mm

- 직경: 53.3 mrn

- 무게: 3.3 kg

o 연료봉 제원

- 연료봉 1, 2, 3: SF 소결체 각 5 개

- 피복관: 2r-4

- 두께: 0.66 mm

마.6 차 조사후 시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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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ng 및 element 외 관검사

- 길이 방향 연소도 분포도 및 와경변화 측정

- SEM/OM에 의 한 조직 관찰

(2) 시험 항목

(3) PIE 시험 결과

- 내경: 10.8 mm

- 길이: 199 mm

- 캡: 132 μm

o 소결체 제원

- SF 소걸처II:

- U-235 1.06%

- Pu 0.51%

- 길이: 10.5 rom

- 직경: 11.6 mm

- 밀도 : 10.4 (95.5%)

- 입도: 15 때1

O 조사 조건

- 하나로， OR4 (30 MW)

O 조사 기간

- 2006/3/16 - 2006/7/21 (72 FPD)

o 선출력

- 최대: 48 kW/m, 평균: 38 kW/m

o 평균 연소도

- 3.831 MWd!tU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G23)로부터 제조한 DUPle 제 6차 조사시험 시료

는 2006. 3. 16 ~2006. 7. 21까지 72 FPD(fu]] power day)동안 하나로 OR4 조사

공에서 최대 선출력 약 48 kW/m, 평균 선줍력 약 38 kW/m로 조사시킨 건식공

정 핵연료이다. 이 조건의 선출력은 2차 조사시험 (최대 선룹력 약 61 kW/rn, 평

균 선출력 약 53 kW/rn) 이후 가장 높은 선출력에 해당된다. 제 6차 조사시험

시료에 대한 조사후 시험은 2006년 9월 19일 하나로에서 IMEF로 이송해와 2006

년도 10월부터 M2 핫셀에서 RIG를 해체 및 연료봉에 대한 외관검사， 길이 방향

연소도분포도 및 제원 측정을 하였으며 이중 2개 연료봉은 파괴 후 조직시험

및 SEM 관찰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3.219는 조사시험용 mini -element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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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건식공정 핵연료의 사양을 나타낸 그림이며， Fig. 3.3.220은 조사후사험의

일환으로 파괴시험에 사용한 핵연료의 위치를 나타낸 그램이다.

(가) 조사 ng 및 element 외관김사

조사 ng의 해체 및 외관검사는 M2핫셀에 설치된 캡슐 첼단기로 Rig의 외통의

하단부위의 20mm 부위를 1차로 절단하고， 외통을 해체하여 핵연료가 장착된 핵

연료 집합체를 다시 시팬 활더에 장착한 후 집합체의 싱-단윷 젤탄하였다. 해체

과정에서의 사진을 Fig. 3.3.221 에 나타내였다.

(나) 캡슐해체

조사려그의 해체는 M2 핫셀로 이몽하여 캡슐 절단기룹 사용하여 해처l 하였다.

DUPIC-6차 리그에는 외통이 없으므로 캡슐절단기로 연료봉 집합체름 절단한 후

1\13 헛-생로 집합체블 이송하여 집합체 분리기를 사용하여 젤단하지 않고 해체하

였으며， 해채 파정에서의 사진윷 Fig. 3.3.222 에 나타 내었다.

(다) DUPIC-6차 핵연료봉의 직경 측정 및 감마스캐닝

상단에 위치한 사험연료봉 집합체를 M2 및 M3 핫샘에서 해채한 후 각각의

연료봉 에 고유맨호 부여 (A-6, B-6, C-6, I , 2, 3번 측소 연 iL봉을 A, B 및 C로

표기하였으며， 뒤의 숫자 6은 6차 조사시힘 시료를 의미한다.)하였다. 전체 감마

스캐닝과 직경측정유 약 1달에 걸쳐 다음의 일정으로 수행하였다.

- 2006년 9월 27일 ~ 10월 10일 : HPGe 겸출기 시험작동 및 테스트

- 2006년 10월 10일 - 10원 11 일 : 표준선원(Cs·137 & Co-60)을 이용한 에

너지 쿄정

- 2006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A-6 핵연료봉의 직 경측정 및 전계수감마

스캐닝

2006년 10윌 20인 ~ 10원 21일 : A-6 핵연료봉 핵종분석 (3 시간) - 세 지

점 측정

- 2006년 10월 26일 ~1O월 27일 :C ‘ 6 전계수감띠-스캐닝

- 2006년 11월 17일 ~ 11 월 19일 : C-6 핵연료봉 핵종분석 (3 시간) - 세 지

점 측정

- 2006년 11 월 22익 - 11 원 23일 : C-6 핵연료봉의 직경측정

- 2006년 11월 23일 - 11월 25일 : B-6 핵연료봉의 직 경측정 및 전제수감

마스캐녕

- 2006년 11월 29일 - 12원 01 일 : B-6 핵연료봉 핵종분석 (3 시간) - 세 지

져 츠처
D ., 。

- 199 -



1) 전계수 감마스캐닝 시험

연료봉(A-6, B-6, C-6)에 대하여 길이방향으로 1 mm 캡으로 80 개의 위치를

정하여 600초 캡으로 구동벤치를 상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감마선을 측정하였다.

측정사 기준위치를 정함에 있어 연료봉의 Bottom end 방향의 용접부위를 영점

으로 정하였다. 감마스캐닝의 측정시험 결꾀-를 Table 3.3.15-17에 나타내었으며，

핵연료봉 3개에 대한 전계수 감마스캐닝은 Fig. 3.3.222에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 6차 조사시험 시료도 연료봉 내에서 큰 손상없

이 원래의 장전 위치 및 건전성올 유지한 상태로 하나로에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핵종분석

연료봉(A-6, B-6, C-6)에 대하여 Bottom end 방향의 용접부위를 기준으로 18

mm , 42 mm , 66 mm 위치로 구동벤치가 올라온 지점에서 3 시간 캡으로 3 회 반복

측정하여 그 스펙트럼 겸과룹 Fig. 3.3.223-225에 나타내었으며， 핵종분석 결과는

Table 3.3.18-20에 나타내었다-

3) 연료봉 외경

연료봉(A -6, B-6, C-6)에 대하여 Bottom end 방향의 용접부위를 기준으로 상

부 방향으로 1 mm 씩 이동하면서 90회 측정하였으며. 설정된 처음 위치(용접부

위)에서 o 0 , 90 0 , 180 0 , 270 。 회 전시켜 4회 시험하였다. 그 결과-릎 Fig.

3.3.226-228에 나타내었으며， 측정 데이더는 Table 3.3.21에 나타내었다. 조사후시

험에서 연료봉의 외경변화는 핵연료의 조사중 빌도변화 즉， swelling과 관련이

았다. Swelling은 조사중에 핵연료의 핵분열 기체 생성 및 핵연료의 온도변화로

인한 밀도변화 등과 관린이 있는데 연소도가 높아질수록 연료봉의 외경이 증가

하는 현상을 인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 시료의 경우 외경의 변화가 거의 무

시할 정도로 작았다. 그 이유는 연소도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광학 및 SEM 조직사진

Fig. 3.3.220애 나타낸 핵연료봉 1 번 및 3번 (A-6, C-6)으로부터 3 개의 소결

체를 절단하여 광학 및 SEM 조직 관찰용 시료를 제작하였다. 굉학현미경에 의

한 조직관찬은 IMEF에서 SEM에 의한 조직관찰은 PIEF에서 각각 수행하였으

며， 시료의 꾸분은 D6-13xxx, D6-15xxx, D6-33xxx로 나타내었는데， D6-13xxx

의 의띠논 DUPIC 6 차 조사시험 시료 l 번 연료봉 3 번째 펠랫 즉， Fig. 3.3.220

의 3번 위치 펠-렛을 의미하며 XXX는 현미경 사진의 일련번호이다 조직관찰용

시료는 중섬온도 측정용 계장션이 삽입된 소결체 2개 (l 번 및 3 번 연료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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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3 번 위치 소걸체) 및 정상적인 소결체 1 개 (l 번 연료봉 5 번 위치 소걸

체}를 선택하였다

Fig. 3.3.229-276은 광학현 rl] 경으로 관찰한 D6-15 시료의 조직사진이다. 전체

적으로 커다란 균열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출력의 상승 및 하강 시 생기는 열응

력 때문애 생성되는 일반적인 현상일 뿐이며， 핵연료 자체의 결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료로 관찰한 소결제 중앙부분의 평균 엽자 크기는 약 32 μm 정도

