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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원자로 OPR-1000과 양립성이 있는 이 냉각 핵연료 12x12 배열  연료  기본설계를 

개발하 고, 출력증강 20% 조건에서 핵설계, 열수력 해석, 안 성 해석을 수행하 고, 해석결과 

모두 안 기 을 만족하 고, 동시에 소결체 온도는 40% 감소 . 

○ 이 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지지격자체, 상하단 고정체, 안내  등)의 기본설계를 완료하 고 

피복  두께 설계를 한 해석  실험을 수행. 

○ 환형 소결체 형상  치수에 한 제조 가능성과 타당성을 실험 으로 확인. 환형 소결체 내경

을 무연삭 소결방법으로만 치수공차를 맞추는 고난도 기술을 개발하여 치수공차를 ±5㎛까지 향상

○ 환형 소결체의 고 화  스웰링 거동을 평가하기 해서 연소시험을 수행. 환형 소결체는 도  

 직경이 다른 시편을 장 하 고, 이 냉각 연료 을 제조 ( 단마개 용 )하여, 10,000 

MWD/MTU 연소. 비 괴시험을 완료하고, 괴시험이 진행 임. 

○ 이 냉각 핵연료의 기술 안 “연료  내부 유로 막힘”  “내/외측 냉각수의 불안정한 열분

배”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개발   

○ PCI (Pellet Clad Interaction)에 내구성이 있는 소결체 재료 후보 11종을 개발. 후보 재료  

Mn-Al 첨가제 1000 ppm 이하 인 소결체는 크리  변형은 UO2 비 7~9배 향상되었음. 

○ HANA 피복 의 부식 항성을  Halden 연구로에서 4,5,6주기 연소시험을 통하여 검증함. 연소도 

61,000 MWD/MTU (2009년 12월)에서 Zircaloy-4 비 부식 항성이 40% 향상되었음.

○ 차세  피복  재료 후보 30 종을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이 냉각 핵연료, 환형 소결체, 내부 수로, 원자로 연소시험, 피복 ,  

성능평가 코드, 구조부품  

어
Dual-cooled fuel, Annular pellet, Inner coolant channel, In-reactor 

test, cladding tube, fuel performance code, fue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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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국가 력의 주력 에 지원인 경수로 핵연료의 안 성  경제성을 향상하여 국가 미

래 에 지원 확보에 기여하고 원  수출에 핵심 인 역할을 하는 핵연료 기술의 국제 

우 를 확보

□ 우리의 경수로 핵연료 기술은  최근에 외국기술에서 벗어나 고유기술을 개발하여 자

립한 수 임.   이제는 선진기술을 추격 는 모방하는 연구개발을 탈피하여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high risk & high impact 연구개발을 지향  

□ “이 냉각 핵연료”는 핵연료 온도를 크게 낮추고 한 고출력을 수용할 수 있어 안

성을 획기 으로 향상할 수 있고, 경제성 에서는 원 의 규모 출력증강을 가능

 하는 기술로서 선진국의 기술보다 매우 우수한 고부가가치 기술임

□ 국내 고유기술 개발에 의한 선진국 수 의 고연소도 핵연료 소재 (피복 , 소결

체) 기술을 완성하고, 고연소도 핵연료 사용을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감함으로써 원 산업의 지속발 에 기여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기술목표  

ㅇ 이 냉각 핵연료 기본설계  노심 타당성 평가 완료 

           (소결체 심온도 30% 이상 감소, 출력증강 20% 수용)

ㅇ 환형 소결체 시험 제조 (형상  치수)  노내 조사시험을 통한 안정성 평가 

ㅇ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기본설계 

ㅇ 고연소도용 (70MWD/kgU) 피복   소결체의 연구로 검증

ㅇ 고연소도용 소결체  피복  재료후보 개발 

2) 내용  범  

□ 가소성 재료 환형 소결체 개발 

  ㅇ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개발  

  ㅇ 환형 소결체 제조성 평가

□ 고연소도 피복  재료 개발

  ㅇ HANA 피복  Halden 원자로 검증시험 완료  성능 종합 평가

  ㅇ 지지격자용 HANA 재 최 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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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연소도 차세  피복 용 후보 소재 개발

□ 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 

  ㅇ 이 냉각 핵연료 성능평가코드 체계개발

  ㅇ 핵연료 성능검증 기술개발

□ 이 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ㅇ 이 냉각 핵연료 노심 특성분석  

  ㅇ 이 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 이 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ㅇ 이 냉각 핵연료 기술 안 도출  구조 개념 개발

  ㅇ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개발

  ㅇ 이 냉각 연료  기본설계 

Ⅳ. 연구개발결과

○ 가소성 환형 소결체 개발

과제의 1단계 목표는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재료 후보 개발과 환형 소결체 

제조성 평가이다.  가소성 소결체 재료후보 개발부분은 PCI 비 소결체 특성에 부

합하는 다양한 소결체 재료 후보  첨가제 종류를 설계 하 으며, 설계한 재료 후

보의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성능을 평가하여 특성이 우수한 11종의 재료후보를 선정

하 다. 후보재료 소결체 시제품을 제작하고 노외특성을 종합 평가하여 성능의 우

수성을 검증하 다. 개발한 소결체 재료후보는 크리  특성, 결정립 크기, 첨가제의 

양, 상용공정과의 양립성 등 핵연료 소결체의 우수성을 단하는 주요항목에서 선

진사 개발 소결체 비 최고수 이다. 개발한 후보재료들은 1단계 정량  성과 목

표인 UO2 비 크리  특성 30%이상 향상을 충분히 만족하 다.  환형 소결체 제

조성 평가 부분은 삽입 정수압성형, 경사형 몰드성형 등 환형 소결체의 치수를 

정 하게 제어할 수 있는 독창 인 공정을 고안 하 으며, 세라믹  삽입개념을 

도입한 무연삭 환형 소결체 제조기술 개량을 통하여 무연삭 내경 정 도 ±5㎛ 이하

로 개선하 다. 이 기술은 Westinghouse 수 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치수공차를 

제어 하는 우수한 기술이다. 개발한 무연삭 환형 소결체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기  

설계에 합한 조사시험용 환형 소결체를 5종을 성공 으로 제조하여 하나로에서 

연소시험을 수행하 다).  1 단계의 정량  성과 목표인 원통형 소결체 시방기  

(±12㎛) 보다 정 하게 치수 제어 기술을 확보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고, 개발 

기술은 세계선도 핵심기술이므로 연구 성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고연소도 피복  재료 개발

본 과제의 1단계 목표는 HANA 피복  연구로 검증 시험 완료 와 차세  



- iii -

HANA 피복  재료 개발이다. HANA 피복  노내성능 검증시험을 하여 노르

웨이 Halden 연구로를 이용하여  6주기 연소시험을 성공 으로 완료하 다. 그 

결과 HANA 피복 의 Zircaloy-4 비 40%이상 우수한 부식 항성 등의 우수한 

시험결과를 얻었으며 Halden 연구로 연소시험 결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상용로 

시범연료  시험이 착수되어 상용화를 한 최종 검증단계에 진입하 다. 상용화

에 요구되는 열   안 성 자료 DB 구축을 완료하 고 HANA 피복 은 안

규제 기 보다 넓은 범 에 걸쳐 건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피

복 용으로 개발된 HANA 소재를 지지격자로 용하기 한 재 제조공정을 수

립하 다. 

차세  피복  재료 개발을 한 특허맵을 작성하고 특허분석 산 로그램

을 구축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Zr 합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차세  피복

 후보합 을 도출하 다. 4차에 걸쳐 총 250여종의 차세  HANA 모델합 을 

설계/제조하여 차세  HANA 비 후보합  선정에 활용하 다. 선정된 비 후

보합 은 해외 선진 피복  비 부식 항성은 50%이상 우수하고 고온 산화 항

성은 20%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냉각 핵연료피복  제조기술 개발

을 한 기반연구가 수행되었고 내/외측 피복  제조공정 수립을 한 제조공정 

모사시편을 제조하여 부식  기계  특성을 평가하고 제조단계의 가공량 조 을 

통하여 이 냉각 피복 의 성능을 제어할 수 제조요건을 도출하 다.

○ 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

이 냉각 핵연료의 연소특성을 평가하기 한 성능평가체계를 수립하 다. 이

냉각 핵연료의 온도, 열분리를 계산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고, 핵연료 소결

체의 응력  변형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제시하 다. 사고시 핵연료 거동 

평가를 한 모델을 개발하기 해 참조코드를 선정하여 코드 구조  성능모델의 

특성을 분석하 으며, 독자코드 개발에 필수 인 자료를 생산하 다. 

국산 고연소도 소결체  하나로에서 조사된 큰 결정립 소결체의 사고시 거동평

가를 한 고온가열시험을 수행하 으며, 기존 가열시험장비을 사용하여 고온에

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노심부를 제작하여 신 가열시험장비를 구축하 다. 한 고

연소도 피복 의 크리   취성 거동 평가를 한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특성시험

을 수행하 다. 랑스 CABRI  노르웨이 Halden Reactor Project와의 국제공동연

구를 통해 반응도사고  냉각재 상실사고시험 결과를 입수  분석 평가하 다. 

큰 결정립소결체에 한 연소도 70 MWD/kgU을 목표로 2차 조사시험이 진행

에 있으며,  Fuel Test Loop에서의 핵연료 거동분석을 한 시험연료 의 제작을 

완료하여 정상상태 조사시험이 수행 이다.

이 냉각 환형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을 한 시험연료   시험리그를 설계

/제작하 고, 노외성능시험  안 성분석을 수행하 다. 하나로에서 약 10 

MWD/kgU 연소하 으며, 재 조사후시험이 진행 에 있다. 감마스캐닝 결과 환

형소결체의 연소  안정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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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이 냉각 환형 핵연료는 고출력 도가 가능한 경수로용 차세  핵연료의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OPR-1000 원자로와 구조 으로 완 히 양립되

는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 12x12를 고안하고, 이 핵연료가 장 되었을 경우 원자로 

출력은 20% 증가시키면서 핵연료 온도는 30%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해 120% 출력노심에 해 노물리, 노심 열수력  안 해

석을 수행하 는데, 그 결과 각 분야별 주요 안 인자들이 핵연료 설계기 을 만족

하는지 확인하 다. 특히 열수력  안 해석 결과의 경우는 기존 원통형 핵연료 

100% 출력노심 보다 더 안 여유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 핵연료

와 달리 이 냉각 핵연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열수력 련 핵심 기술 안에 해 

해결방안 제시  그에 한 결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상기의 업무를 수행하

기 해 필요한 분야별 설계코드들도 이 냉각 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

었다.

○ 이 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본 과제의 주된 목표는 원 의 규모 출력증강을 가능  하는 이 냉각 핵연료 

개념을 실제 원자로에 장 할 수 있도록 핵연료 구조부품을 기본설계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이 냉각 핵연료의 가장 큰 특징인 이  피복 의 연료  구성부품에 

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해, 지지구조체, 안내   계측 , 그리고 

상하단고정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기능요건  설계기 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 안을 도출하 다. 도출된 기술 안을 해석 , 실험 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 구조부품의 기본설계를 수행하 으며, 상으로 한 한국표 원 (OPR-1000)과의 

구조  양립성을 확인하 다. 이 냉각 연료 에 해서는 타 분야에서 기본 제원 

 배열을 도출한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부품에 한 개념을 정립하고 일반 인 기

계설계 방법과 유한요소 해석을 용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 다. 한, 조사시험을 

한 연료  시편을 제작하 으며 이 냉각 연료  용 방법  용 용 기를 설

계, 개발하는 성과를 추가로 달성하 다. 연료 을 포함하여 기본설계 완료된 구조

부품들의 제원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도면을 생산한 후 부분집합체 모형을 제작함으

로써 이 냉각 핵연료를 실제 구 할 수 있음을 보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고연소도용 핵연료 기술은 국내 산업체에서 기존 핵연료의 피복   소결체 개

량에 활용

  ㅇ HANA 피복 은 연구로 검증시험이 완료되는 ‘11년에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재  

KNF  한수원과 함께 ‘07년 11월부터 상용로에서 시험 연료  성능시험을 수행 

임. HANA 피복 은 ’16년에 상용공 이 시작될 것으로 상.  HANA 피복 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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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소재의 수입 체에 활용하고, 한 핵연료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제 기술소유권 

 세계최고 수 의 성능을 갖춤.   

  ㅇ고연소도에서 핵분열기체 방출을 감할 수 있는 “큰 결정립 UO2 소결체”는 ‘09년 6

월에 KNF 양산공정에서 PQT를 성공하 으므로 상용화를 한 기술 인 비가 완

료됨. 큰 결정립 소결체는 UO2 소결체의 미세구조를 개량하여 결정립 크기를 기존 8

㎛에서 세계수  (~12 ㎛)으로 향상한 기술임. Scrap을 재활용하는 독창 인 기술로

서 세계 최고 수 의 기술임.   

 

□ PCI 비 소결체는 부하추종운 에 합한 핵연료에 활용 

  ㅇPCI 비 소결체는 고연소도에서 PCI 손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먼  기존 

핵연료에 활용하여 손율을 감하고,  앞으로 부하추종운 이 도입되면 출력변화

에서도 안 한 핵연료 소결체로서 활용범 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망. 

□ 핵연료  연소성능  안 성 평가코드는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KINS) 인

허가 코드시스템에 활용

□ 이 냉각 핵연료는 기존 핵연료 비 탁월한 안 성을 바탕으로 OPR-1000 는  

신 경수로( 용량, 소용량)  출력증강에 활용  

  ㅇ이 냉각 핵연료는 기존 OPR-1000 노심에 우선 으로 활용하여 출력증강 는 운  

출력의 여유도 확보에 기여. 개발 착수부터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년으로 

상되므로 활용시기는 약 ‘22년으로 추정

  ㅇ이 냉각 핵연료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 성이 탁월하므로 재 개발하고 있는 신형 

경수로 (소용량, 용량)에 활용하면 원자로 기술의 고유성, 경제성, 안 성 확보에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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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High Performance Fuel Technology Develop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tribute to securing future energy 

resources by enhancing safety and economy of PWR fuel that is a major 

source for supplying electricity in Korea. This project would also allow u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fuel technology of Korea which would play 

a key role for exporting nuclear reactors to other countries.

□ By developing its own technology for PWR fuel without being reliant on 

other countries, Korea has reached a self-reliant state in PWR fuel 

development.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even though there could be 

high risk, this project would aim at developing a world leading fuel 

technology that can have a great beneficial effect on fuel safety and economy.

□ The "dual-cooled fuel", which reduces fuel temperature greatly and hence 

increases safety margin significantly, can accommodate very high power that 

makes a large scale power uprating possible. Therefore, the dual-cooled fuel, 

once developed and introduced into commercial nuclear reactors, will be an 

excellent technology that provides a very high economic benefit.

□ This project would develop fuel materials for pellet and cladding that will be 

used for high burnup fuel, thereby reducing spent fuel produced per unit 

energy production and contributing to sustainable growth of nuclear industry.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Technical Target   

ㅇBasic design of dual-cooled fuel and its feasibility evaluation on the reactor 

core 

     (20% power uprate and decrease in pellet center temperature by more than 30%)

ㅇTrial fabrication of annular pellets (shape & size) and pellet stability test through 

irradiation  

ㅇBasic design of dual-cooled fuel components  

ㅇProving tests of high burnup cladding and pellet  

ㅇDevelopment of candidate materials of pellet and cladding for ultra high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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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cope and Contents    

□ Development of high plasticity and annular pellet  

  ㅇCandidate materials development for PCI-endurance pellets   

  ㅇFabricability assessment of annular pellets 

□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cladding materials 

  ㅇProving irradiation-test of "HANA" cladding in the Halden reactor and the 

whole evaluation of cladding performances 

  ㅇStudies on "HANA" strip optimization for the spacer grid 

  ㅇCandidate materials development for ultra high burnup cladding 

□ Irradiated Fuel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Development

  ㅇDevelopment of performance analysis code system for the dual-cooled fuel 

  ㅇDevelopment of fuel performance-proving technology 

□ Feasibility Studies on Dual-Cooled Annular Fuel Core

  ㅇAnalysis on the property of a reactor core with dual-cooled fuel   

  ㅇFeasibility evaluation on the dual-cooled fuel core  

□ Development of Design Technology for Dual-Cooled Fuel Structure

  ㅇDefinition of technical issues and invention of concept for dual-cooled  fuel 

structure 

  ㅇBasic design and development of main structure components for dual-cooled 

fuel 

  ㅇBasic design of a dual-cooled fuel rod 

IV. Results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High Plasticity and Annular Fuel Pellet

We have focused on two objectives during the phase I One is the 

development of the candidate high plasticity materials reducing the pellet 

cladding interaction (PCI) and the other is to investigate the feasibile fabrication 

method for the annular pellet.

First, we have considered various additives and designed the several 

manufacturing processes in order to develope the high plasticity materials with 

the improved creep property by over 30% higher than that of UO2 pellet. The 

prototype pellets were fabricated and the out of pile tests were conducted. 

Considering the comparison test results, we select 11 candidates of the high 

plasticity materials. The candidates are superior to those of the foreign 

competitor in quality such as creep properties, grain size, additive content, and 

the feasibility with the commercial process.

Secondly, we designed new creative fabrication processes such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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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serted cold isostatic pressing, inclined mold pressing and a ceramic 

rod-inserted sintering so that the inner diametric tolerance could be improved up 

to less than ± 5㎛ without the inner surface grinding. This technology which can 

control the diametric tolerance much precisely outperforms that of Westinghouse. 

The five kinds of annular pellets for HANARO irradiation test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by using a designed technology. Irradiation test was finished and the 

PIE test is ongoing.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project which is to control 

annular pellet shape and tolerances comparable to those of commercial 

cylindrical pellets (less than ±12㎛) appears to be satisfied with the developed 

fabrication process.

○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Cladding Materials

The main objectives during the phase I are to verify the in-pile performance  

of HANA claddings and to develop the next generation cladding materials. The 

6th irradiation test have been completed successfully in Halden research reactor, 

Norway. As a result, HANA claddings showed high performance, such as 

corrosion resistivity increased by 40% compared to Zircaloy-4. The high 

performance of HANA claddings in Halden test make it possible to start the 

lead test rod program as the first step of the commercialization of HANA 

claddings. DB has been established for thermal and LOCA-related properties 

which are required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HANA claddings. It was 

confirmed from the thermal shock test that the integrity of HANA claddings 

was maintained in more expanded region than the criteria regulated by NRC.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trip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apply HANA 

alloys, which were originally developed for the claddings, to the spacer grids.

Patent map and computer program for analysing patents were made to 

analyse the patent technologies related to Zr alloys and to use in the alloy 

design for the next-generation claddings. 250 kinds of model alloys for the 

next-generation claddings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over 4 times and  

used to select the preliminary candidate alloys for the next-generation claddings. 

The selected candidate alloys showed 50% better corrosion resistance and 20% 

improved high temperature oxidation resistance compared to the foreign 

advanced claddings. The basic research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he dual-cooled fuel claddings and we established 

the manufacturing condition controlling the performance of the dual-cooled 

claddings by changing the reduction rate in the cold working steps.

