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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나로를 설계하고 운   이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AHR의 핵  성능

을 평가하기 하여 최근에 건설된 20 MW의 OPAL과 비교하 다. OPAL의 노심

은 노내 조사공이 없으므로 비교를 해 AHR의 노내 조사공을 핵연료 채 로 변

경한 노심 모형을 이용하 다.

새 핵연료가 장 되고 반사체에 조사공이 없는 노심에 하여 성자속을 평가하

다. AHR의 최  열 성자속은 4.41×10
14

 n/cm
2
-s, OPAL은 3.96×10

14
 n/cm

2
-s로 

AHR이 OPAL에 비하여 10.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HR은 4.0×10
14

 n/cm
2
-s 이

상의 열 성자속이 반사체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OPAL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AHR 노심의 우라늄 장 량은 45.7 kgU로 OPAL의 39.3 kgU에 비하여 16.3% 많

다. 새 핵연료가 장 된 노심의 임계도값은 AHR이 높게 나타났다. 30일 주기의 평

형 노심에서 OPAL의 평균 방출연소도는 49.1%U-235로 추정되었으며, AHR은 

62.4%U-2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기길이를 같게 유지하는 조건에서 AHR에서 

소모되는 핵연료집합체의 수는 OPAL의 3/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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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HR (Advanced HANARO research Reactor) was designed using the 

experiences from the design,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HANARO. Its neutronic 

performance was compared to that of the OPAL with a 20 MW power which 

started its operation recently in Australia. As the OPAL does not have any 

in-core irradiation hole, a modified core model of the AHR, in which an in-core 

irradiation hole was changed into a fuel channel, was used for the comparison.

For a clean, unperturbed core condition with all fresh fuels in the core and 

no irradiation holes in the reflector region, the maximum thermal  neutron flux 

(En<0.625 eV) in the AHR reaches 4.41×10
14

 n/cm
2
s and that in the OPAL 

reaches 3.96×10
14

 n/cm
2
s in the reflector region. The maximum flux in the AHR 

is 10.3% higher than that in the OPAL. The thermal flux region above 4.0×1014 

n/cm
2
s is widely distributed in the reflector of the AHR, but is not observed at 

all in the reflector of the OPAL.

The uranium loading of the AHR core is 45.7 kgU, which is 16.3% higher 

than the 39.3 kgU of OPAL. For a clean core state, the excess reactivity of the 

AHR is higher than that of the OPAL. The assembly-average discharge burnup 

in the OPAL is estimated to be 49.1%U-235 whereas that in the AHR is 

62.4%U-235. The difference for the discharge burnup is significant. For the 

conditions with the same cycle length of 30 days, the number of fuel assemblies 

consumed in the AHR is only 3/4 that of the O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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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연구용 원자로 경쟁력의 주요 비교 인자로 출력 비 성성속, 안 성  경제

성, 다양한 실험 설비  효율  공간 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자로 성능 

측면에서는 조사  실험 설비가 설치되는 역에서 성자속의 가 가장 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자속이 높을수록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조사 시간

이 단축되는 등 이용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성자속은 실험 장치의 

설계에도 큰 향을 받지만 근본 으로 높은 성자속을 얻을 수 있도록 원자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연구용 원자로는 이용 목 에 따라 다양한 설계 특성과 출력을 갖도록 건설되지

만, 20 MW 정도의 출력이면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 거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

다. 재까지 건설 는 가동 정이며 국제기 을 만족하는 20% 농축도 이하의 핵

연료를 이용하는 20 MW  연구로 에서 가장 성자속이 높은 연구로는 2007년

에 운 을 시작한 호주의 OPAL (Open Pool Australian Light-water Research 

Reactor) 원자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향후 상되는 국․내외 연구로의 미래 수요에 비하기 

해 하나로의 설계, 운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이 개선된 연구로, AHR 

(Advanced HANARO Research Reactor)의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1]. 

이 보고서에서는 고려 인 AHR의 성능 수 을 알아보기 하여 호주의 OPAL 

연구로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자속  노심 특성 자료와 AHR의 자료를 비교하

다. OPAL 원자로는 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노심에서 구 할 수 있는 가장 조 한 

노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른 출력 비 성자속 성능이 우수하다. 그런데 

OPAL은 이용자 요건에 따라 노심 내 조사공이 없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동일한 조

건에서의 비교를 하여 AHR에서도 노심에 핵연료 다발을 모두 장 한 조건에 

해 분석하여 AHR과 OPAL의 노심 핵설계 특성을 비교하 다. 