로 관찰되었으며， 피복관 인접 조직의 입자 크기는 약 10 μm 정도로 핀-찬되어 원

래의 입자 크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6 ‘ 33 시료의 굉-학현미경 조직사진도 촬앙을 하였는데 Fig. 3.3.277-334까지

보여주고 있으며， 소걸체 중앙부분에 온노 센서촬 설치한 점괄 제외하고는

D6-15의 조직과 유사하였다-

D6-15 및 D6-33시 료의 광학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핵 연료 중앙부분 약 3

rom 정도의 부분은 칩은 회색빛을 띄고 있어 주변의 다른 조직과는 차이필 보였

다. SEM으로 관찰한 결과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이유

는 이 부분이 다량의 핵분염 기체릎 망출했기 때문인 것을 안 수 있었다‘ 꽉히

중심부분에서 관찬펀 침적뀔-(precipitate)의 크기는 약 2 μm로 관찰되어 핵연료

중심부 온도가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되었던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었는데 수정한

소결체 성능펑가 코드로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약 1.800 °C까지 상승하였윤 것으

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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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15 Gamma scanning report for DUPle pellet (A-6)

감마스캐닝 측정 시험기록지

기특지 번호 : IMEF-2006-04

시힘의뢰서번호 IMEF-09-19 시험일자 10.20 시험의획부서/으|뢰인
건식재가공해연료

성능헝가기슐개알

연료롱 DUPIC 6차 연료옹식멸번호 Rod A-6 시험제옥 l 김마λ캐닝 및 제원측정

에너지 교정(Energy Calibration)

교정선원 표준선원(Cs一137 &Co-60) Energy Calibration Data

교정측정일 20\16.09.27 뼈“y(k씨 661.62 I 11저앙-때 ζ51

교짐파일이롬 에너지교정 Clb m뼈 4.741 。n ’ 407 I 9 ,548

교정측정시간 ] 600 sec

시험 조건 (Test Condition)

검출기 Model No GMX20P-PLUS 검출기상대효율| at 1.33 MeV Co-60 : 25.1 %

MCA Model No DSPEC-PLUS 시훈기폭 |
‘、 0.5 rnm

감쇄판유무 시료킬출기거리 1600 mm

1 전계수 감미스채닝 : Bottom end의 Welding line(O mm)을 기준으로 1 mm씩 600 sec 간격으로
측정조건 Up 시키면서 측정 (80회)
(Scanning
Condition) 2 핵종문석 (3시간): Bottom end의 Welding line(O mm)에서 18 mm , 42 mm , 66 mm 율라온 지점에서

3시간씩 3회 반목 측정

AMP

Fine Gain

II Coarse Gain

Input Polarity

π닮따Z-

야-5

MCB Properties

rRise Time 12 us

AMP2
High

Voltage
4800 volts

Preset sec

Detailed Description

Onm위치

Bottom
end

Omm위치에서

1때n쓰1600용C로

UpA떠|면서측정

Bottαn

end

시힘자

Top
end

T∞
end

기슐책임자 김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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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6 Gamma scanning report for DUPle pellet (B-6)

감마스캐닝 측정 시험기록지

시험의뢰서번호 뻐F-09카 9 시힘일자 11. 23 시험의뢰부서/의뢰인
건식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기술개발

연료봉 [ DUPIC 6차 연료봉식멸 번호 Rod 8-6 시험제목 감마스캐닝 및 제원측정

에너지 교정(Energy Calibrati。미

교정선원 표준선원(Cs-137 & Co-60) Energy Calibration Data

교정측정일 2006. 09. 27 Ene때 ke이 661.62 I 1 쩌앙 I 1갱.51

교정파일이름 에너지교정 Clb Channel I 4,741 n。’때 7 I 9‘ 548

교징측정시간 600 sec

시험 조건(Test Condition)

검출기 Model No. GMX20P-PLUS 검출기 상대효율 at 1.33 MeV Co-60 : 25.1%

MCA Model No. DSPEC-PLUS 시준기 푹 R ‘ 0.5mm

감쇄판유무 시료-검출기 거리 1600 mm

측정조건

II 1 전계수 갑마스캐닝 : Boltom end의 We빼빼mm)읍 기준으로 1 mm씩 600 sec 간격으로

(Scanning
Up 시키면서 측정 (80회)

Condition) 2 핵종분석 (3시간) : Bottom end의 Welding line(O mm)에서 18 mm , 42 mm‘ 66 mm 올라온 지점에서

3시간씌 3회 반옥 측정 .
Fine Gain I 0.5

AMP Coarse Gain 5

Input Polarity

Preset GiveT뼈 sec

Detailed Description

MC8 Properties

AMP2 빨뛰
12 us

High
Voltage

4800 volts

김 흐] 운 (인)

Top
end

Battαn

end

onYTl위치

18mm위치에서

3시간측접

42rnm위치에서

3시간측정

66mm위치에서

3AI칸측정

기숨책임자‘

Top
er잉

Bottom
end

이동기(인)

~
orrm위치에서

l l1YT썩 600 sec로

UpAI키면서측정

시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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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7 Gamma scanning repOrt for DUPlC pellet (C-6)

기룩지 번호 : IMEF-2006-04

감마λ캐닝 측정 시험기록지

시험의뢰서번호 IMEF-09-19 시험일자 11 ‘ 17 시험의뢰부서/의뢰인
건식째가공핵연료

성능명가기술개발

연료용 DUPle 6차 연료용식얼 번효 Rod C-6 시험제목 감마스채닝 및제원혹정

에너지 교정(Energy Calibration)

교접선원 표준선원(Cs-137 & Co-6이 Energy Calibration Data

교정흑정일 2006.09.27 Energ이keV)1 661.62 I 1173.23 I 1332.51

교정파일이톰 에너지교정 .Clb Cαhanr뼈 | 4,741 。0，얘7 9,548

교정흑징시간 600 sec

시험 조건(Test Condition)

검출기 Model No. GMX20P-PLUS 검출기 상대효율 at 1.33 MeV Co-60 : 25.1 %

MCA Model No. DSPEC-PLUS 시훈기폭 0.5mm

감쇄판유무 시료-검훌기 거a 1600 rnm

1 전계수 갑미스캐닝 : Boltom end으I Welding line(O mm)율 기준으로 1mm씩 600 sec 간격으로
쭉정조건 Up 시키연서 흑정 (80회)
(Scanning
Condition) 2 핵증분석(3시간) : Bottom end의 Welding line(Q mm)어|서 18 mm , 42 mm , 66 mm 올리온 지점에서

3시간씩 3회 반옥 측정

MCB Properties

! Fine Gain 0.5 Rise Time 12 us

AMP Coarse Gain 5 AMP2
High

4800 volls
Voltage

Inpul Polarity

Preset Uve Tlrne sec

Detailed Description

8이!’” -//// 8이torn
end ,;r , UU end

、-、ξ，，/ Omm우|치:# N1lj|

3AI간측정

42mm위AI이|서 =압

N、 영66rm뼈치여}서 훌=+

3AI간혹정
.~.

한플

l>-<
i>-<

짧
TOIl 듀극 Too
end g념

시험자: 이 홍 기 (인) 기술책임자· 김 회 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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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8 Isotope analysis of DUPle 6th pellet (A-6, 66 mm)

Nurn ber EnerVg)y Gross Net +{- FWHM Nuclide
(ke Area Area

59.42 1137763 133885 2306 2.6 Ta-182
2 94.79 2005564 380487 2674 1.86 Pa-234
3 98.86 3140152 1142251 3385 2.13 Pa-234
4 111.21 2327261 590159 3045 2.36 Pa-234
5 115.19 1231648 81768 1978 1. 7 Pa-234
6 133.86 1411843 134739 2594 2 ‘ 18 Ce-144
7 145.76 2010035 564818 2917 2.3 Ce-141
8 487.35 2292171 165853 3739 2.24 La-140
9 497.29 9657610 7101018 5084 2.45 Ru-103