○ Irradiated Fuel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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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investigate the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 dual-cooled annular fuel.  A new program which has a 

function of  calculating fuel temperature and heat split of dual-cooled annular 

fuel is developed, and modules for calculating the distribution of thermal stress 

and deformation  are presented. The reference code for transient performance 

has been analyzed in the aspects of the structure and model characteristics.

The annealing 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behaviors of the high 

burnup  pellet and the large-grain pellet under transient conditions. A new 

post-irradiation  annealing apparatus, which make a ultra-high temperature test 

possible, was established by substituting a new heating module an old heating 

one. Creeting membrittlement behaviors were also tested using newly established 

equipments in a hot cell. RIA(Reactivity Initiated Accident)ing mLOCA(Loss of 

Coolant Accident)itest results were acquired and analyzed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search with  CABRI project in France and  Halden reactor project 

in Norway.

The second irradiation test is being performed with a burn-up target of 70 

MWd/kgU for large-grain fuel pellets. Test fuel rods were fabricated for Fuel 

Test Loop and a steady state irradiation test is under way. 

The test rig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for the irradiation of dual-cooled 

fuel rod, and then out-of reactor tests and safety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licensing of irradiation test. The dual-cooled fuel rods were irradiated to 

about 10 MWd/kgU in Hanaro reactor, and th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is 

going on. The profile of gamma scan shows that the annular pellet is stable in 

position during irradiation. 

○ Feasibility Study on Dual-Cooled Annular Fuel C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a feasibility of 20% core 

power-uprate with the fully compatible annular fuels applicable to the operating 

OPR-1000s while maintaining the maximum fuel temperature lower than 30% 

relative to the conventional solid fuels.

For the core of current OPR-1000, a 12x12 annular fuel array configuration 

was proposed through the evaluation of several candidates. And then fuel rod 

dimensions were optimized as 15.9 mm for outer diameter and 8.5 mm for inner 

diameter. A feasibility assessment of 120% core power along with the annular 

fuels was conducted including nuclear physics, core thermal-hydraulics and 

safety analyses for the typical accidents. For these work a set of design code 

package for annular fuel analyses were also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esiults, 

the annular fuel showed a potential of 20% power uprate with similar to or 



- x -

better than the conventional solid fuel in safety margin. In addition, some 

teconical issues like heat split imball analyseinner channel blockage were 

investigated lyseesiolved by melys of annular pellet design and anti-inner 

channel blockage lower end cap,eesiphedively. However, the irradiation test kage 

wnnular fuel has to bnalcquiesd to substantiate our assumption particularly on 

the gap conductl anavariation. On the other hand, an impact of 20% 

power-uprate on NSSS and BOP was also investigated, and accordingly some 

components and parts need to be changed were identified. An economical 

benefit from the power-uprate was briefly estimated. It turned out that a huge 

amount of profit would be yielded even through considering the expense of 

large  replacements in the equipments and parts, additional fuel cycle cost and 

extended overhaul period.

○ Development of Design Technology for Dual-Cooled Fuel Structure

Primary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complete a basic design of the power 

uprating dual-cooled fuel's structural components for an actual use in the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It also includes a basic design of the components 

of a dual-cooled fuel rod. To this end, concepts and technical issues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such as a supporting structure, guide thimbles and 

instrumentation tube and the top and bottom end pieces were deriv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sign criteria of them. Basic 

design was carried out to resolve the issues by using analytical methods as well 

as experiments, and observed finally is that a structural compatibility of the 

designed dual-cooled fuel to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OPR-1000). As for the dual-cooled fuel rod's components such as a plenum 

spring, a spacer and end plugs, a concept of them was established by using the 

basic dimension and array produced by other sub-projects. In turn, the basic 

design was completed by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nd conventional 

mechanical design formulae. Additionally, a welding method and equipment for 

a dual-cooled fuel rod specimen was also successfully developed to prepare for 

the irradiation tests at the HANARO. It was shown that a dual-cooed fuel for 

the OPR-1000 can be designed after manufacturing the partial assembly with the 

designed components and their drawings. 

V. Proposal for Application

□ The high burnup fuel technology is going to be industrially utilized for the 

improvement in the cladding material and UO2 pellet. 

  ㅇ The irradiation test of HANA cladding is going to be completed in the Ha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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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by  2011, and the proving test in the power reactor in under way. The 

HANA cladding can be industrially supplied in 2016, replacing the imported 

materials and  providing a credit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ㅇThe "large grain UO2 pellet" which is capable of reducing fission gas release  

is ready to be utilized since its procedure qualification test was completed in 

the mass production line of KNF in 2009. This technique make the grain 

size large up to ~12 ㎛, having an advantage of recycling scrap. 

□ The PCI-endurance pellet is suitable for the load follow operation.   

  ㅇThe PCI-endurance pellet can prevent the PCI-induced failure in high burnup, so 

its usage can decrease the failure rate.  Its advantage will be fully utilized  for  the 

load follow operation. 

□ The fuel performance code is going to be utilized in the KINS licensing code 

system.

□ The dual-cooled fuel has an excellent safety margin, compared to the current 

solid fuel, and thus it can be utilized for the extended power uprate of the 

OPR-1000 and new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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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가소성 환형 소결체 개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고출력, 고연소도 환경에서는 핵연료 소결체에서 발생한 핵분열 생성물에 의

한 핵연료 의 특성 열화와 격한 출력 변동에 의해 팽창하는 소결체가 피복 에 

가하는 충격이 핵연료 안 성을 해하는 요 요인이며, 고출력 고연소도 환경

에서 핵연료  안 성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이 고, 피복

에 가하는 압력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소성 핵연료 소결체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요하고 근본 인 해결책이다.

고연소도 고출력 핵연료 소결체는 핵분열 기체 방출 억제와 함께, 원자로 출

력 변동 시 열팽창에 의해 핵 연료  피복 에 가해지는 압력을 효과 으로 감소시

킬 수 있는 가소성 특성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장기 사업을 통해 축 된 국내 

고유 강  기술을 발 시켜 선진국 기술 수 을 능가하는 고출력, 고연소도 핵연

료용 소결체 기술을 완성하고 이를 토 로 핵연료 기술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필요

가 있다. 

이 냉각 핵연료는 핵연료의 온도를 낮추고 한 고출력을 수용할 수 있어 원자

로의 안 성과 경제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신 인 기술이다. 그러나 

이 냉각 핵연료는 기존 핵연료와 달리 소결체 내부에도 유로를 형성시킴으로써 연

료  내외부에 동시에 열 달이 되도록 하고 있어 열유량 분배가 매우 요하다. 

열유량 조 은 소결체의 내외부 치수정 도에 지배  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환

형 소결체의 특성은 이 냉각 핵연료의 개념구 이나 성능을 좌우한다. 따라서 이

냉각 핵연료를 개발하기 해서는 핵심 소재인 환형 소결체에 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고연소도용 가소성 소결체와 이 냉각 핵연료용 환형  

 소결체에 하여 설정되었고, 각각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PCI 비 소결체 시제품 개발  시험평가

○ 환형 소결체 제조기술, 재료개발  노외특성 DB 구축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제 1단계에서 설정한 단계목표  련된 연구내용 

 범 를 다음 표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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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목표 연 구 내 용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개발

-UO2 비 크리  특성     

  30% 이상 향상

• 고연소 소결체 재료 기술 안 분석평가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설계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시험제조  평가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제조공정 개발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선정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시제품 제작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노외특성 

시험/평가

환형 소결체 제조성 평가

-원통형 소결체 수 의 형상  

    치수제어

•환형 소결체 제조공정 고안  제조변수 도출 

•환형 소결체 제조성 평가 (형상  치수)

•연구로 조사시험용 소결체 제조  

•환형 소결체 시험제조

•환형 소결체 노외특성 시험/평가

제 2 절 초고연소도 피복관 재료 개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력발 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 경제 인 력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

체된 세계경기를 회복시키고 인류의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요 에 지 기술

로 재조명되고 있다. 원자력발 이 안 하고 경제 인 에 지원으로서 인류의 복지

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발 을 견인하기 해서는 

지속 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원자력기술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원  

선진국들은 원 의 가동조건을 출력증강, 부하추종, 장주기, 고연소도 운  등으로 

변화시키면서 경제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신개념 고성능 핵연

료의 개발과 함께 핵연료의 성능 향상에 필수 인 고성능 소재 개발을 요구하고 있

다.

핵연료의 안 성과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연료피복 은 미국, 랑스, 일본 등의 

원  선진국들이 지속 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성능 신소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핵심부품이다. 신소재 피복  개발에는 높은 기술력과 오랜 연구기간이 필요

하지만, 개발 성공에 따른 경제 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까지 원  선진

국들만이 독 으로 개발해 왔다. 우리나라도 고연소도 핵연료에 용이 가능한 

신소재 피복 인 HANA 피복 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HANA 피복 을 상용화하고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 의 기술을 유지하기 해

서는 재 개발 인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지속 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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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피복 이 상용화되기 해서는 고연소도까지 노내성능의 우수성과 안

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HANA 피복  노내성능 검증시험의 일환으로 2003

년부터 수행되어 온 Halden 연구로 시험은 상용화에 필수 인 노내성능 자료를 확

보하기 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한 원  선진국의 차세  피복  개발에 

응하여 우리나라 고유기술을  발 시키고 미래의 가혹한 경수로 가동조건에 사용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의 차세  피복  개발이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차세

 피복  개발은 미래의 가혹한 경수로 가동조건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안 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개발 연구가 우선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신소재 피복  개발

에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기간이 요구되므로, HANA 피복  개발을 완성되어 가는 

시 에서 차세  피복  소재개발을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 1차년도 (2007년)

 ∙HANA 피복  Halden 연구로 4주기 연소시험

 ∙HANA 피복  기본 특성자료 추가시험

 ∙HANA strip 제조공정 수립 (H4, H5, H6)

 ∙차세  HANA개발을 한 특허맵 작성

 ∙차세  HANA 합 설계

○ 2차년도 (2008년)

 ∙HANA 피복  Halden 연구로 5주기 시험

 ∙HANA 피복  열   안 성 자료 추가 생산

 ∙지지격자 HANA 소재의 성능평가

 ∙차세  HANA 신소재 1차 Model alloy 부식성능 시험

 ∙차세  HANA 신소재 1차 Model alloy 강도시험

○ 3차년도 (2009년)

 ∙HANA 피복  Halden 시험 2단계 (6주기) 연소시험 완료

 ∙HANA 피복  성능 종합 평가

 ∙지지격자 HANA 소재 장기 노외성능 평가 완료

 ∙차세  HANA 신소재 (2차 Model alloy) 제조

 ∙차세  HANA 신소재 (2차 Model alloy) 최종 후보합  선정 

 ∙이 냉각 피복  제조요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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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개발하고자 하는 이 냉각 핵연료는 기존의 원통형 핵연료와는  다른 형상

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핵연료는 외부에만 냉각수가 흐르나 이 냉각 핵연료는 내.

외부에 냉각수가 흐르고 있어 기존의 핵연료 성능평가코드로는 이 냉각 핵연료의 

노내 성능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냉각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능평

가코드가 필수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의 핵연료 안 성 기 의 고연소도 핵연료에 한 용성 검증의 필요성이 

발생하 다. 따라서 고연소도 핵연료의 안 성 문제는 세계 으로 원자력 안 의 

주요 안이 되었다. 국내의 경우, 핵연료의 연소도가 원자력 선진국과 유사하기 때

문에 고연소도 핵연료의 안 성 안은 동등한 조건이다. 사고시 핵연료 거동을 모

사하는 시험은 시험시설 건설  운 에 막 한 연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

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험은 국제 로그램에 참여

하여 시험기술  시험자료들을 입수하여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실험실 규모로 수

행할 수 있는 독립특성시험(separate effect test)을 수행하여 사고시 핵연료 거동을 

평가하는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핵연료는 노내에서의 안 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해 개발된 

핵연료의 노내 검증이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한 기술의 확보가 반드

시 필요하다. 연구로를 이용한 캡슐조사시험  상용로 운 조건을 모사한 Fuel 

Test Loop에서의 조사시험을 한 캡슐  시험연료 의 설계.제조기술 뿐만 아니

라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을 한 연구로  시험연료 의 안 성분석 기술이 확보되

어야 한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고연소도용 핵연료 성능평가코드 개발  핵연료 성능

검증기술 개발에 하여 설정되었고, 각각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성능평가코드 개발

○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성능검증기술 개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제 1단계에서 설정한 단계목표  련된 연구내용 

 범 를 다음 표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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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목표 연 구 내 용

핵연료 성능평가 모델  

해석 방법론 개발

• 고연소도 고성능핵연료 성능평가체계 설계

•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성능모델 개발

핵연료 조사시험  성능 

시험

•고연소도 소결체 가열시험 장비 설계

•고연소도 소결체 고온가열시험장비 제작  핫셀 

설치

•고연소도 소결체  큰 결정립 소결체 가열시험

•고연소도 피복  기계  특성시험 장비 개발

•고연소도 피복  기계  특성 시험

•큰 결정립 소결체 조사시험

•신형핵연료 FTL 시험연료  제작

환형핵연료 조사거동 

평가시험

•환형 소결체 조사시험 장비 설계  제작

•환형 소결체 조사시험장비 양립성평가  

노외시험

•환형 핵연료 노내 안 성 분석  

•환형 소결체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제 4 절 이중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경수로는 력생산용 원자로의 주력 노형으로서 재로는 그 치가 세기 동

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경수로 핵연료에 한 연구 

개발은 성능  안 성이 향상되도록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

의 경수로 핵연료는 수 십년에 걸쳐 진보되면서 이제는 거의 최 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제는 기존의 핵연료의 틀에 기반한 진화로는 더 이상의 발 을 

기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획기 인 성능개선을 해서는 핵연료

에 신 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수로 핵연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능 향상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원통형의 핵연료  형상이 변화된 은 없었다. 최근에 MIT는 핵연료의 형태를 근

본 으로 변화시켜 동일한 크기의 노심에서 고출력이 가능한 핵연료를 제안하 다. 

이 핵연료는 함으로서 규모 출력증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핵연료 은 기존의 원통형 연료 보다 외경을 크게 한 후 내부 수로를 만들어 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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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목표 연구내용

이 냉각 핵연료 집합체 

형상 설계

• OPR-1000과 구조  양립성을 갖는 이 냉각 

핵연료 최  격자구조 선정

• 환형 /안내  등 상세 제원 설계

출력증강 20% 이 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 장 모형 선정  핵  특성 평가

• 노심 열수력 해석 

• 주요 사고에 한 노심 안 해석

• 환형핵연료 기술 안 향 평가  해결방안 

모색

OPR-1000 출력증강 20% 

경제성 평가

• 원자로  계통 운  인자 평가

• 교체 상 기기  주요 부품 조사  비용 

산정

• 출력증강 노심을 한 각 비용지출과 기 매 

수익을 종합한 경제성 평가

이 냉각 핵연료 분석 코드 

체계 구축

• 노물리 코드:  검증

• 노심 열수력코드: 내부 수로 해석 모듈 개발

• 안 해석: 이 냉각 핵연료 노심 해석 보완

연료  형상을 가지며 냉각수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흐를 수 있도록 하 다. 

이로 인해 열 달 면 의 증가와 열 도 두께의 감소로 기본 으로 온 특성을 가

지므로 이 냉각 환형 핵연료는 출력 도의 상당한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웨스 하우스의 표  발 소를 상으로 한 이 의 이 냉각 핵연료는 

기존 노심과 구조 인 양립성을 갖지 못해 실제 으로는 신규 원 에 합한 것으

로 단된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이 냉각 핵연료의 활용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과제의 목 은 우리나라 표  원자로인 OPR-1000을 상으

로 원자로 내부 구조물과 양립하는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를 설계하고, 이 핵연료

가 장 된 노심이  20%의 출력증강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핵연료 온도는 

기존 핵연료에 비해 30%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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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하여 재까지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원자

력을 체할 만한 한 에 지원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로 인하여 

원자력 에 지를 꺼려 왔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바로 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자국의 경제발 을 도모할 수 있는 에 지원으로서 원자력을 다시 시

작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바야흐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기에 

이르 다.

이에 따라 원자력 에 지원의 발생형태로서 임계원자로, 고속증식로 등과 같

이 기존에 주로 상용보다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왔던 제 4세  원자로에 한 실

증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존하는 제 3세 의 원자로에 의한 

에 지 공 은 앞으로도 최소 30~40년은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이때 기존 원자

로의 규모 출력증강이 가능하다면 더욱 경제 인 원자력 에 지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세계의 산업발 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본 ‘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개발’ 과제는 이러한 존하는 상용 원자로의 

출력을 획기 으로 제고할 수 있는 이 냉각 핵연료의 개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해 상기 과제는 소결체, 피복 , 성능 등과 련한 연구와 함께 이 냉각 

핵연료를 실제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 할 수 있는 핵연료의 구조부품

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본 세부과제(이하 ‘본 과제’라 칭함)인 

‘이 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과제의 본질 인 목 이다.

이에 따라 본 과제는 우선 1단계 3개년 간(2007.3. ~ 2010.2.) 이 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인 지지구조체, 안내   계측 , 상단  하단고정체의 기본설계를 완료

하고 각각의 유력후보를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

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생산되는 연구결과는 세계 으로 기술을 선도하게 되

므로 기존 원자로의 출력증강이 요구될 때 우리 고유기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 과제의 필

요성을 기술 , 경제   사회  측면에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  측면

- 이 냉각 핵연료의 구조개념  구조부품의 설계기술 개발을 한 세계 최 의 

도 으로서 이 분야의 핵연료기술을 선 할 수 있다.
- 국제 원자력계의 요한 안  하나인 원  출력증강을 한 핵연료의 고유 원

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핵연료기술을 히 제고하고 원자력 해외진출을 

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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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목표 연 구 내 용

이 냉각 핵연료 기술 안 

도출  구조 개념 개발

•이 냉각 핵연료 기술 안 도출

•주요 구조부품 기능요건  기  도출

•주요 구조부품 개념설계  주요설계항목 개발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개발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구조부품 해석방법 개선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성능 해석  평가

•주요 구조부품 후보 건 성 분석  평가

•구조부품 기능시험방법 개발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개발

•주요 구조부품 후보 주요기능 검증시험

이 냉각 연료  기본설계

•연료  부품 개념설계

•연료  기본설계

•조사시험용 연료  시편 제조

경제  측면

- 핵연료 온도 감을 한 이 냉각 개념이 실제 핵연료로 구 될 수 있도록 구조

개념  주요 구조부품을 개발함으로써 원  출력증강에 따른 경제  이익을 실

할 수 있다.
- 이 냉각 핵연료 구조개발을 통해 확보할 고유 원천기술은 우리나라의 요한 기

술수출 항목이 될 수 있으며 핵연료 수출을 한 기술 인 라로 활용이 가능하

다.

