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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 조사시험용 캡슐개발 및 활용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국가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30 MWt “하나로”를 이용하여 국내 가동 

중인 원자로와 차세대 원자로의 재료 및 핵연료개발을 위한 조사시험용 

캡슐 기반기술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로써 재료 및 핵연료 개발자들이 필 

요한 설계자료의 확보와 원자로 안전성 및 건전성 평가에 기여하는데 있 

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내에는 원자력 중장기 과제인 원자력 신소재 개발(구조용강， Inconel, 

Zr 합금， stainless steel 등) 및 신형 핵연료 개발(고성능/고연소도용 

Pellet, 피복관 등) ,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 및 신형 

원자로개발 과제에서 사용 재료의 다양한 조사시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 

성자 조사로 인한 재료 및 핵연료 조사거동 연구를 위해 산·학·연 이용 

자들의 조사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연구 

로를 이용한 캡슐 조사기술의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원자력 중장기 사업으로 1997년 7월 2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재료분야 이용자가 요구하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재료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 기반기술을 개발하였다. 2000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수행된 이번 단계에서는 핵연료개발에 요구되는 조 

사기반기술을 확보하여， fissile material 시편에 온도， 압력， 변형 센서를 

부착하여 조사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계장 기술개발과 요구되는 대부분의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핵연료개발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생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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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일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 개발된 기술을 보완하고 특수목적의 재료조사시험을 위한 기술중의 하 

나인 실시간으로 노내에서 크립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크립캡슐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로써 국가 원자력 중장기과제 및 산 • 학 • 연에서 요구되는 조사시험 

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기술의 확보 및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시험기술을 준비하는데 있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개발 

1) 핵연료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개선 

2) 핵연료용 계장 캡슐 설계요건 및 기본설계 및 해석 

3) 핵연료 조사시험용 모의 계장캡슐 제작 및 노외시험 

4)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제작 

5)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검증시험 

6) 하나로를 이용한 핵연료시험용 계장캡슐의 예비설계 연구개발 

7)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시스템의 구조해석 및 설계최적화 

(위탁파제) 

2.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 및 기술개발 

1) 공정계통의 원리 

2)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의 설계 

3) 노외성능시험 

3.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기술 개발 

1) 재계장 및 재조사 기술 현황 

2) 핵연료 특성측정 계장기술 개발(온도， 내압， 변형 및 조사량 측정) 

3)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작기술 개발 

4) OECD Halden Reactor Project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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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형 캡슐의 성능 고도화 

1) 조사시험 기술전망(이용자 요구조건 및 차세대 조사시험 기술조사) 

2) 온도 및 환경 제어기술 개선 및 확립 

3) 표준형 캡슐 설계 개선 

4) 캡슐 제어시스템 개선 및 성능 고도화 

5) Sapphire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 개발(위탁과제) 

5. 특수캡슐 기술 개발 

1) 조사시험용 크립캡슐 기술개발 현황 

2) 크립캡슐 설계요건 핵적 특성 및 구조적 건전성 해석 

3) 노외 하중부과장치 및 크립캡슐제어장치 설계， 제작 및 시험 

4) 크립캡슐 설계， 제작 및 시험 

5) 특수캡슐 유형 조사 및 차기 개발 업무 

6) 지르코늄 합금의 조사크립 시험 방법 연구(위탁과제) 

7) 복수 시편 장착용 기계적 특성 시험장치 기초연구(위탁과제) 

6. 캡슐 노외 시험시설 

1) 노외시험시설 설계 및 제작 

2) 노외시험시설 운영 및 개선 

7. 이용자요구 조사시험/자료생산 

1) 재료시험용 캡슐 이용 조사시험 및 자료생산 

2) 원전 안전성/건전성 평가/개발을 위한 조사시험 

3) 하나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학 조사시험 

N. 연구개발결과 

1.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개발 

1 단계(1997. 7. 21. -2000. 3. 31)에서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는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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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장캡슐의 설계를 개선하여 국내 특허 출원하였다. 그리고，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의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함으로써 설계 

개선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하나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중 핵연료 특성(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 

압， 핵연료 변형 등) 가운데 핵연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핵연료 조사 

시험 요구조건과 적합하도록 계장캡슐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핵연료용 계 

장캡슐 제작기술시방서， 구매시방서와 하나로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QA 

class-T 등급업체인 (주)대우정밀에서 계장캡슐이 제작되었다. 본 핵연료 

용 계장캡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핵적， 구조적 및 열적 해석을 수행하였 

고， 설계검증을 위해서 설계.제작된 캡슐모컵을 이용한 압력강하， 진동시험 

및 내구성시험을 통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였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시험 계획과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하나로 OR5 조사공에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시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이중웰 형태의 핵연료 캡슐에 대한 구조해석 및 열적 성능해석을 

통한 설계최적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는 이용자 요구 조건을 수 

용할 수 있는 이중첼 형태의 캡슐설계에 활용하였다. 

2.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 및 기술개발 

시험 핵연료의 온도 조절， 핵연료 파손 등의 사고 시 안전 기능의 시동 

및 계측기의 출력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의 설계를 완성하였 

다 P&ID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도조절은 헬륨과 네온의 기체혼합방법으 

로 이루어진다. 3개 캡슐의 온도는 3개의 MFC로 독립적으로 제어된다 

핵연료봉의 파손을 감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캡슐로부터 배기되는 기체중 

의 핵분열 생성물이 감시된다. 레이아웃 도면， 블록 다이아그램， 기기 사양 

서， 소프트워l 어 설계명세서 등의 상세설계 문서들이 생산되었다. 

또한， 이중 피복 형태의 모의 핵연료봉을 이용한 표면온도 제어 실험 

결과， He과 Ne 기체의 혼합비에 따라 핵연료 표면온도 제어 가능성이 확 

인되었다. 

lV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기술개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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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또한 대학 

사량 평가기술을 

진하였다. 



다 향상시켰다 

5. 특수캡슐기술개발 

노외하중부과장치 

실험으로 

요소설계로 

확인하였으며 캡슐 내에서의 응력형태를 

특성을 구하고 온도계산을 수행하였다 

설계 · 제작하고， 

제작하여 건전성을 

구하였다. 조사시험공에 대한 핵적 

크립캡슐을 노내시험용 

E므 

E즈 

조사시험은 2002년 10월 ~ll월중에 외부 조사공인 IP-15공에서 28일 동안 

확인하 건전성을 기능적， 구조적 크립캡슐의 수행되었다 조사시험을 통해 

도
 

온
 

조사공에서의 설계인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시편부위 

설계값이 타당한 범 

였으며 

있어 측정한 결과 측정값과 설계값이 10%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에 

조사시험 조사공에서 바탕으로 m-core 설계자료를 。LQ... 
t二 L-캡슐에서 

완료하였으며， 제어장치의 설계·제작을 크립캡슐 02S-08K의 수행할 으
 

E 

조사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능개선과 노외시험 후 2003년도에 

연구결과 )、l 송1 님1-l:8 b 。 님 조사크립 지르코늄합금의 수행 완료된 위탁과제로 

복수시편장 중인 수행 크립캡슐을 설계 · 제작하였으며， 현재 반영하여 E프 

E크 

3단계에서 개발 예정 기초연구에 대한 결과를 특성시험장치 기계적 착용 

반영할 예정이다. 복수시편용 크립캡슐 설계에 인 

시험시설 6. 캡슐 노외 

설치가 완료되 노외성능시험장치 노외 성능시힘을 위해 2 개의 캡슐의 

시험시설과 1-채널유 조사설비 설계검증 장치는 시험 운영되었다. 두 어 

으
 
근
 

여
。
 

。} 
υ
 

]노외시험시설의 facility) 이 다. test flow 동시 험 장치 (one-channel 

핵연료계장캡 

캡슐의 장전 

이루어지며， 개발 중인 

이루어졌다. 이 장치에서는 

및 진동 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캡슐의 성능시험이 

슐과 크립캡슐의 노외성능시험도 

시험， 압력강하， 내구성 

통해 제작된 모든 

및 자료생산 7 이용자 요구 조사시험 

2단계 기관에서 

이용하여 

13개 

무계장 캡슐)을 

하
 돼

 
동안 연구소， 산업체， 대학을 

래빗(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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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여 시간 동안 조사시혐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캡슐은 연구소내 중 

장기 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RPV (Reactor Pressure Vessel) 재료， 노심 

(Reactor Core) 재료 그리고 핵연료 피복관 및 중수로 압력관 재질인 Zr 

합금 등 재료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제작되었다. 한편 하나로 이용활성화 

과제를 통하여 대학의 중성자 조사효과와 관련된 원자력 기초연구를 지원 

하기 위하여 일부 캡슐이 설계 제작되어 조사시험되었다 또한 하나로 노 

심의 HTS , IP 등의 시험공에서 핵연료， 반도체， 자성재료 등이 래빗 시설 

을 이용하여 조사시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나로 노심의 CT, IR, 

OR, IP, HTS 시험공에서 조사시험된 캡슐 및 래빗에 대하여 원자로 출 

력 , neutron flux 및 fluence , r -heat, 잉 여 반응도 등의 핵 적 특성 자료들을 

생산하여 database화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무계장 및 계장 캡슐)은 국가 원자력중장기과 

제 및 대학의 기초연구를 위하여 활용된다. 특히 캡슐내부에 설치되는 조 

사용 핵연료 어셈블리의 일부구조 변경만으로 향후 국내에서 다양한 핵연 

료 개발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2.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 및 기술개발 

생산된 P&ID 등의 상세설계 문서를 직접 이용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할 것이다 이 제어시스템은 핵연료 조사시험 

시 핵연료의 온도를 제어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이중 피복 형태의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시험결과는 하나로내 설치될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 

스템의 운전에 적용될 것이다. 

3.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기술개발 

온도， 압력 및 변형측정용 계장기술과 핵연료봉 용접공정은 시혐 연료 

봉 제작과 다양한 핵연료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고연소도 핵연료 연구 등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사 핵연료의 재가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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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장 기술개발， hot cell과 하니-로 특성에 적합한 기기의 취급 기술개발， 

조사설비 및 조사설비 조립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4 표준형 캡슐의 성능 고도화 

캡슐 본체부 및 제어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성능 향상 및 고도화된 표 

준형 캡슐은 향후 캡슐 이용자들의 중장기적 조사시험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6공 구조의 캡슐은 다양한 시편 규격 및 재질， 조사시험 옹 

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캡슐의 효율적인 조사시험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5. 특수캡슐 기술 개발 

조사환경 중 실시간 크립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지르코늄 합금， 

스테인레스강， Cr-Ni 강과 같은 원자로 구조물 부재의 건전성 평가， 잔존 

수명 예측에 활용되며， 차세대원자로를 비롯한 신형원자로와 SMART 등 

의 원자력 재료와 핵연료 피복관 등의 기계적 특성변화를 조사하는데 활 

용된다. 크립캡슐의 요소기술인 벨로우즈를 이용한 하중부과기술과 LVDT 

를 이용한 변위측정기술은 피로， 균열측정 및 중성자량 조절 캡슐 등의 다 

양한 특수목적용 캡슐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6. 캡슐 노외 시험시설 

캡슐노외시험시설을 위해 개발 완료된 2개의 설험장치인 조사설비설계 

검증시험시설과 1-채널유동시험장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작되는 모든 캡 

슐의 성능검증시험에 활용된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캡슐 장.탈착시의 건 

전성 시험을 비롯하여 압력강하 등 열수력/열전달 시험， 내구성 및 진동시 

험과 제어계통의 성능검증을 통한 설계 제원의 검증이 수행된다. 이 시설 

은 캡슐의 노외 성능시험 외에 하나로에서의 정지봉 및 제어봉 장치에 대 

한 운전의 안전성 확보 및 수명 연장시험과 핵연료의 진동시험에도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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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 요구 조사시험/자료생산 

1, 2 단계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캡슐 빚 래빗의 조사시험 기술과 설계 

및 조사시험공에 대한 database가 확보되었다.3 단계 연구에서도 캡슐 및 

래빗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원자력 재료 평가 및 개발과 관련된 중장기 과 

제， 산업체의 원전 기기 및 소재 평가 및 개발， 학계의 다양한 중성자 조 

사 연구를 위한 조사시험이 수행되어 관련 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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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ject Title 

SUMMARY 

Capsule Development and Utilizatíon for Nuc1ear 

Fuel and Material Irradiation Test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was to establish basic capsule 

irradiatíon technology using the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 

[HANARO] to eventually support national R&D projects of advanced 

fuel and materials related to domestic nuc1ear power plants and next 

generation reactors. There are several national nuclear projects in 

KAERI, which require several irradiation tests to investigate in-pile 

behavior of nuc1ear reactor fuel and materials for the R&D of several 

types of fuels such as advanced PWR and DUPIC fuels and for the 

R&D of structural materials such as RPV(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Inconel, zirconium alloy, and stainless steel. At the moment 

intemal and extemal researchers in institutes, industries and 

universities are interested in investigating the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using the irradiation facilities of HANARO. For these 

kinds of material irradiation tests , it is important to develop varψus 

capsules using our own techniques. 

The development of capsules requires several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our own experiences related to design and fabrication. 

The basic technology for material irradiation tests was successfully 

developed to meet the user ’s requirements at KAERI from July 21 , 

1997 to March 31 , 2000. It enables the irradiation tests to be performed 

for a non-fissile material under controlled temperatures(300 :t10
0

C) in a 

He gas environment, and most of the irradiation tests for the intemal 

and extemal users were able to be conducted effectively using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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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technologies. In the second phase from April 1, 2000 to 

March 31, 2003, it was necessary to develop the utilization technology 

for various sensors for the measurements of temperature, pressure and 

displacement, and instrumented capsule technology for the required fuel 

irradiation test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capsule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n in-situ measurable creep capsule for specific 

purposes were done to meet the various requirements of users.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Capsule Development for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s 

1) Design Improvement of a Non-Instrumented Capsule 

2) Design Requirements, Basic Design and Analysis for an 

Instrumented Capsule 

3) Design and Manufacturing of a Mock-up Instrumented Capsule 

and Out-of-Pile Tests 

4) Design and Manufacturing of an Instrumented Capsule 

5) Design Verification Test Plan and Safety Analysis for an 

Instrumented Capsule 

6) Prelim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n Instrumented 

Capsule for U se in Irradiating Fuel Pins in the HANARO Research 

Reactor(INEEL) 

7) Structural Analysis and Optimization of a Double Shell System of 

the Fuel Capsule(Chung-Nam University) 

2. Development of an I&C System for an Instrumented Fuel Capsule 

1) Process Description 

2) Design of an I&C System for an Instrumented Fuel Capsule 

3) Out-pile Tests for an 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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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Instrumentation Technology for Nuclear Fuel 

Irradìation Tests 

1) Lìterature Surve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Re-Instrumentation and Re-Irradiation Technology 

2) Instrumentation Technology for Measuring Fuel Characteristics 

3)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Test Fuel Rods 

4. Improvement of the Standard Material Capsule 

1) Prospect for HANARO Irradiation Technology 

2) Improvement of Capsule Technology to Control Temperature and 

Environment 

3)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apsule Design 

4) Improvement of the Capsule Control System 

5)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Evaluate Neutron Fluence Using a 

Sapphire Monitor(Kyung Sang University) 

5. Technology Development of Advanced Capsules 

1) Status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a Creep Capsule 

2) Design Requirements, Nuclear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Analysis 

3) Design, Fabrication and Out-of-Pile Test of the Stress Loading 

Unit and I&C System for the Creep Test 

4) Design, Fabrication and In-pile Test of the Creep Capsule 

5) Literature Survey on Foreign Advanced Capsule Technology 

6) Study on the In-pile Creep Measurìng Method of Zirconium 

Alloys(Sun Moon University) 

7) Basì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hannel 

Mechanical Test Machine for HANARO(Sun Mo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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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ut-of-pile Test Facilities for Capsule Development 

1) Design and Fabrication of Out-of-Pi1e Test Facilities 

2)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Out-of-Pile Test Facilities 

7. lrradiation Tests and Data Production for Users 

1) Materia1 lrradiation Tests and Data Production 

2) Fuel lrradiation Tests and Data Production 

N.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Capsu1e Development for Nuclear Fuel lrradiation Tests 

The mock-up of a non-instrumented capsul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improved design concepts based on the verified 

out-of-pile test results were adapted to the non-instrumented capsule 

for irradiating PWRs' advanced nuclear fuel in HANARO. 

Considering the requirements such as the irradiation test conditions 

and the compatibi1ity with HANARO operating conditions and the 

related structural systems, the instrumented capsule was designed and 

successfully manufactured. The structura1 integrity of the capsu1e 

design was verified by performing nuclear physics, structural and 

thermal analyses ‘ Not only out-of • pile tests such as the pressure drop 

test, vibration test, endurance test but a1so the mechanical and 

hydraulic safety of the capsule and the compatibility of the capsule 

with HANARO were verified. On the basis of detailed design drawings, 

technica1 and procurement specifications, the instrumented capsule was 

manufactured according to HANARO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Finally, the capsule for fue1 irradiation in Hfu""JARO was designed 

and tested at the out-of-pi1e thermal-hydraulic loop faci1ity , and its 

safety evaluation was a1so performed. All the safety requirements wer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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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an I&C System for an Instrumented Fuel Capsule : 

The I&C system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a means for 

temperature control of the test fuel , the initiation of safety functions in 

the event of fault conditions inc1uding fuel failure , and monitoring of 

the outputs from the instrumentation of the capsule rig. As outlined in 

the P&ID, temperature control is achieved by a gas rnix using helium 

and neon. The temperature of three fuel capsules will be regulated 

independently using three pairs of mass flow controllers. The 

exhausting gas from each capsule will be monitored for fission 

products to supervise fuel pin integrity. Detailed design documents 

inc1uding layout drawings, block diagrams, equipment specification, and 

a software design manual were produced. 

According to the out-pile test results , the possibility of surface 

temperature control was verified by varying the proportions of the 

binary mixture (He!Ne). 

3. Development of Instrumentation Technology for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s 

In order to study the high bum • up of nuclear fuel using 

HANARO, it is necessary to handle pre-irradiated nuc1ear fuel and to 

develop irradiation facilities , and re • instrumentation and re-irradiation 

technologies. 

A test fuel rod was designed, and a mock-up was manufactured. 

Basic measurement techniques were established by monitoring the 

intemal pressure of fuel rods and determining the deformation of the 

fuel with temperature. The temperature and neutron flux were 

measured during verification test of the instrumented capsule(02F -llK) 

in HANARO. 

T 0 make the test fuel rod, the welding test for each part of the 

test fuel rod was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test resul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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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um condition of welding and welding process for manufacturing 

the test fuel rod was established. Inspection and the test plan and 

process specifications for the welding process qualification were 

prepared. Finally, the test fuel rods were fabricated and installed in the 

instrumented capsule to perform the desìgn verifìcation test in 

HANARO. 

4. Improvement of Perforrnance of the Standard Material Capsule 

For the prospect of user' s requirements for the HANARO 

irradiation technology, middle- and long-terrn requìrements of capsule 

users for their ìrradiatìon tests and related literature were surveyed. 

For the satisfaction of user' s requìrements, precise irradiatìon 

temperature control technology, neutron fluence control technology, 

long-term and matrix irradiation technology, re-irradiation and 

re-instrumentation technology, corrosíon and IASCC(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ìng) test technology will be required. To improve 

capsule control technology, 2-dimensional ANSYS code was introduced 

for the analysis of the irradiation temperature and structural integrity 

of the capsule parts. Database on the capsule design parameters such 

as capsule structure, center hole, specimen shape, material, gap size 

and He pressure was obtained through this research. By introducing a 

6-hole structure analyzed by the ANSYS code in the HANARO 

capsule, the amount of specimen loading capacity in the capsule 

increased up to 50%. 

1n addition, the capsule safety was greatly improved by changing 

the design of bottom guide and the instrumentation parts(heater and 

thermocouple) of the capsule. Al!STS double tubing and friction welded 

tubing structures were introduced in the gas control pipe to prevent 

coolant intake into the main body of the capsule. Change and extension 

of the operation mode, MM1 monitoring system, and a doubl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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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ere a1so introduc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apsule 

control system. 

5. Techno10gy Development of Advanced Capsules 

A creep capsu1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out-pile 

loading unit was manufactured to study the integrity and re1ation 

between pressure and stress. The nuclear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for IP hole.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was estimated for temperature 

calculation. The irradiation test was performed for 28 days in October 

and November, 2002. Creep and fracture phenomena were tested at the 

conditions of 450
o

C, 250MPa and 550
o

C, 350MPa respectively. Inside 

temperatures of the capsule were compared, which were in the range 

of a 10% variation with thc estimated va1ue. 

6. Capsule Out-Pile Test Facilities 

Two out-pile test facilities were installed for performance tests of 

the capsules , which are the irradiation equipment design verification 

test facilities and the one-channcl flow test facilitìes. 1n these test 

facilities , the performance of a11 the capsules manufactured and newly 

devcloped were testεd before loading in HANARO. Thc tests in these 

out • pile facilities include loading/unloading, pressure drop, endurance 

and vibratìon tests of the capsules. 

Based on the design data in this capsule, the new creep capsule 

02S • 08K which wi l1 be tested in the in -core hol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is capsule willbe irradiated after adapting the existing 

control unit in 2003. 

7. 1rradiation Tests and Data Production for Users 

3,300 specimens from domestìc 13 research institutes, nuclear 

industIγ companies and universities, were irradiated in HANARO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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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 hours during the 2nd stage of this research project using the 

capsules and rabbit irradiation systems. Most capsules were made for 

KAERI material research projects on RPV(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reactor core materials, and Zr alloys of nuclear fuel cladding 

and CANDU pressure tube. Severa1 other capsules were a1so made as 

a part of national projects for the promotion of HANARO utilization. 

Nuclear fue1 , semiconductor, and magnetic materials were a1so 

irradiated in the test ho1es(HTS , IP) of HANARO using rabbit 

irradiation systems. Through this research, the nucIear characteristics 

of the HANARO capsules and rabbits were a1so produced and added to 

our database. 

V. Proposal for Applications 

1. Capsule Development for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s: 

The improved non-instrumented capsule will be utilized as a 

standard for the non-instrumented capsule for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ing in the future. The design and manufacture results of the 

instrumented capsu1e will be used to provide essentia1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fuels . 

2. Development of an I&C System for an Instrumented Fuel Capsu1e: 

The I&C system wil1 be manufactured and installed in HANARO 

using the design documents directly including P&ID, which were 

produced in this study. The I&C system will provide a means for 

temperature contr이 of the test fuel during fuel irradiation tests. The 

out-pile test results for surface temperature control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for operation of the I&C system in HAN 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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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lnstrumentation Technology for Nuclear Fuel 

lrradiation Tests 

The measuring technology for the temperature of the fuel , intemal 

pressure of the fuel rod and deformation of the fuel will be used in the 

irradiation test of the fuel using the instrumented capsule and be able 

to be utilized in the irradiation test of the fuel with FTL(fuel test loop) 

in HANARO, which will be operated in 2006. 

The established welding process for the irradiation test wìll be used 

to manufacture the nuclear test fuel rod for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ing using HANARO. 

4. lmprovement of the Standard Capsule 

The improvement of the capsule through design changes of capsule 

main body and control system will be effectively used for the user' s 

middle • and long-term requirements for irradiation tests. Especially, a 

6-hole capsule structure that will satisfy various users' requirements 

on specimen size, type of materials and irradiation temperature wi1l be 

effectively applied to material irradiation tests in HANARO. 

5. Technology Development of Advanced Capsules 

The in-situ creep test technology during irradiation is uti1ized for 

the assessment of integrity and the estimation of the remammg life 

time for the reactor structural material like zirconium alloy, stainless 

steel and Cr-Ni steel. This technology is used for the investig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during irradiation to develop nuclear materials 

including fuel cladding for the next generation reactors. The basic 

elementary technologies used in the creep capsule will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other advanced capsules for the measurements of 

fatigue , crack propagation and neutron tai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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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psule Out-Pile Test Facilities 

Two out-pile test facilities , which are the irradiation equÌpment 

design verification test facilities and the one-channel flow test facilities , 

are utilized for perfonnance tests of all the capsules manufactured and 

under development. Using the out-pile tests, the integrity test during 

loading/unloading, pressure drop test, the endurance and vibration test 

of the capsules and other perfonnance tests for I&C system are to be 

perfonned. 

7. Irradiation Tests and Data Production for Users 

Improved irradiation technology and a database on design and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HANARO capsules and rabbits obtained 

through this research project will be effectively used for the irradiation 

tests requested from research institutes, nuclear ìndustries, and 

universities during the 3rd stage of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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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차세대 원자로를 비롯한 각종 원자로의 개발은 핵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방 

사선조사와 관련된 제반 현상의 규명과 조사로 인한 노화(AgÍng)에 견딜 

수 있는 첨단 재료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가압중수로 

4기 및 가압경수로 1471 가 가동 중에 있고，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이 40 %에 달하고있다. 이들 발전소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와 앞으로 사용 

될 재료는 가동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성자에 노출되어 필연적으로 조 

사취화 현상이 예상되며， 원전에 사용하는 재료의 건전성 평가와 노내 설 

계 자료의 확보는 국내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된다. 

연구로를 활용한 캡슐조사시험은 다양한 운전조건을 구현할 수 있으며 

조사 시험 변수를 조절할 수 있고 중성자속이 높아 시험 기간을 크게 단 

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주요 원자로 노심재료인 원자로압력용기 

캡슐 조사시험의 경우， 약 6일간의 조사시험만으로 재료가 실제 원자로에 

서 40년 설계수명 말기까지 받을 중성자 조사량에 도달하게 되므로 단기 

간에 관련 재료 및 구조물의 조사성능 예측 및 평가를 가능케 하는 매우 

유용한 설비이다. 

특히 국내에는 원자력 중장기 과제인 원자력 신소재 개발(구조용강， 

lnconel, Zr 합금， stainless steel 등) 및 신형 핵연료 개발(고성능/고연소 

도용 Pel1et, 피복관 등) ,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 및 

신형 원자로개발 과제에서 사용 재료의 다양한 조사시험이 요구되고 있으 

며， 중성자 조사로 인한 재료 및 핵연료 조사거동 연구를 위해 산 · 학 · 연 

이용자들의 조사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연구로를 이용한 캡슐 조사기술의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1 단계 연구(1997년 7월 21일부터 2000년 3월 31일)를 통하 

여 하나로 조사시험용 표준형 계장캡슐 기술 및 관련 장치 개발을 완료하 

여 원자력 재료들에 대한 산 · 학 · 연의 하나로 중성자 조사시험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1.1-1퍼. 

이번 단계에서는 핵연료개발에 요구되는 조사기반기술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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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ile material 시편에 온도， 압력 변형 센서를 부착하여 조사시험에 활 

용할 수 있는 계장 기술과 요구되는 대부분의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핵연 

료개발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생산하는데 있었다. 이 외에도 일부 사용자들 

이 요구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 개발된 표준형 재료 

캡슐기술을 보완하고， 특수목적의 재료조사시험을 위한 기술중의 하나인 

실시간으로 노내에서 크립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크립캡슐의 개발이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일 

련의 계장캡슐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표준형 계장캡슐 

의 제반기술개발 및 이와 연관된 장치개발 및 관련 시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한 일련의 기술보고서， 논문， 각종 학 

술대회에 발표한 내역을 토대로 주요 요약만을 수록하였다 그 주요 내용 

별 분류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개발 및 활용 표준형 캡슐의 성능 고도 

화， 특수캡슐 개발 및 활용， 노외 시험 시설의 제작 및 활용， 마지막으로 

이용자 요구 조사시험 및 자료생산 내역을 기술하고 있다.[1.4-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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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기술개발 국내·외 Ã I
o 2 제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에는 무계장캡슐 

(non-instrumented capsule) , 계장캡슐(instrumented capsule) , rig , 그리고， 

이용한 원자로를 연구용 

시험방법이 있다. 

맞게 설계/제작되어 

설계/제조 비용이 저 

조절이 불가능하여 

수행 

핵 연 료시 험 루프(fuel test loop)를· 이 용하는 4가지 

조사목적에 한정된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은 

된다. 일반적으로 무계장캡슐은 인해 간단한 구조로 

ul 

^ 츠정 시험조건의 조사중 있으나， 장점은 렴하다는 

있다. 계장캡슐은 무계장캡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중 조사시편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시험에는 부적절한 단점이 

조사시험 설비로서 

특징은 조사시험 

슐보다 발전된 형태의 

있으며，주된 시 계측 및 이력 설계될 수 

조절기능이 없고 단 험조건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시험조건의 

통상 계 계장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통한 온도측정 열전대를 순하게 

열전대，보 내에 계장캡슐 장캡슐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사목 sensor, strain gauge, neutron dosimeter, SPND 등 조히터， 압력 

조절과 시험조건 

이용한 활용범위 

즈
 
。조사시험 적에 따라 다양한 계장품이 장입되어 있어 

측정할 있다. 계장캡슐을 카‘ 
기-자료를 in-situ로 조사시험 

매우 가능하다. 모두 핵연료에 대한 시험이 ul 
^ 금속재료 다양하며 1--L-

.:::z:. 7.냐 

-, '0 , 방출가스분석，선출력 히， 캡슐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은 조사중 

특성 조건 하에서의 성능시험， E/-‘ 
=ï끼-조건과 상이한 변화， 상용로 핵연료 

또는 서로 시험을 선택적으로 이
 「

처
 「

모
 
「

한
 

i 

수
 

l 
E 

『드
 
。시험 고연소도 고온이나 

조합하여 있다. 그러나， 상용로 조건에서의 핵연료 있는 장점이 시험할 수 

등의 실증시험은 여러 제한을 갖고 있다. 조사시험 

천 핵연료의 정상 및 목적인 loop 설비는 상용 주된 핵연료 실증시험이 

조사거동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설비 핵연료의 이거동， 부하추종 등 실제 

초!.λj 
"-- -. 핵연료의 거동변화 조건 변화에 따른 조사시험 이나 다양한 목적의 

캡슐과 loop 시험의 장점과 단점 설비는 한계가 있다 Rig 조사시험 에는 

대체적으로 

다1 
^ 핵종 또한，초장수명 

중간이며 loop와 캡슐의 

사용된다. 설계되어 

-7-

모
 

규
 

보완한 설비로서 

가능하도록 

적절히 

시편의 재장전이 

。

一
E 



핵연료， 개량 u1 
7Ç 재료 고온가스로 재료， 고속증식로 소멸처리， PU 핵무기 

조사시험， 압력 용기 강(pressure vessel steeD 바저 ι의 
c L!. -L-기존 p1 

^ 재료 
-, 
뇨; 

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시험 이
 「드

끼
 

) in -pile creep 시 험 , graphìte 시 험 

있다. 진행되고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단계적으로 계측기술들을 p1 
^ 

λ4 
2 

특수캡슐은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는 발생가스 측 

측정형， 가스 스쉽 (gas sweep) 측 측정형，크립 정형， 발열량 측정형， 변형 

열매체 정 형 , 비 등수형 (boiling water), 포화온도형 (saturated temperature) ,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 등이 열중성자 차단형 Ql 
7Ç 이동형， 시료 회전형 

조사시설의 적합한 조사목적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시험을 수목적의 

계측기 열화가 없는 기능의 중성자 환경에서 또는 loop) 개발， (캐〈 며혼， ng 

필요하며， 연구로를 보유한 각 국에서는 특 온도，압력조절시스템 u1 
^ 

사용되고 설비들이 개발되어 u1 
7ζ 계장 센서 μ

 
뉴
 

위한 조사시혐을-즈:::.5!.. /<.~ --, -1 

있다. 

개발현황 조사기술 외국 7--1 
E 제 

시 원자로 구조재의 u1 
^ 핵연료 이용한 

험은 주로 고속중성자 환경 하에서 일차 압력 

안전성 

연구로를-선진국에서는 원자력 

건전성 평가와 

있다. 수행되고 

경계 재료의 

주로 시험이 

스웨덴 

원전 연료의 신뢰성 

특히， 일본，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왜이， 

위한 입증을 Ql 
^ 

원자력 여러 
E 

τ
 

설비를 이용하며， 1960년 시험 수행되는 시험은 다양한 형태의 선진국에서 

이용한 

급증 시험을 위한 loop 시험에 

캡슐을 소규모의 조사시험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주요 이후부터 래
 에 

종합 성 능， 부하 추종 및 출력 시험부터 

주요 르기까지 여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 IAEA의 연구용 원자로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가장 많은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이며， 또한 고성능의 연구로를 다수 확보하고 

이용 가능한 연구용 원자로의 

있다.각국의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시험 종류의 

O 

그러나， 현재는 중의 하나이다. 국가 。1 조二 
λλ '--

거의 없 

핵무기 

고성능의 연구로는 

u1 
?ζ 핵종 5.:. .7，}~며 

。 T 。핵연료， 

이용 가능한 

또한， 핵비확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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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향후에는 

예측된다 

수가 감소하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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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소멸처리를 위한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는 고농축의 U 308- Al cermet 

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85MW 출력의 tank type 원자로로서 1961년 6월 

건설이 착수되었고 1965년 초 건설 종료와 함께 시운전을 개시하여 1965 

년 8월 25일 첫 임계에 도달하였다. 고속중성자속은 1× 101511/cm2·s로 핵융 

합 연구에 필요한 재료의 조사시험， 중성자 산란 및 방사화학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gamma 조사설비가 있어 감마션을 이용하여 

수조에서의 재료， 염 (salt) ， 열차폐체， 페인트 시료 등의 감마조사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lNEEL (Idaho National Engineering & Environment 

Laboratory ) 

현재까지 INEEL이 건조한 원자로가 52개로 경험이 많으며 ， 특 

히 TMI 사고 관련한 중대노심사고 조건 하에서 핵연료 거동에 대한 연구 

도 보유 PBF(Power Burst Facility)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등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건조된 재료 시험로인 MTR (Material Test Reactor) 

은 1952년부터 1970년까지 가동되었으며 ， 상용로 설계 시 필요한 설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노심구조재 및 핵연료 선정을 위한 조사시험을 주로 수행 

하였다. 재료 시험로의 시험 공간 및 flexibility를 보완하여 설계 건조한 

ETR(Engineering Test Reactor)은 1957년부터 1982년까지 상용로 조건 

하에서 핵연료， 냉각수， moderator의 특성평가를 위해 사용하였다. 1967년 

가동 시작된 ATR(Advanced Test Reactor)은 고농축의 핵연료를 사용하 

는 최대 출력 250MW의 원자로로서 미국 유일의 재료 시험로로서， 캡슐과 

loop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료 및 핵연료에 대한 조사효과 연구를 수행하 

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weapon grade PU 재활용을 위 

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 프랑스 CEN-Saclay 소재 Osiris 원자로는 70MW 출력 의 

pool type으로 1964년 1월 건설 이 착수되 어 1968년 9월 첫 임 계 에 도달하 

여 가동되고 있다. 이 원자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되는 캡슐로는 

boiler형의 Boss, Cadence, Pepita 캡슐， NaK를 열매체로 하여 핵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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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및 천이상태에서의 조사특성 규명에 활용되는 Camera 캡슐 등 

이 있다. 그리고， 원자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로는 IASCC 연구를 위한 

Coralline 캡슐 inert 분위 기 조사， tensile creep, PCI 연구를 위 한 Inna 

rig, dynamic stress-loading , creep 및 조사성 장 연구를 위 한 Colibri, 높은 

중성 자량(high fluence) 조사가 가능한 Coccinelle 캡슐 등이 있다. 또한， 

PWR, BWR 조건 하에서 핵연료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Opera, 

Isabelle 1, Isabel1e 4 loop 등이 있다. CEN-Grenoble 소재 Siloe 원자로는 

35MW 출력의 pool type으로 1961년 7월 건설이 착수되어 1963년 3월 첫 

임계에 도달하여 가동되었고，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원자로 보수가 있 

었다. 이 원자로에서는 원자로 재료 조사가 가능한 Chouca, Inna 캡슐， 신 

핵연료 및 개량 PWR 핵연료 조사가 가능한 Tanox 캡슐 등을 사용하였 

고， 상용로 조건 하에서 U02 및 MOX 핵연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Aquilon, Griffon, ]et-Pompe loop가 있었다. 이 loop에서는 상용원자로에 

서 연소된 핵연료의 재조사도 가능하였다. 또한， FBR, HTGR 핵연료를 

조사시 험 할 수 있는 sodium loop로 Thennopompe, Gas , Comedie loop등 

이 있었다. 이 외에도 핵연료의 LOCA 시험 및 안전성 시힘을 할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와 시설이 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는 이미 1960년대 중반 

부터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된 이래로 현재는 발전소의 가동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고 미래의 핵융합로 및 고속로 재료를 포 

함한 LWR 핵재료의 검증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고속 중성자 

환경 하에서 각종 계측장비를 장착하여 원전 구조재의 신뢰성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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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연구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 일본 ]AERI를 중심으로 ]MTR/]RR-3M reactor를 활용， 

FBR/개량로 재료， 원전재조사시험， 크립시험， 기초 및 첨단연구 등을 계장 

/무계장 캡슐개발을 통해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1965년에 재료 시험로 

(jMTR) 건설에 착수하여 1970년 정상 가동되었고， 확보한 조사공을 이용 

하여 고속 증식로 재료， 개량로 재료 및 기존 발전소의 압력용기강 조사시 

험， in -pile creep 시험， graphite 시혐 등의 조사시험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술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60여 개의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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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대략 20여 개는 특수 계장을 하여 사용중이 

다. 특히， 일본은 당 기술분야의 기술을 조기 토착화시키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에 빠짐없이 장기간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여 이들의 기술을 파악 

하고 국내 산업체와 연계 국산화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캡슐 내의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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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초부터 조사시험에 있어서 조사온도 이력이 조사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조사시험 조건인 원자로 가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옹도-원자력 출력 이력에 의해 transient 조사가 발생하 

고 이는 시편의 손상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조사시험 시 원자로 출력변화와 관계없이 조사시편의 시험온도를 일정하 

게 유지할 수 있는 일정조사온도 제어기술을 개발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재료 조사시험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50MW 출력의 대형 시 

험로인 ]MTR은 26일 연속운전 주기로 운영되므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조 

사량 조절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사량 정밀제어용 캡슐 기술을 개 

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MTR에서는 원자로 가동주 

기에 관계없이 정확한 조사량만을 시편에 조사하고 있으며， 캡슐 1 set 만 

으로도 조사량 변수연구를 경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MTR에 

서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캡슐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았는데， 발생가스 측정 

형， 발열량 측정형， 변형 측정형， 크립 측정형， 가스 스쉽 측정형， 비등수 

형， 포화온도형， 열매체이동형， 시료 회전형 및 열중성자 차단형 등이 있 

다 이러한 다양한 특수캡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환경에서 기능의 

열화가 없는 계측기 및 온도， 압력조절시스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특수 

목적용 캡슐을 위해 특수 계장 센서 및 설비를 개발하였다 특수계장용 센 

서 로 중성 자속 측정 을 위 해 fluence monitor, SPND, 온도용으로 다양한 

열전대， 측온 저항체， 온도 monitor 등이 사용된다. 변형측정을 위한 계장 

으로는 스태인레스강재의 He 마이크로메타， 중성자 환경용 차동 트랜스듀 

서 등이 사용되고 압력측정을 위해서는 스태인레스강재 벨로우즈를 이용 

한 접점식 계장 센서 및 벨로우즈형 차동 트랜스듀서 등이 개발되었다. 한 

편， 재료의 변형 및 응력을 부과하기 위해 벨로우즈형 응력 및 변형 부과 

시스템， 조절 메카니즘 및 calibration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핵연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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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특히， 1985년 

부터 약 10여 년 동안 조사 핵연료봉의 시험을 하기 위한 재계장 

(re-instrumentation)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 영국 DIDO class의 high flux reactor 개발과 병행하여 고려 

되었던 구조재 선정에 주목적을 두고 고속 중성자 분위기에서의 기계적 

특성 규명 등을 위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1950년대에는 캐나다 NRX 

를 활용하고 단순한 계측 장비를 부착하여 중요 물성중 하나인 크립 조사 

시험에 주력하였고， 1960년에는 일련의 creep rupture 시험을 수행하였고， 

1966년 7년 간의 계장기술개발을 통하여 고속 중성자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transducer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최근 UK AEAT의 일부조직은 독 

일 NUKEM에 흡수되 어 네 덜 란드 HFR(High Flux Reactor)과 협 력 하여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과 관련한 기술을 자문해주고 있다. 

O 캐나다 Chalk River 소재 NRU, NRX, Pinawa 소재 WR-l 

reactor로 활용하여 CANDU 발전소 노심 구조재 개발과 관련시켜 조사 

조건 하에서 광범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CANDU 구조재의 물성 

에 고속 중성자 조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수행에 주력하고 관련기 

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왔다. NRU 후속으로 재료불성 실험이 가능한 

IRFCirradiation research facility)를 계 획 중이 다. 

。 노르왜 이 : OECD NEA 산하의 HRPCHalden Reactor Project) 

에서는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에 필요한 기술(IFA rig 및 계장)을 자체 

적으로 개발하여 2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중심온도 및 

열적 특성변화， 출력 및 운전 mode, 연소도에 따른 FGR 거동， 고체 및 기 

체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핵연료 swelling, gas sweep을 통한 gas 이동 및 

gap 영향， 원자로 재료의 조사특성 및 IASCC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핵연료 조사거동 모델개발 및 검증과 안전성 해석에 이용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HRP에서 개발한 계장기술로는 LVDT를 기본 장 

치로 하여 노내조사 시 핵연료길이 신장(fuel stack elongation(EF)) , 피복 

관 신장(cladding elongation (EC)) , 피 복관 내 · 외 경 변화(cladding 

profilometry guage(CPG)) , 핵 연 료 중심 온도(fuel center temperature 

- 12 -



(ET)) , 핵 연료봉 압력 (fuel rod pressure(PF)) 등 변수들을 on-line으로 측 

정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용 노심 계장부품으로는 Gamrna Therm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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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ine flowmeter) 및 기공도(void) 측정 장치 재료시 험용 노섬 계장부 

품으로 double cantilever beam specimens, IASCC 연구를 위 한 균열성 장 

감시 Ccrack growth monitoring) 기 술， 재 료 부식 (corrosion) 측정 기 술， 조 

사 핵연료봉의 사험을 하기 위해 멘마크 Riso에서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재계장 기술개발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3-

2005년 사이에는 LOCA 조건 하에서의 핵연료 거동연구를 위한 조사시험 

계획을 위해 HRP 참여국들의 요구조건을 파악하여 조사시험 계획에 반영 

하고 있다. 

。 그밖에 네 덜 란드 Petten에 서 운영 하고 있는 HFR(High Flux 

Reactor)는 45MW 출력의 tank type으로 1957년 8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1961년 11월에 임계에 도딸하여 가동되었다. 그리고， 22년 가동 후 1984년 

vessel을 교체하여 계속 운전 중에 있다. 이 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캡 

슐로는 reloadable standard in -core capsule로 Refa, Trio, Quattro, Tetra 

등이 있고， HTR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Best, HTR의 graphite 시험을 

위한 5종류의 시설과 graphite creep 시험을 위한 3종류의 시설이 있다. 

그리고， LWR fresh 핵연료， pre-irradiated 핵연료와 BWR 핵연료 조사시 

험을 위한 캡슐， LWR 핵연료의 LOCA 시험을 위한 캡슐， 재료 시험을 위 

한 캡슐 등이 있다. 또한， FBR 핵연료와 재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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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를 위한 기술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는 Belgonnucleaire, 

BR2!BR3 reactor를 활용한 핵연료/구조재의 피로/크립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FRM-II, 스웨덴 R-2 등의 재료 시험로에서는 원자로 재 

료/핵연료 조사시험， 중성자 이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 2 절 국내 조사기술 개발현황 

국내에서 핵연료 조사시험과 관련해서는 TRIGA 원자로를 이용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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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험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조사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로를 이용 

한 원자력재료용 무계장 및 계장캡슐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원자로 재 

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계， 산업계 및 연구계의 연구목적 

에 적합하도록 재료용 계장캡슐 내부의 시편배치를 다양화하여 조사시험 

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로에서 캡슐을 이용한 원자력재료의 조사시험이 가능하도록 재료용 

캡슐기술의 개발연구를 1994년 9월부터 중장기 과제로 수행하였다[2.1]. 그 

결과로 재료용 무계장캡슐의 설계/제작 및 조사시험이 성공리에 수행되었 

으며 [2.2-2.5]， 재료용 계장캡슐이 설계/제작되어， ’98년 5월에 설계검증을 

위한 조사시험이 성공리에 수행되었으며， 재료용 계장캡슐을 이용한 재료 

조사시험이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2.6-2.14]. 

한편， 국내의 핵연료 개받과 관련한 핵연료 조사시험으로는 TRIGA 원 

자로를 이용한 CANDU 핵연료 조사 중수로 핵연료국산화를 위해 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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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A의 OSIRIS를 이용한 경수로용 핵연료의 조사시험 [2 .16]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핵연료 조사시험과 관련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2.17 -2.19], 

국내에서 연구로를 이용한 핵연료의 조사시험은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핵연료 조사시험봉에 대해서 조사중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장치 기술 

과 상용로 또는 하나로에서 조사된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재조사하기 위한 

계장기술에 대한 기술 검토가 있었다[2.20]. 그리고， 2001년 말에 핵연료 노 

내조사시험설비 (FTL)의 기술적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까지 3-pin 핵 

연료 조사시험설비 (FTL)를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수행되고 

있다. 

특수캡슐 분야에서는 하나로에서 크립시험을 하기 위한 캡슐의 개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연구로서 지르코늄 합금의 조사크립시험 방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조사시험 중 캡슐 내에서 변형량 측정과 하중전달 

봉， 그립 등의 요소기술 연구와 크립캡슐의 모컵 (mock←up) 이 제작되었다 

[2.21] 벨로우즈에 대한 연구로 변형특성 조사시험용 크립캡슐에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221 2002년에는 노내시험용 크립 

캡슐이 제작되어 하나로의 노심 외부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하여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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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전성을 확인하였고 2003년도에는 노섬조사공에서 크립시험을 수 

행할 예정이다. 추후 하나로에서 활용될 특수캡슐 개발은 복수시편용 

크립캡슐， 피로시험용 캡슐을 비롯하여 이용자 요구에 따라 균열진전 

측정 캡 슐， 가스 스됩 (gas sweep) 캡 슐등을 개 발할 계 획 이 다[2.231 

제 3 절 국내 · 외 기 술 비 교 

조사시험 기술에 관한 국내·외 기술을 비교해 보면 표 2.3.1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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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개발 

원자력발전소용 핵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를 위한 노내시험 자료와 새 

로운 핵연료 개발을 위한 노내성능 및 건전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시설로는 무계장캡슐， 계장 

캡슐 및 루프(loop) 등이 있다. 이중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은 조 

사중 핵연료의 특성자료 확보 및 조사이력 추적을 위한 계측장치가 설치 

되지 않는 무계장캡슐과 조사중 핵연료의 특성(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 

압， 핵연료 변형 등)과 조사이력자료(냉각수 온도， 유량 및 유속 등)를 확 

보하기 위해 각종 계측장치가 설치되는 계장캡슐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캡슐을 이용한 원자 

력재료의 조사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사시험용 캡슐 개발연구를 1994년 9월 

부터 중장기 과제로 수행하였다[3.1.1 ，3.1.2J. 재료 조사시 험용 무계장캡슐과 

계장캡슐，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은 하나로 노심의 조사공들과 열 

수력적 및 기계적으로 양립하도록 개발되어 현재 성공리에 활용 중에 있 

다[3. 1.3-3.1 .15J. 현재까지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인 U3Si, U3Si2, U - Mo 

합금， 핵비확산성 산화물핵연료， 금속핵연료인 U-Zr 합금 등을 조사하였 

으며， 경수로용 선형핵연료는 2002년 」즌부터 조사되고 있 c-]-. 또한， 특수목 

적 캡슐 중 크립캡슐이 개발되어 조사시험이 수행꾀었으며， 핵연료 조사시 

험용 계장캡슐과 핵연료 계장기술이 개발되아 섣계검증시힘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중시험윤 거친 후에는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펀 예정이다. 특 

히， 가압경수로용 신형핵연료， 차세대원자로용 핵연료 및 새로운 피복관 

재료 개발에 필수적인 노내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나로에서 캡슐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 

로의 정상운전 중 캡슐의 구조적 강도가 충분해야 하고， 열수력학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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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시험용 캡슐은 하나로 조사공에 

장전하기 전에 하나로 운전조건에서의 노외 실증실험을 통하여 캡슐의 구 

조적 건전성 및 열수력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하나로의 안전성이 확보됨을 

보여야 한다. 

1.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설계 개선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해 노외시험에 이용된 무계장캡슐의 구조는 하나 

로 18봉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와 유사하며 캡슐 내에 설치되는 조사핵연료 

는 조사목적 또는 핵연료 종류에 따라 구조가 다양하였다. 현재까지 핵연 

료 조사시험에 활용한 무계장캡슐의 노외시험 결과에 따르면 l3. 1. 16← 

3. 1.:23], 무계장캡슐의 일부 부품에서 마모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하나로 

조사공에서 핵연료의 조사시험 요구기간 동안에는 조사공과 캡슐의 건전 

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시험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기간 조사시험을 위해서는 하나로 냉각수의 강제대류에 의한 유체유발 

진동이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캡슐 구조 및 조사공 내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의 설계 최적화가 요구 

되었다 이에 따라 무계장캡슐의 설계변경사항을 검토하여 모의 무계장캡 

슐을 제작하고 노외성능(압력강하 및 조사공과의 양립성)을 확인하였으며， 

장기간 조사시험이 요구되는 신형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제작에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더.1. :241 그리고， 설계변경을 반영한 핵연료 조 

사시험용 무계장캡슐에 대해서는 국내특허를 출원하였다[3. 1. 25]. 

관 칭에서는 현재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의 설계개선 모의 무계장캡슐 제작 및 노외시험에 대해 기술하 

였다. 그리고， 설계개선된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은 하나로에서 핵연료 조사 

시험시 조사핵연료 구조만 변경하여 조사시험할 수 있는 표준 무계장캡슐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무계장캡슐 이용 핵연료 조사시험 현황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가동과 함께 하나로 조사공에서 캡슐을 이 

용한 원자로 재료 및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개발이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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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캡슐을 이용한 원자로 재료 및 핵연료의 조사시험이 본격적으 

로 수행되었다. 이들 조사시험 중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을 이용하여 연구로 

용 핵연효인 U3Si, U3Si2, U-Mo 핵연료，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 

연료(DUPIC) ， U-Zr 핵 연료(HIMET) 등이 조사되 었다. 그퍼 고， 2002년초 

부터는 선형핵연료， 2003년초부[:1 는 U-JVlo 핵연 j소와 U-Zr 핵연료가 조사 

되고 있으며， 2003년딴에는 핵비확산성 산화꼽핵연료가 조사펀 예정이다. 

한편， 2003년 3원부터 핵연료 조사시험용 서1 싱-캠숨의 섣겨1 검증시힘이 5원 

딴까지 예정으로 수행펴고 있디- 현재까지 캡슐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 

현황과 계획을 표 3.1.1에 나타내었다. 표 11 .1과 같은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조사목적에 따른 조사핵연료봉을 모사한 모의 핵연료가 장 

착된 무계장캡슐을 이용하여 하나로 노심과 유사한 조건에서 노외시험이 

절차에 따라 수행 되 었다[3.1.16 3.1.23, 3.l.263.128, 3.1.34j. 

나.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구조 

(1) 구조 

기존의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은 하나로 18봉 핵연료집합체 

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계적 강도를 바탕으로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DUPIC)와 같이 active한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하여 원격조립 및 

취급이 가능하도록 J템 3. l. 1 과 같이 설계/제작되었다[3.1 써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캡슐 하부 가이드 

(bottom guide) 부분， 3개의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이 있는 핵연료봉 어셈블 

리， 캡슐 상부 가이드(top guide) 부분 및 캡슐 내 • 외통으로 조립분해가 

가능하다. 무계장캡슐의 총길이는 960mm이며 외통은 알루미늄관으로 두 

께가 3mm, 외경은 56mm이며， 캡슐 상부와 하부 고정부분은 하나로 재료 

시험용 계장캡슐[3. 1.4]로 개발된 부품과 같다. 이와 같이 개발된 무계장캡 

슐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구성 

무계장캡슐은 크게 아래와 같이 4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단부 rod tip, guide, spring, collar, pin, bushing, 

lower en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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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내외통부 : 외동(basket) ， 중심축， support tube 

- 상단부 upper end plate, top guide, grapple head lock, 

grapple head, clamping nut 

Test fuel rod assembly lower and upper housing , 

housing support, housing nut, cooling block, fuel rods 

(나) 재질 

무계장캡슐 외동은 약 40
0

C 의 하나로 냉각수에 잠간 상태로 

조사되며， 재질은 하나로 상부구조물과 동일 재료인 A16061 T6틀 사용하 

였다. A16061 T6는 열전도성이 우수하며 가공성 및 기계적 성칠이 우수하 

다. 또한， 조사공의 receptacle에 고정되는 캡슐 하단부 고정단은 내열성 

및 강도가 좋은 Zircaloy-4랄 사용하였다. 무계장캡슐의 주요부위에 대한 

사용 재질은 다음과 같다 

• Grapple head : Zircaloy-4 하단고정 spring Inconel X• 750 

• 캡슐 외통 : A16061 T6 一 하단 고정부 Zircaloy • 4 

- 상하부 endplate : A16061 T6 • Cooling block : A16061 T6 

(다) 구조 

무계장캡슐의 총길이는 960 mm, 외통의 직정은 56 mm로서 

하나로 18 핵연료봉 집합체와 동열하다. 상부 grapple head 길이는 69 

mm, 하부 고정단의 길이는 174 mm로서 하나로 핵연료의 장탈착 방법과 

동일하게 설계되었으며 주요 부품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총길이 : 960 mm ‘ 외통직경 56 mm 

외동두께 3 mm 

• 캡슐 본체 : 762 mm 

고 정 spring : 62.5 mm 

(2) 부품 변경 

• grapple head 69 mm 

- 하부 고정장치 82.77 mm 

그힘 3.1.1과 같은 무계장캡슐은 초기 설계를 바탕으로 부품을 제작 

하여 암력강하 및 진동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하나로 

OR 조사공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계 

틀 변경하였다. 

- DUPIC 모의 핵연료 조사시힘을 위한 초기 무계장캡슐의 개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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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는 유량 조절용 resister가 있었으나， 노외 열수력시험에서 하나로 압 

력깅하 허용기준치(약 200 kPa에서 9.632 kg/s)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upport tube A와 B 사이에 설치된 resister를 제거 

함으로써 하나로 압력강하 허용기준치룹 만족하였으며， 진동시험에서는 고 

유진동수 14-18.5 Hz(하나로 제한조건 만족) , 최대진폭 50μm이었다 

중앙지지봉과 clamping nut의 고정을 위해 grapple head에 set 

screw, mini-element 소결 체 부분의 냉 각효율을 향상시 키 기 위 해 cooling 

block 부품 및 lower housing에 set screw를 추가하였다. 

- 하나로 조사시험 기간 동안에 연료봉의 회전 및 진동에 의한 마 

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연료봉 어셈블라 부분을 설계 변경하였다. 

설계변경은 연료봉의 하단부를 thread로 결합시키는 방법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었고 thread 결합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lower housing에 screw를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 변경사항이 반영된 부품을 제작하였고[3.1.29J ， 부품 설 

계변경에 따른 노외시험[:3.1. 17J으로 설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 

종적으로 DUPIC 모의 핵연료 조사사힘용 무계장캡슐을 제작하였으며 

[3.1 .81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성공리에 조사되어 조사후시험까지 완료되 

었다[3.1 .30J 이와 같은 무계장캡슐의 기본 구조를 이용하여 연구로용 핵 

연료 4회， DUPIC는 4회 및 HIMET 핵연료 1회의 조사시험이 완료되었다. 

다 핵연료용 무계장캡슐 설계개선사항 

하나로 노섬 조사공에서 무계장캡슐을 이용한 핵연료의 장기간 조사 

시험을 위해서는 조사기간동안 조사공 내에서 유체유발 진동에 의한 시험 

핵연료봉과 무계장캡슐 부품의 마모를 최소화하여 캡슐의 내구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DUPIC 핵연료를 조사시험하기 위한 무계장캡슐에 대한 노외시험 결과 

[3 .1 .18] , 하부 엔드플레이트(endplate) slot과 하부 가이드 스프링 (bottom 

guide sprÌng) 접촉부분에서의 마모가 관찰되어 이 부품에 대한 보완과 노 

외시힘을 통하여 조사시험 기간동안의 안전성이 검증된 후 조사시험을 수 

행하였다. 또한，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시 SPND 설치 [3 .1 .31] 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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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제장 설 계 되 었고[3. 1.32]， guide tube가 상부에 OR 조사공 노심 나로 

설계/설치 되 었다[3.1.33← 침니내부지지대가 고정하기 다발을 핵연료 혀
。
 

위 ~ τz;) 。
•-, 0"크 조사량 중성자 즈

 
<
]조사시험 핵연료 이에 따라 DUPIC 3. 1.35]. 

설계가 변경되어 캡 부품에 대한 부
 
’ 이

 근
 

한 SPND가 설치됨에 따라 캡슐의 

수행되었다. 슐 저1 작후 노외시험과 조사시험이 

수행하기 위해 조사시험을 일정기간동안 조사공에서 이와 같이 하나로 

;ζ 

-'-유지와 하나로 OR 건전성 구조적 캡슐의 디 걷 

도~단는 핵연료봉은 시험 서는 

소결체와 같이 장기간 특히，선형핵연료 확보되어야 한다. 안전성 사공의 

유지와 하 건전성 구조적 필히 캡슐의 경 우[3.1.36] 에 는 조사시험을 수행할 

조사 확인되어야 한다. 장기간 노외시험으로 조사공의 안전성이 나로 OR 

무계장캡슐 조사시험용 핵연료 사용해오던 기존에 수용하기 위해 시험을 

부품에 대한 설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의 개선과 설계 무계장캡슐의 핵연료 이에 따라 

이 。 1 꾀 ~O 님 江
、←- 이 , • í ..ì:L , -5 71 갚되아 잠J[문랜 3. 1.:36에 상세 히 

설계개선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지지봉 및 하부가이드 

중심지지봉(central rod)은 

각 부품에 대해서는 

별로 

;ζ 

-'-무계장캡슐을 구성하고 무계장캡슐을 

이「 
Aλ -'-용접되어 하단에 고정하기 위한 rod tip이 컵스파이더에 하부 사공 

assembly)는 guide 가이드(bottom 하부 위치한다. 중심부에 무계장캡슐 

λ프링으로 

완화 유체유발 

한다. 또한， 하부 가이드 

엔드플레이트와 안내해주고 

가이드와 하단 엔드플레이트 사이에 

하부 7-1 <?l 조L L l::l -2 조사공 무계장캡슐의 
o 

一끈
 

격
 

-
주
 

。결합되며 하부 

기능을 향상시키는 진동에 대한 캡슐의 안전성을 

의 부싱에 tJl 
;κ 칼라 결합되는 용접으로 tJl 

^ 기계적 중심지지봉에 /、표2-1 으 -•-- -ö -, 

고정구조는 그힘 3.1 .2와 중앙지지봉과 칼라의 유격이 한정된다. 기존의 해
 

형성하고 :::2 Ð-1 。
i-d '2 는

 
하
 

토
 
。관

 
각각 지름방향으로 

고정하고， 

중심지지봉에 칼라와 

삽입하여 

같이 

그라나， 결합하였다. 용접하여 상태에서 。l핀 (pin)을 

너트 극리1 피 
"r~ T.:J 。체결되는 상부에 head) 헤드(grapple 그레플 캡슐조립시 

핀이 파손되거 가해져도 힘 (torque) 이 조금만 과다한 (clamping nut)에 서 

있었다. 

칼라와 중심지지봉의 용접부위의 

위험성이 나 칼라와 중심지지봉의 용접부위가 분리될 

t::r:느二 .J-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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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조립시 핀의 파손 이와 같은 



분리 위험성을 개선하고자 중심지지봉 하단에 칼라를 결합하기 위한 테이 

기계적 위치시키고， 압착과 같은 칼라를 퍼 (taper) 부가 형성되며， 여기에 

하였다. 

칼라의 내경은 중심지지봉의 외경과 동일한 원통형으로 형성되며， 그 하단 

면에서부터 소정의 높이(태이퍼 가공부의 길이와 동일)까지 절개된 다수 

개의 슬릿 (slit) 이 등간격으로 형성되어 

방법으로 결합한 다음 용접으로 그런 3. l.3파 같이 최종 결합하게 

있다 따라서， 중앙지지봉의 대이퍼 

부에 칼라의 슬릿이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압착을 통해 칼라의 하부를 

테이퍼 가공부에 밀착시키게 되며 이 상태에서 용접으로 견고하게 결합되 

는 것이다. 또한， 3개의 하부 가이드 핀이 있어 하단 엔드플레이트와 결합 

캡슐의 진동을 방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부 가이드 핀이 하단 엔 

결합되는 

되어 

록 하단 엔드플레이트와 결합되는 부분의 굵기플 증가시켰다. 하부 가이드 

아래면은 조사공 내부의 고정장치와 접촉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마찰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와 같은 알루미늄 재 

견디도 주어 지 는 torque를 마모와 취급시 납 토브~ 01 
1.!.- -, 드플레이트와 

의 

질의 하부 가이드 안착링 (seating ring)이 부착되도록 하였다. 

(2) 핵연료봉 어셈블라 (Test fuel rod assembly) 

조사시험용 소결체가 포함된 핵연료 조사되는 핵연료봉 어셈블라는 

하우정， 상·하부 때
 

1 
l 
l i 

L 
U 부품(cooling 위한 고정하기 이를 핵연료봉과 

3. 1.4는 

설계 개선 전후의 핵연료봉 어셈블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우징과 하우정 지지봉은 조립시 지지봉의 회전에 의한 플림 

그핍 고정된다. 내부에 외통 캡슐 구성되며 support rod 등)으로 

핵연료봉의 

조사성장에 

상·하부 

이 방지되도록 개선하였고 핵연료봉 하단 봉단마개도 조사중 

회전이 방지되도록 개선하였으며， 핵연료봉 상단 봉단마개는 

또한， 하였다 

동일하게 하여 

설치되도록 

외경과 

스프링이 

하우징의 

호 crJ-으 
2~-' 12-

은
 

느
」
 ‘
켜O
 

하
 
외
 

스l
 

의한 치수변화를 

;ζ 
J-상/하부 핵연료봉 어셈블라의 

튜브가 설치 중성자 흡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상 • 하단 엔드플레이트(Top & bottom endplates) 

있도록 7-:처 하 각二 
-ι-2 즈 ! 핵연료의 선출력을 사공에서 

구조를 구성/지지하기 위한 캡슐 외통의 

그림 스프링이 구성된 상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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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개로 

엔드플레이트는 무계장캡슐 

역할을 고정하는 양단을 



3. 1.5와 같이 상부 엔드플레이트와 조립되게 되어 있어 유체유발진동에 의 

한 위치이탈에 따라 상단 엔드플레이트의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고， 하부 엔드플레이트 역시 유제유발진동에 의한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부 가이드 핀 역시 유체유발진동에 의해 조사공 내벽에 

마모에 의한 손상을 주는 푼제점이 있였다. 

이에 따라 상 • 하부 엔드플레이프의 진동에 의한 마모칠 줍이기 위해 

[떤 :U.5의 엔드플레이트의 A16061 합금언 재절을 ]띤 3.1 .6, :3.1 .7과 같 

이 스테인레스 강(STS)로 변경하였고， OR 유동관의 마모룹 좋이기 위해 

end platc에 A16061 재칠의 덮개를 섣치하였다 그낀 :3.1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S 재잘의 상단 엔드플페이트어l 냉각수가 흐르는 유로면적은 기존 

의 유로면적과 유사하게 하였으며 장기간의 조사시험할 경우 냉각수에 의 

한 유제유발진동에 따콘 유동관의 마모플 최소회하가 위하여 알루미늄 재 

칠의 상단 엔드플레이트 덮개가 설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부에 워지하 

게 되는 상부 가이드의 하단부 외경과 일치하는 상부 가이드 고정흡이 중 

심지지봉 관풍구멍과 동축싱에 형성되어 있다 .~L 팅 :U.7과 같이 하단 엔 

드플러l 이트는 상단 엔드플레이트와 갇이 STS 재칠이며， 유로면적도 유사 

하다. 하단 엔드플레이트 덮개도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하단 엔드플레 

이프의 외주면을 보호하여 조사공의 내벽에 마모에 의한 손상을 주지 않 

도꽉 하였다. 또한， 하단 엔드품레이트 하부에 위치하게 되는 부싱 

(bushing)의 상부 외경과 동띤한 부싱 고정흠이 중심구맹과 동축상에 형 

성되어 있으며， 외주면에 120。 간격으로 3개의 하부 가이드 핀이 고정되도 

록 흠이 있다. 하단 엔드플레이트와 하단 엔드플레이트 덮개에 형상펀 가 

이드 펀 고정흠은 조립시 위치가 일치되는 것으로 하부 가이드부룹 구성 

하는 각 하부 가이드핀이 상끼 고정흠 내부에 안착되어 소정의 범위 내에 

서 상하로 왕복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4) 상부 가이 드 스프링 (Top guide spring) 

상부 가이드 스프링은 조사공에서 냉각수에 의한 유체유발에 의한 

무계장캡슐의 진동을 방지하고， 하나로 OR 조사공의 안전성 확보룹 위한 

것이다. 

그런 3.1 .5와 같이 기존에 3개로 구성된 상부 가이드 스프링은 상부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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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유발진동에 의한 캡슐외 있어 캡슐외통과 조립되게 되어 플레이트 및 

있고， 3개중 마모가 발생할 수 상단 엔드플레이트의 이탈 및 통으로부터의 

문제점이 균형유지가 어려운 캡슐의 내에서 조사공 하나만 파손되더라도 

있었으며， 하부 가이드 내벽에 조사공 의해 유체유발진동에 역시 핀 

개선하고자 상부 가이드 스프 있었다. 이릎 에 의한 손상을 주는 문제점이 

소직경의 상부 결합링파 3.1 .8과 같이 대직경의 하부 그쉽 링 어셈블라는 

결합링 

의 

6개 각각 결합되는 양단이 드가켜。무 o "'L!. ' I -=- J:-결합링에 상기 상/하부 

가이드 

01 
^ 

가장자리 위의 엔드플레이트 상단 구성되어 덮
 

리
。
 

프
 

스
 

人L 닝 
ôT 

결합링의 하단면이 접촉하도폭 설치된다. 상부 가이드 스프링 

스프링력의 감소가 발생하게 

부분에 하부 

이를-것으로 는
 

디
 여
 

, 조사시험시 장기간의 

최소화하여 장기간의 

은
 

재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시험에도 지지건전성을 

묘
 

리
O
 

프
 

스
 

가이드 λ1-.!ol 
。 T총 6개의 또한， 변경하였다. Inconel X -750으로 

연구용 원자로 조사공에서 캡슐의 

(5) 모의 무계장캡슐 제작 

앞에서 기술한 

스프링이 파손되더라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이드 λl 닙 
。 T조사중 1개의 따라 장기간 구성됨에 

무계 조사시험용 핵연료 반영된 사항들이 설계개선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조립에 무계장캡슐의 부품과 

았다 [3.1.3테. 

설계， 제작된 

기숨되어 

장캡슐의 

상세 81 

압벽강하 측정 01 
^ 라.구조해석 

조사공에서의 OR 하나로 치수들은 부품의 설계개선된 같이 이상과 

결정하였 양립하도록 &>二200kPa이 상)에 이하， ( 꺼二 12.7kg/sec 수력조컨 

조
 

구
 

무계장캡슐의 예정인 조사시험될 그리고， OR 조사공에 장전되어 다. 

헤트 그레플 작용하중은 장·탈착시 캡슐 그Z 

1 , 검토하였다. 건전성을 ;셔 
「

전달 cup spider에 거쳐 중 앙지 지 봉Ccentral rod)를 (grapple head)로부터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소직경이 6.6mm인 central rod의 허용하중은 사용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8.21kN (837.84kg) 이었다. 무계장캡슐을 OR 

무게와 작업자의 

약 1암↓ 정도이며， 이 값은 central rod의 허용하중보다 

취급기구의 하중은 실제 작용되는 때 

재질의 

조사공에 

고정힘을 포함하여 

장착할 

건전성이 확보된다. 또한， 무계장캡슐 본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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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훨씬 작으므로 이의 



에 장착될 핵연료봉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핵연료봉 피복관 

의 내 · 외압 차에 의한 최대응력강도 Pm은 2.59 MPa, 냉각수압에 의한 

핵연료봉의 임 계좌굴응력 Pcr은 30.07 MPa로서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의 강도평 가기 준(Pm<Sm(二156.41MPa) ， 3P(= 1.2MPa)<Pcr)올 

만족하였다. 이상의 해석결과를 기초로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은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 · 탈착 그리고 조사시험동안의 구조건전성 평가 

기준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설계개선된 모의 무계장캡슐을 제작 

하여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냉각수 유량 12.7 kg/s 이하에서 200 

kPa 이상의 암력강하)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떤 3.1.1 0과 같은 

시험장치에서 압력강하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하나로의 정상운전과 동일한 

조건을 고려하여 유체온도 35-45 0

C 정상유량의 10-120%의 유량에 대해 

서 수행되었다. 그펌 3. 1. 11은 동일 장치를 이용하여 하나로 18봉 모의핵연 

료집합체， 기존의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설계개선된 무계장캡슐， 

설계개선 및 핵연료 어셉블리가 2단이 있는 선형소결체 조사용 모의 무계 

장캡슐에 대한 압력강하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설계개선 된 무계장캡슐은 냉각수 유량 8.5 kg/s에서 200 kPa의 

차압이 있어 하나로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 설계개선된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의 적용 

앞에서 기술한 무계장캡슐의 설계개선 사항은 경수로용 선형소결체틀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장기간 조사시험 [3. 1.37J플 위한 무계장캡슐의 설계 

에 반영되었다. 또한， 설계변경 무계장캡슐에 대한 압력강하， 진동시험 및 

103일간의 내구성시험을 통하여 기계적 건전성과 내구성이 확인되었다 

[3.1 .38] 이에 따라 경수로용 선형소결체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이 제작되 

었으며， 신형소결체를 하나로 OH4 조사공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 

획으로[3 .1 .24J 조사시힘이 진행되고 있다. 

바. 요 약 

개발된 캡슐 중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은 하나로 조사공에서 

- 28-



장기간 

위한 무계장캡슐 

설계에서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해서 

의 설계 최적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기 개발된 무계장캡슐 

중앙지지봉， 하부 가이드 어셈블리， 핵연료봉 어셈블리， 상 • 하부 

그러나， 

내구성 향상을 

왔다. 조사시험에만 활용되어 

01 
^ 구조건전성 캡슐의 

개월) 단기간(2-3 

엔드플레 

특허출원하였다. 개선하여， 으
 

E 드
 
。스프링 어셈블리 이트， 상부 가이드 

조사공과의 양립 

무계장캡슐 

무계장캡슐을 제작하고 노외성능(압력강하 및 

조사시험용 

또한， 모의 

확인하였다. 신형소결체 경수로용 그리고， 성)을 

확인되었다. 따라 설계개선에 대한 신뢰성이 및 제작에 반영함으로써 설계 

서， 설계개선된 무계장캡슐은 향후 캡슐내부에 설치되는 조사용 핵연료 어 

핵연료 조사시 이 J二 
λJ..'-핵연료를 조사할 수 셈블리의 일부구조의 

험용 표준 무계장캡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변경만으로 

2.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징-캡슐 설계요컨 

사 위하여 조사시험을 핵연료의 조사공에서 OR 하나로(HAL\TARO)의 

교 핵연료 하나로 '1.1 
^ 요구사항과 하나로 가동 설계시 계장캡슐의 

중 주변 설비와의 

되
 

용
 

부가되는 요구사항 등을 고려 않게 간섭이 일어나지 체 

하여 설계요건서를 핵연료용 계장캡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이하 

요건서의 작성 하였으며 [3.1.39J, 이 

핵연료 

가.개요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전되는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캡슐본체， 보호관 

과 안내관으로 구성되며， 부대설비로는 가스공급장치 및 핵연료파손감지시 

핵연료용 계장캡슐에는 open basket type(이하 수 있다. 등이 추가될 까、 E-ll 
-p 

빌폐형 핵연료용 계장캡슐)과 sealed basket type( 이 하 개방형 핵연료용 

핵연료용 밀폐형 계장캡 계장캡슐)의 2 종류가 있으며， 핵연료용 개방형과 

그펌 3 . 1 .1 3 펴- 갇다. 핵연료용 계장 그럼 개념설계도는 그힘 3.1 .12 및 슐의 

핵연료용 있다， /‘ 설치관 핵연료봉이 조사 본체 내부에는 3←6개의 캡슐 

규격적인 열적， 핵적， 장전되기 때문에 조사공에 OR 하나로 계장캡슐은 

있다 

핵연료용 계장캡슐 

등과 관련이 운전계통，안전계통 

핵연료를 조사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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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의 

제공된 

부대설비는 

이용자로부터 

받고， 

따라 

제한을 

이에 



및 부대설비룹 이용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조사 조건으로 하나로 OR 조 

사공에서 조사시험할 수 있도룩 핵연료용 계장캡슐 빚 부대섣비에 대한 

섣계요구조건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 섣계 기준 

핵연료용 계장캡숨은 하니로 OR 조사공 장전/인줍 시， 조사시험기간 

판안 또는 조사완료 후， 이등사 가겨1 작 구조 건전성 빚 까하학석 처1 윈 안 

전성， 그라고 보호관 및 안내관의 (1 ~l 싱 또간 기만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캡슐은 하나로 노섬， 조사공， 핵연료 취급겨1 동， 침니내부지지대 등파 

양힘하도략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갇은 핵띤료용 제정-캡슐의 설계기준플 

윤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노심과 조사공 득-성윤 고려한 구처1 적 설겨1 

요구사항이 섣정되어야 하고， 이룹 기초로 하나로와 연겨|되는 부분의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 이용자 요구조건 만족 여부에 대한 해석， 조사 핵연료 

봉과 외몽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요구사항 겸토와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안전등급은 NNS , 내진등급은 II , 품침등급은 T 등 

급으로 분류한다. 단， 조사시힘용 핵연료봉 빛 가스배관 등 방사능- 울칠을 

포함하는 부분의 안전등급은 별도의 가준에 따른다.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 

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은 다유과 갇다. 

(1) 핵연료 계장캡슐의 구성품 중 방사능 물전을 가지고 있는 조사시 

험용 핵연료봉 및 가스배관은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 Division 1, Subsection ND , Class 3 components 및 

Subsection NF , Supports의 해 당 규정 에 따르도록 설 계 하거 나， prototype 

testmg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파손없이 사용조건 하에서 견딜 수 있음을 입 

증하여야 한다. 만약，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섣계가 상기의 규격을 만족하 

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해석으로 그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대 

한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하나로 조사공에 설치함에 따른 캡슐 상 • 

하에서의 압력강하는 하나로 노섬 유동관에서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상 • 

하에 걸리는 압력강하량(209 k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캡슐이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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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OR 조사공의 냉각수 유량은 허용치 02.7kg/s) 이하이어야 한다. 

(3) 조사공에서의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1차 냉각수의 수력학적 힘 

(hydraulic force)으로 인한 축방향 하중 또는 장 • 탈착 중 야기되는 축방 

향 압축력에 견딜 수 있도콕 설계되어야 한다. 

(4) 조사시험 중 캡슐자체와 OR 조사공에 손상음 줄 수 있는 핵연료 

용 계장캡슐의 최대 진동변위는 하나로 제한조건 이하이어야 한다 

(5) 핵연료용 겨l 장캡슐 및 관련부품은 조사중 야기되는 규격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계 요구사항 

(1) 이용자 요구사항 

하나로를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에 있어서 신형핵연료개발， 핵비 

확산성건식공정산화물 핵연료(DUPIC) 개받 또는 기타 목적에 따라 핵연 

료 조사시험의 요구사항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용 겨l 장캡슐을 

설계/제작하기 위해서는 조사시험 핵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 핵연료 조사사협 목적 

(나) 핵연료 제원 : 농축도， 소결체 제원， 피복관 체원， 계장여부 등 

(다) 요구사항 

조사시 핵연료 선출력 

- 연소도 

- 기타 요구사항 

(2) 기능적 요구사항 

- 소결체 표면온도 

~ 조사중 핵연료 특성측정 여부 

(가)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설치되는 핵연료물질은 반드시 피복하여 

1차 냉각수 및 대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핵연료용 계장캡슐이 하나로 OR 조사공에 설치됨으로써 야기되 

는 조사공 상 • 하부의 압력강하는 OR 조사공에서 요구되는 수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노내 장전기간동안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건전성은 노외 내구성실험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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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연료용 계장캡슐 및 관련 부품들의 조사에 의한 치수변화는 

조사공과 양립해야 한다. 특히， 핵연료용 계장캡슐 하단부분은 OR 

조사공 하부에서 적절히 지지될 수 있어야 한다. 

(마)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상부는 하나로 핵연료 취급도구(handling 

tooD와 양립해야 하고， 하부는 OR 조사공 하부의 베요네트 

(bayonet)와 양 립 해 야 한다 

(바) 핵연료용 계장캡슐 본체， 보호관 및 안내관의 기본 형상 빚 치 

수는 그림 3.1.1 2와 3.1.1:3에 나타낸 바와 같다. 

(3) 성능 요구사항 

(가) 하나로 냉각수와 직접 접하는 캡슐 본체 또는 핵연료 피복관의 

표변에서 ONB(onset of nucleate boiling)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1차 냉각수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부스러가 (debris)로 1차 

냉각수가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라) 핵연료용 계장캡슐 및 관련부품은 조사 증 야기되는 치수변화 

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료 요구사항 

(가) 조사 핵연료봉을 제외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성 재료는 방 

사선 손상， 고온에 의한 변질， 열화 등이 발생하여 원자로의 운전 

과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조 및 조사시험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하나로 1차 냉각수와 직접 점하는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성부 

품은 부식 , 박리 (spallation) 혹은 용해 등에 의 해 원자로의 운전 빛 

조사시험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득히， 은， 동， 

카드늄， 탄소강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1차 냉각수와 접하는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성 재료는 원칙적 

으로 다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Stainless steel 

Inconel 

- Al 및 Al 합금(동 0.5%이 하) 

Zirconium 합금(예， Zircaloy•, Zirlo 등) 

- 32 -



(5) 핵적 요구사항 

핵연료용 계장캡슐이 하나로 조사공에 장전되었을 경우의 반응도 

제한조건 (12.5 mK 이내)은 하나로 운영절차서에 기술된 기준에 따른다. 

(6) 열적 요구사항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전되는 핵연료용 계장캡슐로 인하여 하나 

로 1차 냉각수 유량은 하나로 핵연료 냉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핵 

연료용 계장캡슐의 발열 한도량은 캡슐 본체부에 대한 열적 검토를 기초 

로 다음에 기술된 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핵연료용 계장캡슐 본체부의 발열에 의해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표면 또는 캡슐본체 외통표변에서의 비등이 없어야 한다. 

(나) 핵연료용 계장캡슐 내부에 설치된 조사 핵연료의 최대 중심온 

도는 용융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단， 조사 핵연료 중심에서 용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로 얀해 하나로의 운전 안전성에 지장이 없 

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 본체 내부의 구성품들은 접촉 또는 접촉 가 

능성에 의해 유해한 변질， 열화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 핵연료용 계장캡슐 본제 내부의 구성품들의 중성자 조사 등에 

의한 변형은 설계 허용치 이하이어야 한다. 

(7) 기계적 요구사항 

핵연료용 계장캡슐 주요부는 기계적 하중， 압력 및 열에 의한 하중 

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가) 기계적 응력은 허용응력 이하이어야 한다 

(나) 열적 및 기계적 응력의 합은 허용응력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 

야 한다 

(다) 조사중 야기되는 응력에 의해 피로파괴， 열적 라체트(ratchet)가 

일어나지 말아야한다. 

(라) 크립(creep) 현상에 의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8) 동적거동 요구사항 

하나로의 운전조건에서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유체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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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연료용 말폐형 (scalcd basket typc) 계장캡슐의 기본설계 

(1) 하나로 OR 조사공의 수력조건(유량 12.7kg/s, 압력강하 200kPa 이 

상)을 만족하는 외동 직경， 하나뜨 침니내부지지대의 고정방법 등을 고려 

하였다. 

(2)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사항과 하나로 OR 조사공의 수력조건을 바탕 

으로 먼저 핵연료 조사시험용 멜페형 계장캡술의 가본 섣계를 확립하였다. 

그민 3.l.l4는 OR 조사공에서 조사시험 동안의 캡슐 장착상태 및 냉각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 빌폐형 계장캡 

슐은 CT 또는 IR 조사공에서 시험되는 재료 계장캡슐과는 탈리 2개의 스 

토퍼 (stopper)가 보호관에 설치되어 있다. 이 스토퍼들은 시험 중 계장캡 

슐을 고정 하는 기 능을 하띄 , 상부 수토퍼 (uppcr stopper)는 침 니 내 부지 지 

대 그리고 하부 스토퍼(lower stopper)는 OR 조사공의 유동관(반사체) 상 

부에 고정된다 하부 스토퍼의 설계는 냉각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로 

를 확보하기 위 하여 그빔 3. 1.1 ， 1의 오른쪽 그림 과 같은 형 상(Section B-B) 

을 가지도록 하였다 

핵연료 멸폐형 계장캡슐의 최적 외형치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체 외 

동， 보호관 및 하부 스토퍼의 치수에 따른 OR 조사공에서의 압력강하 

(pressure drop)량을 평가하고 OR 조사공의 수력조건에 대한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압력강하 평가에서 내경 D인 관내의 유동은 정상， 난류유동이 

며， 비압축성 점성유체가 흐르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표 3.1 .2는 그힘 

3.1.14의 각 부분(A-A. B-B. C-C)의 치수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계산결과 

이다다.l.40，3.l.411 이 표에서 il Pinlet은 유동관 하부에서의 압력강하 

(二90kPa) ， il Pfriction은 그띤 3. l. 14의 각 부분 A-A , B-B 및 c-c에서 냉각 

수와 외통 및 보호관 사이의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 ilPc-c와 il PB-B는 

각 부분에서 유로면적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하는 압력강하 그리고 il Ptotal 

은 앞의 3가지 압력강하의 총합을 나타낸다. 아래의 표에 나타낸 평가결과 

를 토대로 상용 STS 원관의 규격치수， 유동관의 내경 (=60mm) 및 OR 조 

사공에서의 수력조건을 만족하는 최적 치수들은 외통의 외경 =48mm(두께 

=2.8mm) , 보호관 외경 =42.7mm(두께 =2.8mm) 그리고 하부 스토퍼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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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경二60mm， 외경 =49mm， rs=2.75mm로 선정되었으며， 이때의 압력강하 

i1 P는 212.59kPa이다. 

(3) 핵연료 조사시험용 밀폐형 계장캡슐 개념설계에 대해 하나로 출력 

30M\V에서 캡슐의 조사시험이 수행된다고 가정하여， 조사 핵연료에서의 

최대 선출력이 50kW/m 및 40kW/m를 넘지 않는 핵연료의 최대 농축도， 

반응도 제한조건 12.5mk를 초과하지 않는 핵연료의 최대 농축도， 조사 후 

핵분열생성물 종류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0%의 여유를 

고려한 선출력 값은 36.3kW/m 또는 45.4kW/m이며， 이에 해당하는 핵연 

료의 농축도는 1.8% 또는 2.24%로 평가되었다. 

(4)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기준(하나로 조사공 장전/인출 

시， 조사시험기간동안， 조사 완료 후 이동 시 기계적 구조건전성과 기하학 

적 제원 안전성 유지， 캡슐 본체， 보호관 및 안내관의 건전성 또는 기밀성 

유지， 조사공과의 열수력적 양립 등)과 설계 요구사항(이용자 요구사항， 기 

능적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연관 계통과의 요구사항， 설계한계 및 강도 

요구사항， 지진 요구사항， 환경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 품질보증 계획 

등)을 검토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나. 핵연료용 개방형 (open basket type) 계장캡슐의 기본설계 

(1) 하나로 OR 조사공의 수력조건(유량 12.7kg/s, 압력강하 200kPa 이 

상)을 만족하는 외통 직경， 하나로 침니내부지지대의 고정방법 등을 고려 

하였다. 

(2)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사항과 하나로 OR 조사공의 수력조건을 바탕 

으로 핵연료 조사시험용 개방형 계장캡슐의 기본 설계를 확립하였다. 핵연 

료 개방형 계장캡슐의 최적 외형치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밀폐형 계장캡슐 

에서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본체 외통， 보호관 및 하부 스토퍼의 치수에 

따른 OR 조사공에서의 압력강하(pressure drop)량을 겸토하고 OR 조사공 

의 수력조건에 대한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캡슐본체 외통 외경 

은 56mm(두께 =2mm) 그리고 보호관 외경은 42.7mm(두께 =2.8mm)로 선정 

하였다 

(3) 핵연료 조사시험용 개방형 계장캡슐 개념설계에 대해 하나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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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W에서 캡슐의 조사시험이 수행된다고 가정하여， 조사 핵연료에서의 

최대 선출력이 50kW/m를 넘지 않는 핵연료의 최대 농축도， 반응도 제한 

조건 12.5mk를 초과하지 않는 핵연료의 최대 농축도， 조사 후 핵분열생성 

물 종류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사공의 변경과 하나로출 

력 24MW 등을 고려하여 핵연료의 농축도는 2.42%로 평가되었고， 핵연료 

의 선출력을 재평가하여 이를 안전성 해석에 이용하였다. 

(4)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기준(하나로 조사공 장전/인출 

시， 조사시험기간동안， 조사 완료 후 이동 시 기계적 구조건전성과 기하학 

적 제원 안전성 유지 캡슐 본체， 보호관 및 안내관의 건전성 또는 기밀성 

유지， 조사공과의 열수력적 양립 등)과 설계 요구사항(이용자 요구사항， 기 

능적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연관 계통과의 요구사항， 설계한계 및 강도 

요구사항， 지진 요구사항， 환경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 품질보증 계획 

등)을 검토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다.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및 부대설비의 등급분류 검토 

캡슐 기본 설계를 기초로 부지경계에서의 피폭선량 기준 측면과 운 

전 중 캡슐 및 부대설비의 파손에 의한 하나로의 건전성과 관련된 안전등 

급은 ORIGEN code에 의해 계산된 부지경계에서의 피폭예비션량이 2.88 

X 103 Ci로서 비안전등급(Non-←nuclear Safety)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내진 

및 품질등급은 각각 내진범주 II 및 T로 하였다. 

라. 계장캡슐 기본설계에 대한 구조적 및 열적 해석 

(1) 핵연료용 밀폐형 (sealed basket type) 계장캡슐 

(가) 핵연료 밀폐형 계장캡슐은 강제 순환식 냉각수 흐름이 있는 하 

나로 노심에 장전되어 조사시험이 수행되므로 시험 중 유체유발진동(f1ow 

induced vibration, FIV) 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체유동과 지진하 

중에 의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침니 내에 새로운 내부지지대를 설치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조사공에 장전된 캡슐들을 대상으로 내진해석 

(seismic analysis)을 수행한 바 있다[3.1 .42 ，3. 1.43J. 이 들 중 핵연료 계장 

캡슐이 장전될 OR 조사공에 대한 지진응답해석으로부터， 캡슐 본체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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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8~50mm， 보호관 외 강 은 34.0 ~ 48.6mm의 경 우에 대 하여 받생 응력 뜰 

은 모두 ASME Boiler & Pressurc Vessel Code, Scction III, Division 1, 

Subscction NF Supports , E1~)8 Edition에 서 규정 하는- 허 용응략 lT~다 작 은 

값펀→ 나타내묘로 구조작으피 건찬힌-음- 보고하였다. 또한 침니내부지지대와 

핵띤펴 캠월-의 보호관은 주변의 원자보 구조물달괴 간섭이 없으프갚 변위 

제한조간이 없유도 밝혔다. 

(니) 끼 수행된 지 진 응답 해 석 갤고}←칠 ~/1 초또 내진 안선성 이 확인펀 

송11 o~ ,Ó -1]1 4-、 。
，_~ j :L U ~→ ;二ξ 대상으로 좌판 안잔성 평가와 노심에서의 장 · 닫착 작엽 

또는 사헌 증이] 밥생한 수 있는 차뉘낙하 맞 충격하증헤 대한 구조건잔상 

해석윤 수행하였다. 해석 시 캡숨- 판제 외동과 보호관판 증공윈관(hollow 

tubC)으쿄 모텔링히-였고， 상부와 하J븐 스토퍼가 거판에 영향윤 줍 것으코 

생각되프보 이닫도 모델링에 포함하였디. 해석에 사용펀 요소는 3차원 보 

요소(Bcam188 ， 3~ D Linear finitc strain clcment) 이며， 하중조건은 수직충 

격해석의 경우 1N 또는 임계 좌닐하증(Pcr)윤 보호관 상부에 그리고 수평 

충격해석의 경우는 1N의 수평충격하중을 보호관 중앙부에 부하하였다. 정 

계조건으로 하부 고정부(rod tip)와 상부 스토퍼에는 수평방향 변위 고정 

그리고 하부 스토퍼에는 수평 빛 수직방향 변위 고정조건음 석용하였다. 

핵연료 밀폐형 계장캡슐븐 와경 ('=48 또는 42.7mm)에 바하여 전체 길이 

(5000mm)가 매우 긴 구조적 꽉징으보 인하여 좌룹의 발생 가능성이 상딩 

히 높으므로， 좌굴안전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띤 3.1.1 5는 1N의 

단워하중음 보호관 최상부에 작용-한 좌끊해석 결과이며， 캡슐의 임계 좌필 

하증(Pcr)은 6.8kN으로 얻어졌다. 

하나로 노심 내에서 운반 중 또는 조사공 내에 장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캡슐의 수중 자유낙하시 충격응력은 ___ l 띤 3. 1. 16의 자유물체도를 기초로 

충격 순간속도와 Moody diagram (마참계 수 vs. Reynolds 수)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때 캡슐 외동 재료인 STS 316의 허용응력(二172.2MPa at 

400C)보다 낮은 최대 충격응력 122.57MPa이 캡슐에 작용되므로 캡슐의 충 

격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OR 조사공에서 시험 증 타 구조물로부터 캡슐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허용 수직충격하중은 그펌 :3.1. 17의 해석결과와 재료의 허용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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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었다.단위수직충격 기 준으 로 60.4kN으로 력 (=172.2MPa at 400C)음 

0.108μm를 최상단에서 보호관 하중잔용점인 수직변위는 최대 하의 하중 

않았다 발생하지 수직변위가 거의 고정부(rod tip)에서는 보였으며， 하부 

경우의 좌굴하중(Pcr=6.8kN) 이 작용되 는 임계 고러한 안전성을 또한 좌굵 

보호관 19.3MPa로서 까‘7-.1 긍;겨으려으 
• í/-'j ‘ b • 10 --4'-최대 3. 1. 18 파 1，니:1 끼

 기
 
U 

I 
4 해석결과인 

부에서 값을 나타 1...-1-죠ι 

'̂-• 발생하였으며， 재료의 허용응력보다 훨씬 균열하게 

마찬가지로 와
 

때
 

작용할 단위하증이 수직변위는 최대 7J 0 01 
'0 ,--] 내었다 

고정부에서는 

A‘펴 i;석7';1-그 T 。 τ9 0rõ

0.275mm룹 보였으며， 하부 

겨1 장캡슐에 대한 

l 텀 J. 1. 1SJ에서와 같이 

핵연료 않았다 

하중작용점인 보호관 최상단에서 

발생하지 수각변위가 거의 

하에서의 최대 고정 
H 
T 하

 
캡슐의 은

 
러
 「

으
 
。

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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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
 

’ ( T 

보호관 최상단 수평변위는 낮게 평가되었다. 최대 매우 0.5J\11Pa로 부에서 

발생하지 수평변위가 거의 고정부에서는 보였으며， 하부 0.05mm를 에서 

않았다. 