AHR에 해서는 반사체에 조사공이나 빔튜 (beam tube)가 배치되지 않은 경

우와 배치된 경우에 해 노심 핵 특성을 계산하 다. OPAL의 경우에는 조사공이 

없는 조건에 해서 공개된 OPAL의 노심 특성자료 [2, 3]를 이용하여 임계도  

성자속 분포를 계산하 다[4]. 조사공이 배치된 조건에 해서는 참고문헌을 통한 

자료를 인용하여 AHR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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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핵연료  노심

2.1 AHR

AHR은 개방 수조형의 다목  연구로를 지향하고 있다. 노심은 10 m 이상 깊이

의 수조의 바닥에 치하며 경수에 의해 냉각  감속되고, 반사체로는 수를 이

용한다. 원자로 출력은 연구로 이용의 거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20 MW로 고

려하고 있다. 

AHR은 하나로와 같은 핵 비확산성을 고려하여 하나로와 같은 19.75%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는 형 핵연료를 채택한다. 핵연료 은 알루미늄 기지에 우라늄 

도 4.0 gU/cc의 U3Si2 핵연료 입자를 분산시킨 핵연료심과 열 달 제거를 증진하

기 한 8개의 냉각핀을 가진 알루미늄 피복재로 구성된다. 핵연료  내의 핵연료

심 길이는 70 cm이며, 냉각핀의 체 을 고려한 핵연료 의 유효 직경은 8.35 mm이

다. 핵연료 은 핵연료심의 직경에 따라 두 가지로 나  수 있으며, 표  핵연료

은 직경이 6.35 mm이고 축소 핵연료 은 직경이 5.49 mm이다. 노심 설계에서는 

최  노심 구성을 해 필요에 따라 한 가지 는 두 가지 핵연료 을 히 이용

할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는 zircaloy-4로 된 심 지지 과 그 주 에 다수의 핵연료 으로 

구성되며, 핵연료  피치(pitch)는 1.2 cm이다. AHR의 노심 설계에서는 두 가지 형

태의 핵연료집합체가 이용되는데, 그림 1과 같이 36개의 핵연료 으로 구성된 육각

형의 핵연료집합체와 18개의 핵연료 으로 구성된 원형의 핵연료집합체이다. 핵연

료집합체의 각 핵연료 은 3개의 알루미늄 간격체에 의해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유

지된다. 하나로 핵연료는 3.15 gU/cc의 U3Si 핵연료를 사용하는 데 비해, AHR에서

는 조  노심 구성과 핵연료 경제성을 높이기 하여 4.0 gU/cc의 U3Si2 핵연료를 

선택하여 핵연료 도가 약 27% 증가하 다. 높은 도의 핵연료를 사용하면 노심

이 높은 임계도값을 갖게 되고 핵연료 장 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방출연소도가 높

아지고 주기길이가 늘어난다. 



그림 3. AHR 노심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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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HR의 육각형  원형 핵연료집합체

다목  연구로인 AHR은 높은 고속 성자속을 얻기 하여 노내 조사공을 1개 

이상 필요로 하며 노심 한 가운데에 치시키고 있다. 노심을 구성하기 해서는 

14개의 육각형 핵연료집합체와 4개의 원형 핵연료집합체가 필요하다. 노심 반응도 

제어를 해 환형의 형상을 갖는 4개의 하 늄 제어 이 이용되며, 제어 은 원자

로를 긴   정지시킬 수 있는 1차 정지 시스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제어 의 

두께는 4 mm이고, 외경은 74 mm이다. 제어 의 하 늄 재질 부분의 길이는 700 

mm이고, 하 늄 아래 30 mm는 zircaloy-4 재질로 되어 있다. 제어 이 치하는 

곳에는 원형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어 높은 제어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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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 노심에 한 개념도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노내 조사공은 높은 고속 

성자속을 얻기에 합한 치인 CT에 치하며, 4개의 제어 은 좌/우측에 몰아 배

치하 다.  CT 치는 필요에 따라 핵연료집합체가 장 될 수 있는 같은 구조를 가

진다. 반사체에서 높은 열 성자속을 얻기 하여 핵연료집합체의 배열을 집시

켰다. 핵연료집합체는 육각형 는 원형의 유동 에 장 되며, 핵연료집합체의 

pitch는 8.01 cm이다. 노심 바깥은 수로 된 반사체가 치하며, 여러 가지 조사 

공이 배치될 것이다. 수 반사체의 높이는 1200 mm이며, 반사체 탱크는 zircaloy-4 

용기로 제작된다. 노심의 아래쪽에는 핵연료  유동 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치하며, 쪽에는 침니(chimney)가 치한다.

AHR의 핵연료  노심 제원은 표 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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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Fuel Meat
       material
       U235 enrichment
       Al density
       U density in meat
       meat density
       active length
       cross-section (diameter)
        - standard rod
        - reduced rod

U3Si2 
19.75% 
2.7 g/cc
4.0 g/cc

6.063 g/cc
700 mm

6.35 mm
5.49 mm

    Cladding
       material
       density
       thickness
       fin ( x 8)  

Al alloy
2.7 g/cc
0.37 mm 

0.76mm x 1.02 mm (WxH)

    Fuel Assembly
       number of fuel rods
        - hexagonal fuel assembly
        - circular fuel assembly
       rod pitch

36
18

12 mm 

    Core
       number of fuel assembly
        - hexagonal fuel assembly
        - circular fuel assembly
       assembly pitch
       total uranium loading
       total U-235 mass

36
4

80.1 mm
51.1 kg
10.1 kg

    Control Rod
       material
       number
       shape 
       thickness
       length
       outer diameter

Hf
4

annulus
4 mm

700 mm
74 mm

표 1. AHR의 핵연료  노심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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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PAL [2,3,5,6]

OPAL은 경수를 냉각재  감속재로, 수를 반사체로 사용하는 출력 20 MW의 

개방 수조형 다목  연구로이다. 