사회  측면

- 신개념 핵연료의 국제  기술선 으로 원자력 기술강국 진입이 가능하여 우리나

라의 brand 가치를 제고하게 된다.
- 경제성  안 성 제고가 수반된 원 의 출력증강이 가능하므로 원자력에 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 원  출력증강을 통해 기공  가격의 감이 가능하므로 국민의 경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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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가소성 환형 소결체 개발

1. PCI 비 고연소도용 소결체 연구 개발

고연소도 는 고연소도 핵연료 소결체는 주요 기술 인 issue는 핵분열기체 

방출 억제 와 PCI (Pellet-Clad Interaction) 특성 개선이다. 핵분열기체 방출 억제는 

큰 결정립 소결체 개발이 주제이고 PCI 개선 소결체는 소성이 있는 소결체 개발이 

심을 이루고 있다. PCI 특성 개선 소결체는 고연소 이후 핵연료  손 주요 원

인으로 PCI가 상 되면서  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PCI 특성 개선 소결체

는 첨가제를 이용하여 소결체의 고온 크리  변형을 진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 소결체 연구는 주로 Westinghouse을 심으로 개발이 수행되었다. 

1988년에 새로운 소결체 개발 (ADOPT)이 착수 하 다. Al2O3, Cr2O3 TiO2, SiO2, 

Nb2O5, MgO 첨가제를 소량 첨가하여 소결체 특성 변화를 연구하여 최종 으로 

Cr2O3-Al2O3 2성분 첨가제를 선정하 다. 연구로와 상용로에서 노내 시험을 수행하

여 우수한 노내외 특성을 확인하여 BWR에 상용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추후 

PWR에 상용화하는 것을 검토하 다[1-3].

유럽에서는 랑스를 심으로 고연소도용 소결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랑스에서는 CEA와 AREVA가 공동으로 1995년부터 새로운 소결체 개발에 착수하

다. 연소도 70-80 GWd/tU에서 핵분열 기체 방출이 고 PCI 특성이 개선되는 고

소성 소결체 개발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Al2O3, Cr2O3, SiO2  이들 간의 

혼합물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한 후, 노외 특성을 종합 평가 하 다.  

최종 으로 Cr2O3-doped 소결체에 해서는 연구로  상용로 연소시험을 수행하

여 핵분열 기체 방출과 PCI 특성 등에 한 노내 검증을 통하여 상용화 비를 완

료하 다[4-5].

국내에서는 1단계 연구를 성공 으로 수행하여 선진사 소결체 비 최고수 의 

가소성 재료 후보를 개발함으로써 재료설계  제조기술 부분은 선진국 수 에 도

달하 다[6-8].  

2. 환형 소결체 제조 연구 개발 

2005년까지 MIT가 주 하여 진행된 NERI 과제에서 제안된 내/외부 이 냉각 

환형 소결체는 외부직경이 커지고 형상은 튜 와 유사하다. 여기서는 외부 직경 정

확도뿐만 아니라 내부 직경 정 도도 매우 요하며 소결체 치수에 한 스펙이 매

우 엄격해짐에 따라 소결체 제조 기술 련연구의 필요성이 두되었다[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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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NERI과제에 공동 참여한 여러 핵연료 회사에서는 엄격한 치수 제어

가 가능한 환형 소결체 제조 공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미국 Westinghouse는 

WABA pellet 제조경험을 바탕으로 재 양산 인 die-pressing & sintering 방법

을 용하여 환형소결체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12].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르헨티

나 INVAP과 공동으로 제조변수를 조 하여 환형소결체의 직경치수 정 도를 개선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캐나다 AECL에서는 소결체 쇄 과립이나 졸-겔법으로 

제조한 과립을 이 피복  사이에 진동 충진하는 VIPAC 공정을 연구하 다.

 국내에서는 1단계 연구를 성공 으로 수행하여 환형소결체의 형상 치수를 제어

할 수 있는 고유기술을 개발하 고, 특히 무연삭 내경정 도를 Westinghouse 선행

기술 수 을 능가하는 ±5㎛ 이하로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선도 수 에 

도달하 다[13-14].

제 2 절 초고연소도 피복관 재료 개발

1. 국외기술개발 황

핵연료 안 성에 가장 요한 피복  소재 개발은 미국, 랑스, 일본 등 주요 

핵연료 제조사들을 심으로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두 독자의 신합 을 

개발하여 피복   안내 과 지지격자를 상용 생산하고 있다. 특히 피복 은 핵연

료 부품의 부분을 구성함과 동시에 핵연료의 안 성과 1차 으로 연 된 요 부

품이므로, 신합 의 개발은 통상 으로 피복  재료 개발을 목표로 하여 추진된다. 

미국은 1985년 ZIRLO 합 을 핵연료 피복  소재로 선정한 이래 동합 을 상용

화하여  세계에 공 하고 있다. ZIRLO는 Zircaloy-4 보다 우수한 부식 항성, 수

소흡수성, 조사성장을 비롯한 치수안정성을 나타내었고, 고연소도에 용성이 더욱 

높아졌고, 국내 원 에서도 Zircaloy-4는 량 ZIRLO로 체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은 ZIRLO 개발에 그치지 않고 Optimized ZIRLO, AXIOM 합  등 더욱 성능이 향

상된 차세  피복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15, 16].

M5는 1980년 부터 고연소도  가혹한 운 조건 하에서 연료 의 부식, 크립 

 성장에 한 요구조건을 충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랑스 Framatome사에서 개

발이 착수되어 노내시험, 방 한 상용로 품질검증 시험 등의 단계를 거쳐 오랜 기

간 연구되어 개발 완료된 핵연료 피복 용 신 합 이다. M5는 고연소도시 피복  

산화막이 40 ㎛ 를 넘지 않았고 수소흡수량도 130ppm 이 넘지 않는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모사 실험에서도 훌륭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17, 18].

일본의 피복  소재개발은 각각의 지르코늄 피복  제조 산업체가 주도하여 진

행하고 있다. 미쓰비시에서 개발한 MDA (Mitsubishi Development Alloy)는 PWR 

핵연료피복  소재로 Zircaloy-4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 

Zr-0.8Sn-0.5Nb-0.2Fe-0.1Cr의 조성을 갖는다. MDA 합 에 한 노내 시험은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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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용로 Vandellos II에서 5주기 동안 평균 연소도 55 MWd/kgU까지 수행되었는

데, 4개의 MDA는 6개의 ZIRLO 과 함께 평가되었고 ECT를 이용한 산화막 두께 

측정 수행 MDA 피복 의 산화막 두께는 약 30~50 ㎛ 범 로 Zircaloy-4에 비하여 

30% 향상되었고, ZIRLO 피복 보다 우수하거나 유사한 부식 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최근 MDA의 성능을 개선한 M-MDA 합 과 NDA합 을 추가로 개

발하 고 [20-22] 산업체들이 력하여 3종의 J-alloy를 설계 제조하여 Halden 연구

로 시험과 스페인 원자로와 ENUSA에서 조사시험을 수행 에 있다 [23].

국 한 재 PWR에서 고연소도 연소까지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피복  개

발이라는 목표 아래 핵연료 피복   구조용 재료로서 N18 

(Zr-1Sn-0.3Nb-0.3Fe-0.1Cr) 과 N36 (Zr-1Sn-1Nb-0.3Fe) 합  2종이 개발이 된 상태

이다. 두 합  모두 zircaloy-4 와는 다르게 삼원계 ZrSnNb 합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360℃out-of-pile autoclave, LiOH, steam 분 기 등 다양한 조건에서 노외 

부식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24, 25].

2. 국내기술개발 황

국내의 핵연료피복 용 지르코늄 합 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97년 착수

하여 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르코늄 신 합 의 개발목표는 연소도 70 GWd/tU

까지 운 을 하여 상용 Zircaloy-4 비 30% 향상된 부식 항성  10% 향상된 

크립 항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지르코늄 

합 소재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성공 으로 수행하여 HANA 피복  (high 

performance alloy for nuclear application) 소재를 개발하 으며 상용화를 목 에 

두고 있다.

제 3 절 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

1.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 개발

정상상태시 핵연료 성능평가 체제  평가코드 기술은 지속 인 연구개발을 통

해 국제 으로 매우 높은 수 에 도달해 있으며, 본 연구 에서도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정상상태 고연소도 핵연료 성능평가코드(INFRA)를 개발하 고 

IAEA의 FUMEX-II 로그램을 통해 국제 으로 코드의 측 성능이 우수함을 인정

받아 선진외국과 거의 유사한 수 에 도달하 다.

기존 원통형 핵연료와는  다른 형상의 이 냉각 핵연료 성능평가코드를 

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성능평가코드가 필수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이 냉각 핵연료 에 한 성능해석은 MIT에서 일반 인 핵연료  성능평가코드인 

FRAPCON-3의 일부 모듈을 수정하여 이 냉각핵연료의 온도 계산  일부 피복  

변형에 한 정성  평가를 목 으로 크립 등에 한 평가를 수행하 지만 이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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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핵연료 성능평가코드에 련된 기술 수 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과제에

서는 실제 인 이 냉각 핵연료의 성능평가를 해 필수 인 내/외부 유로의 서로 

다른 열 달 문제, heat split 문제, 내/외부 피복 의 서로 다른 거동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다.

경제성과 함께 핵연료 개발의 요한 인자인 안 성 확보를 해서는 정상상태 

외에 반응도사고(RIA)  냉각수상실사고(LOCA)등의 사고시 핵연료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코드체계개발이 필수 이며, 이를 해 원자력선진국에서도 본격

인 사고시 핵연료성능평가코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본 과제

를 통해 사고시 핵연료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단계로 아직은 시작 단계

에 있으나, 선진국에서도도 아직 정확한 사고상태 모델이 개발 이며 종합 인 코

드의 개발은 아직 보수 이기 때문에 꾸 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인 격차를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핵연료 성능  안 성 시험 기술

개발된 핵연료의 성능검증을 한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기술은 핵연료 개발

에 필수 으로 확보되어야 할 기술들이다. 선진국에서는 일 부터 개발된 핵연료의 

성능 검증을 한 조사 시험  조사후시험이 범 하고 반복 으로 수행되어 왔

다.  한, 조사시험 완료된 핵연료를 이용한 안 성 시험을 통해 핵연료의 안 성

을 검증하기 한 시험도 꾸 히 수행되어 왔다. 이미 Halden, Siloe, Riso등의 다양

한 실험로를 이용한 성능시험을 통해 많은 양의 성능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되었으

며 CABRI, NSRR, LOCA 모사시험등 안 성 시험 자료 생산을 한 사고모사 시험

들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연료 안 성 시험은 2차 장기연구 후반기

에 시작되어 아직 기단계에 있지만 소결체 고온가열시험(~1,700℃), 고연소도 피

복  링 인장시험 등에서 상당한 경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학회에서 

발표한 실험결과에 해 외국 연구자들이 심을 갖고 실험 데이터의 제공은 력

을 요청받고 있다.

3. 핵연료 연구로 조사시험 기술

조사시험 기술은 연구로, Fuel Test Loop, 상용로 등을 이용한 시험기술들이 있

으며 국내에서는 2차 장기과제에서 개발한 큰 결정립 소결체의 노내거동을 평가

하기 해 캡슐, 시험 을 제작하여 하나로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1차 조사시험에 완료된 시험핵연료에 한 조사후시험을 수행하 다. 큰 결

정립 소결체의 조사시험기술을 바탕으로 이 냉각 환형소결체 노내연소시험을 한 

리그  시험결체의을 설계/제작과 안 성분석을 수행하여 하나로 연구로에서 세계 

최 로 수행되었다. 미국 MIT에서는 이 냉각 핵연료를 개발하면서 조사시험을 수

행하 으나 환형 소결체가 아닌 VIPAC 연료를 상으로 연구로 조사시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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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소도는 약 10,000 MWD/ KgU으로 재 수행 인 조사후시험을 통해 환형

소결체의 연소 기 거동을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제 4 절 이중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환형 핵연료 개념은 기에 고온 가스로용으로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실제 노내

에서 연소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연구로에서는 용되었으나 기본

으로 력생산용은 아니었다. 상용 발 소인 경수로를 상으로 구체 인 연구를 

수행한 것은 2001년부터 미국의 MIT와 몇몇 원자력 산업체 (Westinghouse, 

Framatom ANP, AECL)들이 NERI R&D 과제로 공동 수행한 것이 처음이다. 상 

원자로는W-4 Loop

표 원 으로 17x17 집합체이 다. 주요 내용으로 제어 련 시스템  노심 

상부 구조물, RCP, S/G, Turbine 등 교체 시 출력증강 50% 출력증강 가능하며, 제

어 련 시스템  노심 상부 구조물, S/G, Turbine 등 교체 시 출력증강 25% 출

력증강 가능하다고 하 다. 한 제조성을 확인하기 해 환형 소결체/VIPAC를 제

조하 으며, 연구용 원자로에서 VIPAC에 해 핵연료 연소시험도 하 다.

랑스의 CEA는 PWR에서 발생하는 루토늄의 발생을 MOX 연료만으로는 소

진이 충분치 못하여 장기 인 연구 방향으로 환형 핵연료를 안으로 고려하여 

APA (Advanced Plutonium Assembly) 연료를 설계하 는데 집합체의 일부 에 

20-50%의 루토늄 환형 을 넣어 성자 감속을 통한 루토늄 연소를 증진시키는 

연구를 수행 에 있다.

국내에서는 KAERI가 2006년부터 재 운  인 OPR-1000의 원자로에 해 기

기 교체를 최소화하면서 환형 핵연료의 장 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출력

증강 20%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OPR-1000의 16x16 원통형 핵연료집합체를 제어

 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체할 수 있는 12x12 환형 핵연료집합체의 형상

을 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설계인자들이 설계기 을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하 다.

제 5 절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1. 국외기술개발 황

본 과제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냉각 핵연료의 개념은 이미 오래 에 나왔

던 것이나 실제 설계단계로까지 연구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원 운용의 신

 경제성 제고를 해 이 냉각형 핵연료에 한 개념설계가 계가 계가 의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Center에서 주축이 되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
개년 간 NERI과제(과제번호: 01-005, 과제명: High performance fuel design for next 
generation PWRs)료에 한 개념설이 과제에는 국제 원자력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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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inghouse, Framatome-ANP  AECL과 계 외 Gamma Engineering Corporation이 

공동으로 참여하 다. 그 외 재까지 고출력을 지향하는 이 냉각형 핵연료에 

한 국외의 선행연구는 없다.
상기 연구에서 고려한 이 냉각형 핵연료의 기본 개념은 기존 경수로형 원

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통형 우라늄 펠렛을 단순한 튜 형상의 피복 에 장 한 연

료 의 형상과 달리 우라늄 펠렛을 환형으로 하고 이를 동심을 갖는 서로 다른 지

름의 튜 ( 공튜 )에 장 함으로써 피복 의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도 원자로 냉각

수가 흐르도록 하여 연료 의 온도를 낮추고 이로부터 출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냉각형 핵연료는 기존의 17X17 웨스 하우스형 상용 원자로

에서 연소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제로 하 으며 OPR-1000 원자로에서 연소할 

수 있는 이 냉각 핵연료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핵연료 구조에 한 연구내용으로는, 원자로와 구조  연계가 있

는 부품인 상단  하단고정체 외곽치수  정렬핀 치와 치수, 그리고 제어  삽

입을 한 안내 의 치  구경은 기존의 핵연료와 동일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핵연료집합체의 외곽치수가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핵연료집합체 내에서의 연료  

배열이었으며 기존의 17X17을 변경한 13X13, 14X14  15X15 형을 제안하고 각각

에 한 연료  내외경을 결정하 을 뿐, 그 외의 핵연료집합체 구조부품에 해서

는 연구되지 않았다.
한편, 이 냉각 핵연료의 구조  건 성 에서의 분석은 원자로 냉각수 유

동에 의한 유체유발진동  지지격자체와의 에 의한 연료  마멸, 그리고 연료

과 집합체의 들림에 한 것이다. 이때 이  냉각 핵연료 주 를 흐르는 유량에 

해 기존 17X17형 핵연료의 경우에 비해 1.5배까지 평가하 다.
유체유발진동에 해서는 이 냉각 연료 의 안쪽 유로를 흐르는 유체하 에 

의한 Buckling instability, 연료  외부의 교차류에 의한 Vortex shedding, 펌 날개의 

회 에 기인하는 Acoustic resonance, 그리고 교차로와 축류의 유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Fluid-elastic instability와 Turbulence buffeting 등을 재까지 제안된 공식들

을 이용하여 연료 의 변 량과 유동의 임계속도에 의한 평가를 하 으며 부분의 

경우 기존 유량의 1.5배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체유발에 의한 진동의 크기가 기존 

17X17형 핵연료에 비해 작은 것을 보 다. 그러나 Acoustic resonance의 경우, 연료

의 길이를 이거나 펌 에 의한 맥동 주 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 다.
한, 연료  마멸에 있어서는 충격마멸, 미끄럼마멸  마멸 각각에 

해 기존에 제안된 충격응력식  마멸식에 입하여 기존의 17X17형 핵연료의 

경우에 비해 마멸량이 을 것이라는 측을 하 다.
냉각수 유동에 의한 연료   집합체의 들림 분석에서는 기존 유량의 1.5배 

조건에서의 이 냉각 핵연료와 기존 유량조건에서의 17X17형 핵연료를 비교하 으

며 연료  들림을 방지하기 해서는 기존의 지지격자 스 링 힘에 비해 약 5.2배 

이상, 그리고 집합체 들림을 방지하기 한 름 스 링(Holddown spring) 힘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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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하 다.
그러나 상기의 구조건 성 분석에서 이 냉각 핵연료에 한 라미터로서 

연료  배열과 지름만이 결정되어 있을 뿐 그 외의 집합체 구조에 해서는 기존 

17X17형 핵연료를 고려하 다. 연료 의 배열과 지름이 달라지면 지지격자체의 형

상이 연동되어 달라질 뿐 아니라 상단  하단고정체의 유로형상, 안내 과 계측

의 외경  두께 등 거의 부분의 집합체 형상변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시

에서 이 냉각 핵연료의 구조  건 성 련 연구는 지극히 기 인 수 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보고서에 있는 각각의 분석항목에서 평가를 해 용한 공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즉, 유체유발진동의 경우, 매우 단순한 튜 배열에 한 실험

식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공형상인 이 냉각 연료 에 바로 용하는 데에

는 문제가 있으며, 마멸의 평가에 있어서도 연료 을 지지하는 형상(지지격자 스

링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멸형상을 단순히 가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의 

마멸경향과 매우 동떨어질 수 있다. 특히 미끄럼마멸의 경우 마멸깊이를 추정하기 

해 사용한 수식에서 지지격자 스 링이 연료  원주 체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비보수 으로 가정한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마멸의 측에서 

사용한 일률모델(보고서에는 "Archard wear equation"으로 되어 있음)  마멸계수를 

기존의 17X17형 핵연료에서 용하 던 것과 같다고 가정한 것은 마멸계수가 

물체의 재질 뿐 아니라 형상, 마멸환경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므로 실제 이 냉

각 핵연료를 구성하 을 때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재까지 국외에서 수행된 이 냉각 핵연료의 구조에 한 연구

는 연료 의 배열  지름 등 연료 에 한 기본 치수 외에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

으며 이 냉각 핵연료의 구조  건 성 에서의 연구 역시 지극히 기 인 것

만 다루었다.  연료 을 제외한 핵연료의 구조에 한 데이터가 없이 수행되었으

므로 실제 구성이 가능한 이 냉각 핵연료를 개발하기 해서는 모든 부품에 한 

설계개념부터 새로이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내기술개발 황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국표  원 인 OPR-1000 원자로에 연소

할 수 있는 이 냉각 핵연료의 연료  배열에 한 비타당성 연구를 수행하 으

며 12X12형의 배열을 제안하 다. 이 선행 연구  핵연료 구조에 해서는 연료

의 바깥지름이 재의 16X16형에 비해 증가하므로 안내   계측 의 지름에 

한 기 인 평가를 하 으며 연료  지지를 한 지지격자체의 용가능성을 검토

하 다. 그러나 연료 , 안내 , 계측   지지격자체를 제외한 핵연료집합체 구조

부품에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구조  건 성에 한 연구도 수행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이 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에 한 연구의 수 은 앞의 1 에서 서

술한 MIT 주 의 연구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고 평가되며, 구조  건 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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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시작되지 않았으나 선진국에서 선행된 구조  건 성에 한 

연구의 수 이 매우 기 인 것이라는 과 그 정도보다는 더욱 우수한 기술이 이

미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으며 단지 이 냉각 핵연료에 용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결론 으로 우리의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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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가소성 환형 소결체 개발

1. 고연소도 소결체 재료 기술 안 분석 평가

세계 3  원자력 선진 기업들의 소결체 (AREVA-Cr doped UO2, Westinghouse- 

ADOPT, GNF-Additive fuel) 기술 황을 분석하 으며, 세계 선진 핵연료 제조사

에서 진행 인 고연소도용 핵연료 소결체 개발 황과 특허 등을 수집, 분석하여 

고연소도용 핵연료 소결체의 성능 요구조건과 개발 방향 등을 결정하 다.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과 출력변화 시 부피변화를 최소화하여 핵연료 의 PCI 

(Pellet-Clad Interaction)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개발 소결체의 주요 성능 목표로 

정하 다 

고연소도 핵연료 련 기술들에 한 특허를 수집하여 기술 분류 후 원본 열람

이 가능하도록 웹기반 특허 맵을 작성하 고, 이 특허 맵을 이용하여  UO2 분말 처

리기술, 첨가제 기술  공정기술과 련된 공백기술을 도출하여 다수의 국내외 특

허출원에 활용하 다.  