1 0 512.05 2806534 790894 3727 2 ‘ 42 Rh-106M
1 1 610.5 1595204 442260 3046 2.49 Ru-103
12 622.17 1381668 404753 2809 2.51 J-134
13 661 .77 977916 366197 2248 2.52 Cs-137
14 696.55 600784 129567 1872 2 ‘ 52 Pr-144
15 724.29 6943811 6106343 3578 2.57 Zr-95
16 756.8 8617836 7500882 4054 2.59 Zr-95
1 7 765 ‘ 88 22371926 20810381 5770 2.59 Nb-95
18 815.86 331115 125979 1379 2.64 La-140
19 867.81 115831 19831 750 2.17 La-140
20 873.46 117814 24174 775 2.5 Eu-154
21 925.3 119848 33351 843 2.58 La-140
22 1050.48 121980 53120 784 2.77 Cs-136
23 1 1 21 ‘ 41 101295 45093 723 2.82 Ta-182
24 1173.38 1 15818 67453 691 2 .7 4 Co-60
25 1189.19 65440 20429 634 2.8 Ta-182
26 1221.53 82890 37299 651 2.77 Ta-182
27 1274.6 82787 32725 689 2.78 Na-22
28 1332.72 114298 65456 704 2.78 Co-60
29 1489.58 47386 28759 453 3.01 Ac-228
30 1596.63 443456 426712 779 3 La-140
31 1886.36 5744 -137 252 0.18 Kr-89
32 2186.93 46564 41939 308 3.32 Kr-88
33 2198.54 1970 -43 1 51 0.18 Rb-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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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9 Isotope analysis of DUPle 6th pellet (B-6. 66 rom)

Nurn ber
Energy Gross Net +/- FWHM Nuclide
(keV) Area Area

3 95.02 1384870 594401 1971 0.99 Pa-234
4 98.8 1953099 1134832 2163 o‘ 99 Pa-234
5 111.41 1474830 577524 2250 1. 58 Te ‘ 132
6 114.9 893088 210353 1715 1 .22 Pa-234
7 133.8 954993 165172 2060 0.97 Ce-144
8 145.69 1169421 328919 2225 0.97 C e-1 41
9 496.71 5524704 4184806 3590 1. 29 Ru-103

10 511.46 2278616 897266 3142 1 .3 Rh~106M

1 1 609.77 1053370 255361 2524 1 .37 Bi-214
1 2 621.45 1070685 422750 2250 1 .37 J-132
1 3 661.01 830947 450772 1746 1 .41 Cs-137
14 695.78 458360 129423 1576 1 .44 Kr-89
15 723.45 4855955 4543204 2604 1.46 Eu-154
16 755.93 5795794 5520300 2737 1 .47 Ac-228
1 7 764.99 17644038 17408764 4369 1 .48 Tb-160
18 795 139943 50273 795 1 .52 Ac-228
1 9 81 4.92 113430 16643 907 1 .51 La-140
20 872.44 95883 28646 767 1 .59 Cs-138
21 995.23 57053 11874 598 1 .65 Eu-154
22 1003.72 52380 15954 465 1 .57 Tb-160
23 1049.33 93401 54067 612 1. 64 Cs-136
24 1120.14 77434 51252 501 1 .73 Bi- 214
25 1126.91 37506 13589 434 1 .75 Rh-106M
26 1172.03 85830 63258 505 1 .75 J-132
27 1187.84 43348 22609 445 1 .73 Ta-182
28 1203.48 32847 13476 422 1 .85 Tb-160
29 1220.16 57831 39287 443 1.77 Ta-182
30 1229.75 35265 16863 416 1.73 As-76
31 1261.39 24366 3598 432 1 .78 J-135
32 1273.16 54807 35445 454 1. 85 Kr-89
33 133 1. 18 76378 61441 439 1.85 Co-60
34 1487.87 33367 24051 346 2.03 Ac-228
35 1520.79 1 7319 6659 320 2.1 Kr-88
36 1529.91 16852 9339 279 2.01 Kr-89
37 1560.87 9238 4742 221 2.06 Aa-110M
38 1594.82 59241 54749 320 2.01 La-140
39 2184.43 411 41 39966 233 2.28 Kr-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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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0 Isotope analysis of DUPIC 6th pellet <C-6. 66 mm)

Number EnerVg)y Gross Net +/- FWHM Nuclide
(ke Area Area

95.01 1541639 687824 2025 0.98 Pa-234
2 98 .7 9 2237107 1319245 2334 0.99 Pa-234
3 1 1 1 .4 1663593 672813 2372 1 .57 Te-132
4 114.88 969687 236050 1745 1 .2 Pa-234
5 133.79 1044882 168543 2167 0.96 C e-1 44
6 145.68 1336482 404460 2351 0.98 Ce-141
7 486.65 1482055 62575 3047 1 .27 La-140
8 496.68 6355265 4905320 3785 1 .28 Ru-103
9 511.43 2393174 895311 3260 1 .3 Rh-106M

10 604.14 781600 51290 2105 1.36 Cs-134
1 1 609.74 970349 301899 2049 1 .37 B i-21 4
12 621.42 1071409 429295 2170 1 .38 J-132
13 629.35 600602 16433 1977 1 .38 J-134
1 4 660.98 809763 410130 1772 1 .4 Cs-137
1 5 695.74 476948 133393 1611 1 .46 Kr-89
16 723.41 5267710 4936347 2703 1 .45 Eu-154
1 7 755.89 6329982 6000478 2957 1 .47 Ac-228
1 8 764.95 18659728 18410032 4494 1.48 Tb-160
1 9 794 ‘ 97 154887 45330 931 1 .51 Ac-228
20 814.87 120842 27937 851 1 .48 La-140
21 866.91 57428 4291 568 1 .33 Kr-89
22 872.39 89485 29313 693 1 .58 Cs-138
23 924.2 61801 8801 651 1 .57 Pa-234
24 995.17 56935 11567 605 1 .6 Eu-154
25 1003.65 64156 18638 612 1 ‘ 67 Tb-160
26 1049.26 94976 54441 620 1.66 Cs-136
27 1126.87 43712 14461 512 1 .79 Rh-106M
28 117 1. 98 91242 64803 538 1 .73 J-132
29 1203.45 36790 15538 442 1 .71 Tb-160
30 1273.12 57688 34108 492 1 .72 Kr-89
31 1331.12 83391 64786 478 1 .84 Co-60
32 1446 ‘ 98 9416 642 284 0.45 J-132
33 1487.81 34230 25063 334 2.01 Ac-228
34 1520.74 17705 6534 303 2.05 Kr-88
35 1529.86 20346 11330 325 1 .99 Kr-88
36 1560.76 10120 4887 237 1 .93 AQ-110M
37 1594.74 98514 92935 384 2.01 La -1 40
38 2184.34 41084 393 • 5 247 2.32 Kr-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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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1 Diameter data of the DUpre 6th pellet
측접위치 A-6 8-6 C-3

(mm) 0 ’ 45’ 90’ 135' 0’ 45‘ 90。 135' 0' 45' 90' 136'

o 12.089 12.13 12.152 12.121 12.037 12.055 12.059 12.087 12.042 12.042 12.054 12.052
12087 12.15 12.126 12.111 12.072 12.069 12.086 12.092 12.074 12.065 12.053 12.066