(다) ASME Boiler & Prcssure Vessel Code터.1.4쇠에 따라 검 토된 밀 

응력강도는 3.6MPa 본체 외 동의 내 · 외 압 차에 의 한 최 대 

의한 임계 좌판응랙은 

계장캡슐 

이며， 냉각수압에 

폐형 

으
 
。요

 
깅
 

허
 

구성재료의 60.2MPa로서 

확인하였다. 응력이 작용됨을 력 (STS316, 172.2MPa at 40Ü

C)보다 낮은 

。
τ
 

핵연료봉의 내 · 외압 차에 의한 최대 한， 빌폐형 겨l 장캡슐 내에 장착될 

3.1MPa이며， 구성재료의 at 213.3MPa 허용응략 (Zirca1oy-4， 력강도는 

소결체 또한 핵연료봉 내의 150ÜC)보다 낮은 응력이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증가되지만， 약 O.4MPa[3‘l.45J로 내압은 따라 피복관의 가 연소됨에 

조사시험 값이므로， 핵연료봉의 파열압력 (=63.4MPa) 보다 훨씬 작은 값은 

증가에 대한 핵연료봉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핵연료봉 내압의 = π'Ï 

운반， OR 

ul-추죠 
'-' • 1 기준을 

노내에서 

평가 

하나로 

구조건전성 

계장캡슐은 

조사시험동안의 

말폐형 핵연료 

그리고 

기초로 

조사공에 장 · 탈착 

함이 확인되었다 

해석결과를 

조
 앞

 
조사시험 

확립하고， 캡 으E
 

폐
E
 

고
 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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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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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L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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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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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전성을 

재원 

닝3I ~_^꺼 
기-15"주프)끼 (라) 계장캡슐 각 

만족하기 위하여 등에 l::l TI 
가→ 1끔! 건을 

τz 
~ 

。

조사시 

열매체의 

이용자들의 

간격 (gap) ， 

있게 하여 

등의 피복관 

등을 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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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조건(온도， 조사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장캡슐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구조 및 열해석을 똥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향후 핵연료 조사시험 이용자 요구에 따라 핵연료 조사시험용 밀폐형 계 

장캡슐 설계를 위한 설계 기반기숨을 확립하였다 

(2) 핵연료용 개방형 (open basket type) 계장캡슐 

(가) 핵연료 조사시혐용 개방형 계장캡슐의 본체 외통， 보호관， 핵연료 

봉 어셈블리， 상 · 하 end plate 및 하부 스토퍼 등의 치수를 하나로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 꺼二12.7kg/s 이하， L1 P=200kPa 이상)에 양립하도 

록 결정하였다. 즉， 캡슐본체 외통 외경은 56mm(두께 =2mm) 그리고 보호 

관 외경은 42.7 mm(두께二2.8mm)로 선정하였다. 

(나) 가 수행된 지진응답해석 결과를 기초로 내진 안전성이 확인된 

핵연료 캡슐을 대상으로 구조건전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시 캡슐본체 

외동과 보호관을 중공원관(hollow tube)으로 모델링하였고， 상부와 하부 

스토퍼가 거동에 영향을 줍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들도 모델링에 포함하였 

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3차원 보 요소(Beam188， 3-D Linear finite 

straìn beam) 이며， 하중조건은 수직충격해석의 경우 lN 또는 임계 좌굴하 

중(Pcr)을 보호관 상부에 그리고 수평충격해석의 경우는 lN의 수평충격하 

중을 보호관 중앙부에 부하하였다. 경계조건으로 하부 고정부(rod tip)와 

상부 스토퍼에는 수평방향 변위 고정 그리고 하부 스토퍼에는 수평 및 수 

직방향 변위 고정조건을 적용하였다. 지립 :1 .1 .20판 보호관 최상부에 lN의 

단위하중을 작용한 좌굴해석의 결과로서， 임계 좌굴하중은 7.5kN로 얻어 

졌다. 

]덤 3. 1. 21은 단위 수직충격하중(lN) 하의 충격해석 결과로서， 조사공 

에서 시험 중 타 구조물로부터 핵연료 계장캡슐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허용 수직충격하중(60.5암~)은 재료의 허용응력 (=172.2MPa at 40ÜC)을 기 

준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좌굴 안전성을 고려한 임계 좌굴하중CPcr=7.5kN ) 

이 작용되는 경우의 최대 수직충격응력은 --]-런 :).1 .22에서와 같이 

20.4MPa로서 보호관 부에서 균일하게 발생하였으며， 재료의 허용응력 

(=172.2MPa at 40ÜC)보다 휠씬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핵연료 계장캡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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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으
。-， ~→ 대한 수평충격하중 하에서의 해석결과인 그힘 3.1 .23으로부터 최대 

캡슐의 하부 고정부에서 O.4MPa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다)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3.1.44]에 따라 검 토된 계 

피복관의 내 · 외압 차에 의한 최대 O 러 7J- 투 
τ5""1 /d 二ζ핵연료 내에 장전된 자캐까、 

d 혼:r 

임계 좌굴응력은 43.3MPa로 는 3.1MPa이며， 냉각수암에 의한 핵연료봉의 

서 재료의 허용응력보다 낮은 응력이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핵연료봉 

장
 

“ 
작은 

건전성을 

약 0.4MPa[3.1.45]로 

파열압력 [3. 1.4G] (=G3.4MPa)보다 훨씬 

중 핵연료봉 내압의 증가에 대한 핵연료봉의 

소결체가 연소됨에 따라 피복관의 내압은 

핵연료봉의 

값이므로，조사시험 

확인하였다. 

값은 되지만， 

내의 

캡슐 외통 내 · 외부로 냉각수가 자유 계장캡슐은 개방형 핵연료 (라) 

있다.따라 핵연료봉을 직접 냉각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흘러 장전된 롭게 

없어 온도변화가 거의 흐르므로 냉각수가 내·외부에는 외통의 서 

캡슐 외통의 

본체 

소결체 열응력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봉은 내부에 

핵연료봉에 내의 캡슐 발생하므로 열이 중성자 조사시 있어 가 장전되어 

및 ANSYS 이론해석 열응력을 검토하였다. 온도해석은 대한 온도분포 및 

온도분포에 핵연료봉의 수행하였다. 이때 유한요소해석 (FEA)을 통하여 의 

간격 소결체와 피복관사이 

중성자 
덮
 

전
 

여
 근 

소결체의 인자들인 미치는 여"5:1:조L 
。 。

:;z.. 
J-

온도에 의한 열 사에 의한 U02의 

전도도 변화 및 냉각수 특성(열전도도， 속도， 밀도， 점도)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열전도도 변화， 간격에 채워지는 기체의 

열전달계수， 열전도도， 피복관 외면에서의 (gap)에서 의 

결과 φ 온도 해석 

핵연료봉의 대칭성을 

대류경계조건， 그리고 피복관과 소결체의 

고려하고， 냉각수 온도( T∞)는 40
0

C 로 하였다 

모델링 

간격 

1/4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외면에는 하고， 피복관 

(gap) 에 대해서는 전도만을 

절점과 각 절점에서 6개의 자유도를 가지며， 

가능한 Soild 5(3-D Coupled-field solid)를 사용하였 

요소는 8개의 사용된 해석에 

온도해석이 01 
^ 응력 

농축도가 2.0w/o인 경우， 평 

선출력 (29.677과 33.557kW/m)[3.l.47]에서의 핵연료봉에 대한 

소결체의 출력이 30MW이고， 다. HANARO 

최대 

결과들은 그린 3.1.24~ 3.1.27에 나타내었다. 그램 3.1 .24 및 3.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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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랙에 따른 핵띤료봉익 온도분-포- ]띤 :.t 1.:2() 1서 :3 .1.~ 꺼 최고온도 

부 I간띤상의 온도분포이벼， ~~ ~~ ~ -L 1.:3 까 온도해석 결과달 정리힌 것이다. 이 

털- 칠과갚부터 계산된 소갚체의 중심온도둡 용융온도와 비교함으로써 섣 

제펀 핸얀꼬-봉에 대한 소결체의 고온 건잔상판 확인힐 수 있디 또한 파꽉 

판 니}띤 최고온도 받생점폐 상당하는 외떤의 온도늠 하나쿄의 안전 자l 한 

조건 인 。11sεt of nuc leatc boìling (O:\'B) 온도조건 (125"C 야 하)윤 만족한 

다 이 상 ?} 온도해석 결과료부다 계산된 소겁채의 중심 렛 lf 띤 온도룹 71 

초토 이용자갚이 요구하는 소걷처}의 조사온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룹 

검토텔 수 았다. 또한 조사-사힘 증- 핵연뇨 겨1 장-캡슐 맞 소갤처1 의 염적 안 

잔성윤 확인히→기 위한 기판 자료꽉 저l 공한다. 

열응력 해석 결과 

:U.3에서 보는 바와 갇이 피꽉관 두께빙향으로의 온도차에 

의하여 연응력이 받생하게 되므로 조사시험 중 핵연료봉의 고온 건전성윤 

확보하기 위하여 피꽉관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응팩윤 평가하였다 -L 떤 

3.1. :2(') 넷 3.1.29는 피복관의 열응략분포 해석결과이며 최고온도 발생부에 

사 피복관의 응력강도(stress intcnsity , Pe= σ int. )는 소결처1 선출력에 따라 

각각 38.3MPa 및 45.11VIPa이 다. 또한 _-.L 딘 :3 .1.30 1 싱 :U. :3 1 은 핵 연료봉의 

열응력분포 해석결과에서 하단 cnd cap 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하 

단 end cap과 피복관 접촉변에서 피복관의 응력강도(Pe)는 각각 35.0MPa 

과 38.5MPa이다. 

(마) 안전성 평가 

이상의 가계적 응력 및 열응력 해석결과를 기초로 핵연료봉의 조 

사시험 중 열적 안전성플 확인하기 위하여 ASME Boiler & Pressure 

V cssel, Section III의 강도평가 기준윤 적용하였다 핵연료봉 내압에 의한 

막응력 (Pm ) ， 냉각수압에 의한 좌굴응력 (Pcr) 피복관의 최대 열응력 (Pe) 빛 

하단 end cap부 피복관의 열응력 (Pe) ， 을 사용한 강도평가 결과를 표 3 .1 .4 

에 정리하였다. 표에 알 수 있듯이 핵연료봉 각 부위에서 발생하는 응력 

항들은 ASME Code의 강도평가 기준을 만족한다. 

4 핵연료 조사시험용 모의 계장캡슐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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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재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과 계장캡슐， 핵연료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을 성공리에 개밤하여 활용 중에 있다. 그라고， 핵연료 조사시 

험용 계장캡슐(이하 핵연료-용 계장캡슐이라 함) 개발플 위해 핵연료 조사 

시험 요구조건과 하나로 OR 조λj 공파의 양립성을 고려하고， 하나로 가동 

빛 주변 설비와의 간섭이 임어나지 않도룩 부가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도 

록 핵연료용 모의 겨}장캡슐을 _- L 띤 :3 .1 .:32와 갇이 설계하였다.OR 조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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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되는 재료 계장캡슐파는 탄리 2개의 스토퍼 (stopper)가 보호관 상 · 하 

부에 설치되어 있다. 핵연료 겨1 장캡슐의 각 부분 치수들은 강제순환식 냉 

각수 흐룹이 존재하는 하나로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유량 12.7kg/s 

이하， 압력강하 200kPa 이상)을 만족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싱 · 하 엔드 

플레이트(end plate)와 핵연료 어셈블리의 설계는 냉각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 한 유로( 그텀 3.L:I~의 Section 참조)륜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 고， 본 

모의 계장캡슐에는 핵연료 온도측정용 열전대와 중성자속 측정용 SPND 

(self-powered neutron detector)가 각각 3 sets가 설치 된다.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은 구매시방서 [3.1.48」와 상세섣계 [3.1 .49]에 따라 

제작되었다. 핵연료용 모의 계징캡슐은 각 부품이 분해 • 조립되도록 상세 

설계하였다. 그던 :3.1.:3:3은 제작된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의 부품 및 조립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핵연료용 모의 겨]장캡슐은 하단 고정부(bottom 

guide assembly, rod tip과 bottom cnd plate로 구성 됨 ) , 외 통， 보호관 빛 

안내관의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지며 캡슐 상부를 조사공 내에 안정적 

으로 지지 · 고정하기 위하여 보호관 부에 상 · 하부 스토퍼를 설치하였다. 

총 길이는 로드팀 (rod tip) 하단~그래플 헤드(grapple head) 상단까지 

4949.00mm이며， 보호관의 재질은 STS304, 로드립은 Zircaloy-4, 상 · 하부 

스토퍼는 STS304이다. 핵연료 계장캡슐의 경우는 기존의 핵연료 무계장 

캡슐과는 달리 캡슐 본체 상단에 길이가 긴 보호관 및 안내관 등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원자로 노내 장전상태에서 강제 순환식 냉각수 흐름 

으로 인한 유체유발진동 및 외부 하중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핵연료 무계장캡슐의 외통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A16061 보다 강성 

이 큰 재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선택된 외통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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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316U에 대한 조사특성(기계적 빚 부식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 

과 STS316L도 계장캡슐의 조사기간 동안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재질의 

열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통 재질로서 적합함이 확인하였다 

[3. 1.50]. 

5. 핵연료 조사시험용 모의 계장캡슐의 노외시험 

가 공기중 진동시험 

(1) 진동시험용 고정장치의 설계 및 제작 

제작된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을 이용한 공기중 진동시험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고정용 지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 

전될 계장캡슐의 고정방법을 고려하여 침니 내부지지대l 반사체 및 OR 하 

부 bayonet를 모사할 수 있는 지그Uig)를 그텀 3.1 .34와 같이 설계하여 제 

작하였다. 하나로 OR 조사공에 캡슐 장전시 사용하는 침니 내부지지대/ 

반사체 상부 및 OR 하부 bayonet의 위치를 고려하여 ENG. Lab. 시설의 

H-beam에 지그를 설치하고/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을 그림 3.1 .35와 같 

이 고정하였다. 그리고/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 구조물에 진동계측기를 

부착하고/ 충격 가진법을 이용하여 고유 진동실험를 수행하였다. 

(2) 해석모텔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진동시험을 수행한 해석모델 및 실제 장착 경계조건 구 

현을 위한 지그의 구성은 그힘 3.1 .36과 같다. 해석모텔의 총 길이는 약 

4.591m이고 현재 개발중인 핵연료 계장 캡슐의 하니-로 조사공 OR4에 장 

전되는 경우의 경계조건을 고려하였다. 

핵연료캡슐아 조사시험을 위해 조사공에 장착될 때 핵연료캡슐의 A부 

분은 고정장치에 의해 고정되므로 해석에서 고정경계조건을 갖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I B부분은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조사공 부분에 밀착되기 

때문에 고정 경계조건 또는 힌지 경계조건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계조건 모두에 대해 가능성을 가지고 유한 요소 모텔링 및 해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유진동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두 경계조건 

중 실제와 더 근사한 경계조건을 판단하고 유체유동에 의해 빌생되는 변 

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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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해석 

사용되 는 ANSYS 5.6 

Bearn 188을 사용하였다. 

Rotx, Roty, Rotz)를 가지고 있으 

결과를 출력하는 후 

이용하여/ 일반적인 

하단의 rod tip, 캡슐 본체/ 캡슐 보호관을 

3차원 3절점 

구현할 수 있고 

유한요소해석은 구조물의 동특성 해석에 널리 

요소인 

상용 코드를 사용하였다. 캡슐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 

이 요소는 절점 당 6자유도(Ux， Uy, Uz, 

므로 구조물의 실제거동을 정확하게 

처리과정에서는 모텔링 시 입력된 빔 

지원하는 요소이 

단면정보를 

없는 3차원적인 결과 출력기능을 

l:l l 
n 

확인할 수 요소에서는 

다. 

유한요소해석의 첫 번째 경우로 핵연료 캡슐의 A가 고정이고 B도 통일 

고정경계조건을 갖는 경우 각각의 구조물들은 독립된 진동특성을 가 하게 

지므로 상부/ 중간I 하부 3개의 각각 독립된 구조물로 모델을 생성하였다. 

고정 경계조건， B부분은 힌지 경 

힌지 경계조건 

영향을 미치기 

수행하였다. 

이용하여 

계조건일 경우에 대한 해석모델이다.B부분의 경계조건이 

구조적으로 서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다양한 알고리즘을 

그림 3.1.37은 두 번째 경우로 A부분이 

중간구조물과 하부구조물이 

일체의 

자유진동해석은 

구조로 전체를 

이용한 

rl 。
'ÔT 

캡슐 

을 가질 

때문에 

고유 ANSYS코드를 

진동수와 모드형상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진동해석에 대해 

보장하는 Subspace rnethod를 사용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을 계산하였다. 

ANSYS에서 가장 정확한 계산결과를 

하여 핵연료 캡슐구조물의 

(4) 자유진동실험 

검토하기 위 

실험장치는 구조물 

공기 중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동특성을 

이용한 자유 진동실험을 수행하였다. 

노외 

충격 가진법을 해 

에 가진 신호를 주기 위한 가진 해머 (irnpact harnrner PCB 086B03), 웅답 

신호 측정용 가속도겨1 (accelerorneter PCB A352B18), 신호증폭기， 8 채널을 

가진 Spectral Dynarnic사의 자료획득 시스댐 (Bobcat DAQ5.32) 및 주파수 

분석기 (star system)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시 가진 횟수를 3회로 하여 가 

진하고 이를 평균하여 사용하므로 오차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AD 변환 

기 

가진(double impact)의 입 력 

신호의 검출에 정확성을 

과부하(over load)또는 

있도록 측정장치를 세팅하므로 

복
，
 

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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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고지- 하였다. 그펌 3.1.38은 진동 실험장치의 개념도틀 보여주고 

인한 진 가진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건전한 신호틀 자유진동실험에서는 

장착하 가속도계를 지점에 예상되는 것으로 발생할 변위가 가장 크게 동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중간구조물에서는 단면형상의 변화가 없 

및 고정-힌지인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였다 

표시하고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할 것으로 

는 캡슐 증간구조불의 가운데 지점에 가속도계를 장착하였다. 핵연료 캡슐 

단면형상의 변화가 크므로 가진 점을 

없기 때문에 단변형상이 변화는 부분올 

간
 

드
 
。

예상되 

경계조건이 양단고정 

가진 점을 

고 

격으로 9개의 

나눌 간격으로 l::l 8 。
-，딘:-\:二r 의 하부 

점을 표 가진 기준으로 9개의 /
T 

C부분에 해당히는 자유단(rod tip 

설치하였다. 핵연료 캡슐의 상부 부분은 단변형상의 변화가 적 

최상단의 경계조건이 자유이므로 등 간격으로 9개의 가진 점을 가진하 

변위가 가장 콜 것으로 예상되는 최상단 부분에 장착하였 

시하였다. 가속도계는 그-펌 3.1.36에서의 

하단)끝에 

고 

는
 웹

 

가
 

고 

진동실험결과로 구한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중간구조 3.1 .39는 ~-1 댐 다 

물 에 대 한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 이 다. 

(5) 결과 및 고찰 

01 
;;K 수

 
’ 도

 
。지

L
 

。

π
 

고
 

캡슐의 조사시험용 핵연료 통하여 자유진동실험을 

구한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 

조사시험용 캡슐의 재질은 STS316 으로서 탄성계 

밀도(P)는 7850kg/m3이고/ 프와송비 ( u)는 0.3이고 

물성치가 유한요소해석에 적용되었다. 

표 3.1.5는 A와 B부분의 고정경계조건에 따라 각각 독립된 구조물로 가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에 대해 자유진동실험과 유한요소해석으로 

이러 

모드형상을 구하였고/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핵연료 

197GPa, 

과 비교하였다. 

저
기
 

느
」
 쇄
께
 

페
 
기
 

쉬
 한
 

구한 3 차까지의 고유진동수이다. 표 3.1 .6은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경 

계조건이 A는 고정 경계조건， B는 힌지 경계조건인 경우에 대한 자유진동 

구한 1차에서 3차까지의 고유진동수이다.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구한 고유진동수를 비교하면， 3차 

최소오차는 1차에서 11 %, 2차에서 

이러한 오차는 수용 가능한 오차 범 

조사시험용 캡슐과 비교하여 

정하고 

본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으로 

자유진동실험과 

까지의 고유진동수에 대해 두 방법간 

2%, 최대 3차에서 7%를 보이고 있다. 

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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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에 대해 A는 고정경계조건， B는 힌지 

경계조건을 갖는다는 가정이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부 구조물에서 오차가 커진 것은 진동실험에서는 하부구조물에 fuel 

element assembly 를 장착하여 실험하였고， FEM 해석에서는 fuel element 

assembly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텀 3. 1.40은 진동실험을 통해 구한 중간구조물과 하부구조물의 모드형 

상으로 고정과 힌지 경계조건을 갖는 빔 구조불의 일반적인 저차 모드형 

상을 보임올 알 수 있다. 

핵연료 캡슐의 A와 B부분에서 모두 고정경계조건을 가정할 경우 상부/ 

중간r 하부구조묻 각각에 대해 유한요소해석결과로 구한 모드형상과 B부 

분에서 힌지 경겨1조건을 갖는 핵연료 캠슐 전체구조묻에 대해 유한요소해 

석으로 구한 모드형상은 기술보고서에 상세히 도시되었다[3.1 .51] 이중 B 

부분에서 한지 경계조건을 갖는 핵연료 캡슐 전체구조룰에 대해 유한요소 

해석으로 구한 모드형상은 그템 3.'1.따 ~3.1.43파 같다. 

그램 3.1.41은 1차 모드형상 :-L 펌 3 . 1.42는 2차 모드형상I 그리고 그펌 

3. 1.43은 3차 모드형상이다 1차 모드형상에서 핵연료 캡슐의 하단부분 끝 

단언 C에서 가장 큰 변위가 나타나고， 2차 모드형상에서는 핵연료 캡슐의 

상단부분의 최상단 즉 자유경계조건음 갖는 부분에서 가장 큰 변위가 나 

타난다- 또한 3차 모드형상은 1차 모드와 비교하여 A와 B경계조건의 중간 

부분에서 변위가 상대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6) 유체유발진동 

본 연구에서는 공기중에서의 핵연료조사시험용 캡슐에 대한 유한요 

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정상운전상태 및 가장 

가혹한 운전상태일 때 유체유발에 의해 발생되는 핵연료조사시험용 캡슐 

의 중간부분 및 하단부분에서의 최대변위를 예측하였다. 

연구에서 고려한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경계조건은 앞 절의 연구결 

과로부터 A가 고정， B지점이 힌지 경계조건이다. 유체유동에 의한 진동에 

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r 경계조건 A와 B사이의 중간부분으로서 

Paidoussis의 실험식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발생하는 최대변위를 계산한다.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하단부분 끝단에 대한 유체유발진동은 힌지-자 

- 47 -



유 경계조건을 갖는 빔에 대한 실험식이 없기 때문에 유한요소해석으로부 

터 구한 중간단과의 고유벡터 비를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고유벡터는 그 

자체로서는 실제적 의미가 없지만l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내부에너 

지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사료된다[3 .1.52] 

공기중 고유진동수와 수중고유진동수는 다음 식 (1)과(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3.1.53]. 

fw =-승J많 

x =:L「R
ιπ \1 m 

ff1s = a(D3 죄)L 

m“ =3￠LP 

(1) 

(2) 

(3) 

(4) 

여기서 Ps: 구조물의 밀도， P: 물의 밀도， fw: 수중고유진동수， fa: 공기 

중 고유진동수y ms: 구조물의 질량 m“: 부가질량(added mass) 이다. 즉y 

공기중 고유진동수와 수중고유진동수의 비는 다음과 같다[3 .1 .54]. 

~" = I二-~--三 0.811 
μ 11+ • L • r 

\1 p ,(1 같) (5) 

여기서 Di는 캡슐의 안쪽지픔， D。는 캡슐의 바깥지름이다. 즉/ 공기중 고 

유진동수를 통해 측정된 캡슐구조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지는 1차 진동모 

드 17.5Hz는 위 식의 비를 통해 수중고유진동수 14.2 Hz를 유도해 낼 수 

있다. Paidoussis의 실험식을 사용하여 유체 유발진동에 의한 최대 변위를 

고 찰할 수 있 다[3.1.54] 

Yma, = ya쁘￡ -
m값 8πmδ5' 2 (6) 

여기서 D: 구조물의 외경， S =0.2 Strouhal No, r: 모드형상계수로 튜 
브의 모드형상과 튜브를 통과하는 유속의 분포의 관계규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γ 의 범위인 1.0~1.7에서 가장 보수적인 값 1.7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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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4J. 

m = ms +ma (구조물의 질 량+유체 에 의 한 부가질 량)， δ logarithrnic 

decrernent로 δ=2껴에 의해 계산된다. 

식 (6)에서 공진관련 계수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3.1 .54] 

α =2띠H(j)I(~.)2. .....,..,.1 -:71 ::>-'1 -il1 ...... 
fn' : 공진관련 겨Il~ 끼 

여 기서I ç: Darnping ratio (1차 고유진동수에 대해 실험으로부터 

_U 
0.099%), J s =..) D: Vortex shedding frequency, fn: 운전조건에서 캡슐의 

주 진동 주파수 (여기서 앞에서 유도한 fw를 사용)， u = 0.3 m/sec : 하나 

로 정상 운전상태에서의 추정 flow velocity이다. 

식(끼에서 Magnification factor I，H(끼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3.1 .54J. 

•• 

싫
끼
시
 

)) 
X) ←

{
펴
핍
 

…” 

(8) 

이상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Paidoussis의 실험식을 계산해 보 

면y 최종적으로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중간구조물의 A와 B 경계조건 사 

이의 중간지점에서 1차 고유진동수 성분에 의해 횡방향으로 발생하는 최 

대변위는 0.073rnrn이다. 

표 3.1.7은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1차부터 3 

차까지의 고유 진동시 캡슐의 각 부분에서 발생되는 최대 고유벡터이다. 

본 연구에서 또 다른 관심부분인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하단부분에서의 

최대 발생변위는 Paidoussis의 실험식을 이용하여 구한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중간부분에서의 최대 발생변위와 두 지점간의 고유 벡터비를 이용하 

여 예측할 수 있다. 

하나로 정 상 운전상태 인 유속(flow velocity), u=0.3rnl sec가 작용하는 조 

건에서 1차 고유진동의 경우 중간지점에서 발생하는 최대 변위는 

Paidoussis의 실험식을 통하여 0.073rnrn로 계산되었고/ 이때 중간지점과 

하단부 끝단의 고유벡터비가 0.27 : 0.97아므로 결국 하단부 끝단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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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변위는 O.262mm이다.2차 고유진동의 경우 중간지점에서 발생하는 최 

대변위는 O.020mm이고 고유 벡터비를 통하여 하단부의 최대 발생변위는 

O.031mm가 된다. 또한， 3차 고유진동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하단부의 최대 발생변위는 O.017mm이다. 표 3 .1 .8은 위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으며/ 해석결과로부터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중간부분 및 하단부 끝 

이러한 결과는 중간부 단에서의 최대변위는 각각 O.073mm, O.262mm이고 

분에서의 허용반경 30mm, 하단부분에서의 허용반경 6mm보다 훨씬 작은 

정상운전 상태 하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갖는 것으로 판 값으로서 하나로 

혹독한 상태/ 유속u=O.8mjsec로 운전 시 핵연료 

부분에서 발생되는 최대변위에 대한 해석결과/ 핵연료 조 

중간부분에서의 최대변위는 1차 고유진동에서 

조사시 가장 

각 

단된다 

하나로의 

험용 캡슐의 

사시험용 캡슐 

중간부분 허용반경 30mm보다 훨씬 작았으며y 하단부 끝단에서의 최대 변 

위는 1차 고유진동에서 1.97mm로 계산되었다. 그러므로 하단부에서의 최 

대 변위값으로부터 캡슐의 설계개념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과 개선된 설 

근거하여 제작한 캡슐모컵을 이용한 진동시험을 

은 결과가 하나로의 정상운전 및 가혹한 운전 조건 하에서도 

0.548mm로 

재수행하여 

핵연료 캡슐 

。}
c 계개념에 

보여야 할 필요성이 진동과 관련된 구조적 

(7) 요약 

하나로 핵연료 캡슐구조물의 정상 운전 중 순환하는 유체유동에 의 

해 캡슐의 각부분에서 발생되는 변위를 공기중 동특성 및 Paidoussis 실험 

유지함을 건전성을 

다
 

、
이
「
 어서
 

므
E
 
、
되
，
 

조
 
이
L
 

구
 
확
 

진동 검증할 자유 이를 p] 
:A 유한요소해석 이용하여 예측하기 위해서 식을 

B부분의 경계조건은 

힌지조건이 타당함을 확인 

실험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캡슐구조물 

통하여 

유한요소해석에서 가정된 핵연료 

충격 가진법을 이용한 진동실험을 

하였다. 

2. 핵연료 캡슐구조물의 

1. 

공기중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1차， 2차 및 3차 

고유진동수는 각각 17.5Hz, 33.8Hz 및 40.4Hz이며/ 충격 가진법을 이 

자유진동실험으로부터 1차， 2차 및 3차 고유진동수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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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Hz, 34.7Hz 및 37.5Hz이다. 

3. 하나로 정상 운전조건(U =0 .3m I sec)에서 유체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핵연료 캡슐구조물의 최대 변위는 중간부분에서 1치- 고유진동에 의 

해 O.073mm, 하단부 끝단에 녁 0.262mm이 고/ 가혹한 운전조건(U=O.8 

m/sec)에서 최대변위는 중간부분에서 0.548mm, 하단부 끝단에서 

1.97mm이다. 그러므로 하단부에서의 최대 변위값으로부터 캡슐의 설 

계개념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과 개선된 설계개념에 근거하여 제작 

한 캡슐모컵올 이용한 진동시험을 재수행하여 얻은 결과가 하나로의 

정상운전 및 가혹한 운전 조건 하에서도 핵연료 캡슐구조불의 진동 

파 관련된 구조적 건전성플 -딛 지함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 

다 

(8)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개선 

핵연료용 모의 계장캡슐음 이용한 공가중 진동 λl 험 결과， 계정-캡슐 

하단부Cbottom guidc)에서의 최대 변위가 1.97mm로 나타나 그띤 :3.1.4 4와 

같은 하단부는 하나로 OR 조사공에 핵연료용 계장캡슐이 장전되어 시험 

이 진행되는 동안 유체유받 전동에 의해 계장캡슐 하단부의 rod tip 부위 

와 OR 조사공 하단 bayonet 부에 1=1}모가 발생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OR 조사공 하단 bayonet 부와 계장캡슐 하단부의 설계를 

검토하여 rod tip 끝부분의 구조를 변경하고， rod tip에 스프링을 추가하였 

다[3.1.55]. 이 는 ~1 l:J 3.l.45 j !j 같이 하단부의 rod tip 부위 가 OR 조사공 

하부 고정 bayonet 부에 전추던드 -닫- 하여 진동에 의한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떤료용 계장캡슐의 총 길이는 기존익 계장캡슐과 동일하고 OR 고정 

장치 가 싱-부 스토퍼 (protection tube lower fixture stopper)를 고정 하므로， 

기 존의 하단고정 부(bottom guide assembly)뜰 사용한 캡 슐에 대 한 구조해 

석결과룹 기초로 하단고정부의 설겨1룹 개선한 본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구 

조적 건전성은 확보된다. 또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하단고정부에 rod tip 

fixture guide spring을 섣치함으로서 OR 조사공에 장전시 로드됩 Crod tip) 

이 수직방향으로 약 4.9mm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설계된 rod tip 

fixture guide spring의 밀착높이까지 작용될 수 있는 최대하중은 39.6k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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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근
 

동
 

지
L
 

수직방향의 전달되는 receptacle로부 터 하부의 조사공 따라서 다i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보-개선방안은 설계 흡수하므로， 하단고정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7-

"" ]

。-E 。} 
디
 

도
 

확보에 구조건전성 

rod tip fixture guide spring 바탕으로 4종류의 검토결과를 이상과 같은 

측정된 하중값 sprmg 압축길이에 따른 하중값을 측정하였다. 제작하여 으
 
근
 

spnng 고려하여 사용범위를 고정시 장전하중과 

결정하였다[3.1 .5데. 

계장캡슐의 

치수룹 

핵연료용 

의 최종 

과
 

나.수력시험 

핵연료계장캡슐에 대하여 진동 먼저 하기 위해서는 ~혀으e. U '2. 내구성 ~，1 

^ 
것이 구하는 차맙 관계를 유량에 따른 캡슐이 시험공에 장전된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 엔지니어링동 유량 차암 관계를 핵연료계장캡슐의 필요하다. 

이용하였다. 있는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을 어1 

(1) 실험 장치 

엔지니어링동에 캡슐의 종합적인 노외실증시험을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파 캡슐의 차압측 

과제에서는 캡슐개발 

위해 하나로 half-core 형상의 

있다. 일반적으 보유하고 아크릴시험장치를 는
 

하
 

장탈착시험을 주로 u1 
;’<정 

노외시험장치를 된 아크렬로 위해서는 측정하기 차압을 한개의 5째 /서; 
닙「겉 

」←7

즈L 

-
즉
 

차압을 따른 유량에 변화시키면서 임의로 으
 

E 랴
。
 

。

π
 

이 장치는 이용한다. 

장착 제어장치를 。1 ε二
/κλ l一

J ‘ 
T 제어할 가변형으로 를

 
도
 

소
 
「프

 
퍼
 디 

있도록 
/ι

T 정할 

늦[ 거、1 

효 T λA 정확하게 λ1 허으
근 1::]2. 차압 측정 유량 변화에 따른 놓았기 때문에 

캡슐， 계장재료캡슐， 

바
 

측정한 

핵연료 

아크릴시험장치에서 

01 
;’<무계장 재료 

장탈착시험을 

종류의 

01 
^ 

다 현재까지 여러가지 

차입-이
 「

E 

τ
 

크립캡슐 

있다 

고정장치가 없기 때 하부에 핵연료계장캡슐은 그러나， 본 실험의 대상인 

Jl. 캐 A사터 E 
~ 돋:r 。 끼- 도즉「 아크릴시험장치에는 고정하여야 하는데 λl 님 E 

ôT도三 캡슐 문에 

노외실증시험에 종합적인 고정장치나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1 ε二
/λλ '-

;져송ì- ~ 
。 근 ←「

차압 측 유량변화에 따른 이용하여 조사설비설계검증시힘시설을 이용되는 

대
 

U 실험에 유량→차암 측정 수행된 

3.1.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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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시험시설에서 

한 개략적 인 diagram은 :=L 텀 

。l하였다. 정실힘을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은 단일 캡슐의 차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 

다. 이 시설에서 차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durnmy fuel과 

유량측정용 durnmy fuel을 별도로 제작하여 유동관에 장착한 후 유동관별 

유량 및 차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은 하나로 시운전시 노섬에 

핵 연료를 장전하기 전에 수행 한 적 이 있다[3.1 .57， 3.1 .58J 

(2) 실험 순서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이하 노외시험시설)을 이용하여 OR 유동관에 

서 유량과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별도의 유량측정용 

durnmy fuel을 장착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외시험시설 노심에서의 유량을 부분별로 측정한 후 OR공에서의 유량을 

산정하는 방볍을 사용한다. 

이 노외시험시설은 노심이 하나로의 half-core 형상을 하고 있으며 유동 

관 20개와 48개의 gap hole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장치의 완전한 운전을 위 

해서는 하나로의 1/2 용량의 펌프와 모든 유동관을 사용할 경우에 정상적 

으로 작동하도록 제작되어 였다. 현재는 2개의 육각유동관과 1개의 OR 유 

동관만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17개의 유동관과 48개의 캡홀을 

plugging해 놓았기 때문에 유동이 형성될 경우 막아 놓은 65개의 pulg를 

통해 leak가 발생되는 것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노외시험시설에서 유량 변 

화에 따른 차압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dummy 핵연료를 장착한 상태에 

서 노심에서 발생되는 leak 유량을 먼저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OR 유 

동관에서의 유량 차압관계를 구하기 위한 과정은 그펌 3. 1.47파 같다. 

(3) 육각유동관에서의 유량-차압 측정 

육각유동관에 하나로에서 사용되는 durnmv fuel을 장전한 상태에서 유 

량 변화에 따른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크릴 실험장치를 이용하였다. 

측정 결과는 그림 3. l.48과 같다. 

(4) 노외시험시설의 leak 유량-차압 산정 

육각유동관에 durnmy fuel을 장전한 상태에서의 유량-차압 관계를 이용 

하여 노외시험시설의 2개의 육각유동관에 durnmy 핵연료를 장전한 상태 

에서 측정한 유량{압력 관계는 표 3. l.9과 같으며 이 결과로부터 구한 노 

외시험시설의 leak량은 그힘 3. 1.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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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체 유량 빚 차입- 측정 

:U.~)에서와 겉은 노외시헌 λ] 설에서의 암력벨 leak 유-링:윤 기준으쿄 

하며 OH띈-동판에 겨1 징-핵면효캡슐흘 장잔한 상타}에서 유-링:변화에 따관 암 

력관 :추정하였다 진풍설힘꽉 하가 위해 계장핵연료캡슐에 2츄가속도 711 센 

서릎 부착해야 하는데 이 센사-룹 상착한 상태와 장착하지 찮은 상태에서 

얻븐 유랑: 사암 판겨1 는 ‘씨.]()피 감으며 J띤 :U.::'O :z}- _0. 견 :i!Ì- -<-:"- o-l 
t二 ~ - ,-c...: r::•-

흘 수 었다 

(() ) 선 -주성 심험 자단 

-', ,r; :l. LlO페 있는 유량 입-려 언도의 fitting 수식 에 따라 진봉측정 실 

험에 사용된 ~O%~120% 유량에 대한 캡슐에서의 자암 결파-는 :).1.1l 

괴 감다. 관 싣힘 결과릎- 꽁해 가속도계룹 부착하는 경우- 유량이 약 10% 

정도 감3:한다는 결과탈 얻였디. 

다. 수증 진동시힘 

하나→다어} 조사시험묻윤 장잔하기 워해서는 사전에 진꽁사험윤 수행하여 

순환수에 의해 과도한 유채기언진풍(fluid induced vibration) 이 발생하지 

않는시의 여부룹 살힘적으도 증[성하여야 한다I3.l.JYF;}.1.(낀 

본 시힘에서는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힘윤 위해 섣세 제작된 겨)상 

캡슐에 대한 수중 진동시힘을「 수행하고 이릎 분삭함으보써， 제작된 계장캡 

슐윤 이 용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힘쪽 안잔하게 수행힐 수 있는지를 겸증 

하였다 [J ，l.(131 

(1) 수증 진등시험 방법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익 진동시험은 연구소의 엔지니어링동에 섣 

치된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에서 수행하였으며， 순환수 유동에 의해 

계장캡슐에 발생하는 진꽁수준윤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펀 계장캡슐윤 조 

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의 OR공에 장전한 상태에서 순환수의 유량윤 

변화시키면서 유체기인진동시험윤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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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10%씩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다. 이때 설계유량은 209kPa의 

압력강하룹 유발하는 유량을 말하며， 핵연료 계장캡슐에 대한 압력강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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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구하였다[3. U)끼. 

진동시험시 계측하 으
 금
 

도
 
。지

」
 

받생하는 보호관에 계장캡슐 순환수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또한 계장캡 수중용 가속도계릎 4개의 보호판에 기 위하여 

계장 르
 

E 체
 께
 싶

 
쉰
 
깎
 

미
 

/ 
]/κ 혀 -'-- 。수중용 파악하기 꺼하여 

캡슐 내부에도 설치하였다(그띤 3.1.51 참조:) . 

내부의 진동수준올 육
 τ 

계측하기 위한 장비 구성 
。E 도

 
O 지

」
 

순환수에 의한 계장캡슐 3.1 .52는 그런 

발생하는 전 부착된 가속도계에서 계장캡슐에 있다 핵연료 도를 나타내고 

변환되며， 기-속도 통해 전압신호로 선호는 가속도계 power supply를 기적 

전압 신호룹 DA T recorder에 저장한 비례하는 가속도에 진동 겨1 위치의 

이용하여 진동선호를 분색하였다. 후， 신호분석 기 (signal analyzer)를 

(2) 진동신호 분석 

li. λ} "- , (가) 시간영역 

준
}
 

i( 

T 통하여， 계측된 진동의 프i. λ1 ..9... 
"1..!.... .... 2. 계측된 진동신호에 대한 시간영역 

대표하는 최대진폭과 RMS 값음 구하였다. 

구하기 위해 가속도선호를 주파수영역으 

크기 에 가중치 (1/(2 π f)2,f: 주파수)를 

(크기)을 

가속도선호로부터 변위신호를 

변환한 후， 각각의 주파수별 하
L
 

고
 
성
 

-그 
1 .x. 

l:ll l:li 조L 
。 닙 근 구하는 변위를 역 푸리 에 (Inverse Fourier) 변환하여 다시 이를 õ 

,-’ 

가속도 ‘]댐 3.1 .53은 가속도계에서 계측된 6개 위치의 이 용하였다[3. l. 65]. 

':L 텀 것이다 나타낸 정리하여 값을 RMS 최대진폭과 신호의 변위 qJ 
^ 

중에 쌀펴보면 계측한 6개 측정 위치 

12.04rrνs2이 며 , 원자로구조물의 

으
딩
 써
 

포
7
 

1
μ
 

지
」
 ι
γ
 

쾌
 따
 

의
 

은
 

도
 포J
 

소
「
 •

1 

가
 
대
 

최
 

이
카
 

갚
 

가
 

3,153 (a)에서 

동
 

지
L
 

서 

있다. 까,-확인할 이하임플 18.99rrνs2 가속도 설정된 허 용기 준[:-5.1.66J으로 

증가하거나 크기가 규칙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속도신호의 유량이 또한 

않음음 관찰할 수 있다.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A1~A6 위치에서 계측된 변위의 최 보면 관찰해 르
 

E 
) 

」U 
/ 

I 
1 ‘ λ

 
/ / 

ι
 

( q J [J 1 

」
이
 치 υ
 

퍼
 낀 

「1-

나타냄을 대 진폭은 0.012 ~0.166mm， RMS는 O.003~0.042mm 사이 의 값을 

보호 j、 ;ζ ", 
T낀τ~I 내부(A5와 A6 위치)의 변위 캡슐 있으며， 전반적으로 。1- /-

E ←「

유량이 

경향 

또한 있다 까‘ 
η-관찰할 ù ..9.....9... ^ 0 ;:c프 수준보다 변위 위치)의 관(A1 ~A4 

증가하는 점차적으로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진폭 및 RMS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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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있음을 관찰할 수 을 나타내고 



분석 (나) 주파수영역 

대한 침니구조물에 시험시설의 설계검증 조사설비 계장캡슐과 핵연료 

수
 
’ 도

 
。

지
L
 펴

 
침니구조물의 수행하여 계장캡슐파 모달시 험 (modal testing)을 

핵연료 통하여 2;. \îlι::. J=! 서으 
끼一 $f， 끄::--'-j 근 대한 또한 계측된 진동산호에 구하였다. '2 

「」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였다. 발생하는 유제기인진동의 계장캡슐에 

시험 설계검증 조사설비 구한 계장캡슐과 통해 모달시험을 lf ~-).1.12 는 

있으며， 7.5Hz와 17.5Hz가 계장 나타내고 -;1 ~ 7-1 도/- '2 J..!..Tf /2 。 끼→등r 침니구조물의 시설 

캡슐 y방향의 있다. 계장캡슐 。L 즈: 
2. 

-• )0_ 71.>;:느 까‘ 。 1 。
_l1-lT /~τ'102 2차 디1 

^ 1차 x방향의 

고유진 x방향의 이틀 각각 7.75Hz와 18Hz이 며 , 스
 

’ ’ 도
 
。지

」
 

폐
 

2차 ul 
A 1차 

x-y 이는 있는데， 
까1 

←「관찰할 이으-으
λλ 디 E 차이가 약간의 보면 비교해 동수와 

계장캡슐 보호관의 자유도가 2이고， x→y 평면상에서 계장캡슐 평떤상에서 

스
 

l 도
 

<
]지

L
 펴

 
근접한 

시험시설 

두개의 진동모드가 

모달해석을 

갖기 때문에 이 거의 대칭구조를 

침니구조물 해
 세 

로
 
。또한 있다 까~ 

끼→ 판단할 것으로 zl-~二
」κ l • 

고유진동수는 6.75Hz와 고유진동수는 6.25Hz로， 꽁서방향의 남북방향의 의 

11.5Hz로 구할 수 있었다. 

변화 변위신호의 자기스펙트럼밀도함수 유량변화에 따른 3.1.54는 I 21 
'jJ 

보면 자기스펙트럼밀도함수의 저 

있는데 이 

관찰해 3. 1.54를 ~L 텀 있다. 나타내고 「i • 
는드l 

관찰할 수 큰 2개의 피크가 발생함을 기여도가 주파영역에서는 

있다. 까~ 

1 판단할 피크플로 해당하는 고유진동수에 보호관의 계장캡슐 는
 

하
 

가
 

즈
 
。점차로 크기가 주파수별 증가함에 따라서 변위신호의 또한 유량이 

A 숙.1 /λ、

>:c'주:1.--， 있다.따라서 알수 변하지 않음을 스
 
’ 파

 

x } 
j 발생하는 며， 피크가 

증가하여， 주 가진력이 가해지는 계장캡슐에 핵연료 증가함에 따라 유량이 

수
 

1 파
 

x 
T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계장캡슐의 증가하고， 이

 

z 

τ
 

스
 
’ 변위 

__ 1 ./‘ *1 
-'-'T"'r 걷 

였다 확91 학 수 
’ 」 ζ ’ 것을 구성하는 주로 성분둡이 변위선호를 

결과 서
 「

브
 ι 

(다) 

계측된 진동선호 진동시험과 

얻었다 
샤
 
다
 

대한 계장캡슐에 조사시험용 핵연료 

결론은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파 같은 

분석한 결과， 가속도 

최대 가속도 계측된 

계장캡슐의 진동선호플 

나타났으며， 12.04m/s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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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A3위치에서 

CD 순환수에 의한 

최대진폭은 



확인할 수 진동 허 용치 C18.99m/s2 )보다 작음을 원자로구조물의 으
 

L 포
 
「

진
 

있었다. 

@순환수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의 최대진폭은 A1 

변위의 

계장캡슐에 핵연료 

최대진폭 01 
^ 도

 
속
 

· 가
 

나타났으며， 계측된 0.166mm로 위치에서 

조사시험시에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인접 구조물과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량을 증가시키면서 

은 매우 작아 하나로에서의 

수행한 결과， 변위신호의 최대진 진동시험을 

경향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크기가 유량이 폭과 RMS의 

있었다. 

계장캡슐에 

을 관찰할 수 

겨l 저주파영역에서의 통하여 모달시험을 대한 @핵연료 

확인하였으 고유진동수는 7.5Hz, 7.75Hz, 17.5Hz, 18Hz 임을 장캡슐의 

고유진 이러한 진동선호에서도 계장캡슐의 

기여도가 큼을 확인하였다. 

핵연료 의한 순환수에 

동수 성분의 

며， 

시험 다. 내구성 

조사설바설계검증시험 

설비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 이용조사공 : 조사설비설제검증시험설비 OR실험공 

내구성시험기간 : 2002. 10. 24. 

대한 내구성시험은 계장캡슐에 모의 핵연료용 

오후 16:30분 10.29. 오전9:30 

(l27hr) 

OR실험공 유량의 110%조건 - 유량조건 : 하나로의 

- 전체유량 : 269m'자lr 

- 전체압력강하 : 247Mpa 

실시하였으 

3.1.55와 같다 육안검사 결 

육안검사를 대한 부품에 계장캡슐 모의 전후에 내구성시험 

며，내구성시험 

않았다 다만 발견되지 

:'J_ 럼 

득이한 마모는 

육안검사 결과는 

외부부품에서 

바와 갇이 캡슐 

전후의 

과에서와 같이 캡슐 

:1템 3.l . E"i3에서 receptacle과 접 촉 하단부 rod tip의 보는 

발견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표면조도 되는 부위에서 접촉에 의한 흔적이 

프E드L 
--. L.. 

0.26mm이고， 깊이는 42.5μm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동에 의한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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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부위의 의하면 측정결과에 측정되었다. 같이 3.1.57과 ~ L 탬 '-1 •-



OR ciamp에 의한 캡슐 고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6 핵띤료 조사시험용 계장캠슐 섣거1.1저1 작 

헥연료 개발을 위해서 조사시힘증 핵띤료 튜성변화(핵띤료 온도， 핵떤 

료봉 내암， 핵연료 변형 당)올 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라나， 핵띤 

료용 무겨1 장캡슐을 이용한 헥연료- 조사시험 중에는 핵면갚 꽉성(온도， 암 

랙， 변행 등) 변화룹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핵연료 조사시험증 핵연 

료 득성(온도， 압력， 변형 등)을 한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이하 “핵연료용 계장캡슐”이라 함)파 계정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파 조사시험증 핵연료 온도룹 측정첼 수 있도콕 헥띤료상파 계장-캡윷윤 

섣겨제작하였다 판 계장캡슐에 대한 핵적. 기계적 해석으로 하나로 조사 

공 내에서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계정캡슐을 이용한 노외시험 

(암략강하， 진동 및 내구성사험)으포 기계적 및 수력적 안정성도 확인되어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핵연료용 겨1 장캡슐의 섣계검증윤 위한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과 본 항에서는 핵연료용 계장캡술 개발을 위하여 

제정캡슐 섣계， 이에 대한 핵석， 구조적 및 연적 해석， 핵연료용 계장캡월 

제작파 관련한 내용뜰플 정리하였다 

가 핵연료용 계장캡슐 섣계 및 해석 

핵연료용 계장캡슐 본처}는 핵연료용 무계장캡슐파 유사하며， 재료용 계 

장캡슐과 유사하게 캡슐 본처1 상부에 계정선 인출윤 위한 보호판과 안내 

관이 았고， 보호관에는 재료용 겨1 장캡슐과는 달리 2개의 스토퍼 (stoppcr) 

가 보호관 상 · 하부에 섣치띄어 있다. 

분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섣겨!검증시험흘 위해서는 약 2.5개월 조사되Ll 

띄 캡슐의 내구성 확보가 펼수적이다 이틀 위해 캡슐의 내구성플 확보하 

고， 노내 조사기간 중 핵연뇨봉의 냉각과 유제에 의한 전등을 최소화하여 

조사공에 영향이 없도똑 캡슐의 섣제룹 최적화하였다. 

(1)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 

핵연료용 계장캡슐 개밥을 위해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조건과 하나로 

OR 조사공과의 양립성윤 고려하고， 하나로 가동 및 주변 설비와의 간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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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도록 부가되는 요구사항l3.1.6SJ 에 적합하도록 핵연료용 계장캡 

슐올 그펜 3. 1 .56꾀 같이 설계하였다. 그덤 3.1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 

료용 계장캡슐은 하단 고정부(bottom guide assembly, rod tip과 bottom 

end plate로 구성 됨 ) , 외 통， 보호관 빚 안내 관의 4부분으로 구성 되 어 있다 

그리고， 캡슐 상부를 조사공 내에 안정적으로 지지 · 고정하기 위하여 보호 

관 부에 상 · 하부 스토퍼를 설치하였다. 

OR 조사공에 장전될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CT 또는 IR 조사공에 장전 

되는 재료용 계장캡슐과는 탈리 2개의 스토퍼 (stopper)가 보호관 상 · 하부 

에 설치되어 있다. 이 스토퍼들은 핵연료 조사시험 중 캡슐을 고정하는 가 

능을 하며， 상부 스토퍼 (upper stopper)는 OR clamp, 하부 스토퍼(lower 

stopper)는 OR 조사공의 반사체 상부에 고정된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본체 외통， 보호관， 핵연료봉 어셈블리 및 상 · 하 end plate 등의 각 부분 

치수들은 강제순환식 냉각수 흐름이 존재하는 하나로 OR 조사공에서의 

수력조건(유량 12.7kg/s 이하， 압력강하 200kPa 이상)을 만족하도복 결정 

하였다. 또한， 상 · 하 엔드 플레이트(end plate)와 핵연료 어셈블리의 설계 

는 냉각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로(그럼 3.1.56의 Section 참조)를 확보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핵연료용 계장캡슐에는 조사중 핵연료 온도측정용 

열전대와 중성자속 측정용 SPND (self-powered neutron detector)가 각각 

3 sets가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부품에 대한 

주요 제원은 표 :3.1 .B과 같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총 길이는 로드팀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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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STS316L, 보호관 재질은 STS304, 로드탑 재질은 Zircaloy-4, 상 · 하부 

스토퍼 는 STS304이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경우는 기존의 핵연료용 무계장캡슐과는 달리 캡 

슐 본체 상단에 길이가 낀 보호관 및 안내관 등이 추가 설치되므로 재료 

용 계장캡슐과 같이 원자로 노내 장전상태에서 강제 순환식 냉각수 흐름 

으로 인한 유체유발진동 및 외부 하중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의 외통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A16061 보다 강 

성이 큰 재질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선택된 외통 재질 

(STS316U에 대한 조사특성(기계적 및 부식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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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2-3 개월) 동안 중성자 조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동 재질로서 적합함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열화현상이 

과 STS316L이 

사에 의하여 재질의 

을 확인하였다[3. 1.헤J. 

(2)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해석 õß 7-4 
• 1 • 1 

수행하기 위 설계 검증시험을 OR 조사공에 장전하여 초에 2003년 

겨l 장캡슐 

[3.1 .67,3.1 .68]. 핵연료용 계장캡슐 기본설제에서 캡슐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과 유사하나 계장센서로 

것과 무계장캡슐에서 사용했던 중성자 차단막인 Hf을 사용하지 않 

수행하였다 

SPND가 

까、 
-ι-신형 보쳐1브부으 

l一 "1 l..!..- '--

열전대와 

핵설계를 예비 대한 기본설계어l 핵연료용 해 

결체 

있다는 

핵연료봉의 회천 

이러4 야 간 이다 
「근 근 íλλ 

시험 것이 다르다. 또한， 조사 사힘할 

보다 정확한 출력 

노심내 때
 
” 는다는 

캡슐의 모형은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3개의 핵연료 

방향을 알 수 있어 각 핵연료꽁의 

예비 해석을 위해 사용한 가본적인 

핵연료봉이 아래와 위에 각각 위치한 신형 

õß;져 , -1 

소결체 

소결체의 

조사시험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문 

조사시험과 같은 핵연 이다[3.1.691 그러나， OR 조사공에서 선형 

료를 사용한다면 초기 선출력이 높아져 

마련되 낮추기 위한 방안이 초기 선출력을 발생하며 높아서 제는 f1ux가 

핵연료 있다. 첫 번째는 사용될 수 두 가지 방법이 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연료봉의 위치털 변경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핵연료의 용 계장캡슐내 

71-즈: ^ L.. 
적당한 선출력을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느

 」
-
주T 

나
 
} <도

 
-
주
1
 

노
 

<
]

MCNP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선출력 

예상되는 모든 제어봉 위 

핵연료용 계장캡슐이 OR4에 장전 

찾기 위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달라지므로 운전중 은 저l 어봉 위치에 따라 크게 

치에서 선출력을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화 , 진 」니lF 헌 3‘1.69에서 특성이 변화의 선출력 따른 때 제어봉 위치에 도1 
←그 

‘• 

제어봉 

있을 때에 대하여 겨] 

발생하는 하였다. 최대 선출력이 이용하기로 인되었으므로 이것을 

발생하므로 

조
 

려
 「

-
즈
 

은
 

때 최대 선출력이 

아래에 위치한 핵연료봉의 선출력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노선의 

일자륜 고려하여 30 MW로 설정하였다. 

변화 

위치는 350 mm이며 포든 계산은 이 제어봉 위치에 

핵연료봉의 위치가 아래에 이으一 )λ E 산하였다. 

건은 예상되는 조사시험 

핵설계할 

구조 변경에 따른 선출력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을 소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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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첫 번째 방법은 선형 



/-‘ 
T 시도되었으며 [3.1 .70]， 높은 초기 선출력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침-고문헌 3.1.70의 계산 결과와 추가적인 계산을 수행 

때 

있다. 그립 3.1.57은 

cooling block과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나타내었다 같이 것을 얻은 하여 

중
 
-변화시키면 선출력을 약 절반으로 STS로 외통의 재질을 Al에서 캡슐 

변화시킨 위치를 핵연료봉의 감소시키고 띤적을 유로 있다. /
T 일 

’ STS#3' 의 경우가 최대 선출력이 500 Watt/ cm 이하이므로 적절하다. 

았다. /λ‘ 
T 

변화 

변화시키면 선출력을 쉽게 변화시킬 

외 통 이 STS 이 고 upper 및 lower housing 이 STS인 

(나) 농축도 변화에 따른 선출력 

를
 

도
 

-
죽
「
 

농
 

핵연료의 

첨-jl분현 3.1 ,67 캡슐 

계산 변화를 대한 선출력 변화에 도
 

-
죽
 

‘ 노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하여 의 

농축도가 2.0 w/o~ 핵연료 겨。 
ôT 。1나타내였다. 3.1 .58에 

경우가 적절하다. 

그힘 하였으며 

(다) 토의 

의하 

제시하였으며， 

핵설계에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예비 

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방법을 

하나로에서 

계산을 수행하여야 하는 

조사시키는 

가지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실제로 

경우는 하나로 노심 관리 계산 체계로 노섬 

t二

T 극복하기 문제를 선출력 초기 

r-T t:: 
二LT

면， 

연소 

「면 핵적인 경우가 더욱 편리하다 조절하는 도
 

-
죽
 

-노
 
。위해서는 이를 데 

경우이며，세부적 는
 

하
 

농축도를 2.0 w/o로 추천하고자 하는 모델은 에서 

인 계산 결과는 표 3. 1. 14에 나타내었다 

바여랴 
E 。변화 및 (라) OR5에 위치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선출력 

핵 수행하여 핵설계를 예 8] 위하여 개발을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이용 조사공의 그리고， OR 결정 하였 다[3.1 .711 2.0 w/o로 도
 

-
죽
 

l 농
 

연료 

변경되었고， 캡 

슐 구조가 조금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계산 

을 수행하였다. 천-그l문헌 3.1 .72와는 달리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3개의 

OR5로 가정한 OR4에서 참고문텐 3. 1. 72에서 계획에 따라 

+ 12.5 cm)에 위치한 형 태이다. 

열전대가 전체 소결체의 절반까 

이전과 큰 차이점이다 노심 장전 모형은 

예상되는 조사 시험 일자를 

핵연 

증심이 료봉이 위(축방향 핵연료 

온도 측정을 소결체 내에 핵연료 

관점에서 

노심이고 노심 출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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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삽입된 것이 선출력 

현재와 같은 완전 장전 



D 더1 ι뜨 
.-1_ 2 1.• 대한 계산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설정하였다. 

및 SPND를 포함하도꽉 했으며 

30 lV1\V로 고려하여 

축방향 모텔은 그띤 11.59와 같다. 혈전대 

핵 변하므로 출력이 핵연료봉 위치에 따라 핵연료봉 위치한 내에 ~B "入
디 ζ 

조사 핵연료봉 위치는 중요하다. 핵연료봉 위치가 때
 

” 조사시혐할 연 li릎 

핵연료봉이 장 모델과 같이 ι 떤 :3.1.60 .91 그
도
 

@ 
} 이

 샤
 

-( 
T 조절할 때 시험힐 

조사 시험 장전히-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전된다고 

위치가 변화한다. 운전종의 평균적인 연소에 의해 제어봉 거 。 L 시 
0 기 느

 」
하
 

평균적인 제어봉 높이 (450 mm로 높아월 제어봉 나타내기 위하여 으
 

E 서
O
 

트
 
「1 

표 :3. 1 .1 4와 감이 각 소결체 단 추정)로 게산하였다. 선출력에 대한 결과는 

핵연료가 축방향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위토 나타내었다[:3.1 .73J 

증가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에 제어봉 위치가 높아지면 선출력이 

0 1- 。
1캉두F 넘지 500 Watt/cm달 선출력이 최대 대한 경험으로 분석에 선출력 

계산결과는 표 :3.1 .15에 나 핵연료의 선출력 것으로 예측된다. 위치에 따픈 

발열량을 발열량은 중성자 및 감마션에 의한 전체 타내였다 또한， 부품별 

계산하였다， 

핵연료봉 내압 평가 핵연료 중심온도 맞 (마) 

그떤 1Uìl 핵연료봉 조립도는 설치되는 내에 핵연료용 계장캡슐 

핵연료 앞의 표 ~UJ()의 핵연료봉에 대해 _~l ìf] :3. 1.61 파 같은 과 같다. 

핵연료의 때
 

선출력 335.57 kW /cm로 약 3,000 lV1WD/kgU까지 연소될 매
 대 

수행하였 반경방향 온도) 변화에 대한 평가를 속바하 덴 '-']- -ô ~Ó 7c:. 온도(핵연료봉의 

또는 2 기암으 초기 He 가스 내암은 1 다[:3.1.74.3 .1 ‘751 이 때， 핵 연료봉익 

로 고려 하였다. 그 결과는 J[ :U.:;:17파 같다. 

해석 여저 
E코 , 1.11 

^ 구조건전성 (3)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가) 구조건전성 해석 

계 핵연료용 사용펠 조사시힘에 위한 연구룹 조사득성 핵연료의 

기간동안 안전성윤 핵연료 조사시힘 조사공에서 장캡슐은 하나로 노심 내 

확인되어야 한 건전상이 등 구조적 안전성 겨
「
 

~ 

주
 
。

01 
^ 확보하기 위하여 좌굳 

중안 조사시험 핵연료봉의 설치되는 핵연료용 계장캡슐 내에 다. 그리고， 

만족 

확인된 

A력조컨을 

내진 안전성이 

필요하다. 하나보 OH 조사공에서의 

기초로 결 과[3.1 .75 ，3. 1.76J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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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하고，지진응답해석 

확인도 전성 



연료용 계장캡슐 설계를 대상으로 좌굴 안전성 평가와 노섬에서의 장 • 탈 

착 또는 조사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하증에 대한 구조 건전성 해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장착되는 핵연료봉의 안전성 

해석도 검토하였다다.1 .77J. 

(나) 열적 거동 해석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전되어 다양한 핵연 

료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사시험에 적용될 예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와의 양립성 및 구조건전성이 입증된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온도 빚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3. 1. 7에. 

(다) 토의 

이상에서 얻어진 열 및 기계적 해석 결과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조사시험 중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 · 탈착 시는 물 

론 조사시험동안의 구조건전성 평가 기준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후 캡슐 설계 시에 가본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고 이용자들이 요구하 

는 소결체의 조사온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핵연료용 계장캡슐 제작 

계장캡슐 mockup 설계제작을 위해 작성된 예비설계요구서를 수정/보 

완하여 설계요건서 [3 . 1.65J를 완성하였다-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개략도 

는 그럼 3. 1.56과 같으며 핵연료용 계장캡슐 제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침고분헌 3. 1.79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틀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품가공 

핵연료용 계장캡슐 부품에 대한 가공 및 검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 

라 수행되었으며， 그셈 3. 1.64는 가공 및 검사가 완료된 부품을 보여주고 

있다 각 종 부품들은 최종도면 치수로 가공 후 치수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부품틀의 가공에 있어서 알루미늄 anodizing 처리는 핵연료용 무계 

장캡슐 제조에서 적용한 MIL-A • 8625 Type 3 class 1의 규격요컨에 따라 

처리되었다. 특히， bottom guide 부품들을 최종도면에 따라 가공하고 절차 

에 따라 EB(electron beam welding) 용접을 수행하여 치수검사를 하였다. 

그리고，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사용되는 spnng은 가공 후 스프링 강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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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틀 위한 열처리 후 치수검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 부품에는 조립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도면에 따라 표식을 각인하였으며， 이 때 식 

별문자의 깊이는 0.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최종제작보고서 검토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QA class-T 등급업체인 (주)대우통신에서 

제작되었다. 제작과정에서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설계검증시험 기간중 계 

장캡슐의 신뢰도 확보와 하나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입회검 

사 및 인수겹사를 수행하고， 부품별 치수， 전체 조립상태를 확인하였다. 이 

에 따라 부록 3과 같이 최종제작보고서(EMR)가 작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설계도면 및 요구조건에 만족하도록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U02 소결체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시험에 이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는 

핵적해석에 의해 2.0w/o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뜰 만족하는 U02 소결 

체플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한전연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축도가 2.42w/o인 U02 소결체에 대한 핵적해석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괴 현 하나로가동조건에서 선출력이 500 vV/cm 이하가 되는 핵연료 

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캠슐 부품저1 작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주)한전연 

료의 지원으로 농축도가 2.42w/o인 U02 소결체룹 확보하였다. 

(4) 핵연료봉 조립 

농축도가 2.42w/o인 U02 소결체와 가공된 핵연료봉 부품으로 fuel 

rod tube(#21)에 fuel pellet spacer, fuel pellet, fuel rod plenum spring , 열 

전 대 를 삽 입 후 하단에 는 fuel rod end cap bottom 상단에 는 fuel rod top 

connector와 nut릎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립후 TIG 용접하였다l3.1 .80J. 그 

리고， 핵연료봉 내부는 fuε1 rod top connector에 있는 pin hole을 동-하여 

He으로 최대 1.571 압(절대기압)으로 가압후 TIG 용접하였다. TIG 용접후 

에는 He 누출검사를 수행하여 건전성올 확인하였다. 

다. 핵연료용 계장캡슐 조립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조립은 정해진 절차[3.1 .8 1]에 따라 수행되며， 

캡슐 조립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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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연료용 계장캡슐 조립에 필요한 부품은 도변을 참조하여 준비하 

고 조립방향을 확인한다. 

(2) Rod tip(#l) 상부에 rod tip guide spring(#2)을 끼워 조립 후 

bottom end plate(#3) 의 하부 중앙 홀에 삽입 하여 관통한 후 rod tip 

fixture ring(#5)에 고정하고 E.B. 용접한 부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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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방향성을 고려하여 조립 후 bottom end plate cover와 bottom end 

plate cover stopper를 순서 대 로 조 립 후 TIG 용접 한다 

(4) Out tube sub-assembly에 lower support tube(#8) , fuel rod tube 

sub-assembly(#9-#23), upper support tube(#27) , top end plate(#28) 순으 

로 조립후 top end plate와 out tube에 TIG 용접 한다 

(5) Top end plate(#28)와 protection tube(#32)를 TIG 용접 한다. 

(6) Cable extension adaptor(#43) 에 SPND, 열 전 대 cable을 고 정 후 

cable protection guide tube를 조 립 한다. 

(7) 계장캡슐의 조립이 완료되면 캡슐 무게와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 

다. 

(8) 계장캡슐 조립이 완료되면 계장캡슐을 비닐로 싸고 이송용 용기에 

담아 핵물질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라.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제조를 위한 품질보증 

핵연료용 계장캡슐， 시험핵연료봉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한 품질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 핵연료 조사시혐용 계장캡슐 설계 요건서 : HAN-IC-DD-DR-02-00l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도 : 

H.잉~-IC-DW-02F-06K/-llK -ASS ’ Y 

一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제작기술시방서 : 

HAL"\J"-IC-DD-SP-02-001 

-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구매시방서 : HAN-IC-DD-SP-02-002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공정시방서 : HAN-IC-DD-SP-\VP-03-1 

{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용접자격화 검사계획서 : HAN-IC-ITP-Ol 

- 65 -



조직검사 : HAN-IC • QCI-Ol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봉단마개 용접부위 

-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봉단마개 용접부위 인장시험 : HAN-IC-QCI-02 

핵연료봉 치수검사 : HAN-IC-QCI-03 • 조사시험용 

-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He 누출검사 : HAN-IC-QCI-04 

실시하여 각 시험항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검사를 문서에 위와 같은 

핵연료봉 및 캡슐이 제작되었으며， 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도콕 시험 

7-2Jõ: 
←L 뀐-， 초립과-그리고， 있다 기술되어 제조보고서에 다음의 제조사항은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였다 검사는 관련문서의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02F-11K) 제작 EMR : F A - KA -0211281 

승인보고서 : HAN-IC-DD-RT • QR-03-1 핵연료봉 용접공정 ) 시험 

핵 연 료봉 제 조보고서 : HAN-IC--DD-RT-QR-03-2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조립절차서 : HAN-IC-CT-WP-OOl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제작보고서 ; 

• 人1 -ð~ 
10 

KAERI/TR - 2408/2003 

J:!. λ'1 • 
"-1 및 안전성 계획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검증시험 

KAERI!TR • 2415/2003 

이싱과 같은 품질기준에 따라 제조된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그럼 3.1 .65, 3.1 .66과 같다. 

마. 요약 

핵연료봉 내 핵연료 특성(핵연료 온도， 핵연료 조사시험중 하나로에서 

핵연료 온도플 측정할 수 있도록 핵연료용 계장캡 등)중 변형 압， 핵연료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여처 
는'ò • 1 

ul 
^ 

<511 ;:Z;1 二l :2ζ ;:Z;1 
---. -1 , ’--L-- 1 섣계하고， 으

 
R 

i 
<

τ
 
t 

룹 요약하띤 다음과 같다. 

고 양립성을 요구조건과 하나로 OR 조사공과의 조사시험 핵연료 (1) 

않도록 부가되는 일어나지 

적합하도확 핵연료용 계장캡슐을 설계하였다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에 대한 구조적 

섣바와의 간섭이 및 주변 가동 려하고，하나로 

요구사항에 

핵연 해석에 의해 열적 디1 

^ (2) 

안전성과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 · 탈착시는 

확인되었고， 열변형 

료용 계장캡슐은 조사시험증 

울콘 조사시험동안의 구조건전성 평가기준을 만족함이 

- 66 -



에 의한 핵연료봉과 핵연료봉 어셈블리 부품들 간의 간섭 또는 손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3) 계장캡슐 상세설계도， 제작기술시방서， 구매시방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들을 기준으로 하나로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QA class • T 등급업체인 

(주)대우통신에서 계장캡슐을 제작하였다. 최종제작보고서 (EMR)를 검토하 

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이 설계도면 및 요구조건에 만족하도록 제작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본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하여 핵연료용 계 

장캡슐 제조기술을 확립하였고， 노외시험을 통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선뢰성이 확보되었다. 

7.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검증 시험 계획 및 안전성 분석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용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을 위하여 캡슐 및 관 

련 기술연구 개발이 1994년 9월부터 중장기 과제로 수행되었다[3. l.821 이 

에 따라 하나로에서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자로 

수조 안에 캡슐 고정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재료조사용 무계장캡슐의 

설계/제작 및 조사시험은 성공리에 수행되었으며 [3.1 .83←3.1 .85]， 재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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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리에 수행되어， 후속실험이 수행되었다[3. l.86-3. 1.90].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계장캡슐을 이용한 산 · 학 · 연에서 요구되는 재료 조사시험을 수 

행하고 있다. 

한편， 하나로 가동과 함께 핵연료 개발을 위한 조사시험 계획이 수립되 

었으며， 이에 따라 핵연료 조사시혐을 위한 무계장캡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제장캡슐과 계장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현재까지 무계장캡슐을 이 

용하여 DUPIC 핵연료 개발플 위한 조사시험을 4회 수행하였으며， 이 외 

에도 연구로용 핵연료， HIMET 핵연료 및 신형핵연료 등의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핵연료 조사시험중 핵연료 특성(온도， 압력， 변형 등)을 할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이하 “핵연료용 계장캡슐”이라함)과 계 

장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조사시험중 핵연료 온도를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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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핵연료봉과 계장캡슐을 설계/제작하였다 본 계장캡슐에 대한 

핵적， 기계적 해석으로 하나로 조사공 내에서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인되었 

으며， 계장캡슐을 이용한 노외시험(압력강하， 진동 및 내구성시험)으로 기 

계적 및 수력적 안정성도 확인되었고[3 .1 .91J ， 이에 따라 하나로 OR5 조사 

공에서 2003년 3월 14일부터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을 위한 조사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가 핵연료 조사시험 경험 

하나로 가동으로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무계장캡슐이 개발되아 핵 

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으며， 핵연료용 계장캡슐과 계장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2001년 말에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 (FTL)의 기술적 

겸토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까지 3-pìn 핵연료 조사시험설비 (FTL)를 설치 

하는 계획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하나로를 이용한 

핵연료의 조사시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개발 

」 고연소도 핵연료 소결체 개발 조사시험 : 2002.3 -- 2007 

·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DUPIC) 핵연료 개발 

- 모의 소결체 연소 시 험 : 1999.8.4 - 1999.10.4 

DUPIC 소결체 연소시험: 2000.5.10 -- 2000.7.10 

- DUPIC 소결체 연소시험 (SPND 설치): 2001.6.2 - 2002.2.3 

DUPIC, SIMFUEL, U02 소결체의 연소시험: 2002.7 .14 - 2002.10.4 

Sß1ART(HiMET: High perfünnance 파랴al1ic) 핵 연 료 조사 시 험 

- 제 1 차 시 험 : 2001.7.4 - 2001.10.7 

제 2 차 시험: 2003.1.10 - 2003.8.8( 예정) 

연구로용 개량 핵연료 개발 조사시험 

제 1 차 U3Si 봉상 핵연료다발 연소시험: 1997.12.17 - 1999.6.6 

제 1 차 RERTR U3Si2 mini -plate 연소시 험 : 1999.7.15 • 2000.3.28 

• 제 2 차 U3Si 봉상 핵연료다발 고출략 연소시험: 1999.6.17 • 

2000.7.25 

~ 제 1 차 U-Mü 봉상 핵 연료다발 연소시 험 : 2001.6.26 • 20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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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차 U-Mo 봉상 핵연료다발 연소시험: 2003. 1.lO-2004.H 예정)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 사업(핵분열기체확산계수측정) 

- 2000년 부터 2002년 말까지 17회 조사 

(조사공 : HTS , 조사시간 : 20-30분， 핵물질 : 300mg) 

나.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검증시험 계획 

(1) 검증시험 목적 

본 검증시험 목적은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하나로 OR5 조사공에서 약 2.57R 월간 조사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시험 기간 중 핵연료의 온도와 중성자 조사량의 측정을 함께 수 

행할 계획이다 

조사시험 후에는 IMEF hot cell에서 계장캡슐을 해체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고，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을 통해 설계검증시험기간 

동안 측정한 핵연료 온도를 비교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가 검증되면 향후 핵연료 조사시험과 핵연료 특성 측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2) 검증시험 일정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을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모의 계장캡슐 설계/제작 : 2001. 10 - 2001. 12 

。모의 계장캡슐 공기중 진동 시험 : 2002. 2 

o 계장캡슐 설계 개선 및 핵적 해석 : 2002. 3 - 2002. 4 

。공기중 진동시험 및 구조건전성 해석 : 2002. 5 

。 계장캡슐 및 핵연료봉 열적 해석 : 2002. 3 - 2002. 5 

。 계장캡슐 최종 설계 및 제작 : 2002. 6 - 2002. 10 

O 모의 계장캡슐 노외시험 : 2002. 10 - 2002. 11 

。 시험 핵연료봉 제작 : 2002. 10 - 2003. 2. 20 

。 계장캡슐 최종조립 : 2003. 3. 4 

。 검 증시 험 : 2003. 3. 14 - 2003. 5. 30 (24 - 25주기 ) 

(3) 겸증시험 조건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시험은 하나로 정상가동조건의 O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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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싱-세한 조건은 다음과 갇다. 

。 하나로 열출력 : 24M\tV 。 조사공 : 하나로 OR5 

O 시험 핵연료봉 선출력(핵연료봉 및 제어봉 위치에 따라 차이) 

정상운전시 평균선출략 : 337.4 W /cm(제어봉 위치 400mm) 

- 국부 최 대 선출력 : 380.0 W/cm(핵연료봉 1，제어봉 위치 400mm) 

。 냉각수 유량 : 9.2 kg/sec 。 냉각수 압력 : 0.4MPa 

。시험 기간 : 56일 

(4) 검증시험 전 검사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설계 검증시험 전에 다음과 같은 검사뜰을 

행하여야 한다 

A ‘ 
←「

O 육안 1'1 
^ 치수검사 ; 시험용 해여 p 보으 

기 \.2 ..u. Q "2 제작하기 전에 UO? 소결체 

nl 
?ζ 시험핵연료봉 부품의 외관상태와 결함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치수 

검사를 수행한다. 

O 시험핵연료봉 제작 후 He 누출 검사룰 수행한다 

o 핵연료봉 계장캡슐을- 조립하기 전에 부품의 외관상태와 결함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최종 조립을 수행한다 

(5) 검증시험후 시험 

하나로에서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검증시험후 IMEF에서 수행할 

주요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계장캡슐 및 시험핵연료봉 집합체의 해체 및 외관검사 

OU02 소결체의 미세구조 

o 기타 

다 조사시험용 핵연료 

(1) 시험 핵연료봉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검증시험을 위한 3개의 시험핵 

연료봉이 계장캡슐에 장착되며 조립시 방향 식별을 위해 시험핵연료봉 부 

품에 식별부호를 각인하였다. 시힘 핵연료봉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λl 험핵연료봉 구성품 : 상하단 봉단마개， U02 소결체 5개， 말루미 

나 spacer, 상하단 각 2개， plenum spring, C-type 열전대，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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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핵 연 료봉 재 집 Zircaloy • 4 

시험핵연료봉 전체 길이 : 250 mm 

및 두께 9.50 mm, 0.57mm 피복관 외경 

• U-235 농축도 : 2.42w/o( (주 )한전연료 제조) 

U02 소결체(경수로용17 X 17형) 평균 외경/길이 : 8.l9mm, 1O.2mm 

크기 1O.498g/cm3(95.8%TD), 9.35 μ m 밀도/결정립 • U02 소결체 

간격 (직 경기준) : 167μm 피복관/소결체 

압력 : He 기체 ， l.271 압 - 시험핵연료봉 내부가스 및 

핵연료봉 집합체 (2) 시험 

온도 핵연료 조사중 같이 3.1.67 고} ~2 립 핵연료봉 집합체에는 시험 

SPND 측정용 중성자속 시험핵연료봉과 3개의 열전대가 설치된 용
 

에
。
 

츠
 기 

二l하였다. (self-powered neutron detector)가 각각 3 sets가 설치 되 도록 

식별하기 위해 시험핵연료봉과 SPND의 위치를 내에서의 리고， 계장캡슐 

식별부호를 각언하였다. 각 부품에 

7-
-'-cooling block과 함께 재질의 알루미늄 시험핵연료봉과 SPND는 

냉각 시험핵연료봉의 증가시켜 으
 

E 。

π
 

냉각수의 립 된 다. Cooling block는 

한다. 역할을 을 촉진시키는 

해석 분석을 위한 핵적 라 안전성 

선출 핵연료 핵설계에서는 예비 바탕으로 설계흘 핵연료용 계장캡슐 

결정하였다 그리고， 만족하는 핵연료 농축도를 2.0 w/o로 력 500W/ cm 를 

가정한 조사공이 OR4에 

경우에 

핵설계에서 따라 예비 이용 계획에 

변경되었고， 

OR 조사공의 

대한 수정하는 1.6w/o로 농축도를 핵연료 OR5로 서 

최종 결정 농축도가 2.42w/o로 핵연료의 해석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핵적 

OR5에 위한 조사공인 

평가하였다‘ 

시현으 , υ = 설계검증 위하여 으
 
E 서

 「
브
 
” } 됨에 따라 안전성 

여기서 ， 선출력을 핵연료 때의 장전될 계장캡슐이 핵연료용 

노섬 

시기를 고려하여 

- 하나로 노심 장전모형 : 현재와 같은 완전 장전 

하나로 노심출력 : 24 MW 

설계검증시험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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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였다. 이전에 분석된 침-JI분헌 3.1.92의 캡슐과는 핵연료 농축 

도 뿐만 아니라 핵연료봉의 축방향 위치도 중심이 +12.5 cm에서 -12.5 

cm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노심 계산 모델로 각 소결체 단위의 

선출력을 계산하였다. 예상되는 운전중 제어봉 위치를 5 cm 간격으로 설 

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표 3.1.1 8에 나타내었다. 표 3.1.18의 결과 

는 새 핵연료 노심에 대한 MCNP 계산 결과이다. 조사 시험 동안의 출력 

이력은 노심 관리 체계의 VENTURE로 추적하므로 같은 대상의 노섬에 

대하여 MCNP와 VENTURE 계산블 수행하여 상대 오차틀 도출하였으며， 

안전성 분석을 위한 운전 노심에서의 최대 선출력을 평가하였다 이를 근 

거로 하여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하나로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마 하나로내 설계검증 시험 안전성 평가 

(1) 안전성 분석 방법 

하나로를 이용한 핵연료 조사 시험은 계장 캡슐의 형태로 수행된다. 

이에 따라， 정상 상태 및 사고 상태에서의 캡슐의 핵적， 열수력적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핵적 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는 예상되는 하나로 

운전 조건에 대한 제어봉 위치 변화에 따른 선출력 변화이다. 기본적인 분 

석 대상 노심은 현재 운전중인 노심과 같은 완전 장전 노심이며， 노섬 출 

력은 24 MW이다. MCNP 분석 결과를 하나로의 노심 관리 계산 체계(이 

하 HA.NAFMS4 함)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HANAFMS의 오차 

를 평가하였다[3.1 .931 현재 운전중인 연소 노심에 대한 HANAFMS의 분 

석 결과와 HANAFMS의 오차플 적용하여 노심에 장전되는 핵연료 캡슐 

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선출력플 도출하였다. 노심 계산에 의한 최대 선출 

력의 자료로 정상 상태 및 사고 상태에서 핵연료 캡슐의 안전성을 평가하 

였다. 

본 계장 캡슐은 핵연료의 온도룹 측정하기 위하여 핵연료에 열전대 

틀 삽입한다. 어떤 선출력에서 예상되는 온도를 산출하면 조사 시험중 핵 

연료의 목표 선출력 이하로 유지하도록 감시하는데 사용할 수 았다. 예상 

되는 최대 선출력에 대한 온도 예측값을 제시하여 조사 시험중 온도 측정 

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72-



(2) 반응도 효과 

운영기술지칩서에 명시되어 제한은 하나로의 실험물에 대한 반응도 

있으며， 핵연료 캡슐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3.1.써J. 

인 파손 등으로 t:tl 
^ 한 개의 실험물이 인출， 삽입 “ 2.3.2.4 노심에 장전하는 

없다" 삽입되는 정반응도는 12.5 mk를 초과할 수 노심에 하여 

인한 노심 내의 정반 및 파손 등으로 이에 따라 실험물의 인출， 삽입 

확인하도록 

있는 조사공에 캡슐이 장전됨으로써 

여부를 조건에 대한 만족 운전 제한 분석하여 삽입량을 도
 

으
 
ο
 

삽입되 하였다. 모의 다발이 장전되어 

분석한 결과 12.5 mk 이하임을 확 이용하여 변화량을 MCNP룹 반응도 

인하였다. 

확신하지만 

존재한다는 

확인하였다. 

있다고 방지하고 

냉각수만 

이하임을 

캡슐의 파손을 핵연료 기계적 

파손되어 

이의 영향을 

설계에서 

가 자리에 ~ 나가고 출구로 모두 캡슐이 

하에 12.5 mk 역시 분석하였으며 Ä1 
。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 λ} 
ι- -, 다시 

: -1.29 mk 

캡슐 파손시의 반응도값 

섣계는 운영기숨지침서의 반응도 제한을 만족한다 

- 캡슐 장전에 따른 반응도값 

: -0.05 mk 

따라서，캡슐의 

(3) 선출력 

조사공에 조사될 예정이므로 이 캡슐은 OR5 홀에 장전되어 핵연료 

대상으로 하였다. 노심의 장전 모 때를 분석 。l..Q_
λλ E 캡슐이 장전되어 핵연료 

노섬과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는 운전 노심에 대하여 선출력을 분석하였다. 

노섬에서의 시험 핵연료봉의 선출력은 MCNP와 

HANAFMS로 계산하였다. MCNP는 기하학적인 모델링에 제한을 받지 않 

핵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가능하나 연 

단점을 가지고 있다. HANAFMS는 연 

핵연료 。1 느二 
λλ "L-핵연료가 장전되어 노심이며 새 

료
 

여
L
 

해
 「

완전 장전 

새 

연소된 

혀으 
r、 '--

으며 연속에너지의 

없는 할수 소 노심에 대한 분석은 

받는다. 제한을 모델링에 기하학적인 가능하지만 분석이 대한 노심에 까、 
-ι-

L.. 
--'--핵연료 가능한 새 비교 이용하기 위하여 서로 Äl~ ~ 

。 p코드의 두 가지 

}13 
。오차를 

가하고 연소된 노심에 대하여는 HANAFMS로 선출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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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 핵연료 노섣에서의 l'vICNP와 HANAFl'vIS의 선출력 비교 

각 시험 핵연료봉의 길이는 5 cm로 HANAFMS의 축방향 분석 

단위와 연치하며 HANAFl'vIS로 분석할 때는 이 길이에 대한 선출력만 

얻을 수 있디. 짧은 길이이지만 이 길이에서의 선출력 변화는 크기 때문에 

MCNP를 사용하여 하나의 소결체 길이 단위 (-1 cm)로 선출력을 계산하 

였다. HANAFMS로 계산한 5 cm 단위의 선출력은 1 cm 단위의 선출력 

플 평균한 것에 해당한다.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 cm 단 

위의 선출력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핵연료 소결체뜰의 평균 선 

출력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선출력의 비를 hot spot factor로 한다면 1 cm 

단위의 선출력 효파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hot spot factor를 알 

아야 한다. 이 hot spot factor는 HANAFMS의 모델링의 한계로 MCNP로 

밖에 구할 수 없으므로 각 제어봉 위치에 대하여 l'vICNP 계산을 필요로 

한다. 또한 HANAFMS의 오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HANAFMS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 새 핵연료 노심에 대하여 MCNP와 HANAFl'vIS로 계산한 결 

과는 표 3.1.1 9에 나타내 었다， 

(나) 운전 노심에서의 선출력 비교 

운전 노심에서의 시험 핵연료의 선출력 계산은 운전 노심의 OR5 

위치에 핵연료 캡슐이 장전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수행하였다. 운전 노심에 

대한 l'vICNP 계산은 할 수 없으므로 HANAFl'vIS로 계산하였다. 운전 노섬 

에서의 선출력은 Xe이 없는 상태와 Xe 평형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핵연 

료 캡슐의 선출력도 Xe이 없는 상태와 Xe 평형 상태에 따라 선출력이 달 

라진다 핵연료 캡슐의 시험 핵연료봉만 평가할 때 시험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은 Xe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며 Xe 평형에 도달하면 선출력이 낮아 

진다. 그러나 전체 노심이 Xe 평형 상태에 도달하떤서 노섬의 평균 중성 

자속이 높아지므로 시험 핵연료봉의 중-성자속도 높아진다. 전체 노섬과 시 

험 핵연료봉에서 Xe 평형에 도달하는 시점은 거의 같다. 노심이 Xe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노심 전체의 중성자속이 높아지더라도 시험 핵연료봉은 

Xe 평형상태에 도달하면 선출력은 낮아칠 것이므로 결국 거의 변화가 없 

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Xe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심은 Xe 평형에 있고 시험 핵연료봉은 Xe이 없는 상태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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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의 선출력음 계산하였으며 표 :-U .2ü에 나타내였다. 

최대 선출력은 제어봉 위치가 400 mm연 때 위에 위치한 핵연료에서 

63.45 kW/m로 평가되었다. 핵연료 캡슐 장전 시 열적 여유도 평가를 위 

한 최대 선출력은 HANAFMS로 계산한 Xe 평형 상태에서의 평균 선출력 

값， HANAFMS에 적 용 해 야 하는 hot spot factor, hot spot 위 치 에 서 의 

lVICNP의 상대 통계 오차 및 HANAFMS와 MCNP의 상대 오차를 모두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4) 하나로에서의 핵연료용 계장캡슐의 안전성 분석 

하나로에서 수행될 캡슐의 조사 시험에 대해 시험 핵연료의 건전 

성 및 노심 안전성 영향 평가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열수력 측면에서는 

정상 운전 및 과도 시 아래 사항의 평가를 통해 이를 판단한다 

시험봉 표변에서의 기포 생성 여부 

-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와 용융점 비교 

一 과도시 MDNBR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l\!IARSl3. 1.9칩을 이용하여 시험 핵연료 

조사시 원자로 상태에 따른 MDNBR 및 핵연료 온도 거동을 분석하였다. 

(가) 계산 모델 및 가정 

} 하나로 노심 압， 출구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핵연료 캡슐 장전채 

널을 모사 

- 3개봉의 시료가 조사되나 채널간 냉각수 교환이 없으므로 단일 

채넬로 모델 

) 채널유량은 핵연료캡슐의 수력시험에 의한 7.447 kg/s를 사용함. 

• 축방향 출력분포(그럼 ~U.68 참조)와 최대 선출력 (63.845 kW/ m) 

사용 

- Gap에서의 열전달은 계산의 보수성을 위해 열전도 가정을 하였 

으며， 열팽창에 따른 gap의 열전도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음 

CHFR은 핵연료 조사 조건과 유사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 

Savannah River 상관식 [3.1 .9세 사용 

- 핵연료의 중심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약 5 cm의 길이에서 위로 

부터 2.5 cm까지 열전대 (BeO + lnconel)가 심어져 있으나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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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보수적 결과를 위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참고로 이를 고려 

하면 본 계산의 경우 최대 온도가 약 80'C 작게 계산 됨. 

(나) 계산 결과 

하나로에서는 출력 상승의 경우 제어봉 인출 사고와 냉각 저하의 

경우 펌프축 고착 사고 두 가지 대표적인 사고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노심은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다고 발할 수 있으므 

로 원자로 과도 상태에 대해서는 이들 두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하였다. 계 

산 결과는 표 3. 1.21에 요약되었다. 

@ 정상 운전 

정상 운전 시 조사 핵연료의 중심 최고 온도는 2169
0

C 로서 

UO:; 핵 연 료의 용융온도(2849
0

C )[3.1.97J 보다 낮고 표면 온도(105'C)도 포 

화 온도025'C) 이하로 유지되므로 운전 중 핵연료 표변에서 기포 받생 

염려는 없다 

@ 반응도 사고 

HANARO 원자로 조건 I&II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로 간주 

되는 제어봉 인출 사고시 MARS에 의한 핵연료 소결체의 최대 온도 및 

MDNBR 변화가 그힘 3.1 .69에 도시되어 있다. 이 사고에서는 냉각 조건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노심 출력은 사고 3.77초 후 최대 129.3% FP까지 증가 

한다. 그러나， 핵연료의 비열이 크가 때문에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와 

MDNBR은 노심 최대 출력 시점 보다 0.5~ 1.3초 느리게 나타난다. 핵연료 

시
 口

즈
 
。 최고 온도는 2378'C 로써 용융 온도보다 낮고 MDNBR도 10.67로 계 

산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더라도 충분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펌프 고착 사고 

핵연료 온도 측면에서 볼 때， 하나로 원자로 조건 III & IV에 

서 가장 심각한 사고인 펌프 고착 사고사 핵연료 온도 변화가 그팀 :3.1.70 

에 도시되어 있다 사고후 원자로 정지 신호에 따라 노심 출력이 감소하지 

만 노심 출력이 높은 사고 후 2초 이내에 유량이 최저 63%FF까지 감소하 

는 사고이다. 사고 동안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는 2170
0

C 로써 용융 온도 

MDNBR도 8.62로 핵연료 건전성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 기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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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은 현재 수행 중이 무계장캡슐 조사시험과 비교하여 시 

험 조건이 같으며， 출력은 더 낮기 때문에 무계장캡슐 조사시험의 안전성 

검토 결과[3.1 .98]에서와 같이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본 시험은 하나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안전성 검토 결론 

전 j딘，F헌 3.1 .9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위 계산 결과는 입력 변수 

의 불확실도 및 가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조사 시험 동안 시험 핵연료의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핵연료에 열전대를 장치하여 연속으로 온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안전 

성 분석이 이루어진 최대 선출력 이하로 조사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감시 

할 수 있다. 