2.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설계

산화물 핵연료 후보재료는 미량의 첨가제 사용이나 공정 변수 조 을 통해 소결

체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키고 크리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① 

상용화에 근 한 Cr 첨가 소결체의 고유 개량 공정 기술 개발 ② 기술 경쟁력이 있

는 새로운 첨가제 조성 개발 ③ 공정 변수 조 을 통한 결정립계 면 이 넓은 소결

체 제조기술 개발 등을 통해 후보 재료들을 설계하 다.

Cr-doped UO2 소결체는 PCI 특성이 개선된 고연소도용 소결체들  상용화에 

가장 근 한 소결체이다. AREVA사에서는 Cr2O3를 UO2 분말과 혼합하여 

H2-1.6%CO2 분 기의 1700℃에서 소결하여 소결체를 생산한다. 이 제조 공정으로 

소결된 소결체들은 큰 결정립 크기를 가지며 크리  변형 속도가 빠르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첨가되는 첨가제의 양이 비교  많은 단 을 가지고 있다. 특

히 첨가제의 양이 많을 경우 단 부피당 우라늄 농도가 하될 뿐 아니라 고용된 

첨가제에 의해 핵분열 기체 방출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이러한 AREVA 기존 공정의 단 을 개선하고, 상용화 가능성

이 높은 Cr-doped 소결체에 한 고유 기술력을 확보하기 해 새로운 공정 기술

을 설계하 다. 제안된 공정은 Cr이 속 입자로 석출되는 조건에서 열처리하여 소

결체를 제조한 후 연속 으로 Cr이 액상으로 되는 분 기에서 열처리하는 고유 공

정이다. 설계된 고유 공정은 더욱 은 양의 Cr 첨가로 더 큰 결정립 크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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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새로운 첨가제 조성 개발은 외국 개발 기술과의 경쟁력 확보를 해 첨가제 첨

가량  상용 공정과의 양립성에 을 두어 설계하 다. 첨가량의 경우 외국 개

발 소결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해 1500ppm 이하로 제한하 고, 상용 공정과의 양

립성을 해 소결온도는 1750℃ 이하, 소결 분 는 CO2/H2=0.05 이하로 제한하

다. 이러한 제한 조건을 염두에 두어 MnO에 Al2O3, Fe2O3, Cr2O3 세 원소를 각각 

혼합한 2성분계 는 3성분계 첨가제를 설계하고 소결체 제조 비 실험을 수행하

다. 

복합재료 핵연료 후보 재료는 부식성 핵분열 기체 생성물인 iodine과 반응하여 

iodine 화합물을 만들면서 온 유리상을 형성할 수 있는 첨가제 조성을 설계하

다. 표 인 유리상 형성 물질인 SiO2  TiO2에 iodine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Mg, Sr, Ca, Ba, Zn의 산화물을 혼합한 첨가제를 선정하고 상태도에서 한 낮은 

융 의 유리상을 형성하는 화합물 조성을 선택하 다. 

3.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시험제조  평가

Cr 첨가 소결체 고유 개량 공정 기술 개발;  AREVA사 기존 공정의 문제 을 

해결 할 수 있는 개량공정을 개발하 다. 개발공정으로 1500ppm의 Cr을 첨가하여 

제조한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는 45㎛로 AREVA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 31㎛보다 약 150% 정도 증가한다.  따라서 개발 공정은 은 Cr 첨가량으로 

결정립 크기가 증가되고, Cr 고용을 억제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포집능의 향상이 기

되는 소결체를 제조공정이다.

새로운 첨가제 조성 함유 소결체 제조; MnO-Al2O3, MnO-Cr2O3 MnO-Fe2O3, 세 

종류의 이원계 첨가제를 후보 첨가제 재료로 선정하여 소결체 제조 공정변수 도출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공정 조  UO2 소결체 제조; 결정립 크기는 크게 유지하면서 결정립계 면 을 

증가시켜 핵분열기체 포집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아메바형 결정립계 핵연료 제조

공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약 산화성 분 기 소결 단계 공정을 거치면 작은 

결정립 크기를 갖는 소결체을 만들고 이 소결체를 고온 환원성 분 기에서 열처리

하여 결정립계가 넓은 소결체를 제조하 다. 

유리상 형성 복합재료 핵연료 소결체 제조; SiO2와 혼합될 때 1100~1500
o
C의  

융  유리상을 만들면서 iodine과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SiO2-CaO, SiO2-SrO, 

SiO2-BaO 등을 후보 첨가제 조성으로 선택하 으며, 제조변수를 조 하여 우수한 

특성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

가소성 재료 물성평가 기술 개발; 크리  특성 측정온도, 가압응력, 특성 비교를 

한 변 량 기  설정 등 고연소도용 소결체 평가기 을 수립하 으며, 천이조

건에서 PCI를 모사할 수 있는 변형 측정 장치를 개발하여 응용하 다. 

시험 제조한 소결체의 크리  특성을 1450oC/60MPa 조건에서 측정하여 UO2 참

고 소결체와 특성를 비교 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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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제조공정 개발

도출된 공정 변수들에 해, 단  공정별로 공정변수의 미세변화에 따른 소결체 

특성 변화를 찰하여 최 화된 단 공정을 수립하 다. 상용 공정과의 양립성을 

고려하여 최 화된 단 공정으로 조합된 후보별 제조공정 차를 수립하 다.

Mn-계 신 첨가제 함유 소결체 제조공정 수립; MnO-Al2O3, MnO-Cr2O3, 

MnO-Al2O3-Cr2O3 신첨가제 조성을 선정하고, 변수시험을 통하여 최  첨가제 조성

비  첨가량을 결정하 다. 

첨가제 혼합 단 공정을 수립하 고, 상용공정과 양립하는 성형공정을 용하

으며, 소결공정변수 (온도, 분 기, 시간)에 따른 소결체 재료특성 평가를 완료 하

다. 이러한 개발 단 공정을 통합한 최 의 제조공정 신기술을 개발하여 다수의 특

허를 출원하 다.

Cr-첨가 소결체 개량 제조공정 수립; 소결 공정조 을 통하여 Cr 첨가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최  소결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 다.

SiO-계  TiO2-계 유리상 함유 복합재료 소결체 제조공정 수립; 첨가제 2종 상

합성  모분말 혼합 기술을 개발하고, 소결 공정변수 (온도, 분 기, 시간)에 따른 

소결체 특성 평가하여, 우수한 특성을 갖는 소결체 제조공정을 도출하여 특허 출원

하 다.

단 공정별 공정변수 (첨가제 조성, 첨가량, 소결분 기)조 하여 제조한 다양한 

소결체 재료의 크리  특성을 측정하여 가소성 소결체 재료의 단 공정 변수와 재

료 크리  특성과의 연계성을 도출하 다.

첨가제 함유 UO2 소결체 핵  특성 비 평가; Mn이 1000ppm 첨가된 핵연료 

소결체로 구성된 핵연료 집합체와 순수한 UO2 소결체로 구성된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를 CASMO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평가하 다.

5.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선정 

140여종의 소결체의 미세조직 ( 도, 결정립 조직)을 분석하여 일정 이상의 결정

립 크기를 갖는 100여 종 소결체의 크리  특성을 측정 하 으며, 가소성 소결체 

후보재료 기 을 설정 하 다 (UO2 비 크리  특성 30% 이상 향상 결정립 크기 

250% 이상 향상)

후보재료 선정 기 에 부합하는 총 11종의 후보 재료를 선정하 다. 선정된 후

보재료는 크리  특성, 결정립 크기 첨가제의 양, 상용공정과의 양립성 등 핵연료 

소결체의 노외특성 우수성을 단하는 주요 항목에서 선진사 개발 소결체 비 최

고 수 이다. 

6.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시제품 제작

Mn-계 신 첨가제 함유 소결체 후보 재료 시제품 7종과 신공정 Cr-함유 소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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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재료 2종 총 9종의 산화물 핵연료 재료후보 시제품을 제작하 으며, SiO2  

MgO-계 함유 2종의 복합재료 핵연료 재료후보를 제작하 다. 후보 시제품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수립된 제조 공정 차에 따라 제작되었다

MnO-Al2O3 첨가제 함유 후보재료 시제품은 ① Mn 950ppm-Al 50ppm이 첨가

된 소결체와 ② Mn 900ppm-Al 100ppm이 첨가된 소결체 두 종류의 후보 시제품 

소결체를 제조하 다. 제조된 소결체 시제품의 평균 도는 각각 ① 98.1%TD와 ② 

97.5%TD이다. 한 평균 결정립 크기는 ① 40μm와 ② 50μm이다

MnO-Cr2O3 첨가제 함유 후보재료 시제품은 ① Mn 100ppm-Cr 900ppm, ② Mn 

350ppm-Cr 650ppm, ③ Mn 510ppm-Cr 490ppm이 첨가된 세 종류의 후보 시제품 

소결체를 제조하 다. 제조된 소결체 시제품의 평균 도는 각각 ① 98.7%TD, ② 

98.5%TD, ③ 98.4%이다. 한 평균 결정립 크기는 ① 51μm, ② 45μm, ③ 38μm이

다. 

MnO-Al2O3-Cr2O3 첨가제 함유 후보재료 시제품은 ① Mn 900ppm-Cr 50ppm- 

Al 50ppm, ② Mn 665ppm-Cr 300ppm-Al 35ppm이 첨가된 두 종류의 후보 시제품 

소결체를 제조하 다. 제조된 소결체 시제품의 평균 도는 각각 ① 98.4%TD, ② 

98.5%TD 이다. 한 평균 결정립 크기는 ① 51μm, ② 57μm이다. 

신공정 Cr 함유 소결체 후보재료 시제품은 ① 1000ppm, ② 1500ppm Cr이 첨가

된 두 종류의 후보 시제품 소결체를 제조하 다. 제조된 소결체 시제품의 평균 

도는 각각 ① 97.6%TD, ② 97.8%TD 이다. 한 평균 결정립 크기는 ① 56μm, ② 

102μm이다

복합 재료 후보 재료는 유동성이 높은 유리상이 UO2 계면에 석출되어 압축 변

형 응력이 부과될 때 결정립의 이동을 쉽게 하여 변형 특성을 개선시키는 소결체로 

① 75%SiO2-15%Na2O-10%CaO와 ② 85%TiO2-15%MgO 유리상 첨가제가 각각 

2000ppm 첨가된 2종의 소결체 시제품을 제작하 다.

7.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노외특성 시험 평가

소결체 재료의 열  특성과 기계  특성은 핵연료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요한 

물성이며 이들을 측정하여 노내 거동을 측하고 핵연료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다. 제조된 후보 시제품들은 결정립 크기와 크리  특성 등이 상용 UO2와 상이하며 

미량이지만 새로운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열  특성과 기계  특성을 측정

하여 상용 UO2 소결체와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고 성능 평가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MnO-Al2O3 함유 소결체외 10종의 시제품에 하여 열물성 (열팽창, 열 도도, 

융 ) 과 기계  특성 (크리 , 경도) 측정  평가를 수행하 다.

8. 환형 소결체 제조공정 고안  제조변수 도출

이 냉각 핵연료에서 소결체-피복  간극은 열분리비, 우라늄 충 량, 소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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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온도 등에 큰 향을 미치므로 이의 조 이 매우 요하고 기존 상용 핵연료에서 

보다 정 한 간극 조 이 요구된다.  기존 핵연료 소결체 제조 공정상의 핵연료 성

형체 내의 불균일한 성형 도 분포가 가장 큰 기술 장벽임을 악하 다. 이러한 

불균일한 성형 도 분포는 모래시계 혹은 장구형 소결 변형을 일으켜 환형 소결체 

내경 분포를 넓게 하고 치수 공차를 크게 한다.

소결체-피복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형 소결체 정  제조 기술  공차 

조  기술을 고안하기 하여 환형 소결체 제조 단 공정 설계  시험을 하고 환

형 성형체내 성형 도 분포에 향을 미치는 제조변수 도출, 효과 분석하 으며,  

성형 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방향과 이를 극 으로 활용하며 공차를 감소시키

는 2가지 방향에서 근하여 성형체 내부의 성형 도 분포를 최소화하는 속  삽

입 정수압 성형공정과 일축 성형 공정에서 발생하는 성형 도 분포에 따라 성형체 

내경과 외경이 변화하는 경사형 몰드 성형공정을 고안, 비 시험하 다.

경사형 몰드 공정의 경우 ±10㎛ 이하, 일축성형 후 정수압성형 공정의 경우 ±15

㎛ 이하 공차 달성하여 내부 무연삭 소결체 제조 기술을 확보하 다.

9. 환형 소결체 제조성 평가 (형상  치수)

분말 제조 공정, 농축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분말 특성, 분말 비 공정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소결 수축율 측 경험 미비하므로 분말 비, 성형, 소결 공정별 제

조 공정 변수 변화에 따른 소결 수축율 데이터를 축 하고 분석하여 상 계 도출

하는 방법으로 근하 다.

제조공정 고안 연구를 통해 고안된 고유 환형 소결체 제조공정에 한 공정 변

수별 시험을 수행하여 제조 공정 변수를 안정화하 다. 비 성형압, 과립 크기 등

의 공정 변수에 따른 환형 소결체 치수, 공차 변화 데이터 생산  미세조직 평가

하여 IDR-UO2 (농축도 2.67%) 분말의 경우, 비성형압 0.1ton/cm
2
, 과립크기 

50mesh에서 최  환형소결체 제조하 다.

일정한 내경  외경을 갖는 동일 형상의 환형 소결체에서 치수공차, 도, 재소

결 도 등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요하므로 동일 치수, 동일 선수축율 하에서 

소결체 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조 공정 설계 기술 확보하 다. 

분말  과립 제조 조건에 따른 소결 수축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 기  치수 

소결체 제조를 한 성형 몰드 설계, 제작하 고, 성형 도, 소결온도, 소결시간 제

어를 통하여 동일 치수, 동일 선수축율 하에서 소결 도 조  (90-98%TD) 하 다.

환형 소결체 형상 (진원도, 동심도), 설계 기  치수  공차, 설계 도 만족 여

부 평가를 한 분석 기술 개발하 다. 환형 소결체 내측면  외측면의 진원도, 동

심도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소결체 축 방향으로 측정  기술 시방과 비교 평

가하고, 환형 소결체 내/외경 치수  공차를 소결체 축 방향으로 측정하여 기술 

시방과 비교 평가하 다. 환형 소결체 도를 수침법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형

상법으로 각각 측정하여 상 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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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로 조사 시험용 환형 소결체 제조

KAERI 12×12 이 냉각핵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설계에 합한 조사용 환형 소

결체를 제조하기 하여 속  삽입 정수압성형 공정과 동일치수 환형 소결체 

도를 제어하는 고유 공정 기술을 용하여 조사시험 설계조건에 합한 소결체 

도 4종 (90, 93, 96, 98%TD)과 외경 치수 2종 (14.62 mm, 14.68 mm)을 제조하 다 

성형체의 성형 도는 설계한 최종 소결 도에 따라 Type A는 51.5%TD, Type 

B는 52.8%TD, Type C, D, E는 56%TD로 조 하 다. Type A-E는 설계한 최종 소

결 도를 얻기 하여 각각의 성형체는 수소기체 분 기에서 Type A는 1450℃/4

시간, Type B는 1500℃/2시간, Type C-E는 1730℃/4시간 소결하 다. 소결체는 외

 검사 후 무심연삭하여 최종 외경 치수를 조 하 다.

조사용 소결체에 하여 도, 화학성분, 미세조직, 표면결함, 치수, O/U비, 재소

결후 도등 특성 검사하 다. 그 결과 소결체는 제조시방 기  모두 만족하 다.

11. 환형 소결체 시험제조

제조성 평가 소결체 제조공정 최 화를 하여 환형 성형체 간의 성형 도 편차 

 소결 batch 변화에 따른 치수 변화 향 평가하 다. 성형체 간의 성형 도 변화

를 ±0.07% 이하로 유지하 음에도 환형 소결체 내경 변화율 ±0.16%를 얻을 수 있

었다. 이는 치수공차로 약 ±17㎛에 해당하는 값으로 성형 공정을 정 하게 제어하

여도 소결 공정 등 다른 공정 상의 미세한 조건 변화 향이 매우 큰 것을 의미한

다. 

환형소결체 내부 직경을 설계 치수에 정확히 일치시키고 치수 공차를 소결체 제

조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제조 공정 최 화를 하여 소결 공정을 보완한 

삽입 소결 기술을 개발하 다. 

환형 성형체 내부에 최종 소결체 내경보다 약간 크게 정  가공된 을 삽입한 

후 소결하면 소결 에 간 부분의 소결 수축이 일정 수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

록 삽입된 이 억제함으로써 내경 공차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착안

한 공정을 개발하 다. 여러 삽입  후보재료 (ZrO2, W, UO2)를 사용하여  환형 소

결체 시험 제조  내경 치수 분포, 공차 측정과 분석을 수행하 다. 

ZrO2 삽입 소결공정과 분리 열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내측면 무연삭 공정으로 

내경 공차 ±5㎛ 이하 달성  내경 치수 재 성을 보장하는 제조 기술을 확보하

다.