핵연료는 형 인 MTR type의 형 핵연료로 농축도 19.75%, 우라늄 도 4.8 

gU/cc인 U3Si2 분산 알루미늄 심재에 알루미늄 피복재를 사용한다. 그림 3에서와 

같이 핵연료집합체는 21개의 핵연료 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 길이가 1045 mm이

고 가로  세로가 80.5 mm x 80.5 mm 인 사각형이다. 핵연료 의 두께는 1.35 

mm, 피복재 두께는 0.37 mm이며 냉각수 채  폭은 2.45 mm 이다. 그러나 핵연료 

건 성 유지를 해 2개의 외부 핵연료 은 길이가 길며 피복재 두께가 두껍다. 핵

연료 심재의 폭은 65 mm, 두께는 0.61 mm이다. 반응도 제어를 해 카드뮴 wire

를 가연성 독물(burnable poison)로 사용한다. 

노심은 그림 4와 같이 4 x 4 배열의 16개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고, 크기는 350 

mm x 350 mm x 615 mm이다. 노심 반응도 제어를 해 5개의 하 늄 제어

(control blade)이 있는데 정상운   세 한 반응도 제어(fine reactivity control)는 

노심 앙의 십자모양 제어 에 의해 이루어지며 나머지 4개는 Xe build-up 같은 

거친 반응도 보상(coarse reactivity compensation)에 사용된다. 이 게 배치한 이유

는 정상 운   성자속과 출력 첨두 인자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함이다. 하

늄 의 두께  폭은 6 mm  128 mm 이며 길이는 834 mm이다. 그리고 각각의 

핵연료 방향을 서로 다르게 배치를 한 이유는 제어  가이드 이나 침니 안쪽 벽 

등의 냉각을 증진하기 한 이유도 있다. 

수 반사체의 높이는 1215 mm 이다. 노심  반사체 용기는 12.8 m 깊이의 수

조 바닥 근처에 있으며, 쪽은 지르칼로이로 제작된 높이 3451 mm의 침니가 치

한다. 조사 설비는 노심 내에는 없고 그림 4와 같이 반사체 탱크(vessel)에 모두 

치한다. 이는 운  동안 조사 시료의 조작 실수나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한 노심 

향을 최소화하기 함이다. NTD 조사공 7개를 포함하여 모두 42개의 조사공이 

있으며, 냉 성자원  고온 성자원 조사공이 각각 1개씩 있다. 빔튜 는 열 성자

용  냉 성자용 각 2개와 고온 성자용 1개 등 총 5개가 설치된다. 

OPAL의 핵연료  노심 제원은 표 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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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Fuel Meat
       material
       U235 enrichment
       Al density
       U density in meat
       meat density
       cross-section
       thickness

U3Si2 
19.75% 
2.7 g/cc
4.8 g/cc
6.5 g/cc

65 mm x 615 mm (WxL)
0.61 mm

    Cladding
       material
       density
       thickness

Al alloy
2.7 g/cc

0.37 mm (inner)/0.445 mm (outer)
    Fuel Assembly
       number of fuel plate
       size

21 (19 inner fuel, 2 outer fuel)
80.5 mm x 80.5 mm x 1045 mm(L)

    Core
       number of fuel assembly
       size
       coolant channel width

16 (4x4 array)
350 mm x 350 mm x 615 mm(L)

2.45 mm

    Control Blade
       material
       number
       cross section
       thickness 
       shape 

Hf
5

128 mm x 834 mm (WxL)
6 mm

plate (4), cruciform (1)

표 2. OPAL 원자로의 핵연료  노심 제원



그림 3. OPAL의 핵연료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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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PAL의 노심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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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CNP 모델  계산 방법

노심 핵  특성 비교는 노심 조건이 가능한 같은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OPAL과 AHR의 성능 비교를 해 노심에는 조사공이 없고, 1) 반사체에 조사공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2) 반사체에 조사공이 배치된 경우의 2가지에 해 각각 비교

하 다. 

3.1 조사공이 배치되지 않은 노심

OPAL  AHR의 노심에 핵연료가 모두 장 되고 반사체 역에 조사공이 없는 

경우의 노심이다. AHR의 핵연료집합체는 표  핵연료 으로 구성되지만 AHR의 

최  선출력을 낮추고 우라늄 장 량을 여서 보수 인 평가가 되도록 표  핵연

과 감축 핵연료 으로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 다. 육각형  원형 핵연료집합체

에서 외곽에 배열되는 핵연료 은 모두 감축 핵연료 으로 구성하 다.