2 12.111 12.14 12.126 12.133 12.096 12.127 12.127 12.141 12.11 9 12.092 12.085 12.1
3 12.128 12.151 12.132 12.146 12.099 12.135 12.126 12.144 12.122 12.092 12.089 12.1
4 12.13 12.15 12.137 12.15 12.105 12. .135 12.126 12.147 12.1 2.3 12.098 12.092 12.102
5 12.132 12.15 12.14 12.148 12.106 12.136 12 ‘ 127 12.146 12.123 12.103 12.092 12.1
6 12.134 12.15 12.138 12.137 12.107 12.138 12.126 12.144 12.124 12.103 12.093 12.099
7 12.133 12.15 12.14 12.14 12.107 12.136 12.127 12.146 12.122 12.103 12.091 12.093
8 12.132 12.15 12.14 12.139 12.111 • 2.137 12.126 12.145 12.121 12.104 12.092 12.094
9 12. ’28 12.152 12.138 12.14 12.109 12. .136 12.127 12.143 12 ‘ 116 12.106 12.093 12.092
10 12.131 12.159 12.141 12.138 12.119 12.137 12.126 12.136 12.114 12.106 12.091 12.095
11 12.129 12. .159 12.14 12.H 12.115 12.133 12.124 12.135 12.112 12.107 12.092 12.09
12 ’2.122 12.161 12.139 1214 12.114 12.137 12.125 12.134 12.106 12.111 12.092 12.082
13 12.12 12.158 12.141 12.139 12.115 12.136 12.126 12.137 12.103 12.111 12.093 12.084
14 12.119 12.159 12.139 12.14 12.117 12.134 12.126 12.134 12.103 12.11 12.091 12.084
15 12.115 12.16 ', 2.139 1214 12.117 12. .136 12 ‘ 122 12.137 12.093 12.105 12.094 12.083
16 12.108 12.16 12.139 12.142 12.117 12.135 12.116 12.135 12.093 12.101 12.093 12.082
17 12.11 12.16 12.14 12.139 12.118 12.137 12.115 12.134 12093 12.101 12.092 12.081
18 12.11 12.15 12.139 12.14 12.114 12.135 12.117 12.134 12.093 12.103 12.092 12.082
19 12.109 12.15 12.14 12.139 12.115 12.145 12.115 12.135 12.084 12.103 12.094 12.082
20 12.108 12.152 12.14 12.14 12.112 12.145 12.116 12.134 ’2.083 12.103 12.096 12.082
21 12.109 12.144 12.147 12.138 12.108 12.146 12.116 12.134 12.083 12.094 \2.099 12.082
22 12.11 12.139 12.147 12.138 12.105 12.147 12.115 12.134 12.084 12.094 12.1 12.082
23 12.11 12.138 12.149 12.14 12.106 12.147 12.116 12.134 12.083 12.087 12.101 12.084
24 12.106 12.132 12.148 12.141 12.105 12.145 12.126 12.134 12.084 12.082 12.102 12091
25 12.105 12.131 12.147 12.14 12.106 12.147 12.125 12.134 12.082 12.082 12.094 12.093
26 12.103 12.131 12.148 12.14 12.108 12.146 12.135 12.136 12.082 12.075 12.092 12.103
27 12.101 12.132 12.148 12.15 12.106 12.145 12 ‘ 136 12.135 12.081 12073 12.092 12.104
28 12 ', 02 12.13 12.144 12.15 12.106 12.146 12.145 12.135 12.082 12.072 12.091 12.102
29 12.1 12.129 12.139 12.15 12.105 12.147 12.116 12.136 12.083 \2.074 12.082 12.104
30 12.099 12.131 12.139 12.149 12.104 12.146 12.145 12.136 12.084 12.072 12.083 12.11
31 12.099 12129 12.141 12.149 12.106 12.145 12.143 12.137 12.09 12.072 12.0B1 12.111
32 12.1 12.128 12.138 12.15 12.105 12.146 12.145 12.145 12.092 12.073 12.013 12.112
33 12.107 12.128 12.14 12.149 12.106 12.145 12.147 1 끼 147 12.091 12.073 12.072 12.115
34 12.11 12.13 12.139 12.15 12.104 12.147 12.145 12.149 12.093 12.074 12072 12.122
35 12.11 12.122 12.138 12.151 12.101 12.146 12.146 12.151 12.102 12.072 12.073 12.122
36 12 ’09 12.121 12.139 12.157 ‘2.1 12.145 12.148 12.156 12.11 12.072 12.071 12 ’22
37 12.109 12.122 12.14 12.158 12.102 12.145 12.147 12.156 12113 12.074 12.075 12. .119
38 1?118 12.121 12.139 12.158 • 2.101 12.145 12.147 12.155 12.114 12.07 12.072 12.111
39 12.12 12.13 12.142 12.149 12.105 12.146 12.145 12.157 12.122 12.074 12.075 12.114
40 12.119 12.131 12.142 12.148 12.106 12.147 12.146 12.157 12.123 12.08 12.073 12.11
41 12.11 B 12.129 12.14 12.151 12.106 12.138 12.146 12.155 12.124 12.081 12.071 12.105
42 12.119 12.138 12.139 12.. 15 12.105 12.135 12.146 12.156 12.125 12.083 12.071 12.103
43 • 2.122 12.138 12.139 12.149 12.111 12.137 12.145 12 ‘ 157 12.123 12.082 12073 12.101
44 \ 2128 12.138 12.139 1215 12.119 12.136 12.146 12.153 12.. 123 12.086 12.073 12.103
45 12.13 12.138 12.139 12.151 12.116 12.134 12.145 12.156 12.123 12.092 12.073 12.103
46 12.127 12.139 12.14 12.149 12.117 12.136 12.148 12.156 12.122 12.093 12.072 12.103
47 12.127 12.141 12.144 12.148 12.118 12.133 12.146 12.157 12.121 12.102 12.074 12.104
48 12.129 12.144 12.149 12.148 12.116 12.136 12.144 12 ‘ 156 12.122 i2.104 12.072 12.102
49 12‘ 129 12.152 12.15 12.142 12.116 12.133 ’2.147 \2.156 12.122 12.103 12.071 12.103
50 12.129 12.151 12.149 12.142 12.116 12.134 12‘ ’4 12.154 12.122 12.105 12073 12.102
51 12.122 12.153 12.155 \2.141 12.116 12.135 12.136 12.154 12.121 12.103 12071 12.102
52 12.119 \2.158 12.156 12.142 12.116 12.137 12.137 12.154 12.118 12.106 12.075 12.102
53 12.121 12.157 12.158 12.142 12.116 12.135 12.134 12 ‘55 12.118 12.106 12.083 12.103
54 12‘ 12 12.159 12.16 12.15 12.115 12.136 12.136 12.156 12.121 12.101 12.082 12.103
55 12‘ 121 12.15 12.161 12.14B 12.115 12.136 12135 12. \ 56 12.122 12.103 12.085 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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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1 Diameter data of the DUPle 6th pellet (continued)

56 12.119 12.15 12.169 12.149 12.115 12.138 12.135 12.156 12.122 12.098 12.092 12.102
57 12.12 12.149 12.17 12.149 12.115 ’2.135 12.127 12 ‘ 153 12.124 12.097 12.093 12.104
58 12.119 12.149 12.17 12.154 12.116 12. ’37 12.127 12.145 12.123 12.092 12.095 12.102
59 12.119 12.149 12.169 12159 12.115 12.137 12.127 12.147 12.123 12.094 ’2.095 12.103
60 12.12 12.147 12.178 12.158 12116 12.137 12.127 12.147 12.122 12.091 12.095 12.102
61 12.119 12.151 12.179 12.162 12.116 12.145 12.126 12.146 12.122 12.093 12094 12.104
62 12.12 12.147 12.18 12.16 12 ‘ 117 12.138 12.126 12.138 12.121 12.094 12.093 12.104
63 12.123 12 148 12.179 12.164 12.115 12.135 12.133 12.138 12 124 12092 12.092 12.101
64 12.123 12.146 12.18 12.169 12.115 12.137 12.13 12.138 12.113 12.0B7 12.091 1:>.103
65 12.129 12.141 12.18 12.17 12.11 ( 12.136 12.132 12.135 12.115 12.085 1ε.093 12.102
66 12.129 12.141 12.169 12.17 12.115 12.135 12.131 12.131 12 ‘ 114 12.092 1209 12.102
67 12.13 12.141 12.169 12.18 12.115 12.134 12.133 12.127 12.112 12.093 12.088 12.103
68 12.13 12.139 1('.17 12.178 ’2.116 12.143 12 ‘ 129 12 ‘ 125 ’2.113 12.092 12.088 12.107
69 12.13 12.14 12.17 12.178 12.116 12.146 12.128 12.127 12.112 12.091 12.092 12.103
70 ’2.129 12.139 1;> ’69 12 18 12.117 12.145 12.131 12.125 12.112 12.089 12.092 12.102
71 12.1?-9 12 14 12.168 12.18 12.116 12.155 12129 12.128 12.113 12.082 12092 12.1
72 12.14 12.138 12169 12.178 12 117 12.156 12.129 12.135 12.112 12.083 12.092 12.102
73 12.14 12.14 12.171 ’2.179 12.115 12.155 12.131 12.137 12.112 12.076 12.095 12.093
74 12.141 12.Hl 12.17 12.179 12.116 12 ‘ 157 12.134 12.135 12.1 ’2 12.073 12.0~3 12.092
75 12.147 12139 12.171 12.179 12.115 12.155 12.133 12.137 12 ’11 12.072 12.095 12.092
76 12.149 12.144 12.178 12 178 12.1\7 12 ‘ 156 12.136 12.136 12.112 \2,012 12.099 1?-.091
77 12.151 12.14 12.169 12.171 12.116 12.156 12.135 12.136 12.112 12.073 12.102 12.094
78 12.151 12.139 12.17 12.172 12.117 12. ’56 12. ’47 12.136 12.105 12071 12.099 12.093
79 12.151 12.137 12.171 12.172 12.118 12.155 12.15 12.134 12.105 12.063 12.097 12.093
80 12.152 12.14 12.165 12.17 12.117 12.156 12.156 12.135 12.104 ’2.062 12.096 12.092
81 12.149 12 ‘ 14 12.164 12.174 12.117 12.157 12.157 12.134 12.105 12.063 12.093 12.1
R2 12.148 12.146 12.164 12.174 ’2.117 12.157 12.155 12.137 12.104 12.063 12.092 12.103
83 12.15 12.148 12.165 12.172 12.116 12.156 12.16 12.138 12.106 12.065 12.094 12.103
84 12.151 12.147 ’2.164 12.171 12 ’18 12.155 12.16 12 ’36 12.104 12 ‘ 064 12.094 12.102
65 12.149 12 ‘ 149 12.164 12.169 12.117 12.156 12.162 12. ’46 12.104 12.064 12 ,081 12.105
86 12.151 12.149 12.163 12.17 12.116 12.156 12.163 12.148 12 ’11 12.062 ’2082 12.101
87 12.149 12.148 ’2.17 12.17 12.108 12.156 12.161 12.145 12.114 12.063 12 OBI 12.103
88 12.151 12.15 ’2.169 12.169 12.107 12.156 12.158 12.148 12.112 12.062 12.076 12.093
89 12.148 12.148 1 ;1 .172 12.169 12 ‘ 107 12.156 12157 12 ‘ 154 12.111 12061 ’2.072 12.092
90 12.151 12.148 12.17 12.161 12.108 12.155 12.1!>6 12 ‘ 154 12.114 12.063 12.075 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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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 LINE SCANNING of 2n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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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Concentration profile of precipitates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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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EPMA line scanning without U02 for 2nd irradiation fue l.