12. 환형 소결체 특성시험 평가

모의 환형 소결체를 이용한 환형 소결체의 열팽창 특성 평가를 수행하여, 환형  

소결체의 형상 차이가 열팽창계수에 미치는 향이 없음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환형소결체 재소결 시 고 화  팽윤거동을 심도 있게 평가하기 한 추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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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함. 단계  재소결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치수 변화를 단계 으로 찰하여, 

고 화  팽윤거동 시 모두 치수 변화가 등방성 거동을 보임을 확인하 다. 

고온 하 이 환형 소결체 재소결 시 치수 변화의 방향성에 미칠 수 있는 향을 

평가하 다. 시험 범  내에서는 직경  길이 변화에 고온 하 이 미치는 향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환형 소결체 재소결 시 고 화  팽윤거동과 고온 하 에 의한 향 등에 한 

시험 결과는 환형 소결체 노내 열  안정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3. 큰 결정립 UO2 소결체 상용화 PQT(공정자격인증시험)  

KAERI가 고연소도용으로 개발한 “큰 결정립 UO2 소결체 제조기술”이 KNF의 

양산 라인에서 PQT(공정자격인증시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용화 기술개

발 완성하 다. 공정자격인증시험 결과 소결체 시방을 모두 만족하고, 결정립 크기

는 12-15㎛ (기존 8㎛)로 세계수 을 달성하 다

고연소도용 큰 결정립 UO2 소결체 제조기술은 불순물 시방 이하 수 의 극미량 

Al2O3을 scrap UO2 소결체를 재활용한 고활성 U3O8을 매개체로 UO2 분말에 첨가

하여 통상 인 상용 소결체 제조 공정을 따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제

조한 소결체는 핵분열 포집능이 향상되고 열 안정성(thermal stability)이 30% 이상 

향상 된다.

개발 기술은 국내외 특허권을 확보한 기술로써 기존 양산 공정에서 용성이 뛰

어나는 동시에 제조의 경제성  품질의 향상 에서 세계최고 기술이므로 상용

화가 완성되면 국내 소결체 기술이 선진국 수 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제 2 절 초고연소도 피복관 재료 개발

1. HANA 피복   Halden 연구로 4주기 연소시험

Halden 연구로 연소시험은 HANA 피복  상용화를 하여 필수 인 노내성능 

검증의 일환으로 수행 에 있으며, 상용원 의 운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연소시

험 리그(Rig)에서 핵연료가 장 된 HANA 피복  시험연료 을 연소시키면서 주기

으로 노내 부식  크립 항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원자로 모사 조건에서 핵연료피복 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시험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계로 연구로 성능평가 분야의 최고 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Halden 연구로와 력하여 HANA 피복  노내성능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객 이

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고자 하 다. 

4주기 연소시험 후 시험연료 의 연소도는 38GWD/MTU에 도달하 고, HANA 

피복 의 부식 항성은 Zircaloy-4 비 40%이상 향상되었으며, 크립 항성은 50%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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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den 연구로에서 3주기 연소한 피복 의 인장특성을 평가한 결과, HANA 피

복 의 조사취화 항성이 Zircaloy-4 보다 10%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alden 연구로 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HANA 피복 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HANA 피복  시범연료  30개가 07년 11월부터 상용운 인  1호기에 장

됨으로써, 국내 상용로 운 조건에서 HANA 피복 의 성능 검증과 노내 성능모델 

개발을 한 핵심결과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2. HANA 피복  기본 특성자료 추가시험

HANA 피복 의 상용화를 하여 개발이 요구되는 핵연료 성능  안 해석 모

델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도, 비열, 집합조직 등 HANA 피복 의 기본특성 

자료의 DB를 구축하 다.

HANA 피복 의 도는 MATPRO code에 있는 Zircaloy-2와 유사하 으며, 비

열  집합조직 특성은 통상의 Zr 합 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ANA 피복 의 피로수명을 평가하고 참조합 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원주응

력 (450MPa) 조건에서 HANA-4 피복 의 피로수명은 17000cycle 이었으며, 

Zircaloy-4의 2200 cycle  A 합 의 11000 cycle 보다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HANA 피복 의 사고안 성을 평가하기 한 고온산화시험 결과, HANA 피복

은 기존의 안 기 인 1200℃에서 산화되어도 기계  건 성이 유지되었으며, 산

화량은 상용 Zr 합  비 30%에 불과한 우수한 고온산화 항성을 나타내었다. 

3. HANA strip 제조공정 수립 (H4, H5, H6)

핵연료 피복  소재로 개발된 HANA 합 의 지지격자 용성을 평가하고 상용 

지지격자 비 부식  기계  특성이 우수한 HANA 소재 지지격자 제조를 한 

최  제조공정을 개발하 다.

피복 과 지지격자를 동일한 소재로 제조하면 피복 과 지지격자 사이의  

마모  Galvanic 부식가능성을 감시키고 조사성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HANA 소재 지지격자 제조에 필요한 요건  공정을 수립하여 상용  지지격자

용 재를 KNF와 력하여 Cezus에서 제조하 다. HANA 상용  재에 하여 

지지격자 요구성능을 평가한 결과, HANA 소재는 상용 재 제조공정으로 제조하

여도 지지격자로서의 성능 요건을 충족하 다.

HANA 소재는 합 조성이 상용 Zr 합 과 다르고 부식  기계  특성이 상용 

Zr 합 에 비하여 제조공정에 민감하므로 지지격자로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

기 해서는 HANA 소재 고유의 지지격자 제조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HANA 합 의 종류에 따른 재결정 거동의 변화를 연구하고, 간  최

종열처리가 부식  기계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지지격자 제조를 한 

최  열처리 조건을 제시하 으며,  HANA 재의 기계  특성이 외국 신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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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소재인 A 합 에 비하여 우수한 최종열처리 조건을 도출하 다. (H4: 640°C x 

10 min, H5: 580~630°C x 10 min, H6: 540~580°C x 10 min)

4. 차세  HANA 개발을 한 특허 MAP 작성 (2007)

차세  HANA 합 은 해외 선진사들의 차세  피복  개발에 응하여 향후 

상되는 가혹한 원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피복 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는 물론 세계 최고 수 의 피복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외국 선진 피복  비 내식성 20% 향상을 목표로 개발될 차세  HANA 합

의 국내 기술소유권 확보를 하여 특허맵을 작성하고 특허 기술 동향을 악하

다. 

Zr 합  특허는 소량의 합 원소들을 (Nb, Sn, Fe, Cr, Cu 등) 정 하게 제어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허 기술의 합 조성 변화를 시각 으로 

용이하게 악할 수 있는 특허맵 산 로그램을 구축하 다. 

특허맵 산 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수한 성능이 상되는 합 들의 특허성을 

단하고 특허 확보가 가능한 합 군을 제시하여 차세  HANA 후보합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하 다.

5. 차세  HANA 합 설계

차세  HANA 합  설계는 부식 항성과 사고안 성이 외국 선진 피복  비 

20% 이상 향상된 Zr 신합 을 설계하는 것을 목 으로 하 으며, 이와 함께 피복

의 성능이 균형있게 우수하여 다양한 원자로 환경에 용이 가능한 합 조성을 설

계하고자 하 다.

이 의 합  설계는 주로 경험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합 으

로 제조된 후 성능이 설계시의 상과 달라지는 문제 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하여 Zr 합 의 부식기구와 산화막 성장기구에 한 모델링을 체

계 으로 수행 한 후, 보호성 산화막 형성을 한 합 원소 제어 방안을 제시하

다. 

부식기구 모델링과 기존 부식시험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하여 약 200 종의 신

합 을 설계하고 제조하여 당  설정된 목표치(100종)보다 2배 많은 모델합 을 제

조하 다. 

PWR 모사 Loop, 360℃ water, 400℃ steam, 360℃ 70ppm Li 등 4가지 부식환

경에서 차세  HANA 모델합 에 한 부식시험을 90일 동안 수행하여 당  2차

년도부터 시작 정인 연구내용을 조기에 수행함으로써 향후 차세  HANA 후보합

 선정시 신뢰성 높은 실험결과를 확보하고자 하 다.

6. HANA 피복  Halden 연구로 5주기 시험

Halden 연구로 5주기 연소시험 완료 시 에서 최 연소도는 50.5GWD/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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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시험기간은 838FPD에 도달하 으며 시험연료 의 결함/ 손  산화막의 이상은 

찰되지 않았다. 

HANA 피복 의 노내 부식 항성(산화막두께: 17-23㎛)은 5주기 연소 후에도 

Zircaloy-4(산화막두께: 33㎛)보다 최  40%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온도 

 성자속의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내 크립 항성도 Zircaloy-4

보다 50%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기 연소 후 방출된 일부 시험연료 에 하여 조사후 시험을 수행한 결과, 

HANA 피복 의 수소흡수량은 동일 연소도 Zircaloy-4의 40% 정도로 매우 낮았으

며, 성자 조사된 HANA 피복 의 인장특성은 동일 연소도 Zircaloy-4에 비하여 

20%이상 높은 연성을 유지하 다. 

 1호기에 장 된 HANA 피복  시범연료 이 1주기 동안 무결함으로 연소

하여 국내 상용로 조건에서 노내 건 성을 입증하 다.

7. HANA 피복  열   안 성 자료 추가 생산

단마개를 HANA 피복 에 용 한 후 열시험을 수행한 결과, 열강도는 약 

800MPa로서 규격(120MPa) 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HANA 피복 의 격자상수는 상용 피복 과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HANA 피복 의 상변태 온도는 Zircaloy-4에 비하여 α/α+β 상변태 온도가 낮

아졌으며, 이는 β상 안정화 원소인 Nb의 첨가로 β상 역이 온부로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HANA 피복 의 열팽창 계수  열 도도를 측정하고 MATPRO code와 비교한 

결과,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  열 도도는 상용 Zr 합 과 유사한 거동을 보

으며, 산화 후 HANA 피복 의 방사율(Emissivity)은 상용 Zr 합 과 유사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HANA 피복 의 고온변형은 합 종류에 계없이 안 성코드(NUREG-0630)에 

부합되는 거동을 보 다. HANA 피복 은 고온산화 후 랭한 시편에 한 링압축 

시험결과, 안 성 기 인 17% ECR 이상에서도 기계  건 성을 유지하 다. 

HANA 피복 의 고온산화 속도는 B-J  C-P식으로 규정된 상용 피복 의 산화속

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지지격자 HANA 소재의 성능평가

고성능 HANA 지지격자 제조를 한 최  제조공정은 냉간가공과 열처리 조건

의 최 화로 확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여 HANA 합 의 재결정 거동을 평가

하고 재결정도맵을 완성하 다.

상용 지지격자보다 강도  연신율이 우수하고, 부식 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종열처리 조건을 도출하 으며, 이 열처리를 용한 HANA 재의 부식 항성은 

Zircaloy-4 비 50%이상 향상되었고 수소흡수량은 외국 선진 피복  비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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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감소되었다. 

안내 /지지격자의 용  시편의 단강도는 약 1000lb 수 으로 요구조건인 

700lb를 상회하 으며, 용 부에서 단이 일어나지 않는 우수한 용 특성을 보

다.

HANA 재에 하여 하나로를 이용하여 조사량 1.7x1021n/cm2 까지 조사시험

을 수행한 결과, HANA 재의 조사취화 항성은 외국 선진 합 보다 우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9. 고연소도 (차세 HANA) 신소재 1차 Model alloy 부식성능 시험

차세  HANA 모델합 은 07년에서 08년 동안 3차에 걸쳐 200여종이 설계되어 

상용 피복  제조를 모사한 공정으로 제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고유 합

설계  제조기술은 특허를 출원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하 다. 

차세  HANA 모델합 에 하여 부식, 크립, 고온산화 항성 등의 성능평가를 

수행하 으며, 차세  HANA 최종 후보합  선정의 비단계로서 08년 말까지 확

보된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 후보합 군(33종)을 선정하 다.

360℃ PWR-simulating loop, 360℃ Pure water loop, 400℃ Steam, 360℃ 

70ppm Li 등 4가지 부식환경에서 420일 부식시험 결과를 산출하 으며, 선정된 

비 후보합 들의 노외 부식 항성은 외국 선진 피복 보다 50%이상 우수하 다.

30여종의 모델합 을 선정하여 Halden 연소시험 리그에 94일 동안 장 하여 노

내 부식 항성을 평가한 후, 외국 선진 피복  보다 노내 부식 항성이 우수한 모

델합 들을 확보하 다. 

10. 고연소도(차세 HANA) 신소재 1차 Model alloy 강도시험

차세  HANA 후보합 들의 강도(490-600MPa)  연신율(26-33%)은 외국 선진 

피복 과 유사하 고, 크립거동은 이차크립변형속도가 5x10-9 ~ 3x10-8/s의 범 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 선진 피복 과는 유사하고, HANA-6 피복 과 비교할 때 합

종류에 따라 20-70% 정도 향상된 결과이다. 

차세  HANA 모델합 의 미세조직 분석은 TEM을 이용하여 석출물 분석에 

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장기 부식성능 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석출물과 부

식성능과의 계를 도출하 다. 

차세  HANA 모델합 들의 고온 산화 항성은 1200℃ 수증기 분 기에서 1800

 동안 고온 산화시험을 수행하여 평가하 으며, 비 후보합 들의 고온 산화

항성은 외국 선진 피복 보다 20%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세  HANA 비 후보합 들의 성능을 외국 선진 피복 과 비교하여 종합하

면 부식 항성은 50%이상 향상되었고, 고온 산화 항성은 20%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HANA 피복  Halden 시험 2단계 (6주기) 연소시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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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피복  Halden 연구로 시험은 09년 9월 재 6주기 연소시험이 진행 

이며 09년 11월 6주기 연소시험이 완료되면 고연소도 조건에서 HANA 피복 의 

노내성능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5주기 연소시험 완료시 에서 HANA 피복 의 노내 부식 항성은 Zircaloy-4보

다 최  40%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내 크립 항성도 Zircaloy-4보다 

50%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주기까지의 연소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HANA 피복 과 참조피복 의 산화속도

를 계산하여 고연소도까지 부식 항성을 측하 으며, HANA 피복 의 부식 항

성은 6주기 연소시험이 완료된 후에도 Zircaloy-4 보다 최  40% 이상 우수한 특성

을 유지할 것으로 측되었다.  

Halden 연구로 연소시험 종료 후 수행 정인 조사후시험(PIE)의 계획을 수립하

으며, 조사후시험의 상피복 , 시험항목, 시험방법, 상결과  활용방안을 확

정하 다. 

12. HANA 피복  성능 종합 평가 

 1호기에서 수행 인  HANA 피복  시범연료  시험이 1주기(16.5개월)동

안 무결함 연소하여 최  연소도 24GWD/MTU에 도달하 다.

09년 3월  1호기에서 1주기 연소한 HANA 피복 에 한 PSE를 수행하여 

부식, 크립, 조사성장 등의 노내성능을 평가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연소된 상용 

ZIRLO 피복 의 성능과 비교하 다.

HANA 피복 의 상용로 노내성능은 동일한 집합체내의 ZIRLO 피복  비 부

식 항성은 30% 이상 우수하 고, 크립 항성은 12% 향상되었다.

HANA 피복 의 LTA 시험은 KNF가 국가 략과제로 추진 인 수출선도형 고

유핵연료에 용되어 수행될 계획이며, LTA 시험이 성공 으로 완료되면 HANA 

피복 의 상용 공 이 정되어 있으며 재 이를 한 기술이 이 진행되고 있다.

13. 지지격자 HANA 소재 장기 노외성능 평가 완료

지지격자용 HANA 소재의 부식 항성은 원  수화학 모사 조건에서 480일 평가

한 결과 Zircaloy-4 비 50% 이상 향상되었고, 다양한 부식환경에서도 부식가속 

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세조직 제어와 장기성능 평가를 바탕으로 HANA 합 별 최 의 지지격자 제

조공정을 제시하 다. (제조공정 A: 600°Cx2h 간열처리, 3회 냉간압연, 600°Cx1h 

최종열처리 / 제조공정 B: 580°Cx10h 사 열처리, 620°Cx1h 간열처리, 2회 냉간

압연, 600°Cx1h 최종열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HANA-4,5,6 3종의 소재 모두 지지격자의 성능요건을 충족시

킬 뿐만 아니라 최  제조공정의 도입을 통하여 상용 지지격자 비 우수한 강도 

 부식 항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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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연소도(차세  HANA) 신소재 (2차 Model alloy) 제조

08년도에 선정된 차세  HANA 비 후보합 의 성능 재검증을 한 모델합

을 제조하고 부식, 크립, 강도, 고온산화 등의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HANA 비 후보합 의 성능 재검증 평가 자료는 이 에 확보된 모델합 에 

한 장기 성능평가 자료와 함께 외국 선진사 피복  비 부식 항성이 20%이상 향

상되고 고온 산화 항성이 우수한 차세  HANA 후보합  선정의 핵심자료로 활

용될 정이다.

4차에 걸쳐 총 250종의 모델합 을 부식기구 모델링과 부식시험 DB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제조하 으며, 노내외 부식 항성, 크립 항성, 강도특성, 고온산화 항성 

등의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차세  HANA 모델합 의 부식시험은 4종류의 다양한 부식환경에서 최  600일

까지 수행되었으며, 선정된 비 후보 합 의 부식 항성은 외국 선진 피복 보다 

50%이상 우수하 고, 고온산화 항성은 20%이상 향상되었다.

15. 고연소도(차세  HANA) 신소재 (2차 Model alloy) 최종 후보합

 선정 (5종) 

차세  HANA 모델합 에 한 장기성능 평가 결과  비 후보합 에 한 

성능 재검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외국 선진 피복  비 내식성이 20% 이상 향

상되고, 고온산화 항성이 우수한 차세  HANA 후보합 을 선정할 정이다. 

선정된 후보합 에 한 Tube 제조를 하여 TREX 제조사  제조가능 일정, 

Tube 제조 일정 등의 제조방안을 수립하 다.

16. 이 냉각 피복  제조요건 도출

이 냉각 핵연료의 내외측 피복 은 이 냉각 핵연료의 연소성능과 양립할 수 

있는 기계  변형 특성과 우수한 부식 항성이 요구되며, 이를 확보하기 해서는 

내외측 피복  각각에 한 독립 인 제조공정 변수의 정 한 제어가 필요하다. 

치수가 다른 이 냉각 내외측 피복 의 크립변형 거동  조사성장 거동을 측

하여 이  냉각 핵연료의 연소성능 평가에 활용하 다. 

내외측 피복 의 제조공정 수립을 한 시편을 HANA-4  HANA-6 소재로 제

조하 으며, 제조공정 모사 시편에 한 90일 부식시험을 수행하고 인장특성을 평

가하 다. 

이 냉각 내외측 피복 은 제조단계의 가공량 조 을 통하여 성능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최종 제조단계로 갈수록 가공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외측 피

복 의 성능을 유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조요건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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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

1.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성능모델 개발

이 냉각핵연료에서는 내부 공간 존재로 인해 연소  발생하는 다양한 제원변

화(고 화, 팽윤, 열팽창등)가 기존 실린더 핵연료와 다르게 나타나는 요한 차이가 

있다.  한, 내/외부 이 냉각에 의해 핵연료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기존 실린더 

형태의 핵연료와는 다른 성능 특성을 가진다. 재까지 알려진 다양한 성능모델들

에 한 분석을 통해 이 냉각핵연료에 한 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필수 으

로 개발하여야 할 모델들을 선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PIRT(Phenomenon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를 작성하 다. 