3.1.1 AHR 노심 모델 

AHR의 노심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MCNP로 3차원 상세 모델링을 하 다.  

그림 5는 개념 설계에 따른 기  노심 모형에 한 MCNP 모델을 XY-평면에 그린 

것으로 노심 부분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실제 핵연료 에는 8개의 축방향 냉각핀

이 있지만 MCNP 모델에서는 등가 체 을 갖도록 변환되었다. MCNP 계산에서는 

새 핵연료로 가정하 으며 온도 조건은 상온으로 설정하 다. CT에는 원형의 모의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어 있어 모의 핵연료 의 색상이 주 의 실제 핵연료 과 구

별된다.  그림 6은 OPAL과의 직 인 비교를 하여 CT에 원형 핵연료집합체를 

장 한 모델로 ‘mesh tally’를 가지도록 하여 MCNPX로 XY-평면으로 그린 것이다. 

‘Mesh tally’는 성자속  분포를 평가하기 한 것으로 2x2x2 cm의 직육면체를 선

택하 다. 계산은 ‘KCODE’ 모드에서 1,000만개의 유효 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계

산 결과가 낮은 불확도를 가지도록 하 다.

    



그림 6. OPAL과 비교를 한 AHR 노

심

        (MCNP 모델, XY-평면)

그림 5. AHR의 기  노심 모형

        (MCNP 모델, XY-평면) 

그림 7. OPAL 원자로 노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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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OPAL 노심 모델 

OPAL의 핵  특성을 분석하기 해 개략 으로 구성한 MCNP 노심 모델은 그

림 7과 같다. 노심 조건은 핵연료는 모두 새 핵연료이고, 제어 은 인출된 상태에서 

제어 이 있던 공간은 물이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 제어 을 둘러싸고 있

는 하우징(housing)은 모두 zircaloy-4로 가정하 다. 비교를 해 MCNP 계산에서 

‘mesh tally’는 AHR의 경우와 같이하 다.

3.2 조사공이 배치된 노심

조사공이 없는 경우만 비교하면, 노심 핵  성능에 한 략 인 비교가 되지만 



그림 8.  조사공이 배치된 AHR 노심

  (XY-평면, z=-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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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주기와 조사공에서의 성자속을 비교하기 하여 조사공이 배치된 노심을 

모델하 다.

3.2.1 AHR 노심 모델 

조사공이 배치된 경우, 노심 핵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해 조사공을 그림 8과 

같이 모델하 다. OPAL과의 비교를 해 같은 조건에서 계산하여야 하나, OPAL의 

조사공, 조사공에서의 rig 설계와 삽입 치  종류 등에 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제 로 비교하기 힘들다. 그림 8은 비 개념 설계 단계의 AHR의 조사공 설계를 

용한 것으로 IR1~10의 조사공에는 하나로에서 사용하는 동 원소 생산용 rig가 

장 된 모델이다[7]. IR 조사공 이외에 3개의 NA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2개의 HTS (Hydraulic Transfer System), 3개의 NTD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수직 조사공을 가진다. 그림 8의 모델에서는 NTD 조사공에는 8인치 Si 

ingot을 삽입한 상태이다. 빔튜 는 4개인데, 축방향 치가 달라 그림 8에는 3개로 

나타난다.

3.2.2  OPAL 노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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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 역에 조사공이 배치된 OPAL 노심은 그림 5와 같다. 이 노심에 한 

핵특성에 해서는 정확한 제원(dimension) 자료가 없고, 주요 특성이 참고 문헌 

[3]에 나와 있으므로 별도로 모델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인용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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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비교

3장에서 언 한 두 경우, 즉 1) 조사공이 없는 노심의 경우는 AHR  OPAL에 

새 핵연료가 장 된 노심에 해 MCNP 계산을 하 고, 2) 조사공이 배치된 노심의 

경우는 AHR의 MCNP 계산 결과를 OPAL의 핵  특성에 한 참고문헌 [2]  [3]

의 결과와 비교하 다. 

 

4.1 조사공이 없는 노심

4.1.1 반응도  첨두출력인자

 비교를 한 AHR 노심의 우라늄 장 량은 45.7 kgU로 OPAL의 39.3 kg에 비

하여 16.3% 많다. OPAL의 4.8 gU/cc 보다 낮은 4.0 gU/cc의 핵연료 도를 사용

하지만 형 핵연료의 고유 장 으로 인하여 우라늄 장 량이 늘어났다. 제어 이 

완  인출되었을 때 새 핵연료가 장 된 상태의 AHR 노심의 임계도값은 

1.26148(fsd, fractional standard deviation=0.00026)로 나타났다. 제어  반응도값은 

모든 제어 의 삽입과 인출 때의 임계도값의 차이로부터 산출되었으며 187.2 mk이

다.