Fig. 3.3.36 Precipilale of 2nd
irradialion fuel at columnar grain
boundarv(2μm)

- 211

Fig. 3.3.35 Precipitate of 2nd
inadiation fuel close to
void(3.5flT11)



Fig. 3.3.37 Precipitate of 2nd
irradiation fuel at large equiaxed
grain boundarγ (lum)

Fig. :3.3.38 Precipitate of 2nd
irradiation fuel at the surface of
fuel CO.5um)

50

40

.. -.-Mo

.'.‘ Ru-“‘ Rh
-y-Pd

042
r/ro=O

-등~- •. - ‘
---T

022 032

Position of ppl

꺼; \\\、 ‘ ..".-..“‘, '.

0112
o

10

---~

20

_0 30
F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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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Cut-section view of 2nd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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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2 Overview of microstructure of 2nd irradiation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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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process fuel.

- 214 -



----_.- ---- ------- -- -- -- -----
- - - - - .., -- .. --- !!!! --- ~ -‘ --------------------------

35

45

40

• o

응 30

w 25
N

얻 20
m

c> ’5

s ‘---------------------------------------
o

o 2000 4000 6000
8urnup (MWdl베M)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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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5 Microstructure of polished
surfac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near the void.

Fig. 3.3.46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urface of 2nd irradiation
dIy-process fuel near th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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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짚윌최

• DP-400X-O‘ Cenlra) void
• OP-400X-I: Central void 쭈변
• OP-400X-2: 추로 g.b.얘 pore 션포
• DP-뼈OX-3: 중칸 ‘한’부분

• DP-400X-4:
• QP-400X-5: 풍강 ιraζk예서 Glaoom\l욕，

II/ainU! pore ~’ 용， 여 기찌찌

pot기 민상를.

• DP-400X-6: 얼g빙항 풍간21 crack 뼈치
• OP-400X-7: 중간의 crack과 clad C1ing시이

• OP-400X-8: ciaddlng 추번
• OP-400X-8: cladding 추연의 grain Growth

Fig. 3.3.47 Metal10graph image position map.

Fig. 3.3.48 Metallograph image of 2nd Fig. 3.3.49 Metallograph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DP-400X-0 DP-400X-1.

Fig. 3.3.50 Metallograph image of 2nd Fig. 3.3.51 Metallograph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irradiation illγ-process fuel at
DP-400X-2. DP-400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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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2 MetaJlograph image of 2nd Fig. 3.3.53 MetaJ lograph image of 2nd
irradiation 따y-process fuel at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DP-400X-4. DP-400X-5.

Fig. 3.3.54 MetalIograph image of 2nd Fig. 3.3.55 Metallograph image of 2nd
ilTadiation dry-process fuel at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l
DP-400X-6. DP-400X-7 ‘

- 217 -



Fig. 3.3.56 Metallograph image of 2nd Fig. 3.3.57 Metallograph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DP-400X-8. DP-400X-9.

Fig. 3.3.58 SEM image position mao.

Fig. 3.3.59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1.

Fig. 3.3.60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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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1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3.

Fig. 3.3.63 SEM image of 2nd
iπadiation dry-process fuel at
6-4(2).

햇쩨鋼뺑훨빼뚫i빼배.

Fig. 3.3.62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4.

Fig. 3.3.64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5.

Fig. 3.3.65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5.

Fig. 3.3.66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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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7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이γ process fuel at
6-7.

Fig. 3.3.68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7(2).

Fig. 3.3.69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8.

Fig. 3.3.70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9.

Fig. 3.3.71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9.

Fig. 3.3.72 SEl이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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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3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 1.

Fig. 3.3.74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 -process fuel at
6-12.

Fig. 3.3.75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3-13.

Fig. 3.3.76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3-13 ‘

Fig. 3.3.77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 process fuel at
3-14.

Fig. 3.3.78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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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9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1-16.

Fig. 3.3.80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1-17.

Fig. 3.3.81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18.

Fig. 3.3.82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18.

Fig. 3.3.83 SEM image of 2nd
irradiation dry-process fuel at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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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3.84 Concentration profile of fission products of 3rd
irradiation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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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5 Concentration profile of fission products of 3rd
irradiation pelle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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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6 Concentration profile of fission products of 3rd
irradiation peUet(3).

Fig. 3.3.87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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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빼뽑빼뿔블빠폐뺀빼빼-

Fig. 3.3.88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200 /.tJl1 (D3-0n

網휩椰빼뿔뿔팔I톰i를를댈렘-

Fig. 3.3.90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에""600tiffi (D3-03).

Fig. 3.3.92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lrO=lOOOμm (D3-05).

Fig. 3.3.89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400t.tm (D3-02) ,

,
,

‘

繼椰햄빼뭘훨뭘i릎iiiii빼삐-

Fig. 3.3.91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800j.tlJl (D3냉4).

鋼홉織빼환훨빼I렇를를를뭘뼈-

Fig. 3.3.93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1200μm (D3-06).

- 225 -



網틀쐐縣톨뿔폐폐낼.뻐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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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7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버=2000μm (D3-1O).

’ .網極鋼빠뿔빼I힐를를믿빼-

Fig. 3.3.98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2200μm (D3-11)

Fig. 3.3.99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2400μm (D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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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0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lrO~2600띠n (D3-13).

辦聊網빼얄를빼폐패를.랜를-

Fig. 3.3.102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lrO;;::3에OμTn (D3-15).

Fig. 3.3.104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3400μm <D3-17).

Fig. 3.3 .101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lrO=2800lllll (D3-]4).

總빼뼈鋼를뿔폐펙낼.뻐!

Fig. 3.3 .103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3200lllll <D3-16).

•

훼삐폐빼톨뿔뿔I틀를를멜뼈-

Fig. 3.3.105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lrO=3600Ltm (D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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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삐폐懶톨뿔폐페낼를iiii획빼-

Fig. 3.3.106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D=38oo.urn (D3-19).

-‘-쩨째흙끓빼톨뺑빠를빼.: I빼-

Fig. 3.3.108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Uet in position of
r/r\)=4200.urn (D3-2 l).

細빼빼懶톨뿔폐폐때.뻐붙-

Fig. 3.3.110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D =4600띠n (D3-23).

째樞憶폐뼈홉풀톨릎를를믿빼!

Fig. 3.3.107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I/버=4oo0.urn (D3-20).

혐빼빼麻를밑활뿔I톰를를를뻐뻐-

Fig. 3.3.109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l버=4400때 (D3-22).

絲罵빼빨뿔뿔.듬iiiii및뿔-

Fig. 3.3.111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4800tlm (D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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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뤘씌빼톨뿔펜페빼를i를굉렘-

Fig. 3.3.112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5000lllTl (D3-25).

辦柳麻베빼柳폐릎ii월베-

Fig. 3.3.113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5000£llJl (D3-26).

Fig. 3.3.114 Microstructure of 3rd
iπ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5000lllTl (D3-27).

Fig. 3.3.1 15 Microstructure of 3rd
irradiation pellet in position of
r/rO=5100J.llJl (D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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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 line scanning of #4-1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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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6 EPMA line scanning of fission products of D4-1
Fuel.

EPMA line scanning of #4-1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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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7 EPMA line scanning of fission products of D4-1 Fu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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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 line scanning of fission products of D4·1 Fuel (D4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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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8 EPMA line scanning of fission products of D4-1 Fuel
(3).