바. 요약 

계장캡슐에 대한 핵적 기계적 해석으로 하나로 조사공 내에서의 구조 

적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계장캡슐을 이용한 노외시험(압랙강하， 진동 

및 내구성시험)으로 기계적 및 수력적 안정성이 확인되었고， 하나로에서 

핵연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하나로에서 핵연 

료용 계장캡슐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입력 변수 

의 불확실도 및 가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조사 시험 동안 시험 핵연료의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핵연료용 계장캡슐은 하나로 OR5 조사공에서 안전하게 설계 

검증을 위한 조사시험이 수행될 수 있으며， 향후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하나로를 이용한 핵연료시험용 계장캡슐의 예비설계 연구개발(INEEL) 

본 연구는 당초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시험기술 개발중 핵연료 조사시 

험용 캡슐개발를 위하여 1 단계로 예비설계를 공동으로 수행한 내역으로 

미국 국립연구소중의 하나인 INEEL과 한국 KAERI 간에서 상호간 합의 

된 계약(계익:서 별전 참조) 조건에 따라 수행되었다 특히 이 분야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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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력 선진국들이 똥상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분야로 대외비 

성격이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잉:국간 협약으로 수행되고 있는 업무 내역 

올 주로 하여 서술하였다 

가. 추진배경 

한국원자력연구소에는 선형핵연료， CANFLEX 핵연료， DUPIC 핵연료 

및 금속 핵연료 개발을 위한 조사시힘을 위하여 계장캡슐음 개발하고 있 

다. 득히， DUPIC 핵연료는 상용발전로(PWR)에서 연소된 핵연료를 가암 

중수로(PH\\따)용 핵연료로 변형시킨 핵연료로서 방사능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hot cell내에서 원격 취급하여 제작하여야 하는 득수성이 있고， 

안전등급 III, 품질등답 Q 및 내진등급 I인 설비가 요구되므로 국내 기술 

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소요기 

술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이며 특히 하나로에 설치하여 사 

용하여야 하므로 하나로와 양립하여야 하고 ASME code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연료 조사시험증 핵연료의 득성 

(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압， 핵연료 변형량)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목적에 따라 조사시험용 핵연료봉과 캡슐에 계장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조사시힘을 위한 제장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 

로，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과 핵연료조사시험용 계장캡슐설계 및 계장기숨분야에서 기술협력 

을 동하여 관련기술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나로에서 계장캡슐을 이용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계장캡슐이 하나로와의 양립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핵연료 조사시험용 

조사설비는 안전등급 III, 품질등급 Q, 내진 등급 I 이며， ASME code 요 

구사항에 따라 설계/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DUPIC 핵연료 시험 

용 조사설비는 조사시료의 방사능;윤 상당히 띠고있어 hot cell내에서 원격 

취급하여 제작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았다. 이로서 국내의 산업체로서 이뜰 

제작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리고 조사중 측정된 핵연료 특성들은 자료 

의 선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로릎 이용한 조사시험 설비 

의 설계/제작 및 계장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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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선진국들과 공동협력으로 필요한 기술개 

발을 수행하면 연구로릎 이용한 조사시험 시설 및 관련기술개발을 성공할 

수 있다 

나 협력연구내용 및 협력연구기관 

(1) 미국 INEEL(협력연구책임자 S.B. Grover) 

1952년부터 1970년까지 첫번째 재료시험로인 MTR(Material Test 

Reactor)의 가동경험이 있다. 그리고， 상용로 설계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노심 구조재 및 핵연료 선정을 위한 조사시험을 주로 수행하였다 

1957년부터 1982년까지 재료시험로의 시험 공간 및 flexibility를 보완하여 

설계건조한 ETR(EngÌneerÌng Test Reactor)로 상용로 조건하에서 핵연료， 

냉각수， moderator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1967년 가동이 시작된 ATR 

(Advanced Test Reactor)는 고농축의 핵 연료를 사용하는 최 대 출력 

250MW의 원자로로서 미국 유일의 재료 시험로이다 캡슐과 loop를 이용 

하여 다양한 재료 및 핵연료에 대한 조사효과연구를 수행하는데 주로 이 

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INEEL이 건조한 원자로는 52개로 경험이 많다. 특 

히， TMI 사고관련한 중대 노섬 사고 조건하에서 핵연료 거동에 대한 연 

구수행도 보유 PBF(Power Burst Facility)를 이용하여 시험한 경험 등 다 

수 보유하고 있다 

(가) 협력 과제명 ; 핵연료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예 tll 설계연구 

협력기관 ; 미국 INEEL 

협 력 기 관과의 계 약(‘99.11) 

협력기간 : 총 9 개월(I차 5개월， 2차 4개월) 

협 력 비 용 : 126,000 US$(Phase l) 

(1차 98,000 US$(‘99.1 1월지 급)， 2차 28,000 US$(2단계 

1차년도 지급예정)) 200,000 US$(Phase II) 

(2) 협력내용에 따른 업무수행 

(가) Phase 1 

1999. 11월에 phase 1이 계약되어 수행된 내용으로는 하나로 및 

연계시설에 대한 정보， 예비설계 및 분석을 위한 MCNP 모델， 반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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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참고로 INEEL에서 현재 계장캡슐 예비설계를 위한 핵적， 기계 

적， 구초적 해석과 Design Specification 작성 이 진행되고 있음 Phase 1 

2 차 시 기 에 서 는 Safety Analysis 수 행 , Phase 1에 대 한 보고서 작성 및 

Phase II의 수행계획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 

그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CD HAl~ARO 및 캡슐설계에 필요한 설계 및 특성자료 송부(KAERI) 

- 조사설비 설계요구조건， 노심 수직공의 설계자료， 하나로 기능 

및 성능요구조건 등 자료 송부 

一 하나로조사공 특성 자료; 하나로 수직공 감마 뜩성자료 송부， 하 

나로 수직공 고속 및 열 증성자속 자료 송부 

@ 하나로 노섬 OR4&5 에서의 MCNP 모델개발(그딩 3.1 .71 , 3.1 .72 

침조) 및 임계검토(KAERI) 

노심조건은 다음과 감다. 

- Fresh clean and full loaded core 

Power : 30MWth 

Position of SOR : a11 out 

• Position of CAR : 1/2 in (350mm in) 

• Dummy bundle site : CT, IR1 , IR2, OR3, OR5, OR6 

- Fuel capsule : OR4 

임 계 (keff)검 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without fuel capsule at OR4 : k1eff = 1.17407 (fsd=O.0004U 

- with fuel capsulc at OR4 : k2eff 二 1.17425 (fsd=O.00038) 

- reactivity : p (mk) = (l/k1eff - 1싸2eff)xlOOO 二 0.1 3mk 

하나로에서 상기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임계검토결과 허용치 

12.5mk 이하로 확인되었다. 

3 조사시험용 대상 핵연료 특성자료 생산 및 INEEL 송부(KAERD 

INEEL에서 설계한 캡슐안을 바탕으로 ~L'김 3.1 .73피 같은 하나-로 

의 OR4 조사공에서 U02 핵띤료 1개와 DUPIC 핵연료 2개룹 조사시킬 경 

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핵면료봉에서의 예상 최대 선출력은 DUPIC 핵연 

료에서는 76.4kW/m, U02 핵연료에서는 88.3k\V/m로 분석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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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le 장전에 따른 노심의 임계도 변화는 lmk 이하로 그 영향이 미미하 

였다. 한편， INEEL에서는 캡슐 설계를 수정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해 재분 

석하였다. 핵연료봉에서의 최대 선출력은 DUPIC 핵연료에서는 48.5kW/ m, 

UOz 핵연료에서는 49.8kW/m로 예상되었다. 또한 캡슐 장전에 따른 반응 

도 변화는 미미하였다 표 3.1 .23과 같은 분석 결과는 INEEL 측에 송부되 

어 검토되었으며 그동안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INEEL.익 노물리 분석 

담당자와 분석결과에 대한 토의를 수행한 바 있다 

@ Instrumented Capsule/Basket 예 비 설 계 도 작성 (I~TEEL) 

초기 설계개념은 Open Basket/ Sealed Capsule개념에서 그램 

3. 1.74와 같은 Sealed Basket/ Sealed Capsule으로 수정 변 경 되 었다‘ 

@ 캡슐 예비설계시방서 작성 (INEEL)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Scope 

- Applicable Document 

- General Design requirement, tolerance, acceptance criteria 

- Specific Design Requirements Applicable code & regulation 

- Q/ A Provisions 

@ 예 비 설 계 도 에 근 거 한 Physics Check, Hydraulic Calculation, 

Thermal Analysis 등 진 행 (INEEL) 

열해석은 ABAQU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그힘 3.1.75 침조) 

주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료/피 복관 캡 : 0.002“, 피 복관/containment: 0.001 

다 연구수행에 따른 주요 문체점 

당초 2 단계 추진계획은 핵연료 캡슐 예비설계관련 최종 진도점검회 

의시 2단계계약 체결예정이었으나， 계약조건이 우리측에 수용하기에 어려 

워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핵연료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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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시스템의 구조해석 및 설계최 적화(위탁과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하나로플 이용한 재료조사시험용 계장캡슐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 

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의 조사시힘은 하나로의 OR 조사공에서 수행될 것 

이기 때문에， 재료 조사시험 캡슐과는 기하학적 형상 및 경계조건에 차이 

가 았다 핵연료 캡슐은 조사시험증 높은 온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이중첼 형태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조사시험중 캡슐의 구조적 건전성올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이증웰 구조물에 대한 기계적 특 

성의 많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3. 1. 9S)].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핵연료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올 확인하기 위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개발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예정인 핵연료 계장캡슐의 기본설계 이를 기초로 조사시험 증 캡슐의 안 

전성 빛 이용자의 요구 조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 건전성 평가 

빛 캡슐 부품들에 대한 최적 지수 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3. 1.100 ，3.1.101J. 

본 연구에서는 이중-웰 형태의 핵연료 캡슐에 대한 구조해석 및 열적 

성능해석을 수행하고， 핵연료캠슐에 대한 Gap의 두께， 피복관의 두께， 외 

통관의 두께， 시험편의 위치등 기하학적 특성에 대한 열적 건전성 및 구조 

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설계단계에서 최석화설계를 통하 

여 ASME Code에서 규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해석은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ANSY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가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시스템의 구조해석 

(1) 개요 

핵연료 캡슐 설계의 초기단계로서 기계적 성능해석을 위한 해석모 

델을 섣정하고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시스템의 구조응력해석， 구조진동 

해석， 구조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고려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응력 

해석， 진동 해석， 좌굴해석을 ANSYS를 통하여 수행하고 이론해릎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결과를 비교하고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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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모델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구조응력해석은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률 이용하였고， Solid45 요소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하였다. 

형상이 대칭인 것을 고려하여 1/4형상으로 모델링하였다. 열해석시에는 2 

차원， 4절점요소를 갖는 PLANE77을 사용하였고 좌굴 및 진동해석시에는 

Beaml88 요소를 사용하였다. 

그럼 3. l.7G은 해석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며， 핵연료 캡슐 및 보호관의 

크기는 외경이 48 mm, 길이 5,000 mm이다. 외통관 및 보호관의 두께는 

변수처리하여 두께변화에 따른 구조응력해석， 구조진동해석， 구조성능해석 

을 수행하였고 핵연료캡슐의 보호관 및 외통관의 재질을 Al 6061 또는 

STS 316에 대해서 각각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핵연료캡슐 본체 외통관의 

재질은 Al 6061 , STS 316 두 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하였다. 하단덮개 

(lower endplate)와 상단덮개 (upper endplate)는 STS 316을 사용하였다. 

(3) 적용하중 및 경계조건 

핵연료캡슐의 본체에 대한 기계적 응력해석에서의 경계조건은 고정 

자유 조건이며， 하중조건으로는 핵연료캡슐위의 제어장비나 보호관의 자중 

(32 kg)과 사람이 누르는 힘(여기서는 사람의 몸무게， 68 kg)을 실제 하중 

값(1 냥n으로 적용하였다. 열응력해석에서는 내벽을 100"C , 외벽을 40
0

C 로 

가정하여 열응력을 해석하였고 좌굳응력해석에서는 핵연료캡슐 하단부를 

고정 혹은 힌지지지의 두 가지 경계조건으로 하여 임계좌굴하중을 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구조응력해석과 마찬가지로 두께를 2 mm부터 0.5 mm씩 증가시켜 

각각의 좌굴하중을 구하였고， 진동해석에서는 핵연료캡슐 내부의 시편 질 

량을 고려하지 않고 핵연료캡슐과 보호관을 한 개의 원통관으로 단순화하 

여 해석하였다 

(4) 해석결과 

(가) 핵연료 캡슐 구조응력해석 

외 통관이 Al 6061 , STS 316 두 가지 경 우 모두 2.36 MPa의 웅 

력을 보이고， 최대응력값은 3.78 MPa이다 두께를 2 mm부터 0.5 mm씩 

증가시켰을 때 응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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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 캡슐 열응력해석 

외통관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의 계산은 외통관 내벽과 외벽면에 

서 온도차가 가장 큰 부분에서의 온도차를 이루어졌다. 외통관의 각 영역 

의 내벽과 외벽의 온도차는 중간에서 60
0

C 로 온도차가 가장 크다. 열응력 

값을 구하면 AI 6061 일때는 65.82 MPa, STS 316일때는 128.4 MPa이다. 

핵연료캡슐 본체 외통관에 작용하는 일차막응력은 2.23 MPa로 외통관 

채질이 AI 6061 일 때 허용응력 33 MPa을 만족하고 재질이 STS 316일 

때 허용응력 156 MPa을 만족한다. 또한 일차막응력과 열응력의 조합된 

응력결과는 A1 6061 일 때 68.05 MPa로 허용응력인 99 MPa을 만족하고， 

STS 316 일 때 일차막응력과 열응력의 조합된 응력결과는 130.63 MPa로 

허용응력인 468 MPa을 만족하였다 

(다) 핵연료 캡슐 좌굴응력해석 

고정 -자유 경계조건이고， 외통관 두께가 3 mm~ 임계좌굴하중 

은 A1 6061 일 때는 2.63 kN , STS 316일 때는 7.51 kN이다. 힌지-자유 경 

계조건이고， 외통관 두께가 3 mm일 때 임계좌굴하중은 A1 6061 일 때 

2.07 kN, STS 316일 때 5.92 kN이 다. 

(라) 핵연료 캡슐 진동해석 

고정-자유 경계조건을 갖는 두께가 3 mm인 경우 Al 6061 재질 

의 핵연료 캡슐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7.99 Hz이고. STS 316 재질의 핵연 

료 캡슐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7.95 Hz이다. 

힌지-자유조건을 갖는 두께가 3 mm인 경우 Al 6061 재질의 핵연료캡 

슐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6.87 Hz, STS 316 재질의 핵연료캡슐에 대한 고 

유진동수는 6.83 Hz이다. 

나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시스템의 열적성능해석 

(1) 개요 

핵연료 캡슐에 사용되는 doub1e sheJl 구조물은 하나로 내에서 뇨二조ι 드I'-一 

온도에서 조사시험을 하기 때문에 열적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 

연료 조사시험캡슐은 핵적， 열적， 기계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 

어야 하므로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정확한 열 특성 및 역학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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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평가는 캡슐 내부의 온도제어 및 건전성 평가에 매우 중요하고， 여러 

매개변수에 따른 이들 특성에 대한 연구도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변수를 채택하여 보다 최적화할 수 있게 변수， 즉 소결체의 위 

치， 지지관 두께 ， gap의 크기 변화에 따른 각 부품의 옹도분포， 지지관 및 

외통관의 열응력 및 변위를 평가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구한 결과 

를 이론해석을 통하여 해석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2) 해석모델 및 방법 

Dou ble shell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대칭성을 이 

용하여 1/6 모델을 생성하였고， 파라미터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치 

수 및 하중조건에 대해서 변수로 처리하였다 그련 3.1.77은 유한요소모델 

을 타나내고 있다.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구조물의 열적 성능해석에서 고려한 모델 

은 축방향으로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원통구조물이다.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구조물은 지지관， 피복관， 소결체， gap, 열매체로 구성되어 있 

다. 냉각수는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구조물의 외통관 바깥표변으로 흐 

르벼 소결체는 핵연료 캡슐 double shell 구조물의 중섬에서 열매체속에 

편심되어 담겨져 있다. 소결체가 3개인 핵연료 캡슐 double shel1 구조물 

은 방위각 60。 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1/6 모델을 생성하였다. 지지관， 외 

통관 그리고 피복관의 재질은 STS304이며， gap에는 헬륨으로 채워져 있 

다. 소결체는 U02이며， 열매체는 NaK이다. 열적성능해석에서 모델의 모든 

gap에서는 전도만을 고려하였다. 지지관에는 열매체로 채워져있고. 소결체 

는 초기 에 double shell 구조물의 중섬 에 서 반경 방향으로 14.5mm만큼 편 

심된 곳에 위치해 있다.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ANSYS 5.6 

을 사용하였으며 ， 이론해석에서는 2차원 열전달방정식을 이용하였다. 

double shell 구조물의 외통관에서는 대류조건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3) 하중 및 경계조건 

Double shell 구조물의 온도 및 열응력을 해석하기 위한 하중조건으 

로는 감마열에 의한 열발생밀도와 냉각수의 온도가 있다. 외통관 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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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에 

40"C 이다. 

STS304이 며 이 때 열 발생 밀 도는 1.22MW/m3
, 

밀도는 13.26MW/m3 이다. 해석은 double shell 구조불에서 

주어진 대류계수 h는 강제대류가 일어나는 

l7kW7/m2이 며 , 

462.60MW/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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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표 

중섣온도가 가장 

있으므로 비선형 해석법음 사용하였다 따라 변하는 특성을 갖고 

(4) 해석결과 

(가) 온도해석 

소결체 최고온 710 
/6 -" 이동시키는 외똥관쪽으로 소결체의 위치를 

그러 감소한다. 피복관 안쪽표면온도(714-709
C

C)는 01 
^ 도(2475- 2424 CC) 

나 소결체가 지지관과 가까워점에 따라 지지관 안쪽표면온도(629 - 658 OC) 

증가하면 크기가 증가한다. gap의 외동관 안쪽표면온도(181 ~ 189 'c )가 q1 
^ 

중섬온도(2451-256 소결체 감소하고 외통관 안쪽표면온도(189-18TC)는 

오
'--득히 지지관의 증가한다. 지지관 안쪽표면온도(688 ~ 802 'c )는 01 

^ 2'C) 

열전달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크다. 이는 gap에 채워진 He의 도상승이 

두께를 증가시카면 캡슐 않기 때문이다 지지관의 되지 잘 이 상대적으로 

소결체 최고온도(2417 - 2425 CC) 피복관 안쪽표면온도(706-71 도
 

오
 

L 의 

지지관 안쪽표면온도(642 -663 CC) , 외통관 안쪽표면온도(188 -189 CC) 
、‘ ‘ ‘ r / 

F 
L 

n U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이론해석 온도해석에서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등에서 

있으며 외통관 부분으 결과는 피복관부분에서 최고 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온도분포의 경향과 외통 경향을 보이고 일치하는 갈수록 로
 
관으로 갈수록 차이는 줄어들어 외동관에서 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열응력해석 

지지관 피 복관(105MPa-104MPa) ， 따른 위치에 소결체의 

열응력변화와 및 Gap의 (142MPa - 151MPa) 외통관(199MPa -209MPa)의 

피복관(103MPa -96MPa), 지지관(148MPa -138MPa) , 외 두께변화에 따른 

두께에 따른 않다 지지관의 열응력변화는 크지 통 관(208MPa - 206MPa) 의 

외통관(208MPa-지 지 관(1l8MPa -162MPa) , 피 복관(105MPa -104MPa) , 

。L 즈二 。1
2. ~ I λA 

적지만 

것을 

크기변화에는 영향이 

크다는 상대적으로 지지관에서 변화는 

다. 열응력의 경우 소결체의 위치변화와 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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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두께변화에는 특히 지지관의 받으며 두께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지관의 

당한 영향을 

캡슐 double shell 시스템의 설계최적화 핵연료 다. 

(1) 개요 

도
 

오
 

L 시스템의 shell double 캡슐 핵연료 의한 감마열에 01 

^ 핵분열 

두께，지지 해석되었고， 다양한 섣계변수(시편의 위치 ， gap의 여으려 。，
2. -0 "-j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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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대류계수)의 그라고 두께 두께， 외통관의 두께， 피복관의 관의 

연구에서는 설계변수의 영향을 바 

시편의 

고려되었다 본 도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온도를 위치， 목적함수로하여 것을 1~ :X.. '
XTτ= 시편에서의 덮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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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류계 경계조건에서의 그리고 두께 크기， 지지관， 피복관， 외통관의 캡의 

도출하였다. 최적 결과를 수를 섣계변수로 선정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한 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설계는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를 

I그 더1 리 
-'- 2. -0 

01 

^ (2) 해석방법 

double double shell 시 스템과 단공 다공 3.1 .79는 그펀 3.1.78. 그펌 

모 해석한 앞에서 있다. 나타내고 해석모텔과 설계변수를 shell 시스템의 

피복관두 지지관두께， 두께， gap으l 시편위치， 동일하며， 기본모텔은 델파 

고려하여 축대칭을 고려하였다. 설계변수로 대해서는 두께에 외통관 께， 

다공 double shell 시스템에 대해서는1/6， 단공 double shell 시스템에 대해 

2-D coupled-field solid 소
 

요
 

사용된 하였다 해석에 1/4모델링을 느
 」

서
 

온도에 따라 변하 도L /셔 드투 。
f브 d 근~ 또한， 재료의 요소인 PLA.1\JE13을 사용하였다. 

알고리 특성을 가-지므로 비선형 해석으로 수행하였다. 사용된 최적설계 1 •-L一

택하 sub-problem approximation method를 하나언 근사화법중 묘
 

즈
 
n 

였다. 

경계조건 디] 

^ (3) 하중 

밀도는 462.60MW 1m3
, 지지판 외통관은 STS304이 

13. 26MW/m3 

열발생 소결체의 

는
 

도
 

밀
 

열발생 NaK의 1.22MW/m3, 열발생빌도는 이때 며 

대류경계조건을 부분에 외통관과 냉각수가 접촉하는 

17kW/m2이며 

경계조건으로 이다 

40 "C 이 도
 

오
 

L 냉각수 대류계수는 

-1f7 -

주어진 해석에 주었다 

다 



(4)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 

캡슐의 기하학적 형상을 변화시켜 소결체 중심에서의 최고온도를 낮 

추는 것이 이 최적설계의 목적이다 제한 조건에는 재료의 허용응력 조건， 

열하중에 의한 변형사 gap에서의 간섭 조건 그리고 구조적으로 원통웰의 

최소두께 조건을 부여하였다. 

(5) 해석결과 

(가) 다공 double shell 시스템에 대한 최적설계 

@ 각각의 설계변수에 대한 최적설계 

다공 double shell 시스템에서의 설계변수로는 시편의 위치， 지지 

관의두께， 캡의 두께， 외통관의 두께 그리고 대류계수가 있다 각각의 설계 

변수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시편의 위치는 14.5mm에서 

15.98mm로， 지지관의 두께는 1.40mm에서 O.74mm로， gap의 두께는 

O.2mm에서 O.Olmm로， 외통관의 두께는 1.40mm에서 1.22mm 그리고 대류 

계수는 17.00kW/m2에서 49. 76kW/m2로 변하였다. 소결체 중심에서의 최대 

온도는 시편의 위치변화에 의해 2513"( 로 지지관의 두께변화에 의해 252 

9
0

C 로， gap의 두께변화에 의해 2220
0

C, 외통관의 두께 변화에 의해 2533'C 

그리고 대류계수의 변화에 의해 2533'C 로 변하였다. 

cv 모든 설계변수에 대한 최적설계 
모든 설계변수를 고려한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시편의 위치는 

15.99mm, 지지관의 두께는 O.74mm, 캡의 두께는 O.02mm, 외통관의 두께 

는 1. 22mm 그리고 대류계수는 49.88kW/m2로 변하였고， 소결체 중심에서 

의 최대온도는 356'C 가 감소한 2181 'C 가 나왔다. 

(나) 단공 double shell 시스템에 대한 최적설계 

φ 각각의 설계변수에 대한 최적설계 

단공 double shell 시스템에서의 설계변수로는 피복관의 두께， 

캡의 두께， 외통관의 두께 그리고 대류계수가 있다‘ 각각의 설계변수에 대 

해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설계변수 피복관의 두께는 1.00mm에서 

2.98mm로， gap의 두께는 O.l55mm에서 O.OlOmm로， 외통관의 두께는 

1.00mm에서 O.50mm 그리고 대류계수는 1700kW/m2에서 49.76kW/m2로 

변하였다. 소결체중심의 최대온도는 피복관의 두께변화에 의해 2540"( ,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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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그리고 두께변화에 의해 2116"C, 외통관의 

류계수의 변화에 의해 2548"C 로 변하였다. 

@ 모든 설계변수에 대한 최적설계 

모든 설계변수를 고려한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피복관의 

두께변화에 의해 2550
0

C 

두께 

대류 두께는 O.86mm 그리고 

중심에서의 

는 O.81mm, 캡의 두께는 O.Olmm, 외통관의 

39. 28kW/m2로 454 "C 가 최대온도는 

고려한 해석결과는 

두께를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하였고， 소결제 

설계변수를 

계수는 

피복관의 모
 

감소한 2106 'C 가 나왔다. 

두께릎 감소해야 하고， 외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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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 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은 하나로를 이용한 핵연료(경수로용 신 

형핵연료， DUPIC 핵연료， 금속핵연료， 미래형 핵연료 등) 조사시험을 수 

행하기 위한 핵연료조사시험용 캡슐과 결합되어 조사시료의 온도를 조사 

목표온도로 제어하고， 핵연료 조사시험 중 피복관 파손에 의해 누출될 수 

있는 방사성 핵분열 생성기체룹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장치는 크게 공정계통과 제어계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계통은 캡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 밸브 및 센 

서 등플 포함하는데， 이의 P&ID룹 그림 3.2.1에 나타내었다. 

제어계통은 사용자 및 운영자가 핵연료 조사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취득， 해당 부분의 제어， 감시 및 경보 등의 기능을 제공 

하는데， 자료수집부와 지역감사 제어부， 원격감시 제어부로 구성된다. 자료 

수집부는 자료취득 및 제어계동으로서 디지럴 입출력 빚 아날로그 입출력 

을 담당하며 지역감시 제어부 및 원격감시 제어부와 연계하여 데이터 송 

수선을 담당한다.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장치의 구성도를 그림 3.2.2에 도시하였다 캡슐 

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정계통의 기기적 구성품(튜빙， 밸브， 

detector, 전송기 등) 중 노외 구성품은 기기 (mechanicaD cubicle에 설치되 

며， 제어 계통의 자료수집부는 제어 (electroniC) cubic1e에 설치된다 

1 공정계통의 원리 

가 온도제어원리 및 기체혼합기 

핵 연료의 표면온도는 fission heat, T-heat, 핵 연효의 U-235 농축도， 

띨도 ， dimension , 원자로의 열중성자속， 선출력 등괴- 열손실량과 관련된 

캡슐 내부구조물의 dimension과 재질， 내， 외부 피복판 사이의 gap에 유입 

되는 기제 (He/Ne) 의 혼합비 등에 좌우된다. 핵연료 표면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연료의 발열량이 적고 조사기간이 짧은 경우 보조히터룹 채용하는 

방법， 캡슐의 이동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열중성자 속 변화활 위해 캡슐을 

원자로 내에서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과 내， 외부 피복관 사이의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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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흐르는 기체의 혼합비 변화로 열전도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3.2.1]. 

본 연구에서는 제약조건이 비교적 적고 운전이 간펀한 흔합기체의 혼합비 

변화로 열전도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정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기체는 

불활성이며 열전도도의 차이가 큰 He과 Ne의 혼합기체를 사용하였다. 

He/Ne의 혼합기체의 조성에 따른 열전도도는 그림 3.2.3에 도시하였다 

[3.2.1]. 

기체혼합기에 의한 캡슐내의 시료온도 제어방식은 내， 외부 피복관 사이 

에 약0.1 ~0.2mm의 gap이 있고， 이 gap 사이로 흐르는 He.찌e가스의 혼합 

비와 기체층의 압력을 조절하여 혼합기체의 열전도도를 변화시켜 핵연료 

표면온도를 조사목표온도로 채어한다. 그림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 

의 몰분율이 높을수록 열전도도가 커져 열손실이 커지므로 핵연료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He의 올분율이 낮아질수록 열전도도가 작아져 열손실이 

작아지므로 핵연료의 표면온도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예비계산 결과 

DUPIC 핵연료 계장캡슐의 gap을 흐르는 He/Ne 혼합기체의 조성을 변화 

시키는 경우 핵연료의 표면온도를 700~ l ,lOOoC 사이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나. 핵연료 파손 감지 및 핵분열 생성물 처리 

핵연료계장캡슐 저l 어계동의 또 따른 기능은 조사시험 중 핵연료 피복 

관이 파손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며 하나로의 안전을 위해 조사시 

험을 중단하고 RCI 배기 duct로 유출되는 He.이e 기체중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이 방출될 경우 이를 제어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핵연료 피복관이 파손되는 경우 유출될 수 있는 핵분열 생성물의 

양을 Origen2 code로 분석하였다[3.2.21 u→235의 농축도가 4%인 핵연료 

펠렛이 5개 들어있는 3개의 피복관을 대상으로 피복관 안에 축적되는 핵 

분열 기체 생성물의 양과 방사능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3.2.4와 그림 3.2.5 

에 표시하였다. 핵분열 생성기체인 Kr과 Xe의 양은 그림 3.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기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데 1 ，050일 후 Kr은 0.149g(표준 

상태에서 13cc) 그리고 Xe는 0.81g(표준상태에서 140cc)이 생성된다， 반면 

Kr과 Xe의 누적 방사능을 조사기 간 30일 정 도까지 급격 히 증가하다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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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반감기가 짧은 Kr과 Xe의 방사성 동 

위원소뜰이 붕괴되어 안정화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U-235의 농축도가 

4%인 펠렛이 5개 들어있는 3개의 펴복관이 동시에 파손되는 경우 유출될 

수 있는 핵분열 기체의 방사능은 조사기간 30일 정도에서 최대가 되며， 이 

때 Kr, Xe파 I의 방사능은 각각 850, 1210, 1530Ci임 을 알 수 있다. 

핵연료 조사시험 시살과 gas cooled reactor 및 방사선 계측장비 등에 

관한 문헌 분석 [3.2.3-3. 2.6]을 통하여 이러한 핵분열 기제를 감지하고 처 

리할 수 있는 핵연료 피복관 파손감지 계통을 구성하였다 이 계동은 

He/Ne 기체중에 포함된 방사성 핵분열 기체의 벙-출 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힐 수 있는 FGM(Fission Gas Monitor)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감쇄 

기간 동안 저장하는 지연용기와 용기내 기체중의 방사능 농도를 감시함 

수 있는 AM(activity monitor), 필요시 방사성 핵분열 기체 등을 제거할 

수 있는 charcoal trap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사시험용 핵연료 캡슐은 풀론， 

상용의 원자로에서도 피복관의 파손은 주로 핵연료 피복관 밖으로 유출되 

어 냉각재 (He 또는 경수) 중에 포함된 방사성의 핵분열 생성물의 종류와 

그 농도릎 측정함으로서 감지되고 있다 핵연료 계장캡슐에 설치되는 핵연 

료 표면온도 제어용 조사핵연료 봉에는 온도 조절을 위해 내， 외부 피복관 

사이로 He이e 혼합기체가 흐르게 되어 있으므로 내부 핵연료 피복관 파 

손시 He/Ne 기체 중에 핵분열 생성기체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 

이 다. 따라서 피 복관 파손감지 를 위 하여 fission gas monitor릎 채 용하였 

다 Kr, Xe과 I의 동위원소로 구성되어있는 방사성 핵분열 기체의 방출농 

도는 gamma spectroscopy에 의해 측정된다. Fission gas monitor에 의해 

핵연료의 파손이 감지된 경우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갇다 

(1) 혼합기체 입， 출구 밸브의 자동 작동에 의한 캡슐의 유로 차단 

(2) 계통 내 잔류 핵 분열 기 체 의 trapping 

(3) 하나로의 운전 정지 여부 판단 

(4) 캡슐의 인출 빚 처리 

핵분열 생성기체는 피복관의 파손에 의하여 He/Ne 혼합기체 중에 포함 

될 수 있다. 핵분열 생성기체의 방출농도가 목표치뜰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제어한 후 방출해야 한다. Kr, Xe 및 I의 동위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핵분 

- 92 -



이용하여 제어하고 지연용기를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짧은 생성기체중 열 

PWR과 advanced 현재 조사시험은 이용한 핵연료계장캡슐을 있다 

핵연료 표면온 표 3.2.1에 나타난 있는데 대상으로 하고 DUPIC 핵연료를 

유출되는 핵연료계장캡슐로부터 요구조건이다. 이용자의 이하는 도 800 "C 

예정이다 

불활성 

연결될 배기덕트에 연결되는 수조상부의 기 체 는 RCI stack으로 

핵분열 방사성 유도방출한도는 Kr과 Xe등의 RCI stack에 서 의 

1.03x 1O-6 Ci!m' 이 다[3.2.71 옥소의 경우 경 우 2.l4x lQ-3 Ci/m' 이 고? 기체의 

tl] 상환기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방사선 감지기가 RCI 사고시 

설치되어있는데 설정치는 유도방출 한도이며 경고치는 설정치 배기덕트에 

의 1/10이다. 하나로의 원활한 운전을 위해 경고치를 기준으로 유출기체의 

다른 RCI room등 이 때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유출되는 방사능 유출량은 무시하였다. 

으
 

E 랴
。
 

-
줄
 

。

π
 

최대 벙사능 

계통에서 

혼합기 체 유량 : 50cc/min :::: 3xl0-3m'/h o 캡슐내의 

: 6,600m'/h 

O 최대 허용 방사능 유출량 

- 볼활성 기 체 : 2.14xlQ-4Ci!m1 x 6,600mJ/h = 1.41Ci/h 

: 1.03x1O-7Ci!m' x 6,600m1/h :::: 6.80x 1O-4Cνh 

o RCI stack의 배기유량 

소
 

오
 「

O 최대 허용 방사능 농도 

一 불활성 기 체 : 1.41Ci!h -;- 3x1O-3 mJ
/ h = 470Ci!mJ 

: 6.80xlO→4Ci써 -;- 3x 1O• 3m'/h :::: 0.227Ci!m' 소
 

오
 「

설계 

가. 공정계통의 

온도제어 계통은 헬륨과 네온 기체혼합물의 

2.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의 

설계 

비율을 자동적으로 변화시 

온도 (예， 핵연료 피복관 온도) 신호가 키도록 설계되었다. 실험 ng로부터 

독립적으로 원하는 비율의 제어기로 보내지며， 이 제어기는 각각의 캡슐에 

밸브를 작동시킨다. 흐르도록 비례제어 헬륨과 네온이 

。

一
R 

E F 헤
 

E ng로 100% 경우에 비상 기체 회로는 원자로 온도가 너무 높은 

출력감소 조치이나， 원자로의 자동 

포함될 것이다. (power setback>가 최종적으로 제어제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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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ζ 

T 이것이 이용된다. 공급하는데 



조사 h당로부터의 배기체 중의 핵분열 생성물은 핵연료 피복관의 건전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된다 핵분열 생성물이 감지되는 경우 배기체는 

delay/trap플 통하여 처리되어 방출되며， 핵연료 피복관이 파손된 캡슐은 

실험이 중지된다. 

(1) 정 상 헬륨공급회 로 

헬릎기체 (100bar)는 공급 라언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47L 실린더 

중 하나로부터 계통에 공급된다. 공급압력은 센서 (PS813/PS823 )에 의해 

감사되는데， 압력이 10 bar 이하로 낮은 경우 실린더 교체를 위해 경고 선 

호를 보낸다. 헬륨 연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두 개의 실런더가 연결되어 있 

다 사용중인 실린더의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운전원은 차 

단밸브(IV813 또는 IV823)를 사용하여 새로운 실린더로부터 가압하여야 

한다 빈 실린더는 헬륨의 연속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교체되어야 한다. 

공급압력은 regulating valve RG81에 의해 저압측은 4bar로 감소되고， 

고압측은 relief valve RV811에 의해 보호되며 공통배기라인으로 연결된 

다. RG81의 저압측은 센서 PS812에 의해 감시된다. 차단밸브 IV812는 

RG81의 일부분으로 항상 열려있다. IV813은 실런더 교체시 개별적인 공 

급계통을 차단하는데 사용되고， IV814는 실린더 교체 완료 후 공기를 제 

거하는데 사용된다. 두 번째 실린더로부터의 헬륨공급은 첫 번째 실린더와 

동일하다. 

IV813과 IV823 후단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실린더로부터의 공급라인이 

합쳐진다. 센서 PT811과 PT822에 의해 압력이 감시되는데， 저압인 경우 

경고 신호를 보내며 저저압인 경우 비상헬륨 공급을 작동시킨다. 헬륨은 

line filter LF82룹 통과하고， 세 개로 나뉘어 각각의 캡슐로 공급된다 

캡슐 1로의 공급라인은 차단밸브 IVll , 압력계 PTlll 그라고 

regulating valve RG 11로 구성 되 어 있다. RGll은 기 체 혼합 엽 구 측의 압 

력을 3bar로 lbar 낮추며. 고압측은 RVll에 의해 보호된다. 후단 회로에 

주입될 가능성이 있는 분진의 제거를 위해 particle filter PFll 이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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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조젤을 위 해 solenoid valve S、! ll ，

proportioning valve PVll과 necdle valve NVll을 통과한다. 이 때 

auto/ manual selector 、Talve Al\l1V11 (3 • way solenoid valve) , 유량계 Fll 

및 차단빨브 IVl1을 거쳐 캡슐로 주입된다 자동운전의 시작은 항상 원자 

로의 출력이 안정된 후에 운전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동운전은 

원자로 출력이 적정치를 벗어날 때 종료되며 이 때 헬륨 비상 주입이 이 

루어진다. 자동운전 시작 시 기체 gap에는 100% 헬륨이 충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수동운전 

수몽운전 시에는 PV를 우회， 격리하고 수동으로 밸브 NVI-M과 

SVll-M올 조작하여 기체 유량올 조절한다. 이러한 수동운전은 실험 보호 

를 위해 자동운전 모드의 안전을 위한 수동운전 모드(낮은 헬륨 공급압력， 

높은 피복관 온도， 낮은 원자로 출력 ， 방사능과 캡슐 압력의 이상)에서도 

수행된다. 

(2) 네온 공급 회로 

헬륨 공급 회로와 동일하다. 

(3) 비상 헬륨 공급 회로 

비상 헬륨 공급 회로는 정싱-적인 기체혼합계통을 우회하여 설치된다. 

비상 헬륨은 Auto/Manual 밸브 AMVl1 ‘ 12 그리고 13의 후단에서 정상 

헬륨공급 라언으로 주입된다. 비상 회로는 최소의 기기로 구성되는데， 핵 

연료 피복관의 고온 트립 PS811의 헬륨 공급 압력의 저一저 그리고 원자 

로 출력의 저 경보에 의해 작동된다. 헬륨 공급 압력은 2차 압력조절 단계 

를 거치지 않은 4 bar이다， 

캡슐 1번으로의 비상 헬륨 공급은 SV31을 열고 SVll , SVll-M과 

A-，-lVIVl1을 닫음으로써 시작된다. 최대 유량은 니들밸브 NV31에 의해 미 

리 조절할 수 있다. 캡슐 2와 3번으로의 비상 헬륨 회로는 캡슐 l번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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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하다 

(4) 핵연료 캡슐 연결 

각 캡슐의 헬륨과 네온 라인에 각각의 차단밸브(CIVll ， 12, 13, 21 , 

22, 23)가 캡슐 가까이에 위치하고 었다. 이 벨브들은 핵연료 피복관 파손 

및 핵분열 기체 등의 누출에 의한 실험 종료에 대비하여 적절한 도구로 

멀리서 닫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헬륨과 네온 라인은 캡슐 기체 캡 

가까이에서 합쳐지므로 지연없이 응답이 빠른 기체 혼합이 이루어진다. 

캡슐의 하단부에는 미세한 필터 PF411 , 421 , 431 이 용접되어 있는데， 기 

치1 흐름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 입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 

능을 가진다. 

각 캡슐 출구 측의 차단밸브 CIV 41 , 42, 43은 ng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 

며， 원격 조절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차단밸브 하단부에 인접하여 ng 

절단점과 퍼지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이 라인들을 통하여 주입된 헬륨은 

ng룹 겨l 풍으로부터 절단하기 전에 ng 내 오염기체를 지연탱크 또는 트랩 

으로 이송시킬 수 있다. 운전정지 모드에서의 헬륨 퍼지운전을 위해서는 

배기 및 delay/trap 계통내 솔레노이드 밸브가 수동으로 조절되어 있어야 

한다 

(5) 배가 회로 

캡슐로부터의 혼합 배기체가 배기계통으로 연결되는 배관의 거리는 

약 20m이다. 먼지제거용 입자 필터 PF4127} 하단부의 기기 보호를 위해 

설치되어 았다. 배관은 밸브 IV41을 사용하여 차단될 수 있으며， 출구의 

과압(> lObar)을 대비하기 위해 RV41도 설치되어 있다. 

배압조절 밸브 RG41은 캡슐 출구압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RG와는 반대되는 역힐이다. 캡슐 출구 압력은 압 

력계 PG41에 의해 지시되는데， 압력계에는 ng의 압력이 항상 주어진 범 

위내 (예로 2~6 bar)에 있고， 원자로 풀의 수두보다 높은 압력으로 유지 

되는지를 감사하기 위하여 고 또는 저압력 경보가 포함되어 있다. 

솔레노이드밸브 SV41은 캡슐출구의 압력손실에 대비하는 사고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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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역할을 한다. 밸브 IV412는 핵연료 파손에 의한 누출된 핵분열 기 

체가 감지되는 경우 기체 회로를 차단할 때 사용된다 

이 때 기체는 방사능감시기 AlVIl의 주위에 감겨있는 차폐된 튜브 코일 

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분열기체생성물을 감시하게 된다. 정상운전 

시 배기체는 열려있는 SV412를 통하여 공용 배기라인으로 배출된다. 핵분 

열생성물이 감지되는 경우 SV412가 닫히고， SV413이 열림으로써 배기체 

는 delay/trap 계통으로 전환된다. 파손된 핵연료 핀이 내장된 캡슐은 출 

구측 밸브 SV41 , 42, 43을 닫음으로써 차단된다. 이 밸브는 수동운전 모드 

에서만 열릴 수 있으며 지연용기 내 기체 압력 및 방사능을 확인한 후에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핵연료 핀이 손상된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캡슐의 실험은 종료된다. 

(6) Delay/trap 계 통 

캡슐이 파손되면 감지되어 즉시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Delay/trap 계통은 각각의 캡슐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 

므로 하나의 캡슐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다른 두 개의 캡슐은 계속 운전할 

수 있다 

지연계통의 주기기는 방사성기체를 수집하여 감쇄기간 동안 저장하는 5 

리터의 차폐 지연용기이다. 방사성 기체를 함유하고 있을 때 용기는 차단 

밸브 IV52에 의해 주 라인으로부터 차단된다. 지연용기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능감지기 AM4에 의해 방사능 준위가 측정된다. 고준위 경보는 캡슐 

출구상의 솔레노이드밸브 SV41 , 42, 43을 닫게 한다. 

지연용기는 정상시 진공상태로 유지시켜 계통 중지 전에 오염 기체를 

최대로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지연용기의 부피는 핵연료 파손시 방사성 

기체가 함유되어 퍼지해야할 부분의 부피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지연용 

기의 부피가 5리터이면 충분하다는 계산 결과를 표 3.2.2에 나타내었다. 보 

수적인 계산을 위해 용기의 초기 압력이 진공이 아난 lbar로 가정하였을 

때， 용기에 오염기체가 4bar까지 가득차는 시간온 정상운전 시 한 개의 캡 

슐에서 나오는 배기체의 유속이 60cm'/mín 이므로 4.2시간이다. 120cm3/min 

의 비상 헬륨 주입시는 2.1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캡슐 한 개의 부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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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라 하고 이 를 충분하게 flushing 하는 데 주입되는 헬륜의 부피가 캡슐 

부파의 7배라고 가정할 때 , flushing 에 필요한 시간은 약 15분이므로 지연 

용기의 용량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5리터의 지연용기는 직경 

139mm의 파이프 상하부에 캡이 용접된 형태로 높이는 약 380mm이다. 

차단밸브 IV54에 의해 연결되는 샘플과 진공계통은 용기틀 .7-1 :묘 。::::J 。
나 。-노 IT 

지시키고， 정확한 방사능 분석을 위해 용기내 시료를 채취할 때 사용된다 

Delay/trap 계통의 압력은 압력계 PG5에 의해 감시된다 고준위 경고 님L 
E프 

생시 솔리1 노이드 버}님 •- SV41 , 42 ，43에 의 해 기체혼합계풍의 출구가 차단 

된다 이 압력계의 범위는 o bar(진공)에서 6bar의 범위를 포함한다. 
차단밸브 IV53은 지연용기 내로 방사성기체가 수집되고 

채취，감쇄 

감돼되는 동안 

용기룹 차단시킨다 
,., 
뇨 배출 그리고 오염 

NV5는 샘플링， 트랩 

이 차단 밸브는 시료 후 공동 배기라인으 

기제를 트랩으로 

통과 및 배기 시의 

열게 된다 니듭밸브 

유량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때 동과시킬 

기체트랩계통은 상온의 활성탄 층을 이용하여 핵분열 생성기체 :ζ ;ζ = 
0- T뇨二 

iodíne 화합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반감기가 긴 iodine 화합물로 인하 

여 지연용기 내 방사성 기체의 감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 OJ- _O_ 
\.i5 2 경우 유용 

하게 활용될 /
기- 있다 표 3.2.3에 트랩의 설계 결과를 

기준하였으며. 

나타내었다 Iodine 

핵종은 가장 흡착력이 떨어지는 CI-bI틀 그림 3.2.5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캡슐내 누적된 최 대 Iodine 량 1.530Ci가 지 연용기에 이송되 

어 비상 He 조건이 유량으로 E 래으 -• -lcl2 통과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필요 

한 5% ~~ ;'(.1-
U 기 TEDA 활성탄 층의 크기는 내경이 53mm. 높이가 50mm로 

산출되었다. E ~Jl으 
- èj '-• 카트리지 형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며， 차폐되어야 하며 필요시 글로브박스 내에 설치될 것이다. 

(7) Rig evacuation 

설계되었으 

차단밸브 IV1l2, 122, 132, 212, 222, 232의 하단 부에 이동식 진공장치 

가 연결되어 었다. 차단밸브 IV74는 기체 혼합 빛 공급계통에 연결한 후 

기체 배가계통과 지연용기 내 공 71 틀 뽑아낼 때 사용된다 

(8) Flushing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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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하거나， 캡 기체를 방사성 계풍내 잔류 헬륨을 사용한 flushing은 

통하여 이루어진다. 차단밸브 IV6를 때
 
이
 

닫았을 三~ • 72 
도등~， 도르r 저 

1 절단하기 으
 
E 

i 
( 

효
 

]

공급계통으로 연결된다. 오염된 기체가 

밸브 NRV6가 설치되어 

공급장치로 
E 
F 해

 근 
라인이 한 개의 

있다.니들밸브가 방지하기 위하여 
• j 。

/'- '2. 역류되는 

사용된다.차단밸브 때 감시할 조절하고 랴
。
 

。

π
 

기체 F6는 유량계 브차되 
I '--'-

헬 캡슐 출구와 delay/ trap 계똥의 전단에서 IV61, 62, 63, 612, 622, 632는 

사용된다 륨 flushing 라인과 연 결시 

표 3.2.4와 같 R.르즈_s•,,'-구성품 기기적 공정계동-의 설치될 cubicle어l 기기 

다. 

설계요건 제어계통의 나 

요건 주요계통의 (1) 

u1 
^ 감시 제어， 구성되며 기기 cubicle로 제어 cubicle과 계통은 요

 
주
 

j (가) 

버l l:l =-, ::l셔 ~(!fi 닝1 ,-'ö -0\ ïÎ -d , 기기적 이「 
λÀ J-，:....， 해

 
” 내

 
제어 cubicle 기능은 loging data 

설치된다. 자료수집 (DAS) 계통은 기 기 cubicle내 에 등)은 detector, 전 송 기 

디지럴 

표시 포함)은 CRT에 

r.- L.. 
.::c.，τ 1/0모율 아나로그 

변수의 상황(경보창 

출력은 

구성된다. 각종 

되고 온도제어는 소프트컨트롤로 수행한다 

。1
joj , 각종 

고처 
。 。

구성되고 제품으로 

1/0모율로 

RTP 

배기 0] 

^ 출력신호，압력센서 출력선호，원자로 계통으로부터의 모
 

(나) 

data 감시되고 

변수와 노외 

의해 저l 어계통에 선호는 감사기 방사성 회로의 체 

계통의 시험 로그된다. 여라 안전기능은 의해 logging(PC) 어1 

한다. 상황에 따라 개시되도록 

출력일 때 저 연구로 1:oL.즈二 
..J- -L-

。J-~
디 " 

저→저 압력 고온. He 공급 핵연료 (다) 

100% He 계동을 개시한다. 기 체 gap윤 flushing하 기 위 하여 내
 

캡슐 

감받 고→고온도일 때 연구로 출력 (j) 핵연료 

때 delay trap 계통으로 배출 기체 전환 물질이 감지될 @ 핵분열 

그
 
닙
 

기체 하나로에 { 이 ç 로 -, λλ 그二 「공급될 중단 없이 혼합계동은 3 기체 
설치하여야 캡슐을 He으로 100% 시) 

요구된다. 

냉각 펼요시(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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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lushing하기 위한 비상 He 우회계통이 

장치를 



(라) 기체(또는 혼합기체)의 유량을 자동과 수동으로 모두 제어할 수 있 

고， 정적(즉 비연속 기체 유량) 모드에서 계통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3개 캡슐의 기체 혼합과 유량은 독립적으로 제어된다. 

(마) 핵연료 피복관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기처}를 감시해야 한 

다. 이것은 각 캡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핵분열 물질이 감지되 

면 오염된 기체를 delay 계통으로 전환하여 붕괴시간을 허용하도록 안전 

대응한다. 필요하면 오염된 기체를 청소하기 위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delay trap 계통은 진공(0 bar절대압력)하에 대기 상태인 반면， 배기 암력 

은 약 3 bar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정상적으로 배기 기체는 공통 배기 라 

인을 통하여 연구소 배기 계통으로 보내지도록 하며 필요시 진공시스템과 

연결하여 겨1통내의 기처1 압력 혹은 흔합기체 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바) 조사시험 중에 주기적으로 배출기체의 상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체 채취용 off1ine을 설치하며 채취한 기체분석은 감마분광기틀 이용하 

여 핵분열 생성물 핵종을 분석한다. 

(사) 핵연료 조사시험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본 제어계통 설계 및 제어프로그램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 하나로 출력 

(2) 3개의 핵연료 캡슐 온도 

@ backup temperature (예로서 설치된 계장 혹은 안전기능 등이 상 

실될 경우) 

@ 그 외 핵연료봉 출력 결정을 위한 냉각수 유속， 냉각수 입， 출구온 

도， 하나로 출력， SPND, LVDT 등. 

(2) 하드웨어 요건 

(가) 이중화요건 

핵연료 계장캡슐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제어용 프로세서는 다음의 

하드웨어에 대하여 단일 고장 기준을 만족하도록 이중화 기기로 설계되어 

야 한다. 

@ 제어용 프로세서의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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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어용 프로세서의 전원 

정상 운전시 이중화된 CPU는 마스터 1:!.1 
^ 슬레이브로 각각 동작하 

여야 하며 특별한 소프트왜어작언 기능 추가 없이 하드웨어 작동으로 양 

CPU의 고장 여부를 상호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마스터 CPU가 비정상임 
。

E효 확인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슬레이브 CPU가 마즈터로 전환되어 단일 

CPU의 고장이 시스템 운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KAERI-net을 활용한 원격감시 제어가능 하여야 한다. 

(나) 확장성 요컨 

핵연료 계장캡슐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수병기간 중에 

발생 가능한 설계변경 1:!.1 
;ζ 확정을 고려하여 최소 25%의 여유와 확장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성능요건 

핵연료 계장캡슐 제어계통 프로세서는 예상되는 최대부하 조건에서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기억소자)와， 처리량， 입， 출력회 

로， 통신망 접속장치 및 기타 지원 하드웨어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하나로 조사공에 장전되어 시험되는 핵연료 계장캡슐의 각종 시험 

조건을 만족시키고 감지한다. 

@ 조사시험 = 고f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하며 자동적 

으로 안전조치를 수행한다. 

@ 온도제어계통 :3개의 독립된 핵연료 캡슐 온도를 앉아e 혼합기체 

로 제어하여 독립적으로 시험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 비상 기체 회로 : 핵연료 온도가 설정치 보다 높은 경우 100% He 

을 온도 제어계통을 우회하여 직접 주입 냉각한다 

(5) 배기계통 : 핵연료 피복관의 건전성을 감시하고， 흔합 기체로부터 

핵분열 물질이 검출되면 배출기체를 delay trap 계통으로 보내고 핵분열 

불질의 대기 방출을 허용치 이하로 되도록 방지한다. 

(라) 운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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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안전기능을 시작하게 하는 수단을 

헬륨과 너1 온의 기체 혼합에 의해 

li] 례제어 

헬륨과 네온 기체혼합물의 

캡슐의 계장출력을 감시하고 시험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은 

비처 λ1억 
I 0 0 그 온도를 제어하며 

제공한다 온도제어는 

연료의 

근거한 열전대에 

독립적 이용하여 벨브릎 온도는 3개의 ~B ι‘ 
며 돋'f 이루어진다 3개의 

조절된다 자동 비율을 계동은 온도제어 。로 

핵연 (예， 온도 핵연료캡슐로부터 젠허 
t크 1:1 설계되었다. 변화시키도록 로

 
으
 

처
 「

각각의 캡슐에 

밸브룹 작동 흐트도록 l:l] 려l 저l 어 

이 저l 어기는 

독립적으로 원하는 비율의 

시킨다. 바상기체 회로는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보내지며， 

헬륨과 네온이 

온도) 신호가 제어가효 피복판 =' l 
..iI-

핵연료캡슐로 100% 헬 

주 안전 조치이나， 원자로의 자동 출력 이용된다 이것이 륨을 공급하는데 

조사 핵연료캡 포함된다. 제어계동에 감소(power setback)가 최 종적 으로 

배기체는 delay 71 0 
/ôT 생성물이 감지되는 핵분열 혐

 
슐로부터의 배기체 

중지된다. trap 장치를 통하여 처리되어 방출되며， 실험이 

user 

interface) 에 의 한 감시 및 제 어 되 어 야 하며 서 버 컴 퓨터 는 LAN (kaeri - net) 

에 연결되어 서버와 동일한 기능올 갖는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야 

GUI(graphic 통한 서버컴퓨터화변을 작업은 일련의 같은 위와 

한다. 

다. 제어계동의 상세설계 

(1) H끼V 상세섣계 

핵연료조사시험용 캡슐과 결합되어 조사시료의 

온도룹 조사목표온도로 제어하기 위한 정치이다. 핵연료캡슐제어장치는 그 

운영자가 

핵연료캡슐제어장치는 

핵연료조사시험플 효과적 1그1 
^ 사용자 보는바와 감이 럼 .3.2.6에서 

경보 등의 01 
^ 제어， 감시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취득‘ 해당 부분의 

구성 제공하며 자료수집부와 지역감시 제어부， 원격감시 제어부로 기능을 

및 아날로 이추려 
l" ~크 • 1 된다. 자료수집부는 자료취득 및 제어계통으로서 디지털 

원격감시 제어부와 연계하여 01 
^ 지역감시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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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며 

데이터 송수선을 담당한다. 

으
 
E 리

 「
-
중
 

]

이
 닙 

二l



(가) 용어의 정의 

CD 자료수집부 

핵연료캡슐제아장치 구성증 현장 선호를 입력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수집하는 부분. 

잉 지역감시 제어부 

핵연료캡슐체어장치 구성중 자료수집부로 부터 수신한 값을 처리 

하여 현장에서 감시 및 재어틀 할 수 있는 부분. 

경j 원격감사 체어부 

핵연료캡슐제어장치 구성중 자료수집부로 부터 수신한 값을 처리 

하여 원격지에서 감시 빛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 

@ ADC(analog to digital conversion) ! DAC(digital to analog 

conversion) 

아날로그량(전류， 주파수 등 연속적인 물리적 양)을 디지털량(정보 

를 부호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계수량)으로 또는 디지털량을 

아날로그량으로 변환하는 것. 

@ SCAN 속도 

디지털 입출력 카드나 아날로그 입출력 카드가 신호를 취득하는 

시간 주기. 

@ wet type digital input 

인출 신호에 전압-이 실려서 디지털 입력 카드로 연결되는 입력선 

호. 

(JJ dry type digital input 

인출 신호가 전압이 설리지 않은 접점으로 디지털 입력 카드로 연 

결되는 입력신호. 

@ hot-standby 시 스 템 

이중화 시스템에서 하나의 CPU가 동작할 때 다른 하나-의 CPU는 

동작중인 CPU를 감시하면서 대기하다가 동작중인 CPU가 fail사 운영권을 

넘겨받아 동작하는 방식. 

(나) 주요 기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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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이중화 요건 

@ 제어계통에 래
 케 

다음의 하드웨어에 제어용 

하여 단일 고장 기준을 만족하도록 이중화 기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프로세서는 사용되는 

@ 제어용 프로세서의 CPU 

@ 제어용 프로세서의 전원 

이 중화된 CPU는 pnmary 빚 backup으로 각각 동 

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추가 없이 하드례어적으로 양 

CPU의 고장 여부를 상호 감시하여야 한다. 

흉 pnmarγ CPU가 비정상임을 확인하는 

운전시 핸 정상 

경우에 자동으로 backup 

운전에 영향을 주 시스템 고장이 CPU가 pnmary로 전환되어 단얻 CPU의 

용이하여야 한다. 

않아야 한다. 

@ 확장성 

@ 설비가 단순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앤 설비가 모율로 구성되어 

@ 다른 설비와의 연계 접속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확장이 v1 
^ 설치 

요건 

지 

및 제작한다 밍 외부 입력신호수를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3 성능 요건 
@ 제어계통 기능 계통의 조건에서 최대부하 예상되는 프로세서는 

충분한 메모리(기억소자)와 처리량， 입출력회로， 통신망 접 수행하기에 도L 
2. 

기타 지원 하드웨어틀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01 
;’R 속장치 

운 영 체 계 (operating system)를 가지 며 실 시 

간 처리를 보장한다. 

@ 현장선호의 자료수집부 

@ 자료수집부는 개방형 

원격감시 디1 
^ 입력에서 지역감시 제어부 

루프 정밀도는 0.1%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제어부 출력까지 

@ 자료취득부의 각 채널이 완전 전기적으로 입력카드는 아날로그 

있어야 한다. 격리되어 

입출력 아날로그 가능하며 입출력 다양한 선호가 뺀 자료수집부는 

카드는 16bit ADC 및 16bit DAC로 설 제 및 저1 작한다. 

카드의 입력신호부와 현장 입력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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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회로부가 격리되어야 한다. 

뺑 자료취득부의 



(다) 구성 

CD 자료수집부 구성 

자료수집부는 설치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모률화된 카드가 사용되 

며， 기능과 확장을 고려하여 카드를 장착 할 수 있도록 chassis 형태로 구 

성되어야 한다. 

I~ main chassis 

제어용 CPU가 장착되는 부분이며 CPU부는 power 및 

packplane을 이중화하여 하나의 CPU가 이상이 발생하여도 다른 하나의 

CPU가 동작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중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bus switch card를 장착하여 CPU 상호간 동작상 

태를 확인(watchdog timer)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CPU가 절체될 경 

우 서로간의 동기를 맞춰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림 

3.2.7에 maín chassis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8 νo chassis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출력 카드가 장착되는 부분이며， 별도의 

CPU를 장착할 필요는 없다 main chassis와 data 동선 이 가능하도록 VO 

인터페이스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power를 이중화한다. 사스템의 입출력 포인트를 고려하여 2개의 I/O 

chassis가 사용되 며 , 마지 막 VO chassis에 는 1/ 0 bus termination module 

이 장착된다. 2개의 I/O chassis는 계통의 구분 및 같은 종류의 선호별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디지럴 입출력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chassis와 아날 

로그 입출력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chassis로 구분한다. 

그림 3.2.8은 디지털 입출력카드가 장착된 I!O chassis를 보여주며， 그림 

3.2.9는 아날로그 입출력카드가 장착된 1/ 0 chassis를 보여주고 있다. 

3 자료수집부 하드웨어 설계 요건 

하드혜어룹 모률화된 차드 단위로 구성하고， 중요부분(CPU， 네트 

워크 카드， 전원공급기)을 이중화하여 설비의 신뢰도를 높인다. 입력변수 

의 전 영역에 대하여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전송 및 처리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를 가져야 한다. 간편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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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 장치간의 적용성이 뛰어나며， 설비의 증설 

빚 새로운 가능의 추가를 고려하여 충분한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각 입출 

력모율의 정상동작여부， 상위 시스템으포의 풍선 여부， 이중화 모율의 

primary / backup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디지털 입력 

@ 모든 접점 입랙카드는 접점 약동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룹 포 

함하며， 필터는 입력 신호가 1000분의 수초동안 안정되지 않으면 설정된 

펄터링 시간동안 불필요한 선호의 채터링을 무시하는 가능활 가지도록 한 

다 

<) 거
딛E 끼→ 

@ wet 및 dry 형태의 디지털 선호가 입력 가능해야 한다. 

@ dry contact랄 위해 24Vdc콸 사용하고 wet contact입 력을 받 

있도록 한다. 

@ 자기 진단기능으로 모늄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앤 디지털 출력 

@ 디지털 출력 카드는 on/off 신호찰 생성할 수 있다. 

@ wet 및 dry 형태의 디지턴 선호가 출력 가능하다. 

@ dry 형태의 디지털 출력은 릴레이 접점윤 저l 공한다 

(250Vac or 30V dc, 2A 이 상의 접 점 rating 지 원) . 

@ 자가 진단기능으로 모률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날로그 입력 

@ 아날로그 입력 카드는 열전대， RTD, 빌리암페어， 빌리볼트， 전 

압을 처리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입럭 모률이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아날로그 입출력 신호의 정확성은 전 범위의 0.025% 보 

다 작아야 한다. 

@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의 해 상도는 16bit 이 상이 어 

야 한다. 

@ 아날로그 입력 모둘은 정확한 신호 취득을 위하여 선호의 종 

류에 따라 전용 아날로그 입략 모탈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채널별로 다음과 같은 조건올 만족하여야 한다 

• 각 입력 채널의 ADC gain 값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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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야 한다. 

• 아날로그 입력 모률은 원전 적용을 통해서 신뢰성이 입증된 

멸티플렉서 방식의 AlD 변환기를 사용한다 

• 최 소 120dB typical CMRR(common mode rejection ratio) 

기능이 내장되어 았어야 한다. 

• 전원인가 및 비인가시 입력 임피던스는 5MQ이상 되어야 한 

다 

• 자기진단기능으로 모둘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날로그 출력 

@ 아날로그 출력 카드는 bipolar 전압 (최대 ←10Vdc~ + lOVdc) 

및 전류 (최대 OmA~+20mA) 형태 등의 선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þ)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의 해상도는 16bit 이 상이 어 

야 한다. 

@ 각 채널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각 채널은 mA, V 등의 선호타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D/A 변환기의 데이터 Read-Back 기능으로 데이터의 건전 

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입력 

을 루프로 연결하여 건전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입력 신호의 공학적 단위 변환처리 

입력 변수에 대한 Engineering Con version은 자료수집부에서 수행한다. 

다. 

뺀 전원공급기 

@ 각 Chassis별로 독립된 두 대의 전원공급기를 설치하여야 한 

@ 한 대의 전원공급기가 최대부하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입력전원은 220Vac(十/- 10%)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상운전 중 분리 가능하여야 한다. 

@ 과전압， 괴-전류 보호회로가 내장 되어야 한다. 

CD MTBF(고장간 평균시간)은 80,0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횟 trim range는 :t5% , load & 1ine regulation은 0.2% 이 내 이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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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 load regulation의 경 우 0.5% 이 어 야 한다. 또 한 peak to peak 출 력 

리플은 +5V에서 1% 이내여야 한다. 

@ 현장 신호 연결 

현장 신호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출력 카드별로 터미널블록 모 

율을 사용하며， 현장 신호가 연결되는 단자의 크기는 14AWG, 16A WG 및 

18AWG 전선이 연결될 수 있고， 진동 등을 고려하여 링타입 나사 조임 

형태로 연결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료수집부에 대한 상세설계 사양 

@ 구성도 

자료수집부는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디지털 입력 및 디 

지털 출력을 처려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입출력 카드의 설치위치 및 배치 

에 대한 구성도는 그림 3.2 .10과 같다. 

@ 구성품 

자료수집부의 구성품의 상세사양(수량， 목록 및 크기 등)은 표 3.2.5와 같 

다. 

Q) 입 ，출력 신호처리 

@ 디지털 입력 신호처리 

디지털 입력 신호처리릎 위하여 RTP 8437/84 16-channel 

isolated DC intput card를 이용하여 디지털 입력 신호룹 처리한다. 전체 4 

개의 카드를 장착하여 디지털 입력 신호를 처리한다 입력 전압은 24Vdc 

를 사용한다. 

생 디지털 출력 신호처리 

디 지 털 출 력 신 호 처 리 는 RTP 8436/ 53 16-channel relay output 

card를 이용한다. 전체 6개의 차드를 장착하여 디지털 출력 신호를 처리한 

다. 출 력 되 는 신호는 relav contact이 다. 

@ 아날로그 입력 신호처려 

아날로그 입 력 선호처 리 는 RTP 8436/ 51 8 • channel iso!ated 

analog input card를 이용한다. 전체 8개의 카드를 장착하여 아날로그 입 

력 선호를 처리한다. 엽력 신호 범위는 4-20m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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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처리 

선호처리는 

@ 아날로그 출력 

isolated 8-channel 8455/38 RTP == 돔『 아날로그 

ö} 카드를 장착하여 이용하여 처리한다 전체 1개의 analog output card를 

신호 범위는 OV- lOV 이다 신호를 처리한다. 출력 날로그 출력 

@ 제어수집부 CPU간 절체 알고리즘 

구성 구성된 hot-standby 시스템으로 이중화로 RTP2200 HCS는 
t:: 
T 시스템은 이루어졌다. 이 

제어권한을 

main chassis와 1/0 chassis들로 하나의 

프로세서가 

은
 

가지며 。1 3':.려 
닙딛i 「 A(prim따y)가 때 정상적일 

준비중인 이상이 감지되면 있게 된다. 만약 A의 B(backup)는 준비상태로 

항상 감시한 갖도록 bus switch card가 시스템을 제어권한을 B가 입출력 

제공한다.4단계 기능을 절체 자동 u1 
;’<감시 다. Bus switch card는 CPU 

입 이중화를 위해 로 구성된 WDT (watchdog timer)는 RTP2200 HCS의 

시스 이중화된 존재하며 A, B와 bus switch card에 프로세서 카드， 출력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2.11은 이중화 처리과정 

을 나타낸다. 

@ 자료수집부 통신규약 

자료수집부에서 

템의 하드워l 어 상태 감사 

통신규약은 TCP!IP, RS-232C 이 

있으며， 

있는 

다. RTP CPU card는 기본적으로 TCPαP 통신 기능이 포함되어 

RS-232C 통신 방식을 사용할 시에는 통신 카드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통신할 수 있 

다. 

호스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사용되는 통신 

컴퓨터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데이터를 

프로토콜로서 1980년 초 미국 국방부가 제정하였다. 유 

표 

저 
L:.. 

@ TCP!IP 

인터넷 상에서 

로토콜이다. 기종이 서로 다른 

송하기 위한 통신 

닉스 CUN1X) 운영체제 내에 채용되었으며 인터넷에도 사용되었고， 유닉스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 TCP!IP는 와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표준이 되었다. TCP/IP의 

전자우편이 

u1 
;‘; 로그인，파일전송 원격 기본 서비스에는 L-'-

장치는 네트워크 연결된 의해 TCP!IP에 밖에도 。1있다. 

숫자 

까‘ 
T 하

 
E 

영문자를 

작업을 
껴
 염
 

카
이
 느
」
 

하
 

터
낀
 

다
 

핀
 

살
 

소
 

주
 

1 

관리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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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node)의 물리적인 

맴핑한다든지， 네트워크를 

LAN 

명으로 



있다 독립적인 개방형 구조로서 이뜰 일련의 프로토콜은 호스트의 하드웨 

어 운영체제， 접속매체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냥 RS-232C 

RS-232C 고시 
。-， 멍 칭 은 interface between data tenninal 

equipment and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employing serial binary 

data interface (직렬 2진 자료 교환 방식을 채택하는 데이터 단말장비와 

데이터 통신장비 간의 인터페이스)이다 데이터 단말장비 (DTE)와 데이터 

통신장비 (DCE)라는 용어는 각각 컴퓨터 시스템과 모템을 표현하는 공식 

적인 용어이다. RS-23271 능은 데이터 통신 기능과 제어 기능의 구분이 명 

확하다 데이터 통신 기능에는 간단히 핀2(송신기)와 펀3(수선기)가 사용 

된다. 데이터가 흐르는 핀은 이 둘 뿐이다. 나머지 핀들은 모두 제어 기능 

에 사용되는데， 제어 기능이라는 이픔은 그들이 모템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상태나 명령을 운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EIA(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에 서 는 0에 서 부터 공식 적 인 상한 

선인 20 ，000bps까지의 속도가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설비에는 데이터 

전송률을 19，200bps로 제한하고있다. 표준에 의하면， 전체 케이블 용량이 

2，500(pF)이상일 경우， 케이블 길이는 50파트05m)를 초과할 수 없다. 인 

터페이스는 짧은 시간 동안 엠의의 두 핀 사이의 회로룹 손상시키지 않 

은 채로 유지사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전류는 0.5A를 초과할 수 없 

다. 이 특성으로 인해 인터페이스는 안전하게 유지됩 수 있다. 출력에 해 

당하는 두 논리 레벨 +5-+15V 및 -5- 一 15V이며 +5--5V 까지 의 전 

압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의 논리 레벨의 차이를 

노이즈 마진이라 한다. 이것은 인터페이스가 2V의 노이즈를 묵인할 수 

있으며， DTE와 DCE 간에 2V의 전압 강하가 생기는 것이 허용될 수 있 

다. 

@ RTP2200 protocol 

RTP2200이 net arrays editor, DDE server, 호스트 컴 퓨터 의 

user program과 통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통신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RTP2200은 half-duplex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RTP2200 target은 slave로 

동작히여 master(host computer)에서 요구하는 명령에만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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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는 응담을 받거 나 time-out펠 때 까지 는 RTP2200 target에 또 다른 

명령을 전송하지 않는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호스트에 

전송하거나 데이터 시간 RTP2200의 현재 작동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 serial 통신 

RTP2200 protocol은 serial 통 신 링 커 를 통 하 여 직 접 통 신 이 

가능하다. 이 프로토콜은 직렬링커를 봉하여 100 7H 의 RTP2200 target 노 

드와의 통신을 지원한다. 각 RTP2200 target 노드는 0-99 중에서 유일한 

노드 주소를 기-지며 ， 노드주소 0은 broadcast 주소로 이용된다 

• UDP/ IP 통신 

동일한 RTP2200 프로토콜이 UDP!IP 패킷애 암호화되어 

캡슐화된다 이 경우 여러 노드가 UDP끼P 프로토콜에 의하여 지원되며， 

UDP를 위 한 port number는 50199이 다‘ 

• TCP!IP 통신 

TCP!IP 프로토콜은 RTP2200 target 노드에 연 계 하여 

TCP/ IP 소켓을 통하여 전송된다. 이 경우 여러 노드가 TCP!IP 프로토콜 

에 의하여 지원되며 ， TCP릎 위한 port number는 50199이다. RTP2200 프 

로토콜은 네트워크콜 구성할 때 설정할 수 있는 TCP / IP connection 

time-out을 가진다. 만일 time-out 주기가 끝나고 소켓에 아무런 메시지가 

수선되지 않으면 RTP2200은 소켓을 close한다， 소켓은 수신이나 전송을 

위하여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데이터도 가다리지 않고， TCP reset 

메시지를 이용하여 close된다 초기 time-out 값은 200초이다. 

(2) H찌 하드웨어 기술규격 

(가) 개요 

RTP22어시스템은 main chassis와 νo chassis로 이루어진 이중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main chassis는 두 개의 CPU 모율이 있으며， 

시스템 동기화 모률을 사용하여 시스템 이중화를 제공하며， 각 CPU 모율 

의 입출력 버스를 통해 I!O chassis로 연결된다. I!O chassis는 mam 

chassis 17H 당 최대 7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RTP 시스템은 이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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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와 일반 산업분야에 적용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 

소의 lE 등급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RTP2200은 hot-standbv 이중화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이용성을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입출력 모율을 제공 

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I10 chassis룹 추가 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환경 을 제 공하는 netsuite는 LDOadder diagram) y. FBD(function block 

diagram)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이더넷을 통하여 제어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 할 수 있다. DCS(Honeywell, Foxboro, Fisher등)와 같은 타사 지l 품 

과 인터패이스도 가능하다 

(나) 이중화 방식 

RTP2200 HCS는 이중화로 구성된 hot-standby 시스템으로서 하나 

의 main chassis와 I10 chassis뜰로 이루어졌다. 이 시스템으로 프로세서 

(입출력 )A， B가 정상적일 때 하나의 프로세서가 준비상태로 있게 되며， 만 

약 이상 상태가 발생되면 준비중인 프로세서로 제어권한이 전환되도록 

bus switch card가 시스템을 항상 감시한다. Bus switch card는 두개의 

CPU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권한블 자동적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이 있다.4 

단계로 구성된 WDT(watch dog timer)는 RTP2200 HCS의 이중화를 위 

해 입출력 카드， 프로세서 A, B와 bus switch card에 존재하며 시스템의 

이중화에 대한 처리를 적절히 수행하게 해준다. 

(다) 구성 

RTP 2200 시스템은 19인치 sub • rack 형 태로 main chassis와 νo 

chassis로 이루어져 있으며 main chassis는 이중화된 내장 프로세서 모율， 

RTP 버스 스위치 빛 이중화된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증화된 내장 프로세 

서 모율은 상위의 시스템에 네트워크틀 저l 공한다. 이중화된 내장 프로세서 

에 연결된 RTP 버스 스위치는 RTP 입출력 버스를 통해 1/0 chassis에 

위치한 입출력 제어기와 연결되며， 전원 연결 후 RTP 입출력 버스에 대 

한 프로세서의 제어권한을 할당한다. 제어권한을 할당받은 프로세서는 주 

(prim31γ) 프로세서가 되며， 상위 컴퓨터와의 통신， RTP 입출력 버스에 

대한 제어권한을 갖게 된다. 제어권한을 받지 못한 프로세서는 backup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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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로 되며 이 프로세서는 주 프로세서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며 그 

동작을 감시만 한다. 1/0 chassis는 하나의 입출력 제어기， 12개의 입출력 

카드 및 전원 장치로 구성된다 입출력 제어기는 RTP 입출력 버스를 통 

해 메인 샤시와 통선을 하며 1/0 chassis내의 입출력 모률을 제어한다. 또 

한 1/0 chassis는 최대 7개까지 RTP 입출력 버스를 통해 main chassis와 

연결이 가능하다. 그림 3.2.12는 RTP2200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라) 모률 규격 

CD Main chassis 

Main chassis는 표준 19인치 패널에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 

며 2중화된 CPU, 전원으로 구성 되 어 있다. Main chassis의 신호처 리 흐름 

에 대하여는 그림 3.2.13의 main chassis block diagram에 표시하였으며 

규격은 아래와 같다. 

lVIounting standard 19-inch equipment cabinet 

RTP 1/0 bus length : 50 feet 

1/0 option card slots : 3 slot/processor 

Size : 178mm x 483mm x 273mm 

cz) 110 chassis 

110 chassis는 이중화된 전원을 제공하며 12개의 입출력 슬롯을 

제공해준다. 1/0 chassis의 신호처리 흐름에 대하여는 그림 3.2.14 110 

chassis block diagram에 표시하였으며 규격은 아래와 같다 . 

. Mounting standard 19-inch equipment cabinet 

. RTP 1/0 bus length : 50 feet 

. 110 option card slots : 12 slot 

. Size : 178mm x 483mm x 273mm 

@ RTP2200 CPU card 

DAS의 주제어 모율로 각 입출력 모율을 제어하며 외부 장치와 통 

신을 수행한다. RTP2200 CPU card의 선호처리 흐름에 대하여는 그림 

3.2.15의 RTP2200 CPU card block diagram에 표시 하였으며 기 능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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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와 같다. 

· 마이크로프로세서 AMD586 32bit microprocessor 

· 네 트워 크 호환 : thin nct(BNC) , 10base--TCUTP) 

. Serial port 호환 : COMHRS-232) , COM2 

. Memory : 16Mbyte DRAM 

. Solid state disks : 512Kbyte EPROM(read only) 

16Mbyte f1ash memory(reacl/write) 

. Power required : 5V :t 5% @ 3A 

@ RTP8437/84, 16-channel isolated DC input card 

디지털 신호의 입력을 제어하는 모율로서 프로세스 및 제어패널로 

부터 디지털신호를 수집한다 DC input card의 선호처리 흐름에 대하여 

는 그립 3.2.1 6의 RTP8437/84, 16-channel isolated DC input card block 

diagram에 표시하였으며 기능적 득성은 아래와 같다. 

· 호환성 : RTP7430 시리즈 장치 컨트롤러와 호환 

· 카드주소 : 샤시. 카드， 슬-돗에 의해 결정 

· 입 랙 수 량 : 16ch, 16bit word로 read 

. test retum 카드 테스프는 항상 가능(선택될 때마다) 

· 입 력 전압 : 24V , 48V or 125V 

· 입력필터 옵션 5mscc 

· 데이터 극성 : 점퍼설정에 따라 on 혹은 off를 true로 선택가능 

· 온도범 위 : -20
o

C to 十85 r storage ,• 20 r to +60
o

C operating 

· 습도 범 위 20% to 80% relative, non-condensing 

· 입 력 isolation RTP GND에 서 1 ，000M외이 상，1 0 pF ( typicaD /입 력 

· 공통 모드 전암 500Vdc max. 

· 전 원 요구사양 +5V @ 600mA 

. Dimensions : 177.8mm(H) x 241.3(L) 

. U ser input connector three 앙piece disconnectable terminal 

blocks. TBl :=: 9 positions, channels 0-• 7, TB2 二 15 positions. channels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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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inal blocks wire size 28-16 A WG, 300V, 8A 

. terminal blocks wíre strip length 7mrn 

@ RTP8436/ 53, 16-channel relay output card 

CPU로부터 처리된 결과 

담당한다 

모율로서 제어하는 。-g 려
 「

츠
 
그
 
) 신호의 디지럴 

기능을 는
 

하
 

려
 「

-
줄
 

제어패널로 1<.1 
?ζ 프로세스 으

 
E 려

 「
츠
 
모
 

디지털 즈
 

<
]

3.2.17의 RTP8436/ 53, 그림 Relay output card의 신호처리 흐름에 대하여는 

토르/셔 
「 。기능적 표시하였으며 16-channel relay output card block diagram에 

표 3.2.6과 갇다. 1<.1 
^ 아래 

호환 장치 컨트롤라와 :RTP7430 시 리 즈 ·호환성 

· 출 력 :high current 출 력 

슬롯에 의해 결정 · 카드주소 : 샤시 카드 

· 접 점 형 태 : foml A (SPST normally open) 

때마다) 

: JP4 : high 혹은 low를 true 출력으로서 선택가능 

항상 가능(선택될 테스트는 차드 . Test return 

·점퍼설정 

리셋된 off로 

선택가능 

리셋동안 

전류싱크를 

걷느t.::l 조L 
E크 .. "L• 

호으 
.. 1• . ]AO-JA15 : 전압소스 

'D 프三 
.J-l._ 리셋 . Power-on power-up 

다. 

때마다 액세스할 명령이 카드에 려
 「

-
줍
 

]:RTP 타이머 워치독 ·출력 

트리거 된다. 타이머는 워치독 ;::::z.. .;::I:1 
도~""ì 

c} 
。3 .35sed카운트 3.2768msec부터 주기 워치독 ~;:J--f 

• 걷-뉘 

1부터 1023) 3.2768msec에 서 

operatmg to +60 0C • 20 0C storage, to +85
0

C : • 20 0C ·온도범위 

20% to 80% relative, non -condensing ·습도범위 

• 최 소부하 10rnA, 5V 

· 최 대부하 : 2A, 250Vac or 30Vdd5A non-inductíve) 

바운싱 

· 공급천원 사양 : +5V @ 900rnA 

3msec ·컨텍 

terminal disconnectable 

. Dimensions : 177.8mrn(H) x 241.3(L) 

2-píece input connecto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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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s, TB1 ::: 9 positions, TB2 ::: 15 positions 

. Terminal blocks wire size : 28-16 AWG, 300V, 8A 

. Terminal blocks wire strip length 7rnm 

@ RTP8436/ 51 , 8 channel isolated analog input card 

아나로그 신호의 입력을 제어하는 모율로서 프로세스 및 제어패널 

로부터 아나로그 신호를 수집한다. Analog input card의 신호처리 흐룹에 

대 하여 는 그림 3.2.18의 RTP8436/51, 8 channel isolated analog input 

card block diagram에 표시하였으며 기능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 호환성 : RTP7430 시리즈 장치 컨트롤러와 호환 

· 카드 주소 (card address) 샤시의 카드 슬롯에 의해 결정 

· 입력 채널 수 :8 채널 

· 입 력신호 범위 : 4mA to 20mA 

· 최 대 입 력 전 압 : :t25V 

· 프로그 램 가능 한 채 널 이 득 (programmable channel gains) 

1 for :!:lO.OV input range 

2 for :t 5.0V input range 

4 for :t 2.5V input range 

8 for :t 1.25V input range 

. Multiplexer type 채널과 채널사이가 완전히 격리된 각각의 

transformer와 8채 널 solid state multiplexer 

. Accuracy : 0.025% of full scale voJtage 

. Sample rate 최 대 50 samples/ sec maximum to meet 

specification 

· 공급전원 사양 : +5V @ 400mA 

· 온도범 위 -20
0

C to +85
0

C, storage 

O'C to +55 t , standard operating 

-20
0

C to +60
o

C, extended operating 

· 습도범 위 20% to 80% relative, non-condensing 

· 절 연 600Vac RMS or 400V dc 1500Vac @ 60Hz for 6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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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stand 

· 공통모드전압 : 600Vac RMS or 400V dc continuous 

· 공통모드 배 제 Crejection) : 133dB typical (lkQ unbalanced) 

· 공동모드 왜 곡(crosstalk) -150dB typical per driven channel 

· 정 상모드 배 제 : -21dB typical at 60Hz 

· 입 력 저 항 : 5MQ typical at 100 samples/sec 

· 입 력 바이 어 스 전 류 8nA maximum at 50 samples/ sec 

· 입 력 소스 저 항 lkQ maximum to meet specifications 

. Dimensions : 169.7mmCH) x 242.6(1) 

. User input connectors 

- connector type : cage c1amp detachable terminal blocks 

- wire gauge : 28-16A WG 

- insulation strip length 6.5mm 

- screw type : M2(metric) 

(]) RTP8455/38, 8-channel isolated Analog output card 

아나로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하는 모률로서 CPU로부터 처리된 신 

호를 프로세스로 출력하여 연속적으로 제어한다. Analog output card의 

신호처리 흐름에 대하여는 그림 3.2.l9의 RTP8455/38, 8-channel isolated 

analog output card block diagram에 표시 하였 으며 기 능 적 특성 은 아 래 와 

같다. 

· 호환성 : RTP7430 시 리 즈 device control1er와 호환 

· 카드주소 (card address) 샤시 카드 슬롯에 의 해 결 정 

· 출력 채널 수 :8채널 

· 출력 신호 : OVdc ~ lOVdc 출력 

· 출 력 절 연 Cisolation) : 500V dc(maximum) 

· 출력 해상도(resolution) 16bits 

· 선 형 에 러 (intεgral) at 25
0

C current i8 LSB(typical), error 

form straight line (note: For current mode, current must be 10μA above 

the "off"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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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에 러 at other than 25 'c : 25 pprrν℃ 

. Monotonicity monotonic ovεr rated temperature range 

· 설정시간 : 40].1Sεc 이하 

. Slew rate current outputs 1rnA/].1sec( typical) 

. Voltage compliance range for current outputs :tl3V 

· 부하 서항 전류 출력(점퍼에 의해 선택 550Q max. , 0 잉 

min. , reference to Ground 1,300.Q max. , 500Q min. , reference to -15V 

(Note: Operation below 500Q is allowed, but will introducc a 

self-heating gain error of about 15μA) 

. Cata latency 출력 값의 변화는 RTP 출력 명령과 출력 섣정 

시간으로 인해 10msec까지 지연된다 

. Output protection outputs can be shorted to OV indefinitely 

. Reset power-up 리셋사에， 모든 풀력 데이터 값뜰은 중립값 

(OV, 4rnA , or OrnA)으로 돌아가고， 모든 출력은 금지되고， 출력틀은 카드가 

액셰스되기 전까지 RTP 입력이 전해지지 않아 출력되지 않는다 

. Rata word format 16bit 

. Test retum 카드 테스트는 언제든 가능하다. (선택될 때마다) 

· 출력 워치독 타이마 : RTP 입·출력 병령이 카드에 액세스할 때 

마다 출 력 위 치 독 timer는 재 tngger된 다. 

· 출 력 워 치 독 주 기 lOmsec에 서 1.28sec까지 20msec 씩 증가 

· 온도범위 -20 0C to +85'C , storage 

O'C to +55'C , standard operating 

• 20 'c to +60 'c , extended operating 

· 습 도 범 위 20% to 80% relative, non-condensing 

· 공급전원 사양 : 十5V @ 0.5A(typical) RTP 샤시에서 그
 
H 고

 
。

+24V @ 600rnA 외 부 powcr supply 에 서 

. Dimensions : 177.8mm(H) x 241.3(1) 

그
 
닙
 

고
 
。

. U ser input connector 

- Three 2--piece disconnectable terminal blocks 

TB1 = 9 positions, channel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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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2 二 15 positions, channels 3-7 

TB3 = 6 positions, power and redundant interface 

. Tenninal blocks: 

- wire size : 28-16 AWG. 300V. 8A 

wire sip length 7mm 

3. 노외 성능시험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은 이용자 요구조건인 핵연료 표면온도 

를 조사목표 온도로 제어하기 위하여 혼합기체의 혼합비 변화에 따른 열 

전도도틀 조절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핵연료 표면온도 제어방법 

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노외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피복관 형태의 모의 핵연료봉. DUPIC 모의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 피복관 gap에 He여e 혼합기체릎 주입할 수 있는 기체 혼합계통을 

제작하였고， ENG.동에 설치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핵연료봉 표변온도 제 

어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 성능시험 장치 제작 

(1) 모의핵연료봉 및 무계장캡슐 

핵연료 표면온도 제어 가능성 실험은 ENG.동에 설치된 캡슐 test section에 

서 수행하였고， DUPIC 모의핵연료 조사시험용 mock-up 무계장캡슐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3.2.20과 같이 모의 핵연료봉의 가열부분의 길이를 

실제 조사될 핵연료와 같이 약 60 mm로 하였으며， 모의핵연료봉의 길이를 약 

160mm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3.2.20에서 보는 바와 갇이 피복관 내부에는 핵분열에 의한 발열을 모사 

하기 위한 cartridge heater가 설치되어 있다. Inner tube에 설치되는 heater의 

용량은 실제 조사 핵연료 길이를 모사하기 위하여 직경 8mm, 길이 약 105 mm, 

용량 200W로 하였다. 그리고， 내부 피복관 표면에는 기체 혼합비에 따른 온도 

변화 측정을 위해 열전대 (K type, ψ1.7)를 설치하였다 모의 핵연료봉은 이중 피 

복관으로 되어 있고， 재질은 STS이다 Inner tube와 outer tube 사이의 ga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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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두께를 3mm로 하였다. 또한， 혼합기체 0.1 mm로 하였고， inner tube의 

이상과 연결하였다. tube를 1/8" 모의핵연료봉 상하단에 외경 위해서는 배출을 

핵연료봉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같은 설계에 따라 제작된 모의 

- 외경 : 21.7 mm 

길이 : 176 mm 

- Gap : 0.12 mm 

一 히터 용량 : 173W 220V(실험치) 

一 가스 tube : 1/8" STS 

- 열전대 : “K" type, , 1V1.7 

히터 전원라인 : M1 cable, 10 m 

아크릴시험장치를 시험은 ENG 동의 가능성 유량에 따른 표면온도 제어 기체 

느
 」

보
 

유동관에 장탈착될 수 있도록 그림 3.2.21에서 이용하였다. 따라서 

바와 같이 무계 장캡슐 central rod에 

아크릴 

고정될 수 있도록 DUP1C 모의핵연료봉이 

설계 변경하여 제작 모의핵연료 조사시험용 mock-up 무계장캡슐의 일부부품을 

고정되 무계 장캡 슐의 central rod와 함께 

support tube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하였다 

모의 핵연료봉이 변경시 설계 하였다. 

고， 

(2) 기채혼합장치 

혼합기체에 의한 온도변화 측정실 

기체혼합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장치의 제 

표면 핵연료봉의 내부피복관 모의 

그림 3.2.22와 같이 험플 위하여 

어범위는 다음과 같다 

- 혼합비 제 어 범 위 : He (O-lOO%) 十 Ne(O- lOO%) 

He (O-lOO%) + N2 (O• 100%) 

• 압력제어범위 : 0 ~ 4 kg/cm2 

유량제어범위 : 100 cc/min(혼합기 체) 

기체혼합비 위하여 유량저1 어틀 혼합기체의 1:11 
>’<제어 2종류의 그리고， 

MFC(Mass Flow Controller) 27B 가 사용되 었으며 , PLC를 

작성하여 제어하였다. PLC로 입 

연산하여 

O• 100 cc/min의 

사용하여 혼합비를 깨어하는 알고리즘을 

력 된 각각의 MFC의 PV (Process Value)값을 혼합기처1 량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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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제어실험 장치 

3.2.23에 

감지 장치는 

그림 개략도를 장치의 

나타난 

온도제어를 위한 

하단부에 

핵연료조사시험중 

파손 

기체 압력에 대한 온도변 

핵연료 :zlJ ~ι 
며놓혼 

시험이므로 설치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관찰하기 위하여 0-4 kg!cm2의 

Control1er)를 사용하여 모의 핵 연료봉의 

나타내었다. 그림 3.2.23의 

노외 

Pressure 

혼합 기체의 압력을 제어하 

APC(Automatic 화를 

gap내 

였다. 