AHR의 첨두출력인자를 산출하기 하여 핵연료 을 축방향 5 cm 단 로 나

어 체 8,568개에 하여 평가하 다. 선출력은 제어  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

하므로 운 역의 모든 제어  치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제어  치를 5 cm 단

로 변화시키면서 계산하 으며 제어  치 300 mm에서 첨두출력이 발생하 다.  

계산된 첨두출력인자는 2.31이며, 선출력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나타내었

다. 최 선출력은 CAR3 치에서 발생하며 104.5 kW/m이다. 반사체에 조사공이 

없는 노심이므로 CAR1~4는 같은 조건에 있으나 MCNP가 확률론 인 산코드이

기 때문에 CAR3에서 첨두출력이 나타난 것이다.

조사공이 없는 OPAL 노심에 한 MCNP 계산에서 모두 새 핵연료로 채워지고 

제어 이 모두 인출된 상태에서의 노심 임계도는 1.25101(fsd=0.00069)로 계산되었

다. 수 반사체의 높이가 210 cm인 경우에는 노심 임계도값이 1.25553으로 수 

반사체의 높이가 120 cm인 경우에 비하여 3.6 mk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를 

하여 핵연료집합체의 side plate에 가연성 독물질을 넣지 않았다. OPAL의 노심 출

력 도는 265 kW/liter이며 노심 평균 고속 성자속은 1.31x10
14

 n/cm
2
-s이고, 평

균 열 성자속은 1.15x10
14

 n/cm
2
-s이다.

조사공이 없으며 새 핵연료로 채워진 OPAL 노심에 한 첨두출력은 평가되지 

않아 직 인 비교는 어렵다. 조사공이 있는 평형 노심에 한 OPAL의 첨두출력

인자는 참고 문헌 [2]에서는 2.14로 기술되어 있으나 참고 문헌 [3]에서는 2.30으로 

기술되어 있다. U-Mo 핵연료를 장 한 경우의 OPAL 노심에 한 첨두출력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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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2]에서 2.36이고 참고 문헌 [3]에서는 2.38로 평가하고 있다. U3Si2 핵연

료를 사용하는 OPAL 노심에 한 첨두출력인자 2.14는 비 실 으로 낮고 U-Mo 

핵연료가 장 된 노심의 경우를 보면 참고 문헌 [2]의 2.14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3]이 보다 나 에 발표된 것으로 볼 때 OPAL의 첨두출력

인자를 2.3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치
핵연료집합체

출력(kW)

핵연료집합체

첨두계수(Fr)

선출력

첨두계수(Fq)

핵연료 의

출력 비율

(외곽/내곽)

최  선출력

(kW/m)

CT

R01   

R02   

R03   

R04   

R05   

R06   

R07   

R08   

R09   

R10   

R11   

R12   

R13   

R14   

CAR1

CAR2

CAR3

CAR4

 765.3

1140.5

1183.5

1182.2

1142.1

1185.2

1180.9

1162.3

1277.1

1263.3

1277.1

1164.9

1279.4

1263.4

1278.2

 562.9

 564.4

 564.0

 563.2

1.26

0.94

0.98

0.98

0.94

0.98

0.97

0.96

1.05

1.04

1.05

0.96

1.06

1.04

1.05

0.93

0.93

0.93

0.93

2.13

1.81

1.84

1.80

1.83

1.82

1.81

2.09

2.17

2.14

2.16

2.08

2.12

2.11

2.15

2.29

2.26

2.31

2.30

0.88

0.96

0.94

0.93

0.95

0.94

0.94

1.17

1.13

1.04

1.13

1.17

1.13

1.04

1.13

0.94

0.95

0.94

0.95

 96.3

 81.9

 83.4

 81.6

 82.5

 82.3

 82.0

 94.3

 98.0

 96.9

 97.9

 93.9

 95.8

 95.5

 97.4

103.7

102.3

104.5

103.8

            표 3.  CT에 핵연료를 장 한 노심의 출력 분포 

       ( 체 핵분열 출력: 20 MW, 제어  치: 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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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HR 노심 평면에서의 열 성자속 분포

4.1.2 성자속

AHR의 성자속은 노심에 새 핵연료가 채워지고 반사체에 조사공이 없는 조건

에서 'mesh tally'로 계산하 다. 열 성자속은 성자 에 지가 0.625 eV 이하의 

성자속으로 정의하 다. 제어 이 완  인출된 상태의 최  열 성자속은 

4.41x1014 n/cm2-s이고, 제어  치가 300 mm일 때는 4.49x1014 n/cm2-s이다. 제어

이 삽입되면 최  열 성자속 는 약간 높아진다. 제어 이 삽입된 상태로 

운 되므로 실제 운  노심의 최  열 성자속은 제어  치 300 mm에서의 

성자속에 더욱 가깝다. 제어 이 완  인출된 상태에서 AHR 노심의 심 평면에서 

열 성자속 분포는 그림 9와 같다. 수 반사체의 높이가 높을수록 성자속이 높

아지지만 AHR의 수 반사체는 120 cm로 설정되었다. 성자속이 4.0x1014 

n/cm2-s이상의 역이 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0. OPAL 노심 심 평면에서의 열 성자속 분포 