이 냉각환형핵연료의 열분리  온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DUO_THERM 

로그램을 개발 완료하 다. 개발된 DUO_THERM 로그램은 해석 (analytical) 방

법  상용 로그램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측성능을 확인하 으며, 이 냉각핵연

료 기본 설계에 사용되었다. 개발된 온도  열수력 해석 로그램인 DUO는 로

그램 등록을 하 고 이 냉각 핵연료 온도해석 방법론은 특허를 출원하 다. 한, 

이 냉각핵연료의 변형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핵연료  성능평가모델(DUOS)을 개

발하 다. 개발된 DUOS는 1개의 핵연료 체를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온도/열분리

외에도, 이 냉각핵연료의 특징인 유량분리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포함하고 있

다. 개발된 유량분리 모델은 MATRA-AF와의 검증을 통해 측 정확성을 확인하

다.

사고시 핵연료 거동을 평가하기 해, 유한요소법(FEM)에 의한 소결체/피복  

 모델링을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열탄성, 기계  탄/소성  크립을 

고려할 수 있는 FEM 모델 개발을 완료하 으며 특히 ESF (Effective-Stress- 

Func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계산 시간을 획기 으로 감소할 수 있었다. 개발된 

모델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ADINA, MARC등)과의 검증을 통해 검증을 수

행하 다.  검증 수행결과, 개발된 유한요소 모델들은 정확성  계산속도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지녔음을 확인하 다.

2. 고연소도 소결체 가열시험

고연소도용 조사후 큰결정립 소결체(35,000MWd/MTU)의 가열시험을 하여 3

개의 결정립 종류(8㎛, 15㎛, 23㎛)별 15개의 가열시편을 비하여 부 별 산화 시 

방출되는 핵분열기체(Kr-85)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시간에 따른 방출거동을 확인하

다. 고온(500℃) 산화시험을 통해 결정립 크기에 따른 결정립 경계와 결정립 내에서

의 부 별 핵분열기체 방출거동  Inventory를 측정하여 핵연료 사고시 방출되는 

핵분열기체량의 거동분석을 한 기 자료를 생산하 다. 부 별 산화시 핵분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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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방출거동을 분석하여 고연소도용으로 개발된 큰결정립 소결체의 사고시 특성을 

평가하 다

국산 고연소도 사용후 UO2 핵연료(울진 2호기 K23 고연소도 핵연료

(65,000MWd/MTU.rod. local))의 산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립계와 결정립 내의 핵

분열기체의 방출거동을 분석하여 사고시 방출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 다. 1700℃ 

고온가열시험을 통하여 핵분열기체의 방출거동과 미세조직의 거동변화를 찰하

다.  1700℃ 가열에 따른 조직의 변화로 인해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의 확인시험이 

EDS를 이용하여 실시되어 핵분열생성물  주요감마핵종인  Ru를 확인하 다.  핵

분열기체 방출량을 온도와 시간에 따른 방출거동 자료를 생산하 다. 

기존 가열시험장비의 노후로 인해 새로운 가열시험장비를 설계/제작하 다. 신

규 가열시험장비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텅스텐 노심 을 이용하고 간 가열형태

의 온도  시간에 따른 실시간 사용후 핵연료 가열 시험장비(PIA-II)를 설계하 고 

소한 핫셀의 공간내에 설치를 고려하여 근성  조작성을 반 하 다.

3. 고연소도 피복  기계  특성 시험

크리 시험용 지그  핫셀시험 특성 상 시험의 용이성을 하여 장비를 개선하

다. 원주방향 크리 특성 평가를 해 핵연료 피복 의 링(ring) 형상시편 크리

실험에 사용될 그립은 외팔보 형태의 링시편 장착부(반-실린더, half-cylinder)를 뚜

껑(cover)으로 고정한 형상으로 설계하 다. 고연소도 피복 의 크리 실험은 핫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원격조종기에 의한 시편의 장․탈착이 용이하도록 하

다. 

개선된 크리 시험장비로 수소주입피복   미주입피복 에 하여 비 크리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온도는 365℃에서 570℃ 범 에서 수행되었으며, 비시

험결과 시험장비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고연소도 피복  기계  특성시험의 일환으로서 사용후 피복  크리  특성시험

을 수행하 다. 365℃～550℃ 범 에서 미조사재 미수소주입 피복 , 수소주입 피복

, 조사후 피복 (고연소도 피복 )에 한 인가응력에 따른 크리  변형율을 평가

하 으며, 그 결과 인가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크리  변형율, 즉 크리  변형속도는 

증가하며, 각각의 로그값에 하여 직선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LOCA 사고시 격히 하되는 핵연료피복 의 연성을 평가하기 하여 산화 

 수소화에 따른 취성을 평가하기 하여 핫셀시험의 용이성  용성을 평가하

여, 링 압축시험(ring compression test)을 선정하 다.  취성평가용 피복  시편의 

길이는 8mm로 고정하 다. 

시험온도는 LOCA사고 시 비상노심냉각장치(ECCS) 가동에 의한 Reflood 단계 

후 포화온도인 135℃에서 1mm/min 압축률로 수행하 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통해 

산화량에 따른 피복  135℃ 압축특성을 평가하 고 산화량에 따른 잔류연성을 평

가하 다. 피복 의 변 량(연성)은 산화량의 증가에 따라 격히 감소하 으며, 산

화량이 약 8% 이상에서 감소율이 완만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산화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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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의 연성은 지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연소도 모사 산화

피복 과 고연소도 사용후 피복 의 산화량에 따른 변 (연성)특성을 비교분석한 결

과, 동일 산화량 조건에서 고연소도 사용후 피복 의 경우 피복  재료 내 수소에 

의한 취화 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상 사용후 피복 의 수소함량 범 인 약 560 

ppm 까지에서는 미조사 피복 인 고연소도 모사 산화피복 과 비교할 때 커다란 

연성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피복 의 압축특성에 있어서는 수소의 향보다는 

산화에 의한 취성 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4. Fuel Test Loop 시험핵연료 제작

가압경수로 분 기에서 장기간의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FTL용 시

험핵연료에 한 설계/제작을 완료하 다. 시험핵연료는 다양한 계장(열 , LVDT

등)이 삽입되어 핵연료 노내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으

며, 안 성분석보고서에 선언된 모든 핵연료 성능 spec을 만족하 다.

FTL 시험에는 3개의 시험연료 이 장 되며, 국내에서 개발한 HANA 피복  2

종  상용피복  2종이 여러 농축도의 큰 결정립과 함께 조합을 하여 1안 성개 

시험연료 에 상하단 2종의 피복 이 장 되어 있다. 제작된 시험연료 에 한 성

능해석을 통해서는 FTL에서 제시하는 모든 안 성 조건  설계 기 이 만족함을 

입증하 으며, KINS 인/허가를 획득하 다. 제작된 시험연료 은 재 Fuel Test 

Loop에서 정상 으로 조사시험이 진행 에 있다.

5. 큰 결정립 소결체 조사시험

경수로용 신형핵연료의 고연소도용으로 개발된 큰결정립 소결체의 연구로 조사

시험이 2002년 7월 5일부터 하나로 OR-4 조사공에 장 되어 1차 조사시험(목표연소

도 35,000 MWD/MTU)이 2005년 6월 18일 완료되었고, 2차 조사시험이 2006년 2월 

9일부터 재까지 진행 에 있다. 1차 조사시험이 완료된 시험연료  3개는 PIEF

에서 조사후 시험이 완료되었으며 재장 된 시험연료  3개와 신연료 3개 연료 은 

2차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2차 조사시험 재 총 1010일(EFPD)이 진행되어 

평균 연소도 60,284 MWD/MTU에 도달하 다. 

∙ 상단 시험연료  3개 평균연소도 : 26.14 MWd/kgU(평균선출력 27.20 

kW/m) 달성 

∙ 하단 시험연료  3개 평균연소도 : 60.28 MWd/kgU(평균선출력 14.32 

kW/m) 달성 

2차 조사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무계장 캡슐은 2006년 2월 9일 하나로 OR-4 조

사공에 장입되어 재까지 4년째 상주하고 있으며, 실제 내구성에 향을 받는 운

시간은 유효조사일수 만큼 제한을 받게 된다. 재 2차 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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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조사일수는 409일이며 내구성 기간에 1/3 정도 지난 정도이다.하나로의 안

성 확보를 해서는 주기 인 캡슐의 건 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해 Visual 

Camera를 이용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하 다. 하나로 검기간에 실시된 2차 조사시

험 에 있는 무계장 캡슐은 마모의 흔 이나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건 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재 사용 인 캡슐은 상단스 링과 하단고

정체의 마모와 삼발이의 손상 등이 육안검사의 검요소로 건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환형소결체 1차 연구로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이 냉각 환형 UO2 소결체의 조사시험을 한 총 6개 시험연료 이 제작되었다.  

4 종류의 서로 다른 도의 소결체로 구성하여 시험목 인 고 화와 팽윤거동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 다. 고 화의 특성을 효과 으로 확인하기 해 상단의 시

험 집합체에는 90%, 93%  96% 도를 갖는 시험 을 배치하고, 하단 시험 집

합체에는 3개 연료 으로 각각 96%+98%, 98%L  98%의 도를 갖는 시험연료

으로 배치하여 팽윤특성을 확인하는데 효과 인 설계배치를 구성하 다. 환형 UO2 

소결체는 농축도 2.67 w/o를 사용하고 피복 은 열 특성이 안정 인 Stainless 

Steel 316L을 사용하 다.

조사시험용 리그의 하나로 OR 조사공에 합한 양립성 평가와 기계  건 성 

확인을 한 열수력  노외 성능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연료 이 갖는 핵 특성과 

장입되는 리그와의 구조  성능해석은 기수행된 결과를 반 하여 핵연료집합체 시

험시설인 FIVPET에서 수행된 유량시험 결과, 조사시험용 무계장리그가 장입된 상

태에서 flow housing 입․출구에서의 차압 200 kPa일 때의 유량과 유량의 110%에

서의 압력손실이 측정되었다. 측정결과가 하나로의 수력  제한조건인 12.7 kg/s를 

넘지 않으므로 실질 인 안 성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형소결체 하나로 조사시험을 해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안 성 분석은 

크게 정상상태/ 상운 과도상태  사고상태를 가정하여 수행되었다. MCNP에 의

한 노심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연구로에서의 축방향 출력 분포  연소도에 따른 출

력이력이 생산되었다. 정상상태  130% 과도출력을 가정한 상운 과도 그리고 

냉각수 펌 축 고착 사고를 가정한 사고 해석에서도 핵연료 표면온도는 항상 ONB 

온도 기 인 12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핵연료 온도 한 UO2 용융온

도인 1/3 수 인 1014℃로 나타났다.

환형 UO2 소결체의 조사시험은 하나로 OR-4 조사공에서 2008년 11월 13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약 93.81일간의 유효조사일수(EFPD)로 조사되어 아래와 같이 

연소되었다.

- 상단 3개 시험연료  평균 연소도 :  8,120 MWd/MTU

- 하단 3개 시험연료  평균 연소도 : 10,900 MWd/MTU

환형 UO2 소결체의 조사시험 후에는 1개월정도의 냉각기간을 거쳐 핫셀에서 일

련의 조사후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6개의 시험연료 에 한 비 괴 조사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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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하 으며, 감마스캐닝 결과 gate check 항목인 환형 소결체의 연소 안정성을 

확인하 다. 보다 정확한 결과는 재 수행 인 괴 조사후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이중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1. 이 냉각 핵연료 집합체 형상 설계

16x16의 표 원 용 원통형 핵연료를 체할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의 다발 

격자배열을 11x11부터 16x16까지 평가하 다. 열 달 면   원자로와의 양립성

에서 16x16 격자가 매우 좋지만 압력손실 증  내부수로의 냉각 성능 취약의 

문제 으로 OPR-1000용으로는 12x12 배열이 한 것으로 선정되었음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는 가동 인 국내 표 원 (OPR1000)의 노심 구조물  

제어 구동 시스템과 구조 으로 양립되고 집합체 수력하 도 기존 내부구조물의 

하  설계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주요 제원으로는 연료  간격이 17,1mm이고 환형 연료 의 내.외경은 8.5mm/ 

15.9mm이며 기존 연료에 비해 열 달 면 이 37% 증가하고, 우라늄 장 량은 15% 

감소함.

2. 출력증강 20% 이 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평형노심 핵설계는 120% 출력, 12개월 주기(320 EFPD),3 batch 그리고 성자 

출모형으로 선정되었다. 핵연료집합체는 독 의 사용 개수에 따라 세종류 집합

체로 설계되었으며 계측기 안내  주변에는 농축 핵연료 을 배치하 다. 평형노

심은 72개의 신핵연료, 72개의 1회 연소 연료  33개의 2회 연소 연료 집합체로 

구성된다. 최  집합체 연소도는 51 MWD/kgU이며 고온  Fr과 Fq는 연소  최고

치가 각각 1.50과 1.80이하로 노심설계 제한조건을 만족한다. MTC는 HFP에서 음의 

값이 유지되었으며 정지여유도는 8071 pcm(주기말)으로 OPR1000(원통형 핵연료)의 

제한치(6500 pcm)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 출력증강 OPR1000 노심의 열수력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DNBR 분석

을 수행하 다. 이때 다양한 과도상태 고려를 고려해 분석조건은 118% 과출력, 노

심 입구온도 정상온도+2 
o
C를 사용하 다. 이때 최고 의 반경방향 첨두출력은 

1.55, 축방향 출력분포는 1.55 chopped cosine으로 용하 다. 그 결과로 노심 최소 

DNBR은 1.59(이 냉각 내부수로)와 1.64(원통형 핵연료)로 DNBR 제한치(1.30)를 충

분히 만족하 다. 압력손실도 기존 핵연료 비 15%정도 높아 수용가능한 범 안에 

있었다.

안 해석은 표 인 사고 4가지에 해 수행하 는데, LBLOCA 시 사고해석의 

기조건  경계조건은 보수 으로 가정하 으며 원통형 핵연료 노심의 정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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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은 100%이지만 이 냉각 해연료 노심출력은 120%를 사용하 다. 이 냉각 핵

연료의 PCT는 1052 K로 원통형 핵연료의 PCT(1227 K) 보다 낮고 안  제한치

(1477 K) 이하인 것을 확인하 다.

3. 이 냉각 핵연료 기술 안 향 평가  해결방안 제시

환형 에서의 Heat Split (열분리) 불균형에 한 안을 해결하기 해 기 환

형 과 환형 소결체 사이의 간극조   소결체 도증가를 통해 내부 간극이 사라

지지 않도록 하여 Heat Split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 다. 그런데 이에 한 신뢰성 

있는 확인은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해 이 냉각 핵연료에 한 열-기계  변형에 

한 자료를 통해 추후 확인되어야 한다.

환형핵연료 내부수로 부분 막힘 허용량을 평가하기 해 내부수로의 막힘율에 

따른 MDNBR의 변화를 조사하 다. 분석방법은 이물질에 의한 부분막힘을 오리피

스로 인한 유로감소로 고려하 다. 그 결과 약 57%정도의 유로 막힘에서 한계 

DNBR에 도달하 다. 한편 실제 하부 단마개 입구에 이물질이 걸리더라도 별도의 

냉각수 유입 통로를 갖도록 하는 하단 단마개를 고안하여 특허를 확보하 다.

4. OPR-1000 출력증강 20% 경제성 평가

하부 120% 출력증강을 OPR1000 10개 호기에 용할 시 상되는 경제  가치

는 KOPEC 문가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1000MWe 1기당 력생산액: 3000억원/년 [단가 40원/kWh, 원자로 가동율 

90%] 

20% 출력 강을 국내 OPR1000 원자로 10기에 용시 경제  가치: 3000억

원/년․기 x 20% x 25년 x 10기 = 15조원

원자로 1기당 발 설비 증설 상 비용 (주발 기,고압터빈,고압안 펌  등) 

= 1500억원

원자로 1기당 이 냉각 핵연료 추가비용( 상) : 300억원/년 X 30%X 25년 = 

2250억원 

국내 OPR 원자로 10기 력생산 기 이익: 15조원 - (1.5조원+2.3조원) ≃ 

11조원

따라서 하드웨어 설비 추가  교체비, 추가  연료주기비 그리고 운 지 기

간의 연장으로 인한 손실 등을 고려하더라도 20%의 출력증강은 엄청난 경제  이

득을 제공할 것으로 단되었다. 

5. 이 냉각 핵연료 분석코드 체계 구축

이 냉각 핵연료가 장 된 노심 핵설계를 해 개발한 HELIOS/MASTER 코드

체계를 이용한 20% 출력증강 노심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 다. 두 개의 검증문제

(가소성 독  포함  미포함)에 해 HELIOS가 계산한 무한 증배계수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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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기 코드(McCARD)의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하 다.

노심 열수력설계 코드인 MATRA-AF는 부수로해석모듈인 MATRA와 환형핵연

료를 해 개발한 ANNULAR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MATRA의 CHF 상 식은 내

부수로의 경우 CW3-S와 외부수로의 경우 CW3-L(지지격자 향 포함)을 각각 용

하도록 개정하 으며 ANNULAR 모듈의 비등열 달 상 식을 추가하고 수치해의 

수렴성을 높이기 한 코드개선도 수행하 다.

원자로 계통 안 해석 코드는 KAERI가 개발한 MARS를 사용하 고 노심의 이

냉각핵연료에 한 내부수로를 분석할 수 있는 격자노드를 추가하 으며, 

MATRA-AF 코드와 연계를 통해 보다 정 한 DNBR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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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1. 이 냉각 핵연료 기술 안 도출

기존 한국표 형 원 (OPR-1000) 노심과의 구조  양립성을 해 이 냉각 핵연

료는 노심의 제어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핵연료와 동일한 안내 /계측

의 개수, 치 그리고 내경을 사용하여 제어 의 원활한 삽입과 인출이 가능토록 

하 다. 아울러, 노심 상/하단 연결부(upper core plate의 extension tube와 lower 

support plate의 fuel insert pin)에 한 1차 인 구조  양립요건(노심설치  

positioning)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냉각 핵연료의 상/하단 고정체는 기존 핵연

료 상/하단 고정체의 외형을 그 로 유지하 다.

기존 핵연료와의 양립성 요건은 천이노심설계에만 해당되는 고려사항으로, 인

연료의 외각에 치하는 연료 들 사이에 충돌하는 상황을 엄 히 제한해야할 필요

성이 있다. 이에 따라, 수력  혹은 구조 인 상  설계요건 등에 의해 지지구조체

의 개수가 변화되어도 간 지지구조체의 치를 기존 핵연료와 일치되도록 설계하

다.

핵연료 설계기   요건과 련한 기술 안으로서, 핵연료집합체 인양 시의 상

단  하단고정체의 허용응력 등 총 25종의 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

시하여 ‘기술 안  분석보고서’로 생산하 다.