나 실험 결과 

혼합비， 유량 및 압력에 따른 핵연료 표면온도의 변화에 대한 실험은 기체의 

수행되 

(1) 정지수조와 유동수조에서의 승온능력 비교실험 

표 3.2.7과 표 3.2.8은 정지수조 및 유동수조에서의 

혼합비， 유량 및 압력에 따른 gap에서의 승온 비교설험을 수행한 결과 

이용하여 정지수조와 유동수조에서 

모의핵연료봉으로 주입되 

무계장캡슐을 조립된 모의핵연료봉이 

었다. 

는 기체의 

비교하여 그리고， 그림 3.2.24는 혼합기체에 따른 승온변화를 있다 를 나타내고 

온도가 비교 나타낸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정지수조에 비하여 유동수조에서의 

유지되었으며， 기체 혼합비에 따른 승온현상도 정지수조에 표π
 

비하여 낮게 적 

수조가 작게 나타났다. 유량 및 압력에 따른 승온변화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 

으나 유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때에는 승온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승온능력 비교 

표 3.2.9와 표 3.210은 유동수조에서 모의핵연료봉으로 주입되는 흔합기체 

He+Ne와 He+N2에 따른 승온 비교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 Ne 및 N2 기체의 

그림 3.2.25는 혼합기체에 따른 승온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He 보다는 Ne와 N2 기체를 사용하였을 때 그림 3.2.25에서 

열전도도 

가 300K에서 각각 0.151 , 0.0489, 0.0259 W /m/K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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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핵연료봉의 승온은 혼합기체의 유량을 50과 100 cc/min, 압력을 1, 2, 3 

kgicm2 토 크게 변화시킨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음올 말 수 있다 이는 기체의 

유량과 압력은 수조로의 열전단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혼합기체의 혼합비 변화에 따른 열전도도룹 조절하는 방법으로 핵 

연료의 표면온도를 제어하는 빙법은 적절하며 이 때의 주 인자는 유량과 압력이 

아니고 기제 혼합비임을 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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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기술개발 

1 재계장/재조사 기술현황 

가 조사 핵연료봉의 재계장기술 

고연소도 핵연료의 성능평가에는 연구로에서의 조사조건과 연구로에 

서 조사하기 전에 핵연료봉에 적절한 계장을 함으로써 on-line으로 특정 

핵연료봉 변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된 핵연료봉에 특성 측정장 

치를 계장하는 방법은 노묘웨이 Halden , 일본 ]AERI, 네덜란드 HFR 등에 

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라한 계장에는 열전대， bellows를 이용한 

핵연료봉 내압측정 transducer 빚 변형 측정 계측기 등을 조사된 핵연료 

봉에 계장하는 기술이다. 

특히， 핵연료봉 내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장후 조사된 핵연료봉에서 

평가된 압력으로 He gas를 채우고， 용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된 핵연 

료봉에 핵연료 중심 열전대를 계장하기 위한 기술이 개밥되었다. 이 기술 

은 원래 Denmark에 있는 Riso 연구소에서 개발되었고 시험로에서 오랜 

기간동안 조사할 필요없이 고면소도에서 핵연료 열적 성능의 조사를 가능 

하게 한다. 

Hot cell에 서 사용되 기 위 하여 제 작된 재 계 장(re-instrumentation) 장치 

는 절단/연마(cutting/ grinding) 장치， freezing/ drilling 장치 그리고 용접/ 

건조(welding/ drying ) 장치의 3 가지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 핵연 

료봉- 절단， 봉단마개틀 설치하기 위한 핵연료 제거， 피복관 용접부분의 산 

화층 제거， 새로운 봉단마개 설치가 절단/연마 장치에서 수행된다‘ 또한， 

이 장치는 핵연료 중심에 열전대를 설치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열전대를 

설치하기 위해 핵연료 소결체에 구벙을 가공하는 작업은 freezing/ drilli ng 

장치에서 수행된다 먼저 액체 C02로서 핵연료봉을 채우고 액제 N2로 

freezing , 열 전 대 설 치 룹 위 하여 2.5 mm diamond drill로 중심 hole을 뚫 

고，1\10←tube룹 삽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용접은 25 bar까지의 압력에 맞도록 설계된 암력 chamber가 있는 용접/ 

건조 장치 (vacuum oven)에서 수행된다. 용접 chamber 내부는 핵연료봉을 

회 전시 키 는 물림 쇠 (chuck)를 제 어 하는 step motor, 2-3 rod supports 및 

-123 -



TIG-weld electrode7} 있다. 용접 chamber 내부 부품은 hot cell에 서 작업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guide rails에 설치되어 있다. 핵연료봉이 설치되고 

TIG-weld electrode가 정확하게 정 렬되면 전체 장치가 guide rails을 따라 

압력 chamber 안으로 이동된다. Chamber는 진공으로 되고， 용접하기 전 

에 적 어 도 3회 He으로 purgmg한디 . 건조 oven은 용접 chamber 외 곽에 

설치되어 있고 진공펌프에 연결되어 있다. Oven은 전기적으로 가열되고 

thermostat가 제어한다. 또한， He 누설시험은 건조 oven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장치를 hot cell에 설치하기 전에 조사저항성과 필요한 유지보수 

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평가룹 수행하여야 한다. 즉， 첫 단계는 coJd 조건 

하에서 재계장 기술의 자격화， 두 번째 단계에서는 hot celI 내에서의 공정 

자격화이다 

HRP에서 개발된 장비를 이용한 재계장 공정 중 조사 핵연료봉에 열전 

대룹 설치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절차흘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3.l - 3. :3.5]. 

• 조사 핵연료 중앙에 열전대 hot junction이 위치하도록 절단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핵연료봉에 대한 종성자 radiography를 수행한다 

• 절단과 연마 장치에서 핵연료봉을 절단하고， 핵연료의 한쪽 봉단 

마개를 설치하기 위해 diamond drìll로 핵연료룹 제거한다. 

- 봉단마개 용접을 위해 피복관 내/외부의 산화층을 제거한다. 

핵연료봉에 Ah03 end pellets , plenum sprìng 및 봉단마개를 결함 

하여 용접장치로 이송한다. 

」 봉단마개룰 용접 한 후에 핵연료봉을 freezing 및 drìlling 장치로 

이송한다. 

• 핵연료는 액체 cO:z(압력 60 bar)로 충진한다. 다음에 액체질소로 

freezing 장치를 채움으로써 C02는 응고된다. 이에 따라 핵연료가 

drilling되는 동안에 핵연료 조각들이 제 위치에 있게 된다. 또한， C02 

는 중앙 hole이 완전하게 drilling된 후 가열함으로써 완전하게 제거되 

는 이점이 있다 

} 중앙 hole은 직경 2.5mm의 diamond drill에 의해 가공된다. 

Drìlling 된 핵연료는 C02가 제거되었을 때 조사동안 형성된 crack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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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중앙 hole의 형상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drilling 후에 핵연료와 양립할 수 있는 Mo tube를 중앙 hole에 

한다 

λ1- 01 
업 닙 

- 핵연료봉은 가압 하에서 상온까지 가열된다. 압력을 제거한 후에 

핵연료봉을 건조장치에 넣고 300t 에서 72시간동안 진공으로 가열하 

여 COz를 제거한다 

一 그리고， 핵연료봉을 다시 절단 빛 연마 장치로 이송한다 열전대 

(3%W25%Re, MgO insulator, \끼T22%Re 피 복)를 핵 연료 안에 설 치 하 

고， 봉단마개를 조립한다 그리고， 핵연료봉을 용접장치로 이송한다 

一 핵연료 내부를 He 가스로 3회 purgmg하고， 요구조건에 따라 가스 

를 충진한다. 다음에 핵연료봉을 최종 용접한다. 

재계장된 핵연료봉의 용접건전성을 He 누출시험으로 확인하고， 열 

전대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핵연료 중앙 hole의 정확한 정렬과 열전대의 정확한 

반경 및 축방향의 위 치 를 중성 자 radiography로 확인 한다 

HRP에서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현황은 다음파 같 

다 

1) 핵연료봉 준비 및 절단 장비 

핵연료봉 절단， 핵연료 제거， 피복관 용접 부위 세척 및 새로운 봉 

단마개 장착과 관련된 모든 공정은 그펌 3.3.1에서 보여준 장치에서 수행 

된다. 

2) 핵 연 료 drilling 장비 

Drilling 및 freezing 장비는 그힘 :3.3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열전대 

설치를 위해 핵연료에 hole플 drilling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공정은 이 기 

기에서 행해진다. 액체 C02로 핵연료봉을 채우고， 다음에 액체질소로 

freezing하여 직경 2.5mm의 diamond drill로 열전대를 위한 구멍을 뚫고 

그 hole에 Mo一tube를 삽입하는 공정이 포함된다. dri11의 회전과 핵연료봉 

의 수평 이동은 프로그램하여 수행된다. 회전은 frequency 제어된 AC 

motor로 수행되며， step motor에 의해 translation이 수행된다. 기기 오염 

을 줄이기 위해 진공 cleaner에 연결된 shield가 dri l1 주위에 같이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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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3) 용접 빚 건조 장비 

γ[ 낀 :L:L3에서는 용접장치와 진공컨조로를 보여주고 있다. 용접은 

25 bars까지 가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chamber 내에서 수행된다 용접 

chambcr 내부에는 핵연료봉윤 회전시키는 step motor로 조절되는 chuck, 

2-3개익 봉지지대， TIG 용접 electrode가 있다. 모든 내부 부품둡은 hot 

cell 내부에서의 작동을 쉽게 하기 위해 guide rail 위에 설치되어 있다. 핵 

연료봉이 설치되고 TIG electrode가 정확하게 정렬되었을 때， 완전한 장 

치는 guide rail을 따라 암력 chamber 내부로 이동되고 밀폐된다. 

Chambcr는 용접되기 전에 He 가스로 최소한 3회 정도 바우고 재충진한 

따 TIG 용접파 핵연료봉 회전윤 위한 전원은 동시에 공급된다 용접변수 

들은 제어기에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팀 3.3.3과 같이 진공건조로는 용접 

chamber 외부에 설치되어 진공 pump에 연결된다 진공건조로는 잔기적으 

로 가열되며 thermostat로 제어된다. 최종 He 누출시힘은 진공컨조로 내 

에서 수행된다 hot cell에 설치하기 전에 각 부품들은 내방사선과 어려움 

없이 필요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다는 확신과 관련된 광범위의 평가 

릎 받는다. 

최근에는 hot cell 오염의 최소화와 기기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module 개념을 도입하여 그띤 3.:3.:1와 갇은 장비를 개발하였다 한편 일본 

에서도 HRP의 기술을 토대로 그먼 3‘3.5화 갇은 재계장장비플 개발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핵연료 재조사 기술 

조사핵연료의 재계장 후에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재조사찰 위한 조사 

설비가 있어야 한다. 연구용 원자로룹 보유한 노르웨이， 띤본， 네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각국의 연구용 원자로 및 hot cell 특성에 맞는 조사설비 

룹 개발하여 연구용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재조사를 수행하고 었다. 

하나로에서 핵연료의 재조사릎 위해서는 하나로와 hot cell이 분리되어 

있음융 고려하고， 하나-료 수조에서의 조립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룹 위한 

시설파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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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약 

연구용원자로틀 보유한 국가에서는 조사된 핵연료의 고연소도 연구를 

위해 재계장 기술을 개발하여 핵연료 재조사시험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 

서， 국내에서도 고연소도 핵연료 연구블 위해서는 조사된 핵연료의 가공 

및 재계장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hot cell과 연구용원자로 특성에 적합한 

기기 취급기술， 조사설비 및 조사설비 조립기술개발이 요구된다. 

2. 핵연료 특성 측정 계장기술 개발 

연구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힘을 위한 계장기술 개받은 조사시험중 핵 

연료의 노내 거동 연구 벚 섣겨1 자료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핵연료 조 

사시험의 계장을 위하여 핵연료 온도측정， 핵연료봉 내압 측정， 핵연료 변 

형 측정， 그리고 중성자 조사량 측정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림 3. 3.6과 같 

이 제어시스템을 설계·구성하여 02F-llK 핵연료 계장캡슐 조사시험 시에 

핵연료 중심온도 측정과 중성자 조사량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팩연료 

소김체픔 :상입하여 열전대 (thcnnocouplc) ， 암팍제 찬행치1 듭 ]'1- 갇은 겨1 

측 씬서늪윤 상착하기 워한 헥떤 jL 핑-의 제삭기숲 게반에 펀'1해서는 제3장 

3섣 3항에 상서l 하거1 지숨꾀아 었으며， 여지서는 개정-기술 게만윤 위한 센 

서와 겨]측기의 선정， 그펴고 선호 히1 삭 빙법듬어1 판하여 기숲히-였디 

가. 핵연료 온도 측정 

핵연료 조사시힘을 수행하기 획한 계장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열전대를 

이용한 조사시험 중 핵연료의 중심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 

다. 

핵연료 중심의 예상온도는 약 1 ，500"C 이므로 C-type 열전대를 사용하 

였 다. 이 것 은 크 게 sensor, compensation cable, cold junction, 그 리 고 seal 

tube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것의 도면은 그림 3.3.7 

과 같으며， 실제 모습은 그림 3.3.8과 같다. 

C type Thennocouple 

• Material Tungsten Rhenium 5%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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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er Diameter : l.2 mm 

• Wall thickness : 12% of the outer(l .2 mm) == 0.14 mm 

• Length : 92 mm 

- Cold J unction 

Material : Inconel 600 

• The mounting will be made by Laser welding 

• Length 20 mm, outer dia. 2 mm 

- Seal Tube 

• Material : Inconel 600 

• The mounting will be made by Laser Welding 

• He Leak Test : 30 bar 

• Length : 27 mm 

- Compensation Cable 

Material : Inconel 600 

• Length total 16 m (from end of cold junction) 

• Outer dia. 1 mm 

이 열선대는 핵연료봉 안에 장입된 핵연료 소결체의 중앙에 삽입되며， 

cold junction은 sensor와 cable 연결부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seal 

tube는 핵연료봉을 밀폐하면서 혈산대 cable을 핵연료봉 밖으로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02F-llK 핵연료 계정-캡슐에는 3개의 핵연료 

봉이 장착되었으며， 각 핵연료봉에 1개씩의 열전대가 장착되었다. 

열전대의 건전성은 철연저항과 도통저항을 측정하여 판단하게되는데 

금번 02F-llK 핵연료 계장캡슐에 장착된 3개 연전대의 저항 측정값은 다 

음 표 3.3.1과 같다. 저항측정은 캡슐 조립 천과 캡슐을 하나로에 장입 완 

료한 후 각각 측정하여 건전성을 확인한다. 

열선대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룹 수집하기 위해서 M←System사에서 저1 

작한 WTS-0550HlE/K 열전대 transmitter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1개의 

열전대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2개의 0~5V 출력을 제공한다. 수집 가능 

한 온도 범위는 O~2300QC 이고， 선형성 Oinearity)의 오차가 최대 1: 0.04% 

이다. 따라서， 수집된 O~5V의 선호를 0~23000C 로 1차 선형식에 의해 환 

산하여 측정 온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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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측정기술 개발윤 위하여 열전대와 transmitter-룹 선정하고， 열전 

대즙 핵연료굉-에 장입하기 위한 관덴 부품갚윤 섣계·제작하고 섬치기숨을 

개받히-였으며， 02F • llK 핵연료 세상캠숨의 조사시 힘윤 봉허-여 헥띤료 증 

선온도감 성공적으보 수집함으5~써 온도끽:정 -;1 숲 개 t펀-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디. 

나. 핵연료봉 내압 측정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계장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L 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선 형 변 위 차 동트 랜 스)를 

이용한 조사시험 중 핵연료봉의 내부압력 측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 

술은 핵연료봉 내부에 장입된 핵연료 소결체에 의해 조사시험 시 생성되 

는 핵분열 생성물로 인한 핵연료봉의 내부압력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핵연료봉 내부 압력 측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핵연료 조사시험에 

가장 적합한 노르웨이 Halden에서 개발된 LVDT와 압력계 (pressure 

transducer)를 선정하였다. 이것의 개요도는 그림 3.3.9와 같으며 LVDT는 

1차와 2차 coil로 구성 되 고， 이 것 은 각각 pnmary와 secondary cable로 연 

결되어 있다 압력계는 bellows type이며 bellows에 압력이 가해지면 

bellows 끝에 부착된 magnetic core가 움직 이 도록 구성 되 어 있어 있고， 

magnetic core의 위치에 따라 LVDT에서 전류가 발생된다 핵연료봉 내압 

측정을 위해 선정된 LVDT 714와 BCA(Bellows Core Assembly) 781의 

특성은 측정 가능 암력이 0-30 bar이며， 출력으로 -5-+5 V를 제공하고， 

240 0C 에 서 의 sensitivity는 2.29 mV/bar이 고 temperature sensitivity 

(from 240
0

C)는 -0.82 %/'C 이 다. 이 것 의 실 제 모습은 3.3.10과 같다. 이 

LVDT의 출력신호 증폭을 위하여 그림 3.3.1 1과 같은 electronics unit를 

사용하였으며， 이것의 사양은 표 3.3.2와 같다. 이 LVDT와 BCA는 개념도 

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핵연료봉의 끝과 BCA의 end plug부분이 밀봉 용접 

되어 장착될 것이다. 

선정된 LVDT 714와 BCA 781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시험 시 수집될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3.1 2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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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시험올 수행하였다. 노외시험은 상온부터 300
0

C까지와 O~30 bar의 환 

경에서 LVDT의 선형성 Oinearity)을 파악하고， 온도 변화에 따픔 LVDT의 

특성변화달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노외 

시험 장치는 그림 3.3 .13의 개요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온 노외사험시 

LVDT와 BCA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argon gas 분위기 chamber와 온 

도 조절을 위 한 furnace & 온도 controller, helium gas릎 사용하여 압력 

변화를 모사하지 위한 가압 adapter와 압력측정을 위한 digital 압력계， 

LVDT의 출력 신호와 압력 계 의 선호릎 받기 위 한 data acquisition system, 

그리고 암력을 조절하기 위한 가압 및 배가 밸브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때 

고려 사항은 노외시험 후 LVDT와 BCA를 실제 핵연료 캡율에 사용하여 

야하므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노외사험을 통하여 그림 3.3.14와 같이 LVDT 714와 BCA 781의 선 

형성을 파악하였고， LVDT가 온도에 민감하므로 그펌 3.3 .15와 갈이 온도 

변화에 따른 sensitivitv 변화틀 파악하였다. 이것은 실제 핵띤료 조사시험 

시 수집될 LVDT 선호에 의해 핵연료 봉 내부 암력을 정확하거l 산출해 

내는데 활용될 것이다. 

위와 낌이 LVDT와 염녁깨 -L 려」[ 증폭기 (amplifier)관 산 성하고， 고온 

환정에셔익 〕ι외시힘윤 굉-혀-0:1 선성떤 LV[rJ、와 안픽제믹 /ξL.<ι 샤 호1--':，1 
Q ‘ o -1 -! 

파악하여 이 도디ljC- 산 서l 조사 시낀 /、l 수집판 선호갚 분-삭히-여 핵연 5~L 

정- lH 부 얀-팍으l 번회판 걱성한 수 있는 기술윤 펙]-L 히 거 ~{1 였다. 그펴고， 

헥띤 _\L 상 감란이1 입-펙 7!1 의 l't1d plu g-끼- 정-겸하기 위힌{ 기깐은 예비 산헌까 

지 수행하였다. 그러나， 섣제 조사시험용 핵연갚 피복판과 암랙계의 end 

plug악 용접 건전성은 정해전 섣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 것이다 

다 핵연료 변형 측정 

핵연료 조사시힘을 수행하기 위한 계장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LVDT룹 

이용한 조사시험 중 핵연료 소결체의 길이 변화릎 측정하기 위한 기숲을 

개받하였다. 이 기술은 핵연료봉 내부에 장입된 핵연료 소결체가 조사시험 

시 변형되는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핵연료 변형 측정 기술윤 개발하기 위해서 압력 측정과 같이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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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에 가장 적합한 노르웨이 Halden에서 개발된 LVDT와 Core 변형 

계 (fuel elongation detector)릎 선정하였다. 선정된 LVDT 175와 Core 783 

득성은 출력으로 -5~+5V릎 제공하고， 240
0

C 에서의 sensitivity는 

61 .48mV/mm이 고， temperature sensitivity (from 240
0

C)는 -0.032%FC 이 

다. 이것의 개요도는 그림 3.3.16과 같으며， 실제 모습은 그림 3.3.17과 같 

다 이 LVDT의 출력신호 증폭을 위하여 압력 측정용파 동일한 그림 

3.3.11과 같은 electronics unit를 사용하였으며 , 이 것 의 사양은 표 3.3.2와 

같다. 이 LVDT와 core는 개요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핵연료 봉의 끝과 

fuel elongation detector end plug 부 분 이 밀 봉 용 접 되 고， support for 

magnetic core 끝부분이 핵연료 소결체의 상부 부분에 놓여지도록 장착될 

것이다. 

선정된 LVDT 715와 Core 783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시험 시 수집될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3.18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노외시험을 수행하였다. 노외시험은 상온부터 300
0

C 까지와 0~30 bar의 환 

경에서 LVDT의 션형성(linearity)을 파악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LVDT의 

특성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노외 

시험 장치는 그럼 3.3.19의 개요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온 노외시험시 

LVDT와 BCA의 산화를 방지 하기 위 한 argon gas 분위 기 chamber와 온 

도 조절을 위한 fumace & 온도 controller, 길이변화를 모사하기 위한 길 

이 변 화 adapter, 그리 고 길 이 변 화 측정 을 위 한 digital micrometer로 이 루 

어져있다 이때 고려 사항은 노외시험 후 LVDT와 Core를 실제 핵연료 

캡슐에 사용하여야하므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노외시험을 통하여 그림 3.3.20과 같이 LVDT 715와 Core 783의 선 

형성을 파악하였고， LVDT가 온도에 민감하므로 그림 3.3.21과 같이 온도 

변화에 따른 sensitivity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 것은 설제 핵연료 조사시험 

시 수집될 LVDT 신호에 의해 핵연료 소결체의 길이 변화를 정확하게 산 

출해 내는데 활용될 것이다 

위와 갇이 LVD]‘와 떤형게， 그려 .:1L 증폭기감 선정하고， Jl온 환정에셔 

의 11二외 }、1 험윤 팡하여 LVDT와 번행세의 lj-성윤 정 획히 파악하여 이룹 

토대로 섣제 조사-시헌 시 수집텔 신호룹 분-삭히여 핵연료 소칠처]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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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판 꽉정할 수 있는 기숲윤 획보-하게 되었디 그라고， 핵연료굉- 끔단에 

변형계의 end plug펀 용집하기 위한 기숲은 안텍계의 정우와 마찬가-지보 

예비 산힘까지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시험용 핵연료 피복관과 변 

형 7j1 의 end plug의 용접 건전성은 또한 정해진 섣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중성자 조사량 측정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계장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SPND 

(Self Power Neutron Detector, 자기출력형 중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조 

사시험 중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조사시험용 핵연료 캡슐에서 실처l 로 사용될 3개의 SPND는 Medholm 

Medical(구 Studsvik)사에서 제 작된 rhodìum type을 선정 하였다. 이 

SPND의 사양은 표 3.3.3과 같고 개념도는 그램 3.3.22와 같다. 

SPND의 건전성은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므로， 캡슐에 조립하기 전과 캡슐을 하나로에 장입한 후에 Hewlett 

Packard사의 4329A Hìgh Resistance Meter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을 흑정 

하였으며， 이 결과는 표 3.3.4와 같다. 이때 절연저항은 emitter와 

compensation cable, compensation cable과 collector, col1ector와 emitter의 

3경우를 측정하였다.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에는 3개의 SPND를 장착하도록 설계하였 

으며， SPND를 장착하기 위하여 그럼 3.3.23과 같이 holder륜 제작하였다. 

SPND를 holder에 결합하기 전과 후 사진은 그림 3.3.24와 그림 3.3.25와 

같다. Holder에 결합된 3개 의 SPND는 그림 3.3.26에 나타난 것과 같이 3 

개의 핵연료봉과 같이 fuel rod pop connector에 장착되며， 장착되는 벙-향 

은 캡슐 보호관의 가지 방향을 O。 로 기준하였을 때 시계방향으로 0。

120 0 

, 240。 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핵연료봉은 60 0 

, 180。 ’ 

300。 에 위치되게 된다 

조사시험용 핵연료 겨1 장 캡슐에 사용될 SPND의 신호 증폭기는 스웨 

덴의 Medholm Medical (구 Studsvil이사가 제작한 DC Amplifier 4695A플 

사용하였다. 이것은 4채널의 SPND 저준위 전류선호를 입력으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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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OV(out) , 0~5VOogger) ， O~ lOmV(record) , O~ 1mA(current out) 등 

모두 4개의 서로 다른 선호를 출력한다. 표 3.3.5는 DC amplifier 4695A의 

사양을 설명하고있으며， 그림 3.3.27은 제어시스템에 장착된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4개의 채널 출력에 대한 조정을 제작사에서 제공한 방법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교정 후 각 채널의 4개의 출력 신호 중 O~ 

lOV (record)와 0-5V (logger)출력에 대한 선형성을 표 3.3.6과 같이 확인 

하였다， 확인 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사용된 장비는 

DC current source로 KEITHEY 220 Programmable Current Source와 

digital multímeter로는 HC--9020을 사용하였다.4개의 채널 중에서 선형성 

이 좋은 2, 3, 4번 채널을 사용하여 그림 3.3.28과 같이 SPND계통을 구성 

하였다. 

조사시험 수행 시 수집된 신호로 중성자 속(neutron flux)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호 증폭기 출력선호에 대한 Conversion 

Factor(CF)는 다음과 같다 . 

• lOV 출력에 대한 CF = 2.0 x 107 V/A 

• 5 V 출 력 에 대 한 CF = 1.0 x 107 V/A 

SPND의 sensitivity를 G라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만들 수 있다. 

Vout = Neutron Flux x G x CF 

Neutron Flux = Vout/(G x CF) 

예를 들어， lOV 출력신호를 사용하고， sensitivity가 0.87 x 10 2OMnv인 

SPND를 사용하여 실제 측정값 5.5V를 얻었다면 그때의 중성자 속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Neutron Flux = 5.5V / [(0.87 x 1O-20NnV) x (2.0 x 107V/A)] 

二 3.161 X 1013 n V 

SPND의 수명은 emitter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rhodium의 bu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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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는 열중성 자속(thermal neutron flux) 이 1013n/ crn' • sec일 때 

0.39%/month이 된다. 따라서， 02F • llK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파 갇이 

열중성자 속이 3.3 X 1014 ψC01' • sec인 하나로의 OR5 수직공에서 조사시 

험을 수행할 경우 rhodium type SPND는 약 309일을 사용할 수 있다 

승상 사 조사 I당 측싱지숙 시p간깐 우lδ1 0:j SPND와 증폭-기잔 선성하 ~LL 

SPND갚 선지허가 휘한 빙법 딘 .J~안하고‘ 관괜 부퓨-싼 삼거1. 지1 작하여 션 

치 /]숲-얀 시1 만，)-j-였다. 그려고. O~F .... I1K 헥띤납 기1 상캔월-익 조사시힘윤 

하여 /선치띤 3개익 SP0iD료부터 선호쉰 상꽁서 으~T.j~ 감二집히-였다. 

02F • llK 핵연꾀- 시1 장치1} 슐갇1 죠사사 ?J R양 jL 한， 수집펀 SPND로부터 측정 

한 자료와 핵연료의 선출렉플 비교·분석하여 SPND에 익한 핵연료 조사 

령:윤 확인하는 연구릎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작기술 

가 서언 

개발된 핵연료의 성능평가릎 위해서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연소시킨 

후， 그 성능을 분석하게 된다 이 때 연소시킬 원자로의 특성과 핵연료 연 

소 계획에 따라 캡슐이라는 엘정 형태의 집합체로 만뜰게 되며， 이 캡슐에 

장착핀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이 제작되게 된다. 핵연료봉은 피복관 내부에 

소결채룹 장전하고 피복관 양단올 봉단마-개로 끼워 맞춘 후 용접으로 띨 

봉하여 제조된다. 이렇게 제조된 핵떤료봉틀을 모아 연소시험에 맞도휴 핵 

연료의 조사특성 측정을 위한 계측기(열전대 압력계 변형계)와 함께 조립 

된 행태가 핵연료 조사캡슐이다 이러한 핵연료봉뜰은 원자로내에서 연소 

증 피복재가 파손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랴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 

(fission products)의 누출도 방지 하는 압력 용기 (pressure vessel)의 역 할흠 

하도콕 설계되었다. 따라서， 핵연료 피복판과 핵연료 봉단마개 또는 계측 

기 용접부의 건전성에 대한 요구조건은 아주 엄격하며， 핵연료 제조에 있 

어 중요한 요구사항이 다， 이 라 한 핵 연료봉 봉단용접 에 는 TIG(Tungsten 

Inert Gas)용집， 저항용잡， 레이자용접， 선자빔용접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피복관 재료와 여러 형태의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와 

같이 응용성과 정밀용접이 요구되는 용접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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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진 행 중에 있다[3.3.9 ，3.3.10J . 

본 연구에서는 TIG 용집방식의 전극회전시스템 (Orbital Tube Welding 

System) 용접을 채택하여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사양을 만족할 수 있 

는 용접이음부 설계， 용접장치 제작， 최적 용접올 위한 용접변수 조사， 그 

리고 핵연료봉 용접자격화 시험 수행 및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을 제조하였 

다. 

나 시편준비 빚 실험방법 

용접 시 편 은 염 처 리 (annealing)된 Zircaloy-4 튜브로 직 경 9.5 mm, 

두께 0.6 mm 길이 150 mm이며 봉단마개 빛 겨1측기 용접부위는 

Zircalov내의 환봉 형태릎 그 i김 3.3.29와 같이 설계된 부품형태로 절삭 가 

공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시험편븐 공기 중에 표면 산화 및 기계가공으 

로 인한 기름이나 이물질 등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Freon 113 용액에 30분 

간 닫구어 세척한 다음， 70
0

C 의 건조기에 넣어 컨조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TIG 용접방식으로 불활성가스 분위기에서 비소 

모성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arC)를 발생시켜 용융하는 방법이 

다. 그러나 기존에는 전극이 고정된 상태에서 피용접물이 회전하면서 용접 

이 진행되였으나， 그댄 3.3.30에서 보듯이 이와는 반대로 피용접물이 고정 

된 상태에서 전극이 피용접물 주위룹 회전하면서 용접된다 용접은 직류 

정극성 (DCSP)과 전류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주파 펄스 형 

태를 사용하였다. 이때 아크 걱륜설 용접시간플 프로그래밍하여 출력제어 

가 가능한 upslope, 용접 및 downslope 가능이 있고， 아크 발생부터 아크 

정지까지 각 단계에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시편용접은 그협 3.3.31 의 

용접시간별 절차도(sequence timing chart)에서 보듯이 각 용접단계(level) 

별로 용접전류와 시간을 변화시키띤서 용접하였다. 

용접 건전성 평가를 위해 용접부 외관 겸사와 미세조직 검사를 수행하 

였다. 용접후 외관상 이상 여부를 획대경과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육안 

검사 결과에서 의심나는 부위나 용접이 중첩되는 부위에 대해 절단한 다 

음， grinding, polishing, etching하여 금속현미경으로 용접계변을 관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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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접실험 및 결과분석 

(1) 용접기술 분석 

일반적으로 핵연료봉 양단의 밀봉을 위해 용접이 행해지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3.3.9-3.3.13J. 여기에는 크게 용접부 

가 용해되는 용융용접과，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고상용접으로 분류되며， 

용융용접 법 으로 TIG(tungsten inert gas) 용접 , EBW (electron beam 

welding) , LBW(laser beam welding) 등이 있고， 고상용접법으로 저항업셋 

버 트 용접 (resistance upset butt welding) , 퍼 커 션 용접 (percussion 

welding) 파 플래쉬 용접(f1ash welding) 등이 있다 이 중 저항업셋버트 

용접법은 국내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핵연료 봉단용접에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용접법들은 피용접불 재질， 용접성， 용접부 이음설계 및 경제 

성 등 요구관점에 따라 적용되는 용접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TIG 용접 

의 경우 정-비도 단순하며 용접절차도 간단하나 용접부에 기공 및 언더컷 

(undercut) 등의 결함 발생이 단점이며 EBW는 고진공이 필요한 고가의 

장비가 문제이고， LBW는 용접 power가 제한되며 고열에 의한 fume 발생 

이 문제가 된다 저항업셋용접은 용접부 기계적 특성은 좋으나 용접장치의 

복잡성이 문제가 된다 

그립 3.3.32는 하나로 조사공에서 핵연료 조사시힘을 위해 개발된 핵연 

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도변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캡슐에 장 

착될 핵연료봉은 조사시험 목적에 따라 그 재절이 스테인리스강 또는 지 

르칼로이一4 등이 될 수 있으며， 직경 5~60 mm, 관 두께 0.4 ~2.8 mm 범 

위의 형태를 가지는 핵연료봉 캡슐외통 등의 부품에 대한 용-접이 가능해 

야 한다 더욱이 조사 중 조사거동， 특히 핵연료의 온도변화를 보기 위해 

열전대， 핵연료봉 내압측정을 위한 압력겨1， 핵띤료 변형측정을 위한 변형 

계 등과 같은 센서를 설치해야 하는 계장캡슐의 경우에는 캡슐 내부에 있 

는 핵연료봉에 조사특성 측정용 계측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들 계측기의 

선호선이 캡슐 보호관과 안내관을 통해 제어 판넬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올 감안할 때， 앞서 논한 여 

러 용정방식중 TIG 용접방식， 그 중에서도 그립 3.3.30괴 같은 전극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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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orbital tube weldíng)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있으며， 사용되고 가장 많이 핵연료봉 용접에 용접방식온 TIG 

입증되었음. 오래 전부터 용접 신뢰성이 

핵연료봉 조사시험 느
 

L 카f
 

<0.4 -2.8 mm를 두께 5-60 mm 직경 

가 power를 용접 。1 느二 
λλ 」

까( 

기-만족할 요구조건올 등의 제조 캡슐외통 디1 
;’<

짐. 

님lλ1 o .. 전극이 회전하면서 용접하는 고정된 상태에서 피용접물이 

그대로 용접 핵연료봉에 설치된 상태 등이 이라 열전대， 압력계， 변형계 

이 가능함. 

정밀용접이 없이 자동 류
 
” 오

 
작업자 프로그램방식으로 용접변수 

가능함. 

상 핵연료봉의 외관상 형태는 

핵연료봉 직경， 길이 등 치수 상에 차이는 있으나 

캡슐에 장착될 

(2) 용접이음 설계 

조사시험용 

용 핵연료봉과 비교하여 

핵연료 

같다. 따라서 피복관과 

계측기 용접부의 용접을 위한 이음매 형태는 기존 TIG 용접 

이나 LBW 용접에서 시-용되고 있는 이음매 설계를 준용하여 피복관에 봉 

일정 길이 삽입한 다음， 삽입된 상태에서 용접선을 따라가며 용 

기본적인 구조는 바와 같이 보는 3.3.:33에서 

J:!l 
^ 봉단마개 

떠
 디
 

그
 

이러한 개념으로 설계한 용접 

단마개를 

접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그펌 3.3.34는 

이음부 설계 도면이다. 

(3) 용접장치 개발 

용접장치는 검 사양을 여러 용접장치의 JL 二:l t:l '-• 
。l=l--'-1"C제품으로 기존 

토한 결과， 미국 AMI사의 automatic orbítal tube welding system이 선정 

이 시스템은 그펌 3.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접전류 제어장치， 

어댐터 케이블， 가스션과 튜브 용접헤드로 구성된다. 용접전류 제어장치는 

되었다 

용 접 용 펄 스 제 어 (pulsation control), 고 주 파 아크 개 시 (high frequency arc 

회 전 (weld head 제 어 (purge gas control), 용접 헤 브 아크 start) , 정 화가스 

이 E 료L 져큰프르 그L.;:)- iï~ d 
-L""O'1 'L~ ìT2: 。닙~'-í 

해
 에
 

래
 

U 

핍
 

용접변수를 

수
 

1 함
 

} 으
 
근
 

드
(
 

]
」• 

。기
 

7 

두께의 특정 외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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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시간조정 

일단 특히 용접 제어장치는 

arc rotatìon) 및 



놓으면， 몇 번이고 이를 쉽게 볼러내어 사용할 수 있으며， 용접기에 일체 

식으로 내장된 프린터활 이용해 분서회할 수도 있다 이 제어장치는 더구 

나 품전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 꽉정 형태나 크기는 불펀 연속적인 용접 

점의 불합격 여부뜰 표시할 수 있으며， 99개의 용접프로그램을 저정-할 수 

있다 

핵연료봉 용-접에 있어 또 하나의 특정은 핵연료봉내 헬룹(He) 가스흘 

충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집시 핵연료봉내 공기릎 뽑아내고， 헬륨 가스 

흘 충전하기 위해 용접챔버뜰 :L 띤 3336과 같이 개받하였으며， 용접의 신 

뢰성윤 향상시키기 위해 그렌 :3.:3J7과 같이 개선하였다. 용접챔버내 공기 

를 전공펌프로서 일단 제거한 다음 헬륨 가스를 주입하여 챔버내 뿐만 아 

니라 핵연료봉내도 헬륨가스로 충진한 후 봉단마개를 피복관에 삽입하여 

용집을 하게 된다. 

(4) 핵연료봉 용접 결과 및 분석 

용접된 시편을 외관검사， x-선겸사， 그리고 미세조직검사릎 똥해 

최적 용접변수뜰 개발하였다 JE :3.J.7은 조건별 실험내용이다. 실험초건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그덤 333S」ll~ 같이 불완전한 용접의 경우 정상용접과 

확실히 차이가 있었으며， x-선 검사에서도 그 결함이 그던 3.339와 같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외관상 정싱용전인 경우에도 x-선 검사에서는 용접제 

변에 기공(pore) 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미세조직 검사에서 

는 X←션검사에서 정싱언 시편의 경우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조 

직은 :L 단 :3.:3. 10과 같이 급냉조객인 Widmanstatten 조직윌 보여푼다， 따 

라서 한 용접의 정우- 용점품전윤 x-선검사와 같이 비파괴 방법으로 잘 

관리만 한다면 T1G 용점방식의 단점인 용접부 기공 및 언더컷 (undercut) 

등의 결함윤 사전에 발견하여 세거할 수 있다. 표 3. :3 .7에서 최적의 용겸조 

건으로 선정된 시험 5의 용접결과에서는 외관상 결함이 없으며， x-선 검 

사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직검사에서도 결함이 없는 완전한 

용접품칠을 보여주었다. 뿐딴 아니라 반복되는 용접에서 거의 같은 품질의 

용접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그 용접변수의 재현성 및 신뢰성을 한층 높혀 

주었다. 

(5) 핀홀용접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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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gas로 시 압력올 사용자가 요구할 내부 송110:1 2 료[ .., "L수 ..D-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내부압력플 사용하지 않더 

현상이 나타 

가압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라도 2차 용접에서 

이용하여 

의한 더짐 팽창에 가스 내부의 핵연료봉 

있다 까~ 

T 
동L 
E즈 필수적이라 핀흘(pin-hole) 용접은 제조시 핵연료봉 나므로 

:3 .3.4 1 와 같다. •-, 2-í 
ι- L1 

혀사으 
。 。조

 
구
 

핵연료봉의 조사시험용 이를 

용접설험의 

위한 

이용하 먼저 봉단마개를 weld head torch를 요약하면 절차를 

여 회 전용접 한 다음， EF/ PF end plug를 weld head torch로 회 전용접 하고， 

점용 

용접조건은 표 3.:3 . 8에서 나타내며， 이에 

사진 은 그 떤 :3.::;'42, 3.3.43, 3.3.4"1 및 3.3.45외- 같다. 이 번 

고정시켜 weld head torch에 핀홀용 용가재를 삽입하여 

사용된 각각의 접하게 된다. 이때 

마지막으로 

따른 용접단변의 

수행 고정하여 용접을 weld head torch를-게
 

하
 

! 
( T 

E 

『용접실험에서는 핀흔 

표변육 있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핀홀용접 실험후 각 시편의 수
 

! 하
르
 2ζ ;7-1 --'-- .., 

만족한 결 

용접시편의 

모두 

나타났으며， 지르칼로이 -4 

조컨 2와 조건 3에서 

양호하게 

검사시 용입상태는 표 3. 3.8피 같이 

과를 얻었다 

모두 안검사에서는 

(6) 용접공정 자격화 및 핵연료봉 제조 

캡슐제작을 위한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은 용접공정 실험과 핵연료 

바탕으로 의한 용접조건을 자격화실험에 용접공정 만족하는 

튜브에 

품질요건을 

핵연료봉을 장전하여 최종적으로 조사시험용 핵연료를 지르칼로이 

핵 두께 O.6mm인 기술된 내용과 같이 외경 9.5mm. 앞서 제조하게 된다. 

공정조건이 선정되 최적 봉단마개 용접의 구성하는 봉단마개를 연료봉과 

고정하여 weld head torch를 특수하게 용접에서도 핀홀 아울러 었으며， 

공정조건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조사시험 핵연료봉 용접의 있는 작업할 수 

부품이 제작되었다. 핵연료의 

그리고，예비실험 

따라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용접자격화를 위한 검사계획서 [3.3.14J와 부품치 

결과에 따라 용접장치가 설계개선되어 제작되었다. 이에 

q .1 
^ 핵연료봉 설계 위한 중섬온도 측정을-즈

 
。

대 한 QCH:3.3 ‘ 15-3.3.18]가 수검사， 인장시험， 조직검사 및 He 누출시험에 

작성되었다. 그라고， 용접공정에 대한 시방서 [3 .3 .EJJ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 제 

용접공정 01 
^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로 품질 

검사계획서， QCI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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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E 뿜

 

제 3 장 제 1 절 6항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용 작된 



수행되었다. 용접공정 자격화 시험 시방서에 따라 용접공정 자격화시험이 

QCI에서 조사시험용 따라서， 만족하였다. 모두 기준을 요구하는 결과는 

요구하는 용접공정에 대한 핵연료봉 제작을 위해 하나로품질보증계획에서 

용접공정에 대 핵연료봉 조사시험용 승인보고서[3.3.20J가 작성 • 승임되어 

승인된 용접공정에 따라 

시험용 계장캡슐(02F-llK)의 설계검증시험에 활용할 3개의 핵연료봉이 

제조되었으며，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보고서 [3.3.21]가 작성되었다. 이와 

핵연료 조사 한 자격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기술한 바와 같이 최종적 핵연료봉은 3 장 제 1 절 6항에서 같이 제작된 

설계 계장캡슐의 조립되어 조사시 험 용 계 장캡 슐(02F-llK)에 핵연료 으로 

。 A 서 01 
T끼-'0 ~I 핵연료봉 용접공정의 조사시험용 활용되어 자격화된 검증사험에 

확인되었다 

조사시 핵연료 이용하여 핵연료용 캡슐을 하나로에서 그러므로， 앞으로 

핵연료봉 조사시험용 험올 위한 핵연료용 제작은 자격화 용접공정에 의해 

있게 되었다. 을 제조할 수 

핵연료봉 밀봉용접기술 개발을 위한 용접방 

라 요약 

본 실험에서는 조사시험용 

식， 용점이음매 설계， 용접장치 개발과 미치는 용접변수달이 용접에 요
 

주
 

1 

있는 용접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얻기 영향을 조사하여 신뢰성 

핵연료봉 제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위한 것으로 실험결과 및 

었다. 

적합한 용접방식으로 및 치수에 형태 핵연료봉 (1) 다양한 조사시 험 용 

TIG 용점방식의 전극 회전시스템 용접이 선정되었디 

기초가 되는 용접부 이음매 설계는 피복관 

설계되었 tl}rJ.l 。 근 
。 닙 -=-J:-따라 용접하는 용접션을 

있는 용챔품질의 

삽입하여 봉단마개를 

(2) 신뢰성 

에 

디-

핵연료봉인 경 (3) 재질이 지르칼로이←4， 외경 9.5 mm, 두께 0.6 mm~ 

25A, 24A, 23A, 22A, 용 접 시 간 4, 5, 6, 6이 용접단계별 용접전류 
。

T 

높아 용접부 품질평가는 바파괴검사인 외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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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였다 

(4) 용접변수의 신뢰성이 



사 및 x-선 검사가 파괴검사인 조직검사와 일치하는 바， 비파괴검사만 

으로도 가능하였다. 

적정용입을 위해서는 weld head torch를 고정하여 용접 (5) 핀홀용접의 

전류 80A 시간 O.3sec 및 80A O.4sec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õß 
「위한 캡슐제작을 핵연료 바탕으로 핵연료봉 용접의 예비실험을 (6) 

연료봉 용접자격화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리고 조사시험용 봉단마개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핵연료봉 용접을 수행하였다. 용접에 

4. OECD Halden Reactor Project 참여 

가. 수행 경위 

수행하기 위하여 

있 

이용한 연구를 세 계 각국에 서 는 Halden reactor를 

제공하고 HRP(Halden Reactor Project)에 참여 하고 필요한 연구비를 

KINS KAERI 국내에서는 있으며， 수행되고 단위로 3년 HRP는 다. 

KOPEC, KEPRI , ~~C 등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 연구기 간애 각 기 

분담하여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본 과제 

참여비를 분담하여 조사시험 기술， 

연구비를 

2002년까지 

관의 연구목적에 따라 

2000년부터 HRP 에서는 

대한 기술에 펼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조사시험과 관련한 계장기술 개발에 핵연료 

나. 연구 수행내용 및 결과 

보 약 150여건의 

및 재료 조사시험을 위한 계 

장비 

조사시험관 관련된 보고서중에서 발간된 
l

’ 

。

-
E

‘,, 
따
 
술
 

,<

--Q 

끼
|
 

찌
 
딴
 샤
 

m
α
 강
 

조
 

f 

를
 

서
 

고
 

핵연료 개발한 Halden에서 

검토/분석하였고， q1 

^ 
확보하였다. 또 

MI cable 부분을 sealing 하기 위 

계장과 관련한 기술 

E 。

τr주~ 등) 조립절차서， L VDT calibration 자료 

핵연료봉에 설치되는 

핵연료 ;;<1- 1:1.1 
。^

자료(사진， 

열전대의 한，조사 

샘플을 Halden 측으로부터 제공받았으 해 Halden에 서 개 발한 seal tube의 

현재 설계검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조사시험 ql 
^ 핵연료봉 설계 며， 이를 

연결방법관련 정보를 제작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열전대와 일반 신호선의 

제공받아 연결방법에 대한 기술을 확립하였다. 

있 는 fuel high-bum capabilities(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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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고 한편， HRP에서 



and pressure measurement with MIMAS - MOX fuel , Inert matrix fuel 

test, PWR corrosion and hydriding test 등)， fue1 response to tran sients , 

fuel rcliabiiity issues 등의 핵 연료 조사시 험 연 구동향윤 검 토하여 하나로 

에서의 조사시험 기술개발 연구에 반영하였다. 

KAERI/PSI 공동연구로 현재 Halden reactor에서는 조사중인 핵연료의 

온도， 핵연료봉 내압 및 핵연료 변형 등을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 bel10ws 

이용 압팩 측정계， 핵연료 변형 측정계와 LVDT 등의 겨1 장품을 설치 에 직 

접 참여하여 조사특성 측정과 관련한 기숨과 아래와 같은 자료 등쓸 확보 

하였다. 

핵연료 계장과 관련한 가숨 및 징-비 자료(사진: 그런 3.3J(3 칩

-f, 조립절차서， 압력 및 변혈 측정용 L VDT calibration 장비 및 

자료: 그떤 33.47 찬조 등) , 계장과 관련한 핵연료， 계장품 및 

rig (IFA - 561 , 652)에 대한 설계도띤(표 3. :3.9 낀조) 

一 조사 중 핵연료 득성 측정을 위한 계장품의 MI(mineral 

insulated) cable과 일반 cable 연결에 대한 절차와 관련 내용(그힘 

:LU8 참조) 

재계장기술 및 장비， Haldcn reactor에 설치되어 있는 shielded 

compartment에 대한 정보 ( .-.L 딘 :3 .:149, 그낌 3.3 .50 침조) 

이둡 자료는 핵연료 조사사힘 계장캡슐， 계장기술 및 조사시험 기 술개발 

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HRP 발간 보고서중 채계상 및 재조사와 관련된 

보고서(약 5건)플 검토하여 향후 재계장 및 재조사 기술개발올 위한 연구 

내용에 반영하였다 

다. 향후 계획 

현재까지 HRP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수집/확보된 기숨 빛 자료둡음 

향후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벚 계장기술 향상파 재조사/재제장 기슛에 

계속 활용할 것이며， HRP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조사플 위한 재계장 기술 

및 장비， 조사시험동안 측정 된 득성자료 처리 등에 관한 상세 자료를 입수 

하도흑 하여 재조사 및 재계장 기술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를 위해 

2003-2005 기간에도 HRP 참여비를 분담하여 계속 참여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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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표준형 캡슐의 성능 처
 근
 

4 제 

조사효과 평가블 중성자 재료의 원자력 요
 

x 
T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연구 왔다[3.4.1 ~6]. 수행하여 국산화 개발연구를 계장캡슐 

캡슐조사시험은 

표준형 위한 

조사 있으며 /
기-구현할 우저 ;즌꺼욕 

L.:..- l-~ L--- = 다양한 활용한 를
 

로
 

할 크게 단축 기간을 높아 시험 중성자속이 r、| • 7 
λÁ .J→ 

/
τ一

;ζ/'--1 'ðl
--1- 2 t즈 른

 다 

i 
( T 변

 
시험 

주요 원자로 노심재료인 원자로압력용기 (RPV 설제 있다. 장점이 。1 즈二 
ML• 

/
기-

Reactor Pressure Vessel) 재료의 캡슐조사시험의 경우， 실제 원자로 사 

기준으로 약 6 

설계수명 

조사온도에서 30MW의 하나로 출력 

재료가 실제 원자로에서 

용온도인 290 ::1= 100C 의 

말기까지 

구조물의 01 
^ 재료 

40년 

중성자 

예측 및 평가를 가능케 하는 유용한 설비이다 

관련 단기간에 되므로 도달하게 

조사시험만으로 

조사량에 

일간의 

B l- .iL 
I二 E조 

조사성능 

계 표준형 조사시험용 하니로 통하여 1 단계 연구를 연구의 따라서，본 

대한 산 • 재료들에 

있게 하였다. 

시설을 

원자력 완료하여 개발을 장치 관련 -q,l 
Ã 기술 ~l-7.~갖F 

。t:J2.

한편 까‘ 
T 활용할 연구에 조사시험 중성자 학 · 연의 하나로 

2000년부터 이용 

시험자 

이용자들 

기술 및 

조사후 D1 
?ζ 

개발된 

조사시험 

시작된 2단계 연구에서는 기존에 

소내외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생산하여 관련 연구룹 지원하였다. 

보다 다양해지고 

하여 

소내외 는
 

하
 

즈
 
。

처
 口또한 를

 
료
 

관련 시설 

성능 

-q,1 
;κ 수용하고 조사 조건 변화릎 정밀해지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료조사시험용 캡슐의 표준형 안전성을 작업의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용자들의 

조사시험 

위하여 캡슐 

펠요한 차세대 

으
 
큰
 

마O
 

저
L
 

기술 조사시험 하나로 먼저 위해 

기술 이에 따라 01 
;’; 요구조건 조사시험 중장기적 

화 
「

D1 
^ 빛 환경 제어기술 

개발하였고，캡슐 

개선 도
 

오
 

L 또한 조사시험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설계 구조건전성 해석기술을 01 
^ 온도 캡슐 위하여 ?-l2-. 

닙 근 

캡슐 기술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다공 구조 변수 변화에 따른 

조사사험 과정 조사시험 실제 하나로 한편 추진하였다. 효율화를 발하여 

설 캡슐 혀
。
 

즈
 
ι
 

표
 

개발된 가존 과장에서 해결하는 으
 
금
 

처
 
n 제

 
문
 

발생하는 에서 

등을 통하여 

개선 제어시스템 

기술개발 

수행하였다‘ 또한 캡슐 

-143 -

개선， 냉각수 유입방지 

위한 연구를 

부위의 불합리한 

안전성 향상을 

있어 계에 

캐 A 
티 돋:r 



확장， qJ 
?ζ 보완 우저디亡 

1..:.- l.......:-•--캡슐제어시스템 관점에서 고도화의 λ.1:'二
。 。

01 
^ 

수행하였으며， 

제어기술 고도화 및 작동 중 이상 발생에 대비하여 이중 제어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료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 향상을 위해 사파이 

개선 작업을 q .l 
^ 보완 MMI(Man - Machìne Interface) 화 변 

이용한 새로운 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을 위탁연구로 개발 어 (sapphire)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산화 개발 및 성능 고도화된 조사시험용 캡슐 한편 

입증되어 

기술 이전하여 상용화하였다 

。 /-λ→101TT/ö ~I 측정한 결과 

2003년 3월 19일 관련업체인 대우정밀(주)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번에 이전하는 

入1 Zî-l 
I L"'J, 이용하여 그동안 하나로를 기술은 

= -, 실시간 정밀 조사시험증 기술은 

가능한 재료캡슐의 ‘설계기술 노하우’， 재료캡슐의 ‘제작 빚 검사기술 정이 

특허사용권’ ‘국내외 이의 그리고 노하우’ ‘계장기술 재료캡슐의 
、 -1 ，、 , 
노학가一， 

관련하여 이와 아울러 위한 계장캡슐)이다. 조사시험을 

제작기술시방서 

재료의 (원자력 

기술 함께 도
 

드
 
。문서 품질보증 qJ 

^ 수행하고 으
 
근
 

E 

τ
 

자
 

숨
 」

쇠
 이
 

되면 이전하게 시험용 캡슐기술이 산업체로 이 재료특성 이전하게 된다 

기 

정밀성과 탁월한 성능을 요구하는 차세 

등의 신소재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 

있는 원자력발전소 핵심부품의 선소재개발에 

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향후 

대 재료， 전자부품산업 

극한 환경에 고온， 고압의 

똥해 기술이전을 캡슐의 재료조사시험용 이번의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다 

기술료를 받게 된 총 100，372，000원 의 포함하여 1 ，240만원의 선급기술료를 

개발이 완료된 ‘핵연 바탕으로 이미 기술이전을 이번의 다. 연구소에서는 

있는 ‘크립 캡 까「 
기一 평가할 으

 
E 

、

너
 。

트
 「변형 재료의 01 

^ 료조사시험용 계장캡슐’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 슐’등의 

캡슐의 

힘쓸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개발한 재료조사시힘용 

성능 고도화 연구와 관련된 내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전성 향상 및 신소재개발에 

전단계 보고서에서는 효X 

기술 전망 l. 조사시험 

기술 

연 중성자 조사시험 

관련 계장캡슐 및 

대한 산 · 학 · 연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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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
 

준
 
) 표

 
조사시험용 과제에서 개발한 하나로 

재료늘에 현재 원자력 

보 

으
 

L 



재료시험용 계장캡슐 기술을 활용-표준화된 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t二 λ1= τ7 t'나 

가-'L[걷>o 1:l 개발 분야， 재료 원자력 중장기사업의 원자력 연구소의 하여 

분야， 부품 및 소재개발 사업 한국핵연료(주) 등 산업체의 원자력 (주) 및 

는
 

이
시
 

수행하고 대학에서 그리고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료에 대한 기초 수행 등이 연구릎 지원하기 위한 캡슐 조사시험 원자력 

요구조건에 대 이용자들의 다양한 조사시험 점증하는 그러나 있다. 되고 

요구 

요 

이용자둡의 

조건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판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소내외 캡슐 이용자들의 

구조건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조사시험 

조사시험 

중장기적인 

중장기적 대처하기 위하여는 중장기적으로 해 

기술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조사시험 필요한 차세대 

가. 이용자 요구조건 조사 

조사시험을 수행 이용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용 캡슐을 혀
。
 

그
 τ
 

표
 

현재 

표 3.4.1은 있다. 까

T 구별할 학계， 산업체로 연구소， 크게 이용자는 느
 」

하
 

예정 

종합 정리한 

Lr:조二 
.:.1-1.:二

기술사항을 

조사시험이 수행된 분야로는 원자로 

r、 I :=J 
~..iL 설계/제작/조사시험 

세부 0] 

^ 조건 

요구에 의해 하나로에서 

캡슐들의 조사시험 

것이다. 먼저 연구소 이용자뜰에 의해 

요구 

산·학·연 

모든 된 

압 분야，중수로 재료 신형로 0] 

^ 분야，노심 재료를 포함한 압력경계재료 

분야 등이 정밀요업재료 그리고 분야， 핵연료 선형 0] 

^ 력관 분야， 연구로 

재료， 압력용기 원자로 이용자들의 연구소 연구에서는 2단계 있다. 

Zr-2.5Nb 압력관 재료， 원자로의 재료와 CANDU형 stainless steel 노심 

조사시 험 을 위 하여 99M -OlK, OOM -02K, 핵연료 피복관의 Zr 계열의 선형 

섣계/제작/조사시험/자료생산 되었으며， OOM • 03K, OlM • 05U 등의 캡슐이 

CB TEM, Tensile, 설계되었다. 캡슐이 02M-05U 02M-02K 현재 

Hardness, Tube Tension) , CT(Compact Growth Beam) , ( Cantilever 

시편들 

은 22~24MW 출력의 하나로 IR2/CT 시험공에서 조사온도는 300~3500C ， 

고속중성 자(E>l.OMeV) 조사량은 3.OxlOl9~3.2x1020n/cm2 범 위 에 서 

이들 조사되었다. 시편이 캡슐에 장입되어 Optical 등 2，000여 개 의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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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에 언급된 분야 외의 연구분야도 관련 재료의 캡슐 조사시힘을 

위힌 조건 및 기숨 등에 대해 협의 검토한 바 였다 또한 향후 본 연구델

동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조사시험 기술윤 파악하고 자기 3단 

계 면구 기획판 위하여 산 · 학 · 면 조사사험 이용자플에 대한 줍장기적인 

캡슐 조사사힘 수요조사찰 수행하였다 수요조사는 원자화재료， 핵연료， 득 

수꼭적 조사시 험 분야로 나누어 수행되었는데， 표 3.4.2a~f에서와 갇이 연 

구 분야， 조사-시험 예상시기， 시험조건， 대상시료， 개발 희망기숭 등에 대 

하여 조사되었다. 원자로재료 조사시험 분야에서는 총 197H 의 71 관에서 핵 

연료 피꽉관 및 중수로 압략판을 포함하는 Zr 합금， 원자로 노선의 

stainless steel. 압력용기재， S1\1ART 재료， 광촉매 소재， 수소거장 합금， 

dosimctcr 소재， 나노 소재， 내방사상 반도체 소자 등에 대한 조사특성 평 

가 빚 신소재/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건의 조사시험 계획이 보 

고되었다， 핵연료 조사시험 분야에서는 총 12개의 각종 UO :2 핵연료， 일처1 

형원자보용 핵연료(U→Zr 합끔)， DUPIC 핵떤료 등에 대한 조사시험 계획 

과 재조사， 핵연료 고연소도 조사시힘 계획이 보고되었다. 득수목적 조사 

시험 분야에서는 총 5개의 핵띤료 피복관 빛 중수로 압력관의 조사 크립 

시험 및 반계장 캡슐을 이용한 반도체 소재의 조사시험 계획이 보고되었 

다. 종합하면 산 · 학 · 연 캡슐 이용자둡의 중장기적인 조사시험 계획은 그 

림 3.4.1과 같이 총 7개 가관에서 30여종의 재전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서 

의 조시시험이 요청되었으며， 이룹 풍정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벨이 

필요한 관떤기숨올 검토하였디. 

한편 외부 이용자듬의 증성자 조사시험 연구릎 지원하기 위하여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사염이 수행되고 있으며， 지끔까지 본 사업윤 동하여 표 

3.4.3과 갇은 대학 및 소외 띤구기판 이용자닫의 원자력닫 포함한 다양한 

기초 연구룹 지원하였다. 소외 이용자뜰의 조사시힘은 캡슐뿐만 아니라 

래빗 (rabbiU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조사사힘이 수행되었다. 이룹 

풍하여 원자로 암력관， 핵연갚 파꽉관 기타(SiC. Al 합균) 자}질의 Tensile, 

TElVI, EPMA, Charpy, 0 1\1, Growth, Hardness 등 1 ，000여 시 편 둡 이 27 

O~360t: 의 조사온도에서 24MW 윈자로 출력의 IR2/CT/HTS 시험공에 

장입되어 3.lx lO19 ~ 3.2x1020n/cm2 (E> l.OMe V) 고속중성자 조사량 범위로 

- 146 -



시험되었다. 현재까지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 사업을 통해 001\1•O1 U 및 

O1M-05U 캡슐을 설계/제작/조사시험하였으며 02lVI-05U 캡슐을 현재 설 

계/제작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앞두고 있다. 한편 소외 대학이용자들 

의 향후 중장기적 조사시험은 연구소룹 위주로 하는 조사시험 기술개발 

범위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원자력 산엽체에 대한 조사시험 지원으로는 두산중공업 (구 한국중공업) 

(주)에서 제작하여 영팡 3. 4호기 이후의 국내 원전에 사용되고 있는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재의 조사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991\1• 02H 캡슐의 설계/제 

작/조사시힘을 수행하였으며， 국산 핵연료집합체 Grid의 Force Deflection 

시편에 대한 조사시험을 O1M• 05U 캡슐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산업체 

에서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조사시험은 연구소에서 개발된 조사시험 기 

술 범위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산 · 학 · 연 캡슐 이용자들의 이용자 요구조건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조건의 조사시험 요구가 파악되었으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관련 조사시혐 기술을 검토하였다. 세부적으로 시편온도 정밀조절 

기술 transient 온도 효과 방지기술， 조사량 조절 및 조사량 matrix 시험 

기술， 노삼 및 중수로 압력관 재료와 같이 lx1021n/ cm2 이상의 조사량을 

위한 장기조사시험 기술， 재조사/재계장 시험기술， 고온 부식 및 IASCC 

시험기술 등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검토 및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계획 

이 필요하였다‘ 

나. 차세대 조사시험 가숨 조사 

하나로에서는 기존의 개발된 캡슐 기술을 이용하여 산 · 학 · 연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재료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원자력 재료 및 

기가들은 30년 설계수명 동안 여라 가지 복잡한 열회현상 및 손상거동을 

보이므로 이에 따른 수명예측 및 건전성 평가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인 조사변수 영향 분석， 부식 및 균열전파 시험 등을 종합적으 

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선진국에서 활발 

히 수행되고 있는 각종 선기술 개발 및 조사시험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하 

나로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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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 캡슐 이용자들의 중장기적인 조사시험 요구사항 및 하나로의 운전 

환경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재료의 조사손상 기구 및 조사온도 변수 연 

구에 필수적인 시편온도 정밀조절 기술， 원자로 가동 및 정지시에 발생하 

는 transient 온도 효과 방지기술， 하나로의 2주 연속운전에 따른 압력경계 

재료찰 포함한 단기 조사시험 시편의 조사량 조절 및 조사량 matrix 시험 

기술， 노심 및 중수로 압력관 재료와 같이 1x1021n/cm2 이상의 고중성자 

조사시험 기술， 재조사/재계장 시험기술， 고온 부식 및 IASCC 시험기술 

등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검토 및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해 보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선진국에서의 해당 연구동향 및 국내 캡 

슐 이용자틀의 중장기적인 조사시험 요구사항 및 원자로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료의 재조사시험 기술， 조사시편 시험온도 정밀제어 기술， 조 

사량 제어 기술， 부식시험 및 IASCC 시험 기술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 

토하였다. 

(1) 재조사 시험기술 

대부분의 상용 원자로 노섬 재료의 경우 실제 사용환경에서 수명말기 

까지 lx1021n/cm2 (E> 1.0Me V) 이상의 중성자 조사량을 받으며， 원자로 빛 

핵연료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 추세는 보다 높은 중성자 조사량과 수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그라나 대부분의 시험용 원자로들의 운전 

주기가 한달 이내로 단기적이어 높은 중성자 조사량 연구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시험로나 상용 원자로에서 이미 조사된 기존의 시료틀 이용하여 

시험하는 재료의 재조사시혐기술은 주요 원자력 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조사손상 평가 및 신소재개받 연구에 매우 효율적이며 중요한 조사시험 

기술이다. 따라서 핵비확산성산화물 핵연료(DUPIC 핵면료)나 선형원자로 

재료， 그라고 사용중에 있는 원자로 재료의 조사 안잔성 분석연구 등에 있 

어서도 재조사시험기술은 필수적인 기술로 일본의 JMTR, 노르웨이의 

HRP 원자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 각국의 시험로에서는 이미 자체 실 

정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MTR에서는 hot cell 및 원자로에서 다년간 수행해온 B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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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ing Water Capsule) 캡슐 운전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 

한 재조사시험기술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먼저 hot cell에서 모든 작업이 

원격조작으로 수행되는 BOCA 캡슐시험용 조사연료봉 FP(fission 

pwdnct) 가스 압릭계의 재계장기술 및 기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경수 

로형 원자로에서 1차조사된 핵연료봉을 hot cell에서 재계장을 하여 

]MTR에서 재조사함으로써 핵연료의 열적거동， 기계적 거동， FP 가스 방 

출-거동， 화학적 거동 등을 측정하여 PCI 파손 기구를 연구하여 최종적으 

로 경수로 핵연료의 고연소도 및 부하추종시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러한 재계장기술은 재료시험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는데， 중성자 

spectrum이 서 로 다른 fast breeder reactor 및 fusion blanket 재 료틀의 

조사시혐을 위한 coupling 캡슐 기술이 개발되었다 Coupling 캡슐의 경 

우 hot cell에서 조립/계장/용접된 본체를 작업수조 canal에서 열전대， 진 

공조절용 튜브 등을 포함한 보호관부와 결합하여 최종 조립하여 원자로에 

최 종 장입 하게 된다[3.4.71 

최근에 들어서 ]MTR에서는 재조사시험기술은 LWR RPV 재질의 

post-irradiation annealing 후의 재조사 시험에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hot 

cell 시설을 이용하여 소둔(annealing)에 의한 RPV 재질의 조사손상 회복 

연구와 소둔 후와 전의 조사손상 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재조사 캡슐 기 

술을 개받하고 있다[3.4.81 1차 조사된 캡슐은 water canal에서 연결부가 

분리되어 본체 부분은 hot cell로 옮겨져 해체되고， 내부 시편은 mner 캡 

슐 형태로 계장품들과 함께 새로운 캡슐 본체부로 재조립된다. 캡슐 본치1 

부는 water canal로 옮겨 져 보호관부와 재 조 립 된 후 canal 수조 속의 소 

둔 장치 속에 넣어져 450t 에서 소둔 처리된 다음 원자로내 시험위치로 

이동 설치되어 재조사된다. 이를 위해 연결부의 기계적 seal 방법 및 제장 

라인의 연결을 위한 air-tight connector 부품이 개발되었고， annealing용 

히터 (heater) system, inner capsule 구조 등이 개발되었으며 mner 

capsule 구조는 hot cell에서 쉽게 원격조정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들 

개발 부품은 He gas leak, proof, vibration , 그리고 heat cyc1e(200-110t) 

시험 등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현재 ]MTR에서는 3회 차의 재조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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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형 mner 캡렐 교환기술플 위한 기술적인 준비룹 하고 있다 

한편 노뜨웨이 HRP 원자로에서도 유사한 재조사시험 기숨윤 브유하고 

있는데， 급속재료의 재조사뿐만 아니라 JMTR에서보다 선진화펀 핵떤료 

재계장 사섣 및 기숲을 완비하여 핵연료의 고연소도. tranSlent 출-팩 연구 

등에 활밥히 촬용하고 있다. 주로 할덴(Halden) Reactor project끌 동해 이 

n] 조사된 사편이나 회원국의 상용-발전소에서 1차 조사된 핵연료봉끌 

IFE, Kjeller 연구소의 hot cell보 이송해와 재조립하는데， 열전대 및 

LVDT 등윤 계장화하여 부분 완성한 후 할덴의 semi - hot c eJ l 로 옮겨와 

조사시험용 ng에 최종 조립하여 재조사 시험을 수행한다. 

(2) 조사시편 시험온도 정밀제어 기술 

조사시편 시험온도 정밀제어 기숲은 금속재료의 조사손상 연구분야에 

서 매우- 중요한데 현재 연본의 ]MTR을 중심으로 개발퍼어 관련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시험용 캡슐은 진공 및 히터제어 

방식으토 조사시편의 온도룹 조절하는데， 캡슐내 시편은 시험로 가동전에 

설지되어 원자로 가동과 함께 조사시편의 온도는 일정부분 상승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펀저 원자로 출력윤 상승시키면 이에 따픈 시편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 온도와 목표온도와의 차이는 1차적으로 캡슐 

내 진공도뜰 낮추어 대략적으로 조젤하고， 최종 단계에서 캡슐내 ;상착된 

히터달 이용하여 부분적으쿄 시편온도룹 상승조절하여 최종목표 온도에 

도달하체 된다. 따라서 캡슐내 시편은 원자로 가동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중성자 조사가 이루아지고 조사시험 초기의 이러한 저온 조사는 

재료니} 결함 구조 발달의 원리상 재료의 최종 결함 구조에 콘 차이룹 유 

발하거1 띈디 [3.4외.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종성자 조사에 의한 점결 

힘 생성 속도는 낮은 온도에서 휠-받한 빈-먼， 결함의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 

쿄 고온에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효된다 

이러한 조사결힘- 뜩성 떤구결과에 의하여 ]MTR애서는 시험로에서의 

캡숨 조사방법올 개선하였는데， 원자로의 출력에 판계없이 시편의 온도를 

목표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숨을 개발하였다. 이룹 위해 캡슐내 장착되 

는 히터의 용량을 크게 증가시켜 r '-heating 없이도 목표 시험온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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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게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조사시험전에 허터만으로 시편을 

목표온도로 만뜰고 원자로 출력변화에 따라 선속한 대응을 하는데， 이를 

위해 매우 정밀한 허터의 구조 섣계와 열전달에 의한 냉각을 위한 세부 

부품 설계가 요구되었다. 이 경우 원자로 출-력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시편 

온도의 over- shooting은 조사시험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편 온도가 너무 높아져 초기 조사에 의해 형성 

된 결함이 열적으로 소멸되지반 않는다면 목표온도보다 고온에서의 조사 

시험온 저온에서의 시험보다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IVIRT에서는 여러 후속 연구를 똥하여 이라한 시험온도 변수에 의한 

조사효과 영향이 인정되었으며， 현재 ]MTR에서의 캡슐 조사시험에서는 

상당수의 캡슐이 위에서 언급된 조사시편 시험온도 정띨제어 기술이 적용 

되어 설계제작되어 조사시험되고 있다. 하나로에서 본 기술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하나로 캡슐 조사 시힘공의 비교적 높은 r -heating에 따른 기술 

적 문제， 그리고 정밀 온도 설계 빛 해석기술 확보 등 보다 체계적인 기술 

적 검토가 필요하다. 

(3) 조사량 조절 기술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은 원자로 시험공 위치 빚 시험기간 등에 따라 

열반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조건하에서 수행된다. 한편 조사시험은 경제적 

으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시험로에서의 조사시험 및 이에 

따른 조사재 전용-시설에서의 시편해체 빚 조사후평가 시험을 통해 재료의 

조사손상 특성자료룹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펼요로 한다. 특히 캡 

슐내 조사시편이 받는 중성자 조사량은 시험 조사공의 위치 및 시험기간 

에 따라 일정한 범위로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시험원자로는 정해진 운전주 

기에 따라 운전된다. 최근까지 하나로에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원자 

로의 운전 기간을 고려하여 시편의 조사량을 조절하여 왔으나， 점증하는 

캡슐외 원자로 이용자 및 원자로 운전의 효율화 변에서 점차 캡슐 이용자 

룹의 요구에 따른 원자로 운전주기의 조전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하나로의 경우 2주 운전 후 1 주 점검 주기로 가동되고 있는데， 원 

자로 압력용기재와 같이 비교적 작은 기간만의 조사시험이 펼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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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재의 경우 24MW 출력의 하나로 IR 및 

CT 시험공에서 약 3일간의 조사로 해당 재료가 상용 발전소에서 설계수 

명 동안에 받을 중성자 조사량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로에서도 원 

자로 운전 주기와 독립적으로 시편의 종성자 조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 

술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캡슐내 중성자 조절 기술은 조 

사량 변수 시험에 있어서도 매우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일본의 

]MTR에서는 다공구조의 캡슐구조룹 바탕으로 하여 중성자 조사량 조절 

캡슐을 개발하여 관련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공 구조의 캡슐 속에 

위치하는 시편은 gas 압력을 이용하거나， 시편부에 연결된 steel 줄에 의 

해 각기 독립적으로 작동하는데， 펼요한 시기에 원자로 중심 시험부로 이 

동되어 원하눈 조사량에 도달한 다음 비교적 중성자 flux가 무시될만한 

위치로 이동되어 해당 시편의 조사시험이 종료되게 한다. 한편 노르웨이 

할텐 원자로에서는 이러한 조사량 변수시험은 1차 조사시험 후 원자로 근 

처에 있는 semi-hot cell을 이용하여 일부 시편부만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재장입하여 재조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4) 부식 및 균 열 성 장 시 험 기 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재료 시험기술 분야중의 하나 

로 부식시험 및 IASCC 시험 기술이 있다. 이들 면구에 대한 노르웨이 

할텐 및 일본의 ]MTR에서의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할덴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중 관련 연구분야로 PWR 호츠λ~l 
’ -, ^ 

hydriding 시 험 분야가 있다[3.4.1 0]. Zircaloy in-pile corrosion 거 동을 연 

구하기 위한 고연소도 cladding 부식에서 냉각수의 열 수력 및 화학 조건 

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졌다[3.4.1 1 ~ 13J 그 외에도 할덴에서는 

핵연료 선뢰성 문제 연구의 일환으로 crud 형성 및 deposition 시험이 수 

행되고 있다. 한편 원자로 수멍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PWR 조건에서의 

균열전파속도 연구와 균열형성 시험이 수행되고 있다[3.4.1 0]. 할텐 연구소 

에서는 이러한 부식 및 균열 전파 판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료 연 

구에 필요한 계장기기들의 개발 및 자격화가 계속되고 있다. 최끈에는 특 

별히 고온 전도 셀(conductivity cell)에 관한 계장기술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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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MTR에서는 현재 활용할 조사시험용 loop 시설이 없는 관계로 

최근 들어 재료의 부식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캡슐 system을 

기본으로 하여 미니 loop 시험시설인 SAT(Saturated Temperature 

Capsule) 캡슐 설비를 개발하여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 

하나로를 포함한 시험로에서의 조사시험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험로에서의 조사시험 빛 이에 따른 조사후평가를 

통해 재료의 조사손상 특성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할멘 원자로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공동 조사시험 연구 

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로 조사시험 분야에서 최선단의 하나인 

노르혜이 할멘 원자로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 

스， 독일 등 전세계 20여개국이 참가하는 할덴 프로젝트(HRP:Halden 

Reactor project)를 구성하여 원자로 조사시험을 국제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할멘 원자로에서는 새로운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시설 

개발도 각 국이 협력하여 경제적으로 개발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을 볼 때 

향후 하나로에서 필요한 기술 및 시설 개발에 있어서도 선진 각국의 기존 

기술 활용 및 국제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다. 한편， 하나로에서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소외 조사시험 이용자들을 

위한 하나로활성화 사업의 경우 공동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2. 온도 및 환경 제어기술 개선 및 확립 

가. 캡슐의 옹도 및 구조 건전성 해석기술 개발 

실제 조사공(CT 또는 IR)에 따른 r-발열량의 비대칭성 및 열매체 평 

면에서의 시편 상호간의 열전도 등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2차원 이상 

의 열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상용 code인 ANSYS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 

하여 먼저 단순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시험이 완료된 재료 계장캡슐 

의 시험 중 y-빌-열량과 조사시편의 목표온도를 만족하도록 결정된 gap 

크기 (GENGTC 사용)를 기초로 시편온도 및 열응력을 계산하였다. 

(1) 해석 모델 

해석대상 중 원형 및 사각형의 1공 구조의 횡단면은 그림 3.4.2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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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4.3과 갇으며， 대칭 4공구조의 횡단면은 그럼 3.4.4와 갇다. 시편파 옐 

매체 사이으1 gap 크기는 O.lmm보 고정하고， 열매처1 외 캠숨 외동 사이의 

gap 크기는 변화시키면서 해석플 수행하였다. 

해석 시 사용펀 요소는 응력 및 열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Pìane13 (2-D 

coupled field solid) 이며， 조사시 험 증 외동 표면의 열전탄 계수 ， h = 

303c3 W//n12uC. 그리고 냉각수 온도는 4U)C로 하였다. 또한 재갚의 튜성 

치료E사 캡슐 외동은 STS316, 열매체는 All050 시편은 SA508 class 3 그 

리 고 gap은 He으로 충진된다[3.4.14 ~ 3.4.15J. 

(2) 해석 결과 

캡슐의 단면 구조별 온도 빛 엘응련 해석윤 위해 풍엘한 입력조건에 

서 1공 원형， 1공 사각형 및 4공 사-각형 구조에 대하여 해석하였는데， 모 

델링 시 시편과 열매체 사이의 gap 크끼는 O.lmm포 고정하고， 이 gap에 

는 1기암의 He이 충진된 것으포 가정하였다 사각형 시편을 장입한 캡슐 

의 경우 동열한 He 암력에서 l공 사각형 구조가 4공 사각형 구조보다 외 

풍과 열매처1 사이의 gap 크 71 와 열받생밀도가 작지만 I공 사각형 구조에 

서 더 높은 시편 온도 및 최대 열응랙을 나타낸다 이상의 열해석 기술윤 

활용하면， 다양한 구조의 캡슐에 있어서 시편온도의 이용자 요구조건 만족 

여부와 조사사험 증 캡슐의 깐깐성윤 확인할 수 있다 

조사시험 증 시편의 되표판드'- 이용자닫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시편의 온도는 1차로 외풍과 연매체 사이의 gap 크기로 조젤되고， 2차파 

외풍- 내부에 충진된 Hc의 입-력윤 변화시켜 최종 목표온도에 도달된다 I 

차 꼭표온도 조절윤 위한 외동과 열매처1 사이의 gap 크기와 시편온도의 

판페딸 살펴보면， 동힐한 He 압력 하에서 시편 온도는 gap 크기가 김소 

하떤 사편의 열이 냉각수쿄 전단되끼 쉬워지므로 시편 온도가 떨어지고， 

gap 크기룹 증가시키면 시편의 열이 냉각수로 전펠-되기 어려워지므로 시 

편 온도는 상승한다[3 .4.16]. 또한 He 압력이 동일한 경우 외동과 열매체 

사이의 gap 크기 변화에 따릎 캡슐- 부품들의 열응랙 분포룹 분석한 결과‘ 

응력값달은 부품둡의 재칠에 대한 허용응력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3 .4.1 7]. 

-154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통과 열매체 사이의 gap 크기로 조절된 시 

편의 온도는 외똥 내부에 충진된 He의 압력을 변화시켜 최종 목표온도에 

도달된다. He 압력과 시편온도의 관계륜 살펴보면， 동일한 gap 크기에 대 

하여 시편 온도는 He 압력을 증가시키면 He의 열전도도가 증가하여 사편 

의 열이 냉각수로 전달되기 쉬워지므로 시편 온도가 떨어지고， 압력을 감 

소시키면 He의 열전도도가 감소하여 시편의 열이 냉각수로 전달되기 어 

려워지므로 시편 온도는 상승한다[3.4.16]. 그림 3.4.5~7은 외통과 열매체 

사이의 gap 크기가 동일하고 He 압력이 0.4 71 압인 경우 1공 원형， 1공 사 

각형 및 4공 사각형 구조에 대한 온도분포 해석결과이다 모델링 시 시편 

과 열매채 사이의 gap=O.lmm로 고정하고， gap에 충진된 He의 압력을 변 

수로 하였다. 사편의 온도는 He 암력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증가힘을 알 

수 있디. 또한 그림 3.4.8 ~3.4 . .l0은 외통과 열매체 사이의 gap 크기가 동 

일한 경우 0.4기압 He의 압력에 대한 캡슐 부품들의 열응력 분포이며， 응 

력값들은 부품들의 재절에 대한 허용응력보다 훨씬 낮게 나타낸다 

나. 캡슐 설계변수 변화에 따콘 데이터베이스 구축 

(1) 다공 구조 캡슐의 온도 및 구조건전성 해석 

캡슐에 장입할 수 있는 시펀량은 시편 배치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용자둡은 같은 \::l 1 용으로 많은 시편의 

조사시힘을 가대하고 있다. 캡슐 내 시편 배치는 그럼 3.4.2 및 그림 3.4.3 

과 같이 초기에는 캡슐 중심 1 공에만 시편을 장입하였으나， 그 후에는 주 

로 4공 배치 구조로 조샤시헌욕 스햇하였다 그려나 이용자들이 보다 효율 

적으로 더 많은 수의 시편 장입을 요구함에 따라 5 및 6공 구조에 대한 

핵적 및 멸적 특성 기계적 구조건전성 등음 검토하였다[3.4.1 7]. 

5 및 6공 구조의 캡슐을 개발하기 위하}서는 하나로 노섬에서의 새로운 

캡슐 구조로 인한 neutron f1ux & f1uence, r -heat, 잉여반응도 등 핵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및 6공 구조의 경우 장입 시편 (specimen) 수가 증가함에 따라 4공 구 

조보다 큰 열발생밀도흘 나타내게 되므로， 캡슐 외통(extemal tube) 및 열 

매치，1 (thermal media)에서 온도상승에 따른 열응력이 발생하고 열매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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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그리고 열매체와 외통사이의 열팽창에 따른 간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열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8가지 다공 구조를 대상으로 유한요 

소해석 (FEA) 프로그램인 At'JSYS를 사용한 재료 계장캡슐의 온도 및 열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다공구조 재료캡슐의 모델링 시 시편과 열매체 사 

이의 gap=O.lmm로 고정하고， 증앙홀 직경 및 외통과 열매체 사이의 gap 

을 변수로 하였다. 또한 캡슐 외통과 열매체의 gap 및 열매체와 시편사이 

의 gap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전달 그리고 캡슐 외통 표변에서는 냉각수 

흐름에 의한 대류 열전달을 고려하였으며 사용-된 요소는 1공 및 4공 구조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력 및 열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Plane13(2 • D 

coupled field solid)이다 또한 재갚의 특성치로 캡슐 외동은 STS316, 열 

매체는 Al1050, 시편은 Zircaloy • 4 그리고 gap은 He(=l기압)으로 충진뭔 

다 

5 및 6공 구조 캡슐에 대한 열해석에서는 재료 캡슐 이용자들의 요구 

조사온도 조건을 만족하도록 각 시편에서의 온도분포를 계산하였으며， 이 

로부터 캡슐 단면상의 열응력 맞 변형을 검토하여 조사시험 중 캡슐의 안 

전성 및 시편과 열매체의 간섭여부를 확인하였다. 

다공구조의 재료캡슐에서 중앙홀(central hole) 이 있는 것파 없는 것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여， 중앙홀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5공 및 6공 원형 

구조에 대한 온도 및 열응력분포에서 중앙홀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 

았지만， 조사 목표온도， 열팽창에 의한 시편과 열매체 열매체와 외통 사이 

의 간섭조건을 만족시키는 gap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온도 제 

어범위가 큰 중앙 홀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하였다. 

캡슐 내 gap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유한요소 해석결과(온도 및 응 

력분포)뜰 중 대표적인 5공 및 6공 원형 시편 캡술에 대한 결과를 그럼 

3.4.l 1~3.4.13에 나타내었다. 시편온도에 대한 중앙홀 크기의 영향은 동일 

한 조간에서 중앙홀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편온도는 감소하였다. 캡슐 

각 부분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그림 3.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료의 허 

용응력(l72.37MPa， STS316)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므로 조사시험 중 

다공구조 재료캡슐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5 및 6공 사각형 시편 캡슐에 대한 캡슐 내 gap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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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유한요소 해석결과(온도 및 응력분포) 시편온도에 대한 중앙홀 크기 

의 영향은 동일한 조건에서 중앙홀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편온도는 감 

소하였다. 열응력은 각 재료의 허용응력 (172.37MPa， STS316)보다 훨씬 낮 

은 값을 나타내므로 조사시험 중 5공 및 6공 다공구조 재료캡슐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2) 다공 구조 캡슐의 설계변수에 따른 database 구축 

주요 설계변수들인 캡슐 외동과 열매체의 gap 및 중앙홀(central 

hole) 크기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핵적특성 자료들과 함께 캡슐 설계변수 

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였다. 표 3.4.4 -5는 각각 반경이 7mm인 중앙 

홀을 가진 6공 원형 및 사각 시편 구조 캡슐에서의 시편/열매체/외통간의 

gap에 따른 상호 간섭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맨 윗줄의 O.25e-3(m) -

O.l3e-3(m)는 열매체와 외통 사이의 초기(열변형 전) gap이다. 열변형 후 

의 gap 크기가 초기 gap 크기보다 작으면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열변형 후의 gap 크기가 초기 gap 크기보다 크변 간섭이 발생하는 것이 

다. 모든 조건의 원형 사편 구조에서는 열매체와 외통간에 간섭이 발생하 

지 않아 조사시험시 비교적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 

다. 다공 구조 캡슐 개발 

캡슐 온도해석기술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의 도
 

오
 

L 해석방법인 

GENGTC code 이용법과 y-발열량의 바대칭성 및 열매체 평면에서의 시 

편 상호간의 열전도 등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2차원 이상의 열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ANSYS code를 이용한 방볍으로 1공， 4공， 5공 및 6공 구 

조에 대하여 시편의 조사온도 및 열응력을 계산하였다. 다양한 모양과 재 

질의 사편들이 장입된 4공 구조 캡슐 그리고 이용자들의 보다 효율적인 

시편 장입 요구에 따른 5-6공 캡슐 구조에 대한 핵적 및 열적 특성， 기계 

적 구조건전성 등을 검토하였다 

(1) 다양한 모양과 재질의 시펀들이 장입된 4공 구조 캡슐 

대학의 원자력 분야 연구지원을 위한 OOM-01U 캡슐에는 기존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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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규격이 아닌 다양한 모양과 코가의 시편들이 장입되어 았고， 이용자 

단이 다양한 조사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온도/환경 제어기숨 보완윤 풍 

하여 개선 가술흘 개발하였디 또한 조사시험 증 원자포 저l 어봉의 위치변 

화에 [다판 사편온도 상승을 억제히지 위해 상부 1, 2단에도 다공배치형 설 

계륜 도입함으로써 시편 온도 제어기술윤 개선하였다 

기존 개발된 표준형 제장캡슐에서는 주로 Fe 계열인 압력용기 재질의 

조사시힘올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OOM•Ol U 캡슐에는 Fe 계열， 

stainless 계열 및 Zr 계열 등 다양한 재질의 시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한 이둡에 대해 다양한 조사온도 및 조사량 등이 요구되었으므보 이를 만 

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캡슐 섣계 및 저l 어기술윤 개선하였다. 

캡슐 내 통일 단에서 각기 사편 크기 빚 목표 조사온도룹 다르게 하는 

경우의 캡슐 구조 안전성 빛 캡슐 내 온도 분포찰 ANSYS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해석하였다 해석 결파 동힐 단내에 모양과 재질이 다른 사편늪이 

장입된 경우에도 온도 및 열응력 조건윤 만족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시편 

의 크기 렛 새칠 등의 특성 그라고 시편과 캡슐 부품간의 gap윌 설계 · 조 

전함으로써 동일 단내에서도 이용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조사조건 

윤 구현할 수 있는 설계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6공 구조 체장캡슐 설계/제작 

기존 개밥된 1공 및 4공 구조의 캡슐올 기초로 하여 실제로 하나로에 

서 시편용적활흘 크게 향상시킨 6공구조의 겨1 징-캡슐윤 섣계 · 제작하였다 

섣계펀 캡슐은 하나초공장-이용환상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조사시험용 캠슐 

표 조사시편은 주로 핵연료 펴펀-판 재료릎 ~~텀 3.4.1 4와 갇이 캡슐 줌섣 

부에 원형으로 분산 배치하였디 01 쉰- 피복관 시편븐 힐부 위치에서는 기 

존의 사각형 사편과 혼재되어 있어 二[립 3.4.1 5와 갇이 다양한 시편 배치 

감 나타내였다. 이달 6공 시편판 출락 24MW의 히-나 j포읍 CT 조사시험능공공'-어 

상입하였올 경우우「’ 핵적꽉성 변화룹 검토하였으나， 6공 구조로 인해 핵작뜬 

성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디. ANSYS 프로그램응 이용하여 

캡슐 단면상의 온도 빛 응력분포릎 해석한 결과， 동일 단내에 많은 수의 

시편둡이 장입된 경우에도 요구되는 온도 및 열응력 조건을 만족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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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시편의 크기 및 재질 등의 특성 그리고 시편과 부품간의 

gap음 설계 · 조절함으로써 동일 단내에 장입할 수 있는 사편의 양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6공 캡슐 섣계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표준형 캡슐 설계 개선 

가 캡슐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국산화 기술개발된 표준형 캡슐 기술 

은 현재 산 · 학 · 연 이용자들의 조사시험 요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캡슐 이용자들의 디양한 조사시험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캡슐 

이용 효율화 관점에서 가존의 1공 혹은 4공 구조에서 다공구조의 캡슐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기존 개발된 1공 및 4공 구조의 캡슐을 그림 

3.4. 14~ 15와 같이 6공 구조로 설계하여 하나의 캡슐 내에 장입되는 시편 

량을 최대 50%까지 증가시켰으며， 또한 상이한 시편 규격 및 재질， 그리 

고 조사시험 온도를 동시에 조사시험할 수 있어 캡슐의 효율적인 조사시 

험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표준형 캡슐을 이용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점 

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개발된 표준형 캡슐 설계에 있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던 부위의 개선작업이 수행되었는데， 캡슐 하단부， 히터 및 열 

전대 연결 방법 등의 설계 변경을 통하여 조사시험 시의 캡슐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조사시험용 캡슐 각부분의 성능개선 및 검증을 위 

해 분해조립이 가능한 캡슐 mockup을 설계/제작하였다. 