            ( 수 반사체 높이: 210 cm) 

- 23 -

OPAL에서 반사체에 조사공이 없을 때 최  열 성자속은 3.96x10
14

 n/cm
2
-s로 

계산되었다[4]. OPAL 노심자료를 이용하여 모두 새 핵연료로 채워지고 제어 이 

모두 인출된 상태로 계산되었다. 계산의 오차  일부 노심자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MCNP 모델은 한 것으로 단된다. 수 반사체의 높이는 210 cm로 

계산하 으며, 노심의 심 높이에서 열 성자속이 2.0x10
14

 n/cm
2
-s인 지역은 노

심 심에서 반경 58 cm까지로 계산되었다. OPAL 노심의 심 평면에서 열 성자

속 분포는 그림 10과 같다. 열 성자속이 3.5x10
14

 n/cm
2
-s 이상의 역은 네 귀퉁

이에 볼 수 있으나, AHR과는 달리 4.0x10
14

 n/cm
2
-s 이상의 역은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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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사공이 배치된 노심

4.2.1 핵연료 주기

조사공이 배치된 경우의 OPAL에 한 주기길이, 반응도 등의 핵  특성은 참고

문헌 [3]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 4에 정리하 다. OPAL에서 주기  Xe이 없는 

cold 상태에서 잉여반응도는 80.2 mk이며, 주기 말 hot full power 상태에서 잉여반

응도는 12.0 mk이다. 출력결손(power defect)은 3.15 mk이며 Xe worth는 37.1 mk

이다. 주기  Xe이 없는 cold 상태에서 정지여유도는 37.5 mk이며, 2차 정지계통

의 반응도는 35.8 mk 다. 참고로 OPAL에서는 총 제어  반응도값과 노심 잉여반

응도의 비를 safety reactivity factor로 정의하고 이 값이 1.5 이상이 되도록 하 다.

Variable Limit Design data
Cycle length > 26 days 30 days

Number of fuel assembly/cycle - 3
Fuel assembly annual consumption - 34.2 FA

Reactivity

Hot with Xe BOC - 3990 pcm
Hot with Xe EOC > 1200 pcm 1200 pcm

Cold without Xe BOC - 8015 pcm
Cold without Xe EOC - 5315 pcm

Power peaking factor < 3 2.30
Cold No Xe BOC shutdown margin > 3000 pcm 8410 pcm
Cold No Xe BOC shutdown margin 

(single failure)
> 1000 pcm 3745 pcm

Second shutdown system > 1000 pcm 3575 pcm

표 4. OPAL 원자로의 반응도 특성 [3]

OPAL의 재장  노심은 3개의 새로운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어 형성되며 주기길

이는 30일이다. 노심에 16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어 있으므로 방출되는 3개의 

핵연료집합체에서 1개는 6주기 동안 연소되고 2개는 5주기 동안 연소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노심 내 최  체류기간은 약 180일이며 평균 으로 160일에 해당한다. 핵

연료의 평균 방출연소도를 추정하기 하여 3.15 gU/cc의 재 하나로 핵연료가 장

된 AHR 노심에 한 계산결과[8]를 이용하 다. 이 노심의 우라늄 장 량이 40.2 

kgU이므로 OPAL의 39.3 kgU와 비슷하며 단  우라늄에 한 출력 도가 거의 같

다. 160일 운 하는 경우에 평균 방출연소도 48.0%U-235로 계산되므로 OPAL의 경

우는 49.1%U-235[=48.0x40.2/39.3]로 추정할 수 있다.

AHR에 한 주기길이를 계산하기 하여 HELIOS를 이용하 다. 가능한 정확하

게 계산하기 하여 2차원으로 체 노심을 모델하 다. 그림 11은 비교를 한 

AHR 노심 모형에 하여 HELIOS로 체 노심을 모델한 것으로 노심 역만 확

하여 노심의 1/4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 25 -

그림 11. 비교를 한 AHR 노심에 한 HELIOS 모델

OPAL과 유사한 조건으로 맞추어 비교하기 해 주기말의 잉여반응도는 15.0 

는 10.0 mk 이상이고, 주기길이는 30일 정도가 되도록 노심 리 방식을 조 하도록 

하 다.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우므로 잉여반응도에 더 큰 비 을 두

고 주기길이는 28일 이상이 되도록 조 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이에 맞는 AHR의 

재장  노심은 2개의 36  핵연료집합체 는 1개의 36  핵연료집합체와 2개의 18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어 형성된다. 8주기에 걸쳐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는 방식

이 반복되도록 한 것이다.