2.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기능요건  기  도출

지지구조체 기능요건  기 은 1) 연료 에 한 축  횡방향에 한 지지구

조를 제공하며 연료  사이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연료 의 과도한 축방향, 횡방향 

 회 운동을 구속하고 연료 의 열팽창  성장 차이를 허용하며, 동시에 유체유

발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한 충분한 스 링력을 가지는 반면 연료 에 과

도한 국부응력을 가하지 않을 것 3) 노심에 핵연료집합체 장입  인출 시 횡방향 

가이드 역할을 할 것 4) 집합체 휨에 한 충격면을 제공할 것 등이다.

안내   계측 의 기능요건  기 은 1) 제어 집합체(CEA, Control Element 

Assembly), 가연성 독 (Burnable poison rod), 성자원(neutron source)  집합체 

 계측 prove의 안내기능 2) 제어 집합체의 삽입, 인출이나 비상낙하가 가능토록 

핵연료 집합체의 안내 은 정렬상태와 정 강성을 유지할 것 3) 제어 집합체가 

비상낙하(scram 는 reactor trip)할 때, 수력  완충(hydraulic buffer)기능을 제공

할 것 4) 핵연료 골격체의 를 구성하는 안내 /계측 은 핵연료 집합체가 감당

해야할 모든 종류의 하 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한 강성과 구조  건 성을 유지

할 것 5) 골격체의 다른 구성요소인 지지격자  상/하단 고정체와 기계 으로 건

하게 연결되어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고, 핵연료 집합체의 길이방향으로 나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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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치하는 지지격자들을 정 치 시킬 수 있을 것 6) 안내 /계측  내부에 치

하는 삽입물 혹은 내부유체가 과열되지 않도록 내부 혹은 간극에 유동과 유공(flow 

hole)이 존재하여 히 냉각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상단고정체의 기능요건은 1) 핵연료 취 공구(fuel handling equipment)의 체결

치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핵연료집합체를 노심, 연료 장 랙 등으로부터 장  

는 인출 시 핵연료집합체를 안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2) 외부하

(thermal, irradiation effect)으로부터 핵연료집합체의 상부에서 원자로의 상부 안내 

구조물에 해 축  횡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 름스 링을 이

용하여 발 소 정상운 기간동안 냉각재의 수력에 의한 핵연료집합체의 들림을 방

지할 수 있을 것 3) 핵연료 을 분리하거나 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원격조정  

교체가 가능하고, Center nozzle을 이용하여 계측기의 삽입범 를 center post가 한

정해주고 보호해  수 있을 것 4) 핵연료 이 flow hole로의 삽입 는 통하여 

쪽으로 이탈되는 것을 제한하고, 냉각유량을 최소 열수력 요구조건 이하로 제한

하지 않기 하여 핵연료집합체를 빠져 나가는 냉각재 유량의 분포를 균일하게 할 

것 5) 름스 링은 열  조사에 의한 원자로의 상부안내 구조물과 핵연료집합체

와의 상 변 를 수용할 수 있을 것 등이다

하단고정체의 기능요건은 1) 노심지지구조물 에 핵연료집합체를 안착시키고, 

핵연료 이 핵연료집합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핵연료  내/외부의 채

을 통하여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충분한 냉각수 유로면 을 제공할 것 2) 노

내 계측기(in-core instrumentation)의 원격 조정/설치를 하여 lead-in structure로

서 center nozzle과 hole을 제공할 것 등으로 정리하 다.

3.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개념설계  주요 설계항목 개발

지지구조체의 개념설계에 있어 가장 요한 기술 안은 이 냉각 연료  사이의 

간격이 기존의 핵연료에서 보다 히 좁아지므로 기존의 핵연료에서 채택하고 있

는 지지구조체의 스 링  딤 의 치를 그 로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이 냉각 핵연료의 지지구조체를 기존의 지지격자체 형

태를 용할 경우 연료  지지 을 지지격자 셀의 앙으로부터 지지격자 의 교차

 는 그 가까이 이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는 완 히 다른 연료  지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존의 지지격자체 형태를 용하는 방법으로서 1) 교차  원통삽입형(이하 ‘삽

입형’) 2) 지지 심 이동형(이하 ‘ 심이동형’) 3) 층형  4) 와이어형의 개념을 

개발하 으며 각각을 국내외 특허출원하고 일부는 국내특허로 등록되었다.

한편, 기존의 지지격자체 개념을 탈피한 신개념의 지지구조체로서 기존에 세로

로 배치된 지지격자 을 가로로 배치하고 다공  형상으로 하며 연료 을 분할하여 

분할된 연료 을 고정할 수 있는 다공 형 지지구조체 개념을 개발하 다. 이에 더

하여 다공  지지구조체의 측면 좌굴  충격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트러스 구조

물을 삽입한 보강형 다공  지지구조체의 개념도 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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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계측 의 개념설계에 있어 가장 요한 기술 안은 연료  사이의 간

격에 비해 안내 /계측 과 연료  사이의 간격이 넓어 핵연료집합체 단면의 열수

력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이 의 원형  사각

을 채택하는 개념을 개발함으로써 안내 /계측 과 연료  사이의 간격을 이는 

방법을 개발하 다.  다른 안내   계측 의 요한 기술 안은 기존 핵연료의 

경우 상하단고정체 각각의 유로 에 있는 유로구멍의 치가 연료 의 치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연료 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이 냉각 핵

연료의 경우 연료  내부로 유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연료 의 치에 

유로구멍을 일치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유로구멍의 크기  형상을 새로이 설계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주제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유로구멍의 

형상, 치수, 치에 한 개념을 도출하 다.

그 외 각 구조부품의 개념설계에 따른 기계 /열수력  데이터를 ‘Data 

summary' 보고서로 생산하 다.

각 구조부품에 한 개념설계 단계에서 지지구조체 련하여 인  연료  사이

의 간격감소 등 5종, 안내 /계측  련하여 안내 /계측  주변의 열수력  균형

유지 등 3종, 상단  하단고정체 련하여 인양력 22.241 kN (5,000 lbf)에 한 유

로  응력해석 등 5종의 주요설계 항목을 도출하 다.

개념설계 단계에서 핵연료집합체당 우라늄의 질량이 기존 핵연료와 거의 동일하

여야 하므로 기존의 16☓16 배열로부터 연료 의 직경이 증가된 12☓12 배열이 고

안되었다. 기존 배열과의 차이 을 보다 가시 으로 보여주기 해서 변경된 치수

를 용한 12☓12 단면모형을 제작하 다.

4. 구조부품 해석방법 개선

핵연료 이나 제어 과 같은  군(tube bundle) 구조물들은 유체-구조, 열-구조 

그리고 유체-열-구조가 연성된 경계조건 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물에 해 연

성이 고려된 해석기술  평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경계조건에 한 부정확성을 해

결할 수 있도록 각 상이 연성된 상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신규 해석코드 

ADINA를 도입하 다.

도입한 ADINA 코드를 이용하여 제어 의 노심 내에서의 낙하거동을 해석하

으며 해석결과가 in-house 코드인 SCRAM의 결과와 아주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코드의 활용성을 검증하 다.

한 해석방법의 개선으로서, 기존의 방법에 의하면 소결체의 열팽창  팽윤해

석을 독립 으로 수행하 으나 여러 상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방법론을 

수정하 으며 팽윤뿐만 아니라 고 화에 의한 소결체의 수축 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5.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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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체의 기본설계에서는 기존 지지격자체 개념을 용한 원통 삽입형, 

심이동형  층형 지지격자체 등 4종의 지지격자체 후보  연료  분할을 고려

하여 횡으로 배열된 다공 을 이용한 신개념 지지구조체 후보 1종에 한 형상, 치

수, 강도설계를 완료하 다. 한국특허 3건  미국특허 2건을 출원하 으며 32종의 

기본설계도면을 생산하 다.

안내   계측 의 기본설계에서는 이  원형 을 갖는 안내  후보에 해 형

상, 치수를 설계하 으며 굽힘강성  좌굴강성을 해석하여 기존 안내 에 비해 각

각 약 2.8배와 3.2배로 강성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  원형 을 갖는 안내   

계측 과 상하단고정체와의 조립방법을 설계하 으며 이  안내  후보에 해 미

국특허 1건을 출원하고 5종의 기본설계도면을 생산하 다.

상단  하단고정체의 기본설계에서는 연료  이탈방지  내부유로의 유동 확

보를 한 최  유로형상, 유로배열  치수를 설계하고 기존 핵연료 비 상단고

정체 0.7%, 하단고정체 6.5%의 유로면  증가로 압력강하 감을 달성하 다. 각각

에 한 유한요소해석으로 강도설계기 이 만족됨을 검증하 으며 총 6종의 기본설

계도면을 생산하 다.

구조부품의 OPR-1000 노심구조물과의 양립성을 해 상부  하부 노심 과 

하는 상단고정체  하단고정체 부품의 형상  치수를 설계하여 기하학  양립

성 만족하도록 하 으며 구조부품 후보를 이용한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 부피, 질

량, 수면  계산  Data Summary 2종을 생산하 다. 결과 으로 이 냉각 핵연

료집합체는 기존 핵연료집합체에 비해 부피 0.2-0.9%, 질량 0.7-1.4%가 증가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로부터 핵연료집합체의 부양력을 분석하여 노심 구조물과의 구

조강도 양립성이 만족됨을 보 다.

한편,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  연료  진동특성의 양립성을 해 FIV해석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등을 분석하 으며 집합체 당 9개의 지지구조체 개수를 제안

하 다.

6.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성능 해석  평가

기계  강도  거동 해석/평가에서는 도입한 ADINA 코드에 의한 제어  낙하 

시 충격속도 유한요소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 으며 제어 낙하 시 상부구조물의 

강도 건 성을 확인하고 핵연료취  하 에 한 상하단고정체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해당재료 항복강도의 40~66%로 성능요건을 만족하 다. 한 이 냉각 연료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해 기 개발된 최고 효율의 이물질여과장치

에 한 용성을 검증하 다.

외부하 에 한 상단고정체 center post의 강도 건 성확인을 해 center post

에 작용되는 기 인가하 과 름 스 링력을 평가하 다.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 

총 량이 기존 핵연료에 비해서 최  1.4%가 증가하 으나 center post에는 Type 

304 Stainless Steel 항복강도의 최  64%정도의 응력이 발생하 으므로 집합체 무

게 증가가 center post의 강도 건 성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측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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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내 /계측   상하단고정체에 해 유동  온도를 해석하기 해 사각  

 이  원형  안내 의 수력  가열직경과 MDNBR을 계산하 다. 이 냉각 연

료의 경우 연료 의 수력  직경에 한 안내  수력  직경의 비가 1:1.12로서 유

동분할에 의해 연료  측으로의 유동에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료  내부의 유

동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7.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건 성 분석  평가

연료  지지건 성 평가에서는 지지구조체 한 셀 당 연료 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하 에 하여, 보수 으로 연료 과 하나의 지지부 사이 력을 7 N으로 

결정하 다. 앞서 고안된 삽입형, 반구형 돌출부를 이용한 심이동형  외팔보형 

지지부를 이용한 심이동형에 해 각각의 지지부 특성을 상용 유한요소해석 코드

인 ABAQUS를 이용하여 하 -변  특성곡선을 해석으로 구하 으며 그 결과, 삽입

형, 심이동형 지지구조체 순으로 강성과 하 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연료 과의 최소 력은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 다.

좌굴  충격강도 련 건 성 평가를 해 지지구조체의 수치해석용 모델을 개

발하 다. 이때, 격자  수의 감소에 따른 이 냉각 핵연료 지지구조체의 설계기  

만족여부를 해석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 으며 해석 방법은 최  임계하 을 유

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고, 이를 기존 지지구조체의 해석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격자

 개수의 감소에도 0.3 g 설계기 인 약 28 kN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하 다. 결과

으로, 삽입형 지지구조체의 임계 충격력은 28.6 kN으로 측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료에 비해 약 3.25 배 증가된 값으로, 격자 의 개수가 감소하고 연료 을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임계 충격력이 상당히 증가되어, 설계기 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진동  FIV 련 건 성 분석을 해 우선 지지 이 없는 내부피복 의 유동유

발진동 문제를 고려하 으며 펠렛이 없는 빈 이 과 여기에 펠렛을 장입시킨 시

험  각각을 상으로 일련의 동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내부 피복 의 유동유발진

동 에서 고찰하 다. 이를 해 이 냉각 시험 에 자기 방식

(electromagnetic)의 가진기를 이용하여 순수 랜덤 형의 가진력을 인가한 후, 비

식 이져 진동계를 이용하여 내측 과 외측 의 응답을 각각 측정하 다. 그 결

과, 펠렛이 없는 빈 시험 의 내측  응답특성은 외측 의 응답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갖으며, 빈 의 랜덤 가진 응답스펙트럼에서 주요한 주 수 성분들은 해석

결과와 반 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펠렛 삽입 시험 의 랜덤가진 응답스

펙트럼에서는 내측 과 외측 의 응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시 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 다. 이로부터 내부 피복 이 지지되지 못하더라도 유체

유발진동에 의한 과다진동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상하 다.

한편 이 냉각 연료 의 동  안정성 분석결과, 불안정화 되는 임계유속이 기존 

연료 에 비해 20~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상되며, 지지  손실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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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여유는 증가될 것으로 기 된다. 한, 동특성 해석을 통하여 내/외 부수로

의 유속차이는 이 냉각 연료 의 동 특성에 한 민감도가 무시될 수 있을 것으

로 단하 다.

8. 이 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기능시험방법 개발

지지구조체  연료 의 연계 기능시험을 해 이 냉각 핵연료 지지구조체의 

특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할 수 있는 용 시험기를 개발하 다. 시험기는 하

나의 셀과 12×12 지지구조체를 모두 수용할 수 있고, 하  부가속도를 조 가능토

록 하 으며, 지지구조체 내 지지부(스 링/딤 )의 치에 무 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특성곡선 데이터를 획득하기 하여 LabVIEWⓇ를 이용하여 

DAS를 구축하 다.

한 상단고정체의 름스 링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를 개발하 다. 이 

시험기의 개념은 앞의 지지구조체 특성시험기와 유사하도록 설계하 으나, 상

으로 큰 힘을 달하도록 름 의 두께를 증가시켰고 용량 로드셀  변  

LVDT를 설치하 다. 데이터처리를 해 지지구조체 특성 시험기와 동일하게 

LabVIEWⓇ를 이용하 다.

한편, 기 보유 인 유체유발진동 시험루 를 이 냉각 핵연료 4×4 부분 시험집

합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 으며 연료 의 외경이 료 4×한 이 냉각 

연료 과 지지구조체 지지부와의 에 의한 마멸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마멸시험기를 수정하 다.

9. 이 냉각 연료  부품 개념설계

단마개 개념설계에서는 이 냉각 핵연료 의 과도한 내부 피복  진동을 감

하기 한 방안으로 제안된 분할 연료 의 단마개를 설계하 으며 국내특허를 출

원하 다. 이것은 유동유발 진동을 감함과 동시에, 상부 분할연료 의 하부 단

마개에 유로 구멍을 존재하게 하여 하부 분할연료 의 냉각수 상류 치에 이물질 

등이 잔류하여 유동이 원활치 않은 경우 이 유로 구멍을 통해 내부 수로에 냉각수

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냉각 연료 의 핵비등이탈 발생 가능성을 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하부 단마개는 냉각수의 보충 수로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이 냉각 연료 을 구성하고 있는 내측 을 지지할 수 있어 내측 이 유동

유발진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변 를 억제할 수 있다.

리넘 스 링 개념설계에서는 리넘 공간의 확보  경제 인 코일형 리넘 

스 링 용이 용이한 다공성 리넘 스페이서  리넘 스 링의 개념을 개발하

고 제원을 설계하 다. 다공성 리넘 스페이서는 가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

로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개수로 분리가 가능하며, 스페이서 외면에 원형  타

원형 등의 다양한 형상을 가진 공극들을 규칙 으로 배열함으로써 내부 리넘 공

간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리넘 스 링의 용성 측면에서도 경제 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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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된다.

연료  구조해석에서는 이 냉각 연료  피복 의 가장 큰 기술 안인 외부 피

복 의 두께를 연구하 다. 이를 해 기존 상용 핵연료의 피복  지름  두께에 

한 자료를 조사하여, 피복 의 바깥지름에 한 두께의 비율이 0.058 ~ 0.069의 

범  내에 있으며, 특히 0.06의 비율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음을 악하 다. 그

러나 이 냉각 핵연료에서 0.060의 비율을 용할 경우 15.9 mm 지름의 외부 피복

 두께가 0.954 mm로 증가되어, 소결체 부피가 히 감소하게 된다. 소결체 부

피의 감소는 핵연료의 우라늄량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 냉각 핵연료의 출력증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내부피복 의 안지름  외부

피복 의 바깥지름을 유지할 경우 두께를 최 한 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수로

형 핵연료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바깥지름에 한 두께의 비가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이 냉각 연료 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되는 설

계식과 이를 검증할 목 으로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최 의 외부피복  두께를 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 다. 결과 으로 이 냉각 연료  외부 피복 의 지름을 

15.9 mm로 할 때, 두께를 0.87 mm로 하 으며 이때 탄성좌굴에 한 안 율이 

2.33이 되는 것을 보 다.

개발된 이 냉각 연료 의 용 방법을 구 할 수 있는 용 TIG 용 기를 설계

/제작하 다. 이 TIG 용 장치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원주방향 둘  용 을 해 

피용 물을 회 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회  각도의 제어가 가능토록 설계하

다. 용 기는 국내 Welmate사의 Micro TIG 용 기(모델: TW-10/100)를 선택하

고 진공챔버를 비롯한 구동  제어장치를 별도로 설계, 제작하 다. 이를 이용하여 

6개의 조사시험용 연료  시편을 제작하고 용 부 인장시험, 용입깊이 검사  조

직검사 등을 수행하고, 추가로 헬륨기체 출검사와 헬륨기체 자체의 분석 등의 품

질보증을 수행하 으며 성공 으로 조사시험을 완료하 다.

10.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개발

기본설계 완료한 지지구조체 후보 4종(삽입형, 심이동형 2종, 다공 형), 이

 안내 /계측  2종  상하단고정체 각 1종에 해 기하학  합성  제조 

의 기본  평가를 해 모형을 제작하 다.

지지구조체 모형은 4×4 배열로 하 고, 안내 /계측 은 체 길이의 1/2 정도, 

그리고 상단  하단고정체는 실물크기로 하여 체 핵연료집합체의 약 1/2 길이에 

해당하는 집합체를 구성하 다.

특히, 다공  지지구조체의 경우 3차년도의 탁과제( 남 )에서 제작한 카고메 

트러스를 포함하 으며 분할된 이 냉각 연료 이 다공  지지구조체와 함께 핵연

료집합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11.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주요기능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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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가 완료된 지지구조체 후보들에 해 연료  정렬  지지기능, 연료

의 과도한 축방향, 횡방향 변형  회 운동 구속기능 등 총 4종의 주요 기능에 

해 만족여부를 분석하 다. 이때, 지지기능 확인을 해 지지구조체로부터 연료 을 

인출할 수 있는 하 을 측정하는 시험이 필요하여 지지력 특성곡선 시험기를 수정

하여 측정하 다.