계장캡슐을 하나로 노심에 고정시카는 역할을 하는 캡슐 하부 bottom 

guíde의 경우 초기에는 하나로 구동핵연료와 유사한 설계였으나， 캡슐의 

하나로 장/탈착 과정에서 guide pÍn이 절단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해 

당부분의 설계변경이 시도되었다. 먼저 24MW 출력의 하나로 노섬 IR2 

조사시험공에서 11일간 조사시험된 노섬재료 및 중수로압력관 재료의 조 

사시험용 OOM-03K 캡슐을 조사시험 후 인출시 정해진 하나로 검사절차 

에 따라 수중에서 캡슐 비디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캡슐 하단부 bottom 

guide 부위의 3개의 pm-rmg 연결부위 중 2곳이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 

다 (그림 3.4.16 참조) . 그러나 캡슐 하단부는 무리한 응력에 의해 일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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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시키 문제는 이상의 않아 더 이탈하지 본체로부터 캡슐 상된 후에도 

손상부는 그림 3.4.16에서와 같이 지난 1998 

캡슐 

00M-03K 캡슐의 

년 20M\V CT !IR2에 서 

않았다. 지 

캡 및 98M- 02K 조사된 97M-OlK 0.54일간 

발생한 guide arm 손상 사고(1999년 20MW CT에서 2.2일간 조사 슐에서 

있었다[3.4.18]. 시험)와 유사한 점이 

97M-OlK 계장캡슐의 경우 하단부 guide (Part No 2) 의 3개 arm 중 하 

것이 바닥에 있는 조사후 캡슐을 임시보관하였던 작업수조 나가 절단되어 

힘에 의한 것 물리적 작업수조에서의 손상 원인으로는 그 발견되었으며， 

손실된 조사후 7'! 。
/6 까一 캡슐의 98M- 02K 있다[3.4.1 9]. 추정된바 으로 

추정되었 것으로 。1 òì r::-l 
λA λÀ l......!. 걸쳐 노심 구조물에 pm 하나는 bottom guide의 

물리적인 외력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추 인출과정에서 손상 원인은 으며， 

때
 의
 

M 

뜰
 

마
 끓
 

이
샤
 ?1 

} 

한
 

1 

며
낙
 

된
 
이
 

처
。
 

손상으로 인해 guide arm 부위의 설계개선이 필요하였 

왔다. 개선하여 설겨l 통해 [3.4 .21] 다음과 같이 시현으 
’ L-J -c::. mockup 고， 여러 

설계릎 3.4.16과 같이 guide arm 끝부분의 설계시는 그림 캡슐 98M • 02K 

보강설치/용 nng을 캡슐에서는 guide arm 상부에 변 경 하 였 고 ， 00M- 03K 

상하 
까， 。

' ôT 분산하고， 최악의 7::l 。
' 6T 작용할 arm에 외부응력이 접하여 

한 것이 억제하도록 -7J 。
'Ä 2 이탈되는 완전히 외부로 떨어지더라도 l지점이 

재질로 stainless steel 304 nng은 λL 닝 
。 IBottom guide(Part No 2) 의 다 

제한된 gap은 O.4mm이 다. Arm은 외동간의 캡슐 3mm, 두께 12mm, 포L -. 

이러한 있다 상부만 EB(electron beam) 용접되어 링에 걸친후 규격으로 

ul 
^ 

러
 「

。

-
。

물리적인 작용하는 장/틸착 과정에서 대한 캡슐 변경부에 설계 

보강한 시 

수행하였다. 횡방향 

보강한 경우가 

nng을 guide pin 상부에 

편과 보강하지 않은 시편에 대한 인장 및 굽힘시험을 

굽힘하중을 작용시켰을 때의 최대하증은 

위해 이릎 확인하였다. 구조건전성을 

보강하지 링으로 

보강한 경우에는 nng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게 이상 경우보다 2배 。L 。

\;동-c-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미치는 guide pin 하부 용접위치의 최대인장하중에 

2점을 하부의 guide 시편에서는 
。L 。

L'δ τ: 보강하지 그러나 nng으로 않았다. 

용접한 경우가 1점만 용접한 시편보다 높은 최대 굽힘하중을 보였다. 따라 

하 용접함으로서 캡슐 하부는 2점 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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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guide pin의 건전성이 최대로 개선되었다. 한편 guide pin 하부를 계 

단형 대산 원추형으로 가공함으로서 guide pin의 사용중 안전성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단부 설계는 99M-01K 캡슐에 적용 

되기 시작하여 (2000년 6월， 22MW IR2에서 3일간 조사)， 99M -02H (2000년 

5월， 22MW IR2에서 3일간 조사)， OOM-OlU(2000년 11 월， 24MW IR2에서 

11일간 조사)， OOM-02K(200l년 5월， 24MW IR2에서 3일간 조사) 캡슐에 

도 적용되어 그동안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OOM-03K 캡슐은 작업절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조사시험전 · 후에 비디 

오 관찰이 수행되어 녹화되어 았으므로 이를 재관찰한 결과 조사전 검사 

에서는 캡슐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조사후 검사에서 그림 3.4. 16과 

같이 캡슐 하부의 bottom guide(Part No 2)의 ann-nng 연결부워 2곳이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손상된 부위에서는 nng이 상부로 빌려 올 

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nng 부위에서는 별다픈 표면 흔적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한쪽의 ann 외측면에서는 약간의 이상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ann 외측면은 bending한 부분이므로 초기 제작과정에서도 

유사한 흔적이 발생될 수도 있다 

Ann의 손상에 대해 제기된 원인으로는 1) 캡슐 장전 및 인출시 nng이 

구조물에 걸림， 2) 캡슐 장전 및 인출시 arrn이 물랴적인 힘을 받음， 3) 

nng의 FIV(Flow lnduced Vibration) 등이 거 론되 었다[3.4.18]. 이 러 한 가 

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손상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캡슐 장입 및 

인출시 nng이 구조물에 걸릴 수 있는 경우 및 손상 유발 가능성은 다음 

과 같다 1) 침니내부지지대 고정부에 걸림 2) 유동관 상부에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으나 97M-OlK 및 98M-02K 캡슐의 경우룹 비교해보아 별로 

가능성이 없었다. 캡슐 장전 및 인출시 arm이 물리적인 힘을 받을 수 있 

는 경우 및 손상 유발 가능성은 1) 침니내부지지대 고정부에 걸린 경우나， 

2) 캡슐이 유동관 내부에 들어간 상태에서 평형(일직선)이 안된 상태에서 

장탈착하는 경우 발생가능하다. 그러나 첫 번째의 경우 캡슐 장입 및 인 

출시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작업시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부분이고 본 

작업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손상 원인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또한 arrn이 상하로 round 형상으로 되어있고， 작업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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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렁 댄랜서의 사용， 그리고 본 작업시 별다픈 사항없음 꽁을 고려한 따1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편 mockup 시설을 이용하여 실꼴플 검토한 결과 

bottom guidc (pin 포함) 부위는 어느정도 직진도가 맺-지 않으면 충분히 

유동관에 걸릴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득히， 장입 초기 및 탈착 후기 캡슐 

분-체 상부 guide spring이 유동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직 진도가 맞지 

않으띤 하부 guide pin이 유동판에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tool 싱-부에서 

작업자가 주는 힘에 따픈 캡슐 하부에 전달되는 힘은 상당히 달 것이다. 

실제로 계장캡슐의 진동꽉성 측-정윤 위한 96M-OIK 캡슐의 하나포 시험 

에서 상당한 힘이 캡슐하부에 잔달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마지믹으로 

조사끼간중 FIV(Flow Induced Vibration)에 의한 파손이 있을 수 있으나， 

am1 손상이 nng이 없는 캡슐(971\!I -01K 및 98M-02K)에서도 발생하였고， 

OOM--()3K 캡슐 조시-기간중의 제어설 진동기록둡을(CIC 신호의 PSD) 확 

인한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러고 기본적으로 Zircaly --4 재절의 

피쿄뜩성 등을 감안해 볼때 냉각수에 의한 FIV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 

인다 

여 라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97M-01K, 98M- 02K 빚 OOM-03K 캡슐에 

서의 손상은 모뚜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앞 

으1 1), 2) 윈인으로 추정할 때 캡슐 장전시에 손상이 받생하였다면 ann은 

조사시험증 콘체로부터 이탈되었음 것이나， 97M-01K의 손상된 31m이 작 

업수조에 있은 점과 98M-02K의 손상된 arm이 노심위 구조뀔에 걸려 있 

었던 점으로 띠루어 손싱은 캠슐 인출시 발생히-였윤 것으보 추정펀디- 계 

장캠슐 및 핵연료골은 하나로 사험공에 장착 및 탄착시 직진모가 맞지 않 

아 유풍관과 간섭이 일어니는데， 핵연효의 경우 보다 취약한 상부- guide 

spnng 이， 겨1 장캡슐의 경우 상부 guidc spring의 강도가 비교적 크므로 하 

부 guide pin이 절단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결파작으로 캡슐의 장/ 

탈착시에 정해진 절차룹[3.4.22J 료다 확실하게 준수/감독할 필요가 있으 

며， 작업자가 무리한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설계개선된 캡슐 하단부의 경우， 시험중 무리한 응럭에 의해 

손상되더라도 캡슐로부터 이탈하지 않아 캡슐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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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대 이용되는 조절하는데 01 

^ 
:7- ←」
=극1" / Ö 도

 
오
 

L 시편의 캡슐내 

설치 각각 12 sets 및 5 sets 씩 micro-heater의 경우， 표준형 캡슐내에는 

제작과정에 1관계별 캡슐의 사용하며 K-type을 켜。 
01 열전대의 있다 되어 

떨어지는 절연이 열전대의 경우 빛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데， 일부 서 절연 

별다 측정에는 시편온도 즈드묘L ;ζ;1 01 , f L..!. 열전대의 조사시험시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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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1 

^ 발헐부 한편 히터의 경우 이상이 없었다. E근! 

'--

일반 전선과 연결 고정되며，보호관부에서 설치되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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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호
 

D 가공된 에 

캡 포함한 일부 것11 육으 
口 t二 i 진다. 99M-OlK 언출되어 되어 캡슐조절장치까지 

73 0_ 1:二
'di•--'--가동이 되지 

핫셀에서의 

보호관 내의 계장선 연결부위 

。1- '-τ
~τ二손상이 발생하여 

밝히기 워하여 

히터의 캡슐내 일부 슐의 경우 

해 관련부플 IMEF 손상 원인올 이의 있었다. 

관찰하였고， 예상 취약 부위인 제하여 정밀 

캡슐의 99M-OlK 같이 3.4.17과 그림 검사하였다. 인출하여 조사후 

보호관내 히터 

亡。

。 도프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히터의 

저l 작 피-정에서의 각이 전 계장선 설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또 부위는 모두 연결 

캡슐 다른 손상 가능부위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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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 

개발시에는 및 신기술 설계 변경 하나로 계장 캡슐의 

적용하기 시험 노외에서의 전에 제 

캡슐은 조립식으로 되 효E 해 성능평가용 캡슐 mockup을 설계/제작하였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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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제 있어 다양한 캡슐 /

기一 해처1 할 내부까지 갖ll~ 
닙돋r 어 

캡슐내에는 그림 3.4.18파 같이 다양 

노외에서 시험특성을 

캡슐은 

노내 시편의 시편이 장입되어 향후 관련 

예비 검토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 있다. 한 노외 성능실힘에 활용될 

한 형태의 

u1 
^ 캡슐내 히터 또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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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조에 우선 보관한다. 조사시험후 시편들의 조사손상 평가를 위해서 

는 보관된 캡슐을 조사후시험시설(IMEF)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작업수조에서 전체 약 13m 길이의 캡슐 증 시편이 들어있는 본체부만 절 

단한 다음 이송용 cask에 넣어 IMEF 시설로 보낸다. 최종적으로 IMEF의 

hot cell에서 캡슐을 절단 해체하여 조사시편을 분리한 다음 이를 사용해 

조사후 물성평가 시혐을 수행하게 된다. 하나로에서는 캡슐 본체부 절단 

을 위하여 자체 설계제작한 캡슐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수조 내에서 캡슐 

보호관 하부를 강제 절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조내의 냉각수가 캡슐의 

gas 조절판을 타고 캡슐 본체 내부로 달어가게 된다. 

침입된 냉각수는 캡슐 자체의 방사능에 의한 radiolysis 현상에 의해 유 

해한 상태로 변하게 되고 상온의 환경에서도 Al 등의 재절로 제작된 정런 

시편 및 캡슐 부품들에 부식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부식현상은 해 

당 시편익 기계적/화학적 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부 

품간의 미세한 gap에 부식생성물 형성 등으로 인해 캡슐 해체시에도 많은 

문제흘 야기시키고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해 JMTR의 경우 Al 및 STS 재 

료로 제작된 압접관을 특수제작/설치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누수 방지용 Al!STS 이중관 및 압 

전관 기술을 개발/설치하여 조사시험후 캡슐 절단시 캡슐내부로의 냉각수 

침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평가하였다. Al!STS 이중관은 STS 튜브속에 순 

수 Al 튜브를 설치하여 절단시 Al에 의해 가스제어관이 텔폐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시험 결과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냉각수 유입를 제한하는 효과 

는 있으나， Al의 순도， 절단기 cutter의 정열 상태 및 해당 부위의 청결성 

등 표면상태에 따른 실험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캡슐 조사시험후 IMEF 시설로의 이송을 위한 젤단시 냉각수의 캡슐내 

침입을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림 3.4.19와 같이 누수 방지용 

Al!STS 압접관을 개발/설치하여 캡슐 내부로의 냉각수 침입을 억제하고 

자 하였다.AνSTS 압접관 방법은 일반적인 용접방법으로는 접합이 불가 

능한 Al 및 STS 두 금속을 마찰용접 방법으로 접합시켜， gas 저1 어관의 

절단부위에 순수 Al 튜브가 위치하도록 하여 절단시 Al 부위가 압착 빌폐 

되어 냉각수 유입이 방지되도룩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를 동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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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확인하였다. 확보하여 향후 국내개발 가능성을 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술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업체의 경우 Al과 STS rod를 접합하는 데는 

용접할 그러나 rod를 없었다. 느
 」

i( 

T 문제가 없었으나， tube 자체를 별다른 

방안이 가능하였다. 해당 

대량 제작 

재가공하는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의 

특수 drill로 tube 형 태 로 용접한 후 

ul 
7ζ 요구 실제 캡슐에 기술을 

기술/경제적 연 관부위 제 작을 위 한 Electron Beam welding 기 술 확보 등 

인 문제를 이용자들과 체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및 성능 고도화 

확장 

4. 캡슐 제어시스템 

가. 제어시스템 운전모드 보완 및 

(1) 진공헤더 제어장치 분리제작 

재료캡슐제어장치는 

기존의 진공제어장치에는 캡슐의 

형성하기 위한 진공펌프와 더불어 진공 

등으로 구성된 진공헤더 제어장치가 일체형으로 

진공조절부와 진공헤더 

히터제어장치， 진공제어장 

도
 

오
 

L 

구분하여 크게 

컴퓨터 부로 구성되어있다. 

위한 진공조절부와 진공을 

기존의 

치 

제어를 

1:[1 
^ 

진공센서 

단계에서는 

제어장치의 제작비를 

조사시험의 안정화 및 

OD: φ :250 x L:570mm이 며 

헤더， 전자밸브， 

구성되어있다. 본 

추가로 

분리함 제어장치를 

진공해더를 

꾀하고자 하였다. 진 

항상 1 x 1O-2torr 이 

독립적 절감하고 

효율화를 

제작될 

운용함으로써 

크기가 

하로 유지되고 캡슐의 

으로써 

으로 

진공도는 공헤더는 

。1안내관의 gas 치환 등에 보호관 및 t:tl 
^ 온도제어 

보는바와 같이 진공헤더 제어장치의 전면패빌에는 용된다. 그림 3.4.20에서 

있 배관도가 그려져 패널이 부착되어 나타내는 그래픽 장치의 계통을 보 
'-

개/폐 상태를 밸브의 있으며，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되어 

램프가 설치되어 

개/폐 밸브의 고 

설 조작핸들이 수동밸브의 또한 있다. 느
 」

이
 사
 

까
기-할 파악 

실내오염을 배출되는 gas는 장치로부터 보 
'-가능하다. 이

 
l 전

 
。

τ
 휴

 
치되어 

배기덕트에 연결함으로써 하나로 환 

방출한다. 진공헤더 

방지하기 위하여 1/4“ 배관을 하나로 

대기로 

설치공간이 부족하였으나 진공해 

공간활용을 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정가스를 

분리제작에 따른 장점은 아래와 같다. 

원자로 주변이 협소하여 제어장치의 

더를 분리하여 공통설비로 활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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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 후 오염여부를 기시설에서 

제어장치의 



되었다 

조사 목표온도플 운잔에 따라 진공도의 안정으로 독립적언 진공헤더의 

하였다 。1 l二 도E 
λλ J- ~..= 보다 정띈하게 제어할 수 

재료캡슐제어장치룹 하였 운잔가능 5대까지에 떤결하여 동시에 

가능하 활용이 실험에도 는
 

디
 카
 

구
 

요
 

진공이 이외에 재료캡슐저l 어장치 으며 

하였다 도록 

정상운전에 경우에도 -;r 7-.1- 1.,-}- -9-
」→。 A人근 펌프가 1대의 진공팎프룹 2대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펀-

섣치하여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 조사시험 하여 영향없이 

경보회 이 I二표L 
A入---1--- -"::1 경보할 수 01 入1-~E.._r=!I" è) ìT기--탁 전공허1 더 제어장치의 제어겨1등의 

안전회로릎 보호하기 위하여 과부하로부터 71 그7-}I1 3I 츠긍
ë 0 -ri ←一 2설계하였으며 

삽입하였다 

로
 

보완 및 나. MlVII 화면 

제작되었으 완료되어 개받 1단계에서 계징-캡슐제어정치는 재료시험용 

λ1 
。

D1 

^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성 조사시힘올 재료캡슐의 그동안 며， 

。}저 처 
。 1보다 더 조사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그러나 입증되었다 이미 

개선함 보완 및 

하였다 

사항이 도출되어 

재어가 가능하도록 

위한 개선 

디1 

^ 으쿄써 더욱더 안정적인 김사 

원환한 조사시험을 

강화 저장기능 D1 
;’<기록 (1) 데 이터 

결과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 후 기꽉하고 시편온도룹 즈
 
。조사시험 

조사테이터의 환확실하여 식별이 데이라의 기콕펀 기폭겨1 는 설치되었던 

[다라 MMIO\1an Machinc Interface) S/W 이에 못하였다. 이용되지 분석에 

수행 대선하여 기능윤 기콘겨}의 

동하여 과거데이터를 

활광히→ òi 저장가능을 데이터 citect 으} 인 

개선하 있도록 

하였다 

/-,-〕츠 λ} 송L 
"- ←~크 

수행하도콕-효융적으로 보다 

트랜드룹 

가능을 

하였으며 

가록계 기존의 여 

개선 그래픽 (2) 운전화변 

그래픽 

파 공정상태릎 

표시하는 

운전원이 

운전상태릎 

조사시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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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배열되어 

운전화면은 

정렬상태가 연관성 없이 

제어장치 지존의 

의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 차례의 조사시험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경험 

을 토대로 그래핀의 배열음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불필요한 비}판을 삭제하 

고 그래픽의 배열을 단순화함으로써 조사시힘시 운전원의 신속하고 정확 

한 공정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 3.4.21과 그럼 3.4.22에 개선 전/후의 

화면윤 비교하였다. 

(3) 원자로 출력선호 입력 추가 

조사시험 완료 후 조사이력 분석 시 원자로의 출력선호에 따른 조사온 

도 변화가 발견됨에 따라 원자로 출력이 조사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으로 판단되였다. 이에 따라 원자로 제어실로부터 원자로출력선호(4~ 

20mA, 0-50MvV)를 전송 받아 제어장치에 입력하여 원자로 출력변화상 

태틀 실시간으로 관찰함으로써 조사온도변화릎 예즉하도록 하였다. 결과적 

으로 이를 온도제어 판단자료로 활용하여 정밀한 온도제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력된 윈자로 선호를 저장하여 조사시험 후 분석에 활용가 

능 하도록 하였다. 

(4) 제어봉 위치선호 입력 추가 

원자로 출력과 더불어 원자로 제어봉 위치의 변화에 따른 조사온도 변 

화가 발견되었다. 원자로 제어봉 위치는 원자로 운전주기동안 원자로 운전 

조건에 따라 계속적인 위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온도변화에 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원자로 제어봉 위치신호(4~ 

20mA. O~760mm)륜 원자로 제어실로부터 전송 받아 제어장치에 입력하 

여 운잔화변에 제어봉 뒤지팍 ‘피 도i특 함으로써 온도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력된 제어봉 신호를 저장하여 조 

사시험 후 분삭에 활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5) He gas 잔량파악용 압력트렌스미터 설치 

재료캡슐 제어장치에는 캡슐내의 시편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진공제 

어 용 He gas(O.4kg/cm')와 보호관 빛 안내 관 각 이 음새 의 유격 으로 침 투하 

는 수분을 방어하여 신호선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He gas(2kg/cm')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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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0kg/ 하나로 지하에 위치해있는데 용량 47 Q , 암랙 용된다. He gas는 

대략 72시간 사용시간은 1개의 용기의 공급되며 조건의 용기늘로부터 cm' 

동안 He 진행되는 

하여야 하고 

조사시험이 설험자는 수행하는 조사시험을 

수시로 

정도이다. 

gas의 캡슐 공급되도록 중단 없이 파악하여 으
 
근
 

랴
。
 

잔
 

소모상태를 gas 불구하고 함에도 감시하는데 집중하여야 온도제어상태릎 

방문접겸 하여야 함 수시로 공급장치를 gas 원자로내의 점검하기 위하여 

안전 있었다. 이에 따라 He 용가암력을 에 따라 조사시험수행에 어려움。 

1=.1 
τ→ 선정하여 트렌스미터룹 압력측정 아래와 갇은 01 ç 도음L 

λλ--'- , 까

T 측정할 하게 

나타내었 결선방법을 ul 

^ 3.4.24에 외형도 그림 3.4.23 빚 그램 착하였으며 

다. 

• 모 델 : PT-3300 

300S;“ 

측 정 범 위 : 0 to 200kg/cm' G 

Span의 허용 과암력 : 최대 

전원 : DC 24V 土 2V

• 출력 :4 • 20mA DC 

- 부하서 항 : 600QnMax 

소비 전력 : 0.5W 

포함) 정도 ::t 0.3% F.S(직 선성， 히스테리시스， 재현성 

::t 0.2% F.S 직선성 

::t 0.05% F.S 히스터]리시스 

• 사용 온습도 : -1O ~70oC ， 5~95% RH 

- 온도특성 : ZERO ::t 0.03% F.S 

기준) SPAN ::t 0.03% F.S(25 0C 

응답성 lOms 이하 

접속부 : PT 1/4" 

: Diaphragm : SUS316 접액부 

: SUS316 Sealing 

Fluorine rubber 

: SU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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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ng 

투입구 



다. 제어기술 고도화 

캡슐 제어기술을 고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원격제어/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된 캡슐제어장치를 제작하였다. 점차 

조사시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사시험설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져서 고 

장이 발생하면 큰 손실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과거보다도 조 

사설비의 고안정도， 고신뢰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조사시험설비 

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시험설비는 

하나로룹 이용하는 설비로 전문적인 지식과 필요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 

이 운전 가능하다. 현재 하나로에는 재료캡슐제어장치 1 대， 핵연료 캡슐제 

어장치 1 대， 크립캡슐제어장치 l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핵연료캡슐제 

어장치 1대와 재료캡슐제어장치 1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의 운 

전 기법은 조사설비의 현장운전방법으로 상시 점검이 어렵고， 사고 예측에 

는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의 효율성 제고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림 3.4.25 및 그림 3.4.26과 같 

이 원격지에서 제어장치의 상시 감시와 제어가 가능한 각종의 장치가 출 

현하면서 조사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향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조사설비의 운전 및 관리기법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조사시험의 신뢰성과 관리 효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새로운 제어장치는 운전원 조작의 최소화를 위한 back ground에서의 

data 자동수선 및 변환과 자동 back up 가능 그리고 logging 등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통신 속도가 매우 빨라 graphic 화면상에 

각종 계측기의 정밀도가 기존의 계측기에 비하여 정밀하다. 또한 

KAERI-NET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라면 연구소 어디에서나 자유로이 설치 

가능하고 LAN 통신을 이용한 초고속 원격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다. 그 

밖에 시간대별， 연별， 월별 data 기록， 분석/출력/동작표시 기능， 양방향 통 

신으로 이상상태 감지 시 원격제어장치에 의한 차단가능， 매우 작은 변화 

량도 빠른 속도로 출력변환 가능， 정전 시에 대비한 UPS (U ninterupt 

Power Supply)들 채택하여 안전한 실험정지 및 data 보관 가능， 시스템 

이상 시 상태 경보기능으로 고장 시 선속 대처， 실험데이터 기록 등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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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 가지고 있어 제어업무 수행에 었、어 인력저감， 선뢰성 향상 빚 정확한 

실험결과 분석올 극대화한 수 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 분석이 가능하여 

실험조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인랙 및 제반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우엇보디→ 원격장치의 환경설정을 간단히 할 수 있도콕 프로그램을 섣계함 

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선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섣치와 운영이 가능하 

며， 피 보호 설비의 상시 감시와 이상 발생 시 경보 기능올 보유하고 있어 

선되상 있는 조사설비의 관리에 충분한 기여를 한 것으쿄 기대된다. 

5. 사파이어 (sapphire)릎 이용한 중성자 조사선량 평가기술 개텔(위탁파제) 

가 사파이어 중성자 모니터의 설계 · 제작 및 장착위치 

(1) 조사사편 장착용 사파이어 중성자 모니터의 설계 · 제작 

사파이어 중성자 모니터는 조사시험용 캡슐에 장입되어 중성자 조사량 

평가에 적용된다. 따라서 정확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릎 위해 모니퍼는 조 

사장의 증성자속 교란을 연으키지 않도록 섣계 · 제작되어야 한다[3.4.23]. 

이라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모니터 튜브 달질로는 STS , 안루 n1 늄， 구리， 

석영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 튜브 물질로 A1050플， 증성자 조 

사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는 EXSl\1A사(Lithunia)에서 Czochralski 방법으로 

성장하여 lx3x5mm로 커팅하여 광학적 면마룹 한 사파이어 단결정 

(Ti:AbO:l, Ti2Ü3:0 .3Wt%)플 구입하여 사파이어 증생자 모니터뜰 제직하였 

다. 따라서 사파이어 중성자 모니터는 1) 증성자 조사에 의한 사파이어의 

광학적 투괴율 변화룹 이용한 빙법파 2) 단결정 내에 주입된 Ti에 의한 

핵반응 Ti4(ì (n,p)Sc 46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법으로 고속중생자 조사량윤 2 

중으효 평가할 수 있도폭 살겨 제작되었다. 

증상자 모니터는 외정이 3.7mm 내경이 3.3mm 길이가 18mm인 원동형 

믹대의 한쪽 끝을 막은 형태효 A1050을 사용하여 튜브릎 제작하고， 튜브 

의 구멍 안에 lmm x 3mm x 5mm 달록의 형태의 사파이어 단결정 2~3 

개와 열선달을 위해 AI050으로 된 spacer틀 함께 넣고 튜브의 한쪽 끝에 

뚜껑을 단아 압착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를 제작하였다. 그림 3.4.27은 제작 

된 사파이어 모니터의 단면도와 규격을 나타낸다. 

사파이어는 고속중성자에 의한 방사화단면적이 적은 알루미늄과 산소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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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4.6에 냐타난 바와 같이 뜰리 · 화학적으로 대 

단히 안정되어 있어 높은 중성자장에서 유도 방사능이 낮아 중성자 모니 

터 섣계 사 연구로의 출략， 조사시간 증성자 조사 후 경과시간 등에 따 

른 중성자 모니터로서의 설계 요구조건에 크게 구애룹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모니터 튜브 물질인 A1050의 고속증성자에 의한 핵반응은 

27A1(n,p)27Mg, 27A1(n, α ) 24Na이 가장 많이 일 어 나며 , 이 핵 반응의 방사화 

단면적은 적고 생성핵의 반감기는 각각 9.46분 15시간으로 짧아 중성자 

조사 후 모니터 취급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조사장의 교란척도인 자처1 강하 계수는 다음과 같은 투과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3.4.24J ， 제작된 사파이어 모니터의 중성자 투과율은 그림 

3.4.28과 같으며 그럼에서 얄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체강하계수는 고속중성 

자 영역에서 1.5% 이하로 나타났다 

!∞ ψ(E)dE= C “ ψo(E) ε • 2 TOT(E) tdE 
J E> lMe V J E > lMeV 

여기서 f∞ vWEe-ZTO7 (E) tdE는 조사장의 조사량이며， 흙싫(E)dE는 
‘ /E> lMe 

모니 터 를 통과한 후의 조사량이 다 Z’TOT(E) 는 macroscoplC cross 

section이 고 t는 재 질 의 두께 이 다. Macroscopic cross section은 ENDF 

IV!B를 사용하였디. 

(2) 장착위치 

캡슐에 장입된 조사시편이 받은 조사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사시편에 fluence monitor를 설치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 

다. 따라서 연구로의 조사공 수직축에 대한 대략적인 중성자속 분포를 알 

아야 fluence monitor 장착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공에 대한 중성 

자속 분포는 VENTURE code로 계산하였다[3.4.2 ， 3.4.25 - 26]. 중성자 모 

니타의 장입 위치는 조사시험용 캡슐의 1단 3단 및 5단에 있는 원통형 열 

매체 내부 캡슐 수직축에서 2.5cm 되는 위치에 직경이 3mm이고 길이가 

각각 60mm와 40mm인 2개의 구멍을 뚫어 길이 60mm인 구멍에는 열중성 

자 측정용 fluence monitor를 길이가 30mm인 구멍에는 사파이어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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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였으며 두 모니터 사이 각을 30。 로 하여 두 모니터가 서로 중 

성자장에 대해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캡슐의 중앙에 위치하는 3단의 열매 

체에는 직경이 3mm이고 길이가 60mm인 구멍 1개와 길이가 40mm 인 구 

멍 2개를 서로 마주 보도록 뚫어 길이가 긴 구멍에는 1단 및 5단과 같이 

마찬가지로 열중성자 모니터를 길이가 짧은 2개의 구멍에는 고속중성자 

측정용 모니터를 각각 1개씩 설치하였다. 열중성자 모니터와 고속중성자 

측정용 모니터 사이 각은 1단과 같이 30。 로 하였다. 

나 사파이어 모니터의 응답특성 

(1) 광학적 특성 변화에 따른 해석 모델 

광학적 특성 변화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델을 설정하여 

계산하였다.N.。 및 N1을 각각 중성자 조사 전 후에 사파이어에 있는 Ti 

핵종의 수， N2를 핵반응 후에 생성된 핵종의 수로 두고 첨자 O 및 ∞를 

각각 중성자 조사 전 및 조사 후로 나타내면 No=N1 +까이 된다. 흡수계 

/-‘ L. 

T , a고; 

ao = B( ñ ω - Eg)2j 11 ω와 

Q∞ =B (n ω - Eg)2j n ω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B는 bulk 상수이고 Eg는 흡 

수밴드의 에너지 gap 이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 후 흡수계수는 

a =N1σj+N2σ2 
= (No- N2)이 + NZ62 
=N.。이 + (ð2- (1)Nz 
= ao+ a∞ 

으로 주어지고 중성자 조사 전 후의 흡수계수차 L1a는 

L1a = a - ao = (62 - 6j)N2 이 된다. 조사량을 φ， 방사화 단면적을 2로 두면 

Nz = φZ이므로 흡수계수의 차를 측정하면 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할 수 있 

다 

(2) 불순물 함량 평가 

사파이어에 함유된 불순물은 주로 4가와 2가 양이온뜰이다. 이들은 결 

정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여 산소의 결핍을 유받하거나 산소와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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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과 치환하는 형태로 존재하여 광학적 흡수밴드의 변화를 일으킨다. 사 

파이어 결정의 불순붙 함량을 하나로를 이용하여 방사화분석법으로 평가 

하여 나타내었다. 방사화분석에 사용한 조건은 중성자속 1.7000x lQ13 

ncm 2S l , 조사시간 : 60분， 사파이어 결정의 무게 : 6.502mg, 측정시간 : 

10000s이며， 불감시간 : 0.27%였다. 그림 3.4 . 2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불순물에 의한 흡수밴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3) Color 센터의 전이 분석 

Czochralski 방법으로 성장한 사파이어 단결정은 불안정한 격자결함이 

나 dislocation을 가지고 있으므로 열처리에 의해 이들을 안정화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전기로를 사용하여 사파이어를 공기 중에서 60 

O oc 로 l시간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후 Ti:Ab03 O.3wt% 단결정은 성장한 

후의 색과 같은 열은 갈색을 띠고 있었으며 CRA Y5G( varian, USA)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 한 빛의 흡수 밴드는 그림 3.4.29에 나 

타나있다. 그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수한 사파이어 단결정은 열처 

리 전 후에서 빛의 흡수 피크는 전파장에 걸처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Ti를 

함유한 사파이어 결정의 흡수 밴드는 267nm, 380nm, 487nm에서 강한 흡 

수 피크가 나타났으나 열처리 결과로 이 흡수 피크는 전형적인 모양을 가 

져 격자결함이나 dislocation이 안정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고속중성자 조사에 의한 사파이어 단결정은 조사량이 -1014n/cm2에서 

는 color의 변화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으나 조사량이 -1019n1cm2에서 

는 어두운 갈색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사파이어 결정 

내에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고속중성자 조사량이 -1014n/cm2일 

때 Ti:A1z03 0.3w%로부터 중성자 조사 전 후에서 구한 전형적인 흡수계 

수의 변화는 그림 3.4.30에 나타내었다. 

Brewer-Jeffries • Summers model에 의 하면 그 림 3.4.30에 서 의 흡수 피 크 

는 기저상태의 Tí+4에서 T(3의 여기상태로의 천이를 나타내며， 267nm의 

천이는 F + -center애 의한 lA-lB 천이이고 380nm의 천이는 lB-lA 천이 

이며 이는 V←center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87nm 피크는 낮은 중 

성자 조사량 시에는 그 흡수 밴드가 폭넓게 나타났으나 높은 조사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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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예띤한 흡수 밴드릎 형성하고 있었으며 380nm의 흡수파크와의 

상호 의존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량이 적은 경우(광학작 강도의 크기가 적 

은 강우)는 조사량이 큰 경우(광학적 강도의 크기가 큰 경우) 보다 낮았으 

프보 중상자 조사량올 평가하는데 있어 낮은 중성자 조사량의 경우 

487nm 흡수 피크가 다픈 피크에 81 해 적 합하였다. 조사량이 ~1020n//cm2 

인 경우 그림 3.4.29와 같이 color의 변화 뿐 만 아니라 흡수 밴드의 팔이 

깊어졌다 그리나 F ←center에 의한 천이와 V-center에 의한 천이 중에서 

380nm peak는 구별 할 수 없었다 267nm 빚 487nm 파크는 낮은 조사량 

에서 보다 예민한 흡수 밴드틀 형성하고 있어 이 흡수 파크의 세기로 중 

성자의 조사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4) 사파이어 내의 Ti 함량 분석 및 최적화 

Ti sapphire 중성자 모니터는 광학적 흡수계수뜰 이용하여 중성자 조 

사량윤 평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에 함유된 Ti릎 이용하여 방 

사화 분석법으로도 중성자 조사량윤 평가 할 수 있도확 설계 · 제작되었다‘ 

빙사회분석법에 의한 Ti의 농도， No는 

A( t" μ) 
←으갚 구하였다 여기서 t，는 중성자 조사 

0 야[ 1 - exp ( - ;\ t,)] exp ( - Àμ) 

시간 tι는 냉각시간， A(t" ι)는 측정된 방사능 ， cþ는 중석자속， 요는 평균 

빙一사화 단면적 tl는 봉괴상수이다. Ti 함량 분석에 사용한 사파이어의 

Ti02 함량의 범위는 O.03~0.3wt%였다; 그림 3.4 .3 1에서 한 수 있는 바와 

같이 Ti 함량에 [다픈 홉수거}수의 변화는 매우 선형적이었으며 이는 단결 

정 내에 주입된 Ti의 푼포가 결정 내에 고프게 관포하고 있음윤 의미한 

다 측정된 TiO :z 함량윤 사파이어 제작회사의 자료와 비교하면 약 0.15% 

의 차이 가 있었다. 따라서 조사량 평 가는 Ti02 함량윤 0.3wt%(Ti 함 

량:0.317 i: 0.015μg)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Ti3" 이온의 함링:플 식 

[ Ti 3 +] = a( ;l)/O'(tl)올 사용하여 구한 결과도 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띤치하 

고 있였다. 이는 Ti203 함량에 따콘 흡수계수의 변화는 선형적이었으며 사 

파이어 단결정에 주입된 Ti의 분포가 결정 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올 

의미한다. 따라서 Ti의 방사화 반응율과 계장캡슐의 조사량 범위룹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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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Ti 함량은 O.3wt%가 적합함을 말 수 있었다 

다. 방사화검출기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 확립 

조사사험용 캡슐에 조사시편과 함께 장입된 중성자 모니터를 이용한 

조사량 평가는 방사화 Wlre의 유도 방사능을 측정하고 중성자 조사위치에 

서의 스펙트럼과 방사화 단면적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조사공의 특 

성과 캡슐의 재잘 및 방사화 Wlre의 종류는 조사량 평가에 많은 영향을 

마치므로 조사량 평기-기술은 그 평가절차가 중요하므로 그럼 3.4.32와 같 

이 중성자 조사량 평가 절차를 확립하였다. 

조사시편이 받은 고속 중성자 조사량 φ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ACbti φ= 1_ .. .. ø(E) . t1dE= ----;-;-= •••••----
JE>lMeVT"~' "1 ~~ N o ðeffCaKCi 1- exp( -1\1)] exp( - i! tw) 

여기서 ø(h.}는 고속 중성자속 t[는 조사시간， A는 방사화 Wlre에 유도 

된 방사능， No는 방사화 Wlre의 초기 표적 핵 의 수 Ca ， Cb, Cd 는 각각 

자체흡수， bum-out, 자체강하 보정계수이고 (Jιf는 유효방사화단면적 ， K 

는 조사이력보정계수， 1\는 생성핵의 반캄기 tψ는 냉각시간이다. 

조사공의 특성과 캡슐의 재질 및 방사화 Wlre의 종류는 조사량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량 평가기술은 그 평가절차가 중요하므로 그림 

3.4.32와 같이 중성자 조사량 평가 절차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방사화검출 

기룹 이용한 조사량 평가는 @중성자 모니터 제작 시 예상 중성자 조사량 

에 따른 방사화 wire(Ti , Fe, Ni)의 선정 및 측량， 모니터 캡슐(AI050)의 

자체강하와 생성핵종의 bum-out 보정 계수(ASTM E1000-84)를 계산한 

다 깡증성자 조사시 모니터의 장입위치 ， 조사시간， 연구로의 출력 등 조사 

이력올 기록한다 @중성자 조사후 방사화 Wlre에 생성된 방사능을 표준 

절차(Actec ver. 6.3)에 따라 측정하여 자체 흡구계수， 조사시간， 냉각시간 

을 보정하고， 생성 핵종의 핵적자료(icrp39X)를 사용하여 방사화 반응율 

을 구한다. (5) 연구로의 출력변화에 따른 조사이력보정， 생성핵종의 

bum-out 보정， 중성자 모니터에 의환 자체강하 보정을 수행한다.@조사 

장의 스펙트럼을 계산(SAND-II， IRDF-9이하여 중성자 조사량을 결정하는 

-175 -



방법으로 절차를 확립하였다. 

하나로의 평균출력이 20MW일 때 CT 조사공에서 구한 유효방사화단면 

적 은 핵 반응 54Fe(n,p)54Mn, 58Ni(n,p)58Co 및 46Ti(n ，p)46Sc에 대 해 각각 

81.70, 108.7, 및 1O.34mb 이었다. 중성자 속은 노심조건 빚 제어봉의 위치 

에 따라 조사공의 수직축에 대해 그 분포가 상당히 많이 변화한다. 따라서 

방사화 Wlre에 유도된 방사능의 bum-out는 열 중성자속의 변화에 의존하 

고 본 연구를 똥하여 구한 bum-out 보정 계수는 1.28 :t 0.06 -1.33 :t 0.06범 

위에 있었다. 하나로의 출력 변화는 조사시편에 조사된 증성자 스펙트럼의 

변화틀 의미하므로 조사량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하나로의 운전이력 

에 따라 구해야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조사기간 동안 하나로는 평균출력으로 운전하였고， 중성자속이 출력에 직 

접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ASTM E 1005-84의 절차에 따라 조사이력 보정 

계수를 구하였다[3 .4.27J. 

조사공에 장입된 캡슐은 조사시편에 입사되는 중성자속의 강하룹 일으 

킨다 캡슐에 의한 중성자속의 자체강하는 중성자 모니터를 서로 마주 보 

도록 캡슐에 설치하여 중성자 모니터로 방사화 반응율을 측정함으로써 구 

할 수 있고 조사시편의 위치에서 측정된 자체캉하 보정계수는 0.978 :t 

0.055으로 측정값과 계산값은 오차 범위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었다. 그림 

3.4.33은 조사량 평가 절차에 따라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한 전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라 사파이어 중성자 모니터를 이용한 조사량 평가기술 개발 

(1) 흡수계수 변화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 

고속중성자가 조사된 사파이어 모니터의 흡수계수의 변화는 F센터에 

의한 380nm와 v-센터에 의한 487nm에서 특히 강한 흡수 밴드를 형성하 

였다. 또한 광학적 UV bleaching으로 F 센터 인 267nm(IA→lB)의 흡수피 

크가 나타났다(그림 3.4.30 참조) . 그림 3.4.34는 487nm 흡수밴드 강도의 

함수로서 380nm와 267nm 흡수밴드의 강도변화플 나타낸다. 그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D.변화 (중상자 조사량 변화)에 따른 487nm에 의한 

380nm의 관계는 그 선형성은 비교적 약한 반면 UV bleaching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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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nm 흡수 밴드와 487nm는 션형성이 있어 조사량의 평가는 267nm와 

487nm의 두 흡수 밴브로 하였다 

Ti sapphire는 고속증성자 조사량이 l014n/ cm2 차수에서는 사파이어 모 

니터에 형성된 결함이 적고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F+- 및 V-센터의 전이 

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1019nlcm2 차수의 조사량에서는 V-센터 

(487nm)의 전이는 날카로운 흡수 피크를 보여주었으며 Fι{센터의 전이는 

다소 폭 넓게 분포하였으나 광학적 bleaching방법으로 267nm 흡수 밴드를 

분리하여 이들 두 밴드률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림 3.4.35는 입사 파장 258nm와 487nm에서 고속 중성자 조사량과 

O.D.의 관계를 나타낸다. 중성자 조사량이 적은 경우 Ti:sapphire에 형성 

된 결함이 불안정하게 형성되고 실험값이 적어 조사량과 O.D.의 선형성을 

얻을 수 없는 반면 조사량이 l019n/ cm2 차수에서는 선형성이 있었으며 

fitting에 의한 비선형성은 두 밴드 모두 i: 8%FS 이었다. 따라서 사파이어 

모니터는 F+-센터 및 V-센터 전이를 이용하여 고준위 고속중성자 조사량 

을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Ti에 의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 

사파이어 모니터에 주입된 Ti에 의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는 핵반응 

Ti46(n.p)Sc46을 이용하여 방사화 검출기에 의한 조사량 평가와 같은 방볍 

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파이어 모니터의 규격이 lx3x5rnm으로 감마분 

광분석시의 기하학적 구조로 볼 때 그 두께가 lmm로서 O.D.가 0.2rnm인 

방사화 검 출기 와 비 교하면 self absorption이 상당히 일 어 나므로 이 를 보 

정하여야 한다 Self absorption의 보정은 참고문헌[3.4.28J 에 따라 

Ro=R，μ tl (1- e ←에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여기서 R은 계수율이며， μ는 방 

출 감마선 에너지의 선형감쇄계수， t는 사파이어의 두께이다 Sc46의 방출 

감마선 에 너 지 889.2KeV와 1120.5KeV에 대 해 self absorption 모두 0.97로 

계산되었으며 이 값을 보정하여 조사량을 평가하였다. 

(3) Self absorption 및 조사 이 력 의 보정 

흡수계수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시 self-absorption은 사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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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에 의해 나티나므로 두께 종류， 격자결함， 볼순물의 함유된 에 

모니터릎 열처리하여(대기압 600"C , 1 시간) 유사 격자 결함 정하기 위하여 

모니터 투과계수 측정시 각각의 으
 

L 저
0
 

-
즈
 

「제 거 하였다. self absorption의 。

E즈 

스펙트럼에 투파 조사후의 중성자 설치하고 collimator(0.2mm dia.)릎 에 

츠처 
• 7 。self-absorption블 l=l'l-t니 。;::

。l=l _J::c 제거하는 λ 펴] E 21 으 
-•• ←l~ 1-.J :r::즈 투과 조사전의 서 

비례한다는 조건 하 

이하로 나타났다 

보정은 중성자속이 원자로 출력에 직접 

에 다유 삭올 구하여 보정하였다[3.4.291 

한 결 과 0.0020.D ‘ 

조사이력의 

보정계수， K는 

K= [( 써- Rs설용 tj) (PdP)exp (-기좋[1 +용냥-꿰 

조사이력 

7-
T 

조사 조사시 간， 전 자 I ，J는 

붕피상수이다 A는 생성핵의 

기준출력 ，t는 

조사주기， 

방사화 반응융， P는 

시 간을 n으로 나눈 I ，J 번 째 

R，는 어지며 

중성자 오니터와 방사화 검출기의 선량 평가 비교， 분석 (4) 사파이어 

1단계에서 제작한 종성자 모니 Ti sapphire 종성자 모니터는 본괴제의 

증성자 조사량윌-터 (Fe， Ni , Ti 방사화 wire)와 함께 계장캡슐에 장입하여 

BNUBattelle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ies, 아울러 측정하고 

및 중성자 그립 3.4.36은 사파이어 측정결과와 비교 · 분석하였다. USA)의 

계산값파 상호 비교한 것 측정 결과룹 MCNP플 사용하여 모니터와 BNL의 

。L
l건 뚜렀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조사량 평가 결과에서 이다 각 측정 방법의 

비해 다 오차 약 15%로서 타 방법에 이용한 방법은 계수룹 았으나 흡수 

소 높았다. 

표준화 조사량 평가 기술의 

CD사-파이어의 

중성자 모니터익 (5) 사파이어 

성장 방법에 선정(단경정 표준화는 평가기술의 조사량 

따라 여가와 천이 밴드의 차이가 있음[3.4.30]) ， (2)모니터 캡슐의 제작，@ 

측정기술， 3각 보정계수흘 포 증성자 조사전후의 처리，@흡수스펙트럼의 

함하는 조사량 평가 방법 표준 절차가 펼요하다. 이룹 위하여 사파。 이
 「

r -o 

유사 격 

self-depression 이 

이용하여 bleaching을 

제작은 모니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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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하로 제작하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중성자 조사 전후의 처리는 세 

척 및 thermal annealing음- 좀하여 유사 흡수 밴드블 제 거 하고 불순물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그 방법블 확립하였다. 흡수 스펙트럼의 측정 기술은 

사파이어 모니터 앞에 collimator룹 설치하고 color 센터에 따른 기준 엽사 

광의 파장을 달리하는(v-센터는 적외션， F-센터는 푸른색 가시광， F 센터 

는 자외선) 방법으로 확립하였다. Self-absorption(사피-이어의 흡수밴드 측 

정은 0.0020.D. 이하， Ti 방사화 분석은 0.97) 및 조사이력보정은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이미 그 절차를 확립하여 조사량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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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특수캡슐 기술 개발 

1. 조사시험용 크립캡슐 기술개발 현황 

가. 개요 

크립시험은 고온에서 재료시편에 파단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의 하중 

을 부과하여 시간에 따른 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원자로 

의 구조재료인 지르코늄 합금 STS304. STUS316. Cr-Ni 강 등에 대한 

고온 크립 특성 시험은 원자로 구조물 부재의 건전성 평가 빚 잔존수명 

예측과 선재료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로서 중성자속(f1ux) 및 조사량 

(fluence)에 따른 재료의 기계적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릎 

위해 실제 상용 원자로의 가동환경을 적절히 모사한 상태에서 조사 중 크 

립시험윤 할 수 있는 캡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조사시힘 연구 

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방사션 환경에서 다 

양한 원자력 재료에 대한 특성변화플 조사하기 위하여 재료캡슐을 비롯한 

여러가지 캡슐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3.5.l-3.5.31 

그렇지만 가동 중인 원자로의 노섬에서 실시간으로 재료의 가계적 특성변 

화뜰 조사하는 upgrade된 형태의 실험은 선진국에서는 수행되어 왔지만 

하나로에서는 수행된 적이 없다， 득수한 목적을 가진 캡슐로 핵연료 분야 

에 있어서는 핵분열 생성 가스의 방출 거동 연구， 발열량(heat generation) 

측 정 , gas sweep, saturated temperature 및 temperature rampÍng 캡 슐 등 

이 있으며 재료분야에서는 변위， 크립 (creep) 측정， neutron tailoring , 피 

로， 균열 측정 및 부식 캡슐 등 다양한 종류의 캡슐이 있다. 하나로에서는 

여라가지 특수목적용 캡슐 증 먼저 재료분야 이용자뜰의 요구가 많은 크 

립캡슐을 개발하고 있다. 

나. 외국의 크립캡슐 기술 개발 현황 

(1) 유럽 

유럽에서는 영국， 벨기에， 독임， 프랑스 및 러시아에서 원자로구조재료 

의 크립 특성 연구 및 핵연료의 변형 거동 특성 연구에 크립캡슐이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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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 1960년대 영국에서부터 

조사크립시험을 

위한 장치의 개발은 

가공된 

영국 

조사크립시험을 

다. 영국에서는 냉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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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원자로에서 있는 DIDO와 PLUTO 이상 Harwell에 20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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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고， 그라파이프 크힘시험 을 위한 3종류의 장치 렐 개발하였다. 

HFR에서 활용한 크립캡 f놓은 고온 내구성이 좋은 그라파이트 재질의 

조 사 찰 위 해 s tandard reJoadable 형 태 의 재 료 캡 슐 을 이 용 하 여 고 속 중 

성 자속이 0.4~2.8 x lO181]/ cm2 · s , 조사온도 600~ 1,200
oC 인 조건에 서 

시험올 수행하였다. BR-2에서는 핵연료 재료인 mixed oxide와 

carbides룹 대 싱 으로 크 립 시 험 플 수 행 하였 다[3.5.7]. 

。 러시아 

IPPE에서는 노심의 중성자속이 8.6x1Ol4n/ cmz · s인 BR- lO 연구로플 

이용한 조사시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연구대상 재료는 cladding 

재효， 핵연료， 반사체 재료 등으로 오스테나이트 Cr--Ni강， 바나융 합끔에 

대한 조사 중 크립시험 합금강에 일축 인장， 비틀림 하종부과 시험， 핵연 

료 재료 in- pi1e 크립， 피로 및 thermo- cycling 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조 

사 중 크립시험 시 가장 어려운 문제인 크립변형량의 측정으로 

dynamo -metric method에 의 해 신 뢰 성 있는 in-situ 측정 을 시 도하였 

으며， 조사시험용 캡슐의 설계 및 제작을 연구소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3 ， 5.허. 

(2) 미국 

미국에서는 ORNL을 중심으로 크립캡슐 연구 수행되었으며 그라파 

이트 재료의 변형 거동， 액급로 구조재료의 三l 립 거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 활용되었디. 1970년 초 ORNL의 OC- 1 원자로에서는 그라파이트 

재료의 크립시헌을 위해 ψ15.24mm x 24 .4mmL의 시편을 장착하여 

600 0C, 900 oC, 1,250 cC 의 온도에서 시험하였다. 이 캡슐은 응력부과 장 

치로 급속벨로우즈 변위 측정윤 위해서는 LVDT를 사용하였으며 로드 

셀 Ooad cc]])을 이용하여 하증을 측정하였다. 조사시험은 30l\1 W 출력 

에서 1.10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ORNL에서는 지르칼로이 

cladding 재료의 크립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실힘을 하였다. 이 실험은 

고속증성 자속이 6.O x 1017 n/cm2 . S 실험 온도 316-427'C 언 조건에 

서 radial strain과 straín geomεtry콸 측정 하였다， Westinghouse에서 는 

AISI STS 316 재질의 시편에 대한 크립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캡슐의 

외통은 60mm로 소형인 편이며 시편은 rp 0.32cm x 25.4mmL의 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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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성자속 l.76 x 1Ol9 n/ cm2 · s , 온도 730 aC 인 조건에서 변위를 측정하 

였는데 변위 측정 에 는 microposition extensometer를 사용하였다[3.5.9]. 

(3) 일본 

지묘코늄 합금， STS 304 및 Cr • Ni 강 등 일본에서 개발 중인 고속 

로의 재료 개발과 수명예측 등을 위해서 크럽시험을 수행하였다. 조사 

시험은 조사시험 전용로인 JMTR에서 이루어지는데 1979년부터 고속 

실험로인 몬슈의 구조재료인 STS304와 지끔칼로이 재질에 대한 크립 

시험을 수행하였다. ]MTR에서 활용한 크립캠슐은 외경 40mm로 캡슐 

내부에는 시편과 하중부과장치가 2개씩 장착되거나 혹은 하중부과장치 

하나에 여러개의 시편이 연결되어 있다. 시편의 온도는 캡슐 내부의 

진공도 조절과 시편 주위의 히터에 의해 균열하게 유지된다. 크립변형 

은 buffer 또 는 needle type micrometerY- L 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사용하여 측정 한다. 크 립시 험 시 의 고속중 

성자속은 0.5~1.O x lOl4n/ cm2 · s 이 며 시 편의 온도는 500~7500C 의 

범위에 이른다. JMTR에서 수행된 크립시험에는 두가지 방법이 활용되 

는데 한가지는 시편과 하중부과장치를 한쌍으로 하여 시편이 일정한 응력 

을 받는 상태에서 크립 변형이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형태이고 다른 방법 

은 하중부과장치 한개에 여러개의 시편이 연결되어 인장 혹은 압축 응력 

을 받은 상태로 조사된 후 크립 변형의 측정은 조사 후 원자로 밖에서 측 

정되는 방법이다. 단일 시편이 장전되는 캡슐의 경우에는 캡슐 내 평행한 

위치에 응력을 받지 않는 시편을 함께 장전하여 응력올 받는 시편의 변형 

을 응략을 받지 않는 시편의 변형과 비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3.5 .10). 

다. 국내의 크립캡슐 기술 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조사크립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내 

시험용 크립캡슐의 개념설계와 벨로우즈를 비롯한 하중부과장치의 설계， 

그립 (grip) ， 하중전달봉(pull rod)과 갇은 하중전달장치의 연구 등 크립캡슐 

에 필요한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3.5.1 1-3.5.131 Y. 

Choi[3.5.14] 등은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 크립캡슐의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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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고 모컵을 제작하였다. 이 모컵은 하중부과장치로 STS316L 재 

질의 벨로우즈를 사용하였으며 시펀지지부， 이음쇠 및 그립 등의 건전성 

확인에 이용되었다. 

2. 크립캡슐 설계요건 [3.5.15J 

가 설계 기준 

크립캡슐은 하나로 시험공에 장전 및 인출 시， 조사시험기간 동안， 

조사완료 후 이동시 기계적 구조건전성 및 기하학적 제원의 안전성， 

보호판 및 안내관의 기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캡슐은 하나로 

노심， 조사공， 핵연료취급계통， 침니내부지지대 등과 양립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1) 크 립 캡 슐은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ion III, 

Division 1, Subsection NF , Components Supports 의 규 정 을 만 족 하 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크립캡슐을 하나로 노심조사공(CT 또는 IR)에 설치함에 따른 캡슐 

상하부에서의 압력강하는 같은 유량조건애서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에 

걸리는 압력차 보다 커야 한다. 단 크립캡슐이 노심외부조사공에 장전 

될 경우에는 특별한 수력학적 요구사항은 없다. 

(3) 크립캡슐은 1차 냉각수의 수력학적 힘 (hydraulic force)으로 인한 

축방향 하증 또는 장 · 탈착중 야기되는 축방향 압축력에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조사시혐 중 캡슐 자체와 조사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최대 진동 

변위는 하나로의 제한조간 이하여야 한다. 

(5) 크립캡슐 및 관련 부품은 조사중 야기되는 규격변화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계요구사항 

(1) 기능적 요구사항 

(가) 크립캡슐은 하나로의 육각유동관에 설치되기 때문에 육각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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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집합체에 대한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육각핵연료봉의 설계요건 

은 온도 40
0

C 에서 유량이 19.6kg/s이하에서 압력강하가 200kPa 이상이 

며 실제 핵연료의 압력강하는 209kPa이다. 따라서 크립캡슐은 유량 

19.6kg/ s 이하에서 압력강하가 200kPa 이상이 되는 수력학적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나 ) 크립캡슐이 노심 외부 조사공인 IP공에 장전될 경우에는 IP공 

에서는 유체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특별한 수력학적 요건은 

없다. 단 캡슐 외통의 온도가 하나로 운전체한조건인 onset of 

nucleate boìling(ONB) 조건(< 124 OC)올 만족해야 한다. 

(다) 시험공에 장착된 캡슐은 일차냉각수의 수력학적 드랙 (drag)으로 

인한 축방향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크립캡슐은 노내 장전기간동안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 크립캡슐 및 관련 부품들의 조사에 의한 치수변화는 조사공과 

양립해야 한다. 특히 캡슐 상부는 장탈착에 적합한 구조릎 가져야 한 

다 

(2) 재료요구 사항 

(가) 크립캡슐의 구성재료는 방사선 손상， 고온에서의 변질， 열화 등 

이 발생하여 원자로의 운전과 캡슐의 구조 및 조사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하나로의 1차냉각수와 직접 접하는 캡슐의 구성부품은 부식， 박 

리 (spallation) 혹은 용해 등에 의 해 원자로의 운전 및 조사시 험 에 지 장 

을 끼쳐서는 안된다. 특히 은， 동， 탄소강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스테인레스강， Al 또는 Al 합금(동 0.5% 이하)， Inconel이나 Zirconium 

합금(Zicalloy-4 ， Zirlo 등) 등의 사용이 추천된다. 

(다) 하중부과장치에 사용하는 벨로우즈는 하중의 변화특성이 직선 

적이고 일정하며， 선축률과 내압성이 우수한 용접벨로우즈를 사용해야 

한다 벨로우즈의 최고 사용온도 600
0

C 이며 수명은 신축회수로 산정하 

여 1000회 이상에 견디고 내외부 압력 차이가 100kg/cm2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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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시 편 의 온도를 올 리 기 위 한 히 터 는 기 본 적 으로는 sheath 히 터 

플 코일상으로 감아 알푸미늄에 주입하는 구조로 한다. Sheath관의 재 

짙은 STS 304L. 절연불 MgO이며 발열선은 Ni-Cr 재칠을 사용한다. 

(마) 변위측정은 LVDT릎 사용하며 변위측정 범위는 =lOmm 최소 

검출감도는 O.05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핵 적 요구사항 

크립캡슐이 하나로 조사공에 장전되었을 경우의 반응도 제한분 운 

영기숨지침서에 명시되아 있는 바와 같이 노심에 장전하는 캡슐과 같 

은 실힘물의 인출， 삽입 및 파손으로 인하여 노심에 삽입되는 정딴응 

도는 12.5mk틀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열적 요구사항 

(가) 캡슐 장전으로 인하여 일차냉각수 유량은 하나로 핵연료 냉각 

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캡슐의 발열에 의해 외동 표면에서 비등을 힐으키지 않아-야 한 

다 

(다) 캡슐의 구성재질 성호간에 접촉되는 부위에서 유해한 변질이나 

열화가 일어나지 않는 온도에 있어야 한다 

(라) 캡슐 구성부재 사이에 열팽창에 의해 볼필요한 변형이 얼어나 

지 않는 온도에 있어야 한다. 

(5) 구조적 요구사항 

(가) 캡슐 주요부는 내암 및 외압에 대한 기계적 응력 및 연응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릎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강도룹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올 만족해야 한다. 

• 기계적 응력은 허용 응떤 이하에 있어야 한다. 

열응력과 기계적 응략의 총합은 허용 응력의 3배릎 넘지 않아 

야 한다. 

• 반복 되 는 열 응 력 에 의 해 피 로 파괴 , thermal rachet을 엘 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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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야 한다. 

(다) 캡슐은 지진 사에도 그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야 하며 내진해석블 통해 입중해야 한다 

(6) 관련 계통과의 요구사항 

크랩캡슐의 장탈착시 및 조사시험 중 하나로 내부 설비와의 간업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3 크립캡슐 핵적 특성 및 구조적 건전성 해석 

기- 조사공에서의 핵적 특성 자료 

01S-01K 크립캡슐은 온도와 압략과 같은 설계 변수를 확인하기 위 

한 캡슐로서 하나로의 노심공에 장전하지 않고 노섬 외부의 IP공에 정

전하였다. 조사공의 위치는 그림 3 . 5.1과 같으며 단면 상에서 볼 때 침 

니 외부 북쪽의 반사체 탱크에 위치한다. 이곳에서의 중성자속과 감마 

션은 재료캡슐의 조사시험에 이용된 노심 내부의 CT공이나 IR공에서 

의 방사선량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하나로에는 17개의 IP공이 있으며 

내부 노섬에서의 중성자속을 높이기 위해 IP-3, IP-ll , IP-15를 제외한 

모든 IP공은 알루미늄 동을 사용하여 막아 놓았다 이 시험공들은 주 

로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소형의 캡슐이 장전된다. 3개의 시험공 중 

IP-3과 IP-ll 공에는 동위원소 캡슐을 장전하기 위한 S자 형태의 튜브 

가 삽입되어 있으며 이 조사공틀은 수조 상부 북쪽에 위치한 캡슐 제 

어선 연결용 J/ B(junction box)에서 멸리 위치해 있다 또한 이 조사공 

들의 상부에는 침니 외부에 있는 지지대와 다른 실험을 위한 배관들이 

놓여 있다. 캡슐을 이 조사공에 장전하기 위해서는 S자 튜브를 제거하 

거나 제어선을 J/ B 쪽으로 끌어가는 도중에 수조내부에서 다른 지지물 

이나 배관뜰과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공들은 캡슐 장전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라한 상횡을 고려하여 IP-15공을 크립캡슐 조사시험 

공으로 선정하였다. 이 조사공은 캡슐의 장탈착이 편리하며， 크립캡슐 

의 제어선들을 J/B로 연결하기가 용이하다. IP-15공에 대한 핵적 특성 

은 표 3.5 .1 및 3.5.2와 같다. 핵적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크립캡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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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모델은 그림 3.5.2와 같다. 

핵적 계산에 대한 예상 노심은 36봉 다발이 20711 18연료봉 다말이 

12711 장전되어 있는 완전 장전 노심이다. 핵연료는 모두 새 핵연료로 

가정하였고 제어봉은 450mm 삽입된 상태로 가정하여 l\ICNP로 계산 

하였다. 계산결과 IP-15 조사공 위치에서 장전， 인출 및 파손 시와 같 

은 어떤 경우에도 반응도 변화에 대한 하나로의 제한치인 + 12 .5mk를 

초과하지 않았다.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O.lMeV 이싱， 1MeV 이상으로 

에너지를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최대값은 표 3.3.1에서와 같이 조사공의 

중심 (0 위 치 )부근 -2.2~8.8mm 사이 의 STS304 시 편 이 있는 곳에 서 나 

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2.76x1017 (o.1Me V 이 상) 및 l.82 x 

lO17n/cm2(1 OMeV 이 상)로 예 상되 었 다.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발혈촬Cheating rate) 계산 결과는 표 3.5.2 

에서와 같이 조사공의 수직 위치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 발열률의 최 

대값도 예상된 바와 같이 시편이 있는 위치에서 STS304에 대해 

0.86vV /g으로 예상되었다[3.5.1 6]. 방사선에 의한 발열률은 제어봉의 위 

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핵적 계산에서는 제어봉 위치를 350~ 

400m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조사시험 시의 제어봉 위치도 

370mm 근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3은 01S-OlK 크립캡슐 

내 위치와 재료 별로 발열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크립시험 조사 

기간은 2002년도 하나로의 운전 주기 14일의 2배인 28일로 가정하였으 

며， 이때 평가된 중성자 조사량은 5.1~77x1017n/cm2이다. 

나. 조사공의 특성 

IP← 15공은 그림 3.5.1에서와 같이 침니 외부의 북쪽편인 CNS 시험공 

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시험공으로 노섬조사공(CT ， IR) 에 비해 중성 

자속이 1/1,000 수준으로 낮고 발열 량은 1/10 정 도이 다. IP-15 조사공 

의 크기는 직경 60mm의 원형실련더로 높이가 1.2m이다 현재까지 조 

사시험이 이루어진 육각유동관(환산직경 74mm)과 비교하면 크기가 작 

으며 캡슐 하부스프링을 꽂아서 지지해 주는 스파이더 (spider)가 구조 

는 같지만 172mm 낮게 위치해 있다 이 조사공은 냉각수가 흐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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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형 

3.5.4 그림 

속도의 상향 

개요는 모습의 

만한 

장전된 

무시할 

조사공에 

온도차에 의한 

IP-15 

캡슐의 장입시 

성된다.크립캡슐이 

와 같다[3.5.1 7] 

고 

발열된다.조 감마선에 의해 

위치와 재질에 따라 다르므로 

로
 

주
 

! 

산정 

하에서 

중성자속과 감마량은 

제수 

조사환경 

열전달 

으
 

L 뿜
 

다 조사공에서의 

캡슐의 구성 

캡슐 위 각부의 사중 

해야 한다. 발열량에 대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는 조 

온도평가를 분포를 산정하고 감마선 치에 따른 

열계산을 할 때 핵적계산 자료를 이용하여 

냉각수 

이루어지 

노내시험공인 CT공보다 매우 낮 

열 전 달 계 수(heat transfer coefficient) 이 다. IP공 에 서 는 

열전달은 자연대류에 의해서 

사공에서의 

캡슐 외부로의 않으므로 가 흐르지 

중성자속과 감마선이 시험공의 는데， 이 

주로 조 시험공에서 캡슐들이 없는 동위원소용 작은 고 열계산이 필요 

측정되거나 계산 

적이 없다. 재료의 조사시힘을 위해서는 시편의 온도가 중요하므로 이 

시험공에 대한 열전달계수를 산정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 

열전달계수는 시험공에서의 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된 

도
 

오
 

L 시의 이론적으로 산정하고 실험 열전달계수를 앞서 서는 조사시험에 

추후 산정된 값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값을 측정하므로써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3.5.18]. 난류영역 

에서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계수는 식 (3.5.1 )과 같다 

열전달계수는 IP-15공에서의 

(3.5.1) Nαx 향 =O.17(Gy'Pr)1!4 
πf 

이며 ， Gr*Pr의 값이 1014 이상 gßq"i 
Gr: = GYxlVztx = 」득수 

Rν 
여기서 Pr = ν ja ， 

일정하며 qω가 이식은 가정된다. 영역으로 완전난류 이면 

적용된다 

온도계산을 위해 사용된 

2x lO13<Gr*Pr<ld6 인 경 우에 

열계산을 위한 단 모텔은 OlS-OlK 크립캡슐의 

순모텔로서 다음과 갇은 규격을 가진다. 

캡슐 질량 : 1O.2kg 

캡슐의 전체 발열량 : 3,854.9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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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본체 깊이 : 96.5cm 

. 표면 적 ; 1,6968cm2 

그러므로， 단위 표면적에 대한 발열량은 

q". =좁 =2 째cm2 이다 

표면온도릎 100
0

C 로 가정하면 

100 十 35 T f = 一→규~ =67.5 

이 온도에서의 물성치를 구해서 Grx ' 의 값을 구하면 

Gγ p2g따w X4 

=8 618 x 10 
끼 

Rμ 

Grx“x Pr= 2.35 x 1015 

식 (3 .5.1 )에 대 입 하면 

Nμx 二 1183.99 

이 때 의 ι= 쫓 (1183.99) = 808.5 

h= 소 LLhx@= 3 hx= L 

식 (3.5.2)에서 강= 1, 010 W/m2o
C 

이때의 L1T= 캄 = 22.5
0C 

Tf = L1몽 +35 = 46
0

C 가 된다 

(3.5.2) 

이 Tf의 값은 위에서 가정된 값 67.5 cC 보다 적다. 계산된 Tf의 값이 가정 

된 값에 수럼하기 위해서 Tr흘 46
0

C 로 가정하고 해당되는 불성치룹 찾아서 

위 계산윤 반복하면 

Nux=줬 = 0 . 17 ( Gr' Pr ) 1/1 二 1,053.57} 되며 

h= 풍 hx = 873 'vV/m~ oc 가 된다 

이때의 L1 T= L1종 + 35
C

( = 48 0C 이다 

이 온도는 가정한 막온도(film temperature) T f = 46
0

C 와 차이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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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풍 hx 츠 880 Wí m2 oc 의 값을 취할 수 있다 로 

건전성 평가 라 크립캡슐의 구조적 

OlS•Ol K 크립캡슐은 냉각수 흐픔이 없는 IP 조사공에 장전되므로， 캡슐 

흐름에 의한 필요가 없으며， 강제 냉각수 평가할 압력강하를 장전에 따콘 

고정하기 조사공에 크립캡슐을 않는다 받지 유체유발진동(FIV)의 영향도 

얹혀진 상태로 조사 receptac1e위 에 하단의 플랴그는 IP 조사공 위한 하부 

제장캡슐과는 달리 캡 

호스가 장착된다. 이와 같은 

조사시험용 핵연료 미
 
--또한 기존의 재료 시험된다. 

스프링 보호판(STS304) 대 신 슐 본체 상단에 

。1
λλ 발생할 수 주

 
u 운반 및 내에서 수조 하나로 대상으로 크립캡슐올 

해석음 수행하였다 커 A~ 천 
L. ，→~ u 는 충격하중 하의 구조 

(1) 수중 자유낙하 충격해석 

조사공에 장착하기 위한 취급 
Z 
T 

ν
 

운반 내에서 /-‘ "7 

.二L하나로 크렴캡슐을 

기구로부터 바닥 원자로 자유낙하하여 수직으로 수종에서 캡슐이 분리된 

-
춧
 

) 자유낙하 충격에 대한 계장캡슐의 /- =
.0 때의 이나 타 구조물과 충돌할 

수직 으로 낙하한다고 가정 하고， 

계산하여 

없이 

마지막 속도로서 

회전 격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캡슐은 

구조건 三，，- 7i。←r 。
τ5"" ι극 õ~ i:즉「 캡슐의 떨어지는 수중에서 

확언하였다. 전성을 

크립캡슐에 작용하는 수직방향 수중에서 자유낙하하는 3.5.5로부터 

힘의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LF ,. = 
(3.5.3) 

FD+FB-Fw 

= 0 

ma 

그리고 Fw는 중량 캡슐의 저항력 Fn는 부력 수직방향 힘인 FD는 

을 나타낸다 

계산된 

여기서 

수직방향 힘들을 식 (3.5.3) 에 대입하고， 충격순간속도 V의 항으로 

관계식 (3.5.4)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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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U (3.5.4) 

한편 상용 원관(pipe) 내의 유체유동에 대한 Reynolds 수와 마찰계수의 

관 계 틀 정 리 한 Moody diagram[3.5.l9] 에 서 매 끈 한 관(smooth pipe) 의 마 

찰계수를 가정하고， 이 값을 식 (3.5.4)에 대입하여 구한 속도룹 고려하여 

Reynolds 수를 계산한다. 계산된 Reynolds 수와 가정된 마찰계수에 상당 

하는 Moody diagram 상의 Reynolds 수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의 속도 V 

가 구하고자 하는 캡슐의 충격순간속도이며， 크립캡슐에 대하여 

8. 840rrνsec로 얻 어 졌 다. 

결정된 충격순간속도 V에 따른 크립캡슐에서의 충격응력 [3.5.20]은 다음 

식 (3.5.5)로부터 구하여진다. 

σ bηpact V fEP 

= 8.없Ov고굶쾌XI0 9)X7800/9.81 (Pa) (3.5.5) 

109.51 (MPa) 

여 기 서 E : Young's modulus, STS304 (=193.98GPa, 40ÜC) 

p: 멜도， STS304 (=7800kg/m3
) 

이상과 같이 계산된 충격응력 σ Jmpacl는 크립캡슐의 재료인 STS304에 

대한 허용응력 (=172.2MPa， 40
0

C)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이 크립캡 

슐이 수중에서 자유낙하하여 충격을- 받는 경우 재료의 허용응력보다 낮은 

응력이 작용하므로， 크립캡슐의 수중 자유낙하 충격안정성이 확보된다. 

(2) 기 계 적 및 열 응 력 해 석 

크립캡슐은 노심 외부에 위치한 IP 조사공에 장전되고 조사시험될 예정 

이며， 장전된 상태에서 캡슐 외동에는 약 4기압의 수암이 작용하게 된다. 

또한 캡슐 내부에 장착된 사편 및 캡슐 구성 부품듣에서는 중성자 조사시 

열이 발생하므로‘ 이들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열응력 및 열변형이 예상된 

다. 따라서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í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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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크립캡슐의 외통 및 하부 플러그에 대한 응력해 

석을 수행하였다. 

(가) 외통의 내 · 외압차에 의한 응력 

크립캡슐을 조사공에 장전 시 외통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p)는 약 

0.3MPa[3.5， 21]이며 이들 압력차이에 의하여 외통에 작용하는 응력은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Appendix A , Article 

A - 2000 /1 Analysis of Cylindrical Shell"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식들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외동에서 원주방향，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주응력 들은 식 (3.5.6)과 같이 

얻어진다 

σ l σn ι= P-1 Y+ι ~→21 5.196 MPa 

σ= oι ? = p Y Jι-1 2.504 MPa 

σ3 
1- Z2 

σ γr r y2ι-1 -0.189 MPa 

여기서 1, 2, 3은 각각 원주방향， 축방향 및 반경방향 

y: 외통의 외경과 내경의 비 =DoIDí= 56/52 = 1.077 

z: 외통의 외경과 평균 직정의 비 
= Do/( (Dí+ Do)/2) =56/( (52+56)/ 2)= 1.037 

p: 캡슐 외통의 내 · 외압 차 (=O ,3MPa) 

Do 외통 외경 (m) 

Dí 외통 내경 (m) 

/ (3.5.6) 

이로부터 외통의 내 · 외압차에 의한 최대응력강도(S)는 주응력의 최대 

차로 나타낼 수 있다. 

5=1 σ 1 - (J 31 = 5.39MPa 

즉， 외통 내 · 외부의 압력차에 의하여 작용하는 기계적 응력은 5 ,39MPa 

로서， 외똥 재료인 STS316의 허용응력(= 116.72MPa, 900C) 보다 매우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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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므로 이에 의한 크립캡슐 외풍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나) 냉각수압에 의한 외통-의 좌굴응력 

드l 립캡슐 외동 표면에 흐표는 냉각수로 인한 수암(P)은 약 

O.4MPa[3.5.22J 이며， 냉각수압에 의한 좌굴응력 (3P)은 1.2MPa이다. 한편 

외동에 대하여 균일한 외압이 작용할 경우의 임계좌팔응력 (Pcr)은 다음 식 

(5)로 얻어 진다 

Pcr 
E t3 

4(1- ν 2)R~ 
= 18.93MPa (3.5.7) 

여 기 서 , E : Young ’s modulus , STS316 (二 190.72GPa， 90()C) 

t : 외동 두께 (=2mm) 

ν Poisson ’ s ratio, STS316 (=0.3, 90 l>C) 

Ro 외동 외 경 (=56mm) 

그러므로 냉각수압에 의한 좌균응력 3P는 외동의 임계좌팔응력 Pcr보다 

매우 낮은 값으로서， 외봉의 수암에 의한 좌팔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 크립캡슐의 온도 및 열해석 

크립캡슐 전체에 대하여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시편부(lP hole의 

길이빙향 중앙부에 위치함)이므로， 이에 대한 온도해석을 동하여 시편부 

구성품 빚 캡슐 외콩의 고온 안전성올 확인한다. 또한 크립캡슐 설계 시 

사편 온도에 대한 이용자뜰의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콕 시편부의 

간격 (gap)뜰플 결정 하여 야 하므효， 간격 (gap) 크기 에 따른 온도 자료를 제 

공한다 크칩캡슐의 시편부 횡단면에 대한 열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쿄 

로그램인 ANSYS플 사용하였다. 그림 3.5.6은 유한요소해석 시 사용된 유 

한요소모델로서， 온도 및 열응력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Plane 13(2D 

couplcd element) 요소를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으로 He gap에서는 대류와 

꽉사가 무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전도(conduction) 만븐 고려하고， 캡슐 외 

풍 표면에서의 냉각수 온도(T)二40()C 그라고 캡슐 외풍 표변에서의 열전 1갈 

채수(h)=880W 1m2 Oc로 하였다. 

@ 크립캡슐 시편부 단면의 열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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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 중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크립캡슐 각 부품들의 온도가 상승 

하게 되며， 이로 연하여 부품뜰에는 열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크립 

캡슐에 내장된 구성부품뜰 간에 간섭이 일어나는 지플 검토하기 위하여， 

시편 및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변형을 평가하였다. 크립캡슐 각 부 

품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변형을 각 부품의 경계변에서의 초기 치수와 열 

변형된 변위 값으로 표 3.5.3에 정리하였다.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변형 

량은 인컵한 부품들의 초기 치수보다 작은 값윤 나타내므로， 이 들간에는 

열변형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크립캡슐 시편부 단면의 열응력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크립캡슐의 시편부 단면상에서의 온도차에 의 

하여 각 부품들에는 열응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조사시험 중 크립캡슐의 

고온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편부 단면상애서 발생하는 열응력을 평 

가하였다. 그림 3 .5.7은 시편부 단면에서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응력 분포 

및 반경방향의 열응력 그래프이다. 크립캡슐 시편부에서의 최고 열응응-력 

( (J in t.πtJma 

응력(←=107.48M이'IPa， 1250C)보다 훨씬 낮은 값이므로， 이에 대한 열적 안전성 

이 확인되었다 

한편 캡슐 외동에서의 최대 열응력강도((σ intJmax ， P e)는 그림 3.5.8에서 

으로부터 6.63MPa이었으며 ， 이 값은 외통 재료인 STS316의 허용응력 

C=1l6.72MPa, 90ÜC)보다 훨씬 낮은 값이다. 또한 그림 3.5.9로부터 외통 반 

경방향으로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외통의 원주방향 최대 열응력은 

6.57MPa이다. 

4. 노외 하중부과 장치 설계 및 제작 

가. 노외하중부과장치 

노외 하중부과 시험장치는 상부와 하부에 2개의 원판을 가지며 벨 

로우즈， 하중전달봉， 시편에 하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요크(yoke ) 

및 외부가스 부과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이 위치한 부위에는 로드 

셀이나 LVDT를 함께 설치하여 외부에서 압력을 부과하였을 때 하중 

이나 변위량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노외하중부과 장치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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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3.5 .10 및 3.5.1 1과 같다. 념도와 제작된 

버1 곤으X르 = --L-’ -2 3개의 현재까지 위하여 하기 하중부과시험을 노외에서 

설계가 완성되기 01S-01K의 크립캡슐 버112 직'-^~ 
2..J- I - '-一사용하였다. 2개의 

유효성과 장치의 하중부과 이용하는 버12 -9.- :::ζ 프츠 
E노T~2 노외에서 순전히 처 

L • 

rp 내경 ψ32mm 위해 외경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전성을 

λ프링상수 같지만 크기는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벨로우즈를 23mm의 

λ 표리 사
--'6 。벨로우즈의 장착하였다.각각의 벨로우즈를 두개의 가 다른 

크 립 캡 슐 O1S-01K 벨로우즈는 O.1kg/mm와 0.3kg/mm이 다. 다른 까， '-

←「 τ:

캡슐이 하나로에 장전되었 01S-01K 것과 동일한 것이며 장착되는 에 

이 실험에 

사용하였 

사용되었다 실험에 위한 찾기 관계를 압력(하중 때의 
。

E三

C-276을 하스텔로이 재질인 으
 」

노
 끄 

강성이 벨로우즈는 사용된 

장전 IP-15에 조사공 외부 노심 60mm인 직경 캡슐이 01S-01K 으며 

rp 벨로우즈의 외경은 사용하였다. 벨로우즈릎 작은 구경이 되므로 

벨로우 1.8kg/mm 이 다. 표려사/- L_ 
-←::'ô 'öTτ: ψ12.7mm이며 내경은 23mm 

승온하여 단계적으로 150 0C 간격 (gap)으로 상온에서부터 제작시 ;ζ 즈二 
-L 

하였다 q든LZ‘ 죠L o LZ t코 E프 행하여 변형처리하고 가열 · 냉각을 2회 600t 까지 

시편에 사용하였으며 시편을 재질의 STS304 캡슐에서는 OlS-OlK 

조사되 550
0

C 에서 응력은 350MPa이다. 치
 

표
 

모
 
「응력의 가해지는 

하중이다 

표 3.5.7과 같다. 

파단되는 이내에 

으
 

L 서
。
 

트
 
「

100시간 

사용된 벨로우즈의 

해
 

대
 

재료에 

시험에서 

STS304 

보 

。l φ 
Lξτr 

[3.5.23J ’ 

지 

부과 시험 노외 하중 나 

걸쳐 장시 범위에 500-3，000시 간 으
 

E 려
 기
 

。

-
。

일정한 시편에 크럽시험은 

적며 
t二; ιJ 위해 위에 구하기 관계를 가스압력과 하중의 부과해야 한다. 간 

구한 결 관계릎 하중선도의 변화에 따른 가스압력 제작하여 

3.5 .1 2와 같다 

된 장치를 

스프링상수가 0.1과 No.2는 NO.l과 버1 • 。 ζ
E 노T~ 그림 과는 

벨로우즈에 z}z}즈~ ’ 1 • 
결과이다 λ] 허 

C. P 벨로우즈에 대한 하중 0.3kg/mm인 

실제 로드샘에서 측정된 하증이 다른 

가스압력 이 5Okg/cm2인 때 150kg의 하중을 발 

나타 값을 반력이 다르므로 서의 

즈
 
。하

 
146kg의 때 5Okg/cm2인 가스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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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생시키며 



을 발생시키므로 하중 발생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벨로 

우즈 산(convolution) 의 두께 가 벨로우즈 No. 1은 0.004in (O.102mm) , 벨 

로우즈 No. 2는 0.006in(0.152mm ) 이 므로 실 제 조사시 험 시 벨로우즈 

내외부의 압력차가 장시간에 걸쳐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께가 

두꺼운 벨로우즈 NO.2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5.13은 조 

사시험 시 시편에 변위가 발생되었을 때외- 같은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시편에 인장이 발생된 경우와 같이 로드셀의 위치를 변경시킨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이 실험에서는 벨로우즈 No. 2를 사용하였으며 

초기 벨로우즈의 변위를 자유 길이로부터 4mm 압축된 상태로 하고 로 

드셀의 위치를 변경시킨 후 하중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하중변화 

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편에서 변위가 발생되더라도 인위적인 

하중변화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벨로우즈 NO.3는 OlS-OlK 캡슐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위 

의 벨로우즈보다 직정이 9mm가 작다. 벨로우즈 No. 1과 2는 캡슐 외 

통의 직경이 60mm이상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OlS-OlK 크립캡슐 

은 직경 60mm의 IP조사공에 장전되므로 구조적으로 외경이 56mm로 

제한된다. 또한 운전시 벨로우즈의 내외부의 압력차이는 최대 50 

kg/cm2이 며 비상시 120kglcm2의 압력 에 견딜 수 있도록 벨로우즈 산 

의 두께가 두껍고 스프링상수 (1.8kg/mm)가 큰 벨로우즈를 사용하였다. 

이 벨로우즈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압력-하중 관계는 그림 3.5.12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이 그래프로부터 크립캡슐 OlS-OlK의 압력과 하중과의 관계식은 

F= - 3.68721 + 2. 35434P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P는 kg/ cm2, F는 kgf으로 표시되는 단위이다. 

이 관계를 제어장치에 입력시켜 시편에 걸리는 응력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F를 시편의 단면적인 3.14mm2(ψ2mm)으로 나누고 응력단위인 

MPa로 환산하였다. 제어장치에 입력된 가스압력과 응력의 관계식은 

rJ= -11.5079 + 7.3479P 

여기서 P는 kglcm2, σ 는 MPa로 표시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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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부터 가스봄베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압력인 

5Okg/cm2에서 얻을 수 있는 하증은 114kg으로 시편에서의 응력은 목 

표값인 350MPa 보다 콘 356MPa이 된다. 이 응력은 스테인레스강의 

100시간에서의 최대인장 응력인 350MPa을 초과하는 것으로 실제 조사 

시험시 안정적으로 응력을 공급할 수 있다. 

5. 크립캡슐 설계/제작/조사시험 

01S • 01K 크립캡슐은 하나로룹 이용하여 조사크립시험을 수행할 표 

준형 크립캡슐을 제작하기에 앞서 노내 특성과 장기간 시험시 캡슐의 

건전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용 캡슐이다 조사시험이 수행된 IP-15공 

은 주로 동위원소생산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이 조사공에 대한 

핵적 · 열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지 않으므 

로 본 캡슐의 조사 시힘을 통해 핵적 ·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캡슐 

의 건전성 평가는 현재 하니-로의 운전 상태인 24MvV 출력에서 조사시 

험을 통해 방사선 환경에서 캡슐 내 부품들이 성능과 건정성을 유지하 

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간으로 크립시험이 가능한지룹 확인 

하기 위하여 하중부과 장치와 변위측정을 위한 LVDT의 작동을 확인 

하였 다. 조사시 험 은 2002년 10-11원 중 하나로 노내 의 노심 외 곽에 

위치한 외부 조사공인 IP-15공에서 28일 동안 수행되었으며， 크립과 

파단 현상을 관찬하였다. 

노심 외부 조사공에서 시험할 목적으로 제작된 OlS•Ol K 크립캡슐의 

섣계 · 제작에 대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노심조사공에서 시험할 크 

립캡슐 02S-08K를 제작하였다. 02S-08K 캡슐은 고방사선 영역에서 

시험되는 캡슐로서 크립캡슐의 최종목표인 복수시편장전용 크립캡슐음 

제작하기 위한 설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여기서는 

02S-08K 캡슐의 설계 중 OlS-OlK 캡슐 설계와 다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 크립캡슐 구조 및 부품 

크립캡슐은 설계기준에 따라 조사시험공과 구조적으로 양립되어야 

-198 -



하기 때문에 캡슐 내부에 장작되는 하중부과장치， 시편， 그립， 홀더 및 

변위측정장치 등과 같온 구성부품늘은 소형의 정밀한 구조룰 가져야 

한다. 또한 하중부과장치와 변위측정장치는 하나로의 노심에서 장시간 

조사되어야 하므로 고온 · 고방사션 환경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OlS-OlK 크립캡슐의 시편은 게이지부의 길이가 12.5mm 직경 2mm 

인 원통형으로 STS304 재질이다. 시험 목표온도는 450
0

C 이며 시편에 

가해지는 시험응력은 항복강도와 최대인장강도 사이의 값인 250MPa이 

다. 하중전달은 벨로우즈에 가스압력을 가하여 힘을 전달하면 하종전 

달봉이 움직이고 요크와 그립의 이동에 의해 시편에 필요한 하중이 전 

달된다. 벨로우즈의 재칠은 하스텔로이강이며， 스프링상수는 1.8kg/mm 

이다. 하중전달봉의 최대 이동거리는 시편 파단이 시편 게이지부 길이 

의 50% 이내에서 발생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길이보다 충분히 여유 

를 가지는 15mm로 하였다. 하중전달봉이 이 거리 이상 움직이면 

도록 스토퍼 (stopper)가 설치되 었다. 

멈추 

변위량의 측정에는 LVDT가 사용되었다. LVDT는 독립적으로 움직 

일 수 있는 코어(core)의 변위에 비례하여 전기적 출력을 나타내는 

transducer로 변 위 량 이 감지 되 면 전 기 적 선 호를 발 생 시 키 고 이 것 을 정 

량화하여 시편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사용된 

LVDT의 규격은 직경 15mm 길이 222mm이며 최소검출감도는 O.Olmm 

이다. 변위 측정은 i: 15mm이며 최대사용온도는 600
0

C 이다. LVDT는 

시편의 파단 검출에도 사용되는데 LVDT와 연결된 제어장치에서 변위 

량이 최대변위량에 이르거나 변위선도가 급작스럽게 변한 상태를 통해 

시편의 파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캡슐 외동은 각 부분품틀을 수용하고 지지해 주는 부분으로 벨로우 

즈를 포함한 하중부과장치， 하중전달봉， 요크 및 시편그립과 히터， 내 

부 암력 조절과 벨로우즈 가압윤 위한 헬륨배관， 변위 측정을 위한 

LVDT 및 온도 측정과 압력제어를 위한 열전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다. 외통은 직경 56mm 두께 2mm의 STS316 튜브를 사용하였다. 

본체 내부의 온도제어를 위한 진공도는 50torr까지 제어되며 2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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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히터가 설치되어 출력 조절에 따라 목표 온도에 도달하게 하였 

다. 히터는 시편의 온도를 고온으로 올라기 위해 시편 주위에 위치한 

원통형의 히터봉에 감긴다， 히터봉은 고온에 견디도록 STS304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규격은 직경 8.8mm 길이 75mm로 시편부 둘레에 감아 가열 

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내부 재질로는 감마열에 의해 발생되는 열의 방 

출이 용이하도록 열매체로 AI-1050 재질을 사용하였다. 시편 홀더와 그 

립 등 하중을 받는 구조물 부재는 장시간 동안 고온에서 사용하더라도 

변형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므로 STS304를 사용하 

여 고온에서 내식성과 강도， 조직의 안전성 및 중성자 조사에 의한 고온 

취화 등에 견디도록 하였다. 

크립시험 중 시험변수 데이터는 측정 및 데이터 수발장치에 의해 수 

행되도록 하였다. 측정되는 데이터는 시편에서의 응력， 변위， 온도， 내 

부진공도 및 하중부과장치에서의 압력 등이다. 온도측정은 시편 및 시 

편과 같은 높이에서 외통 쪽을 향하여 4개의 T/C를 장착하여 반경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직방향으로는 시편홀더부， 

LVDT부， 하중부과장치부 및 연결 금구에 각각 4개의 T/C를 장착하였 

다. 조 사 량 측 정 을 위 한 F /M (fluence monitor)은 시 편 주 위 Al 열 매 체 

에 4개를 삽입하였다. 이 F/M은 필요한 경우 조사후 시험시설(IMEF) 

을 이용하여 캡슐을 해체하여 인출한 후 조사량을 측정한다. 크립캡슐 

의 구조는 그림 3.5.1 4와 같다. 

나. O1S-OlK 크립캡슐 온도 계산 

O1S-01K 크립캡술은 하나로 조사공에서의 크립캡슐의 설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캡슐이므로 크럽현상과 관계없이 300
0

C 에서 550 0C 사이 

의 온도 범위에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응-력은 350MPa이었다. 

실제 조사시험에서는 450
0

C 의 온도에서 250MPa의 응력을 가하여 14일 

동안 변위를 조사한 후 시편에서 변동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 다음 

시험기간 동안 온도를 550
0

C 로 올리고 응력도 조금씩 올라면서 파단 

시까지의 변위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시험 중 원자로 출력 상승으로 

시편이 일정 온도로 상승하면 캡슐 내 He 압력과 히터 출력을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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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종 시험 목표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설계 시에는 원자로 출력 

만으로 도달하게 되는 l차 목표온도를 기준으로 각 부품 간의 간격 

(gap)을 조절하여 목표온도에 도달하게 하였다. 