주기말의 잉여반응도가 15.0 mk 이상인 노심은 주기길이 29일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주기말 잉여반응도는 16.4 mk이며 핵연료의 평균 방출연소도는 

60.5%U-235로 높게 나타난다. 36  핵연료집합체는 노심에 8주기 동안 장 되어 232

일 동안 노심에 있게 되며 18  핵연료집합체는 10주기 동안 장 되어 290일 동안 

노심 내 체류하게 된다. 주기말의 잉여반응도가 15.0 mk 이상인 노심은 주기길이 30

일에서 주기말의 잉여반응도가 11.7 mk로 나타났다. 핵연료의 평균 방출연소도는 

62.4%U-235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36  핵연료집합체는 노심에 8주기 동안 장 되

어 240일 동안 노심에 있게 되며 18  핵연료집합체는 10주기 동안 장 되어 300일 

동안 노심 내 체류하게 된다.

우라늄 장 량이 많고 방출연소도가 높기 때문에 핵연료 경제성이 매우 좋게 된

다. 같은 주기길이에 하여 AHR의 핵연료집합체 소비량은 OPAL의 3/4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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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2.2 성자속

AHR의 반사체 내 조사공 배치는 앞의 그림 8과 같다. 각 조사공에 rig가 장 되

고, 평균 인 제어  치 450 mm에 하여 계산된 각 조사공에서의 성자속은 

표 5와 같다.

조사공
노심 심에서

거리 (cm)

열 성자속 [n/cm2-sec]

최  최소 평균

수직

조사공

NTD1 63.5 5.00E+13 3.57E+13 4.53E+13

NTD2 63.5 4.98E+13 3.63E+13 4.52E+13

NTD3 60.2 4.85E+13 3.38E+13 4.36E+13

RI1 27.5 3.32E+14 1.74E+14 2.51E+14

RI2 27.5 3.28E+14 1.64E+14 2.41E+14

RI3 35.4 2.51E+14 1.25E+14 1.89E+14

RI4 33.5 2.58E+14 1.25E+14 1.94E+14

RI5 35.4 2.41E+14 1.17E+14 1.81E+14

RI6 48.9 1.34E+14 7.35E+13 1.06E+14

RI7 47.4 1.40E+14 7.66E+13 1.11E+14

RI8 50.2 1.17E+14 6.41E+14 9.38E+13

RI9 68.0 5.21E+13 3.10E+13 4.23E+13

RI10 89.9 1.68E+13 1.03E+13 1.41E+13

NAA1 50.2 1.28E+14 6.82E+13 1.07E+13

NAA2 71.1 3.68E+13 2.27E+13 3.23E+13

NAA3 91.0 1.57E+13 1.04E+13 1.38E+13

HTS1 52.5 6.20E+13 3.21E+13 5.22E+13

HTS2 69.3 2.27E+13 1.38E+13 1.99E+13

CNS 41.7 9.08E+13 4.05E+13 7.33E+13

빔

튜

ST1 39.0 - - 1.38E+14

ST2 35.4 - - 2.54E+14

NR 50.8 - - 1.30E+14

        표 5.  각 조사공의 열 성자속 비교 (제어  치: 450 mm)

              - RI1~10: RI rig에서의 성자속

              - NTD, NAA, HTS, CNS: -30~+30 cm에 한 5 cm 단 의 평가

              - 빔 튜 : 선단(nose)에서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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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 제시된 값들은 노심 앙 CT에 핵연료를 장 하지 않은 경우에 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OPAL과 AHR의 노심이 다르므로 반사체 내의 조사공 배치도 달

라져야 하므로 정확한 비교 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여 추가 계산을 하지 않았

다. 반사체내 최   평균 열 성자속이 각각 3.3x10
14

n/cm
2
-s  2.5x10

14
n/cm

2
-s

이다.

OPAL의 반사체 내 조사공 배치는 앞의 그림 3과 같다. 이와 같이 조사공이 배

치된 상태에서는 반사체내 최   평균 열 성자속이 각각 3.2x10
14

n/cm
2
-s  

2.3x1014n/cm2-s이다. 출력 비 최  열 성자속은 1.6x1013n/cm2-s/MW이다. 각 

조사공에서의 평균 성자속은 표 6과 같다[3]. 