EPMA fine scanning of fission products of 04-1 Fuel (D4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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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9 EPMA line scanning of fission products of D4-1 Fu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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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 line scanning of 04-2 SIMFUEL(ORE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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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0 EPMA line scanning of D4-21 SIMFUEL (ORE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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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1 EPMA line scanning of D4-21 SIMFUEL (OREOX)
(2).

- 232 -



Fig. 3.3.122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D4-1 (3rd+4Lh iπacliation).

……



Fig. 3.3.123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200μrn

(D41A-02).

Fig. 3.3.125 Microstructure of dη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ID=600μm

(D41A-04).

원빼쐐勳삐뿔폐맡I톨뜸iiiiii빼빼-

Fig. 3.3.127 Microstructure of dη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lOOOμm

(D41A-06).

縣織戰뿔l묶를패}헥

Fig. 3.3.124 Microstructure of φ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400μm

(D41A-03).

햄빼원뻐빼붙블때I톰i를를빼뻐-

Fig. 3.3.126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800때

(D41A-05) ,

Fig. 3.3 .128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lrO=1200μm

(D41A-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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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柳柳빼필햄뺑a=를를빼빼-

Fig. 3.3 .129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l)=1400μm

(D41A-08)

쩨測網빽톨뿔폐믿I훼S. •포률-

Fig. 3.3.131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1800μm

(D41A-1O).

찌쩨빼隔플뿔폐II패톰iiiiii훌따-

Fig. 3.3.133 Microstructure of ψy
process fuel of 3rd 14th
irradiation at r/rO=-2200tan
(D41A-12).

‘쐐빼쐐懶를뿔빼빠iM ·뀔률-

Fig. 3.3.130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1600때

(D41A-09)

빼빼뿜勳삐웰폐밑i패r--띤렐률-

Fig. 3.3.B2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uf 3rd+4th
irradiation at r/rO=-2000μm

(D41A-ll).

빼隔빼-뿔뺀.투를를훨빼-

Fig. 3.3.134 Microstructure of dη
process fuel of 3rd +-4th
irradiation at r/rO=240011m
CD41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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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쩌빼빼삐뿔빼뻐I를" .빼블-

Fig. 3.3.135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퍼=2600μm

(D41A-14).

Fig. 3.3.1 37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lrO=3000f.llll

(D41A-16).

Fig. 3.3.139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二3400μm

(D41A-18).

網빠흙빠勳삐뻐플뺀I폐틀，맡뻐-

Fig. 3.3.136 Microstructure of elIγ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lrO=2800μm

(D41A-15).

洲싸빼뼈삐뼈를폐뺀I묶틀를를i빼-

Fig. 3.3.138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I버=3200μm

(D41A-17).

째찌빼網삐폐W틀빼패를를를파뻐-

Fig. 3.3.140 Microstructure of dη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lrO=3600μm

(D41A-19) ,

- 236 -



Fig. 3.3.141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l:에=3800μm

(D41A-20).

쩨쩨빼漸를뿔폐쩨맥톰-，빠블-.
Fig. 3.3.143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lrO"=4200μm

(D41A-22).

Fig. 3.3.145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4600μm

(D4lA-24).

Fig. 3.3.142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4000μm

(D41A-2D

麻삐쐐縣삐뿔폐헤폐를iiiii홉폐-

Fig. 3.3.144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l비=4400μm

(D41A-23).

•
將빠쐐빼홉훨필I휴를를i뿔-

Fig. 3.3.146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rO=4800μm

(D41A-25).

…
μ



쩨삐혜勳뼈휩필훼뻐I믿틀를=1랜삐-

Fig. 3.3 .147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3rd+4th
irradiation at rlrO=4900μm

(D41A-26).

Fig. 3.3.148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SIMFUEL of
D4-2l(4th irradiation , ORE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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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罵빼網톨뿔빠-뚫를를i뻐뼈-

Fig. 3.3.149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Oμm.

Fig. 3.3.150 Microstructure of φ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200 lt1T1.

‘ ,

째빼원빼때를끓를뽑I릎를를를i빼빼-

Fig. 3.3.151 Microstructure of dη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400μrn.

짜빼隔빼빼I폐빼황I톨를를를앨빠-

Fig. 3.3.153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lMFUEL at r/rO'=800um.

網빼뼈網톨뿔폐얻I릎를를를빼빼-

Fig. 3.3.152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600um.

網빼빼漸삐빼삐뻐I릎iiiiii필빼-

Fig. 3.3 .154 Microstructure of 아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 100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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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빼띔빼삐빼뼈빠I릎-.빼- 짜M剛빼뼈l빼빼품I릎늠를를빼빼-

Fig. 3.3.155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버==1200μm.

Fig. 3.3.156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1400.um.

麻삐뭘삐熟배획를빠릎 _tit] ‘삐배-째흡뻐빼뻐톨때필I릎iii빼빼-

Fig. 3.3 .157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1600.um.

Fig. 3.3.158 Microstructure of φγ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1800.um.

혐폐흙품網플필훌뿔.릎듬-g렐- 짜M網戰삐빠톨빼I릎를를를i빼-

Fig. 3.3.159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4th irradialion
SIMFUEL at r/rO=2000때l.

Fig. 3.3.160 Microstructure of drγ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2200t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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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폐째熟를뿔뼈필페룹-，필률-

Fig ‘ 3.3.161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4th iπadialion

SIMFUEL at r/rO=2400/trl1.

뺑찌쐐뺀삐뿔빼한I릎i를i흩파-

Fig. 3.3 .163 Microstructure of 따γ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마1FUEL at r/rO=2800.um.

쩨폐쐐뿜삐뿔폐 iii패톰를-，뻐블-

Fig. 3.3.162 Microstructure of 따γ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2600.um.

빼빼쐐熱삐받를빼i릎톰iiiiii눌페삐-

Fig. 3.3 .164 Microstructure of drγ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3000.um.

뼈쩨빼柳삐뼈W빼I릎를를를톨뀔!

Fig. 3.3 .165 Microstructure of φ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버=3200.um.

원빼빼網삐뿔헨삐펙톰를를를획III삐-

Fig. 3.3.166 Microstructure of ψγ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340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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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빼麻삐뼈홈뿔I흙를를를빼뻐-

Fig. 3.3.167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4th inadiation
SIMFUEL at r!이=3600때.

빠빠빼뼈삐빼빼빠I릎를iiiiii월뼈-

Fig. 3.3.169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4th inadiation
SIMFUEL at rl:이=4000때.

쩨빼쐐熱삐뿔빠멍i뚫를를i랴빼-

Fig. 3.3.171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4400/.lll1.

쩨삐빼빼삐원를삐헬 l릎iiiiiiiii빼빼-

Fig. 3.3.168 Microstructure of dr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3800/.lll1.

빼쩨빼熟a뿔뼈월I릎뼈-

Fig. 3.3.170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4200 /.lll1.

짜쩨빼빼삐뿔뼈뿔I릎-，빼삐-

Fig. 3.3.172 Microstructure of 마γ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MFUEL at r/rO=4600 /.ll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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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쩨쐐勳삐원톨빠폐메톰를를.Il!힘!

Fig! 3.3.173 Microst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4th irradiation
SIlVIFUEL at r/rD=4800.um.

Fig. 3.3 .175 Microstructure of ψy
process fuel of 4th iπaclia 디on

SIMFUEL at r/rD::05000μm.

빼삐쐐빼삐폐뻐..릎iiiiiii빼뼈-1

Fig. 3.3.174 Microstructure of φγ
process fuel of 4th iπadiution

SIMFUEL at r/rD=4900tLJll.

Fig. 3.3.176 Microstruclure of 따y
process fuel of D5-3

Fig. 3.3.177 Microslructure of 따y

process fuel of D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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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8 Macrostructure of D51
instrumented with thermocouple.

O.157mm

O.OSmm

Fig. 3.3.179 Schematic detail of
thermocouple.

Fig. 3.3.180 Thermocouple installed in Fig. 3.3.181 Magnified view of
D51 pellet. thermocouple.

Fig. 3.3.182 Insulating material of Mg Fig. 3.3.183 Mg between tantalum
between tantalum sheath and sheath and then끼oelectric wire.
thennoelectric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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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4 Microstructure of D5I,
r/rO= 1.0 (From hull to center
with eoui-clistance 500Llll1)

Fig. 3.3.185 Microstructure of D5I,
r/rO=0.95.

Fig. 3.3.186 Microstructure of D5I,
r/rO=0.9.

Fig. 3.3.187 Microstructure of D5I,
r/rO=O.85.