크립캡슐의 온도조절은 현재 사용 중인 재료계장캡슐의 온도조절 방 

법과 같이 진공제어와 히터제어가 결합된 개념이다 크립캡슐을 조사 

시험하는 IP 조사공은 냉각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벙-사션에 의한 온 

도가 목표 온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시 충분한 여 

유릎 두어야 하며 목표온도와 설계온도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온 

도를 히터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도한 

온도 상승의 경우 냉각수에 의한 열전달이 매우 낮아 열발산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본 캡슐의 경우 에는 히터가 시편과 매우 가깝게 위치 

해 있기 때문에 히터에 의해 온도를 올리기가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캡슐 내 시편의 조사온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 부품 사이의 간격 (gap )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것이 

다. 이것은 표 3.5.2에 있는 발열량을 기준으로 부품 사이의 간격 (gap) 

을 바꾸면서 시편의 조사온도를 최종 시험목표로 도달하게 하는 과정 

이다. 시편이 있는 위치에서 캡슐 부품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간격 

(gap)은 그림 3.5.2에서와 같이 시편과 히터 사이， 히터와 열매체 사이 

및 열매체와 외통 사이가 있으며 기타의 부품들은 서로 접촉해 놓았기 

때문에 단일 부품으로 간주하였다. 

캡슐 내부의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GENGTC , Heating 7.2f 또는 

ANSYS 등의 code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01S-01K 크립캡슐은 시 

편부 및 상하 중요부위의 단면이 동심원을 이루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운용이 가장 간단한 GENGTC code와 2차원 열계산을 하는 ANSYS 

code를 이용하여 캡슐 각 부분의 온도를 계산하였다 

본 캡슐의 경우 발열량이 가장 높은 부위가 시편 위치이며 중심위치 

를 기준으로 볼 때 다른 부분은 빈 공간이며 재료가 채워진 부분은 시 

편 단면 밖에 없으므로 시편부가 온도가 가장 높다 그러므로 시편위 

치의 단변에 대해서만 온도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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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계산에서 냉각수 온도는 36
C

C 로 설정하였다. 열발산 방식은 캡 

슐 내부에서는 전도 방식으로 면이 밖으로 전달되고 외동에서는 대류 

에 의한 열전달 방식으로 열이 냉각수로 받산된다. 

열설계에서는 먼저 히터 선정을 위해 1기압 상태에서 히터를 2kW와 

3kW쿄 바꾸면서 온도계산을 하였다. 이 경우의 온도 분포는 표 3.5. 

8~9과 같다. 결과적으로 히터의 성능평가 결과 2kW 용량의 히터를 사용 

해도 충분한 온도를 얻을 수 있다. 실제 크립캡슐에 사용된 히터 모텔은 

다음과 같다 

。 크기 9 1.5mm x 156mmL 

。 유형: TUT형 Thermocoax 히터 C2KW) 

。 Sheath 재 질 : SUS 304L 

그 다음에 He 층에서의 열전달계수가 1기압 상태에서의 열전달계수 

의 0.4배가 되는 조건 (He 압력 50 - 1 OOtorr)에서 온도계산을 하였다. 

각각의 압력에서 히터 출력을 20%씩 증가시키면서 온도 변화룰 계산 

하였다 온도계산에 사용된 크립캡슐 시편부의 단면은 그림 3.52와 같 

다 

그펌 3.5 .1 5는 간격 (gap)을 O.1mm로 고정한 상태에서 히터출력 변화 

에 따른 온도분포를 보여 준다， 초기 설계 목표 온도는 250
C

C 로 히터 

출력윤 20%인 400W로 하더라도 충분히 목표 온도에 도달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히터출력을 증가시캠에 따라 외동에서 

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외통에서 하나로에서의 ONB(onset of 

nucleatc boiling) 조건 024 cc 이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히터의 출력 
플 400W이하로 조절합 필요가 있다， 

그럼 3.5 .1 6은 간격 (gap) 이 O .1mm인 상태에서 내부 진공윤 1기압과 

50torr로 변화시킬 때의 온도분포뜰 나타내고 있다. 히터 출력이 없는 

상대에서 내부 진공윤 50torr로 변화시키면 시편의 온도가 210
0

C 까지 

올라감윤 알 수 있다. 히터 출력을 400W로 한 상태에서 캡슐 내부 진 

공도룹 1 기 압에 서 50torr(Hck二 04)로 변 화시 키 면 시 편 의 온도는 225에 서 

280으로 상승한다. 이 그림에서도 외통의 온도가 ONB 조건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히터의 출력을 400W 이하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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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은 히터룹 400Vv로 고정한 상태에서 간격 (gap )을 O.lmm 

에서 0.8mm까지 변화시킬 때의 온도를 나타낸다 간격 (gap ) 이 O.lmm 

일 때 시 편 의 온도는 225"C 이 며 , 간격 (gap) 이 O.3mm일 때 270
0
C , 간격 

(gap) 이 O.5mm일 때 315
0
C , 간격 (gap ) 이 O.8mm에서 375

C

C 까지 상승한 

다. 이 경우 외통에서의 온도는 1l00C 로 하나로에서의 ONB 조건을 만 

족한다. 온도계산 결과 감마발열량만으로 중심 위치에서 외통표면까지 

의 온도는 375~89 0C 의 범위에 있다. 간격 (gap)을 증가시키면 외통 온 

도는 일정하게 89
0

C 로 유지되지만 시편의 온도는 간격 (gap) 에 따라 

400 "C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OlS-OlK 크렴캡슐의 섣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설계 변수인 

간격 (gap)을 0.1 ~O.3mm 범위로 하였다 . IP 조사공에서는 냉각수의 흐 

름이 없기 때문에 자연대류에 의한 열발산만 있는데 현재 이 경우에 

대한 열전달계수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열전달계수는 온도계 

산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온도계산의 정확성 여부가 이 값 

에 의해 결정된다. 열전달계수에 대한 자료는 조사시험시 측정을 통해 

입증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조사시힘을 하는 크립캡슐 OlS-OlK에서 

간격 (gap)을 증가할 경우 시편에서 과도한 온도가 발생될 수 있기 때 

문에 부품들 사이의 간격 (gap)을 0.1 -0.3mm로 하여 시편부에서의 설 

계온도를 280 0C 정도로 하고 더 이상의 온도가 요구될 경우에는 히터 

에 의해 제어하도록 하였다. 

다. 01S-OlK 크립캡슐 제작 

제작으로는 노외하중부과장치를 설계하여 실험에 요구되는 응력 조 

건을 만족하는 장치랄 만듣었으며， STS304 시편에 대해 충분한 응력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노외설힘을 통해 확인하였다. 캡슐은 기본섣 

계， 상세설계， 건전성 및 안전성 해석 단계를 거쳐 최종 캡슐 상세설계 

도면 [3.5 . 24]을 만들고 이에 준하여 제작을 하였다. 01S-01K 캡슐 제작 

절차로는 먼저 하나로품칠보증 체계에 따라 제작 설계 전에 기술시방 

서와 구매시방서 [3.5.25]가 작성되었다， 이 캡슐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들은 ASTM 규격 빛 이에 상당하는 품질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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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작과정 및 검사과정은 하나로 품질보증 체계에 따라 연구소 품 

질보증실 감독하에 수행하였으며 제작 종료 후 최종제작보고서(EMR， 

End of Manufacturing Report)[3 .5.24]를 제작사로부터 인수하였다. 

라. OlS-OlK 크 립 캡 슐 조사시 힘 

OlS-OlK 캡슐은 조사시험을 통해 노내에서 실시간으로 크립시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중부과 장치와 LVDT의 작동상태를 확인 

하고 온도， 압력 및 열전달계수와 같이 설계 단계에서 산정된 설계인 

자들을 확인한다 

크립캡슐(OlS-OlK)은 2002년 10. 11부터 1l. 15 사이의 하나로 운전 2 

주기 (20-2 및 21-1주기 동안 28일)에 걸쳐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조사시 

험은 노심 외부에 위치한 IP-15공에서 수행되었다. 크립캡슐의 본체 및 

조사시험 개략도는 그림 3.5.4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캡슐의 외형적 구 

조는 하부받침대， 본처1， 보호관(protection tube) 및 안내관으로 구성된다. 

안내관은 보호관 상부에서 시작되어 하나로 수조 상부에 위치한 

J!B(junction box)까지 캡 슐 의 제 어 션 이 물과 접 촉되 지 않도록 해 주는 직 

경 25mm의 flexible polyethylene tube로서 내 부에 스프 링 형 태 의 철 심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프링호스라고도 한다. 보호관 상부에서 안내관이 시 

작되는 곳에는 안내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스프링 (ψ48mm x 

320mmL)이 안내관 밖에 감겨 있다. 

마. 조사시험 결과 

조사시험 전 크립캡슐 조사시험계획서 및 절차서 [3.5.27 ， 3.5.28]를 작성 

하여 조사시험 수행하였다. 조사시험 과정에서는 l주기 시험 후 하나로 정 

지기간 동안 캡슐윤 조사공(IP-15) 에 장전된 상태로 두었다가 2주기 시험 

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2주기 시험 중 약 50시간이 경과한 후 히터 및 

LVDT의 신호변화로 시험을 종료하였다. 조사시험사의 온도， 압력 및 

변위에 대한 조사이력서는 그림 3.5.19 및 20과 같다. 조사시험 후 인출과 

정에서 크립캡슐의 상부에 위치한 안내관이 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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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험 (1) 

-
즈
 

「를
 

도
 

오
 

L 캡슐 내부의 즈
 
。조사시험 본 캡슐에는 T/C를 8개 장전하여 

결과와 비교하였다. T/C는 시편부 위치에서 반경방향에 따라 정하여 해석 

위치에서 T/C가 장전된 시편부 변화를 측정하였다. 도
 

오
 

L 배치하여 4개를 

및 외부의 4개소(T/C-1-T/C-4)이다. 시펀 열매체 내부 시편， 히터 ， 까7 。
~/\ L-

곳으로는 LVDT 외부 배치한 수직방향으로 4개를 즈
 
·
。

곳
 

위치가 아닌 닝 
T 

시편부와 하중 q .l 
^ (T/ C-5) , 하중부과장치 외 부(T/C-6) ， 시 편상부(T/C-7) 

부과 장치 중간의 열매체 (T/C-8) 4군데이다. 

초기에 하나로가 24MW로 운전될 상태에서 。l- O
LδL 때 히터를 작동하지 

온도인 220
0

C 보다 계산된 

정도 높은 온도로 deviation 범위가 10% 내에 있다. 외통 근처인 

계산된 

는
 

도
 

온
 

측정되었다 243"C 로 는
 

도
 

오
 

L 시편의 

。L
E프 

온도인 110"C 측정된 온도는 123 "C 로 바깥부위에서 열매체 

정도 높다. 

조사시험 

20'C 

루미늄 

보다 lO
oC 

주
 

<
]시험 주었는데 1주기 며

 꺼
 

옹
 
} 도

 
오
 

L 히터로 시편의 시에는 

그 이유 

중에 

하였다 중에는 550
0

C 로 온도를 450
C

C 로 하고 2주기 에는 시편의 

는 l주기 시험 시험 않았기 때문에 2주기 크립현상이 관찰되지 중에 

는 크립시험을 중지하고 파단시험을 하기 위함이다. 시편의 파단은 온도를 

시험 조사 발생되었다. 약 50시간만에 올린 후 응력을 350MPa로 550
0

C 

중 측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주기 : 시펀부(450
0

C ), 열매체 외부Cl20-160
0

C) ， LVDT(90 i: 5 0C) 

2주기 ; 시편부(550'C) ， 열매체 외부Cl60+5
0

C )， LVDT(85 i:3'C) 

- 외부온도 중 가장 높은 캡슐 중앙부의 외통온도는 온도계산에 있어서 

80-10 실제는 낮으므로 40-60"C 온도(T/C-4)보다 외부의 열매체 

범위로 추정된다. OOC 

이하로 80
0

C 낮으므로 온도(T/C-5)보다 LVDT 도
 

오
 」

캡슐상부의 

추정된다. 

떨어짐 온도가 지정온도 550
0

C 에서 370"C 중 사편의 시험 - 2주기 

종료-함 조사시험 50시간 후 LVDT 신호 단절로 시험 - 2주기 

시편 신호단절은 판단되며， LVDT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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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단선된 

의 파단에 따른 

7'1 。
' ôT 히터의 



(2) 안내 관(Guide tube) 손상 현 황 

손상 부위의 세밀한 조사를 위해 해당 부위에 대한 비디오 촬영을 하 

였다. 안내관의 손상 부위에 대하여 활영한 모습은 그럼 3.5.1 8과 같다 안 

내관이 손상된 부위는 캠슐본체의 보호관 상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략 

50cm까지에 이르고 있다. 손상된 부분 중 호스부가 완전혀 떨어져 나가고 

철심만 난은 부분은 철심의 약 1.5turn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판 

이 손상된 이유는 IP-15공에 장선되는 크립캡슐의 본채 위 보호관 

(STS304)의 길이가 220mm로 짧아 방사선에 의하여 열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 

바. 02S-08K 크립캡슐 설계/제작 

02S-08K 크립캡슐에 사용된 시편은 액금로의 구조재료로 개발 중인 

STS316LN으로 게이지부의 직경 38mm, 길이 25mm이다. 시편의 조사온 

도는 600
0

C 이며 크립시힘은 200~250MPa의 응력 조건에서 28일 동안 수 

행펼 예정이다. 본 캡슐이 조사되는 사험공은 노심에 있는 CT공으로 중성 

자속과 발열량은 표 3.5.8 및 3.5.9와 같다. 이 자료에서와 같이 노심조사공 

(CT , 1R)에서의 중성자속과 밤열량은 Ol S•Ol K 캡슐을 조사한 IP공에서 

호다 각각 1 ，000배와 10배 정도 높다. 이러한 핵적특성을 바탕으로 캡슐 

내부의 온도분포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3.5.21 - 3.5.22와 같다. 

그림 3.5.21은 내부 열매체와 외동 사이의 간격 (gap)을 결정하기 위하여 

히터똘랙이 없는 상태에서 간격 (gap)별로 온도릎 계산한 결과룹 보여준다. 

복표온도 600 0C 근처까지 사편의 온도뜰 올려 주는 간격 (gap)의 크기는 

0.3~0.5mm이다. 발열량 5.73W/g , 히터출력 0인 조건에서 헬륨층의 간격 

(gap) 이 O.3mm일 때 시편의 온도는 487"C, O.4mm에서는 539 0C, 0.5mm에 

서는 588
0

C 이다. 이 온도찰 기준으로 간격 (gap)을 O.4mm로 선정하였다. 

그림 3.5.22는 간격 (gap)이 O.4mm에서 히터출력을 변화시킬 때의 온도 

분포룹 나타내고 있다. 히터출력이 0.5~ 1kW 사이에서 시편의 온도가 60 

Ooc 에 도달된다. 외통에서의 온도는 하나로의 ONB조건 (<124 'C )을 만족해 

야 한다. 그림 3.5.22의 온도계산 결과와 같이 히터 출력을 올리더라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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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비등현상은 외동에서 있으므로 범위에 46~490C 의 도
 

오
 

L 통의 

있도록 유지할 수 장시간 안정적으로 X 겨으
-,"- ''l..• 근 고온 캡슐에서는 료[ 

1 • 않는다. 

장착 

/
T 

용량의 

작동하여 시편의 

캡슐의 제어장치는 OlS•Ol K 제어장치의 성능개 

유지할 

보조히 터 (sub heater)를 

덮
 

오
 

L 표
 

모
 
「, 도

 
오
 

L 

3kW 주 히 터 (main heater)의 외 곽에 

단선시에 주히터의 하여 

하였다. 02S-08K 있도록 

제어장치의 제 조사시험은 캡슐의 예 정 이 다. 02S-08K 

노외 성능시험을 

션을 하여 사용될 

중에 확인한 후 2003년 안전성을 통해 완료하고 

예정이다. 

작을 

수행될 

설 계/제 작[3.5.28J 

가. 크립캡슐 제어장치의 

크립캡슐의 제어장치는 조사시험시 

설계 

6. 크립캡슐 제어장치 

변화와 하중부과 

시편에서의 디1 
그‘; 변화에 따른 외부에서의 압력부과 

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크립캡슐의 조사시험시 

온도 사편에서의 

하중 요구되는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설계개념에 

었다 온 

zll ~ d 좋혼 

온도와 응력은 임의로 제어할 수 

장치와 히터 온도 제어 장치가 사용 

이용한 하중부과장치와 압력제어 

변위이다. 현재의 ul 
^ 조사량， 응력 

못하며 서는 조사량은 제어하지 

위해서는 

응력제어를 

온도， 시편의 ‘4객 까‘ '
τ::è Tτ= 

제어 ..Q..t;: 
'-~ 진공 제어를 도 

버112 조L;ζ 프로 
므J- 1--2 위해서는 되며， 

중요한 제어계통 

혼합방식을 사용하며 

가장 
X 
} { 
) 크립캡슐 온도제어는 시편의 사용된다 장치가 

진공 진공온도제어와 히터온도제어 방법의 묘
 

닙
 

} ! 

가깝게 접근시키고 마이크 온도에 

도달하게 하는 

원하는 르
 
g 끈

 
온도제어에 의해 

허 터 (micro heater} 에 

시편의 

동
 

방법이다.그 목표온도에 의해 로 

내부 부품으로 사용 캡슐 。l 바시으 o -, 
..Q.. 
t • 사용되어 안 하나로의 재료캡슐에 

큰
 

t 

니
 

해
 큰 

이}二 
λλ L.. 알루미늄 사이 간격 (gap)에 열전달매체인 스태인레스강파 되는 

헬 조절하므로써 따라 진공도를 온도에 하
 

워
L
 

채우고 1기압으로 가스를 

제어한다. 룹
 

도
 

오
 

L 변화시켜 열전도도를 륨가스의 

제어와 진공도 헬륨가스의 사용된 제어장치에서 크립캡슐 OlS-OlK 

헬륨가스 방식은 주 온도제어룹 온도제어 히터에 의한 복합적인 마이크로 

았지만 

독립적 

까,-

별도로 

선택할 

경우 이 두가지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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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r 적섣하게 선택해 

변화에 

히터의 용량을 

진공도 



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시편에서의 응력제어는 벨로우즈를 이용한 하중부과장치에 외부에서 헬 

륨가스로 압력을 가해 주므로써 목표하는 응력으로 올려 준다. 응력변화에 

의해 시편에 발생되는 변위는 시편 상부에 있는 LVDT에서 전기적 신호 

를 발생시켜 감지된다. 

이 제어시스템은 하나로 내에 설치되는 장치이므로 안전성을 고려하 

여 다양한 경보체계 기능을 갖추었으며， 제어 기능 외에 실험자의 편리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도록 하였다. 

· 데이터 계측 및 처리 기능 : 캡슐 내부의 온도， 진공도 및 시편에서의 

변위， 응력 등 필요한 데이터릎 계측 및 기록할 수 기능 

· 사스템 기능 이상 감시 기능 : 사스템의 동작 중 주요부품의 기능 저 

하 및 파손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 경보 기능 : 온도나 변위 등이 설정 한계치를 초과하거나 누전 등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경보기능 

· 자동 운전 기능 : 캡슐의 중성자 조사 시험에 필요한 여러가지 과정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장시간의 시험 수행 시 조작자의 간섭 없이도 시험 

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나. 크립캡슐 제어계통 구성 

본 계통은 크게 구분하여 진공 온도 제어부， 히터 온도 제어부， 온도 

계측 제어부， 하중부과 장치 제어부， 파단 검출 장치 및 컴퓨터로 구성된 

다 크립캡슐 제어계통의 모습은 그림 3.5.23과 같다. 

진공 온도 제어부는 진공 펌프와 진공 압력 조절 밸브(I!P Regulator) , 

진공도 측정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히터 온도 제어부는 디지털 온도 조절 

기와 SSR unit로 구성되며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히터 온도 제어부는 2set로 구성되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온도조절기는 RS-232C 직렬통신으로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되어 있어서 

컴퓨터로부터 목표 온도룹 지령 받는다. 온도 계측 제어부는 열전대 

(Thermocouple)와 온도 레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온도 레코더는 RS-232C 

직렬통신으로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되어 있어서 측정 data를 컴퓨터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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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게 된다. 열전대는 최대 8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증 부과 제어장치는 헬륨 가스 공급용 솔레노이드 밸브와 전자식 압 

력 제어밸브로 구성된다. 압력 측정을 위해서는 압력 측정 센서를 사용한 

다. 파단 겸출 장치는 고온용 변위 센서 (LVDT)와 High, Low Alarm을 설 

정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indicator)로 구성된다. 컴퓨터부는 위의 제어장 

치와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data acquisition board와 RS-232C 통신용 

포트， 제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Data acquisition board는 진공도 조 

절용 밸브와 벨로우즈 내부 가스 압력조절용 밸브를 제어할 수 있는 

digital to analogue converter를 내장하고 있다. 컴퓨터 고장이나 제어용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하여 자동 시험이 붉가능할 때를 대바하여 각각의 

제어 장치를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외함의 전면 패널에 장치해 

둔다. 

(1) 진공 온도 제어부 

(가) 진공 온도 제어 장치의 기능 

- 캡슐 내부 진공도 조절 및 측정 기능 

- 캡슐 내부의 leak 검출 기능 

- 벨로우즈 내부의 헬륨가스 누설 겸출 기능 

- 자동 운전시 컴퓨터로부터 진공도 설정 기능 

- 수동 운전시 전면 패널의 수동 조작으로 진공도 설정 기능 

(나) 진공 온도 제어 장치의 구성 

@ 진공도 제어부 
- 지곳 퍼표 

• ‘ ’ -•-

- 진공도 제어용 조절 밸브 

- shut-off valve 

@ 수동 제어부 

- 진공 펌프 On/ Off 스위치 

- 진공도 조절 밸브 설정용 potentiometer(10 Tum) 

- Shut-off valve On/ Off 스 위 치 

- 진공도 표시용 인디게이터 (indicator) 

@ 안전 장치부 

- 진공 펌프와 전류 검출부(전자식 overload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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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정지 스위치 

• 내부 leak 검출 장치 

(2) 히터 온도 제어부 

(가) 히터 온도제어 장치의 가능 

• 사료의 온도 싱-승 빚 하강， 유지 

히터 단선 경보 출력 빚 자동 운전 중지 

- High, Low 알람 발생 

(얄땀 발생시 알람 경보틀 컴퓨터 및 PLC로 전송) 

- Auto tuming으로 최 적 의 PID 계 수 자동 설 정 

전면 패널 조작으로 단독 운전 가능 

- 컴퓨터로부터 목표 온도 다운로드(download) 

) 측정 온도 컴퓨터로 전송 

히터 누전 및 과전류 발생시 히터 전원차단 

맏란 발생시 경보등 점멸/자동 운전 중지 상태 

(나) 히터 온도 제어 장치의 구성 

@히터 입력 전원 

단싱- 220V , 60Hz , Max 30AAC 

@ 온도 조절기 

」 디지털 PID 콘트똘 온도 조절기 

• 오토 튜닝 모드 장착 

} 히터 단션 경보 출력 

- H, HH, LL. L 4 종류 암란 출력 기능 

온도 입 력 : Prl00(A, B, C) , T/C (J, K, T Type) , DC Volt 선 택 

• 제어 출력 : SSR 깨어 (PWM 방식) 

외 부 인 터 페 이 스 : RS • 422(422/232 convertcr 사 용 ) 

• Size : 96 X 96111111 

@ 과전류 검출기 및 회로 보호기 

- 전자식 오버로드 디텍터 Shunt Down 전류 선택 (5-30 AAC) 

• MCCB : 600V. 30A 

• NFB 
비상 정지 스위치 

경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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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 계측 제어부 

(가) 온도 계측 제어부의 기능 

} 열전대 입력 컴퓨터로 전송 

- 진공도 센서， 가스 압력 센서， LVDT 출력 연결 

- 컴퓨터 고장사 자체적으로 data 보관 

(나) 온도 계측 제어부의 구성 

@ 온도 레코더 

- Input channel : 12 CH 

- Input range : PtlOO/열 전 대 (J, K, T)/DC VOL T 

- Interface : RS-232C 

( 열전대 입력 단자대 : 콜드 정션 보상 

@ 열전대 : CA열전대 CK형) 

(4) 하중 부과 제어부 

(가) 하중 부과 제어부의 

@ 벨로우즈 내부로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 조절 

@ 벨로우즈 내부 압력을 측정/하중을 계산값 표시 

@ 벨로우즈 내부의 Leak 감지 

@ 시험 종료시 벨로우 즈 내부의 가스압력 퍼지 (perge) 

(나) 하중부과 제어부의 구성 

@ 가스 압 력 제 어 장치 I/ P regulator, Pilot feedback line 

a 가스공급장치 . 압력측정 sensor, shut-off 밸브 

(5) 변위 측정 제어부 

(가) 변위 측정 제어부의 기능 

밍 변위 측정 

g 파단 감지 

(냐) 변위 측정 제어부의 구성 

- 변위 측정/파단 감지 센서 : LVDT(출력직선성 0.1% F.S) 

(6) 컴퓨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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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어장치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산업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장시 

간 사용과 먼지등 외부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컴퓨터에는 외부 

기기와 인터페이스 시 사용되는 COM port가 2개 내장되어 있으며 내부에 

D/A board가 삽입 장착된다. 

(7) PLC 외함 

외 함은 19“ standard single cabinet rack을 사용하여 구성 한다. 제 어 

시스템에서 PLC는 컴퓨터의 보조역할로 사용된다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진공 펌프 과전류 차단기 상태 점검 

히터 과전류 차단기 상태 점검 

- 각 기기들의 알람내용 점겁 및 전면에 알람내용 Lamp 점등 

~ 솔레노이드 밸브 동작 

- 수동 조작용 스위치 입력(비상정지 스위치) 

7. 특수캡슐 유형 및 차기 개발 업무 

미국， 유럽 및 일본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재료에 대한 단순 

한 조사시험 외에 특수한 목적음 가진 실험올 in-situ로 노내에서 수행 

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목적용 캡슐들을 개발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 

에서 개발된 특수목적용 캡슐로는 핵연료에 대한 발생가스， 발열량， 변형 

및 가스스웹 (gas sweep) 측정， temperature ramping 빚 BOCA 캡슐 등이 

있으며 재료의 특수목적용 실험을 위해서는 Zr, 스테인레스강 빛 그라파이 

E 재질에 대한 크립 측정 캡슐， 피로시험， 균열성장 측정， 조사량 제어 캡 

슐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계장기술을 개밥하고 있다. 하나로에 

서는 현재까지 재료 무계장/계장 캡슐， 핵연료 무계장/제장 캡슐을 개발하 

여 일부는 이용자들의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수목적용 캡슐로는 

단일 시편 장착용 크립캡슐 정도만 개발되어 있는 형편이다. 차기 단계에 

하나로에서 개발예정인 특수목적용 캡슐로는 복수시편 장전용 크립시험， 

피로시험， 조사량 조절올 위한 캡슐을 바롯하여 이용자 요구에 따라 균열 

(crack propagation) 측정 이 나 핵 연료에 대 한 가스스웹 (gas sweep) 측정 

캡슐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특수목적 캡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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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술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7'<

ìíô 가. 특수캡슐의 

Cl) Standard Reloadable 재료 캡슐 

캡슐로서 사용되는 개발되어 원자로에서 Petten 네델란드 이 7.~ ~‘ E 。I 7~ 돋r도Eτr 

았다. 내부 별도로 구분되어 홀더와 시편 홀더를 수용하는 channel이 시편 

TRIO<Channel 3개 ) , REF A <Channel 1 개 ), 따라 수에 channel의 。1 느二 
λλ '-에 

온도 Quattro<Channel 4개) 및 T etra <Channel 5개)의 4종류가 았다. 시편의 

모터에 의해 출력을 조절하기 위해 시편이나 연료가 받는 장전되는 t;.L 즈: ...:l- ~'--

부착시켜 구동되는 수직이동장치 (vertical displacement unit)를 시편홀더에 

홀더를 아래 위로 움직인다[3.5.7]. 시료의 

(2) In-pile 크 립 캡 슐 

있는 내에 캡슐 이용된다. 첫째는 두가지 방법이 

응력을 받아서 일어나는 

한개의 

크립캡슐의 

단일시편이 일정 

를 가지고， 다른 방볍은 

구조에는 

연속적인 변위를 측정하는 구조 

이용하여 하중을 가한 상태에 벨로우즈를 

일정한 변위는 7cl 。
d ←「변위가 일어나는데， 이 동시에 시편에서 서 여러개의 

반복한다. 

이용하였 

사용하였다.크립캡 

조사를 

측정에 

노내에 장전하여 

크립 스테인레스강의 

측정한 후 다시 

님l- ti-l ~Q... 
。 ti 근 전자의 

그라파이트 

노외에서 

일본 ]MTR에서는 

으며， 후자의 방법은 

기간에 걸쳐 

측정에 

슐의 하중부과장치로 헬륨가스와 벨로우즈를 이용한 장치가 주로 사용된 

다. 시편의 한쪽은 캡슐에 고정되어 았고 다른 쪽에 힘이 가해지면 시편에 

크립 재료의 

벨로우즈를 가해지며 헬륨가스에 익해 변위가 생기게 한 구조이다. 하중은 

츠
 
「 , 헬륨마이크로미터나 LVDT에 의해 크립변형은 전달된다. 

정 된다(3.5.10]. 

시편에 통해 

(3) 가스 스 웹 (Gas sweep) 캡 슐 

핵분열가스 방출되는 동안에 조사시험 핵연료 .E. 01 
。....，

방사능을 

PWR HTR, 

。

τ
 
헬 

핵분열가스흘 

위치시킨다. 가스분석기를 

위해 캡슐 내부에 

중간에 

- 213 -

측정하기 

배관 그 장착하고 

(fission gas) 의 

배판을 반하는 



륨가스 공급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조사된 핵연료룹 sweep 시켜 가스 

분석기틀 통과시켜 분석을 한다. 분석된 가스는 배관 상부의 charcoal 

필 터 를 거 쳐 trap시 킨 다 [3 .5. 10]. 

(4) Temperature ramping 캡 슐 

핵 연 료의 고온에 서 의 transient 거 동을 조사하기 위 해 temperature 

rampmg 캡슐을 사용한다 열매체인 그라파이트 홀더는 내부캡슐의 상 

부에 걸려서 tie-rod에 의 해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라파이트 홀더가 

열매체로 작용할 경우에는 외부로의 열전달이 용이하여 핵연료의 온도 

가 1000 ~ 1600 oc 정도이다. Tempcrature ramping을 하기 위해 상부의 

벨로우즈를 가압하여 열매체 홀더룹 하부로 움직이면 핵연료가 있는 

위치에서의 진공캡이 커져서 온도를 고온으로 올릴 수 있다[3.5.7 ， 10]. 

(5) Boiling water 캡 슐 

일본 JMTR에서의 BOCA 캡슐 (Boiling water capsule 캡슐)은 LWR 

조건에서 핵연료의 조사시힘을 위해 개발되었다 시험되는 핵연료핀은 

불 로 채 워 진 캡 슐 속 에 놓 여 진 다 물 은 외 부 에 놓 인 pressunzer에 의 

해 LWR 조건으로 가암된다. 연료핀에서 발생되는 열은 고압수와 캡슐 

의 압력배관에 의해 저1 거된다 캡슐내부는 고압수의 비등으로 인해 균 

일하게 유지되므로 연료핀의 표면온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핵 

연료펀의 파손을 감지하기 위해 캡슐 내에서 소량의 물을 채취 

(sampling)하여 핵분열 생성불윤 분석한다. 배수된 물은 캡슐내부의 수 

질음 유지하가 위해 보충된다. Pressurizer, 핵분열생성불 분석기， 이온 

교환기 뜸의 out-pile 제어장치뜰은 남으로 차폐되고 방사능물질을 처 

리 하 기 위 해 glove box 내 에 섣 치 펀 다 캡 슐 내 에 서 압 력 이 떨 어 지 면 

원자로 출력도 떨어지게 띤동되어 있다. 캡슐 내의 지l 어장치로는 중성 

자감지 기 또는 micro- fission chambers 연료핀 신장감지를 위한 

LVDT가 장착된다 [3.5.10J. 

(6) 조 사 량 제 어 (Neutron controD 캡 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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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사량 제어캡슐은 시편의 온도나 가열량을 조절하기 위해 

ìn-pile 튜브 속에서 계장캡슐을 움직일 수 있게 한 캡슐이다 캡슐의 

위치는 in -pile 튜브의 상부에 설치된 구동장치에 의해 변한다. 모터에 

의해 구동장치가 회전하면 벨로우즈 부위가 상하부로 움직여서 캡슐을 

움직인다. JMTR의 경우 캡슐의 길이는 굴곡된 in-pile 튜브에서 부드 

럽게 움직이기 위해 직경은 32mm 길이는 270mm로 제한된다. 캡슐은 

flexible튜브를 사용하여 구동장치와 연결되는데 그 flexible 튜브 속에 

계장선이 들어 있다. 캡슐의 위치는 lcm/s ~ 0.5cm/hr의 속도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움직 일 수 있으며 움직 일 수 있는 거 리 (stroke)는 

500mm이 다[3.5 .1 0]. 

나 하나로에서의 특수캡슐 개발 차기 업무 

하나로의 가동 이후 조사시험 캡슐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시편공 

을 가진 무계장 및 계장 재료캡슐 개발과 함께 무계장핵연료캡슐을 개 

발하였고 핵연료 계장캡슐 개발의 성능시험을 완료한 단계에 있다 특 

수캡슐 분야에서는 단일 시편의 크립캡슐을 개발하여 노내에서 시험을 

하였으며 노섬공에서의 시험을 준비중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특수캡슐 

분야의 요소기술 중 헬륨가스릎 이용한 하중부과 방법과 LVDT를 이 

용한 변위측정 기술은 다른 종류의 특수목적용 캡슐에 폭넓게 활용되 

는 중요한 요소기술이다. 하나로에서 추후 개발 계획 중인 특수목적용 

캡슐로는 조사량조절 캡슐， 복수시편 장전용 크립캡슐 및 피로시험용 

캡슐이 있으며 이용자 요구룹 수렴하여 균열 측정이나 핵연료에 대한 가 

스스쉽 측정 캡슐 등 다양한 기숨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특수목적 

캡슐의 용도별 기술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앞으로 하나로에서 필요한 특수캡슐의 요소기술로는 필요에 따라 시 

편의 위치를 수직으로 움직얼 수 있게 하기 위해 모터에 의해 구동되 

는 구동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복수시편 장전용 크립캡슐은 개념설 

계를 준비중에 있으며， 하나로 조사공의 길이를 고려하여 시편을 직렬 

로 배치하지 않고 병렬로 다중 배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재 He 

가스와 벨로우즈를 이용한 하중부과장치가 개발되어 있지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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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에 따라 요구되는 최대부과하중의 범위를 높이고， 피로시험 캡슐 

개발에 요구되는 low cycle 반복 하증을 가해 줄 수 있는 하중부과장 

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나로에서 개발예정인 피로캡슐에 대해서는 

열전달을 위해 현재까지 재료캡슐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재료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이용자들의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재료캡슐 온도 

의 정밀제어와 조사량의 조절을 위해 제어장치와 하나로 출력파의 연 

계 검토 및 카드융과 같은 중성자 차폐체를 이용하거나 모터구동의 캡 

슐본체 수직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출력을 조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 

다 

8 지르코늄 합금의 조사 크립 시험 빙-법 연구(위탁과제) 

가개요 

원자로 소재 중에서 지르코늄 합금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우수하고 

비교적 높은 융점과 우수한 강도 때문에 핵연료 피복관과 압력판 소재 

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소재는 원자로 가동 중에 발생하는 조사 크립 

(inadiation creep)에 의하여 열화 되는 문제점이 었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조사 크립에 의한 변형을 억제시키고 조사 크립 기구룹 규명하기 

위한 연구틀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내 조사 크립시험장치(in一pile creep 

test machine)가 필수적으로 설계 ·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원전가동 조 

건의 다양한 변화와 원자로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지르코늄 합끔의 노 

내 조사 시험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국내 연구로 

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활용하여 원자로 소재의 조사 크립 시험을 수행 

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 지르코늄 합금의 조사 크립 시험 장치의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뜰 위하여 조사 크립 시험과 지르코늄 합 

끔의 변형량 측정 방법을 검토하고， 조사 크립 시험 장치의 mock←up윤 

설계 · 제작하여 관련 기초 자료틀 확보하고， 하나로에 적합한 조사 크립 

시힘용 캡슐을 설계 · 제작하고， 부품의 성능 평가랄 수행하였다. 이탈 

통하여 조사 시험용 캡슐의 설계 빚 제작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 

고 조사 시험 평가와 조사 시험용 캡슐 설계 빛 제작에 필요한 기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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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공하였다. 

및 제작 나 설계 

장치의 설계 (1) 조사 크랩 시험 

AECL, 
;ζ 

-'-검토하였다. AECL의 

장 

미국， 위하여 예비설계를 

장치를 ]AERI 등에서 제작된 조사 크립 

사 크립 시험 장치는 NRX와 NRU 원자로에 

치가 개발되었다. 이 장치의 

방법의 

시험 

시험 조사 연구에서는 띄호 
1 • 

시험 적당한 조사 크립 

가스압에 의하여 단일축으로 특정은 시편이 

벨로우즈를 사용하여 유도하고 고정 쇠 (yoke)로 하중을 있으며 ， 인장하고 

벨로우즈가 팽창함으로써 하중을 가하여 가스를 헬륨 직접 벨로우즈에 

벨 공급하여 가스를 압력관에 。1 느二 
λ^'-방식과 벨로우즈를 포함하고 가하는 

개발되었다 방법이 드E도르 。1
。-r I ---J 

c 
T 가하는 으

 
E 주

 
。하

 
축소되면서 로우즈가 

H , 압력용기 포함하는 벨로우즈를 으
 」

H 

τ
 

H 
T 치

 
자
。
 

크립시험 [3.5.29, 3.5.301 

품， 고정쇠 (yoke) 조립부와 유압 노즐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벨로우즈를 

있도록 

곳이다. 내압에 의하여 작동하는 

벨 고안된 /-‘ , 측정할 가하고 시편에 하중을 

시편에 

포함한 압력용기는 

는
 

하
 

가
 

으
 

E 려
 「

。

-
。

로우즈에 의하며 

장치의 시험 크립 모
 

위하여 피하기 휩 (buckling) 현 상을 벨로우즈의 

설계되 압력으로써 작동하도록 가해지는 외부에서 벨로우즈 벨로우즈는 

있으며 서로 수직으로 조립되어 각각 인장 

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시편을 측정부위와 끝 부분 사이에 나선 

있거나 이동하는 크로스헤드 

이동이 

기계적으로 공급하는 두 개의 직사각형의 

압축 01 

^ 

하중을 그ζ 리브느 
--'- èl ’ '--

구성되어 

고정쇠 

고정쇠로 

었다. 

작용을 

섣치되어 모양으로서 증가한 。l

크로스 가능한 설치한다. 틈(slot)안에 있고 Ccross--heads) 안에 

상단부 고정쇠는 인장되는 고정된다 끝에 하부 고정쇠의 압축 헤드는 

。1
λA 연결되어 노즐까지 점으로서 기준 위한 측정하기 λ1;>:.J- ~오→ 

'-~ 0 。시편의 

연결 관까지 압력 벨로우즈 부과되도록 시편에 하중을 님 ''L 으며 하단 

연결되어 밀 대 (push rod)까지 부의 하단 고정쇠는 있다 암축되는 되어 

고
 
。밀대에 통하여 있다. 벨로우즈가 수축되면 하중이 압축되는 고정쇠를 

bushing 

있다. 감마 가열 (garnma heating)에 의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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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프 밀대는 전달된다. 

be따ing)에 의 하여 지 지 되 고 

시편상단까지 급되어 



열과 빌대 (push rod) 조립부품의 조임과 마찰문제는 낮은 증성자 속 구 

역으로 기기룹 이동시키고 공냉시키거나 냉각과정에서 사용 헬륨을 사 

용하여 해결하였다 

JAERI에서 사용중인 조사 크립 시험용 캡슐은 조사온도와 증성자스 

펙트럼의 제어와 동시에 크라프변형을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 

다. 종래의 캡슐파 비교할 때 빠른 중성자 유속을 얻는 조사 기간음 

25%로 대폭 단축하여 보다 현실적인 조사시험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것 

은 카드륨 및 열중성자 흡수체 고정도의 제작， 크리프 변형의 측정방법 

빚 조사 캡슐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의 내 조사성 고온용 응력 부하 벨 

로우즈룹 개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선행 기술의 확보는 

조사직후 크리프변형의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열중성자에 의한 구조 재 

료의 조사 거동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3.5.31J 열중성자 

보호재 및 열중성자 포집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열중성자 보호재로 가능 

한 소재는 하프늄， 카드융， 은 빛 인늄 등의 혼합재가 고려되었고 c'rl = 
딛τ 

성자 포집재로는 흑연올 선택하였다. 핵적 계산을 통하여 열중성자 보호 

효과로는 카드륨이 다른 재료에 바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한 핵적 계산으로 He 생성량올 도시하였고 이룹 통하여 중성자 보호재 

로서 카드륨을， 열중성자 포집재로서 흑연을 사용하는 가능성을 연구하 

였다‘ JAERI의 캡슐의 개념섣계의 조컨으로서 시료의 조사는 (1) 고속 

중성자 조사량으로 1021 n/cnf (2) 조사온도 550 0C (3) 2개의 시료 수 

(4) 표점 간 크리프변형의 측정 (5) 열줍성자 보호 또는 열중성자릎 포집 

한 조건하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조건이다. 정량적 크리프 측정방법은 선 

정-량음 차동변속기를 사용하여 계측하고 있다. 시료의 간극(check)간의 

변위룹 차동 변속기틀 이용하여 계꽉하고 조사 후 정확한 변형량을 측 

정하였다 차동 변속기는 조사 경험이 있는 기존 것을 재사용 하였다 

카드융과 용기재인 알루미늄에 대한 양립성 시험은 알루미늄 시험편의 

주위에 카드융을 충전한 용-기플 450
0

C 에서 1시간 가열하고 카드융올 용 

해하여 이후 250
0

C 에서 25일， 50일 및 100일간의 가열시험을 실시하였 

다. 광학 현미경 관찰로써 100일간의 가열 후에도 카드융과 알루미늄 시 

험편과의 계변에서 명확한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열중성자 포집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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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료가 증발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되면 흑연은 。l~二
λλ L 

표
 

흑연 억제하기 위하여 있다. 문제가 변화할 王프 λ.-1 01 
• Î 0 침탄하거나 

304 스 동시에 고려하고 1:1.1- t}! .Q.. 
。 닙 근 용사하는 얄루미나를 01 

Ã 알루미늄 변에 

효 。:l..s그
• L 2. 시험은 실시하였다. 시험을 조사하는 침탄량을 강에서의 텐레스 

알루미 01 
7Ç 얄루미늄 표면에 분할하고 가공한 후 2개로 원주에 고리형의 

분산하지 흑연이 섞어서 끼워 STS304틀 봉상의 이후 용사하였고 나
 

석영관에 봉입하였다. 

하나로에 

전체를 철사로 묶고 않도록 

장 시험 크립 조사 적합한 연구에서는 보 
L-고려하여 이상을 

도 전체 장치의 시험 크립 조사 3.5.24는 리
 디 

그
 

수행하였다 설계를 치의 

면이다. 

보완 11.1 
^ 캡슐의 제작 시험용 (2) 조사 크립 

르늘:A-1 
「 。변형량 시편지지부위， 하중전달부위， 크게 시험용 장치는 조사 

컴프레서 압력은 헬륨기체의 있다 구성되어 제어부위로 부위， 

고안 조절되도룩 사용하여 (compressor) 와 압 력 계 (pressure regulator) 를 

늘어난 변위 따라서 변형함에 크립 시편이 님 이 ,
,<1 τ 되었다， 변형량 측정 

통하여 연결된 전달축(push rod)을 이음쇠 (upper yoke) 상단에 λ1-1=l 6 , E걷 

E코 

정량화하여 시편 

크립 

신호를 전기적 이것의 션형전위차등변압기에 전달되고 

시 노내 합금의 고안되었다.지르코늄 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님 λ1 
, ' --i 고온 조사 조건과 중성자 이용되므로 노내에서 님:lIt:二→。 

기--0-;:크 ττ 험장치의 

장 시험 크립 조사 사용하였다. STS304L플 소재로서 저항성이 있는 에 

조절 오I 
1 • 본체의 제작하고 

외동과 내부 

본체를 

후에 캡슐 

장치의 시험 조사 크립 보완은 치의 

빈 장치와의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시편 장착 위하기 위한 방안과 

수
’
 

스J」
 

공간은 1:1] 고안되었다 방안。l 매우는 공간을 

。}~ ul-ir 。
2 ， '-'1-5'τ 사용된 위하여 매우기 그l7l-_<=L 

。 ，，~ ~2. 빈 본체의 캡슐 제작하였다 

7- λJ 조ι 
--'-- () 1_ 것으로서 압출된 rp 65xlOOOmmL로 길이가 직경과 재융해와 

이용하 으
 
E 며

」
 

도
 

설계 캡슐의 T;J ÖJ:으 
--'-- n l._ 순도이다 알루미늄 조각의 99.99%의 

분리되도록 조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조건을 가공 공간을 빈 。}조L 
t二 1 • 여 

부품의 조립된 전에 용접 3.5.2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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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준비하였다. 가공하여 고안하고 

사진이다 



시험용 캡슐의 성능 평가 (3) 조사 크립 

인 만든 가공하여 Zircaloy-4 피복관을 시험은 300'C에서 조사 크립 

。

。

r'>-1 。
Eτ= 후에 시험 장 시편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럼 3.5.26은 크립 

곡선이다. 300t 에서 항복강도， 인장 강도 및 각
 

각
 

여사육으 
L. L. ζ 」륨

 
]

혀
O
 

벼
L
 

려
 「

값 얻은 상온에서 이 값은 19.8%로 측정 되 었다. 335 MPa, 591 MPa，는 

효과가 직 게 관찰되 었으며 도
 

오
 」

비하여 (353 MPa, 740 MPa, 12.5%)에 

보이고 유사한 값을 값과 어으」 
℃그 l • 300'C 에서 이용하여 시험을 인장 표준 

보여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됨을 시험 조사 크립 전체적으로 있다. 이는 

준다. 

다. 요 약 

조사 크립 

캡슐을 

합금의 이용하여 지르코늄 국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λ4 
E 시험용 크립 조사 합금의 수행하기 위한 지르코늄 시험을 

계 · 제작 · 보완 및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다음을 얻었다. 

님 n: H-1 
'Õ, 긴 

의하여 

시험용 목합은 크게 하중 전달 부품， 시편지지 

가스압에 있다기 하중전달 

이음쇠를 이동시킴으로써 

으
 

L 프
 
디
 

닝
 
T 구성되어 

벨로우즈(bellows)가 
묘
 

효
 
} b 님

 
} l 

(1) 조사 크립 

걷는 :;<1 , 。형량 

전달되 

직경 3mm의 봉상 인장시편을 상 · 

고정되도록 제작하였다. 시편의 

상부 그립 상단에 연결된 전달축(push rod)을 통하여 선형 변위 차등 변 

시편에 

으
 

L 

I 
R U 

H 

「, 

수축되는 

제작하였다. 시편 지지 

하부 그립과 핀을 이용하여 

I二 도긍L 
~→-， 

변위는 크립 

측정하였다 압기 (Linear V oltage Differential Transformer, L VDT)로서 

지탱 부품중의 하나인 밀 cH (push rod)를 시험용 캡슐의 (2) 조사 크립 

설계·제작되었다. 캡 

고순도 알루미늄으 

사용하여 자체 

주조되고 

반공간을 극소화하였다 외부 제어 장치와의 연 

압출된 

흑연판을 

국내에서 용해 

로 가공하여 채움으로써 

내방사성 

공간은 

베어링을 

비
」
 

내의 

는
 

하
 
습
 

]

및 LVDT용 단자 8 온도 제어용 열전대， 열선 결을 위하여 캡슐 본체의 

동과하도록 총 107B 의 연결 관 입력단자와 압력조절용 2개의 관이 개의 

이용하여 최종 마무리 

조립 방 차단하였다. 부품별 최종 

브레 이 정 (braz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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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용기와 연결용기의 압력을 

단자는 설치하였다. 입력 

하여 



법이 선정되었다 

9. 복수 시편 장착용 기계적 특성 시험 장치 기초 연구(위탁과제) 

가. 개 요 

원전 가동 조건의 다양한 변화와 원자로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원자로 

조사 시험(in-pile irradiation test)은 필수적이다. 연구로용 원자로 소재의 

에서 조사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조사 시험용 

특수 장치가 필요하다 하나로에서는 조사 시험용 크립캡슐은 기계적 작동 

기능은 우수하나 시편을 하나만 장착하여 조사 시험을 수행하는 초기 모 

델이어서 현재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많은 량의 조사 시험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사 시험 효율을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조사 시험 자료를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수 시편이 장착될 수 있는 조사 시험용 기계적 특성 시험 장치의 개발 

이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조사 시험용 복수 시 

편이 장착된 기계적 시험 장치의 설계， 제조 및 성능평가에 있다 이를 통 

하여 하나로에서 사용될 복수 시편이 장착된 조사 시험용 캡슐의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기초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조사시험 평가와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 및 활용에 직접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복수 시편 장착용 응력 부과 장치의 개념 설계 및 부품 제작 

]AERI의 복수 시편이 장착된 조사 시험 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는 (1) 

열중성자 포집재의 선정 (2) 열중성자 보호재의 원자 

로에의 영향 (3) 캡슐의 개념설계 (4) 열중성자 보호재의 제작 (5) 열중성 

열중성자 보호재 "Ql 
^ 

자 보호재의 성능 확인 시험 (6) 캡슐의 목합(mock-up)시 험 (7) 캡슐의 

조사 

(2) 조사온도 550 0C (3) 시료 

조건으로서 시료의 상세 설계 순으로 수행되었다[3.5.32]. 개념설계의 

1 •-L- (1) 고속중성 자 조사 량으로 1021 ψcrn2 

수 2개 (4) 표점 간 크리프변형의 측정 (5) 열중성자 보호 또는 열중성자 
2 
~ 
」 포집한 

(Check)간의 

조건에서 

변위를 

Mock-up시 험 에 서 는 

실시하는 것이다‘ 크리프 츠저1:l}버으 , Qo t::r'L-

차동변속기틀 이용하여 변형량을 

다음의 것들을 확인하였다. (1) 캡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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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간극 

측정하였다 

조립시험과 



방법을 검사하고 접합부 등의 최고 제작 공자 결정 (2) 시료에 대한 가하 

중의 집동 저항을 측정할 기구의 검토 및 최싱의 제작 공차 결정 (3) 알 

루미늄 크리프시험 시편을 사용하여 파단 시험을 수행하는 것과 크리프변 

형 측정이 가능한 것과 파단 된 때의 각각의 기구부에 부적합이 없는 것 

을 확인한 것이다 하중부하의 확인 시험은 시험편에 가한 하중은 하중부 

하용 벨로우즈의 시험 증에 발생한 힘으로 캡슐 조립에 의한 접동 저항윤 

상쇄한 값을 측정함으로써 수행하였다. 이상으로부터 본 연구뜰 통하여 

하나로용 복수 시편 장착용 조사 시험 장치는 (1) 4개의 독립적으로 변형 

이 가능한 복수 시편 장착 (2) 벨로우즈룹 이용한 하증 부과 (3) 선형 변 

위 측정기를 사용한 변형량 측정 (4) 미끌럼 베어링올 이용한 진직도 유 

지 (5) 상용 조사용 열선 사용 (6) 고순도 알루미늄을 이용한 공간 메움의 

기본 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수사편이 장착된 가계적 시험 장치의 기본 설계 

조건으로서 (1) 피복관의 조사 조건을 고려하여 300 'C , 3watt/ g의 감마 가 

열속도， 5x1020 n/cm2의 중성자 조사량 및 200MPa의 응력에 견딜 수 있 

으며 (2) 복수 시편이 장착되기 때문에 각각의 시편이 조사 조건에 효과 

적으로 배치되도록 부품의 소형화가 필요하고 (3) 시험 빙법이 각각의 시 

편에 대하여 순차적으토 또는 동시에 시험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4) 핫셀(hot cel1)에서 쉽게 해체 또는 수리될 수 있으며 (5) 

시편의 살치 및 제거가 용이하도똑 구조가 단순하며 (6) 각각의 시편이 

디른 장치와 쉽게 연결이 가능하며 제어가 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복수 시편이 장착된 기계적 시험 장치는 1차적으로 

4개의 시편이 동시에 장착되고 각각의 시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조 

사 조건에서 시험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콕 설계된 것이 득정이다 4개의 

시편을 장착하기 위하여서는 각각의 시편에 대하여 하중플 유도하는 부분 

Ooad induced part) , 허-증읍 가하는 부분Ooading mechanism part) , 시 편 

을 지탱하는 부분(spccimcn holding part) , 조사 크립 변형량을 측정하는 

부분 (irradiation creep defom1ation measuring part)과 외 부 연 결 관 과 도 

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이 직경과 걷이가 각각 60x750mm인 캡슐 

에 장착되도록 상단에 2개외 하단에 2개틀 90도 엇갈려 배치하였다.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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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는 장치는 미모양의 두 개의 고정쇠 (yoke)로 구성되어 있다. 하 

중올 가하는 부위 는 직 경 이 약 25mm인 벨로우즈(bellows)를 사용하였으 

며 벨로우즈를 포함하고 있는 압력관에 가스룹 공급하여 벨보우즈기- 축소 

되면서 하중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벨로우즈의 휩 (buckling)을 억제하 

도록 하였다. 시편을 지탱하는 부분은 사편은 핀 (pin)으로 그립 (grip) 에 고 

정하는 방법이 설치가 용이하고 판상이나 봉상의 시편이 장착될 수 있도 

록 설계 제작되었다. 변형량 측정 부분은 일대 (push rod)와 직경 20mm의 

소형 선형 변위차등변압기 (Linear Voltage Differential Transformer, 

LVDT)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복수 시편 장착용 기계적 시 

험 장치의 부품은 방전 가공에 의하여 정밀 제작되었으며 용접부의 안정 

성 겸사 후 조립되었다. 소재는 원자로 내에서의 대식성과 가공성을 고려 

하여 STS304L을 사용하였다. 

그림 3.5. 27와 3.5.28은 하나로에 사용될 복수 시편 장착용 조사 시험장 

치의 전체 도면과 실제 사진이디 이 장치의 특징은 시편이 4개 장착되며 

각각의 시편은 외부에서 가한 가스압에 의하여 벨로우즈가 수축함으로써 

응력이 이음쇠에 전달되고 이음쇠는 시편을 고정한 상부 그럽에 연결되어 

시편을 신장하도록 고안되었다. 하부 그립은 벨로우즈를 포함한 압력용기 

의 외통에 고정되어서 이음쇠의 수직이동을 돕고 시편의 정렬을 원활하게 

고안되었다 시편은 그립과 핀으로 고정되며 혈중성자에 가능한 많이 노 

출되도록 하였다 이음쇠 상단에는 신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베어링괴

밀대뜰 설치하여 LVDT블 이용하여 선형 변위량을 측정할 수 있도룩 설 

계되어 있다. LVDT의 직경은 1.딩TI1m이벼 LVDT 보호관의 내경을 조절함 

으로써 크기가 다른 상용 LVDT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부 

품은 STS304L을 사용하여 빙-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다. 조사 후 경도， 내마모， 피로 강도 상관 관계식 유도 

조사된 시편은 시험조건과 방사선 폐기물의 한계성 때문에 시편을 소 

형으로 단순하게 제작하여 다양한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들어 동적 압침법 (kinetic indentation technique)이 제안되어 경도시 

험 결과로서 재료의 피로한계와 내마모성을 평가하려는 방법이 제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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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적 압침법은 탄성과 소성 변형량을 측정하여 하중 압침길이-시간의 

곡션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동적압침법의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하 

중을 받은 물건의 탄성변형량과 소성변형량은 Hooke의 법칙으로 표시된 

다 변형에 있어서 마찰계수(friction coefficient, fp )는 탄성변형에 소요된 

일 (We )과 전체 변형에 소요된 일 (W)의 비로서 식 (3.5.8)과 같이 표시된다. 

f p = 1-짧 (3.5.8) 

여기서 탄성변형에 소요된 일과 전체 변형에 소요된 일은 경도시험과 유 

사한 압침방법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3.5.29는 하중 (p) ， 압침의 길 

이 (h) ， 시간(t)의 곡선이다 그림 3.5.29에서와 같이 p-h 곡션은 세 구역으 

로 관찰되는테 구역(1)은 하중을 제거한 영역이다. 이상적인 하중-압침의 

길이一 시간(p-h←t) 곡션을 가역적인 곡선으로 구역 (3)까지 진행되지만， 실 

제 측정에서 곡선의 폭(6)만큼 히스테리시스 곡선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곡션의 폭 (0)은 압침법으로 측정된 것을 피로저항이나 마모저항성을 표시 

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그림 3.5.29에서 소성 변형량이 증가하면 곡선의 

폭(6)은 압침의 변수인 길이 (h)와 w에 대한 보정된 변형율(f; )에 의하여 결 

정된다. 만일 압침의 길이 (h)가 변형율(é:)과 선형관계에 있으면 이때의 변 

형 정도는 변형율(é:) 에 대한 (6/h)의 비율로 표시될 수 있다， 마모 저항성 

은 재료의 표면 조건에 띤간하기 때문에 탄성 변형을 식 (3.5.9)와 식 

(3.5 .1 0)으로 표시 된 다. 

é w = +-- ( ~i 1 = J!M w= 7'효 VXJ= -둔 

W, ~ HM 
A 2 E f 

(3.5.9) 

(3.5.10) 

여기서 A는 압침의 면적é:w는 HM/Er 이고 HM은 Meier 경도， Er은 탄 

성계수 Wi는 경도가 HM인 소재의 압침의 면적이 A일 때의 소성변형에 

대한 변형 계수이다. 만엘 é: w HM/Er 이면 Hooke의 볍칙이 만족하는 

것으로 실제의 경우 소성 변형량이 극히 적은 경우에도 위릎 관계를 만족 

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f 값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소성 변형량에 의존한 

다. 변수(6)는 압침의 길이 (h)와는 무관하지만 변형량이 작은 구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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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ð= é' (융)의 기 있다. 압침 (indentor)의 가정할 수 선형관계를 변형량은 

모양은 압침의 길이 (h)와 폭으로 나타낸다. Vickers 경도계에서 변 

0.4 옮로알려져 

하학적 

고 있다[3.5.30 & 33J ‘ Wi와 EW의 선형 관계를 형율은 

(3.5.11) 

려하면 탄성구역에서의 변형은 식(3.5.1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δw= é W' (꿇) 

식 대입하면 식 (3.5.11)에 Wi를 식 (3.5.9)의 나누고 VA로 식 (3.5.11)을 

(3.5.1 2)를 얻 을 수 있 다. 

é ò따=옳 (7옮) (3.5.12) 

까

T 어으
t二 E프 식 (3.5.13)을 정리하면 계수를 비교하여 식 (3.5.11)을 식 (3.5.1 2)와 

식 (3.5.8) ~ 진 응 력 (true stress) 이 다. 단순인장시험에서 는
 

0 
있다. 여기서 

(3.5.10)까지는 시편의 마찰계수와 측정된 변형곡선으로부터 구한다. 

HM 2.8 ;:::: • a e ðw 

eö 
(3.5.13) = 3 

압침의 압력에 대한 마찰계수의 값이 얻은 그림 3.5.30은 실험을 통하여 

두 구역으로 표시된다. 구역(1) 다. 마찰계수를 나타내는 함수 f(p)는 크게 

은 마찰계수를 나타내고 함수값이 작은 구역으로서 압침의 압력에 의존도 

증가하면 마찰계수를 나 가 낮은 구역이다 압침의 압력이 특정값(Pk)까지 

타내는 함수(fp)는 증가한다. 이후 압침의 압력 (P)가 특정값(Pk)보다 크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소성변형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모거동을 나타 

내는 주요함수 종의 하니-는 특정 압력값(Pk)을 미시적으로 결정하는 기하 

모양이다. 개념상 특정 압력값(Pk)는 탄소성 변형에 대웅되는 하중에 학적 

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소성변형 정도를 나타낸다. 만일 압침의 

직경이 (D)인 구형이고 하중에 의하여 직경이 d만큼 압침이 진행되면 특정 

모양이 

증가한다. 실험적으로 (d!D < 0.2)인 구 비례하여 압력값(Pk)는 HM/Er에 

역 에 서 는 정 적 마모(stationary friction) 단계 이 므로 국부 접 축에 의 한 잔류 

(3.5.14)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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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변 형 량은 식 (3.5.14)에 의 하여 

é= k. (윷( 



/←서 1쳐혀 으 
..l- Ö Lè. ~Ô 2. 압침의 직경과 가하기 전의 여기서 

표시하는 상수값이다. 만일 압침이 

각각 하중윤 Df와 P는 

시험후에 잔류소성변형이 없다면 D[는 

누적되면 그 값을 궁극적 소성변형이 무한값으로 처리한다. 압침에 대하여 

압침시키는 lê. Ä1 o -1 미세하게 이와 같이 가정한다 탄성변형과 같다고 으로 

정 적 표 면 모 델 (isostatic 효과는 가공정화 재료표변에서의 있어서 경우에 

그 값은 Meier index로 나타낸다. 식 (3.5 .1 4) surface modeD로 설 명 되 는 데 

의 경우 재료내부의 변형에 따른 표면의 변형량을 n=2.3인 경우 k=0.134로 

계 이용하변 마찰계수(fp )를 

증가Cd\iVe ) 와 총변형에너 

길이 (p-h) 곡션을 하중 압침의 있다 알려져 

산할 수 있다 p-h 곡선은 탄성변형에 따른 일의 

만일 p-h 곡선에서 하중이 압 구한다[3.5.34J ’ 이용하여 증가(dW)를 지의 

까1 

T 유도할 식 (3.5.1 5)로 표시하면 대한 의존도가 p=ahm으로 길이에 침의 

(3.5.15) 

있다 여기서 m은 상수이다. 

」짧 =m' -뽕 =C A，따 (뽕) . (쁨) 
dWs dW 는 p-h 곡선에서 p二Pmax 에 해당하는 경계부위에서의 기울 여기서 

필요 결정하기 위하여서고， 총 변형에 구한다. 마찰계수를 이용하여 기룹 

D 
--'-압침의 

1.3으로 측정되며 

경우에는 이용할 결정하여야 한다 미세한 압침을 

원뿔혈태에 대허-여 

한 열 cvn을 

마찰계 ~ me 二m 느
 」

또
 

구형 양이 

(3.5 .16) 

표시된다. 

jp=l-(찮) . (몫) 
수는 식 (3.5 .1 6)과 같이 

여기서 지수 m과 me는 p • h 팍션에서 하증 부과 후와 전에서의 값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실재 마찰제수(f)는 fo와 fp의 합이다 여기서 ￡는 완 

전탄성변형에서의 값으로서 p=O에서의 값이 된다 띠세한 압침에 의한 변 

형과 거시적인 압침에 대한 변형관계랄 고려하여 거사적인 압침의 직겸윤 

꼭지각이 @ 일 때， DL은 식 (3.5 .1 7)로 표시된다 

D 2Rmax 
--•• 

L 1- sinlþ 

DL이라 하자. 압침의 

(3 .5.17) 

수렴한다. 작은값으로 보다 0.4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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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은 꼭지점 여기서 



식 (7) 의 Df와 식 (10)의 DL을 비교하고 뚫이 최대값 1로 하면 변형율윤 

고려하면 식 (3.5.18) 이 유도된다. 

따=(싫:ax ) ß (3.5.18) 

여기서 d삶 뚫= 1 = ê h 플 의미하며 (뚫)=다의 관계를 얻는 

다‘ 여기서 v는 가공경화 지수값이다 

피로 강도는 반복 하중에서의 변형의 한계로서 비교할 수 있다 반복하 

중의 파손에 대한 임계 횟수(Nc)는 축적된 소성 변형량(EJ과 관계있다 만 

일 첫번째 하중을 부과할 때 변형량은 ê= 0.134 . (원로서 표시된다 압 

침이 재료 표변에 접하는 면적 (A)에 대하여 하중 (P)가 부과되면 P>Pk인 

구역에 국부하중은 HM과 유사하게 된다. 이때 하중 p에 의하여 압침이 

재료표면과 접하는 면적이 Ar로 되면 ArI Ac == p/HM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ArlAc의 비를 갖고서 반복하중을 가하게 되면 반복하중에서 얻어 

지는 값은 확률적으로 1로 수렴할 것이다. 재료와 압침이 접하는 면적은 

반복하중에서도 한번 하중을 가한 것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임계 반 

복하중이 가해지는 횟수 Nc는 ArlAc = p/HM을 고려하면 식 (3.5 .19)로 표 

시된다. 

1 . (\C，~' I ~ ~ - ~~-'" (3.5.19) N c =(펙) . (프) Ec 
ψ d ) 0.134 

이때 임계 반복하중이 가해지는 횟수(Nc ) 에 도달하게 되면 재료표면에 

서는 물리적으로 압침과 재료의 접촉된 면 (Ac )로부터 표면이 (d) 만큼 제 

거된다. 결국 식 (3.5.16) 에 의하여 마모저항성을 비교할 수 있는 마찰계수 

(fp)룹 구할 수 았으며 식 (3.5 .1 9)에 의하여 피로한계를 비교할 수 있는 임 

계반복하중이 가해지는 횟수(섯c)룹 얻음 수 있다. 이론의 미시적인 평가와 

거시적인 값의 차이는 재료 표면에서의 미세한 기계적 변형에 대한 물리 

적 반응에 의하여 발생할 수 었다. 

라. 요 약 

국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적용될 복수 시편 장착용 기계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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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二연구에서 다음을 1차년도 평가를 수행하여 λ} 느二 

。 。및 장치를 설계， 제조 

었다. 

기계적 시편이 장착된 스
 

1 보
 
기
 

시험용 조사 목표인 연구억 최종 보
L.. (1) 

사용한 하기 위하여 ]AERI에서 평가를 λ1':二
。 。

u1 
^ 설계， 제조 장치의 시험 

NRX에서 NRU와 AECL의 검토하고 크립시험장치를 조사 시험용 보스 -, 
문제점과 및 각 모델의 설계 개념 부품과 장치의 시험 조사 크립 사용된 

시편 장착용 적합한 복수 국내 원자로인 하나로에 검토하여 개선 방법을 

장치를 설계하였다. 시험 기계적 

동시에 장착 시편이 장치는 4개의 시험 

순차적으로 

기계적 (2) 복수 시편이 장착된 

평가가 시험 조사 조건에서 r:r:즈二 
~一 l • 각각의 시편이 동시에 되고 

캡 슐 (multì • channel 직 정 과 길 이 가 각각 60x750mm인 。lc 료L 
λ，，-'- -"-] 

/-
T 진행됩 

엇갈려 캡슐 상단에 2개와 하단에 2개를 90도 

있는 것이 특정이다 

(3) 하중을 유도하는 장치 는 페모양의 

시편은 capsule) 이 다 4 개 의 

배치되어 

고정 쇠 (yoke)로 구성 되 어 두 개의 

벨로우즈 STS304 25mm인 。t
「직경이 님이 L 

」 一T Il1:• 가하는 으
 

E 
z } 
。하

 
있다. 

고
 
。를

 
스
 

가
 

압력관에 。1 2c二
/λλ '--벨로우즈를 포함하고 사용하였으며 (bel!ows) 휠-

베곤。'-^ ....--" _.&-- I __ 선택하여 1:Il 남1 JJ_ 
。 B 곤 가하는 축소되면서 하증을 벨로우즈가 급하여 

시편은 핀 억제하도록 하였다. 시편을 지탱하는 부분은 의 휩 (buckling)을 

고정하는 빙법이 설치가 용이하고 판상이나 봉상의 (pin)으로 그립 (grip)에 

밀대 BB 。
←「고rτ 

‘ 
어
 。츠

 「
변형량 제작되었다. 섣계 있도록 까~ 

기-장착될 시편이 

Voltage 선형 변위차등변압기 (Linear 소형 20mm의 직경 와
 

U 
U m (push 

측정하도록 하였다. 복수 시 

가공에 의하여 정 

Differential Transformer. L VDT)를 사용하여 

방전 

용접부의 안정성 검사 후 조립 제작되었다 

부품은 STS304틀 장치의 시힘 가계적 편 장착용 

밀 제작되었으며 

변형량을 탄성과 소성 압 침 법 (kinetic indentation technique) 은 (4) 동적 

연 보-것으로서 활용하여 평가는 곤서욕 
I L- ~→ 

측정하여 하중-압침길이-시간의 

강도 상관 경도， 내마모， 피로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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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배경을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이론적 구에서는 



시험시설 노외 6절 캡슐 제 

및 제작 l 노외시험시설 설계 

가.개요 

노외에서 캡슐은 하나로에 장전되기 전에 조사시험을 하는 하나로에서 

등을 수행하여 캡슐 진동시험 ul 
7Ç 시험 압력강하， 내구성 하고 장전시힘을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조건을 요구되는 

캡슐의 

적합성 검토와 하나로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원의 

노외에서 노 노외성능시험을 위해 2개의 

있는데 하나는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이 외성능시험장치가 갖추어져 

고 다른 하냐는 1-채널유동시험장치 (one-channel flow test facility) 이다.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은 노외에서 캡슐의 장전과 진동시험을 통 

한 캡슐 설계 제원의 적합성 

검증， 부대설비의 제원 

λ} 느二 
。 。검토， 열수력/열전달 시험 ， 제어계동의 

장전후 안전성 검사를 

필요한 장치이다. 이 장 

통한 검증과 캡슐 >1 '-•
。 。

ul 

^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계통의 

캡슐의 

설계 01 
^ 장치 

정지봉/제어봉 하나로에서의 외에 성능시험 노외 

이후에 

이용하면 치를 

/- n-1 
←「딩 

ul 
;’R 확보 안전성 운전의 대한 원자로 낙하회수 예정 장치의 

시험， 신규제작 되는 정지봉/제어봉 장치 예바품의 성 연장을 위한 내구성 

。내 

τ2 
ul 
^ 시험 

자로에서 다루는 각종 공구들을 노외에서 시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1-채널유동시험장치는 캡슐의 압력강하실험이나 

진동시험과 내구성 핵연료 국산화， 능시험， 반응도제어장치의 

내구성 무계장캡슐의 

λl 
E프 단순한 압력강하실험과 같은 장치로서 주로 사용되는 위해 을

 
등
 

시험 

가진 으
 

E 관
 

동
 

。

π
 

가진 장치보다 한 개의 으
 
근
 

과L
 댐

 
여러개의 위해서는 험을 

바람직하다. 측면에서 더 유용성과 검증 모델이 실험의 단순한 하나로의 

캡슐이 장전되어 접촉되는 부분만 STS304로 하고 원자로 

모습과 제작하였기 때문에 장탈착시의 

불안정성 

이 장치는 

본체와 유동관은 모두 아크릴로 

긁힘이나 마모， 운전 상태에서 

특히 

으
 
E E

。인한 turbulence로 유동의 

발생될 

가지고 

때
 

장점을 

작동될 

있다는 

있기 때문에 하나로에 장전되어 

까~ 

T 파악할 가시적으로 문제점들의 원인을 

A ‘ 
끼→ 관찰할 가시적으로 

는
 

이
 샤
 

/-‘ 

‘「

기간 1단계 3월까지 11월부터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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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설은 설계검증 

있다. 

조사설비 



등에 설계， 제작 보고서에 1단계 완료하였으며 중에 완성되어 성능검증음 

캡슐 노외시힘용으로 사용하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장치에는 대한 내용을 

유동관 2개만을 사용한 수 있도록 펌프의 용량을 원래 계획된 용 기 위해 

유체계동 =0 
기--r-선정하였기 때문에 U 더1 딘 

」一 딘-'-축소된 대폭 정도로 14% 량의 

유체계풍윤 반(411kg/s)으로 유량의 유량인 하나로 적합한 을 1/2 core에 

보완하뜨보써 캡슐의 제반 이루어지는 하나로에서 외에도 노외 성능시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있게 시험윷 수행할 수 

1 채널유동시험장 

조사설비 대해 

설계검증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항만을 기술한다 

기술된 

제작된 

1단계보고서에 

아-크릴로 

디-루고 

:?ι 

õ 장치 

로
 

x 
T 

노외시험 

제작이1 

2개의 

u1 
^ 

여 7] 서는 

설계 치의 

나. 1 채널유동시험장치의 용도 

각각 한 개 장 필요에 따라 원형이나 육각 유동관윤 

현상을 가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 

실험의 이 장치는 

전하여 캡슐의 장탈착 실힘파 유동 

노심과의 잭허」으 
ζ.:!. t:J L_ 이용하는 이 장치를 모텔이다 =- /.‘ 

속i二 원자로의 하나로 드
 
」

조건과 동일한 온도 검증하기 위해 하나토의 정상운전 양립성을 A 려하/'\-1 
T "'ì ~i 기 

포함된다 수행되며 다유과 같은 실험이 조건에서 압력 

캡슐 장탈착 시험 

λJ õ~ 
2. '0 압력강하 측정 캔승 

口 r:: 

캡슐 장전 전 성능 시험 

진허 
t土 c 

무계장 캡슐에 대한 진동시험 

무계장 캡슐에 대한 내구성 

요건 다. 1 채덜유통사험장치의 

하나로의 정상갚쉰 

설계 

섣계요건인 다음 각二려하처 , • 1 -1 상태에서의 정치는 (1) 본 

만족해야 한다. 요건윤 

• 유체온도 : 35-45'C 

압력강하 : 200kPa 이상 

• 유량 : 12.7kg/s 이하(윈형유동관) 

19.6kg/s 이 하(육각유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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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치의 상부에 하나로의 캡슐 고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robot arm 

을 설치한다 

(3) 유체계똥은 육각유동관 1개에 적합한 유량(19.6kg/s)을 기준으로 120% 

이상의 성능을 받휘하는 용-량으로 한다 

라 1-채널유동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실험장치에 대한 본체와 계통의 구성은 그림 3.6.1과 같다. 모든 배관과 

밸브 등은 STS304로 한다 원자로 본체 모델이1 서 inlet plenum은 직 경 

600mm, 높이 400mm, 두께 10mm의 STS304 재질의 통이며 ， 유동관 상부 

의 수조는 직경 600mm 높이 1m인 4개의 아크릴 통으로 되어 았다. 유동 

관 하부의 지지부와 스피-이더가 정착된 부분은 STS304로 제작되어 있다 

유동관을 경계로 inlet plenum과 receptacle 사이에는 하나로의 캡홀 

(gap hole)이 4개 뚫려 있다. 캡홀의 크기는 각각 직경 6.5mm 구멍이 3개， 

직경 3.5mm의 구멍이 1개이다. 캡홀의 역할은 상하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로의 경우 캡홀 수가 총 917H 이며 이 캡홀로 31깨 유동 

관에서 흐르는 유동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차이를 조절한다. 1-채널유동시 

험장치에 있는 이 구멍들은 아래측으토부터 라운드로 부드럽게 처리하여 

유동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 장치 의 구성은 plenum, grid plate, core, pool 

로 구성되며 하나로에 있는 chimney는 유동관이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아크릴로 제작된 외통이 pool과 chimney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였다 

냉각계동은 실험이 보동 정상유량의 10%-120%의 유량에 대해서 수 

행되기 때문에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인버러릎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제어 

할 수 있게 하였다. 유량은 용량식 전자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계통 

을 구성하는 각 장비들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펌프 

) 사용유체 Demi. water 

- 1.2m3/ min x 30m Head 

- ψ 100mm X ÇJ 65mm 

- 15kW X 4P X 3^J x 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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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hanical seal 

(2) 히터 

- 밴 드 형 히 터 4" x 4kW 

(3) 유량계 

• Capacitance magnetic flow meter 

- Size 3" 

- ]IS 10K wafer 

- 100 to 240V AC or 100 to 120V AC 

(4) 인버 터 

l\1odel : SV150 IS5-2NDB 

- 15 k\V /220V( 제 동 type) 

(5) Pressure transmitter 

유동관의 상하부 차압 측정 

Pressure transmitter. 인버터， 유량계 빛 온도 등의 신호블 1 채널 

유동시험장치의 3층에 있는 PC로 띤결하기 위해 300W x 150H의 케이블 

tray 설치 

마 士채널유동시힘장치의 성능 검증 

제작완료된 실험장치와 측정기기의 장착한 상태는 그림 3.6.2~4와 같 

다. 이 장치가 설계요건올 만족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형 유동관과 모 

의핵떤료가 장착된 상태에서의 압력강하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량계에서 

측정된 유량은 유동판에 흐르는 유량과 4개 (cp6.5mm 3개와 ψ3.5mm 1 개) 

의 캡흘-(gap hole)로 흐르는 유량윤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동관으로 

흐르는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캡홀로 흐르는 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캡홀(gap hole)로 흐르는 유량은 

Qactual= CνC.Ao12값 

여기서 ilp는 kPa 단위를 가진다. 

입 구가 라운드로 처 리 된 orifice에 대 해 

CC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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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 0.98 이 다[3.6 .1J. 

동
 

。

π
 

유량과 차압의 상관관계 

。1:1:으→ 뻐U 
，ro~ 념 i1 p를 고려한 gap hole에서의 

있으며 주어져 표 3.6.1에 

측정된 

관에서의 실제 유량이 

는 그램 3.6.5와 같다 

각 경우에 대해 

노심채널 유량을 측정한 것안로 127R 의 원형 표 3.6.2는 하나로의 실제 

유량이 13. 698kg/s의 12.204kg/s, S2에 서 최 대 최저 OR6에서 유동관에서 

흐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3.6 . 2J. 

본 장치에 대한 압력깅하 실험결과에 따르면 원형유동판에서 200kPa의 

차압 조건에서 12.63kg/s의 유량이 흐른다. 이는 설계요건을 만족할 뿐 아 

니라 하나로의 원형유동판에 측정된 실제 유량의 드는 값이다. 

하나로 핵연료에 대하여 200kPa이 아닌 다른 압력 조건에 대한 유량은 

측-정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량의 변동에 따른 압력변화는 비교할 수 없 

범위 내에 

다. 

2‘ 노외 시험시설 운영 

가. 장치의 활용 및 실험 

제작된 

설계와의 양립성과 성능 검증 시험 

이용하여 장치를 노외시험 

장탈착시혐 

하나로에 장전하기 전 7.B .{;、 。
디궁걷rτr 

n 조도 
-'- '-

똥을 수행한다. 노외시 pJ 
^ 

험시설을 이용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 캡슐뜰은 99M-OlK 캡슐 외 7개의 

재료캡슐들이 있으며 2단계에서 깨발한 크립캡슐 및 핵연료계장캡슐의 성 

능시험도 수행되었다. 성능시험이 수행된 캡슐블은 표 3.6.3에 열거되어 있 

다 캡슐 노외시험장치를 이용한 실험은 아래와 같다. 

(1) 캡슐 장탈착 실험 

제작된 모든 캡슐은 하나로에 장전되기 전에 이 장치에서 장탈착 실험 

문제점을 점검하 을 수행하여 장탈착시에 발생될 수 있는 긁힘， 마모 등의 

고 설계 제원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힘을 한다‘ 

(2) 캡슐 암력강하 측정 실험 

이용하여 캡슐이 제작될 경우 이 장치를 형태나 개념을 가진 새로운 

설계요건이 만족됩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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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려하처 

'" 압랙강하 실험을 수행하여 

(3) 내구성 실험 



110%인 상태에서 캡슐의 정상 유량의 

실제 하나로에서의 장전기간의 

。1 느二 
/λλ 」내구성실험은 운전 상태에 

수행하며 실험기간은 해딩 10%에 캡슐의 

죄二λl 
'- 0 전후의 변형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되는 시간동안 수행하고 실험 

이나 마포 여부를 조사한다. 육안 관찰에 의해 마모나 손상이 관찰된 경우 

해당되는 장전기간에 실제 측정하고 두께를 마모된 측정하여 미
 근 

처
。
 

에는 

시간에 대해 마모 두께를 평카한다 이 마모 두께가 해당되는 부위의 원래 

두께의 3/4을 초과해서는 안된다[3.6.3J. 

(4) 진동실험 

유동관 사이의 핵연료집합체와 진동변위가 하나로 요건은 진동실험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장치에서 진동실 범위에 허용간격 인 300μm 이내의 

험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관을 하나로 유동관과 동일한 지르칼로이 재질로 

보완 장치에 대한 여러가지 성능 t: 
。설치해야 하는 7 처자치르 -'-'-'06/ ‘ j 변경하고 

필요하다[3.6.31 

나 r채널유동시험장치의 

위해서는 주로 1-채널유동시험장치가 사용된다. 이 장치는 

。 간4 
τ!: ~Ô 

이 

시힘을 노외 

유동현상과 장탈착시의 원활한 삽입과 인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크릴로 

모든 

수행되었으 

제작된 

성능시험이 

성능시험 외에 

2단계에서 수가 있다. 이 장치에서는 

대한 장탈착시험， 히터， 열전대의 

장탈착시험， 히터， 

재료계장캡슐에 

며 크립캡슐의 경우에는 

관찰할 가시적으로 。-E 

하중 열전대의 

장전된 상태에서 이 장치에 작동시험도 부과장치의 성능시힘과 LVDT의 

수행되었다 

압력강하에 대한 실 캡슐의 즈
 

A 
]시험 수행되는 1- 채 널유통시험장치에서 

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이 장치의 기 준 durnmy fuel과의 차압비교를 허으( 
[그 '-

표준형 dummy 핵연료와 동일한 규격의 원형유통관에 하나로에 장전되는 

여 t: 
。핵연료캡슐 무계장캡슐， 신형원자로의 핵연료 fuel , Dupic capsule, 

그립 결과는 비교하였으며 차압을 장전한 상태에서의 캡슐들을 러가지 

흘러 유량이 12.7kg 이하의 

있다 설계요건을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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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00kPa에서 

스려하저 
!•., -, -, 

3.1.1 1과 같다. 각 캡슐들은 

야 한다는 하나로의 



다.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의 

새롭게 개발되거나 설계가 변경됨으로 

으여 
"- ü 

인해 개념이나 형상이 변경되는 

위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내구성시힘을 01 

^ 진동시험 경우에는 캡슐의 

유사한 환경을 가지는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 

현재 하나 

조건과 거의 하나로의 

개발되어 핵연료계장캡슐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용된다. 

시험은 

A 
τ-하나로와 열수력적 조건이 거의 유사한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에서 

행되었다. 캡슐개발 과제에서는 엔지니어링동에 캡슐의 종합적인 노외실증 

시험을 위해 하나로 ha1f-core 형상의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과 캡슐의 

중에 있다 이 캡슐에 대한 진통과 내구성 조사시험 로에 장전되어 

。1
λλ 보유하고 1-채널유동시험장치를 하

 
주로 장탈착시험을 01 

^ 차압측정 

아크릴로 된 l 채 한개의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캡슐 다. 일반적으로 

랴
。
 

。

π
 

변화시키면서 이 장치는 유량을 임의로 이용한다. 널유통시험장치를 

있는 있도록 펌프속도를 가변형으로 제어할 수 에 따른 차압을 측정할 수 

유량 변화에 따른 차압 측정 실험을 정 놓았기 때문에 제어장치를 장착해 

캡 핵연료 01 

^ 무계장 재료 이
 「류

 
니
 

조
 

<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여러가지 확하게 

아크릴시험장 。1장탈착시험을 등의 차압 및 크립캡슐 슐， 계장재료캡슐， 

측정 한 바 있다[3.6.4， 3.6.5J. 치에서 

고정장치가 없기 하부에 핵연료겨]장캡슐은 대상인 실험의 보 그러나 

캡슐상부 때문에 캡슐 상부를 고정하여야 하는데 1-채널유동시험장치에는 

노외실증시험 있는 고정장치나 지지대가 없으므로 종합적인 수
 

! 하
 

E 처
。
 

고
 

유량변화에 따른 치-압 이용하여 이용되는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을 에 

핵연료캡슐의 진동 및 내구성실험 측정실험을 하였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λ1 동1 조L 
E 디 E 

관계는 3장l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가속 

약 10%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츠는;져 
-끼 Q 있다. 진동 기술되어 3장에 수행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측정된 유량에 따른 차압의 

도계를 부착하는 경우 유량이 

위해 

3 노외시험시설 개선 

수행하였 

제어봉과 제어장 

종류의 성능 

시운전을 시험시설의 조사설비 섣계검증 설치된 초에 2000년 

개선을 

하나로 

여러가지 

수행하고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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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설치 완료된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은 그림 3.6.6과 같으 

며 설계 득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의 특성 

·외형은 하나로와 통일하며 코어만 1/2로 축소 

• 육각유동관 13, 원형유통관 4, OR 유동관 3 

• 하부에서부터 Plenum, grid plate, core, chimney and dummy pool의 

5개층으로 구성 

• 재질: STS304 

• Size: 하부 plenum ψ 2420 x 전 체 높 이 8000mrnH 

• 캡슐실험을 위해 육각/원형유동관 각 1개 장착 운전 

• 2003년도에 펌프 및 계통을 1/2 core 용량에 맞도록 확장(하나로 

자체 과제로 수행 중) 

나. 활용 

·캡슐 노내 장전 전 장탈착 시험 

·캡슐 열수력 시험 

·캡슐 제어계통의 성능시험 

·캡슐， 핵연료 등 진동 및 내구성 시험 

·하나로 정지/제어봉 낙하 실험 및 하나로 원격 tool 성능 시험 

다 시험시설 성능개선 및 tool 개발 

• 캡 슐 loading/unloading tool 제 작 

• 핵연료캡슐 고정용 OR 클램프 및 tool 제작/설치 

• 스프링 밸런서 제작 

• OR 조사공 지지대 및 침니내부지지대 제작/설치 

• 캡슐 고정장치 설치 

라 유동관 제작 및 성능평가 

(1) 하나로 유동관은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는 구조물로서 정밀 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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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조달 온 제품으로 공급해 요구되어 현재까지 캐나다 AECL에서 

시제품을 제작 국산화를 추진하여 유동관의 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였다. 

육각/원형유 (2)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에 필요한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동관(그림 3.6.7 & 3.6.8)을 제작하였다. 

마. 침니 내부지지대 및 OR공 클램프 제작/설치 

노외시험시설의 캡슐 상부 고정장치인 침니내부지지대와 OR공 클램프 

설치하였다. 이 장치는 노외시험시 설계/제작하여 [그램 3.6.9 & 3.6.1 0J를 

진동실험을 수행할 때 장전된 캡 

본체 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Ql 
^ 설에서 캡슐의 장 · 탈착실험， 내구성 

이
 「슐

 」

바 노외시험용 제어장치 시운전 및 활용 

압력 제어용 콘트롤러 및 제어동작 점검 튜닝 온도 빛 • 
;셔2:! 
口 l그 • MMI software와 hardware 간의 interface tes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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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이용자 요구 조사시험/자료생산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기기 및 재료의 건전성 연구， 그리고 원자력 

재료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재료의 노내 조사시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해 하나로에서는 조사시설 및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년간에 걸쳐 연구하여 왔 

다 이러한 조사절비 가운데 하나인 재료조사시험용 캡슐은 하나로룹 이용한 원자 

력 노심 재료들의 중성자 조사시힘을 위한 핵심설비이다 이를 위해 1SB7년 시작 

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1단계 사업을 통해 표준형 조사시험용 캡슐 기술 빛 

시설이 국산화 개발되었다 2(JJJ년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표준형 조시-시험 캡슐 

을 이용한 조사시험 이용자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표 3.4.1과 같이 다 

수의 조사시험용 캡슐들이 설계 · 제작되어 하나로 노심의 CT 혹은 IRl ,2 

시험공에서 성공적으로 조사시험되어 관련자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하나 

로 노섬의 HTS , IP 등의 시험공을 이용하여 핵연료， 반도체， 자성재료 

등 대학 기초연구와 관련된 조사시험을 래빗(소형 무계장캡슐)을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2단계 연구기간동안에는 연구소 2개 기관， 산업체 1개 

기관， 대학 107B 기관을 포함하는 137B 기관에서 요청된 3，떼여개의 시편을 총 

26，(JJJ여 시간동안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의 경우 현재 

까지 8개의 계장(Instrumented) 캡슐과 2개의 무계장(Non-Instrumented) 

캡슐이 간계 , 제작되어 하나로 노심의 CT 흑은 IR1.2 시험공에서 성공적으 

로 조사시험되어 관련자료를 생산하였다. 표 3.7.1은 2단계 동안 하나로에 

서 캡슐 및 래빗을 이용하여 조사시험된 모든 시험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룹 통하여 CT, IR, OR, IP , HTS 등의 시험공에서 조사시 

험된 여러 캡슐들(99M-OlK ， 99M-02H, OOM-OIU, OOM-02K, OOM-03K 

OlF-OlU, OlM-OIU, OlM-05U , 02F-06K, 02F-07U, 02F-llK(조사중) 등) 

에 대하여 각 시험공에서의 원자로 출력， neutron flux 및 fluence , Y 

heat, 잉여반응도 등의 핵적뜩성 자료들도 생산하여 database흘 구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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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시험용 캡슐 이용 조사시험 및 자료생산 

조사시험용 재료 캡슐은 이용자에 따라 크게 2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한국원자력연구소 소내 연구개발 과제들을 위한 캡슐과 대학 이용자들 

의 원자력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캡슐로 구분된다. 먼저 원전 안전성 

/건전성 평가/개발을 위한 조사시험이 주목적인 소내 연구개발용 조사시 

험 캡 슐은 RPV (Reactor Pressure VesseD 재 료， 노섬 (Reactor Core) 재 료， 

그리고 핵연료 피복관 및 중수로 압력관 재질인 Zr 합금 등의 조사시험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관련 캡슐로는 99M-OlK, 99M-02H, OOM-OlU, 

OOM -02K, OOM -03K, OlM -05U 캡슐이 설계/제작/조사시험되었으며， 현재 

파괴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용 02M-02K 캡슐과 노심재료 조사특성 

평가용 02M-05U 캡슐이 설계/제작되어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하나로 이용활성화를 위해 주로 대학에서의 중성자 조사효과와 

관련된 원자력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시험용 캡슐로는 OOM-01U, 

OlM-05U 캡슐이 설계/제작/조사시험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4개 대학의 

연구 지원용인 02M-05U 캡슐이 설계제작되어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들 소외 이용자 지원용 캡슐들은 대학이용자들의 부족한 

제반경비 등의 이유로 인하여 관련 소내 조사시험 분야와 공동으로 제작/ 

조사시험되었다. 

조사시험용 캡슐내에는 시편 조사온도 조절， 조사 분위기 조절， 중성자 

조사량 측정 등의 목적으로 특수 열전대， 마이크로 heater, neutron 

fluence monitor 둥이 개발되어 설치되었다. 또한 소내외 이용자들의 다양 

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시편배치 설계가 분석 

되어 적용되었으며， 그동안의 조사시힘 경험과 자료들은 향후 다양한 조건 

의 중성자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소내 연구개발 과제 및 소외 대학 이용 

자들의 원자력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시험용 캡슐의 설계， 제작， 

조사시험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정리하였다. 