Facility # of tubes and targets Thermal neutron flux (n/cm2-s) 
(min./max./average)

Bulk 
production 
irradiation 

facility

Very high flux 2/10 1.6/3.2/2.3E+14
High flux 3/15 1.1/1.9/1.4E+14

Medium flux 12/60 6.2E+13/1.3E+14/8.8E+13

Pneumatic 
conveyor 
facility

LV-1 1/3 - / - /4.0E+12
LV-2 2/6 8.0/8.1E+12/-
LV-3 4/12 1.5/1.6E+13/-
LV-4 2/6 3.0/3.0E+13/-
LV-5 2/6 4.5/4.9E+13/-
LV-6 2/6 7.0/7.0E+13/-
LV-7 2/10 1.2/1.4E+14/-
NAA 1/1 - / - /2.6E+13

DNAA 1/1 - / - /5.0E+12

FF 2/6 7.2/8.9E+12/- 
(*fast flux, E>1MeV)

NTD 6 targets 3.0E+12/2.0E+13/8.9E+12
Cold source (E<0.01eV) 2 beams - / - /7.5E+13

Thermal source (E<0.1eV) 2 beams - / - /1.6E+14

표 6. OPAL 원자로 조사공에서의 성자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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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AHR의 핵  성능을 가늠하기 하여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 같은 출력에

서 가장 높은 핵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OPAL과 비교하 다. AHR은 노심 

앙에 1개의 노내 조사공을 가지지만 노내 조사공이 없는 OPAL과 직 인 비교

가 되도록 노내 조사공이 없도록 변경한 노심 모형을 비교 상으로 이용하 다. 

한, OPAL의 반사체 내 조사공에 한 자료가 불확실하므로 직 인 비교가 될 

수 있게 반사체 내 조사공이 없는 노심과 각각의 노내 조사공이 있는 경우로 나

었다. AHR의 노심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OPAL의 특성과 비교하여 표 7에 

요약하 다.

새 핵연료가 장 되어 있으며 반사체에서 조사공이 없는 조건에서 OPAL의 최  

열 성자속은 4.0x1014 n/cm2-s이고 AHR은 4.41x1014 n/cm2-s로 나타나 AHR이 

OPAL에 비하여 10.3%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확하게 비교될 수 없는 조건이지

만 반사체에 조사공이 있는 경우에도 AHR의 성자속이 높게 나타났다.

평형 노심의 주기 말에 같은 과 반응도값을 가지면서 주기길이를 비슷하게 유

지하는 조건으로 핵연료의 평균 방출연소도  핵연료집합체의 소모량을 비교하

다. 주기길이는 같은 30일이며 주기 말의 과 반응도값도 12.0 mk로 비슷하게 유

지할 수 있었다. OPAL의 평균 방출연소도는 49.1%U-235로 추정되었으며, AHR은 

62.4%U-2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OPAL은 매 주기에 3개의 새로운 핵연료집합체

가 장 되지만 AHR은 육각형 핵연료집합체 2개 는 육각형 핵연료집합체 1개와 

원형 핵연료집합체 2개가 장 된다. AHR에서 소모되는 핵연료집합체의 개수는 

OPAL의 3/4에 불과하다.

  주기 의 과 반응도값은 AHR이 OPAL에 비해 10 mk 정도 높게 나타났다. 

AHR의 반응도 변화를 이기 해서는 OPAL과 같이 가연성 독물질을 사용하면 

되지만 핵연료집합체의 제조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주기 의 AHR 노심에서 10 

mk의 반응도값 차이는 임계 제어  치가 3 cm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작은 차이이다. AHR의 정지여유도는 OPAL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체 제어  반응도값은 AHR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OPAL에 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는 항목도 있었지만 

AHR의 주요 핵  성능은 OPAL에 비하여 명확하게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AHR의 기본 노심은 노내 조사공을 가지고 있으므로 OPAL에서 할 수 없는 

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 고유의 장 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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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OPAL
AHR

비교 노심 기  노심

 출력 (MW) 20.0 20.0 20.0

 노심 부피 (l) 75.3 83.4 83.4

 우라늄 장 량 (kgU) 39.3 45.7 44.4

 핵연료집합체의 수 16 16 16.5

 핵연료 도 (gU/cc), 재질 4.8, U3Si2 4.0, U3Si2 4.0, U3Si2

 교체 핵연료집합체의 수 3 2 3

 주기길이 (일) 30 30 36

 소모되는 핵연료집합체의 수

 (300일 운  조건)
30.0 20.0 30.0

 평균 방출연소도 (%U-235) 49.1 62.4 51.87

 최

 열 성자속

 (n/cm
2
/s)

 노내 조사공 - - 4.37x10
14

(*)

 반사체 3.96x1014(*) 4.41x1014(*) 4.44x1014(*)

 최  고속 성자속,

 노내 조사공 (n/cm
2
/s)

- - 1.34x1014(*)

 최  첨두출력인자 (Fq) 2.30 2.31(*) 2.30(*)

 과

 반응도값

 (mk)

 주기 

 (cold, no Xe)
80.2 89.1 99.1

 주기 

 (hot, eq. Xe)
39.9 51.1 64.1

 주기 말

 (hot, eq. Xe)
12.0 11.7 20.9

 정지

 여유도

 (mk)

 1차 정지계통 37.5 - 40.4

 2차 정지계통 35.8 - 42.0

표 7.  AHR와 OPAL의 핵  특성 비교

 (*): 새 핵연료로 구성된 노심에서 평가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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