Fig. 3.3 .188 Microstructure of D5I,
r/rO =O ‘80.

Fig. 3.3.189 Microstructure of D5I,
r/rO=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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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0 Microstructure of D51,
r/rD=0.70.

Fig. 3.3.191 Microstructure of D5I,
r/rD=0.65.

Fig. 3.3.192 Microstructure of D51,
r/rD=O ‘60.

Fig. 3.3.193 Microstructure of D5I,
r/비=0.55.

Fig. 3.3 .194 Microstructure of D5I,
r/rO=0.52.

Fig. 3.3.195 Microstructure of D5l,
r/r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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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6 Microstructure of D5I,
r/rO=0.9.

Fig. 3.3.197 Microstructure of D5I,
r/rO=0.8.

Fig. 3.3.198 Microstructure of D5I,
r/rO=0.7.

--...

Fig. 3.3.200 Microstructure of D5I,
r/rO=0.55, near to the
Thermocouple.

Fig. 3.3.199 Microstructure of D51,
r/rO=0.6.

Fig. 3.3.201 Microstructure of D5I,
r/rO=0.55, near to the
Therrnocou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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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2 Microstructure of D5N,
rlrO=l.O.

Fig. 3.3.203 Microstructure of D5N,
r/rO=0.9.

•

. .

Fig. 3.3.204 Microstructure of D5N,
r/rO=0.8.

Fig. 3.3.205 Microstructure of D5N,
rlrO=0.7.

Fig. 3.3.206 Microstructure of D5N,
r/rO=0.6.

Fig. 3.3.207 Microstructure of D5N,
r/r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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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8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lrO=0.68

Fig. 3.3.210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rO=0.68(3)

Fig. 3.3.212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lrO=0.68(5)

Fig , 3.3.209 Microsl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lrO=O.68(2)

Fig. 3.3.211 J아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비=0.68(4)

Fig. 3.3.213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rO=O ‘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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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4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rD=O.68(7)

Fig. 3.3.216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rO=0.8(2)

Fig. 3.3.218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rO=1.0

Fig. 3.3.215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l버=0.8

Fig. 3.3.217 Microstructure of
fractured specimen of D5N.
r/rO=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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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ment ’ OUPκ Pellet1. Element i DU'κ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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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219 Specifications of the drγ-processed pellets for 6th irradiation.

1. Element: DUPle Pellet 2. Element: DLPκ Pellet 3. Element: DUPle Pellet

‘ - 쩔단(온도앤써 품단
2~3mm 상당)

- - 쩔단(온도센서 을단
2~3mm 상단)

- - 찔단(률연하단)

(Jl，~번 pellet 조직시험 예비보유 @번 p리let 조직시험

Fig. 3.3.220 Location of the pellets for destructive tests of optical microscope
and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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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힘왜 해처l 후

계장파이프

집합체 해쩨 후

겨|징 llf 이프(in)
집합저1 해해 후

연료몽

4

Fig. 3.3.221(a) Visual inspection of the irradiation
rig of DUPIC-6.

편편

질힐처l 빼처I~

연료올 집합체

징힘처| 젊단전

연료용

Fig. 3.3.22Hb) Cutting and clisassernbly of DUPIC-6
irracliation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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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up 3 points fψr Nucli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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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2 Total counts for DUPle 6th pellet in the Gamma
scannmg.

--Position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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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 6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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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3.223 Gamma spectrum of DUPle 6th pellet (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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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18mm
-- Position 42mm
-- Position 66mm Il

DUPIC 6th Fuel Rod(B-6) Spectrum
r--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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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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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5001000

Energy (keV)

500
10°

o

Fig. 3.3.224 Gamma spectrum of DUPle 6th pellet (B -6) ,

DUPIC 6th Fuel Rod(C-6)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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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 6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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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3.225 Gamma spectrum of DUPlC 6th pellet (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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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DUPIC 6th Fuel Rod(A-6) Dimension Measurement

1-0 d앵'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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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12.00

Fig. 3.3.226 Diameter of the DUPlC 6th pellet (A-6)

DUPIC 6th Fuel Rad(B-6) Dimension Measurement
「→---

-0 degrees
45 degrees
90 deg-ees
135d엠tees

12.25

1220

E
E 12. 15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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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빠- •I 1、

Fuelpart

Bottom Top

t• ;북 t= -H r-~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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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7 Diameter of the DUPIC 6th pellet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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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2.15

E
E
@

움 12.10
E
@

。

12.05

12.00

DUPIC6th Fuel Rod(C용) Dimension Measurement
I
-0 degrees

- 45 degrees
90 degrees

-- 135 degrees

Bottom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Length (mm)

Fil<. 3.3.228 Diameter of the DUPlC 6th pellet (C-6)

Fig. 3.3.229 Microstructure of D6-15 at the center of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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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0 Microstructure of D6-15 at the middle(M) of
pellet.

30 urn
←---예

'ig. 3.3.231 Microstructure of D6 15 at the middleO\lI1) of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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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2 Microstructure of D6-15 at the surface of pellet.

Fig. 3.3.233 Microstructure of D6-13 at the center of
o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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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4 Microstructure of D6-13 at the middle(MU of
pellet.

Fig. 3.3.235 Microstructure of D6-13 at the middle(M) of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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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6 Microstructure of D6-13 at the surface of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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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7 Microstructure of
specimen 00-15

Fig. 3.3.238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 -15 (})

Fig. 3.3.239 Microstructure of center
soecimen of D6-15 (2)

Fig. 3.3.240 rVIicrostrue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3)

Fig. 3.3.241 Microstructure of center
SPεcimen of D6-15 (4)

Fig. 3.3.242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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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3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6)

Fig. 3.3.244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7)

Fig. 3.3.245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8)

Fig. 3.3.246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9)

Fig. 3.3.247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10)

Fig. 3.3.248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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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9 l\1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12)

Fig. 3.3.250 Microsl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3)

Fig. 3.3.251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14)

Fig. 3.3.252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15)

Fig. 3.3.253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6)

Fig. 3.3.254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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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5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I5 (18)

Fig ‘ 3.3.256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19)

Fig. 3.3.257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15 (20)

Fig. :3.3.258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I5 (21)

Fig. 3.3.259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I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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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0 Microstructure of middle
soecimen of D6-15 (1)

Fig. 3.3.261 Microstructure of middle
soecimen of D6-15 (2)

Fig. 3.3.262 J펴icrostructure of middle
soecimen of D6-15 (3)

Fig. 3.3.263 I.Vlicrostructure of middle
soecimen of D6-15 (4)

Fi f4. 3.3.264 Microstructure of middle
soecimen of D6-15 (5)

Fig. 3.3.265 Microstructure of middle
soecimen of D6-15 (6)

- 265 -



Fig. 3.3.2β(3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I5 (7)

Fig. 3.3.267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I5 (8)

Fig. 3.3.268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I5 (9)

Fig. 3.3.269 l.\1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I5 (10)

Fig. 3.3.270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I5 (11)

Fig. 3.3.271 lVI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I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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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2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15 (13)

Fig. 3.3.273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 --IS (14)

Fig. 3.3.274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15 05)

Fig ‘ 3.3.275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15 (6)

Fig. 3.3.276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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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2:77 Microstructure of
specimen D6-33(l)

Fig. 3.3. '2:78 Microstructure of
specimen D6-33(2)

Fig. 3.3.279 Microstructure of
specimen D6 33(3)

Fig. 3.3.280 Microstructure of
specimen D6-33(4)

Fig. 3.3.281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I)

Fig. 3.3.282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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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3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3)

Fig. 3.3.284 Microstructure of center
soecimen of D6-33(4)

Fig. 3.3.285 Microstructure of center
soecimen of D6-33(5)

Fig. 3.3.286 Microstructure of center
soecimen of D6-33(6)

Fig ‘ 3.3.287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7)

Fig. 3.3.288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8)

- 269 -



Fig. 3.3.289 Microstructure of center
soecimen of D6-33(9)

Fig. 3.3.291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1l)

Fig. 3.3.290 1\1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10)

Fig. 3.3.292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 33(12)

Fig. 3.3.293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13)

Fig. 3.3.294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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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5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Cl5)

Fig. 3.3.296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16)

Fig. 3.3.297 Mj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l7)

Fig. 3.3.298 Microstructure of center
S야cimen of D6-33(l8)

Fig. 3.3.299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I9)

Fig. 3.3.300 Microsσucturc of cenler
specimen of D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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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1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21)

Fig. 3.3.302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22)

Fig. 3.3.303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06-33(23)

Fig. 3.3.304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24)