가. 99M -0lK!99M -02H 캡 슐 조사시 험 [3.7.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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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슐 설계 · 제작 

1단계 3차년도 연구에서 설계 · 제작된 99M-OlK, 99M-02H 캡슐의 조 

사시험을 2단계 연구에서 수행하였다 두 캡슐은 한국중공업(주)에서 제 

작되어 한국표준형 가압경수형원자로인 영광3호기 이후 국내의 모든 경수 

형 원자로에 사용되고 있는 국산 원자로압력용기재질의 조사특성을 입증 

하고자 설계 · 제작된 계장캡슐이다. 본 연구는 한국중공업(주)의 수탁연 

구와 원자력연구소 압력경계재료 분야 관련 중장기과제 공동으로 캡슐분 

야에 조사시험이 의뢰되었다 

99M-OlK(M은 Materia1. K는 KAERI의 표기 ) 및 99M-02H(H는 

HAN]UNG의 표기) 계장캡슐의 설계는 최근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하 

여 그 구조건전성을 검증받은 다공구조의 재료조사시험용 표준형 계장 

캡슐인 98M-02K 캡슐에 근거하여 설계 · 제작되었다[3.7 .1]. 99M -02H 

캡슐의 경우 1단에 R一CT 시편대신 4개의 Charpy 시편을 2단과 같은 

형태로 배치하고 2-5단에는 99l\1-01K 캡슐과 동일하게 시편들을 배 

치하였다 

99M-01K 및 99M- 02H 캡슐의 기본구조는 동일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시험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98M-02K 캡슐의 설계를 기 

본으로 하였다 캡슐은 크게 본체부， 보호관부 안내관부로 나뉘어지는 

데， 캡슐 본체는 φ60mm의 STS 316 재질의 튜브 내부에 5단의 Al 열 

매체로 나뉘어지고， 각 열매체 내에는 조사시편을 포함하여 여러 계장 

품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99M-OlK 및 99M-02H 캡슐의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 

의 개 선이 이루어졌다. 계장캡슐의 내진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체상 

부 상부 guide spring 및 보호관부를 변경하였으며， 조립작업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해 보호관의 길이를 증가시켰으며 안내관 직경을 확대시켰다. 

또한 원자로에서 의 작업 효율화를 위 하여 junction unit 대신 junction box 

장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캡슐 하단부 guide 없m 부위의 절단현상을 방 

지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수행하였다. 

캡슐내 조사시편은 영광 4，5호기 및 울진 4호기 원자로의 base 및 용접 

재 료로 round compact tension , charpy, PCVN(pre-cracked V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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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py) , SP(small punch) , 그 리 고 MBE(magnetic Barkhausen effect) 시 

편 등이 캡슐에 장입되었다. 99M-OlK 및 99M-02H 캡슐에는 98M-02K 

캡슐과는 달리 1/3 길이의 insert charpy 시편 대신 정상 규격의 charpy 

시편이 장입되었으며， 98M-02K 캡슐에서의 온도조절 어려움으로 인해서 

99M-OIK 캡슐 1단에는 1/2“ RCT(round compact tention) 시편 대신 시 

편직경이 작은 O.4T-RCT 시편이 장입되었다. 99M-01K 및 99M-02H 캡 

슐에는 각각 134개 및 131개의 시편이 장입되었다. Gamma heating 값이 

비교적 낮은 최상단 (99M-01K 캡슐의 1단)에는 최대 부피를 가지는 

round형 compact 시편을 배치하였으며， 다음 단에는 캡슐 중심부에 4 

개의 charpy 시편을 배치하여 사각 형태로 하였다 Gamma 값이 높 

은 3，4 ，5단에서는 캡슐 중심부에 빈 공간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시편 

을 분산배치하는 4공 형태로 설계하였다. 

위의 시편 배치를 기준으로 하여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캡슐 

시편부위의 gamma heating rate와 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계산하였다 

[3.7.2], 99M-02H 캡슐의 경우 최상단에 RCT 시편대신 charpy 시편 4개 

가 중심부에 장입되나， 99M-01K 캡슐과 동일한 gamma heating 값을 가 

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최종적인 99M-01K 및 99M-02H 캡슐에 대한 최종 

설 계 gamma heating curve를 결 정 하 였 다. 

캡슐내 시편의 최종 조사온도는 290::!:: lO 'C 를 목표로 하는데， 원자로 

출력으로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캡슐내 He 압력 및 heater 출력 등을 

순차적으로 조절하여 최종 목표온도에 도달하게 한다. 98M-02K 캡슐에서 

는 원자로 출력만으로만 도달하게 되는 1차 목표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latm He 조건에서 열매체와 캡슐 외통 간의 g :::l[l 설계릅 수행하였으나， 

실제 캡슐은 25psi He의 진공 상태에서 조사시험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단에서 시편간 위 · 아래 위치에 따라 온도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되었다[3.7.31 따라서， 99M-01K 및 99M-02H 캡슐에서는 비교적 

고진공 상태인 O.4KHe=latm 조건에서 gap 설계를 수행하여 각단 시편 

상하간의 온도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한편 98M-02K 캡슐의 조사 

시험을 분석결과 O.4KHe=latm은 약 35psi 진공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99M-01K 및 99M-02H 캡슐 각단의 설계온도 목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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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KHe=latm 진공조건으로 결정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50-100torr의 

진공에서 조사시편이 목표시험 온도인 290 1: 10 'C 에 균일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캡슐내 시펀의 조사온도흘 계산하는데 이용한 GENGTC code의 경 

우， 캡 슐 내 부 구 조 를 모 두 symmetric geome마try 로로- 변 형 해 야 하 므로 

99M-01K 캡 슐의 RCT 시 편을 제 외 한 non-symmetric geometry를 가 

지는 모든시펀들에 대해서 GENGTC 적용을 위해서 symmetric 형태 

로의 변경을 해야하고 이에 따른 각 부분의 밀도 보정작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2단의 경우 98M-02K 캡슐과 유사하게 동일 길이법으로 설계 

하였으며， 3，4，5단의 경우 반경방향으로의 열전도를 감안하여 시편이 

동일 두께의 nng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모델링한 후 열계산을 수행 

하였다 

시편 온도 계산에는 GENGTC code를 이용하여 99M - OlK 및 

99M • 02H 캡슐의 각단에서의 부품간 gap 조정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시편과 열매체간의 gap은 모두 O.lmm로 하였다. 열매체와 외통간의 

gap은 99M-OlK 캡슐의 경우 O.06~0.23mm로， 99-02H 캡슐에서는 

0.06~O.28mm로 결 정 되 었 는 데 캡 슐 의 최 상위 단 (1 단) 위 에 서 부 터 중 심 

부로 갈수록 열매체와 외통간의 gap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한편 캡슐내 시편부에는 12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어 조사시험 

동인 조사시편의 온도 변화가 캡슐 조절장치에 기록되며， 중성자 조사 

량 평 가를 위 한 Ni-Ti-Fe 및 사파이 어 fluence monitor(F 1M)가 각 단 

의 Al holder에 장입되어 있어 조사후 해체되어 시편의 정확한 조사량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캡슐의 상세설계 방침에 따라 캡슐은 하나로 설계 기준에 준 

하여 최종설계된 후 그동안의 하나로 캡슐 제작등을 통하여 캡슐 제작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우정밀(주)에서 제작되었다 

(2) 하나로 조사시험 

99M-01K 및 02H 캡슐은 하나로 조사시험전 노외에서 정해진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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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캡슐외관 및 치수검사， 본체 및 보호관부의 내압 및 He leak 시험， 

heater 및 열전대의 건전성 및 성능평가， 캡슐온도 조절장치와의 양립성 

시험 등 여러 건전성 평가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결과 두 캡슐은 모든 조 

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캡슐의 조샤시험은 사전에 설계된 바와 같이 

20MW 출력의 하나로 CT 조사시험공에 설치하여 조사시험하고자 하였으 

나， 원자로 설치과정에서 캡슐 고정장치의 비정상 거동으로 인하여 설계 

조건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 22MW 출력의 IR2 조사시험공에서 각기 약 

3일간씩 (66MWD) 일주일 간격으로 조사시험되었다. 99M-02H 캡슐내의 

시편들은 280~3030C 의 비교적 균일한 조사온도에서， 1.37 ~2.86xl019 

(nlcm2
) (E> 1.0 Me V)의 고속중성자 조사량까지 조사되었다. 한편 2차로 

조사된 99M一OlK 캡슐에서는 조사시험중 micro-heater의 비정상 거동에 

따라 4단 시편은 264
0

C 의 비교적 낮은 조사온도를 보였으나， 그 외의 시펀 

들은 288~3000C 의 조사온도에서 1.43 ~ 2.96x lO19 nlcm2 (E> 1.0 Me V)의 

고속중성자 조사량까지 정상적으로 조사되었다. 

캡슐의 조사시험 초기에논 캡슐 조사시험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설계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2MW까지 원자로 출력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각 단계에서 He 진공 및 heater 출력 효과를 확인하는 캡슐 성 

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시험 단계에서 시편의 목표 조사온도인 290 1: 

lO oC 에 맞는 최적의 He 진공도 및 heater 출력 등의 조사조건을 도출하여 

이 조건으로 원자로 출력이 66MW-day에 이를 때까지 조사시험하였다. 

조사시험기간 동안 시편의 조사온도는 시편내에 설치된 열전대를 통해 

기록되었는데 성능시험 단계에서 도출된 최적의 He 진공도 조건에서 각 

단의 조사시편 온도는 상하단 간에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하나로 

시험에서 최적의 He 진공도 조건은 캡슐내 He 진공 조절만으로 최대 시 

편온도가 목표온도 290
0

C 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 98M-02K 캡 

슐에 비해 99M-OIK 및 99M一02H 캡슐들에서 최적 진공도 값이 차이나 

는 것은 조사조건의 차이 및 캡슐 설계상의 이유 등 복잡한 원인들에 기 

인된다. 한편 99M • OlK 및 99M • 02H 캡슐들은 98M • 02K 캡슐에 비 해 각 

단간의 온도 차이가 훨씬 감소하여 균일한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He 1기압 조건으로 설계한 98M-02K 캡슐과는 달리 두 캡슐의 최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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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실제 조사시험시 예상되는 He 진공도를 감안하여 수행하였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시편은 캡슐내 위치에 따라 1.5~3.2xlO19 n!cm2 의 고속중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캡슐내 시편의 최대 조사량은 

3단 하부 위치에서 얻어졌다. 이는 E> 1.0MeV의 E<O.625eV) 고속중성자 

조사량 1.4-2.9x1019 n!cm2에 해 당한다[3.7 .4J. 

하나로 IR2 시험공에서 조사된 캡슐은 원자로 작업수조에 보관되어 약 

한달동안 냉각되었으며， 캡슐 표면에서의 방사능 선량이 안전치 이하로 떨 

어진 후 본체부를 절단하여 조사후시험시설(IMEF)로 이송하였다. 먼저 1 

차 조사된 99M-02H 캡슐을 원자로 작업수조내에서 캡슐절단장치를 이용 

하여 정해진 크기로 수중 절단한 후 캡슐이송용 cask에 넣어 조사후시험 

시설인 IMEF 핫셀로 이송하였다 이송된 캡슐은 핫셀내에서 정해진 절 

차에 따라 해체되었고 분리된 조사시편은 현재 물성평가를 위한 조사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국산 RPV 재질의 조사성능 평가 자료를 생산하였 

다 일련의 시험 및 분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해당 시험자료 및 

분석 결과는 연구과제 의뢰기관인 한국중공업(주)에 보고되었다. 한편 

99M-02H 캡슐은 절단후 해체 과정에서 캡슐내에 냉각수가 유입됨으로써 

핫셀내 시편분리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어 개선점 도출을 위해 

관련부서간 기술협의가 진행되었다 캡슐내 포함되었던 Fe-Ni-Ti F/M는 

별도로 분리되어 방사능 평가를 통한 시편의 실제 중성지 조사량 평가 

작업에 사용되었다 

나 OOM-01U 캡 슐설 계/제 작/조사시 험 [3.7.5J 

(1) 개요 

현재까지 개발되고 조사시험이 완료된 캡슐은 주로 한국중공업(주)에 

서 제작되어 한국표준형 가압경수형 원자로인 영광3호기 이후 국내의 모 

든 경수형 원자로에 사용되고 있는 RPV(원자로 압력용가) 재료의 조사손 

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외의 여러 가지 원자력 재 

료들에 대한 조사특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조사시험 요구가 산 

학연 관련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로의 공동이용 활 

성화 사업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차년도에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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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에 대한 조사손상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5개 대학이 공동으 

로 캡슐조사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 하나로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00M-01U)을 설계 · 제작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하게 되었다. 캡슐 내 

에는 1999-2000년도 사업에 참여한 6개 대학중 핵연료 연구분야를 제외한 

5개 대학에서 연구중인 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 · 수송용기 재료 등의 조사손상 기초연구를 위한 시편들이 장입되었 

다 

캡슐의 주요설계는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한 다공구조의 

99M-OlK 캡슐을 기본으로 하였다[3.7.5]‘ 기존의 계장캡슐들은 한가지 

재료의 조사성능 평가를 위하여 제작 시험되었지만， 본 OOM-OlU 캡슐 

은 재료특성치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2종류 (Fe 계열과 Zr 계열)의 

원자력 재료들이 여러 가지 조사조건 하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상세 

설계하였다. 캡슐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조사시험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키 

기 위하여 다단독립제어 전기 heater가 장착된 5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14개의 열전대 및 5개의 Ti-Fe 중성자 모니터가 장착되어 조사시험 동안 

시편의 온도 및 조사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 

캡슐 내에 장입된 조사시편은 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및 사용 

후 핵연료 저장 · 수송용기 재료 등으로 제작된 small tensile, Charpy, 1/3 

Charpy, small punch, TEM, EPMA 그 리 고 microhardness 시 펀 등 총 

6077B 이다. 캡슐은 이용자들의 조사 요구조건에 따라 하나로 최초로 

24MW 출력의 IR2 조사시험공에서 조사온도 290-330 0C 의 범위에서 약 

10일간 조사시험되어 최대 시편 조사량은 l.0 X 102o(n/cm2
) (E> l.OMeV)까 

지 도탈하였다. 

조사된 시편들은 원자로 작업수조에서 방사능 처리된 후 IMEF로 옮겨 

져 해체되었으며， 시험 재료들의 조사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어，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및 핵연료 저장 · 수송용기의 안전성 연 

구 및 관련 재료들의 국내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틀 통하여 얻어진 경험과 축적된 기술 및 

database을 기초로 향후 여러 원자력 재료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장캡슐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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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장캡슐 설계 

캡슐은 크게 본제부 보호관부， 안내관부로 나뉘어지며， 캡슐 본체 

는 φ60mm의 STS 316 재질의 튜브 내부에 5단의 Al 열매체로 구성 

되고， 각 열매체 내에는 조사시편을 포함하여 계장품들(T/C ， F/M) 이 

설치된다 조사시편의 온도는 하나로 출력조건에서 캡슐 내 He 진공도 

를 제어하여 1차 조절되며， 각 단별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기 heater 

로 최종 조절되어진다. 

OOlV1-OlU 캡슐은 한가지 재료의 조사특성 평가를 위하여 제작 시험 

되었던 기존의 계장캡슐과는 다르게 이용자 요구조건에 따라 2종류 (Fe 

계열， Zr 계열)의 원자력 재료들이 각기 다른 조사조건에서 시험된다 

따라서 시험 중 조사사펀들아 이용자 요구조건에 맞게 조사되는지룹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의 표준형 계장캡슐 기본 설계에서 수용될 수 있 

는 최대 개수인 14JH 의 열전대를 설치하였으며 중성자 조사량 측정을 

위한 5개의 중성자 모니터 를 각 단에 배치하였다. 

OOM-OlU 캡슐의 설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설계사항 외에 조사기간， 

시편배치， 캡슐 구조변경 문제 핵적특성 및 열적해석 등의 사항들이 검토 

되어 설계되었다 

OOM-01U 캡슐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및 사용후 핵연료 

저 장 · 수송용기 재 료 등으로 제 작된 small tensile , Charpy, 1/3 Charpy, 

small punch, TElV1, EPMA 그 리 고 microhardness 시 편 등 이 장 입 되 였 다. 

OOM-OIL 캡슐에 장입요청된 422JB 의 시편 중 Charpy를 제외한 시편들은 

각각의 홀더 내에 집어덩은 상태로 열매체의 시편구멍 내에 장입되었다. 

한편 99M-Ol K 캡슛의 l 단 및 2단에는 캡슐 중심부에 각각 최대 부 

피 블 가지 는 RCT(Round Compact Tension)시 편 과 4개 의 Charpy 시 

편을 사각 형태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OOM-01U 캡슐의 경우 이와 같 

은 단순한 시편의 중심배치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조사온도를 맞출 

수 없으므로， 99lV1 -01K 캡 슐의 3, 4, 5단에서 사용되어 온도제어 효과 

가 입증된 시편배치 형태인 캡슐 중심부에 빈 공간을 두고 이를 중심 

으로 시편을 분산배치하는 다공형태로 본 캡슐의 모든 단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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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분산형 시편배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시 

편의 중심배치 형식에 비하여 시편의 캡슐 내 체적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 시편들을 배치한 후 일부 여유 공간에는 연구 

소내 관련 연구분야의 유사 재질 시편을 보충 장입하여 최종적으로 캡슐 

각 단에는 총 6077R 의 시편이 OOM-OlU 캡슐에 장입되었다. 캡슐에는 대 

학 이용자들의 조사시편을 우선적으로 배치한 후 발생하는 여유 공간 

에는 유사한 재질의 연구소 시편들을 보충하여 시펀배치를 완료하였 

다. 

OOM-OlU 캡슐은 최근에 조사 완료된 99M-OlK 캡슐에 근거하여 설계 

되었는데， 최근 하나로에서 성공리에 조사시험이 완료된 99M-OlK 캡슐의 

제작 및 조사， 조사후시험 등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계 개선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M은 금속재료(Metal)， U는 대학(University) ， 

그리고 K는 연구소(KAERI) 캡슐임을 지칭한다， 

캡슐 본체부의 경우 1차적으로 최근 조사시험을 성공리에 완료한 

99M-02H 캡슐의 시편 배치 구조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99M-OlK 및 

99M-02H 캡슐에 대한 조사후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1 ，2단과 같이 중심부 

에 시편이 몰려있는 경우 시편온도 조절의 어려움 및 시편내 온도편차 증 

가 등의 기술적 어려움이 분석되어 캡슐내 5개 단을 모두 4공 구조로 통 

일하였다. 캡슐 외형상의 구조는 99M-OlK 캡슐에서와 동일하게 하였다. 

OOM-OlU 캡슐에서는 그 외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전의 캡슐 작업에서 제 

가된 다양한 설계개선 사항 및 F에q 변화 등이 반영되었으며， 다양한 시편 

및 조사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설계 기준인 127B 의 열전대 외에 추 

가로 2개의 열전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99M-OlK 캡슐 

파는 약간 상이하게 heater 빛 열전대의 배치를 조정하였다. 

OOM-OlU의 조사시험과 관련하여 캡슐의 핵적특성을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하여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조사시편 및 캡슐 부품들에 대 

한 감마발열 량(gamma heating rate)과 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계산하 

였다[3.7.6]. 얻어진 OOM-OlU 캡슐에 대한 열설계용 대표 감마발열량 곡 

선 (gamma heating rate curve)은 캡슐 열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기존 계장캡슐의 경우 캡슐내 시편의 최종 조사온도로 하나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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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온도를 설정하였지만， 본 캡슐에서는 이용자들의 상이한 요구조건 

에 따라 300 및 350 :t lO "C 2 개의 온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시험중 

시편이 원자로 출력 상승으로 일정 온도로 상승하면 캡슐 내 He 압력 및 

전기 heater 출력 퉁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최종 시험 목표온도에 도달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출력만으로 도달하게 되는 1차 목표 조사온도 

를 기준으로 캡슐 부품간의 gap을 조절하여 각 시편의 길이에 따른 온도 

편차를 줄이게 된다. 

캡슐 부품간에 존재할 수 있는 gap들 중 시편과 열매체간의 gap은 열 

매체 기계 가공상의 기 술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 O.lmm로 고정하였다. 

하나로 캡슐의 경우 열매처]와 캡슐외통의 gap이 작으므로 1차 목표 조사 

온도에 도달한 후 전기 heater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는 온도범위가 매우 

작다 한펀 99M - OIK 캡슐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진공 상태인 

O.4K l-Ie=latm 조건에서 열매체와 캡슐외통의 gap 설계를 수행하여 각 단 

시편의 온도가 원하는 조사온도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OOM-OIU 캡슐의 열설계에서 는 O.4K[-le=Jatm 진공조건에서 시편의 설계 목 

표온도룹 최종 시험 목표온도와 동일하게 각 단에 따라 290-3500C 범위 

로 설정하였다. 

캡슐 내 시편의 조사온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캡슐 내 부품간의 gap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계산된 감마발 

열량을 사용하여 부품간의 gap을 조절해가면서 각 단별로 시편의 조사 

온도가 최종 시험 목표온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게 조정하는 과정이다. 

캡슐 내 시편의 조사온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GENGTC. Heating 7.2f 

또는 ANSYS 등의 전산 프로그램 들 이 이용될 수 있지만， OOM - OlU 

캡슐에서는 기존의 겨1 장캡슐 설계에 사용되어왔던 GENGTC와 

ANSYS code를 이용하여 시편의 조사온도를 계산하였다. GENGTC 

code는 시편의 온도계산을 수행한 후 열매체와 외통간의 gap에 따른 

시편옹도와 감마발열량 관계도를 작성하고， 이 관계도로부터 시편의 설 

계 목표온도를 만족하도록 열매체와 외통간의 gap이 결정된다. 이상의 

절차로부터 결정된 열매 체 와 외통간의 gap은 캡슐의 최상단(l단) 위로 

부터 캡슐 중심부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최하단 (5단)으로 갈수록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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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한편 열매체 단면상의 전체 온도분포를 2차 

원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ANSYS code에 의한 열해석에서는 2차원 

온도 및 응력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PLANE13 요소를 사용하였으 

며， 경계조건으로는 감마발열량에 의한 시편， 열매체 및 캡슐 외통의 

열발생 밀도(heat generation density)와 냉각수의 온도가 사용된다. 

OOM-OIU 캡슐의 열설계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99M -0 1 K/99M -02H 캡슐 

설계시 적용하였던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시편 배치 설계， 목표온도 설정， 

열설계 시편부 밀도 보정， 캡슐 부품간 gap 설계， 시편 조사온도 계산 순 

으로 진행하였다. 

OOM-OIU 캡슐에 대한 계장설계는 99M-OIK 캡슐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다만， 캡슐내에 장입된 다양한 재질 및 형태의 시편들을 감 

안하여 캡슐내에는 현재의 junction box 연결 시스템에서의 최대 허용치 

인 147B 의 K 형 열전대( thermocouple)를 배치하였으며， 각단에는 기존의 

캡슐들과 동일하게 최대 263W/cm 용량의 micro-heater를 설치하였다. 

기존의 캡슐보다 추가로 장입된 2개의 열전대는 junction box의 heater 연 

결 line을 통하여 인출되며 온도제어장치의 제한상 별도의 온도측정 장치 

틀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OOM-01U 캡슐의 모든 단에는 조사시편의 고속중성자 및 열중성자 

조사 량 평 가를 위 한 Fe/Tí f1uence monitor(F/M)가 장 입 되 어 있 다. φ 

2.5x20.6LxO.2t(mm) 규 격 의 Al tube 속 에 φ 0.75xO. 1t(mm) 크 기 의 Al 

tube를 넣 고 그 속 에 각 기 2sets 씩 의 조 각 ( φ O.5xO.5mm) Fe/Ti F/l\1 

재료를 장입한 후 cap 형식으로 밀봉하였다. F/M 내의 빈 공간은 Al 

spacer로 채워져 있다. F까I 재료의 구입 및 제작은 경상대학교의 우 

홍교수측에서 수행하였다. 캡슐내 F/M A，B의 설치위치는 열매체 부품 

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각단의 중섬부 225 。 위치에 각각 위치시키며， 항 

상 cap 부분이 캡슐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고1 조사후 해체과정에서의 

섞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Al 외통 밑변에 구분표시를 각인하였다. 

캡슐 및 관련시설을 하나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 

한 구조건전성 및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OOM-OlU 캡슐 

은 외형 및 규격이 기존의 캡슐과 거의 동일하므로 별도의 안전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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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99M-01K 캡슐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97M-OIK 캡 

슐에 대한 안전성보고서로 대체하였다[3.7.7] 

OOM-OlU 캡슐에 대한 하나로 IR2 조사시험공에서의 핵적특성은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계산결과를 사용하여 하나로 

조사시험시의 시편 및 캡슐 각 부위의 온도분포를 GENGTC 코드를 이용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열계산에 따른 캡슐 압력경계부에 대한 열응력해 

석을 수행하여 조사시험 동안의 캡슐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본 캡슐은 하나로 m-core 중심의 IR2 시험공에 장입될 예정이므로 

각각 2.l0xl014 n/ cm2 . sec와 195xlO14 n/cm2 · sec의 고속중성 자속 

(E>O.82 MeV)에 놓이게 된다， 한편 본 캡슐은 최초로 하나로에서 10 

일 연속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냉각수와 접촉하는 캡슐 부위의 재질은 중성자 조사 환경에서 사용하는 

동안 금속학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캡슐 피복관인 

STS 316 steel의 경 우， 약 LOx1022 n/cm2의 (E>1.0MeV) 사용제 한치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3.7.8] ， OOM-OlU 캡슐 재질은 조사시 

험 기간의 중성자 조사에 대하여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하나로 조사시험공에 장입된 캡슐은 원자로 가동동안 발생 가능한 

모든 응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므로， 캡슐 외통과 같은 압력 경계부는 

조사조건에서 강도 안전성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원자로 가통중 

캡 슐 외통에 발생하는 응력으로는 외통 두께에 따른 온도구배에 기인 

한 열응력 (thermal stress) , 내부 gas 압력， 그리고 외부 냉각수 압력 

등이 있다. 그러므로 캡숨 외통 및 end plug 등은 이들 응력들에 대 

한 안전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OOM - OlU 캡슐의 경우， 기본적인 구조 

설계는 기존의 캡슐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시편의 목표온도가 기존 

캡슐의 290
0

C 보다 높은 350
0

C 이며， 계장캡슐 최초로 Zr 계열의 시편 

들이 조사시험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조사시편의 온도가 기존의 캡슐 

에 비해 어느정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료조 

사용 계장캡슐의 경우 시편온도 500
0

C 에서 안전성 평가를 하는 반면， 

캡슐의 조사시험절차에 따를 경우[3.7.9 ]， 중심시편은 최대 350 0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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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될 것이고 예기치 않은 온도 상승시에도 시편온도가 375
0

C 를 

초과하면 경고가 발생되어 대응처리가 수행되고， 400'( 에서의 비상처 

리 단계를 거쳐 500
0

C 에 도달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하게 되므로 캡슐 

각부의 온도는 최대 500
0

C 를 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OOM→OlU 캡슐은 기존의 캡슐파 마찬가지로 모든 강도 건전 

성 요구조건들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나로내 조사시험동안 충분 

한 강도를 유지하여 조사시험동안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캡슐의 제작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5개 대학의 원자력 재질에 

대한 조사손상 기초연구플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계장캡슐인 OOM-OlU 

캡슐은 앞서 수행된 캡슐 기본설계/주요부 설계/건전성 및 안전성 해석 

단계 를 거 쳐 최 종 캡 슐 상셰 설 계 도면 이 (IC-DW-CAP-OOM-OlU (00 

A)~(61))， OOM-OlU 캡슐 EMR 보고서 [3.7.1 0J 참조) 완성된 후 이에 준 

하여 제작이 시작되었다. OOM-OlU 캡슐 제작 절차로는 먼저 하나로 품 

질보증 체계에 따라 제작설계전에 기술시방서 [3.7.1 1J가 작성되었으며， 이 

에 의거하여 캡슐 구매시방서 [3.7 .1 2J가 작성되어 구매처리되었다 본 캡 

슐의 경우， 하나로 안전성과도 연계되어 있어 매우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 

구되는 품목이므로 정해진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2단계 경쟁입찰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기술입찰을 먼저 진행하여 합당한 업체로 선정된 

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기술입찰은 세부 평가기준 

에 의거하여 소내 천문가 5언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신청한 두 업체중 

그동안 97M•Ol K 캡슐부터 99M-OlK 캡슐 및 캡슐관련 장치 등의 제작윤 

통해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대우통신(주)만이 통과하여 최종 제작 

업체로 선정되었다 캡슐 제작비용은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 사업에 선정 

된 5개 대학의 과제에서 관련예산을 배분하여 계정분리한 연구소과제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OOM-01U 캡슐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은 99M-OlK 캡슐파 동일 

한 ASTM 규격 및 이에 상당하는 품질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캡슐 제작과정 및 제작후 건전성 평가절차에는 99M-OlK 캡슐에 적용-되 

- 251 -



었던 항목으로 수행하였다. 캡슐은 대학측의 시편제작 일정이 일부 지연 

되어 전체 캡슐 제작일정도 15일간 연장되었다 제작과정 및 제작후 검사 

과정은 하나로 품질보증 체계에 따라 연구소 품질보증실 감독하에 수행되 

었다 캡슐 제작 후 최종제작보고서 (EMR， End of Manufacturing Report) 

를 제작사로부터 인수하였다. 

(4) 하나로 조사시험 및 처리 

OOM-OlU 캡슐은 하나로 조사시험전 노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캡슐외관 빛 치수검사， 본체 및 보호관부의 내압 및 He leak 시험， heater 

및 열전대의 건전성 및 성능평가， 캡슐온도 조절장치와의 양립성 시험 등 

여러 건전성 평가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시험결과 캡슐은 조사 시험동안 건 

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정되었다. 

캡슐의 조사시험은 국내 최초로 24MW 출력의 하나로 IR2 조사시험공 

에서 약 10일간 (240M\iVD) 조사시험되었다. 조사된 OOM-OlU 캡슐내의 

시편들은 270-330 0C 의 평균온도에서 조사되었으며 2.6x1019 -1.0 x 

1020(n/cm2) (E>1.OMen 고속중성자 조사량 범위로 조사되었다. 

24M\Y에서의 하나로 최초 캡슐 조사시험인 관계로 조사시험 초기에는 

캡슐 조사시험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설계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 

하여 24MW까지 원자로 출럭을 단계적으로 올리변서 각 단계에서 He 진 

공 및 heater 출력 효과를 확인하는 캡슐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시 

험 단계에서 각단 시편의 목표 조사온도에 맞는 최적의 He 진공도 및 

heater 출력 등의 조사조건을 도출하여 이 조건으로 원자로 출력이 

240M\Y-day에 도달할 때까지 조사시험하였다， 

조사시험기간 동안 시편의 조사온도는 시편내에 설치펀 열전대를 풍해 

기록되었는데 시편 case 재질의 불량으로 밝혀진 1개 대학의 시편을 제외 

하고는 이용자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결과륜 얻을 수 있었다. 시편은 캡슐 

내 위치에 따라 E> 1.0MeV 고속중성자의 경우 2.6x lO19 -1.0 X 1020(n/cm2) 

범위로， E>O .1MeV 고속중성자의 경우 5.4x1019~2.1x1020 n/cm2의 조사량 

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캡슐내 시편의 최대 조사량은 3단 하부 

및 4단 상부에 걸쳐 얻어졌다 또한 설계시와는 달리 하나로 실치시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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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0
0 

)이 노심쪽으로 설치되어 gamma 값 및 중성자 조사량이 최대치 

를 보였다. 

국내 최초로 24MW 출력의 하나로 IR2 시험공에 장입되어 장기간 조사 

된 캡슐은 원자로 작업수조에 보관되어 약 3개월동안 냉각되었으며， 캡슐 

표면에서의 방사능 선량이 안전치 이하로 떨어져 후속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캡슐은 원자로 작업수조내에서 캡슐절단장치를 이용하여 정 

해진 크기로 수중에서 절단한 후 캡슐이송용 cask에 넣어 조사후시험시설 

인 IMEF 핫셀로 이송되었다. 이송된 캡슐은 핫셀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체되었고 분리된 조사시편은 각 대학 이용자들에 인도되어 관련 

물성평가를 위한 조사후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해당 대학의 관련 연구에 

활용되었다 또한 캡슐내 포함되었던 Fe-Ni-Ti F/M은 별도로 분리되어 

방사능 평가를 통한 시편의 실제 중성자 조사량 평가 작업이 수행되었 

다. 

다.OOM-02K 캡슐설계/제작/조사시험 [3.7.13J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험용 표준형 계장캡슐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경수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조사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로 계장캡슐을 (OOM • 02K) 설계 · 제작하였 

다 

가압경수형원자로인 영광3호기 이후 국내의 모든 경수형 원자로에 사용 

되고 있는 국산 원자로압력용기의 경우 아직 수명말기까지의 조사손상 건 

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중공업(주)에서 제작 

한 국산 PRV 재의 조사특성 평가를 위해 현재 개발되어 있는 조사시험용 

표준형 계장캡슐을 활용하여 압력용기 재질의 조사손상 건전성을 입증하 

고자 하나로 계장캡슐을 (OOM-02K) 설계 · 제작하였다. OOM-02K 캡슐은 

원자로 압력용기재인 SA508 재질의 시편들을 290 ::t lO oC 의 온도에서 조사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영광 3，4， 5호기 및 울진 4호기에 사용된 원자로 

압 력 용 기 재 료 및 용접 재 료로 제 작된 small punch, small tensile, MBE 

(magnetic Backhausen effect) , ABI (automated ball indentation), 표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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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CVN (pre-cracked V -notch) , Charpy 시 편 등 총 4887B 의 시 편 이 

장입되었다 

캡슐의 주요설계는 그동안 하나로 조사시험블 여러번 수행한바 있는 시 

편의 4공 분산배치 구조릎 적용하였으며， 그동안의 캡슐 조사시험을 통해 

도출된 여러 설계개선점들이 설계에 반영되었다[3.7.1 3]. 캡슐은 조사시편 

을 중심으로 다단독립제어 전가 heater가 장착된 5단의 구조로 되어 있으 

며， 조사시험 중 조사시편익 온도 및 조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47B 의 열 

전대 및 5개의 Ni-Ti-Fe/사파이어 중성자 모니터를 설치하였다. 

OOM-02K 캡슐은 하나로 24MW 열출력의 IR2 조사공에 설치되어 3일간 

조사됨으로써 290 :t 10 0

C 의 조사온도에서 고속종성자 조사량이 최대 

3.4x lO19(n/cm2
) (E> l.OMeV)에 도달하였다 

본 조사시험을 통해 얻어질 결과들은 소내 연구중인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성능 평가시험에 활용되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원자로의 건전성 확보 및 관련 원자력 산업체 기술의 고부가가 

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동해 얻어진 경험과 축적된 

기숨을 활용하여 향후 여러 윈자력 재료들의 다양한 조사성능 연구가 활 

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2) 캡슐 설계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부 중장기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중공업 

(주)에서 제작되어 현재 울진 빚 영광의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어 있 

는 국산 원자로 암력용기 재전의 조사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OOM-02K 

(M은 Material , K는 KAERI의 표가) 계장캡슐을 설계 · 제작하였다. 캡 

슐은 최근까지의 하나포 조사시험을 통하여 그 구조건전성이 검증받은 

시편의 4공 배치 구조로 설계되었다. 계장캡슐은 먼저 캡슐 이용자와 

의 협의룹 통하여 캡슐의 주요구조， 장입시편 치수 및 임시배치 위치， 

조사조건 등을 결정하는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시험 

이 수행될 하나로 시험공에서의 감마발열량(gamma heating rate) 분 

포룹 계산한 후， 계산된 값을 사용하여 열매체와 캡슐외통간의 간격 

gap 설계， 시편의 최종배치 및 열전대 (T/C)와 중성자모니터 (F/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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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위치 결정 등의 절차로 설계되었다. 

캡슐의 시편을 제외한 부위의 구조는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시 

험블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99M-02H 캡슐의 설계를 기본으로 하였다. 

OOM-02K 캡슐은 RPV 재료만의 290 0C 동일온도에서의 조사특성 평가 

를 위하여 설계되었다 캡슐내에는 시험 중 조사시펀들이 이용자 요 

구조건에 맞게 조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의 표준형 계장캡슐 

가본 설계에 수용될 수 있는 최대 개수인 147B 의 열전대를 설치하였으 

며， 중성자 조사량 측정을 위한 5개의 중성자 모니터를 각 단에 배치 

하였다 한편 OOM-02K 캡슐에는 현재 캡슐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성자 해석 기법의 컴증차원에서 국외 전문기관에서 제작된 중성자 

모니터가 캡슐내에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조사후 해외의 전문분석기관 

에 보내져 분석되어졌다. 

OOM • 02K 캡슐에는 최대 lOxlOmm 이하의 단면적을 가지는 시편들만이 

장입되므로 앞선 캡슐들의 조사사혐에서 온도제어 및 캡슐 내 시편 체 

적율 향상 효과가 입증된 캡슐 중심부에 빈 공간을 두고 이를 중심으 

로 시편을 분산배치하는 4공 형태로 캡슐의 모든 단을 동일하게 설계 

하였다. OOM-02K 캡슐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재질로 제작된 표준형 

Charpy 시편， 표준형 및 1/3 크기의 PCVN 시편 등과， 소형시편들이 포함 

된 contaÍner형 시편부로 이루어져 있다. Container형 시편부에는 smal1 

punch, small tensile, lVIBE, AB1 시 편 등 이 장 입 되 었 다. OOM-02K 캡 슐 

에는 총 4887H 의 사편이 캡슐 내에 정-입되었다. 

캡슐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예상 조사조건에서 캡슐의 열적 특성 

이 예비적으로 계산되었다 현재 하나로 계장캡슐의 조사시험은 캡슐 고정 

팔의 문제로 인하여 1R2 조사시험공에서 수행되고 있다. 1R2 조사공은 

하나로 노섬 중심인 CT 사험공과는 탈리 CT 북동쪽에 위치하므로 

gamma heating 값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시편의 조사위치에 따 

른 온도 변화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99M -OlK/02H 캡슐의 경우륜 분석 

해본 결과 방향에 따른 사편 온도의 별다른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 

라서， OOM←02K 캡슐의 설계사에는 시편의 방향성은 무시하기로 하였다 

OOl\1-02K 캡슐의 경우 캡슐내 시편의 최종 조사온도는 290 :t lOoC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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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온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시험중 시편이 원자로 출력 상승으 

로 일정 온도로 상승하면 캡슐 내 He 압력 및 전기 heater 출력 등을 조절 

하여 순차적으로 최종 시험 목표온도에 도달하게 한다. 얼반적으로 원자로 

출력만으로 도달하게 되는 1차 목표 조사옹도를 기준으로 캡슐 각 부품간 

의 gap을 조절하여 각 시편의 길이에 따른 온도편차를 줄이게 된다. 

OOM-02K 캡슐의 열설계에서는 o .4KI!e= latm 진공조건에서 시편의 설계 목 

표온도를 최종 시험 목표온도와 동일하게 각 단에 따라 설정하였다 

OOM-02K 캡슐의 열설계 세부절차는 기본적으로는 OOM-OlU 캡슐 설계 

시 적용하였던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OOM • 02K 캡슐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재칠로 제작된 표준형 Charpy 시 

편， 표준형 및 1/3 크기의 PCVN 시편 등과， 여러 종류의 소형사편뜰이 장 

입 되 어 있다. 소형 시 편은 small punch , small tensile, MBE, ABI 시 편 등 

인데 container에 넣어져 장입되었다. OOM-02K 캡슐은 3단 모두 캡슐 

중심부에 빈 공간을 두고 이를 증심으로 시편을 분산배치하는 4공 형 

태로 설계되었다. 각 단에서의 시편배치는 이용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OOM-02K 캡슐에 장입요청펀 시편은 총 4887H 로， 5개 단 열 

매체 내 각각 4개의 시편구멍 내에 장입되었는데， 소형 시펀들이 캡슐의 

증앙에 위치하도록 배치되었다 한편 OOM-02K 캡슐의 경우， 핵적 특성 

이 바대칭적인 IR2 조사시험공에 장입되므로 4공의 시편은 배치 위치에 

따라 핵적특성이 달라지게 되며， 노심방향의 시편이 최대의， 노심 반대 방 

향의 시편이 최소의 gamma heating rate 및 조사량을 가질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무시하였다. 

OOM-02K 캡슐에서는 OOM- OlU 캡슐에서와 같이 고진공 상태인 

O.4KIle=latm 조건에 서 (50 • 100 torr의 진공으로 가동 예 상) gap 설 계 즙 

수행하여 각단내 시편 상하간의 온도 편차플 줍이고자 하였다. 

OO~I -02K 캡슐의 경우 온도조절 시스템의 시험결과와 조사시험 운전 

결과룹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각단의 O.4KIlelatm에서의 설계 

온도 목표치를 결정하였다- 즉， SA508 시편의 OOM • 02K 캡슐은 1, 2 

단은 295 0C, 3단은 305 0

C , 4, 5단은 300
0

C 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비교 

적 안정적인 50-100torr의 진공에서 조사시편이 목표 조사온도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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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였다 

001\1-02K 캡 슐 에 대 한 계 장설 계 는 99M-OIK 및 OOM-OIU 캡 슐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다만， 캡슐내에 장입된 다양한 재질 및 형태 

의 시편들을 감안하여 캡슐내에는 현재의 junction box 연결 시스템에서 

의 최대 허용치인 14개의 K←형 열전대 ( thermocouple)블 배치하였으며， 각 

단에는 기존의 캡슐들과 동일하게 최대 263W!cm 용량의 micro-heater를 

설치하였다. 기존의 캡슐보다 추가로 장입된 2개의 열전대는 junction 

box의 heater 연결 line을 통하여 연출되며， 온도제어장치의 제한상 별도 

의 온도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00M-02K 캡슐의 모든 단에는 조사시편의 고속중성자 및 열증성자 

조 사 량 평 가 를 위 한 Fe/Ni/Ti 및 사 파 이 어 fluence monitor(F /1\1) 가 장 

입 되 어 있다. Fe/ Ni/Ti F /M는 φ2 .5x20. OLxO .2t(mm) 규격 의 Al tube 

속에 φ0.75xO. 1t (mm ) 크기 의 Al tube를 넣고 그속에 Fe/Ni/Ti F/ M 

Wlre 재료를(φO.25x0.5mm) 각기 한조각씩 장압한 후 cap 형식으로 밀 

봉하여 제작하였다. F/ M 내의 빈 공간은 Al spacer로 채워져 있다. 

이번 캡슐에는 사파이어 F/M도 장입되었는데 φ3.8x17.7LxO.2t(mm) 

규격 의 Al tube 속에 lx3x5mm 크기 의 순도 99.99% Ti:Ab03 사파이 

어가 2개씩 장입되어 있다. Al tube는 cap 형식으로 밀봉하여 제작하 

였다. F/ M 재료의 구입 및 제작은 경상대학교의 우홍교수측에서 수행 

하였다 캡슐내 F/M의 설치위치는 열매체 부품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각단의 중심부 230/215。 위치에 각각 위치시키며， 항상 cap 부분이 캡 

슐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조사후 해체과정에서의 섞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Al 외통 뚜껑 윗면과 아랫면에 구분표시를 각인하였다 

캡슐 및 관련시설을 하나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 

한 구조건전성 및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OOM-02K 캡슐 

은 외형 및 규격이 기존의 캡슐과 거의 동일하므로 별도의 안전성보고서 

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 OOM-OlU 캡슐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97M-OlK 캡 

슐에 대한 안전성보고서로 대체하였다[3.7.7J. OOM-02K 캡슐에 대한 하 

나로 IR2 조사시험공에서의 핵적특성은 MCNP cod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3.7.14]. 하나로 조사시험시의 시편 및 캡슐 각 부위의 온도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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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GENGTC code로 사용하여 gamma값을 캡슐의 OOM-OlU 

조사 또한 열계산에 따른 캡슐 압력경계부에 대한 열응력해석을 수행하여 

및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동안의 캡슐 안전성 시험 

(3) 캡슐 제작 

압력 지원하기 위한 원자로 

캡슐은 앞서 

중장기 과제를 원자력재료기술개발부의 

평가를 수행된 00M-02K R-7-1 0 곤 
• 1 • 1 --=-조사성능 재질의 용기 

캡 거쳐 최종 단계를 안전성 해석 01 
^ 설계/건전성 기본설계/주요부 캡슐 

00M-02K 캡슐은 OOM • 03K 캡슐과 풍사에 설계/제작되었으며， 제작 절치

체계에 따라 제작설계전에 기숲사방서 [3.7.16J 

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캡슐 구매시방서 [3.7.1 7J가 작성되어 구매 

처리되었다. 본 캡슐의 경우 하나로 안전성과도 연계되어 있어 매우 엄격 

제작이 시작되었다 준하여 이에 τr ,-완성된 도면이 [3.7 .15J 상셰설계 A 
돋f 

먼저 하나로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2단 Q.1 
^ 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이므로 정해진 입찰방법 

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디 이는 기술입찰을 먼저 진행하여 합당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소내 첸문가 5인에 의하여 

업체중 그동안 97M-OlK 캡슐부터 OOM•Ol U 캡슐 빛 캡슐관련 장 

저l 작을 

최종 제작엽체로 선정되었다 

기술입찰은 

수행되었으며，선청 

업체로 선정된 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한두 

토
 
。보유한 대우통신(주)만이 

이용자의 해당 증 

충분한 가숨과 경험을 통해 등의 치 

캡슐 제작비용은 과하여 

부담하였다 장가 과제에서 

OOM-02K 캡슐 제작에 사용되눈 모든 재료들은 OOM-OlU 캡슐과 동일 

이에 상당하는 품칠의 재절을 사용하도폭 규정하였다. 

제작후 건전생 평가절차에는 OOM-OlU 캡율에 적용되 

01 

^ 한 ASTM 규격 
01 
^ 제작과정 캔육 

口 E 

하나로 품질 검사파정은 및 제작후 제작과정 었던 항목으로 수행하였다. 

저l 작후 캡슐 수행하였다. 처1 계에 따라 연구소 품질보증실 감독하에 보증 

최종제작보고서 (EMR, End of Manufacturing Report)즙 제작사둔부터 인 

것으로 

캡슐제작은 사간윤 

제작하는 동시에 

압력경계 분야의 

캡슐과 RCM/Zr 캡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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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일환으로 

RPV 

수하였다. 

중장기 과제의 

절약하기 위하여 



결정하였으며‘ 실무상황 및 일정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들의 합의아래 캡슐 

용접후에 일부 heater의 저항 측 

미달하는 문제가 발 

이미 

제작을 수행하였다 

OOM-02K 캡슐의 제작중 외동 삽입 및 

정치가 12M.Q으로 기준치인 lOOOM .Q 

이에 따라 관련 

조건에 이상인 

연 heater 추적하여， 부위의 저항 변화를 생하였다.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술사항에 대하 66M.Q이었음을 결후 단계에서 

절연저항이 캡슐에서도 96M-OlK 캡슐인 조사시험 초기 검토하였디. 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관 승온 시험에는 얼부 불량이었으나 노외 

추가적인 자료를 위하여 판단하기 
H 
T 、

여
 샘

 
노내 하나로 heater의 련 

사 노외에서 결과 OOM-02K 캡슐의 해당 heater를 조사/검토하였다. 검토 

용함에는 거의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처음으로 하나로에 장입되는 캡슐에 

중성자 조사환경에서의 장기간 사용 등을 고 

해당 heater의 저항치를 측정 관리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조사시험 

주기적으로 

발생하였고， 해당 캡슐의 

려할 때 조사시험잔까지 

며， 더 이상 저항치가 띨어지지 。1-'-一
1;δτ二

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하였다. 

조 립 사 , bottom cap screw 캡슐본체에 한편 캡슐 제작중 캡슐 하단부를 

않음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하단부 용접과정에서 열변형 등으로 부품의 정 

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문제가 되는 bottom end cap의 나사 

조립이 되지 가 bottom end cap와 bottom end plug에 

으
 

E 며
」
 

도
 

관련 

렬이 

추가되었 나사산이 없었으나， 98M-02K부터 캡슐에서는 97M•Ol K 산은 

제작시는 OOM-OIU 캡슐과도 다른 나사산이 설치되었 

나사산이 문제기- 되어 제거한 

이미 제작된 5개의 하단부 

고， OOM-02K 캡슐 

밝혀졌다. 한편 99M•Ol K 제작시에도 음이 

우선 후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었다. 따라서 

M6 나사 요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bottom end cap에 확인 상태를 단품 

φ6.6mm hole로 대체하여 제작하였다. 산을 없애고 

열전대， 캡슐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부품들중 Zircaloy-4 재료와 heater, 

τr 
기→ 확인한 푸치 Q 직접구매/제작하여 연구소에서 으

 」
효
 
} b 부

 
l 

시
 

n 해
 「

이
「
 

드
。
 

F/M 

제작사로 선정된 대우 

구매/제작/조립/검사 파 

캡슐 제외한 품목 및 부품들은 사급하였으며，이를 

열전대 Micro - heater, 수행되었다. 

이
「
 

드
 
금
 

프
디
 

님
 
T 드

 
E 이

 

여
 

--o 
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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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공되었다 

계장캡슐 기술시방서에 

구매 통신(주)에서 

저으 
n ,•-



는 연구소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였고， 두 종류의 FαJ은 모두 위탁과 

저Il(경산대학교 우홍 교수팀)에서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며， 장입시편은 모두 

캡슐 이용자들이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핵심 계장부품 및 시편 

들은 사전에 준비되어 연구소에서 1차 검사된 후 제작사에 인도되었으며， 

대우통신(주)에서 준비한 부품 및 재칠 중 외통， 안내관， gas plpe, 캡슐내 

부 spnng , 하단부 spnng , 안내관 연결부위， heater 인출선 등에 대해서는 

구매 후 연구소의 품질관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제작사에 요구하였다. 

캡슐제작 과정 중 중간점검 및 기술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로 품 

질관리 요원을 포함한 연구소 측파 대우통신 측은 캡슐제작 과정에서 발 

생한 여러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긴빌한 기술협의를 유지하였다. 연구소와 

대우통신(주) 측은 캡슐 제작수행계획서에 의거하여 OOM • 02K 계장캡슐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관련 세부내역은 해당 캡슐의 설계 · 제작보고서에 

[3.7 .15] 기 술되 었다. 

00M-02K 캡슐은 대우통신(주)에서 그림 3.7.1과 같이 제작 완료된 

후 KAERI 관련자 입회하에 내부품질 검사절차에 따라 치수검사， 내압 

검사， heater의 저항/절연검사 등은 연구소 캡슐팀에서 수행하였고， 캡 

슐의 압력경계부의 용접부위의 건전성 빚 기밀성 평가를 위한 액체침 

투탐상 검사， leak 검사 및 X→선 회절검사 등은 연구소 QA 팀에서 수 

행하였다 이뜰 캡슐에 대한 관련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는 EMR 보고 

서에 첨부되어 있다 치수검사， 액체침투 탐상검사， 저항검사 빛 leak 

검사 등은 대우통신(주) 자체 품질보증 체계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 

고， X→션 검사는 신한검사 기술(주)에서 수행되었다. 관련 검사들은 

OOM-OlU 캡슐에 적용하였던 절차에 준하여 수행되었다. 이들 검사를 

통하여 00M-02K 캡슐은 별다른 제조 결함 없이 설계대로 제작되였음 

이 확인되었다. OOM• 02K 캡슐 제작이 대우동산(주)에서 완료되어 연구 

소에 납품시 EMR 보고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EMR 보고서에는 캡슐제 

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로 품질관리실 및 캡슐 

분야의 승인을 얻은후 최종 저l 작되었다 EMR 주요형식은 OOM-OlU 캡슐 

의 EMR 보고서와 거의 동일하며 그 주요 부분은 앞선 보고서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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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지 

인도되었다. 

。L
1동 이상이 별다른 

포장되어 

제작후검사 과정에서 

대우통신(주)에서 

캡슐은 

았으므로， 제조처인 

OOM-02K 

KAERI에 

인하여 제작사로 조사시험되는 특수성으로 노섬에서 

노외 

하나로 한편， 캡슐은 

필요 단계가 반드시 확인하는 건전성을 조사시험전에 부터 인수 후 

캡슐 인수 후 검사에서는 먼저 캡슐제작에 대한 EMR 자료검사 및 하다 

기자재， 특히 캡 육안검사 등을 수행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캡슐 내부 구성 

건전성 열전대의 qJ 
^ micro-heater 대한 He leak 시험， system에 슐전체 

수행하였다. OOM-02K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 

으
 

E 드ο
 

육안검사에서 

성능검사 

캡슐 

하단고정부의 

qJ 
^ EMR 자료검사 

그리고 성능평가， 

캡슐은 위의 

qJ 
^ 

었다. 

동안 시험공에 장입되어 조사되는 

flow tube 내에는 빠른 속도의 냉각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하나로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은 재료 

핵 시험공의 

기계적 

대형 원자로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시 

설계 제한상 캡슐 

운전중 하단부 locking system의 하나로 융
 

]
캡
 

연료와 마찬가지로 

건전성 상실은 

자체의 변경이 허용되지 별다른 하단부의 

않고， 다만 캡슐 무게를 지탱하는 guide spring의 

설계는 험공 

까‘ 7.l- Q ~ζ X、1 0 spnng /ðT~긍 τ u-

계장캡슐의 경우 중량이 

하나로에 장입하기 전에 하단부의 

동U 
---, 반면 가능할 뿐이다 변경만이 일부 는

 
하
 

로 

제작후 캡슐 묘
 

크
 

비해 훨씬 연료에 

본체에 더하여 거。 
/C) π-캡슐의 

계장 line 들이 

실제로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건전성 확인은 

또한 물속 설치되게 되고， 71-크드 
「 。그리고 관

 
내
 

아
」
 

보호관 및 

。] 0 p 
/、^--등 여 러 변수들을 포함하고 문제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력 에 

확인 과정은 더욱 필요하다. 로 최종 적합성의 

。

-.:r 시험 · 검사로 기본적인 노외 캡슐 대해서 캡슐에 따라서 , OOM-02K 

검사， 전기특성 캔육 
口 E 검 사， OOM--02K 건전성 하단부 포함하여 안검사를 

건전 수행되었으며 등이 및 성능시험 중량 검사. He 누설검사， 진동 zB ~‘ 여 걷:r 

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캡슐과 동일한 규격의 하단 경우， 하단부는 OOM-OlU OOM-02K 캡슐의 
。E
기 측정한 결과 압축거리를 적정 1차로 부를 사용하였다. 캡슐하단부는 

수조에서 

확인하였 

수행한 노외 성능겸사률 

날개의 방향성(0。 

또한 

rod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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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수행하여 

적절함을 

장탈착 검사를 

12mm로 

5회의 



고， 크립 해드 체결상태와 캡슐 장/탈착 및 스프링 복원상태의 양호함 

등을 확인하였다. 

캡슐내에 장착된 heatcr 및 열전대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으나， 별다 

른 이상은 없었다. 다만， 제작시 보고되었던 00M-02K 캡슐 heater #3의 

경우 절연저항이 heater 연결후 66M .Q, 외통 용접후 12M.Q이었으나， 노외 

성능시험 천/후에는 각각 0.8/2.2M .Q으로 측정되어 KAERI 기준치인 10M 

Q 이상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디. 이는 보관기간 동안은 외부로놔터의 습 

기가 침입하여 저항이 감소하였으나， 노외 성능시험으로 인해 다소간 습기 

가 소멸되어 저항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시험이 수행 

됨에 따라 해당 부위의 절연저항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00M-02K 캡슐 heater #5의 경우에서도 절연저항이 제작시 정상이었으나， 

노외 성능시험 전/후에는 각각 5.7/80M.Q으로 측정되어 조사기간 동안 주 

의가 요망되었다 

OOM-02K 캡슐의 경우 부품검사 과정에서 기존의 캡슐둡과 비교해서 

부품들의 별다른 무게변회가 없었으므로 전체 캡슐의 무게측정은 생략 

하였다. 따라서 캡슐의 무게는 OOM-01U 캡슐과 같이 공기중에서 약 

36.3kg , 3.5M 수중에서는 약 27.2kg으로 간주하였다.OOM一02K 캡슐에 

대한 He 가스 누설검사로 저1 어진공용 튜브에 4kg/cm2의 가압을 행한 

후 30분후 압력 변화 및 bubblc lcak test룹 실시 하여 이 상이 없음을 확 

인하였으며， 안내판에도 4kg/cm2 가압후 압력변화를 확인하여 캡슐의 

건전함흘 확인하였다. 00M-02K 캡숨을 시험용 수조에 장착한후 ,ð.p 

220kpa로 운전하여 진동상태가 기촌의 캡슐뜰과 비교하여 양호힘을 확인 

하였다. 또한 캡슐내의 Hc 가스 압력과 heater 출력윤 상승시켜 노외 

승 온 성 능 을 평 가 하 였 꾀 i-ìc 앞 쉰 760 빛 36torr 조 건 으 로 , hcater 출 

력은 5단 모두에 대해 각각 50~ô 줍력(1.8kW) 및 100% 출력 (3.0kW) 

조건으로 시험하였다. 시험 과정을 동하여 별다른 득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4) 하나로 조사시험 

00M-02K 캡슐은 하나로 조사사험전 노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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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부의 내 압 및 He leak 시 험 , heater 1:1.1 
^ 치수검사， 본체 1:1.1 

Ã 캡슐외관 

t二
。조절장치와의 양립성 시험 성능평가， 캡슐온도 pJ 

Ã 건전성 열전대의 1:1.1 
Ã 

건전성을 조사시험중 시험결과 캡슐은 수행되었으며， 건전성 평가가 여러 

유지할 것으로 판정되었다 

조사시험은 

정해진 

조사 

초기에 

IR2 노심부 하나로 

수행되었다. 

이
 「

려
 「

-
줄
 

24MW 캡슐의 

조사시험 먼저 동안 목표기간 시험공에서 

설계판련 pl 
Ã 확인 조사시험에 대한 안전도 7.~슴 

디 T• 가지는 조
 

구
 

새로운 

단계적으로 

효파를 확인하는 캡슐 

단계에서 각단 시편의 목표 조사온도에 

조사조건을 도출하여 

。-E 려
 「

-
죽
 

다
 

원자로 

려
 「

-
즈
 

E 

24MW까지 

heater pl 
Ã 

확보하기 

단계에서 

수행하였다.성능시험 

위하여 

진공 He 각 

기초자료를 

올리면서 

성능시힘을 

요구된 이
 카
 

E 

τ
 

및 heater 출력 He 진공도 최적의 pl-즈二 
Ã'-• 

24MW 출력에서의 최적 조사시힘을 수행하였다. 도달할 때까지 조사량에 

따라 증가에 heating gamma 인한 증가로 려
 「

-
줄
 

원자로 시험조건은 

1기압인 He 초기 하여 기준으로 도
 

오
 

L 시편 는
 

하
 

i 

승
 

사
。
 

전반적으로 

도
 

오
 

L 표
 

모
 
「시편의 조절하여 기압으로 ù-프L 

Ã ~L→ 압력을 gas He 내부 캡슐 

이용하여 각 단별 micro-heater를 최종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부큰까지 

미세조절하였다. 로
 

도
 

오
 」

표
 

모
 
「조

 
。최

 

조사시험공에 

3.7.2와 같이 시편에 

IR2 하나로 출력의 24MW 원자로 캔육으 
디 = ~ OOM • 02K 

그림 (약 72MWD) 조사되어 약 3일정도 장입되어 

MeV)에 (E> 1.0 (n/cm 2
) 1.3 - 3.4x lO

19 
조사량이 

조사시험기간 

고속중성자 대한 

설치된 시편내에 조사온도는 시편의 동안 도달하였다 

설계온도인 버교적 느
 」

도
 

오
 」

시편의 기록되었는데， 해
 케 

토
 
。열전대를 

보였다-다만 시험기간동안 균일한 값을 까-= ，.、 l
기(딘=--"'1 는

 
하
 

조
 
「만

 
290 ::t 10 oc 룹 

시험온도의 인하여 거동으로 비정상 자치1 의 려
 「

-
죽
 

Z 하나로 조사기간중 

수정되었다 있었으나，바로 일시적인 변화가 

캡슐은 조사된 3일간 장입되어 

캡슐 

시험공에 IR2 하나로 출력의 24MW 

방사능 표면에서의 냉각되어， 1개월동안 0 1: .. 작업수조에 원자로 

가능한 피폭이 떨어져 후속작업시 작업원의 방사능 이하로 션량이 안전치 

캡슐절단장치를 

넣어져 cask에 

작업수조내에서 

캡슐이송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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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토 

절단된 

캡슐은 

크기로 

하였다 

정해진 

로
 
「도

 
어
 

즈
 
근
 

이용하여 



핫셀내에서 

조사시편들은 

물성변화 평가를 

캡슐은 

캡슐의 

이송된 

각 

조사에 

이송되었다. 

분리된 해체되었고 

핫셀로 IMEF 

따라 

인도되어 

조사후시험시설인 

정해진 절차에 

이용자에게 따른 방사능 해당 재료의 

Fe-Ni-Ti 

조사시편의 

캡슐에 

포함되었던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수행되었다. 

캡슐내 또한 수행되었다 

방사능 분리되어 

조사량 평가 작업이 

시험이 

별도로 

조사후 

F/M은 

위한 

00M-02K 한편 중성자 실제 

PNNL (Battelle 미국의 모니터는 F/M 비교분석용 장입되었던 별도로 

분석되었으며， 보내져 사에 

분석결과와 비교검토되었다[3.7.18]. 

Laboratory ) Northwest National 

결과는 소내 

Pacific 

라.00M-03K 캡 슐설 계/제 작/조사시 험 [3.7.19] 

(1) 개요 

연구소의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에서 

조사특성을 평가하기 위 

기술을 활용하여 표준형 계장캡슐 

노심재료 압력관 재료의 및 증수로 연구수행중인 

계장캡슐을 (oOM-03K) 설계 · 제작하였다. 한 하나로 

stainless 노섬재료인 크게 다른 재료특성치가 서로 캡슐은 00M-03K 

옹도인 350 :t 2 압력관 재료인 Zr一2 .5Nb 합금을 각기 다른 로
 

수
 
’ 즈

 
。steel과 

00M-03K 캡 설계되었다 온도로 조사시험하기 위하여 o oC , 300 :t 10 oC 의 

재료와 이
 「드

〈
 

]321 316, 304 steel stainless 노섬재료인 상부에는 승
 

d 

1707B 가 장입되었으며， 하부에 
[τ 

。TEM 시편 01 
;ζ 제작된 tensile Cr-Mo로 

CB(cantilever beam), 제작된 재질로 Zr-2.5Nb 압력관재료인 중수로 1•-
L一

시편 

들이 장입되어 캡슐에는 총 2517B 의 시편이 장입되었다. 

주요설계는 그동안 하나로 조사시험을 수행한바 있는 시편의 

81개의 등
 

시편 성 장(growth) ， TEM, tensile, CT(compact tension) 

즈
 
。캡슐의 

적용하였으며，그동 배치 구조와(OOM -03K 4.5단) 4공 분산배치 구조를 λ1 
u 

설계에 반영되었 

전 기 heater가 장착 

설계개선점틀이 도출된 여러 안의 캡슐 조사시험을 동해 

캡슐은 다단독립제어 뾰
 

시
 

U 주
 
。조사시편음 다[3.7.1 9]. 

및 조사량을 도
 

오
 

L 조사시편의 즈
 
。조사시험 있으며， 되어 갚

 
구
 

된 5단의 

Ni • Ti - Fe/ Alz03 중성자 모니터 및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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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 14개의 측정하기 위하여 

가 설치되었다. 



노심재료는 350 :t 설치되어 00M-03K 캡슐은 하나로 IR2 조사시험공에 

캡슐은 

중성자 

조사온도로 조사되었다. 

약 11일 동안 조사되어 

도달하였다. 

20 0C, 중수로 압력관 재료는 300 :t 100C 의 

24MW 출력의 하나로 IR2 조사시험공에서 

조사량이 최 대 1.0 X 1020(n/cm2) (E> 1.0MeV)에 

(2) 캡슐 설계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의 노심재료인 위해 지원하기 과제를 중장기 

stainless steel과 중수로 압력관 재료인 Zr-2.5Nb 합금을 동시에 

표기) 계장캡슐을 설 

통하여 

설계되었다.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시험 

구 그 조사시험을 

하기 위 한 00M-03K(M은 Material, K는 KAER1의 

계 · 제작하였다. 캡슐은 최근까지의 하나로 

조건전성이 검증받은 중심 및 4공 시편 

제외한 부위의 

캡 구조로 치
 

배
 

” 

조사시험 

기본으 

구조는 시편을 슐에서 

제작되었던 99M-01K 및 OOM-Ol U 캡슐의 설계를 ...Q.. R..7--l ò 걷 
E조 , ,-•'-

로 하였다. 

래
 매 

재질의 시편들에 조사시험용 캡슐들은 동일 그동안의 일반적으로 

설계되었으나， OOM-03K 위하여 평가를 

이용자 

조사특성 

른
 

다
 

이
 「

서
 

에
 
” 도

 
오
 」

한 동일 

계 따라 2종류 (Fe 요구조건에 분야의 서로 7-1 。
/0 T 캡슐의 

시험되 조건에서 조사온도 

조사시편들이 

재료들이 각기 다른 원자력 열， Zr 계열)의 

설계되었다. 요구조건에 이용자 즈
 
。시험 따라서 로

 
「도

 

14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였으며， 

모니터를 각 단에 배치하였 

OOM-03K 캡슐내의 시편들은 모두 1x1021 n/cm2 (E> 1.0 MeV) 이상 

고중성자량이 요청되었으나 하나로 운영상의 여러 제약들로 인해 1차 

1x1020n/cm2 

λ4 
2. 기본 계장캡슐 표준형 현재의 위하여 확인하기 조사되는지를 맞게 

개수인 

위한 5개의 

최대 。1 ε二
λλ L-

까

T 되
 

E 요
 
깅
 

i 
( T 계에서 

중성자 으
 

E 저
。
 

-
즈
 

「조사량 중성자 

다 

의 

이용자측과 

시험공 

요구되었으므로， 이를 원자로운영팀과도 협의하 

약 11일간의 

도달시키기로 

조건에서 

범위까지만 

1R2 출력의 

(E>l.O MeV) 

경우， 24MW 

(264MW -day) 조사시 험 이 

적으로 

합의되었다 

여 원자로 운전계획에 반영하였다. 

캡슐의 시편배치는 시편의 크기에 따라 4공 분산배치 구조나， 캡슐 중심 

구조로 설계하였다. OOM-03K 캡슐의 경우 이용자가 2 분야이고 또 

- 265 -

배치 



1 
} 

。양분하여 상부 1 ， 2단과 서로 상이하므로 캡슐올 

시편공에는 노섬재료 분야에서 

재질도 조사시편의 한 

요청된 시펀들을 배치하였고， 2개 심 3단의 

시편뜰올 공과 하부 4，5단에는 중수로압력관재료 분야의 2개 3단의 나머지 

배치하였다 

01 
λλ 혼재되어 시편들이 재질의 01 

^ 
151-二工
H 口경우， Zr 캡슐의 OOM-03K 

섣계하 하여 기본으로 이를 가지므로 캡슐과 유사한 구조를 

이질 재료가 

던 OOM-OlU 

요구된 재료에 대해 [二

←「있는 3단에서는 혼재되어 였다.득히 

조사온도 조절히-여 gap을 열매체 간의 시편과 크게 다르므로 조사온도가 

시편들이 Zr 계통의 시편 외에 즉， 캡슐내에는 Fe 계동 보정해주었다 E프 

2. 

gamma 값에도 인하여 물성 차이로 상당한 재질간에는 t二

T 있어 혼지}되어 

핵 배치에 따른 캠슐 상세설계시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영향을 

계산하였다. 별도로 7--l 5르 λ} 드L .,., 0 2. 

압력관 재료가 동시에 장입되어 노심재료와 중수로 캡슐에는 00M-03K 
rl 。
/0 T , 압력관 재료의 로

 
수
 
’ 그

 
} 
。재료와 Zr 계열의 노섬 Fe 계열의 야 한다 

배
 
이
 

시편들을 분리하여 크게 다르므로， 두 재료의 특성이 핵적 1'J1 

^ 
.=2죠"- '61- 7--l p ,=-, • 1 

공에는 노심재료 2개 따라서 상부 1 ，2단과 중심 3단의 필요가 있다. 치할 

공과 하부 4，5단 배치하였고， 3단의 나머지 2개 시편들을 요청된 분야에서 

시편들은 노심재료 배치하였다. 시펀들을 분야의 증수로압력관재료 에는 

모두 1x15x76mm 규격의 판상 인장시편 제외하고는 일부 TEM 시편틀을 

lOx15x114mm 규격 의 적층하여 있으므로， 판상시편윤 10개씩 되어 만으로 

STS 304 유사 재침인 공간은 배치하였으며， 여유 구멍에 시편 열매체내 

분산 구조로 배치하였으며， 고
 
。

4 
4 

i 연 íJH 체내에 시편부는 넣었다 채워 재칠로 

기계적 부위의 모서리 줄어듬으로써 부위가 옐매처1 사편부간 인해 이토 

부위가 내 · 외부 2단 열매채 인해 열팽창으로 악화가(조사취화 및 건전성 

확인하여 대해 이에 조사후 우려되므로 。1 1늬 
근 1 존재) 가능성 절단될 。 쿄-

2 한편 3단의 나머지 있었다. 필요가 확인할 설계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만
 

증수로 압력관으로부터 절단 · 가공하여 공과 하부 4，5단에 는 상용의 

tensile. CT CB, growth, TEM, 사편은 장입되었다. 장입된 시편뜰이 t二

l •-

규격 

rl 。
'dT 

캡슐 규격인 10xlOmm 단면적 

시편의 및 tensile( 15x2, 12.7x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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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펴드으 교주 
J ~ t '--• JJ- ~_ 

만족하나， CT(21.25x18.4x4.33) 

등이다. 대부분의 시편 



20x20mm 단면적의 시편 contaÌner를 제작하여 장입하고 이플 캡슐의 중 

섬부에 배치하였다 한편 모든 시펀들을 압력관에서 직접 절단하여 제작함 

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공간은 동일 재질의 spacer를 제작해 채워 넣었다. 

OOM • 03K 캡슐 내 시편들은 containcr 내에 조립되었다. 

OOM • 03K 캡슐에 장입된 시편은 노심 재료 시편 1707B 와 중수로압력관 

재료 시편 81개를 포함 총 2517B 로， 캡슐 열매체 중심부에 분산 흑은 집중 

하여 장입되었다. 00M-03K 캡슐의 경우 조사전 핵적 특성 평가시에는 

5단 모두 분산배치 형식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하부 4, 5단의 경우 캡슐 

중심부에 시편이 배치되는 구조로 되었다. 

하나로에서는 주로 계장캡슐에 Fe 계열의 시편만이 장입되어 왔으며， 

OOM--OlU 캡슐에서 처음으로 일부 부위에 Zr 계열의 시편이 Fe 계열의 

사편과 함께 캡슐 내에 장입되었다. 연본 JMTR handbook[3.7.20J 자료에 

의하면 각 재절의 경우 재질 빛 배치 위치에 따라 gamma heating rate가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나로 캡슐의 경우， CT 및 IRl ,2 시험공 모두 

핵연료 영역이므로 Fe에 대한 Al 및 Zr 재질의 상대적 gamma heating 

rate는 각각 0.77 및 1.41이라고 볼 수 있어 Fe 재질 대신 Zr 재질을 배치 

할 경우 gamma heating 값이 41%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M••Ol U 캡슐에 대한 이론상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들 일부 Zr 계열 시 

편들의 경우， Fe 계열 시편에 비해 약 10%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Zr 계열의 상당수의 시편들은 시편 container를 동 

엘 재질이 아닌 Al 계열의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대다수의 사편들이 소형 

시편들이었던 관계로 시편 채진 야이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OOM• 03K 캡슐의 설계에서는 재칠 구분없이 OOM•Ol U 

캡슐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캡슐 설계에 필요한 gamma 값은 동시에 설계제작된 00M-02K 및 

OOM • 03K 두 캡슐의 예상 조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24MW 원 

자로 출력에서 얻어진 OOM •Ol U 캡슐의 gamma 값(제어봉 370mm 위 

치)을 사용하였다. 한편 시편 재절의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gamma 값의 

변화는 향후 조사시험시의 핵연료 연소도 제어봉 위치 변화 등에 따른 

gamma 값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오차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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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M-02K 및 OOM-03K 캡슐 모두 동일한 ganuna 값을 기준으로 설계하 

였다 한편 OOM-03K 캡슐의 경우， 핵적 특성이 비대칭적인 IR2 조사시 

험공에 장입되므로 4공의 시편은 배치 위치에 따라 핵적특성이 달라지게 

되며， 노심방향의 사편이 최대의， 노심 반대 방향의 시편이 최소의 

gamma heating rate 및 조사량을 가질 것이나， 이에 대하여도 본 설계에 

서눈 무시하였다. 

OOM-03K 캡슐의 경우 상부 노심재료의 경우 350 ::t 20
0

C 를 조사온도 

목표로， 하부 중수로압력관 재료의 경우 300 ::t lQ oC 를 목표로 설계하였고， 

특히 3단의 경우 시펀 재질에 따라 상이한 조사온도를 가지도록 열매체 

내외부 gap을 설계하였다， 시편 온도 계산에 는 GENGTC , Heating 2f, 

ANSYS code등의 전산 프로그램 들 이 이용되는데， 본 캡슐에서는 

ANSYS 및 GENGTC code를 이용하여 열계산한 후 그동안 수행한 자 

료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GENGTC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 설계하 

였다. 이때 시편과 열매체간의 gap은 OOM-03K 캡슐의 3단 #1 ,3 hole 

을 제외하고는 모두 O.1mm로 하였다. OOM-03K 캡슐의 3단 #1 ,3 hole 

에 장입된 STS 노심재료의 경우 290 0C 조사온도의 Zr-2.5Nb 시편과 

상이한 350
0

C 의 조사온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편괴 열매체 간 

의 gap을 0.1 2mm로 설계하였다. 

두 캡슐 모두 시편부에는 147B 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어 조사시험 

동안 조사시편의 온도 변화가 기록되게 하였으며， 중성자 조사량 평가 

를 위 한 Ni- Ti--Fe 및 Alz03 flucnce monitor(F/M)가 각 단의 Al 

holder애 장입 되 었다. 

OOM-03K 캡슐은 외형 및 규격이 기존의 캡슐과 거의 동일하므로 별도 

의 안전성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캡슐뜰과 마찬가지로 초기 

의 97M-OIK 캡슐에 대한 안전성보고서로 대체하였다[3.7.71 따라서， 기존 

의 캡슐과 마찬가지로 모든 강도 건전성 요구조건들을 만족할 것으로 판 

단되므로， 하나로내 조사시험동안 충분한 강도뜰 유지하여 조사시험동안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캡슐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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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재료인 위한 지원하기 과제를 중장기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의 

조사시험 stainless steel과 중수로 압력관 재료인 Zr-2.5Nb 합금을 동시에 

수행된 캡슐 기본설계 / 주요부 설계 / OOJ\1-03K 캡슐은 앞서 하기 위한 

도면이 [3.7.1 5] 

사
。
 는
 

정
 

하
 

일
 

작
 

체
까
 

구매처 

상세설계 

준하여 제작이 시작되었다. OOM-03K 캡슐은 

원자로 압력용기 재질의 조사성능 평가를 

캡슐과 동시에 설계/제작되었다(그림 3.7.1 참조). 제작 절차로 

먼저 하나로 품질보증 체계에 따라 제작설계전에 기술시방서 [3.7.16]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캡슐 구매시방서 [3.7.17J가 작성되어 

본 캡슐의 경우 OOM-02K 캡슐과 함께 

캡슐 

목적으로 

7'~ -{;‘ J=l푸좋 최종 거쳐 단계를 해석 안전성 

완성된 후 이에 

의 제한으로 

q .l 
^ 

OOM-02K 

건전성 

1←一) 

'-

그동안 97M-OlK 캡슐 리되었다. 

괴
 
비
 

술
 
작
 

기
 

제
 

하
L
 
육
E
 

분
 
캡
 

-
주
。
 

제작을 통해 의
 

드
 
。장치 캡슐관련 01 

^ OOM-OIU 부터 

경험올 보유한 대우통신(주)이 최종 제작업체로 선정되었다. 

중장기 과제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이에 상당하는 품질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제작후 건전성 평가절차에는 OOM--OlU 캡슐에 적용되 

부담하도록 하였다. 

캡슐과 동일 

관련예산에서 양분하여 

재료들은 OOM-OlU 

의
 
찮
 

들
 

?1 뺀
 많
 

c 

M 
은
 mw 

욕
〕
 

01 
^ 한 ASTM 규격 

제작과정 01 
^ 캡슐 

및 제작후 검사과정은 하나로 품질보 

최 

OOM-03K는 

수행하였다. 캡슐 제작후 

캡슐인 

체계에 따라 연구소 품질보증실 감독하에 

종제작보고서 (EMR)를 제작사로부터 인수하였다 

중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CM/Zr 분야의 

캡슐제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가를 

었던 항목으로 수행하였다 제작과정 
x -o 

펴 
。조사성능 재질의 압력용기 원자로 

OOM-02K 제작하였다 동시에 캡슐과 OOM-02K 는
 

하
 

목적으로 

주요 기술적인 사항， 제작 

보고서 에 [3.7 .13, 별도의 

동안 검토된 

내역들은 J:l1 
^ 

캡슐을 제작하는 

일정 상세 진행 문제점， 작업 

3.7.19J 기술되어 였다. 

및 OOM-03K 두 

시 

KAERI 관련자 õ .-제작 완료된 대우통신(주)에서 캡슐은 OOM-03K 
1:lJ-남} 。
。l:l --C_ 

검사결과는 

탐상검사，저항검사 

절차에 따라 

동일한 

01 
^ 

J:l1 
;’; 

캡슐과 

검사 방법 

제계 

캡슐에 대한 관련 

있다. 치수검사， 액체침투 

대우통신(주) 자체 품질보증 

따라 OOM-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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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에 

로 사전 검사되었다. 이들 

EMR 보고서에 첨부되어 
τ 。

τ:>τ: 

내부품질 

leak 검 λ} 

엽회하에 

01 
^ 



수행되었고， x-선 검사는 신한검사 기술(주)에서 수행되었다 관련 검 

사들은 OOM-OlU 캡슐에 적용하였던 절차에 준하여 수행되었다. 이들 

검사를 봉하여 OOM-03K 캡슐은 제조 결함없이 섣계대로 저1 작되었음 

이 확인되었다 

OOM-03K 캡슐은 제작후검사 괴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보고되지 않 

았으므로， 제조처인 대우통신(주)에서 포장되어 KAERI에 인도되었다. 

캡슐 인수 후 KAERI 내부검사에서는 먼저 캡슐제작에 대한 EMR 자료 

검사 및 캡슐 육안겸사 등을 수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캡슐 

system에 대 한 He leak 시 험 mrcro • heater 및 열 전 대 의 건 전 성 및 성 능 

평가， 그리고 하단고정부의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 

다. 

(4) 하나로 조사시험 

OOM • 03K 캡슐은 하나로 조사시험전 노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캡슐외관 및 치수검사， 본체 빚 보호관부의 내압 및 He leak 시험， heater 

및 열전대의 건전성 및 성능평가， 캡슐온도 조절정-치와의 양립성 시험 등 

여라 건전성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시험결과 두 캡슐은 조사시험중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정되었다 

캡슐의 조사시험은 24MVI 출-력의 하나로 노심부 IR2 조사 

시힘공에서 정해진 목표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먼저 조사시험 초기에 

새로운 구조릎 가지는 캡슐 조사사험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섣계판련 

기초자료플 확보하가 위하여 24MW까지 원자보 출력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각 단계에서 Hc 진 공 및 heater 출력 효과룹 확인하는 캡슐 

성능시힘을 수행하였다. 성능시험 단계에서 각단 시펀의 목표 조사온도에 

맞는 최직의 Hc 진공도 맞 hcater 출력 등의 조사조건을 도줍하여 요구된 

조사량에 도달할 때까지 조사시험윤 수행하였다. 24MW 출력에서의 최적 

시험조건은 원자로 출력 증가쿄 언한 gamma heating 증가에 따라 

잔반적으로 상승하는 시편 온도뜰 기준으로 하여 초기 He 1 기암언 

캡슐 내부 He gas 압력을 낮은 기압으로 조절하여 시편의 목표온도 

부근까지 상승시 킨 다음 최 종적 으로 micro-heater블 이 용하여 각 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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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표온도로 미세조절하였다. 

00M-03K 캡슐에는 24MW 출력의 하나로 IR2 조사시험공에 

장입되어 약 11일정도 조사되어 (약 264MWD) 시편에 대한 고속중성자 

조사량이 3.6 X 1019 -l.0 X 1020(ψcm2) (E>1.OMeV)에 도달하였다. 단일 

시편으로 구성된 상부 및 하부단들에서는 비교적 설계온도 조건에 

(노심재료는 350 ::t 20 0C 중수로 압력관 재료는 300 ::t 100C) 도달한 반면 

특성이 다른 두 재료가 동시에 장입된 중섬 3단의 경우 설계온도보다 

다소간 낮은 조사시험 온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11일간의 장기간 

시험동안 캡슐은 시험 초기에 설정하였던 시험온도 조건을 유지하고 

01 .Q..Q. 초깅l.. ~느 01 0-1,1 
끼아、1:1 2. 2. λλλ入-，

마.00M←05U 캡 슐설 계/제 작/조사시 험 [3.7.21] 

(1) 개요 

표준형 계장캡슐 기술을 활용하여 2001년도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각 대학에서 연구수행중인 원자력 재료의 조사특성 연구 

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로 계장캡슐을(OlM-05U) 설계 · 제작하였다. 

2001년도에는 단지 3개 대학만이 조사시힘을 신청하여 예산상 독자적으 

로 캡슐을 제작할 수 없었으므로， 소내 유사 채질의 조사시험 희망분야 

언 신형핵연료개발팀과 공동으로 캡슐을 제작하였다. 

O1M-05U 캡슐은 3개 대학에서 선청된 Zr 합금들을 이용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300, 320, 330, 350
0

C 의 온도로 조사시험하기 위하여 설계되 

었다 O1M-05U 캡슐에는 핵연료 피복관 재료， 피복관 지지격자， 순수 

Zr, Zr-Cu, Zr • Mn , Zr-Nb 합금 빚 Zircaloy-4 합금 등으로 제 작된 광 

학현마 경 및 경 도 시 편， TEM, tensile, 성 장(growth) ， force deflection 

등 다양한 시편들이 1차로 선정되었다. 한편， 캡슐 상세설계 단계에서 

조사시편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캡슐내의 빈공간을 채우 

는 관점에서 일부 다른 이용자들의 Ti 및 Al 재질의 시편들이 추가되어 

O1M-05U 캡슐내에는 총 2677B 의 시편들이 장입되었다. 

캡슐의 주요설계는 그동안 하나로 조사시험을 수행한바 있는 시편의 

4공 분산배치 구조와(01M-05U 1 단) 캡슐내 시편 장입 효율을 높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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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다. 

설계 

전기 

6공 

또한 그동안의 캡슐 조사시험을 통해 

반영되었다[3.7.21]. 캡슐은 조사시편을 중심으로 다단독립제어 

heater가 장착된 5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조사시험 중 조사시편의 

도출된 여러 설계개선점들이 

구조가 처음으로 분산배치 설계검토가 완료된 새로이 

에 

오」 

Ní-Tí-Fe/λ} 및 5개의 열전대 147B 의 위하여 

설치하였다. 

측정하기 

모니터를 

조사량을 

중성자 

qJ 
^ 도 

파이어 

시편에 설치되어 조사시험공에 CT 하나로 열출력의 24MW 캡슐은 

중성 시편의 동안 조사됨으로써 조사온도로 약 20일 

자 조사량이 최 대 3.2 × 1020(n/cm2) (E>1.OMen에 

따라 280-350
0

C 의 

도달하였다 

연구중인 원자력재 각 대학에서 얻어질 결과들은 본 조사시험을 통해 

것이며， 또한 소내 피복관 기 

얻어진 경험 

수행중인 여러 원자력 

통해 연구를 기여할 

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산·학·연에서 

또한 본 

활용될 

것이다. 

기본자료로 연구에 

크게 

그ζλLλ} 느二 
I 0 。

술개받 연구에 

료의 

것이다. 추진될 연구가 활발히 재료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성능 

및 제작 (2) 캡슐 설계 

대학과 

피복관 개발 과제와 

유사 소내 3개 활성화사업으로 

신합금 

공동이용 하나로 2001년도 

핵연료 재잘인 신형핵연료개발팀의 지르코늄 

:ζ 
.J• 이용자 재료들의 이뜰 하였다. 수행하기로 조사시험을 캡슐 공동으로 

표기함， 캡슐로 01M-05U 계장캡슐(이하 하나로 위한 평가를 사특성 

;ζ 
」→이용자들의 3.7.2와 같이 표 약자)은 M: Material , U: University의 

내에 캡슐 설계되 었다. OlM-05U 1차 로
 
「도

 
하
 

조
 
「마

」
 

요구조건들을 사시험 

Grid의 집합체 핵연료 이 루어 진 TEM, 인장(tensile) ， 는 Zr, Ti, Al 재질로 

다양한 규격 드
。
 

경 도， 성 장(growth) 시 편 ul 
^ Force Deflectíon, 광학현미 경 

재 다공구조의 기본구조는 시편들이 장입되었다. 캡슐의 

계장 캡슐에 

총 267개의 

료조사시험용 

의 

설계 3.7.3-4와 같이 그림 근거하여 표준형 

되었다 

계장캡슐은 주요구조， 캡슐의 통하여 협의를 이용자와의 zB ~ 벼돋r 먼저 

기본설계를 

감마 

결정하는 

시험공에서의 

즈三 。
。 근 

하나로 

임시배치 위치， 조사조건 

조사시험이 수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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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1

^ 
토대로 

장입시펀 치수 

이를 수행하고， 



발열량(gamma heating rate) 분포를 계산한 후， 계산된 값을 사용하여 

열매체와 캡슐외통간의 gap 설계， 시편의 최종배치 및 열전대 (T/C)와 

중성자모니터 (F/M)의 배치위치 결정 등의 순서로 설계된다. 

계장캡슐은 크게 본체부， 보호관부， 안내관부로 나뉘어지며， 캡슐 본 

체는 φ60mm의 STS 316 재질의 튜브 내부에 5단의 Al 열매체로 구 

성되고， 각 열매체 내에는 조사시편을 포함하여 계장품들(T/C ， F/M) 이 

설치된다. 조사시편의 온도는 하나로 출력조건에서 캡슐 내 He 진공도 

를 제어하여 1차 조절되며， 각 단별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기 heater 

로 최종 조절되어진다. 

01M-05U 캡슐은 대부분 Zr 합금 시편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Ti 및 Al 재질의 시편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편들의 규격 및 

희망 조사온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조사시험 중 시편들이 이용자 요구 

조건에 맞게 조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의 표준형 계장캡슐 

기본 설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최대 개수인 14개의 열전대를 시편부에 

설치하였다. 또한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 측정을 위한 5개씩의 

Ni-Ti-Fe 중성자 모니터를 각 단에 배치하였다. 

캡슐의 주요설계는 그동안 하나로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는 시편의 

중심 배치 구조와(OlM -05U 1, 2단) 4공 분산배치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그러나 01M-05U 캡슐의 경우 핵연료 피복관 시편들을 포함 

하여 15x15x50mm 규 격 의 핵 연 료 집 합체 Grid force deflection 시 편 등 

다양한 크기의 시편들이 존재하므로 기존의 캡슐 내 시편 배치형식으 

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조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편 배치 효율화 측면에서 내부 설계검토를 통하여 피복관 시편의 경 

우 6공 분산배치 구조로 배치하였으며， 4공 분산 구조에서도 시편의 크기 

에 따라 다양한 배치를 적용하였다 분산형 시편배치 방식을 적용함으로 

써 6공 배치 구조의 경우 시편의 4공 배치 형식에 비하여 캡슐 내 시 

편체적률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림 3.7.3은 01M-05U 

캡슐의 설계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배 

치 한 시 편 의 gamma heating rate 및 중 성 자 조 사 량 (neutron fluence) 

을 기존의 캡슐에 대한 자료들과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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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였고， l단에 최상단인 시편올 드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시편 에서 

배치하였다. 배치 형식으로 시편들을 6공 위치에서는 외의 그 

조사시편 

중성자 

이용하여 

부품들에 대 한 감마발열 량(gamma heating rate)과 

전산코드를 MCNP 기준으로 시편배치도를 위의 

7-. 
-'-캡슐 1'11 

^ 
조사시 노심은 분석대상 핵설계에서의 계산하였다[3.7.22] 사량 

예상시가인 

포
 

브
 
U 
} 

20 다발이 핵연료 36봉 로
 

으
 

시
 디 

노
 

예상 4월경의 2002년 승1 
Ð 

핵연 노심이다 완전 장전 느
 
」

이
갔
 

127B 장전되 어 다발이 료
 

연
 

해
 「

개， 18봉 

가정하 상태로 x、1- 01 두] 
님 U~ 450mm 제어봉은 그리고 핵연료 모두 료는 

감마발열량 시편에서의 디1 

^ 조사량 증성자 τ7 ζf二
~， 

1:11- ~二
T二 1 • 조사시편이 였다 

하고， 대상으로 르
 
己

。r ’ 거
 
O 운전하는 동안 20일 24MW로 원자로가 

즉발감마， 2차 중성자， 동일한 방식으로 방식과 사용된 00IVI-01U에서 

조사시 3.7.3은 그림 고려되었다. 반여랴。1 
도 t二 u 의한 지발 

편에서의 감마발열량을 

감마에 1'1 

^ 감마 

중앙의 노심 하나로 캡슐이 것이며， 나타낸 

결과를 。l보였다 5.2watt/gm을 최대 4단에서 장전되어 시혐공에 CT 

핵연료의 

열설계용 감마발열량 

연 제어봉의 위치변화와 원자로 예측되는 시 조사시험 기초로 

대한 최종 캡슐에 OlM-05U 고려하여 효과를 소도 

결정하였다. 곡선(gamma heating rate curve)을 

시험 하나의 조사온도로 최종 시편의 

캡슐에서는 

캡슐내 rl 。
/δ T 계장캡슐의 기존 

따라 요구조건에 이용자들의 보 설정하였지만， 도
 

오
 」

표
 

모
 
「

조사시험중 있다 목표로 하고 디양한 온도를 1::: 
。350

0

C 口1

^ 300, 320, 330, 

He 내
 

” 캔갖F 
D r-=:. 상승하면 온도까지 일정 묘

 

려
 기 

원자로 조사온도는 시편의 

오
 

L 표
 

모
 
기
 

사험 조
 
。최

 
순차적으로 조칠하여 으

 근
 

드O
 

전기 heater 출력 디1 

^ 압력 

원자로 출력만으로 도달하게 되는 1차 목표 도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에 

gap을 조절하여 각 시편의 길이에 z} 님 피가의 
끼→→15- /'--'- ~I 캡슐 기준으로 조사온도틀 

온도편차를 줄이게 된다. 따른 

중요한 단계는 가장 있어서 결정하는데 조사온도를 시편의 내
 

캡슐 

감마발 계산된 앞에서 이는 것이다. 설계하는 gap을 1=3 3I 7L η1 
기→년i""~~ 내

 
7'B 육 

cl -r...:::.. 

조사 시편의 각 단별로 조절해가면서 gap을 1=3 3I 7L r、 1
←r-o/~ =1 사용하여 면 금l:~-

1::::":. U = 

과정이다 

GENGTC , Heating 2f 또 

조정하는 유지되게 

계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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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하게 로
 

온
 

표
 

모
 
「

도
 

오
 

L 사
 

조
 

시험 

시편의 

온도가 최종 

내
 

캡슐 



는 ANSYS 등의 전산 프로그램들이 이용될 수 있지만， 01M-05U 캡 

슐에서는 가존의 계장캡슐 설계에 사용되어왔던 GENGTC와 ANSYS 

code를 이용하여 시편의 조사온도룹 계산하였다 ANSYS code는 캡슐 

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하였으며， GENGTC code는 시 

편의 온도계산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온도계산을 수행한 후 열매체와 

외통간의 gap에 따른 감마발열량←시편온도 관계를 작성하고， 이를 토 

대로 시편의 설계 목표온도를 만족하도록 열매체와 외통간의 gap을 최 

종 결정하였다. 이상의 절차로부터 결정된 열매체와 캡슐외통 사이의 

gap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조사온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계장캠슐을 그림 3.7.4와 같이 설계하였다. 캡슐은 그동안의 하나로 캡 

슐 제작 등을 통하여 제작경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우정밀(주) 

에서 제작되었다. 

(3) 하나로 조사시험 및 처리 

하나로 조사시험용 겨l 장캡슐의 기준에 따라 설계 · 제작된 OlM-05K 

캡슐은 조사시험 전 노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캡슐외관 및 치수검사， 

본체 및 보호관부의 내압 및 He 누설시험 전기 heater와 열전대의 단락여 

부 및 성능평가， 캡슐온도제어장치와의 양립성 시험 등 여러 가지 건전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었다 캡슐은 이틀 노외 시험조건을 모두 만족하 

였으므로， 그림 3.7.5와 같이 24MW 출력의 하나로 CT 조사시험공에 장입 

되어 시편에 따라 조사온도 280-350 0C 범위로 20일간 조사시험되었다 20 

일간의 조사시험은 하나로를 이용하는 여러 이용자들의 일정 등을 감안하 

여 14일간 1차 조사시험된 후 작업수조에 임시 보관되었다가 다음 원자로 

가몽주기에 6일간 2차 조사시험으로 나뉘어서 원자로운전팀 및 이용자들 

의 협력 하에 수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캡슐은 24MW 출력의 하나로 CT 

조사시험공에서 300-350
0

C 의 조사온도로(그림 3.7.6 참조)， 1.0-3.2 x 

1020(n/cm2) (E>1OMeV)의 중성자 조사량 범위로 조사시험되었다. 

조사시험이 완료된 캡슐은 캡슐절단장치로 절단된 후 캡슐운반용 

cask에 넣어져 IMEF 사설로 이송되어 해체되었다. 캡슐 해체 후 조사 

시편 빚 F/M은 IMEF 시설에서 분류 정리되고， 이들을 사용하여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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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수행될 중성자 조사량 평가 등의 작업이 ql 

^ 조사특성 의 

2. 하나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 조사시험 

원자력연구소에서 국산화 개발된 표준형 주로 계장캡슐은 조사시험용 

개발 분야와 연계되어 활용되어 왔다. 조사시험용 신소재 연구소의 원자력 

제외하더라도 인력을 전담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시험을 이용한 캡슐을 

소요된다. 비용이 상당한 드O
 

시험비 조사후 조사비， 중성자 제작비， 캡슐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 환경상 중장기 과제를 중섬으로 하는 국내 따라서 

개별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자들이 소내 연구개발 과제들을 제외한 외부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거의 수행하기는 조사시험을 캡슐 덮
 

처
 「

촉진 활성화 이용 산·학·연 「하나로」 의 원자로인 연구용 다목적 

발굴·지원 구축사업 국가적인 원자력체계 ul 

^ 교류·협동 연구주체간 ul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이 묘
 

관
 

주
 

’ 과학기술부 2000년부터 목적으로 
。

""-

있다 해당 분야의 지원대 

다시 

수행되고 (하나로 공동 이용 활성화 분야) 매년 

재료/핵 분야에는 분야중인 하나인 하나로 이용 연구 지원 상 세부 

중성자 분야， 분야， 방사성동위원소 

본 사업은 

이용 비
 口

중성자 분야， 조사시험 연료 

대학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있다. 나뉘어져 분야로 방사화 분석 

ul 
^ 인력 관련분야의 연구소 선정하여 수행가관을 -0 .., 공모한 연구사업을 

필요한 직접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수행된다. 기술지원하에 연구에 

대학 및 분야는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이용 활성화 사엽의 하나로 공동 

중성 포함한 다양한 원자력을 이용자들의 외부 연구소 등
 

연구기관 소외 

지원하기 위한 분야이다. 해당 분야에서는 표 3.7.3에 연구를 자 조사시험 

무계장 기관이 선정되어 래빗 (Rabbit， 소형 총 23개 서와 같이 2002년까지 

조사시험하였으며， 2003년도 과제는 

예정이다 하나로 이용활성 

이용하여 캡슐) 및 조사시험용 캡슐을 

2003년 5월경에 공모/선정되어 6월부터 착수될 

조사시험용 캡슐로는 캡 OOM-OlU, OlM-05U 위한 연구를 선정 화 사업 

대학 있으며， 2002년도에는 4개 

설계/제작되었다. 

설계/제작/조사시험되고 매년 1개씩 슐이 

이용자 소외 캡슐이 02M-05U 지원용인 연구 의 

부담하였으며 제반경비 

제작/조사시험되었 그工조듀 。 곤 
。 b ~..=-..:x:.. 

비용을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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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동으로 

연구 소내 

이용자들 

관련 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용 캡슐들은 



다. 지금까지 캡슐을 이용하여 원자로 압력관， 핵연료 피복관， 기타(SiC ， 

Al 합금) 재 질 의 Tensile, TEM , EPMA, Charpy, OM, Growth, Hardness 

등 2，500여 시편들이 조사시험되었다. 시편들은 270~3600C 의 조사온도에 

서 24MW 원자로 출력의 IR2/CT 시험공에 장입되어 3.1xl019 ~ 

3.2xl020n/cm2 (E> l.OMeV) 고속중성자 조사량 범위로 시험되었다. 한편 

하나로 노심의 HTS , IP 등의 시험공을 이용하여 핵연료， 반도체， 자성재 

료 등의 소형시편도 래빗(소형 무계장캡슐) 시설을 이용하여 조사시험되 

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하나로 노심의 CT, IR, OR, IP, HTS 등의 

시 험 공에 서 조사시 험 된 99M-OlK, 99M-02H, ooM-OIU, OOM-02K, 

OOM-03K, OlF-OlU, OlM-OlU, OlM-05U, 02F-06K, 02F-07U, 02F- l1K 

등의 캡슐 및 래빗(소형 무계장캡슐)에 대하여 각 시험공에서의 원자로 

출 력 , neutron flux 및 fluence, r -heat, 잉 여 반응도 등의 핵 적 특성 자료들 

을 생산하여 database화하였다 

하나로 이용활성화 사업 첫해얀 2000년에는 총 6개 대학이 연구 기관으 

로 선정되었다. 단결정 핵연료의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 및 자료화 연 

구는 래빗(소형 무계장캡슐)을 이용하여 하나로 HTS 시험공에서 수행되 

었다. 한편 원자력 재료에 대한 조사손상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5개 대학은 공동으로 캡슐조사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 하나로 조 

사시험용 계장캡슐(OOM-01U)을 설계 · 제작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하 

였다. 캡슐 내에는 5개 대학에서 각기 연구중인 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 · 수송용기 재료 등의 조사손상 기초연구를 

위한 시편들이 장입되었다. 캡슐 내에 장입된 조사시편은 원자로 압력용 

기， 핵연료 피복관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 · 수송용기 재료 등으로 제작된 

소형 인장(small tensile) , Charpy, 1/3 Charpy, small punch, TEM, 

EPMA 그리고 microhardness 시편 등 총 6077B 이다. 캡슐은 이용자들의 

조사 요구조건에 따라 하나로 최초로 241VIW 출력의 IR2 조사시험공에서 

조사온도 290~3300C 의 범위에서 약 10일간 조사시험되어 최대 시편 조 

사량은 l.0 X 102o(ψcm2 ) (E> 1.0Me V)까지 도달하였다. 조사된 시편들은 원 

자로 작업수조에서 방사능 냉각처리된 후 조사재시험시설(IMEF)로 옮겨 

져 해체되었다. 조사후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편의 물성 자료들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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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등의 조사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압력용기， 핵연 

료 피복관 및 핵연료 저장 · 수송용기의 안전성 연구 빚 관련 재료들의 연 

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2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총 8개 연구기관이 선정되었는데， 단결정 핵연 

료의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 및 자료화 연구，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 

펀 인 농도의 균일도 향상 및 점결함 연구， 비정잘라본과 와이어 시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후의 자가특성 변화 연구 중성자 조사된 기관 및 발광 

소자용 반도체의 결함 연구 등 4개 기관의 연구는 래빗(소형 무계장캡슐) 

을 이용하여 하나로 HTS. IP 시험공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표준형 계장 

캡슐 기술을 활용하여 2001년도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사엽에 선정된 4 

개 대학의 원자력 재료의 조사득성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01M-05U 캡 

슐이 설계 · 제작하였다. 그라나 2001년도에는 단지 3개 대학만이 조사시힘 

을 산정하여 예산상 소내 유사 시험재질의 조사시험 희망분야인 신형핵연 

료개발팀과 공동으로 캡슐을 제작하였다. 01M-05U 캡슐은 3개 대학에서 

신청된 Zr 합금들을 이용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300, 320, 330, 350
0

C 의 온 

도로 조사시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O1M-05U 캡슐에는 핵연료 피복 

관 재 료， 피 복관 지 지 격 자， 순수 Zr, Zr-Cu , Zr-Mn, Zr • Nb 합금 및 

Zircaloy-4 합금 등으로 제작된 광학현미경 및 정도 시편， TEM, 인장， 성 

장 (growth) ， force deflection 등 다양한 사편들이 1차로 선정되었다. 한 

편 ， 캡슐 상세설계 단계에서 조사시편의 온도틀 균얻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캡슐내의 빈공간을- 채우는 관점에서 열부 다른 이용자뜰의 Ti 및 Al 재절 

의 시편뜰이 추가되어 01M-05U 캡슐내에는 총 267개의 시편뜰이 장입되 

었다. 캡슐은 241VIW 열출댁의 하나로 CT 조사시험공에 설치되어 시편에 

따타 280~3500C 의 조사온도로 약 20열 동안 조사됨으로써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이 최대 3.2 × 1030(n/cm2) (E>1.OMeV)에 도달하였다. 본 조사시힘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각 대학에서 연구중인 원자력재료의 조사성능 연구 

에 기본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소내 파복관 기술개발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 

였다. 

3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총 9개 연구기관이 선정되었는데， 핵연료， 반도 

체의 중성자 조사영향 연구를 위한 2개 기관의 연구는 래빗(소형 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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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을 이용하여 하나로 HTS 시험공에서 수행되었다. 표준형 계장캡슐 

기술을 활용하는 2002년도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사엽에는 4개 대학이 

선정되어 연구소의 노섬재료 분야와 공동으로 02M-05U 캡슐을 섣계 · 저l 

작하였다. 현재 제작완료된 캡슐은 향후 24MW 출력의 하나로 CT 시험공 

에 장입되어 2 운전주기간(28일) 조사시험될 예정이다 02M • 05U 캡슐에 

는 압력용기， 노심， 핵연료 재료， 나노재료 등으로 제작된 SP , 인장， 

Charpy, 광학현미경 및 경도 시편 등 총 5027B 의 다양한 시편들이 장입되 

었다. 

한편 2003년 6월부터 시작될 4차년도(2003년)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사업 연구기관 공모/선정작업이 곧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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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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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기여도 

.5!. :rr 
-, ..lL 달성도 

제 1 절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당초 계획된 조사시험용 캡슐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표를 달 

성하였다. 

l. 핵연료캡슐 기술확립 및 조사시험 (100% 달성) 

가. 핵연료 캡슐 기술개발 

(1) 무계장캡슐의 설계개선 및 특허출원， 신형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 

슐 설계/제작 지원 

(2) 계장캡슐 설계기술 개발 

• 핵연료 계장캡슐 설계 요건 정립 모델 확립 및 기본설계 완료 

•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및 부대설비 등급분류 예비검토 

• 계장캡슐 기본설계에 대한 핵적 · 열적 · 기계적 해석 

• 제어계통 모넬정립 : 설계요건 확립， 제어방법 선정， 계통의 구성 및 

흐름도 작성， 노외시험용 제어계통의 제작， 모의 이중피복 핵연료봉 

이용 핵연료 표변온도 조절 노외시험 

(3) 모의 핵연료 계장캡슐 설계/제작 노외시험 및 설계개선 

(4) 핵연료용 계장캡슐 설계/제작(02F -06K, -llK) 

(5) 핵연료용 계장캡슐(02F-llK) 설계검증시험 계획 및 안전성 분석， 설 

계검증시험(조사공 OR5, 조사기간 56일， 선출력 500W!cm 이하， 핵연 

료 중심온도 및 조사량 측정) 

(6) 계장캡슐 예 비설계 국제공동연구é (INEEL， 미국) 

(7) 핵연료캡슐 Double Shell 시스템의 구조해석/설계최적화(위탁) 

나.노외시험 

(1) 핵연료 계장캡슐 mockup 제작 및 노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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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장캡슐의 예비설계요구 확립 및 모의 계장캡슐 제작/노외시험 

2. 핵연료 계장기술 확립 (100% 달성) 

가 온도， 압력， 변형량 측정 계장 

(1) 열전대 설치 및 온도 측정기숭 개발 

• 열전대설치 및 측정기술 

• 핵연료봉 용접 기숨 개발 : 용접기 설계 및 제작 

(2) LVDT를 이용한 핵연료봉 내압 측정기술 개발 

• 노외시험을 통한 LVDT 특성자료 산출 

• LVDT를 이용한 핵연료봉 내압 해석 방법 연구 

- 압력계 설치기술 개발， 모의 핵연료봉 설계 및 제작 

국제공동연구(HRP) 참여토 계장 및 조사시험 기술 분석/응용 

(3) LVDT를 이용한 핵연료 변형측정 계장기술 개발 

• 변형계 개념/요건 정립 : 변형 정밀도 :t51lm 이내 

• 변형계 설치 및 모의 핵연료봉 설계/제작 

(4)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 기술개발 

·용접공정자격화 

• 시험용 액연료봉 제조 

(5) 국재협력연구(HRP， 노르웨이) 

• 핵연료 계장 및 조사시험 기술협력 

나. 제어시스템 계통정립 및 설계 및 개발 

• 핵분열생성물 감지룹 위한 불활성기체 흡착시험 및 주요기가사양 작 

성 

• gas flow와 static modc 겸 용 제 어 시 스 템 P&ID 작성 기 반 

• 제어시스템 설계 

• 모의 이중 복 핵연료이용 온도처l 어 기술개발 

3. 특수계장(Creep 시험) 캡슐 기술개발 및 성능 시혐 (100% 달성) 

가. 득수캡슐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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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시험용 크립캡슐 설계요건 정립 

• 캡슐 요건 정립 및 성능- 운전 설치 및 안전 요건 

• 450-550 0C, 250-550MPa 조건에서 시험 

(2) 복수시편 시험용 크립캡슐 개념설계. 복수시편용 Bellows.ιVDT 설계 

(3) 노내 시험 기술 타당성 검토 

• 핵적/구조적 건전성 해석 

• 노내장전 시험을 위한 조사공 특성 검토 

(4) 노내 시험용(IP-15공 장전용) 크립캡슐 설계 및 제작 

• 크립캡슐 제작 도면 기술 및 구매 사양서 작성 

• STS 304 시편， 하중부과장치 및 LVDT 설계 및 제작 

(5) 크립캡슐 기술 개선 및 조사시험 

• 노내 시험용 캡슐(01S-OlK캡슐)의 설계 검증을 위한 노외시험 

• 크립캡슐 핵설계， 열계산 및 구조설계/SAR 

• 노내 시 험 용 캡 슐(01S-OlK) 노심 외 부 시 험 공 조사시 험 OP • 15) 

(6) 노심 장전용 크립캡슐(02S-08K) 설계/제작 

• 시 편 : STS316LN, cþ38mm x 75mmL 

• 최 대 발열 량 5.73W/g, 중성 자속 최 대 245xlO14n/cm2 . S 

(7) 노내시험용 크립캡슐 제어장치 개션 

• 크립캡슐 노외시험용 제어장치의 실험 분석 및 성능 개선 

• 진 공 제 어 50torr, 암 력 제 어 50kg/cm2 

(8) 특수캡슐 활용 조사 기술현황 분석 

(9) 다중시편 측정용 LVDT 장착기술 개선(위탁) 

나 노외시험 

(1) 노외시험용 하중부과 장치 섣계/제작 및 시험 

• 최 대하중 120kg(cþ2mm 시 편에 350MPa 응력 부과) 

(2) 노내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외성능시혐 

• 내방사션 응력 부과 장치 설험 

·벨로우즈 성능 평가 및 선정 

• 크립캡슐 mockτlp 저l 작/핵설계， 열계산 및 구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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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형 캡슐의 성능 고도화 (100% 달성) 

가. 조사분위기 및 온도 제어 기능 개선 

(1) 온도 및 환경 제어기숨 개선 및 확립 

• 산 학·연 이용자 관련 캡슐 설계/제작/시험 기술 개선 

• 다양한 조사조건에 따른 캡슐 온도/환경 제어기술 개선 

• 캡슐 온도해석기술 개선 

• 5, 6공 구조 캡슐 설계/제작 

• 다공구조 캡슐 gap / 중심공에 따른 온도자료 database 구축 

• 캡슐 하단부 구조건전성 해석 

• 온도 / 환경 개선용 제어사스템 추가 제작 / 하나로 설치 

(2) 캡슐절단시 보호관 누수방지 기술개발 

(3) 히터/열전대 건전성 분석 

(4) 노외 성능평가용 캡슐 설계/제작 

(5) 재료 재조사 기술현황 분석 

• 다공구조 계장캡슐을 이용한 재조사 및 신기술(조사온도 및 조사량 

정밀제어 기술 등) 개발 

(6) Sapphire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 개발(위탁) 

5. 조사시험/자료생산 

가. 산학연 이용자 조사시험 요구조건 검토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조 

사조건(조사량， 조사온도， 계장 또는 무계장캡슐 사용 등)을 파악하여 가능 

한 수용하도록 검토 

나.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 및 자료생산 

(1) 99M•Ol K , 99M-02H, OOM-OIU, OOM • 02K, 00M • 03K, OlM -05U, 

02M -02K, 02M -05U 캡슐 설계/제작/조사시험/자료생산 

(2) OOF•Ol U 외 다수의 무계장캡슐(핵연료 반도체， 자성재료 소형시편 조 

사) 설계/제작/조사시험/자료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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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0M-02K, 00M-03K 재 료 계 장캡 슐 설 계/제 작 

다.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 사업 지원 

(1) OOM-OlU, OlM-05U, 02M-05U 설 계/제 작/조사시 험/자료생 산 

(2) 핵연료 단결정 반도체 자성재료 등의 소형시편 조사를 위한 소형 무 

계장캡슐(OlF-07U 외 다수) 설계/제작/조사시험/자료생산 지원 

라. 캡슐이용 조사시험 지원 및 자료 생산 지원 

(1) 압력경계/노심/SMART/피복판 재료 등 캡슐 설계/제작/조사시험/자료 

생 산(OlM-05U， 02M-02K, 02M-05U 등 활용) 

(2) 신형 소결체 조사시험을 위한 무계장캡슐 설겨11제작 지원 

(3) 캡슐 핵적 특성 자료생산 

6. 캡슐 노외시험 시설 개발 

가 하나로 모의 노심 시운전 

(1) 하나로 운전 조건(차압 200kPa, 유량 12.7 및 19.6kg/ s) 검 증 

(2) 침니내부지지대， OR 지지대 및 캡슐 고정장치 등 제작/설치 

(3) Dummy 핵연료 장전 및 압력점검 

나. 1-채널유동시험장치 제작/설치 

(1) 아크릴 재질로 장탈착 및 가시적 유처1 유동 실험 가능 

(2) 유량조절의 자동화로 실험의 정확성 

다. 노외시험시설 활용 

(1) 핵연료/재료/크립캡슐의 진동 내구성 및 성능실험 

(2) 노심 장전 전 노외 성능시험 

• 노외시험용 제어장치 시운전 시험(크립 및 핵연료 제어장치) 

• 압력강하 및 내구성 시험(핵연료/크립 캡슐) 

• 시험시설(1-채널유동시험장치) 개량 

·노외시험시설 칩니 내부지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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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캡슐을 이용한 성능평가 및 분석 

(1) 재료캡슐 장전 및 성능 평가 

(2) 핵띤료캡슐 진동 빛 내구성 서허 ’ tJ 

(3) 크립캡슐 장전방법 점검 및 히터/하중부과 장치 등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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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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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체는 하나로에서 재료 및 핵연료 등을 조사시험하기 위한 캡슐 및 

관련 시설들을 개발하고 이흘 이용한 원자로 재료 및 핵연료 등의 조사시 

험을 수행하고， 국내 산학연 연구자틀의 캡슐이용 조사시험 지원 기반 구 

축이 주된 목표이다. 

1999년말 부터는 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원자력기반확충 사업의 일환으 

로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재료와 핵연료 조사시험분야의 

하나로전문연구회가 조직되어 하나로 이용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2003년 3월 19일에는 재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및 계장 캡슐의 설 

계 및 제작 기술을 대우정밀(주)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1.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무계장 및 계장 캡슐)은 국가 원자력중장기과 

제 및 대학의 기초연구를 위하여 활용된다 특히 캡슐내부에 설치되는 조 

사용 핵연료 어셈블리의 일부구조 변경만으로 향후 국내에서 다양한 핵연 

료 개발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2.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 및 기술개발 

생산된 P&ID 등의 상셰설계 문서룹 직접 이용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할 것이다. 이 제어시스템은 핵연료 조사시험 

시 핵연료의 온도를 제어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이중 피복 형태의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시험결과는 하나로내 설치될 핵연료 조사시험용 제어시 

스템의 운전에 적용될 것이다. 

3.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기술개발 

온도， 압력 및 변형측정용 겨1 장기술과 핵연료봉 용접공정은 시험 연료 

봉 제작과 다양한 핵연료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고연소도 핵연료 연구 등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사 핵연료의 재가공 및 

재계장 기술개발， hot cell과 하나로 득성에 적합한 기기의 취급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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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및 조사설비 조사설비 

4. 표준형 캡슐의 성능 고도화 

제어시스템 표
 

고도화된 향상 및 

조사시험에 

통하여 성능 

중장기적 

개선을 본체부 및 캡슐 

유용하게 활용될 향후 캡슐 이용자들의 준형 캡슐은 

것이다. 특히 6공 .9_ 조사시험 재질， u1 
;κ 다양한 시편 규격 구조의 캡슐은 

기여할 크게 조사시험에 효율적인 수 있어 캡슐의 동시에 만족시킬 르
 

E 도
 
예정이다. 

5 특수캡슐 기술 개발 

중 실시간 크립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지르코늄 합금， 조사환경 

부재의 컨천성 평가， 잔존 

비롯한 신형원자로와 SMART 등 

n 

-
필
 

조
 

구
 

원자로 스테인레스강， Cr-Ni 강과 같은 

기계적 

이용한 하중부과기술과 LVDT 

조사하는데 활 특성변화를 

예측에 활용되며， 차세대원자로를 

이
 녁
 

! 드
 
。피복관 료

 
연
 

해
「
 랩

 뼈
삐
 

궤
애
 ‘
니
 

그
되
 

려
「
 
크
 

자
 
1
l
f
υ
 

원
 
[-

되
ζ
 

의
l
 

요
。
 

까‘ T서 
T ←δ 

벨로우즈를 요소기술인 

및 중성자량 조절 캡슐 등의 다 

수 있다. 

를 이용한 변위측정기술은 피로， 균열측정 

양한 특수목적용 캡슐 개발에 활용될 

캡슐 노외 시험시설 6. 

실험장치인 조사설비설계 캡슐노외시험시설을 위해 개발 완료된 2개의 

캡 검증시험시설과 1-채널유동시험장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작되는 모든 

건 장.탈착시의 슐의 성능검증시험에 활용된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캡슐 

비롯하여 압력강하 등 열수력/열전달 시험， 내구성 및 진동시 시험을 A~l λ} 
L. U 

시설 수행된다 이 험과 제어계통의 성능검증을 통한 섣계 제원의 검증이 

노외 성능시험 

안전성 확보 

외에 하나로에서의 정지봉 및 제어봉 장치에 대 

진동시험에도 사용 

은 캡슐의 

한 운전의 핵연료의 연장시험과 /-T下1
T-d u1 

^ 

된다. 

7. 이용자 요구 조사시험/자료생산 

1, 2 단계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캡슐 및 래빗의 조사시험 기술과 설계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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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에 대한 database가 확보되었다.3 단계 연구에서도 캡슐 및 래빗을 이용하 

여 연구소의 원자력 재료 평가 및 개발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 산업체의 원전 기기 

및 소재 평가 및 개발 학계의 다양한 중성자 조사 연구를 위한 조사시험이 수행되 

어 관련 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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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조사시험 기술 국내-외 기술 비교 

분야 

재료 

조사용 

캡슐 

핵연료 

조사용 

캡슐 

국내 기술수준 국외 기술수준 

• 재료조사용 캡슐기술 확립 
조사시험 

및 I •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기술 

- 5단 독립제어 

- micro- heater 5set 
열전대 12set 
He 압력 조절 
조사온도 max. : 500

0

C 

확립 및 활용 

조사중 장입/인출용 

uniform 및 회 전(일본) 
재료시험 캡슐 : COLIBRI, 

CHOUCA, IRMA 등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 산 · 학 · 연 이 용자/분야/ 
기술 확대 육l OECD/NEAffRP 

껴 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 개발 

- 핵연료봉 6개 설치 가능 

•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개발 

• 조사특성측정 계장기본 
기술개발 

- U02 핵연료 미세가공 
• 핵연료 온도 측정 

• 핵연료 조사시험용 기술 확립 
및 활용 

조사중 삽입/인출용 

uniform 및 회전(프랑스， 
일본 등) 

- 핵연료조사용 boiling 
\, , water capsule(프랑스， 

일본 등) 

1// - OECD!NEA!HRP 1/ • 핵연료봉 내압 측정 
핵연료 변형 측정 

~~r l 노르웨 이 ) 국제 공동연구-

,.,. 1 수행 

‘~ I ~ 

-덕 I • 조사시험용 계장 기술 확립 
τ | 및 활용 

• 특수캡슐(크립시험) 요소기술 
개발 

온도， 압력， 변형 측정 등 

• 다양한 특수목적 캡슐 기술 
확립 및 활용 

토르각二.5!.. 7-1 
• 1 .,., 

벨로우즈 이용 기술 

• 노내 크립 시험기술 확립 
단일시편 

/ 1 발생가스 측정형 
발열량 측정형 

캡슐 
- 히터/진공에 의한 온도제어 

재조사시 • 개발 계획 수립 단계 
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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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측정형 
- 크립 측정형 

- gas sweep 측정 형 
- 포화온도형 

- 열매체 이동형 등 

• 재료/핵연료 재조사/재계장 
기술 개발 및 활용 



표 3.1 .1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 현황 및 계획 

조사재료 조사공 조사기간 비 고 

U3Si 핵연료 OR4 1997.12 - 1999. 6 무계장캡슐 

I U3Si 핵연료 OR4 1999. 7 - 2000. 3 무계장캡슐 

「 U3Si2 핵연료 OR4 l 1999. 6 - 2000. 7• 4 |• 무계장캡슐 

J DUPIC 핵연료 
(D떼 
I DUPIC 핵연료 i 200l. 6 - 2002. 2 무계장캡슐 

4봐 ; 뚫: ! 무靈원 
1 U-Mo 핵연료 1 OR5 200l. 6 • 200l. 8 무계장캡슐 

펴찌ι료 | OR6 200l. 7 - 200l.10 무계장캡슐 

HTS 2000 1견1-2002년 )도 소형 무계장캡슐 

신형핵연료 OR4 2002. 3-2007 예정 무계장캡슐 

U • Mo 핵연료 OR5 1 2003. 1-2004. 1 예정 | 무계장캡슐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OR5 
‘ 

2003. 10예정 무계장캡슐 
핵연료 

U-Zr 핵연료 OR6 2003. 1-2003. 8예첼무계장캡슐 

핵연료 OR5 | 계장캡슐 2003. 3--2003. 5 예정 설계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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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핵연료 밀폐형 계장캡슐의 압력강하 평가 

치수 (mm) 압력강하량 (kPa) 

G과동T호호콰 ~~~e~_I .ð Pinlet! L1 P!riction I L1 PC- C ll .ð PB-B lI L1 Ptotal I 외 갱 { 외 경- stopper I Ll Yinlet i 

. ~ I -_.. r쿄s rs=2.75 
=60, dis• =50, I 

r.s 2.5 
L-•-- ι-

표 3. 1.3 핵연료봉 전체 및 최고 온도부분의 온도해석 결과 

소결체 열발생 
계산 

소결체 소결체 
피복관 내띤 

선출력 밀도 
표로그램 

중심온도 표면온도 
최고 온도 

(kW/ m ) (W/ m3
) 

L며\N등YS 
(OC) (OC) 

29.677 1227 503 104 
( 전 체 평 균) I 563e6 이론해석 | 1234 502 108 

(전3체3.5최57대) jI 637，해 魔폐 1뼈 550 112 

429 548 117 

피복관 외면 
최고 온도 

63 

63 

67 

67 :=J 

표 3. l.4 핵연료봉에 대한 압력 및 열하중 하에서의 강도평가 

* 평균 선출력의 경우** 최대 선출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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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5 Natural frequencics in each part of the capsule stmcture 
under the fixed • fixed bound따γ condition obtained by the 
experiment and FElVI analysis 

표 3. 1.6 Natural frequencies of the capsule 
structure under tl1e fixed-hinge 
boun떠Iγ condition by llie expe~nt and 
FEM analysis 

표 . J.l .7 Maximum cigenvector in each point of the fuel 
capsule under the fixed-hinge boundary condition 
from the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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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8 Maximum displacement in each point of the fuel capsule 
under the fixed • hinge boundary condition for the nonnal 
operation condition 

표 3‘l.9 노외시험시설 내부 leak 유량 

표 3. l.1O OR에 계장핵연료캡슐이 장전된 경우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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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U.ll 진동 측정 실힘에 사용된 유량-차압 

표 ],1. 12 계장캡슐 및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 침니의 고유전동수 

「뚫까)싫뻗좋다꿇싫구조물 

I uJ i5J: - I 驚혈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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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l3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부품 및 주요제원 

부품명 i수량 l 재료 i 주요제원 
Rod Tip I 1 1 Zircaloy-4 길。1 105.30 mm -• ------

Rod Tip Fixture Guide Spri때 I 1 I Inconel X -750 i wire 직 경 2.3 mm 
Bottom End Plate 1 1 I STS 316L 외 경 56.0 mm 

Bottom End Plate Cover Stopper I 1 I STS 316L 
Bottom End Plate Cover 1 1 Al 6061 

Rod Tip Fixtur'e Ring 

Outer Tube 

Lower Suppoπ Tube f l 

09 I Lower Housing ./-;/ 1 STS 316L 
1o 1 Upp하 Housing 1STS 316L 
l1 ! Fue! Rod Cooling: Block Support Tube I 1 STπS 304 
l12 I Housing Suppojt Ro_d i 3 I STS 3여 
l3 ! Housing Nut Spri때 Washer I 3 STS 304 
14 Housing Support Rod Fixture Nut I 3 1 STS 316L 

15 Fuel Rod End Cap Bottom 3 Zircalo얘“〕“~.i ‘ ι .. vU'ν y 외 경 9.50 mm 

16 I Fuel Rod Top Connector I 3 Zircalov • 4 
’~ I ~，~， T T " , n I lnconel X-7디nl 17 ! Fue! Rod Ho이I떠d-dO\‘wn Spring l 3 l '“…"…‘Kιι‘ι~ιι-
~ .기~ ~~， •• ~~ • ~~，~ -~.， ,. ~l-"" '0 0아r δ1 ~ ，j얘! 

~ , ~， ~ , ~， I '"' I STS 304 or ' wire 직 경 O.90mm 18 ! Fue\ Rod Plenum SpTÌng I I 3 I T:_~-:_ l~:" ::;~" I { ~ I Inconel X -750 ! free length 55mm 
Fuel Pellet Spacer .... , 12 Ah03 

Fuel Pellet ~ | 15 i 

뱉-
m휩
웰w
 

05 
06 

07 

08 

봐
 

| 

%
」

| 

ι
 

| 

뺀
 뺀 
m 
m-m 

m) 

m「
m-m-m 

3
‘ 0-o 

o-6 

6-6-5-6-3 

멸
 
n-% 

잉
一
 
되
 얘
-
디
아
-
되

一n
-잃
 

외
-외
-외
 
내

-외
 
내
-
-
윈
외一길
-
길
 

/ l 경수로용 핵연료 
UO~ oellet 

ι F (17 x 17) 
| 길이 132.15 mm 

Zircaloy-4 .2.J 경 9.50 mm 
~1 경 8.357 mm 

| 이 189.0 mm 
Al 6061 、i 외 경 51.6 mm 

길이 21.0 mm 
외경 10.0 mm 

Fuel Rod Tube 3 

22 1 

?
세
냐
경
-
정
-
$
←
 

긴
 

웹 
굶7 

‘\::.' Fuel Rod Cooling Block 

Fuel Rod Top Connector Nut STS 3016L 

3 I lnconel 600 
3 -

Top Instrumented Line Guide Tube I 1 STS 316L I 길 이 315.48 mm 
^ 1 t:'rv:' 1 외경 51.6 mm, Upper Support Tube I 1 I Al 6061 

-"J,.J. '\.JVV -l 길이 306.48 mm 

1 I STS 316μ 외경 닮 o mm, 
>.J .L ~ oJ..lUι 길이 117.0 mm 

\ 1 ‘ ’ ! 외 경 57.1 mm, Top End Plate Cover I 1 Al 6061 
1““ { 길이 20.0 mm 

Top End Plate Cover Fixture Ring 1 STS 316L 

Thermocouole & Seal Tube 
SPND 

Top End Plate 

Top End Plate Connector 1 외경 42.7 mm, 
i 길 이 34.5 mm 
외경 42주굶퍼← 

j 길이 2637.8 mm 

STS 316L 

STS 304 Protec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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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3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부품 및 주요셰원 (계속) 

번호 l=l :a: T나 

「→00 재료 주요저l 윈 

표 3.1 .14 농축도 2.0w/o의 핵연료에 대한 선출력 

10.5 324.82 0.0393 10.5 493.74 0.0315 
11 .5 268.09 0.0412 11 .5 489.01 0.0329 

Rod-1 12.5 쩌 j OO찌 12.5 째48 I 0.03끼 
.12 1 0.0428 1 13.5 1 509.18 1 0.0307 

{ 딩 I 평 l l lO12균5 55 1 ( 1 | 4 4 4 49갱11608 2 9 6 2674qj 10 O O% C C33344 .88 1 0.0413 1 10.5 1 429.94 1 0.0337 
.44 I 0.0412 I 11.5 I 416.69 ! 0.0346 
.40 I 0.0425 I 12.5 I 410.27 I 0.034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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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 조사시험 핵연료의 선출력 (조사위치: OR5, 핵연료농축도: 2.0 w/ o) 

표 3.1.l6 He(100%) lbar 일 때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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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l.17 He( lOO%) 2bar 일 때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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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8 제어봉 위치별 각 소결체의 선출력 

rod-1 300 mm 350 mm 400 mm 450 mm 
Height(cm) Watt/cm fsd Watt / cm fsd Watt / cm fsd Watt/cm fsd 

-14.5 365.38 0.0229 370.27 0.0229 365.54 0.0238 34 1. 28 0.0233 
-13.5 335.35 0.0231 348.32 0.0231 358.18 0 .0233 343.51 0.0234 
-12.5 350.71 0.0233 353.70 0.0233 345.39 0.0229 333 ‘ 03 0.0233 
-11.5 334.33 0.0229 335.85 0.0228 343 .75 0.0226 326.44 0.0232 
-10.5 358.06 0.0231 362.33 0.0221 379.98 0.0227 350 .45 0 ‘ 0220 

평균 348.76 354 ‘ 10 358.57 338.94 

rod-2 Watt/cm fsd Watt / cm fsd Watt / cm fsd Wattlcm fsd 
-14.5 314.77 0.0247 320.97 0.0240 327 ‘ 68 0 ‘ 0243 312.48 0.0250 
13.5 304.30 0.0249 318.13 0.0251 319 ‘ 70 0.0244 301. 04 0 ‘ 0247 

-12.5 292.25 0.0248 316.51 0.0243 309 .48 0.0243 303.78 0.0244 
-11.5 297.90 0.0248 301. 85 0.0242 308 .42 0.0242 297.90 0 ‘ 0243 
-10.5 330.78 0.0240 337.52 0.0236 340 .42 0.0237 317.18 0.0234 

평균 308.00 319.00 321.14 306.48 

rod-3 Wat t/cm fs c\ Watt / cm fsc\ Watt / cm fsd Watt/cm fsd 
-14.5 327.21 0.0240 344.96 0.0233 343 .37 0.0238 322.91 0.0241 

13.5 327.85 0.0249 33 l. 17 0.0243 324 ‘ 98 0.0235 314.07 0.0248 
12.5 311.18 0.0248 314.76 0.0242 326.71 0.0245 320.74 0.0238 

• 11.5 319.03 0.0241 333 .49 0.0237 324.53 0.0241 314.36 0 ‘ 0234 
-10.5 326.13 0.0247 346.51 0.0233 342.36 0.0231 333 ‘ 80 0.0230 

평균 322.28 334.18 332.39 321. 17 
전체 평균 326.35 335.76 ~、 337.37 .. / 322.20 
전채 최대 365.38 370.27 379 ‘ 98 350.45 

rod-1 500 mm 550 mm 600 mm 

height(cm) Watt/ιm fsd Watt/cm fsd Watt/cm fsd 
-14.5 320.65 0.0241 332.67 0.0238 310.50 0 .0242 
-13.5 318.12 0.0236 314.36 0.0249 306.56 0.0242 
-12.5 323.82 0.0231 310 . 17 0.0239 306.83 0.0240 
-11 ‘ 5 338.15 0.0227 315.47 0.0234 31 1. 49 0.0229 
-10.5 361 ‘ 88 0.0230 332.15 0 ‘ 0230 341. 25 0.0236 

평균 332.52 320.96 315.33 

roc\-2 Watt/cm fsd Watt/cm fsd Watt / cm fsd 
-14.5 282.01 0.0245 295.37 0.0250 274 .07 0.0253 

13 ‘ 5 287.94 0.0257 276.05 0.0247 272.49 0.0257 
12.5 279.81 0 ‘ 0245 279.21 0.0252 267.85 0 .0257 

-11.5 293 ‘ 71 0.0249 289.03 0.0244 282.04 0.0256 
10.5 312.01 0.0241 312 ‘ 96 0.0237 298.24 0.0238 

평균 291. 10 290 .53 278.94 

rod-3 Watt/cm fscl Watt / cm fsd Watt/cm fsd 
-14 ‘ 5 334.37 0.0246 301. 92 0.0244 296.56 0.0258 
-13.5 307.69 0.0240 296.26 0.0244 282.20 0.0247 

12.5 307.27 0.0244 299 .63 0.0241 296.10 0.0245 
-11.5 310.52 0.0247 290.95 0.0242 284.91 0 ‘ 0244 
10.5 340.02 0 ‘ 0235 316.81 0.0240 314 ‘ 82 0.0240 

평균 319.97 30 1. 11 294.92 
전처1 평균 314.53 304.20 296 ‘ 39 
전채 최대 36 1. 88 332 .67 34 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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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오차(%) 
二(VENTURE의 평 균씨1CNP의 평 균 

1)*100 

12.12 
11.03 
9.89 

12.80 

비교 노심에 대한 MCNP와 VENTURE의 선출력 

평균 

오차 

n 
<

디
 

봉
 

봉 2 

핵연료 표 3.1.19 새 

365.90 
372.81 
370.72 
363.43 

384.27 
39 l.52 
389.33 
38l.67 

346‘ 10 
352.64 
350.67 
343.77 

367.33 
374‘ 26 
372.17 
364.84 

300 
350 
400 
450 

아래 

노심에 대한 선출력 (kW/m) 저
L
 

。

τ
 

포화 상태의 표 ~U.20 Xe 

제어봉 j 

(mm) 

꾀)다93.74 
350 I 507.56 
400 1506.45 
450 1 495.43 

핵떤료 위치: 

봉 1 

: 상대 오차 = abs(VENTURE의 평균/MCNP의 평균→1) 

최 며 선출력 = 평 란 * hot spot factor * (1 , ì\lCNP의 fsd) * (1十상대 오차) ** 

요약 결과 브서 
1..'- -1 안전성 표 3. 1.21 

표떤 최고 온도 1 중심 최고 온도 

105 '( 날쫓9 '( 

110 

136 

정상 운전 f 

RIA(제 어 봉 인출) I 

펌프축 고착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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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뀔으」 
÷←}뀔든뉘 
i--------- ---t 
←←~二←」

ms trumentatlOn and control the of reqUlrements Design 3.2.1 표 

「
• ••• 
| 핵연료표면온도 

최대 허용 방사능 

(Ci/h) 

설계치 
1 

"Õl-표즈 
。，

랴
。
 

-
줄
 

。

π
 

오〈 .. -'--

470 볼활성기체 

上폰소 
농도 

~ 

최대 허용 방사능 

(Ci/ mJ
)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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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Storage capacity of the dela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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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Design of the iodine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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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4 기기 cubic1e의 부품 목록 

6 EA 

- 334 -



표 3 .2.4 기기 cubicle의 부품 목록 (계속) 

| 변호 기기명 기술사양 맞 모델 

60 혔inl쩍. $ ES엎e옆짧ial:Stainless Steel 

Poppet Check 1. ~~'，:u~~~~v~나 : ~ l- ~… " 1 / A ’ 'T'.ι _ I 1 EA 
.L V}JνLL ν"ι \.-L. I 1/4’ Tube Fitting x 1/ 4 ’ Tube Fitting 
Valve 1* Model NO. : SS=4C-25 ’ i 

1* Body : Stainless Steel 
1* Maximum inlet pressure More Than 

ure 200 Bar.g 
ln~_ .. '~ι; ‘ 1* 1nlet pressure 150-10 Bar.g variable 

61 }Re밍lating • Ou떠짧협과 않&JiGt g짧r·gUl i 4 EA 
IValve μ Outle며ressure setpoint adjusta비e 
j ιRequired 
! 내 Inlet & outlet ports : 1/ 4" FNPT 

!* Body Stainless Steel 
IPressure 싹 lnlct pressure 4 Bar.g 

I C '1 1~ ~ _-.. 1 ~ .. :-_ _ 1 * Outlet pressure setpoint ’ 3 Bar.g ~-... I c T:' ^ 
62 I~e~비a디ng 1* Outlet ~~~;;:~~ ;~~~~;~~ a이ustable : | 6 EA 

IValve 뼈uired 
* 1nlet & outlet poπs/4" FNPT 

!Two(2) Way 1* Power Supply : DC 24V 
I 63-1 ISolenoid 꺼 Connection : 1/ 4" FNPT 

Ivalve 바 Electrical Fail Open 

Two(2) Way 1* Power SuppJy : DC 24V 
63-2 ISolenoid 샤 Connection :1/ 4’ FNPT ~/감 f 、 115 EA 

IValve 1* Electrical Fail Close 

IThree(3) Wayl* Power Supp]y : DC 24V →十-
64 iSolenoid 1* Connection :1/4" FNPT I 6 EA 

IValve* When energized, Flowpath to Auto 

I 65 I~ 재 Body Stainless Steel 
Pressure i* Connect ‘ on Size/ T ype : 1/4" MNPT L !Gauge 팩철핵픔젠푼~:.J ZC 냐펴최싫S잃s T깐h따떠wr뼈ar 

J바* Scale Hange : 0-10 Bar.g 

{ { # BOdy S앉없싫펴t띠떼떼a피따Jn빠1 
l 바 Connection Size/ T ype 1/4" MNPT 

| l # D때 Size Less Than 60 mm 
:* Switch Action Close on Falling 

,..,.. i~ressure I Pressure 66 I ~~ ~ ~:-'~:-'~ ~ 
ISwitch 1* Setpoint : 10 Bar.g 

* Setpoint Adjust Required 
* Dead Band Fixed 

1* Gauge Range 0-200 Bar.g 
「* Bodr Rating More than 200 Bar.g 

랴
。
 

수
!
 

4 EA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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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자료수집부 구성품 상세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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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RTP8437/ 84, 16-channel isolated DC input card 특 성 

접촉 감도 

모드 사양 

사 양 

압 력 옵-윈깅교젊깅]펴곱짧좌월-025) 
high-level I 12.0V typ., I 25.0V typ., I 63.0V typ., 
입력엄계전압 17.8V max. I 36.6V max. I 95.0V max. 

퍼교r-1듀륙「 丁교6파yp.，흡꾀V typ., I 63.0V typ., 
입력임계전압 I 5.8V min. 12.0V mÌn. t 16.5V m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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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정지수조에서의 피꽉관 표면온도 변화 

표 3.2.8 유동수조에서의 파복관 표띤온도 변화 

→~←→뉘 

표 3.2.9 He+Ne 기체 온도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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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02F -llK 핵 연료 계장캡슐에 

2구분 

표 3.3.3 핵연료 

캡슐 조립전 

펼-도곰 
∞ Q 306 

∞ Q 306 

∞ Q J 305 

계장캡슐(02F-llK)에 

(E : Emitter 

사용된 thermocouple 저항 측정값 

Natural Air Circulation 

< 55 oc 

사용된 SPND 사양 

C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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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핵연료 계장 캡슐(02F-llK)에 장착된 SPND 절연저항 측정값 

표 3.3.5 DC Amplifier 4695A 사 양 

니np쁘Connector←← →----뭘햄A김j피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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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WA~ 

C hannel/Outp ut Channel 1 Channel 2 Channel3 Channel 4 
구부 ~gi..Jrç~ 1I1 ~ut (n，6.) lOV _Oj.l!pj.lt{\i) 5V Output(V) lOV 。니tput(V) 5Y Qi.Jtp i..Jttvl LOY l)j.ltp 니t(V) 5Y QUIP_ull Y') lQV Out~ut(V) 5V _OjJIPυt(V) 

o 0, 000 0 , 000 0, 001 0 ,001 0, 003 0001 0, 001 0 , 001 
100 0, 500 0 ‘ 250 0, 500 O 、 250 0‘ 501 0 ,250 0 , 500 0, 250 
200 0, 998 0 , 499 0 ,999 0 .499 1, 000 0 ,500 0, 999 0, 500 
300 1, 496 0748 1, 496 0 ,748 1, 498 0 ‘ 749 1, 497 0 , 748 
400 1, 994 0 , 998 1,994 0 ,996 1, 996 0 , 998 1, 995 0 , 997 
500 2, 492 1, 247 2 , 492 1,245 2, 494 1‘ 246 2, 493 1, 247 
600 2, 990 1‘ 497 2 ,991 1.495 2, 992 1, 496 2, 991 1, 495 
700 3, 489 1, 745 3 .489 1,744 3 , 490 1, 745 3 , 489 1, 745 
800 3, 986 1, 995 3 ,987 1,992 3, 987 1, 994 3, 987 1, 994 
900 4, 484 2 , 244 4 ,484 2 ,241 4, 486 2 , 243 4, 485 2 , 243 

촉점값 1000 4, 982 2 , 492 4 ,983 2, 490 4, 983 2 ‘ 491 4, 983 2 , 491 
1100 5, 479 2 , 742 5, 480 2 , 739 5 , 480 2 , 740 5, 481 2, 740 
1200 5, 977 2 , 990 5 ,979 2 ,987 5, 978 2 , 989 5, 979 2 , 989 
1300 6, 476 3 ,240 6 ,476 3 ,236 6, 476 3 , 238 6, 476 3 , 238 
1400 6, 973 3 , 489 6 ,973 3 .485 6, 974 3 ‘ 486 6, 975 3‘ 487 
1500 7, 472 3 , 738 7 ,472 3 .734 7, 472 3 , 736 7, 473 3 , 735 
1600 7, 970 3 ‘ 987 7 , 969 3 ,983 7, 971 3 , 985 7 , 970 3 ‘ 985 
1700 8, 467 4 , 236 8 ,468 4,232 8, 469 4, 233 8, 468 4 , 234 
1800 8, 965 4, 486 8 , 966 4.481 8, 966 4, 482 8, 966 4, 483 
1900 9, 462 4 , 735 9 .464 4, 730 9, 463 4, 732 9‘ 464 4 , 732 
2000 10 ,001 5 , 003 10 , 000 4, 999 10, 000 5 ,000 10 , 001 5, 000 

R 1,00000 1, 00000 1, 00000 1, 00000 1, 00000 1‘ 00000 1,00000 1, 00000 
SD O 、 00832 000399 0, 00795 0 , 00427 0 ,00798 0, 00411 0 ,00804 0, 00401 

Linearity Norm alized SD 0 ,00832 0, 00798 0, 00795 0 , 00854 0 ,00798 0, 00822 0 ,00804 0‘ 00802 
N 21 21 21 21 21 21 21 21 (O -2000nA) 
P <0 ,0001 <0‘ 0001 <0 ,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양호바수서 10-4 5-1 10-1 5-4 10-2 5-3 10-3 5-2 
Norm alize후 앙호한 순서 7 2 8 2 6 5 4 

R 1, 00000 1, 00000 1, 00000 1, 00000 1,00000 1, 00000 1‘ 00000 1, 00000 
SD 7 , 34233E -04 5 .50765E-04 6 ,78067E-04 3, 85731E-04 6 , 82243E-04 5 ,64473E-04 6 , 10271E- 04 4 ,98452E -04 

Llnearity Norm alized SD 0, 000734233 0.001101530 0 ,000678067 0.000771462 0000682243 0, 001128946 0, 000610271 0 ‘ 000996904 
N 20 20 20 20 20 20 20 20 (0-1900nA) 
P <0 , 0001 <0 , 0001 <0 ,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망호하수서 10-4 5-3 10-2 5-1 10-3 5-4 10-1 5-2 
Norm 러 ize후 앙호한 순서 4 7 2 5 3 8 6 

þ::! 

ω
·
ω
·
a
 

”
며
Z
디
φ
 디
n
 녹
 다 ] [

]
: 

양
 
m 
<

· 

k a 
ψ
 띠 녹
 
씨
후
{
마
요
 
a
이
@
쇼
 



Jf ;3.:3.7 Welding parameters used for Zircaloy-4 element 

If ;3.3.ij Parameter conditions of the pin--hole weld 

expe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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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9 HRP로부터 입수된 핵연료 조사관련 도변 

4&1)338 

4&1)342 

22 I 485389 

찔연L」관원만면땐띤r얀쁘받뻗r ←→ | 
472888 ICore, type 5 

385312 P F End Plug | 
385319 IE.T. End Plug 

3853찌 ICore Holder for ET Rods 

384672 IP.F. Be빼s Ass뻐bly →←」
385311 !P.F. B 

385310 Ip.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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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하나로 조사시험용 캡슐 일람 및 이용자 요구조건 

Caps폐 

號
STS304. Inconell1522M~ ~T/:~~2 ， 195 .1 

KAEl{I TenSlle / Chaipy (87) 14[ davs 2lO • 285l' I Fabrication 

K재A.E빠HI I SP / T떠‘e히테없ns때sile / cl떠h;:벼13r께rpy 

Caps비e) I MBE / 떼1 (25]) 1 S샘8→3 290.:.10C~.8x101서 때ll98.5.21/9.2 

CT / Chanxv ! PCY!\, / 
KAERI I 1 20MW CT , 0.40il 

ABI! Tensile ! :VIBE / SP 1 SA딩 8:l ’ 1μY ,199.2 
\RPV/Cap.) 1___ 1 2~X)"! ]O"C4.5x lO" rνcm 

(258) 

98M ()gx j KAERI C I / Chal끼 , PCVN i S돼)8 3 j20MW CI、 2.2days I 99.1 .28 Fab 
j1”j) (!{!'V) : l'vIBE / SI' U29J 1 깐씨)”()~츠」」ι끼1()"I℃C 2간fik싸ìx씨x치씨](써띠()이/%〔 

「샤「t←A←E→H→띠→P←V 1 

99M • 01n(}11 HANJUNG ) 

，」
OOM 이 U 1|Ur뼈rSltJeS 

t-

OOM02ν KAEHl 
ixnjl mPY) 

OOM -03Kil KAEHI 
II(zr PT/RC1v!J 

OIM-05UI! KAEHl 
li Universlt1es 

02M 융뀐텐 
• 시편: 원자로 압력관， 핵연료 피복관， 기타(SiC ， Al 합금) 재질의 Tcnsile, 

TEM, EPMA, Charpy , OM , Growth, Hardness 등 4，000여 시 편 

• 조사온도 및 조사공: 270 ~ 360 'C , 24MW IR2/CT 

• 조사량1.3* 1019 
- 3.2* l020n/ c마 (E>1.0MeV) 고속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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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a 하나로 조사시험 중장기 이용 계획 (원자로재료 조사시험 분야 1) 

요구 조사 
료
 -

시
 -

상
 -

대
 
-

JjjjTl 

)Zr 피복관 
수화불 유

 
” 합

 

Zry or steel 

도
 
a 고

 
( 
]

1조사랑 j시펀 개수/치수 
)1X1%n/cm21차후협 의 
(E>1MeV) 
까지 희망 

시편 개수/치수 

차후협의 



표 3.4.2b 하나또 조사시힘 증정가 이용 계획 (원자모-재료 조사시힘 분야 2) 



분야 3) (원자보재료 조사시험 이용 계획 중장기 조사시험 하니-로 -표 3.4.2c 

--}A1 

| 



표 3.4.2d 하나로 조사시험 중장기 이용 계획 (핵연료 조사시험 분야 1) 



향후 

희망기술 

μ02， (U,Gd/ 
IEr or B)02 
Ithermal 
!property mea-
Isurement기 술 

ISiC. ZrC 
J핵연료 

L사용후핵연료 

1를 이용하여 

떼조된 건식 

요구 조사 

시험조건 

분야 2) 

조사시험 

혜상시기 

조사시험 이용 계획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과제명 

중장기 

캡슐구분(기꿇꿇[ 

하나로 조사시힘 표 3.4.2e 

「
분야 

2. 핵연료 조사시험 

.---'다 . 계장 j한양대 임용수 Ifission gas release 

캡 슐 Ithermal property 
I(conductivity. heat 
capacity. thermal 
!expansion) 측정 

대니최용 도포 핵연료 건전성평가 

속기차 꺼식재가공핵연료성능평 1 

기 술개 발 iSIMFUEL 및 멈키 I 20000 MWd/tHM 

J j |핵연료 조사 ?%년 1/4 
/ 1시험 4호| 부기 1 

2010년 전 후 Ihigh burn-up, 고온 

300DC. flu.>E(20) 05-Dec 
‘‘ 

·
w
k
‘
。-



표 3.4.2f 하나쿄 조사시힘 중장기 이 용 계펙 (뜩수목적 조사시험 분야 1) 



표 3.4.3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사업을 통한 조사시험 연구 과제 

원자로 구조재료 조사 소상 넨 T T ^ Tr' rr'\ I →계장캡슬 mpv materials ) 
L Ü ^ i KAIST 1 

회복 특성 조사손상 / 회복특성 연구 
• ••• ←→~←「←----→←→←→←카← j •• • •-••• ~• • -

사용후 핵연료 서 장 · 수송용기~ ~ 1 _11 →겨 장캡슐 수송용 7 재 SA240SS ，350LF3，508 4N) 
τ èI ....... l 충남대 。ν이 

충격특성 평가 。L1 -1\ 1 _ 충격해석 Database 

Zr-계 원lA 로 심 재 료 미서” 조 직 ..... 11 "7 그j ι '7 ..... 11 ’ .， ~ 、 그 그→ :’ 계장캡슐 zr계 산합금， Zr-Nb-Sn-Mo-Fe) 
내식성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 인하대 • U 1-'1 ~ ~a-. L '1느 ι ‘ ... '-' .... ~. L L ’ i 

υ←→ 1- 핵연료 피복판 굿산화 
영향 I .. ι JJ- --1 --, -,.:. -，어 

| 경친화성 RPV용 원}:~로 소재 • , -, ‘ λ • ,1 ~1 ‘ ..-- _n ..... 1....;..1 ---, ...... 1 ~Tπ，r\.，. ". 
o .!-\..L ’ 안 ，~' '~-:' " -: ~'l! ! → 계장캡술 페라이프계 저합금강까H9M개발) 

개발 극미세나노소재 미세조직 선문대 o t:l ~ , - l ' -,• t:1 W C ‘.1. ..1.. ，".l'~ 

금속|냄판-----
Al 합금， 엘루미나， Cu-Nb 나노복합 재료 

-계장캡슐 (Zircaloy-4 , Zr (’fube , Plate)) 

반도체 

Zr 합금재료의 줍성 자 조사손상 한양대 . - • ‘ 、--、 -
• , - ~ , 1- 냉간가공， 열처리 grain size, ppt， 전위말도 

!I ←→→十 칸 ←←←---←)→← →← 

• Cu, Zr-Mn 피 복관 후보합금 

처리， 초직 및 석출불 

린용기강재 (SA508 class3) 용접부 

접망법， 용접소모재 영향， 최적용접기술 

0 { ’ ‘’ ‘ 7;5 ^Jrjj )-Ti-doped sapphire 
-←←←←←→T←ττ「→τ二;←「←~ •••••••••• ----î 
-- π ( 기초과학j 

증성자 조사된 넓은 배드 폭-)t I -7 ; 강 ’」 -래빗 (\VBG반도체 (ZnO ， GaN 등) ) ‘ 1 지의연구 
갖는 반도제 내의 ;겸한얀 「 • ← 발광소자용 반도제 중성자 조사 효과 

1 중성자조사에 의해 생성된 스깅 l:rll / -래빗 (수수 Si 웨이퍼 점결함 연구) 
1 1i 111 U 순천향대 

리콘 결정니!익 점결함 연구 ! 。 기 ← 균일반도제 대량생산， 인농도 분포/균일도 
←←←」←→←← ←←「←←→←←→→)←→+) (一-+--- ←~←→--→←~←→」

I ~l A.-=I 비 정 칠 리 본껴l- 01 어 자 기 특 성 *- l=l r ll 
I Ät 성 | 연구 , Ü τ속대 I-Fe-Zr amorphous rib바)bon í F용e←-b빠〕 

도 처ι 흐 니 ~11 1-래 빗 (GaMnAs, GaMnN, 
의 특성변화 1 τE 애」-자성반도체 조사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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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6공 원형구조 캡슐 (중앙홀 반경 =7mm) 

Max temp.(OC) 

시편~열매체 

간섭여부 

열매체~외통 
간섭여부 

* 열매체 ~시편 gap=O.1mm 

0‘ 1ge-3 

319 

표 3.4.5 6공 사각형구조 캡슐 (중앙홀 반경 =7mm) 

二二醫첼 뚫灣=F靈 
0.1ge • 3 0.17e-31 0.15e짧쫓 

Max temp.(OC) 341.99 323.40 I 304.83 I 285.91 

시편~열매체 간섭 ! 간섭 1 간섭 간십테젠 ;j- λ ~( 커애 T tj 

「헐매체~외통 간;용 j 간섭 단편읍 간섭없음 간섭여부 

* 열매체~시편 gap=O.1mm 

표 3.4.6 Physical properties of Sapphire crystal 

Chemical Formula : TiJ 'Ab03 

Ti203 wt% I : 0.3 

Crystal structure ,/ : Hexagonal 

Refractive index : 1.76 

Lattice constant : a=4.748. c=1 

Density : 3.98g/cm3 

Mohs hardness :9 

Thermal conductivity : 0.11caIWC's 

Specific heat : 0.11 cal/g 

Melting Point : 2050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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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Neutron fluence at 24MW power at IP-15(lOdays)(nvt) 

표 3.5.2 Heating rate of neutron and gamma (W j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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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Neutron f1uence at 24MW for 28 days operation(nvt) at CT 

표 3.5.4 주요 구조재 및 시편에서의 딸열량(02S-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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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시편부 단면상 각 경계에서의 온도 
CHe 1 atm, No heater) 

표 3.5.6 시편부 단면상 각 경계에서의 열변형 

Spa땐랜꽉 "- ιS _~~쁘펀5걷 
Spacer 외 면 !I ‘ 50 I 0.0061117 

Spacer 내 변 2.60 0.0058951 

Connect 외 면 12.0o 0.027172 

Shield equipment 내 면 12.10 0.029490 

Shield equipment 외 면 25.9o 0.063121 

External tube 내 면 26.00 0.033866 

External tu be 외 면 28.00 0.03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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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9 

140.12 

136.38 

123.88 

103.49 

101.43 

84.60 

80.35 

시편 

중심으로부터 

반경 (mm) 

- 열변형 후 -

0.00 

1.0025 

1.2530 

2.5061 

2.6058 

12.0271 

12.1294 

25.9631 

26.0338 

28.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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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비교 

성형벨로우즈 기 

전연성 이 좋은 재료에 한함 

재료의 연신률에 의해 제한 

성형기와 금형의 크기에 따라 

제한됨 

크다 

스프링 하중 특성이 비교적 양 

호하지만 한제가 있음-

f극다 | 
각 1 

작다 

의해 완전 끓궤 
1산당 피치가 크므 



표 3.5.9 시편부 단면에서의 온도 분포(히터 3kW) 

표 3.6.1 실험장치 원형유동관에서의 유량과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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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하나로 원형 유똥관에서의 치}넬별 유량 분포[2J 

I ←-+--늬 12.736 

표 3.6.3 노외성능시헌 캡찰 엘란표 

i nnÌ\ í • ()'ìK : 

←→←→→」→←←→←→←→←←→←→←-←←→←+←←←→←←←←←~←~←→-←→←→←→4

1재료겨1 장캠슐 KAERI 
f ••••••••••••••• • ~•••••••+ 

j 지1 균 거1 찬캔 갖'r T Tnivr'r이ti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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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a 2단게 하나파 -죠사시 헥 섣 석 ( 1/4) 

l 

닝
니
잉
 

년도 
기관 

이용기관명 활용장치영 
실험 

시료분야 
시료 년도별 조사시 조사누계 

비고 조사일시 
구분 공명 -/T‘~ 종시료 간(시간) (시간) 

99M-01K , 
2000 디{학 경산대학교 재료계잠캡슐 IR2 二:l~ t / 12 12 408 408 99M -02H ‘ I그 -, 

OOM -01 U 
2000 대학 경희대학교 핵연료무계장캡슐 HTS 핵연료 13 0.3 408.3 OOF -01 U 00.11.2 
2000 대약 선문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그~ 70 83 264 672.3 OOM -01 U 00.11.8-11 ‘ 18 I그 -기 

2000 대학 인하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그~ 81 164 264 936.3 OOM -01 U 00. 11 . 8 --11 . 1 8 C그 -., 

2000 대학 충남대학교 재료계징캡슐 IR2 二1~ 26 190 264 1200.3 OOM -01 U 00.11 .8 --11 .1 8 [그 -., 

2000 대약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계장캡슐 IR2 二그~ 1‘ 140 330 264 1464.3 OOM -- 01 U 00.11 .8 -11 .1 8 도， -기 

2000 대학 한양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ζ는 105 435 264 1728.3 OOM-01 U 00 .11.8-11 ‘ 18 I그 -, 

2000 산업제 한국중꽁업 재료계장캡흩 IR2 / 二그~ 130 565 72 1800.3 99M - 02H 00.5.31 -6.3 C그 -, 
‘- ‘ 1‘’- _ .•. 

2000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 
二그~ 134 699 264 2064.3 OOM - 01 U 00.11 .8 -11 .1 8 도그 •-, 

2000 언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二그~ 130 829 72 2136.3 99M • 01K 00 .6.14-6 .17 r그 -., 

2000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무계장캡슐 CT U-Mo - rod 10 839 2153 2351.6 Assembly 
2000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헥연료무계장캡슐 IR2 U - Mo-rod 10 849 15.3 2366.9 AS_S_81n b Iy 

Assembly , 
2000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무계장캡슐 OR4 Dupic U02 15 864 648 3014.9 22MW/1770M '00.5. 1O ~7.10 ， 

WD/TU 

2001 CH 음 --1} 경산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도시메타 

12 12 264 264 OOM • 02K 01.5 .2-5 .6 
(Ti.Fe.Ni) 

2001 C~이 E - -1{ 경산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Sapplìire 4 16 72 336 OOM -02K 01.5.2-5.6 
2001 대학 경산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Ti. Fe. Ni 12 28 264 600 00M-03K 01 ‘ 8.30-9.10 
2001 대학 경산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Sapphire 4 32 264 864 OOM -- 03K 01.8.30-9.10 
2001 대락 경흐l 대 핵연료무계장캡슐 HTS 핵연료(U02 ) 33 0.3 864.3 01F-01U 01.3.15 
2001 대학 경흐l 대 핵연료무계장캡슐 HTS 핵연료 (U02 ) 34 0.3 864.6 01 F --02U 01.5.17 
2001 대학 경흐l 대 핵연료무계장캡슐 HTS 핵연료(UO z ) 35 0.3 864 ‘ 9 01 F -03U 01 ‘ 7.7 
2001 대학 경희대 핵연료무계장캡슐 HTS 핵연료 (U0 2 ) 36 0.3 865.2 01 F - 04U 01.10.6 



표 3.7.1h 2단계 하나로 조사사힘 섣적 (2/4) 

’ 
’
냉g。
 

년도 
기관 

이용기관명 활용장치명 
실험 

시료분야 
시료 년도별 조사시 조사누계 

비고 조사일시 
구분 공명 -ικ「 종시료 간(시간) (시간) 

2001 대학 순천향대 재료무계장캡슐 HTS 급속(반도체) 40 74 8.2 872.8 01M-01U 01.3.29 
2001 대학 순천향대 재료무계장캡슐 HTS 금속(반도체) 40 114 33 905 ‘ 8 01 M-02U 01.3.19-20 
2001 대학 순천향대 재료무계장캡슐 HTS Si 단결정 78 192 26 931.8 01 M-07U 01.10.25-26 
2001 대학 순천향대 재료무계장캡슐 HTS Si 단결정 78 270 6.5 938.3 01 M-08U 01.12.12 
2001 대학 순천향대 재료무계장캡슐 HTS Sapphire 12 282 54 992.3 01M-12U 01.10.26-28 
2001 대약 순천향대 재료무계장캡슐 IP3 Si 단결정 84 366 3.2 995.5 01M-14U 01.12.12 
2001 연구소 기조과학지원센타 재료무계장캡슐 HTS 금속(반도체) 3 369 996.5 01 M-03U 01.4.13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금속(앙력용기) 488 857 72 1068.5 00M-02K 01.5.2-5.5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금속 (STS304) 40 897 264 1332 ‘ 5 00M-03K '01.8.30-9.10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금속 (STS316) 30 927 264 1596.5 00M-03K '01.8.30-9.10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금속 (STS321 ) 20 947 264 1860.5 00M-03K '01.8.30-9.10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금속 (Cr--Mo 합금) 80 1027 264 2124.5 00M-03K '018.30-9.10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금속 (Zr← 

81 1108 264 2388.5 OOM -03K '01.8.30-9.10 
2.5%Nb) 

2001 어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무계장캡슐 OR4 U--Mo-rod 10 1118 383.0 2771.5 Assembly 01.6.26-8.27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여료무계장캡술 。R6 U-Zr alloy-rod 4 1122 1003 3774.5 Assemblv 01.7.3-9.30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무계장캡습 OR4 OUPIC U02 15 1137 2592 6366.5 Assembly , 01.6.2~'02.2.3. 

2001 연구소 판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무계장캡술 OR5 SPNO 3 1140 2592 8958.5 Assembly , 
'01.6.7--'02.1. 여l 

<C>i

2001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무계장캡슐 OR6 
Gd203- Ti02 4 1144 1003 9961.5 rod 01.7 ‘ 3-9.30 

Pellet 

2002 대학 경산대학교 재료계장캡슐 CT Ti. Fe. Ni 12 12 480 480 01 M -05U 
02.4.27-5.11 , 

5.20-5.26 

2002 대학 경산대학교 재료계장캡슐 CT Sapphire 12 24 480 960 01 M --05U 02 .4 .27-5.11 , 
5.20-5.26 

2002 대학 경산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도시메타 

O 24 o 960 01 M-06K 연기 
(Ti , Fe , Ni) 



(3/4) λ1 7-4 
2 -, 조사시험 2단계 하나로 표 3.7.1c 

년도 
기관 

이용기관명 활용장치명 
실험 

시료분야 
시료 년도별 조사시 조사누계 

비고 조사일시 
구분 공영 -〈「 종시료 간(시간) (시간) 

2002 대학 경산대학교 재료계장캡슐 IR2 Sapρhire O 12 0 480 01 M -06K 연기 

2002 대학 경희대 핵연료무계장캡슐 HTS 핵연료 (U02 ) 13 0.3 480.3 01F-01U 02.3.15 
2002 대학 경흐l 대 핵연료무계잠캡슐 HTS 핵연료 (U02 ) 14 0.3 480.6 02F -07U 02.3 .21 
2002 연구소 기초과학지원센타 재료무계장캡슐 HTS Sapphire 12 26 2 482.6 01M-10U 02.2.25. 
2002 연구소 기조과학지원센타 재료무계장캡슐 HTS Sapphire 12 38 5 487.6 01M-11U 02.2.25. 

2002 대학 선분대학교 재료계장캡슐 CT AI-alloy 84 122 480 967.6 01 M -05U 
02.4 .27-5 .11 , 

5.20-5.26 
2002 대학 순전향대 재료무계장캡슐 IP3 Si 단결절 78 200 13 980.6 01M-13U 02.2.27 
2002 대학 순천향대 재료무계장캡슐 IP3 Si 단결정 78 278 2 982.6 01M • 15U 02 .2.26. 
2002 대학 순천향대 재료무계장캡슐 HTS Si 단결정 78 356 2 984.6 01M-16U 02.3.28 

2002 대학 인하대학교 재료계장캡슐 CT Zr一 alloys 16 372 480 1464.6 01 M -05U 
02.4.27 --5.11 , 

5.20-5 .26 

2002 대학 충북대학교 재료계장캡슐 CT Zr-alloy 63 435 480 1944 ‘ 6 01 M -05U 
02.4.27-5.11 , 

5.20 - 5.26 

2002 대학 한양대학교 재료계장캡슐 CT 산화지큰코늄 32 467 480 2424.6 01 M -05U 
02.4.27 ‘ 一 5.11.

5.20-5.26 
2002 연구소 기조과학지원선|타 재료무계장캡슐 HTS Sapphire 12 479 0.3 2424.9 01 M-09U 01 ‘ 12.19-12.22 

2002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CT 
지큰코늄신합금헥 

87 566 72 24969 01 M-05U 
02 .4.27-5 .11 , 

연료피옥관개발 5.20-5.26 
2002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재료계장캡슐 IR2 금속(압력용기) 0 566 O 2496.9 01 M -06K 계획중 

2002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크립계장캡슐 IP15 STS316? 567 672 3168.9 01 S-01 K 02.10 .11 -11 .1 5. 
2002 대학 선문대학교 크립계장캡슐 ? STS31 7? 0 567 0 3168.9 01S-02K 계획중 

2002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무계장캡슐 OR4 핵연료 (U0 2 12개) 15 582 4488 7656.9 01 F --05K 02.7.5-03.1 .8 . 

2002 대학 충북대학교 재료무계장캡슐 HTS 
Fe - Zr based 

20 602 2 7658.9 01M-16U 02.3.28 
Amornholj~ 

2002 대학 경희대 핵연료무계장캡슐 HTS 핵연료 (U0 2 ) 603 0.3 7659 .2 02F-07U 02.3.21. 
2002 대학 경흐|대 핵연료무계장캡슐 HTS 핵연료 (U02 ) 604 0.3 7659.5 02F-09U 02.4.29 

l 

’
냉a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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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ld :.2던게 하나파 조사 사 쉰 산적 (.1/ /1 ) 

년도 
기관 

이용기관명 
구분 

2002 대학 경흐l 대 

2002 대학 경흐|대 

2002 대학 경희대 

2002 대학 경흐l 대 

2002 대학 경희대 

2002 대학 경흐|대 

2002 대학 경흐|대 

2002 대학 경희대 

2002 대학 경흐l 대 

2002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연구소 한국원지력연구소 

2002 대학 경흐|대 

2002 대학 정띄대 

2002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대학 한양대학교 

2002 대학 선문대학교 
2002 다H 등 )「{ KAIST 
2002 대학 한국기술교육대 

-•--,•----•----

활용장치명 
ι르으l E l;K그! 

시료분야 
핑멸 

헥연료무계장캡슐 ns 헥연료 (U02) 

헥연료무계장캡슐 • ITS 핵연료(Th ， U)O? 

헥연료무계 ns 헥연료 (Th ， U)02 

헥연료무겨j 
• ‘ I E3 헥연료 (U02l 

핵연료무겨l 1l l 1 C 、→3 팩연료 (Th ， ul02 

헥연료무계 j jS 팩연료 (Ttl ， U)02 

랙연료무겨| 팩댄료 (U0 2 ) 

핵연료무계 

헥연료무계 

장주Ij ~꺼 HTS 

장챔 :&i~， ι S 

장캡술 HíSI 

장캠띨 OH5 

jj E죄 팩연연료료(rlh ， l」)(〕 2 
(U02l 

핵연료무겨l DUPIC U02 
크림계장캡슐 i口징 미정 

(헥연료계장캡술 10 R5 
헥연료 

(UOε)pellet 

핵연료무계장챈달 H 
_J 

TS 
핵연료 (U02) • 

Sl lTl u!ated fuel 

핵연료무계장챔 i rs 헥펀료 (U0 2 ) 

si lTl ulated fuel 
재료계장캡술 1 저o 금속(압력용기) 

재료계장캡띨 1 짐 STS(노심재료) 

재료계장캡슬 미정 Zr 합금 
재료계장캡윌 미정 나노재료 

재료계장캡슐 Oì 점 금속(압력용기) 

재료계장캡슐 미정 금속〈암력용기) 

시료 년도별 조사시 조사누계 
비고 조사일시 

~κ「 종시료 간(시간) (시간) 

615 0.3 8139.2 02F--10U 02.5.23. 

616 0.5 8139.7 02F -.12U 02.5.23 

617 0.5 81402 02F-13U 02.9.6 

618 0.5 8140.7 02f= 一 14U 02.10.18 

619 0.5 8141.2 02F-15U 02.9.2 

620 0.5 8141.7 02F--16U 02.10.25 

621 0.3 8142 02F • nu 02.11.4 

622 0.5 8142 ‘ 5 02F-18U 02.11.8 

623 0.3 8142.8 02F-19U 02.11.15 

15 638 1680 9822.8 Assernbly , 02.6.14.-10.4. 
0 638 9822.8 02S-08K 미정 

O 638 ."..’ " 9822 ‘ 8 02F-11K 미정 

639 0.3 9823.1 02F -20U 02.12.16 

640 0.3 9823.4 02F-21U 02.12.27 

766 1406 9823 ‘ 4 02M --03K 미정 

170 1576 9823 .4 02M'-05U 미정 

64 1640 9823.4 02M-05U 미정 
39 1679 9823 .4 02M • 05U 미정 

243 1922 9823.4 02M-05U 미정 

10 1932 9823.4 02M • 05U 미정 



표 3.7.2 Specimcns loadcd in OlM -051.; capsulc 

* a11 dimension in mm 

- 363 -



표 3.7.3 Research institutes of 'The Project for the Prornotion of 
HANARO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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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3.11 DUPIC 그림 



(a) Central rod (b) Bottom guide and spring 

: L 범 :-U .2 설계변경전 중심지지봉 및 하부 가이드 

그힘 :11.3 설계변경후 중심지지봉 및 하부 가이드 

(a) 설계변경 전 

(b) 설계변경후 

그림 31 .4 조립된 핵연료봉 어 셉블리 (fuel assembly) 

그굉 3.1.5. Upper & tüp guide, lower end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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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6 상부 엔드픔레이트와 덮개 

그립 3.1 .7 하부 엔드플레이트와 덮개 

그림 3.1 .8 상부 가이드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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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의 무계장캡슐 òl '" 
,0-

-낼I훌 
l흩풀 - ’ .i4 :t • 

(b) 조림 된 모의 무계장캡슐 

그림 3. 1.9 모의 무계장캡술 부품 및 조립 사진 

그림 3.110 모의 무계장캡슐의 노외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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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핵연료용 무계장캡슐의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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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ι O I K-lil-OI FUEl TEST CAPSUlE I 딘f 

그림 3.1.12 연료 조사시험용 개방형 (open basket type) 계장캡슐 개념설계 

느輔뿔 

츠등츠프J 

l엄L느.2.:. 
、 E’ ,-, 

그림 3.Ll3 핵연료 조사시험용 밀폐형 (sealed basket type) 계장캡슐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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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굉 3.1 .24 핵연료봉의 온도잔포 

(평균 선출력二29.677kW/m) 

~ 1. 컴 3. 1.25 핵연료봉의 온도분포 

(최대 선출력 =33557kW/m) 

..,... .. ...",... 

”’ 1 π ‘ " .. ' 
~깅1 

- “ ,. - …、

----쩌-~ 

~.‘ . " ‘., ... 
""-, 1-';;::-:::: 

”‘ •. 
’” ‘ …" _. 끼 

• … "", .\. " 

‘’‘ ’03." "".....‘)L ~ …’” “‘.. ‘ .... 'i, ’‘ ~ 

그우J 3. 126 최고온도 부분 단연의 그힘 3.1 .27 최고온도 부분 단연의 

온도분포 온도분포 

(평 균 선출력 =29677kW/m) (최대 선출력 =33.557kW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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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램 3.1.28 피복관의 열응력분포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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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핵연료봉 하단 end 

cap부의 열웅력분포 Pe 

(평균 선출력 =29677k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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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핵연료봉 하단 end 

cap부의 열응력분포 Pe 

(최대 선출력 =33.557k W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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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3 :2 Design drawing of mockup instrumented capsule 

for fuel irradiab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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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램 3. 1:-13 Photograph of paπs and assembly 

of mockup instrumented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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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34 Design drawing of fixing jig 

그 임 3.1 .35 Photograph of fixed capsulε mockup for vib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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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Structure L, 

Middle Structtπe L, 

L3 
Lower Struçlure 

c' ••••-'--

, .11-ζ 
:/>j'-

+ 
Bmmdðry Condition at 8 

그램 3. 1.36 Schematic diagram of analγsis model 

';: x 

M 

그 힘 31.37 Finite element model of the fuel capsule structure for 
the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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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le lmpact Hammer 

Accelerometer 

ττ--------캔륜 

그 럼 3. 1.38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equipments 

어1 ‘→」

000 ，，~머서 

그팀 3.1.39 Frequency response function in the middle 
part of the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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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3.1.40 Mode shape of the capsuJe from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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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3. 1.41 First mode shape of the capsuJe structure 

by the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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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43 Third mode shape of the capsule structure 

by the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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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1.44 기존 하부구조 그림 3.1 45 설개개선 하부구조 

조사설비설계겁 
1 0 0 즈~ ,,1 휴l λ1M 

C T ()R 

유 략 

Le와〈 유 평: 
차앙 

二I 럼 3.1 .46 조사설비설계검증시험시설의 유동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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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각유동관에서의 유량 차압 측성 
- Dmnmy fuel 장전 
아크릴 노외시험장치 이용 

• 
2 노외시험시설의 leak 유량 차압 측정 

노외시험시설의 C1ηR공만 사용 

- OR공 plugging 
• 육 각 dummy fuel 장전 

• 
3 건체 유량 차압 측정 

- 노외시험시설의 CT/IH공과 OR공 1개 사용 

CT/lR 공에 dumnlY fuel 장선 
。H공에 핵연료계장캡슐 장선 

4. OR공에 서 의 유량→차압 산정 
- 10% by pass 유량 측정 
- CT/lR 공에서의 유량 산정(그림 3의 fitting식 。l 용) 
노외시험시설의 유량 산정(그림 4의 fitting식 이용) 

그림 31 .47 실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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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핵연료계장캡슐의 차암비교(OR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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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om 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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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한 장비의 구성 도 계장캡슐의 진동을 31.52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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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3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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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2위치 변위신호의 지기스펙트럼일도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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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56 Bottom guide rod ti p과 receptacJe의 접촉부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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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l.Eìl 펙 연료용 계장캡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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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캡슐의 횡방향 MCN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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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혀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부품 

(a) 용접 전 (b) 용접후 

그림 3.1.65 조사시험 용 핵연료봉 사진 

그링 31.Æì 최종조립된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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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슴온능역) 

1 He{l OOτ) Ne( 100‘ ) 
ι N2i 100',.) 

그림 3.2.25 혼합기처}에 따른 승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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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 

그 림 3.3. l. a) Cutting and grinding unit, bl Diamond drill for removal 
of fuel for the top end plug and removal of oxide layer[3J .4] 

(a) (b) 

그 림 3.3 .2. a) Freezing and drill unit, b) Freezing and drill unit, 
showing tbc diamond dri!l[3.3.4] 

(a) (b) 

~L 램 3.3.3. a) Welding unit and vacuum oven. The vacuum oven, 
mounted behind the welding cbamber, is indicated by means 
of an arrow in tbe photograpb, b) Interior of tbe welding 
chamber, showing the chuck, the rod supports and the TIG 
electrode[: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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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럼 3.3 .4 HRP의 최 근 개발 drilling 장비 

a) Drilling device b) lnstrumentation device 

::l 럼 3.3.5 일본 ]AERJ에서 개발한 재계장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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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제어 시스템 

여한 '\i\1'7\' S[Al íUBE 
Moter \Qt Jn(on l?1 ‘.00 

- .2!. 

그림 3.3.7 핵연료 중심 온도 측정올 위 한 C type thermocouple 도면 

- 찌灣ι {씌 끼 
그 림 3.3.8 Thermocouple CC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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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 rod 

Fue l s lack 

Press ure trorlsducer 

Bellows 

Threods 

tic 

Linea r voltoge differential 
transformer (LVDT) 

그림 3.3.9 L \lDT와 Pressure Transducer 개 념 도 

(a) LVDT 714와 BCA 781 의 결합 전 상태 

(b) LVDT와 BCA 결합 후 상대 

그 림 3.3.10 L VDT 714와 BCA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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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nics Unit 전 연 (b) Electronics Unit 뒷연 

그립 3.3 .11 L VDT Electronics Unit 

그림 3.3 .12 LVDT률 이용한 
압력측정 기술개발올 위한 고온 

노외시험 시스템 

LVDT8 이용한 헌연료용 내부잉력 욕징융 위한 
고g 노외시얻 개념도 

뿔 
Nol ebOo l< 

그림 3.3.13 LVDT를- 이용한 압력 측정 
고온 노외시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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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53 

52 

측 정 값 과 Linear Fit 

또폈:l 

5 10 15 20 25 

Pressure (kg/cm 2
) 

그 림 3.3.14 LVDT 714 & BCA 781 linearity 

o 

• Sensitivíty 
••- Linear Fit of Sensitivity 

까I 

“il . 

.[/
!}!!/ 

. ~/~ .. 
-?i/ y ~ 52 .97392 + 0.02267 ‘ X 

.....-/ -

50 100 150 

R ~ 0.98835 
SD ~ 0 .3 0075 
N ~ 32 
P < 0.0001 

200 

Temperature ('C) 

r 
250 

7 

300 

그렴 3.3.15 L VDT 714 & BCA 781의 온도변화에 따른 
sensJtlvlty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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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or voltoge differentiol 

tron5former (LVDT) 

Magnetic 

Threads 

F uel elongo\ion detector 
end plug 

Spring 

$upport for 
mogne\ic core 

Fuel 

그림 3.3 ‘ 16 LVDT와 Elonga tion Detector 

개념도 

(a) LVDT와 Core의 결합 전 상태 

(b) LVDT와 Core의 결합 후 상태 

그 림 3.3.17 LVDT 715와 BCA 783 

- 417 -



그립 3.3 .18 LVDT를 。] 용한 
변형측정 기술 개발을 위한 

노외 시 험 시스템 

LIJDT i: O l ll 앤 ’!인 닙 인 엉 ~잉 응 에@ 
고온 ，외 시 g 껴녕도 

r''!. '딛γε안ι • 

ι a .. lr. 히기 ç'.m!ν 
。 'mø01

11."…,.‘ 
W Ot 1<’ 
t!I' . 1iI Co<' 7eJ 

E찌 '. 0 

... Ad>þ ,", ' i 

뿔
 

。 이" ，，，，，，，，ι .. 이/ 

연”조i “odl， 

그림 3.3 .19 LVDT를 이용한 변형 
측정 고온 노외시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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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nearity(상 온 ) LVDT 175 & Core 783'<:씌 

E證략~ 

1.0 

0 .5 

y=o .58337X -2.23775 
R=O.99923 (Correlation Coefficien t) 
SD=0.03949 (Fitting의 Standard Deviation) 
N=ll {측 정 값수) 
P<OOOOl {R이 001될 확 률) 

0.0 

<

> 
-0.5 -; 

'" ζ 
。1

(jJ -1.0 
f-
。

>
..J 

-2.0 

-1.5 

1 

5 
T 
4 

7 
3 

Elongation (mm) 

2 
2.5 

o 

/ 
/ 

I l 

/ 
/ 

/ 
I 

! / ” // 
’ / 

1 i 

/ 
/ 

/ 
/ 
.l j … //· . 

]
} 

/ / 

linearity 3320 L VDT 715 & Core 783의 그림 

• Sensitivity 
,--• Linear Fitting 

l 
0.596 

0.594 

0.592 
( 

E 
등 0.590 
) 

를 0.588 
‘ CI) 

등 0.586 
α〕

Y=057967+5.33573E-5X 
R=O.9S303 
SD=8.35962E-4 
N=22 
P=<O.OOOl 

• 

0.584 

0 .582 

300 25C 200 15C 100 50 

Temperature (C) 

온도변화에 따른 3.321 L VDT 715 & Core 783의 

senSl tl 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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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SPND 개념도 

굉) rr• 흐건n짧걷rrTrt/ ι←~수← 
댐츠프파꽉τ 二함:二;'l그 

활촌될핑르휩혈띔J착 끓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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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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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3 SPND와 Holder 도변 

그립 3.3.24 SPND와 Holder (조 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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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5 SPND와 Holder (조립후) 

그 림 3.3.26 Fuel rod pop connector에 
그렴 3.3.27 핵연료 제어시스템에 
장착된 DC Amplifier 4695A 

핵연료봉과 SPND 설치 단면도 

0 l Display Pannel & 

o CHl t V(out) Recorder 

SPND-l 。 CH2
o-s Vdc 

SPND-2 。 CH3
0-10 mVdc 

SPND-3 o CH4 0- ) mAdc 

DC 4695 
Ampli f j er 

그림 3.3.28 SPND 신호 채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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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넨 

Orbital tube weJ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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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3.31 Sequence timing chart 

辦떤짧繼輔 
@훌 양형 g짧 짧용 짧싫 
ιIι ~ 와~ ‘~ ~ 

그림 3.3.32 Drawing of fuel irradiation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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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링 

표갚二E 
L•• • • 

L 
←、 ι , 

" 
• • _ L 

~- ~~ ;;;.공 

3333 Drawing of fuel element for irradiation test 

;ι 럼 :13 .34 Drawing of joint geometry for end plug welding 

~， 

(a) Welding control console (b ) Weld head 

그럼 3.3 35 Automatic Orbital TIG Weld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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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F 

그 냄 3.3.36 Welding chamber 

-1'-:‘ 

그 린 3.3 .37 Revised welding chamber 

(a) Sound weld (b) Unsound weld 

그 램 3.3.38 Cross section of the wel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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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 of fusion 

(al Lack of Fusion 

그 램 .3.3 . .39 X -ray inspection of the weld part 

(bl No Defect 

::1 럼 3.3.40 Microstnlcture of the weld part 

펀
 
셋
 
y權

/
/

짧
 

l'에 오띠J I NAJ냉것 

}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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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341 Configuration of the pin-hole wel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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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전의 φ 1rnm 핀흘) (용접전의 φ lnun 핀 삽입) 

그립 4.4.42 Shape of the pin-hole before welding 

(용정후 80A O.3sec. 60A O.lsecl (용접후 80A Osec .l 

그림 3.3 .43 Surface appearances of the pin-hole welded p하t 

. 톨 

a:(용접단연 80A 0.3sec. 60A O.lsec. He x 30) 

b(용접 단연 80A O.3sec. 60A O.lsec. He x 50) 

그렴 3.3.44 lvlacro-sections of pin-hole welded part with 80A, 0.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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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단변 80A 0.4sec. He x 30) 

그린 3.3.45 Macro-sections of pin-hole welded part with 30A, O.4sec 

(용접단연 80A 0.4sec. He χ 50)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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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7. HRP의 핵연료 압력 및 변형 측정용 부품 
calibration 장치 사진 

(a) outside (b) Inside 

그 램 3.3.48 Shielded cornpartrnent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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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s pHcing procedure 

Figure 1: Removal of cahle sheet (starting) 

F'igure 2&3: Squeezing sheet g:ently at 00 and 900 severa1 times 

Figure 4: Removal ofBhoet by twisting sheet gently [rom aide to side until it 
bre ll.ks 

rì.gure 5 α'l8.J.ung 5ure that there is [\ 0 contact betvteen the cable conductors and 
the sheet and that the cable conductors are c1ean. If not, αe sa.nd 
down ‘mtil its clea.n (with sandpape:r) 

Figu:re 6 to 9: Heating tb.e cable and adding Rils잉1 (ThCrIDop1a!'! tic ae띠 mg 
compound) 

Figure 10; Placing cable in .8 purpose-made rack, beI.lding cable conductors as shown 
i.n picture 

Figure 11: Applying the heat-shrinkable tubing to the cable 

Figurê 12: Placing the cable to be spù.ce.d in the so.me rack, removing insu1ation 
and bendiog the cable conduclors 

F‘gure 1.3' A1 igning the cable spIice snd adding soft-soldering paste 

Figul'c 14&15: So ft.-soldcring tho;, cot1ductors 

F‘gure 16 la 18: Checlcing the l>oldering, thnt we have a good counect.ion 

F;밍σ"9 

Figure20 

}O~igure 21 

Figure 22 

Covering spJìce wüh hεIlt-shrinkab!e t ubing 

Meltìng beat-shnnkable tubing at 나le eud c。、 ering the cable frorη th, 
ωJitrument. 

TunlÌng the rack ‘ ertic.a l IllId addlng Araldite (two-component epoxy) 

Meltìng down thl! other end of the hea. t-Elhrinkable tubing' then 24 hoUJ" 

hardening of Araldite 

rι 럼 3.3 .49. Cable 연결절7} 

그런 33.50. Cable 연결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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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4.16 하나로 계장캡슐외 Bottom Guidc 설계변경 
(a) 97M -OlK (b) 98M -02K (c) OOM -03K 

그림 3.4.17 하나로 계장캡슐(99M-OIK)의 조사후 히터/인출선 연결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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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20 진공헤더 제어장치 

그컵 3.4.21 캡슐 재어 장치 
운전화면 (개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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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캡슐 제어장치 
운전화면 (개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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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시펀부 단연에서의 열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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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摩뭔 
그림 3.6.1 1 채 널유동시험장치 계통도 

그림 3.63 유량게이지 

그림 3.6.2 1 채널유동시험장치 그림 3.6.4 Pressure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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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원형유동관에서 하나로 dummy 

fuel 의 유량과 차압 

그림 3.6.6 조사설비 

설계검증 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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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6.7 STS304 육각유동관 

그림 3.6.8 STS304 원형유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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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그럼 3.6.9 시험시설에 

설치된 청니내부지지대 

그림 3.6JO 침니내부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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