Fig. 3.3.305 Microstructure of center
soecimen of 06-33(25)

Fig. 3.3.306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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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7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2'7)

Fig. 3.3.308 IV1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28)

Fig. 3.3.309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29)

Fig. 3.3.310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30)

Fig. 3.3.311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31)

Fig. 3.3.312 Microstructure of cenler
specimen of D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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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3.313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33)

Fig. 3.3.315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35)

Fig. 3.3.316 Microstructure of middle
soecimen of D6-33( l)

Fig. 3.3.314 .Microstructure of center
specimen of D6-33(34)

Fig. 3.3.317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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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8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33(3)

Fig. 3.3.319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33(4)

Fig. 3.3.320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33(5)

Fig. 3.3.321 Microstructure of middle
specimen of D6-33(6)

Fig. 3.3.322 Microstructure of surface Fig. 3.3.323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0) specimen of D6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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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4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3)
Fig , 3.3.325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4)

Fig. 3.3.326 Tv1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5)

Fig. 3.3.327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6)

Fig. 3.3.328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7)

Fig. 3.3.329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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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0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9)

Fig. 3.3.331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10)

Fig. 3.3.332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1l)

Fig. 3.3.333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l2)

Fig. 3.3.334 Microstructure of surface
specimen of D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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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장의 제 1 절에서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개발』 과제의 제

2 단계 (2005년 -2006년) 연구 가간을 통하여 연구개발 목표인 1) 건식 재가공

산화물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2) 하나로 조사 거동 해석， 그리고 3) 건식 재가

공 핵연료의 계장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그라고 제 2 절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기여도에 관하여 간략

허 가술한다.

제 2 단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주요 연구개발 질적 및 달성도에 대한 자체 평

가 결과를 Table 4.1.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단계 연구개발 목표 중 하나인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O 열 물성 및 기계 물성 특성 분석을 위하여 소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소외 “포

항공대”， “표준연구원” 및 “산업기술원”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

O 하나로 조사시험용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및 축소 핵연료봉 제조는 “건

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및 공정 기술개발” 분야를 포함하여 소내 유관 부서

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수행

O 가존에 개발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 모델을 가반으로 하나로에서 거동

해석을 위해 예비 성능평가 코드를 개발하여 계산 알고리듬을 향상

O 건식 재가공 핵연료 하나로 거동 평가를 가존 성능 평가 코드와 결과 비교

분석

O 컨식 재가공 핵연료 계장 리그 개발은 “조사시험용 캡슐 개발 및 활용” 과제

및 “연구로 기술개발” 과제와 협조하여 수행

O 하나로 조사시혐 안전성 분석은 “연구로 기술개발” 과제 참여자의 지원 하에

수행

O 조사후사험 및 분석은 IMEF, PIEF 시설의 분석 장치 및 기 개발 기술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행

이와 같은 추진 체계 하에 지난 2 년간 수행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능평가”

에 관한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불성 측정을 위한 모의 핵연료의 제조공정을 확립하였

음. 특히 핵분열생성물의 종류와 연소도에 따른 기공형성제의 첨가량을 확립

하였음.

O 핵분열 생성 볼순물을 다량 함유한 건식 재가공 소결체의 열적， 기계적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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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실험 자료 생산， 불순물의 종류별 특성에 따파 물성에 미치는 영향 실

험， 그리고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해 물성 특성 모형을 확립하였음.

O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고방사성 건식 재가공 소결체의 계장 조사

시험을 수행을 위하여 원격으로 소결체 내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였으며，

on-line으로 조사시험 중 소결체의 중심온도를 수집하였음. 중심온도를 어디

서나 휴대폰으로 무인 감시하가 위한 SMS에 의한 조사시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O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노내 성능평가를 C 언어 가반의 새로운 KAOS와

KAOS-T 코드를 완성하였음. (프로그램 등록 2건) 이를 이용하여 열/기계/

화학적인 특성 모델을 변경하여 예비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제 5차 및 제

6차 조사시험 시 측정한 중심온도 값을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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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에서 지난 2 년간의 제 2 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연구개발 경험

및 결과가 가술적으로 타 관련 과제에 가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

라할 수 았다.

O 건삭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을 통한 연구개

발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관련 연구 분야(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

며， 이들 과제의 수행에 많은 참고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O 따라서， 조사시험 리그 개발， 차폐 시설 내에서의 조사시험 핵연료 원격 조립

및 용접 등 취급 기술 조사후사험 기술 등은 본 과제에의 기술 축적이 관련

과제의 연구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기술을 제공함.

O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 확립 물성 특성 분석 기술 등은 선개념

핵연료 연구개발에 있어 필허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소 가술로서， 본 과제가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있음.

O 불순물을 다량 함유한 건식 재가공 헥연료의 성능 해석 가술은 GEN-IV 등

미래형 핵연료주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선개념 핵연료의 성능 해석 기술 발전

에 공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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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R&D Objectives and achievements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 핵분열생성물 종류별 열 불성 특성 분석

FP 종류별 모의 핵연료 제조 표준 조건

확립 및 소결체 제조

- 열팽창， 열확산도 측정 실험， 열전도도

계산 및 모텔 개발

건식 재가공 열팽창 및 열전도도에 미치는

산화물의 물성 핵분열생성물 생성물의 영향 분석 100
특성 모델 개발 O 핵분열생성물 종류별 기계 물성 특성 분석

크리표， 탄성계수 특성 규명 및 모텔개발

。 연소도별 핵분열기체 확산 실험 및 모텔

덮~

- 하나로 이용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

~- 연소도별 확산계수 모델 -“r

。 물성 특성 최적 모텔 반영 성능평가 코드

보완

건식 열/기계/화학적 특성 모델 반영 및 계산

/재가공핵연료의 기법

성능평가 코드 1
- 유한요소 기법을 통한 변형 계산 모델

수정/보완 및 타 코드 시A템과 비교 분석

하나로 조사 거동 。 하나로 조사시험 이력 및 결과 해석 " 100
해석

• 조사시험 이력별 성능 평가 계산
./’/

f ,

、
타 코드 결과와 비교 분석

웹 기반 종합 DB 。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 검증 DB 구축
구죽-

• 웹 기반 핵 연료 성능 DB 사스댐 설계

&‘;논 (물성 특성， 조사 및 조사후 분석자료，

성능평가 코드)

O 하나로 이용 계장 조사시험 (중섬 온도 및
一←

선출력 측정， 목표 연소도: 4,000
MWd!tHM 이 상)

계장 조사시험 리그 개발

- 원격 리그 조립 및 취급 장치 개발

건식 • 계장 리그 data acquisition system 개발

재가공핵연료의 • 라그 유통 특성 및 조사시혐 안전성 분석 100
계장 조사시험 하나로 조사시험 수행 (6 회)

。 조사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및 성능평가

2 차~5 차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결과 분석 보고서

처I 6 차 건식 재가공핵연료 소결채

조사후시험 (광학현미경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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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차폐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고방사성 핵연료의 조사시험， 물성 특성 분석 등 연구

개발 결과는 Gen-IV 원자로 시스템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확산저항성 개념의

“Dirty Fuel" 관련 연구개발 필수 선행 기술이마. 따라서 핵분열 생성 불순물을

다량 함유하며， 고방사성의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 기술은 Gen-IV 등 미래

형 원자로시스탬에 적용할 수 있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 평가 기술은 물론， 사

용후핵연료 활용 기술에 크게 기여할 수 었다.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 기술

개발 결과 및 경험은 미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아며，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방향 수립 및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

능 하다.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한 “고방사성 불순물 다량 함유 핵연료” 물성 특성

분석 기술， 조사시험 기술 및 성능해석 코드 개발 기술 등은 Gen-IV 등 미래 원

자로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초/가반 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건식 재가공핵연

료 성능평가 코드는 새로운 핵연료 개발시 원천기술을 제공하며 하나로 조사관

련 검증 가술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관련된 유관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원자력 기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확보 개발된 핵심 기술 및 시험 설비를 국내의 미래형 핵연료 개발

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성능평가 코드 도입 및 개발 관련 부가적인 해외

가술을 고려하는 새로운 핵연료 개발 분야에 기초적인 알고리듬과 특성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

민 연식 제고에 기여하고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평가에 요구되는 핵심 요소 기술개발 (고방사성 핵연료 조사시험，

불성 특성 분석 및 모댈 개발 건식 재가공핵연료 성능평가 코드) 결과 및 연구

개발 경험은 u1 래형 원자로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가술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핵연료 성능평가 종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구

축된 하드혜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은 원자력을 포함한 타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

의 확보 방안의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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