한편, 인  핵연료집합체와의 충격면 제공기능은 이 냉각 핵연료에서 지지구조

체의 개수가 변경될 경우 기존 상용 원통형 핵연료집합체와의 혼합노심 상태에서는 

주요 기술 안이 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2단계의 연구내용으로 고려하고 있는 

혼합노심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석할 정이다.

안내 /계측 에 해서는 비핵연료 노심부품  노심계측소자의 안내기능 등 

총 6종의 주요 기능의 만족여부를 평가하 으며 재 기본설계한 이  원형 을 갖

는 안내 /계측 은 내측 이 기존 원통형 핵연료에서와 같으므로 모든 기능을 만

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단  하단고정체의 주요 기능으로서 핵연료 취 공구와의 체결기능, 연료  

이탈방지 기능 등 총 12종에 해 기본설계 완료한 후보들의 만족성 여부를 평가하

으며 상단고정체 름스 링이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의 자 , 수력하   부력

을 고려한 부양력을 견딜 수 있으며 OPR-1000 노심 상부구조물의 강성에도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하단고정체가 노심 하부구조물과 양립함을 모형을 이

용하여 검증하 다.

12. 이 냉각 핵연료 주요 구조부품 후보 성능  건 성 분석/평가

지지구조체의 연료  지지특성, 충격, FIV  마멸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

석결과와 비교하 다. 연료  지지특성  충격강성의 경우 허용오차 범  내로 해

석과 시험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여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각각 구조

부품의 건 성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상단  하단고정체의 경우, 름 스 링의 특성을 시험하고 해석결과와 비교함

으로써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특히 유로 의 응력해석 과정에서 핵연

료 설계기 으로 제시되고 있는 ASME 응력설계 기 과의 비교평가를 해 응력선

형화를 실시하 으며 기 이 만족됨을 확인하 다.

안내 의 경우 제어  낙하시간  속도, 굽힘/충격강성에 해 검증된 유한요

소 해석방법으로 분석하 으며 설계기   건 성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한편, 

제어  낙하충격 완충을 한 이  안내 의 외측 에 형성하여야 하는 유로구멍에 

해서는 해석 으로 근하여 설계하 다.

13. 이 냉각 연료  기본설계

특허출원한 다공성 스페이서, 리넘 스 링의 상세 제원을 생산함으로써 이

냉각 연료 을 구성하는 부품의 기본설계를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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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출력증강용 이 냉각핵연료 의 열 /기계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해 타 세부과제(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에서 개발된 DUOS 로그램을 

활용하여, 120% 출력증강용 핵연료 의 제원  출력조건을 입력으로 하여 핵연료 

온도  기계  성능 인자들을 평가하 다.

열  성능해석 결과에서는, 기존 원통형 핵연료 비 43% 이상의 최  핵연료 

온도 감소로 인해 열  안 성이 크게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기계  성능해석

으로 수행한 피복  탄성좌굴 항성 분석에서는 안 율 2.33으로서 건 성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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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달성 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고연소도 

소결체 재료 

기술 안 분석 

평가

원자력 선진사의 핵연료 소결체 기술 황 분석

고연소도용 소결체 안  요구특성 분석

고연소도용 소결체의 성능목표를 구체화 하여 개발목표설정  

고연소도용 소결체 특성 평가방안 마련

기술분야별 특허조사  웹기반 특허맵 작성 

특허맵 이용 공백기술을 도출하여 다수의 특허 출원에 활용 

100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설계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성능목표 설정

  - 결정립 크기  고온 압축변형 특성  

산화물 핵연료 후보재료 설계

  -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신 첨가제 함유 소결체 재료설계 

 ▫Mn-계 binary/ternary 산화물 첨가제 개발

  - Cr-첨가 소결체 고유 개량공정 개발

 ▫기존 Cr-doped 소결체(AREVA) 제조공정 개량

복합재료 핵연료 후보재료 설계

  - 온 융  유리상 함유 소결체 재료 설계

 ▫SiO2-, TiO2-계 유리상 함유 소결체  

 ▫Iodine과 화합물 형성 가능한 원소로 구성

100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시험제조 

 평가

가소성 재료 시험제조  공정변수 도출

 - Cr-첨가 소결체 시험제조  개량 공정 변수 도출 

 - Mn-계 신첨가제 조성 소결체 시험제조  제조변수 도출

 - 공정 조  소결체 제조공정 변수 도출

 - SiO2, TiO2-계 온 유리상 조성 소결체 시험제조        

   제조변수 도출

가소성 재료 기 물성 평가기술 개발

 - 고연소도용 소결체 평가기  수립

 - 측정 온도, 가압 응력, 변 량 기  설정

100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가소성 환형 소결체 개발

1.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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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이 조건에서 PCI를 모사할 수 있는 변형 측정 장치      

   개발  응용

시험 제조 소결체 크리  특성 비 평가

 - UO2 참고 소결체와 특성 비교 평가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제조공정 개발

MnO-계 신첨가제 함유 소결체 제조공정 수립

 - MnO-Al2O3, MnO-Cr2O3, MnO-Cr2O3-Al2O3 신 첨가제     

   조성 선정

 - 혼합, 성형, 소결 단  공정변수에 따른 재료특성 평가  

 - 개발 단 공정을 통합한 최  제조공정 신기술 개발 

Cr-첨가 소결체 개량 제조공정 수립

 - 최소 첨가량으로 Cr 첨가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신 제조공정 개발 

SiO-계 유리상 함유 복합재료 소결체 제조 공정 수립

 - 첨가제 상합성  모분말 혼합기술 개발    

 - 소결공정 변수에 따른 재료특성 평가 완료

100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선정

가소성 재료 물성 평가 

 - 140여종의 소결체를 제조하여 도  미세조직 분석

 - 도  미세조직 특성이 우수한 100여종 소결체 크리    

  특성 측정 평가 수행 

가소성 후보 재료 선정

 - 후보재료 선정 기  설정 (UO2 비 크리  특성 30%,      

   결정립 크기 250%이상 향상) 

 - 후보재료 선정기 에 부합하고, 상용공정 양립성이        

   우수한 총 11종의 후보재료 선정

표 후보재료는 선진사 개발 소결체 비 최고 수  (크

리  등 노외특성)

100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재료 후보 

시제품 제작

MnO-Al2O3 첨가제 함유 2종 후보재료 시제품 제작 

MnO-Cr2O3 첨가제 함유 소결체 3종 후보재료 시제품 제작

MnO-Al2O3-Cr2O3 첨가제 함유 소결체 2종 후보재료 시

제품 제작

신공정 Cr 함유 소결체 2종 후보재료 시제품 제작

SiO2-Na2O-CaO 첨가제 함유 소결체 1종 후보재료 시제품 

제작

TiO2-MgO 첨가제 함유 소결체 1종 후보재료 시제품 제작  

100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재료 

노외특성 시험/ 

평가

재료후보 시제품 열 특성 (열 도도, 열팽창, 융 ) 시험 

평가

 - 11종 시제품 열팽창 측정  평가 완료 

재료후보 시제품 기계  특성 (크리 , 경도) 시험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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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종 시제품 크리  측정  평가 완료

환형소결체 

제조공정 고안 

 제조변수 

도출

환형 소결체 제조 단 공정 설계  시험

 - 비 압분공정 표 화, 윤활제 첨가량  첨가방법,        

   소결  수축율 변화 측정 

 - 단방향/양방향 일축성형 공정 평가

내경 무연삭 환형 소결체 제조공정 고안 

 - 삽입 정수압 성형; 성형 도 균질화하여 무연삭 직경    

   정 도 ±15㎛ 이하로 제어

 - 경사형 몰드 공정; 소결 수축율을 반 한 성형체 직경     

   구배를 조정하여 무연삭 직경 정 도 ±10㎛ 이하로 제어 

환형 소결체 제조변수 도출

 - 환형 소결체 치수공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성형공정      

   소결공정 변수 도출 

 - 제조변수 ( 비성형압,과립크기, 성형압, 소결온도,산소분압)  

   별 치수 상 성 도출

100

환형소결체 

제조성 평가 

(형상  치수)

환형 소결체 제조공정 변수 안정화

 - 고유공정으로 고안한 소결체 공차 조  기술 안정화를 

한 공정변수 최 화 수행

 ▫ 비압분 성형압 (0.1, 0.2, 0.3, 0.7 ton/cm2) 

 ▫체가름 과립 크기 (20, 30, 50 mesh) 

평가용 소결체 소결 기술

 - 동일 치수, 동일 선수축율 하에서의 소결체 도 제어하는 

고난도 기술 확보

  ▫소결 수축율 데이터 생산 

  ▫성형 도  소결변수 조  
환형 소결체 형상, 치수, 도 분석기술

 - 환형 소결체 형상 (진원도, 동심도), 설계 기  치수  공차, 

설계 도 만족 여부 평가를 한 분석 기술 개발 

100

연구로 조사 

시험용 환형 

소결체 제조

무연삭 환형소결체 제조기술 이용 기  설계에 합한 

하나로 조사시험용 환형소결체를 성공 으로 제조 

세계최 로 이 냉각 핵연료 환형소결체 연구로 조사시험

이 가능한 치수공차를 가지는 환형 소결체 제조 

환형소결체 노내거동 자료 확보를 하여 도, 치수변수

를 조 하여 총 5종의 소결체를 제조

조사용 소결체 특성(치수, 도, 불순물 농도, 미세조직, 재

소결 도) 분석평가

100

환형 소결체 

시험제조

제조성 평가 소결체 제조공정 최 화

 - 환형 성형체 간의 성형 도 편차  소결 batch 변화에 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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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치수 변화 향 평가

 - 소결 공정을 보완한 삽입 소결 기술을 개발하여 제조공

정 최 화 

 - 여러 삽입  후보재료 (ZrO2, W, UO2)를 사용하여  환형 

소결체 시험 제조  내경 치수 분포, 공차 측정 분석 수행

 - ZrO2 삽입 소결공정과 분리 열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내

측면 무연삭 공정으로 내경 공차를 ±5㎛ 이하 달성  내

경 치수 재 성 확보

환형소결체 

노외특성 시험 

평가

모의 환형소결체를 이용한 환형소결체의 열팽창 특성 평가 

수행 

환형소결체 고 화  팽윤거동 모사평가

 - 단계  재소결 시험을 통하여 치수 변화를 단계 으로    

   측정, 찰

고온 하 이 환형소결체 재소결 시 치수 변화의 방향성

에 미치는 향 평가

100

2. 련분야에의 기여도 

개발된 기술 에서 요소기술은 일반 인 세라믹 재료의 처리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 PCI 비 소결체 재료기술 에서 불순물 첨가 기술은 다른 세라믹 재료의 

미세조직을 제어하여 재료특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되어 기여할 수 있고, 환형 소

결체 제조기술은 다른 세라믹 재료 제조에서 무연삭 방법으로 내경치수를 정 하게 

제어한 방법을 제공한다. 

열 도도, 열팽창, 융 등의 열물성과 크리 , 경도등의 기계  특성 database는 

핵연료 설계  안 성 해석에 필수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 database에 부

족한 을 보완 할 수 있으므로 핵연료 설계기술 발 에 기여한다.

제 2 절 초고연소도 피복관 재료 개발

1. 목표 달성도 

   모든 세부 연구목표 항목에서 계획 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었으며 연구목표달성도 한  항목에서 100% 달성하 다. 당해 단계 주요 연구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ANA 피복  Halden 연구로 검증시험 완료

   Halden 연구로 6주기 연소시험을 완료 하 다 (2007~2009). 총 시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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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FPD 이었으며, 최 연소도 61.15GWD/MTU에 도달하여 노내성능면에서 

Zircaloy-4 상용합 에 비하여 부식 항성은 40%이상, 수소흡수 항성 50% 향상

되었고 크립 항성은 50%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하 다. 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Halden 연소 피복 에 한 PIE 시험 항목  계획 수립 하 다. 

HANA 피복  성능 종합 평가

   HANA 피복  기본 특성자료 추가시험을 통하여 상용화를 한 핵연료 성능 

 안  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 DB구축 을 완료 하 을 뿐만 아니라(2007)  

HANA 피복  열   안 성 자료 추가 생산하여 우수한 단 마개 건 성, 안

성 코드에 부합되는 고온변형 거동, 안  규제기  이상에서도 열충격시 건 성  

상용피복  비 우수한 고온산화 항성을 확인 하 다 (2008). 한 Halden 연구

로 연소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로 시범연료 시험이 2007년에  1호기에서 

착수되어 상용화를 한 최종 검증단계에 진입 하 고 시범연료  1주기 연소시험

이 완료 되어 (09년 3월) 장  후 16.5개월 무결함 연소  최 연소도 

24GWD/MTU에 도달하 으며 그 결과 상용피복  비 부식 항성은 30% 향상, 

크립 항성은 12% 향상 등 HANA 피복 의 우수한 노내 건 성을 확인하 다 

(2009).

지지격자용 HANA 재 최 화 연구

 상용  재 성능평가 결과, HANA소재는 지지격자 성능요건을 충분히 만족하

고 최종열처리 온도의 변화에 따른 HANA strip (HANA-4,5,6)의 기계  특성  

미세조직 평가를 통하여 HANA strip의 최  제조공정 수립을 수립하 다 (2007). 

지지격자용 HANA 재에 한 부식시험결과 원 모사 loop 조건 360일 시험에서 

Zircaloy-4 재 비 부식 항성이 50% 향상되는 특성을 보 고 외국 선진피복  

비 수소흡수성은 20% 향상되었다. 이밖에도 시방보다 높은 용 강도와 우수한 조

사취화 항성을 확인 하 고 부식  기계  특성이 향상된 고유 지지격자 제조공

정 개발을 완료하 다 (2008). 마지막으로 지지격자 HANA 소재 장기 노외성능 평

가를 해 400일 부식 특성 평가를 완료한 결과 Zircaloy-4 재 비 부식 항성 

50% 이상 향상을 확인하고 HANA-4,5,6 소재에 한 최  지지격자 재 제조공정 

수립을 완료하 다 (2009).

고연소도 피복 용(차세  HANA) 후보 소재 개발

   차세  HANA 합  개발을 한 특허맵 작성  특허분석 산 로그램 구

축하여 차세  HANA개발을 한 특허 MAP 작성을 완료하 고 (2007) 부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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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과 기존 DB 분석을 통한 약 200종의 신합  설계  제조 하여 원 모사 

loop, 360℃ water loop, 70ppm LiOH, 400℃ steam 등 다양한 환경에서 부식시험 

수행 한 결과 부식 항성은 외국 선진피복 보다 50%이상 우수 하 고 고온산화 

항성은 외국 선진피복 보다 20%이상 우수함을 확인 하 다 (2008). 한 고연

소도 (차세 HANA) 신소재 1차 Model alloy 강도시험 결과 외국 선진 피복 과 

등한 인장  크립 특성을 확인하 고 미세조직과 내식성의 상 계를 도출하여 

차세  HANA 비 후보 합 군 선정 하 다 (2008). 이후 총 4차에 걸쳐 총 250종

의 모델합  설계  제조 하여 4종류 부식 환경에서 최  600일 부식 항성 평가

를 완료하여 외국 선진피복 보다 50%이상 우수한 부식 항성을 확인하 다.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고연소도 (차세  HANA) 신소재 (2차 Model alloy) 최종 후보

합 을 선정하 고 후보합  성능 시험결과 외국 선진피복  비 고온산화 항성

은 20%이상 향상, 인장  크립 성능은 등한 결과를 얻었다 (2009).

2. 련분야 기여도 

HANA 피복 은 고연소도까지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개발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원 의 안 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HANA 피복 이 상용화되면 신소재 피복  개발을 한 주요 핵심기술 완성

하여 핵연료 소재기술의 100% 자립을 달성하고, 원자력 신소재 개발을 한 원천기

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신소재 피복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원  시장에서 선도  치를 확보하는데 기

여함으로써 원  수출을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개발된 합 설계 기술은 신소재 피복 의 소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연구단

계에서 확보된 핵심기술은 원자력 소재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

의 국산화  기술자립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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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달성 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성능모델 개발

- 이 냉각 핵연료 성능평가 체계 설계, 

  온도  열분리 계산 로그램 개발

- 핵연료 소결체의 응력, 변형 분포 계산 

  모듈 개발

- 사고시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  성능 

  모델 분석

100

고연소도 소결체 가열시험

- 고연소도 소결체 가열시험

  ⦁국산 고연소도 소결체  큰 결정립 

    소결체 가열시험  미세구조 찰

- 신규가열시험장치 설계  제작

  ⦁ 간 가열방식을 용, 2200℃ 노심

     부 설계  제작

100

고연소도 피복  기계  특

성 시험

- 고연소도 피복  크리  특성  취성

  특성 시험 장비 구축

  ⦁지그 제작  핫셀내 설치

- 고연소도 피복  크리  특성 시험

  ⦁365~550℃, 미조사피복 , 고연소도 

   모사 수소주입 피복 , 사용후 피복

- 고연소도 피복  취성 특성 시험

  ⦁25℃, 135℃, 미조사피복 , 고연소도 

   모사 고온산화 피복 , 사용후 피복

100

Fuel Test Loop 시험연료  

제작

- FTL 시험연료  성능분석 완료

- 시험연료  제작 완료  FTL 내에서 

  정상상태 조사시험 수행

100

큰 결정립 소결체 조사시험 

- EFFD 1010일 진행되어 평균연소도 

  60,284 MWD/MTU 도달

- 육안검사로 조사캡슐의 노내 건 성 

  확인

100

환형 소결체 연구로 조사시

험  조사후시험

- 이 냉각 환형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시험집합체  무계장 리그 설계/제작

- 조사시험용 리그 양립성 평가, 노외 

  성능시험  안 성분석 완료

- 하나로 조사시험 완료(연소도 10,900 

  MWD/MTU)   조사후시험 진행

100

제 3 절 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

1.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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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달성 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이 냉각 핵연료

최 격자 구조

/제원 설계

O OPR-1000과 완벽한 구조  양립성을 갖춘 

최 의 이 냉각 환형 핵연료다발 개발 :

 → 기존 가동  OPR-1000 원 의 원자로 

내부구조물  제어  계통의 변경없이 장 될 수 

있는 이 냉각 환형핵연료집합체 12x12를 설계함

100

2. 련분야에의 기여도

기존 원통형 핵연료의 정상상태에서의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은 그동안의 핵연료 

성능평가코드의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 등한 수 에 이르 다. 미국 MIT에서 

Frapcon 코드를 일부 보완하여 이 냉각 핵연료 성능평가코드를 개발하 으나 이

냉각 핵연료의 특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는 보단계이다. 이 냉각 핵연료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핵연료 온도  열분리를 해석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로 외국보

다 앞선 이 냉각 핵연료 성능평가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한 이 냉각 환형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해 확보할 노내거동자료는 이 냉각 핵연료의 노내

거동 측모델의 개발  검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큰 결정립 소결체의 연구로 조사시험을 통해 확보된 캡슐 설계/제작 기술, 조사

시험  조사후시험기술은 본 과제에서 개발 인 이 냉각 환형소결체의 연소

기 노내거동을 평가하기 한 하나로 조사시험에 용하여 성공리에 조사시험을 완

료하 으며, 하나로 정상상태 Fuel Test Loop 시설의 가동과 함께, 그동안 해외에 

의존하던 핵연료의 조사시험  성능검증 시험을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 다.

국산 고연소도 핵연료에 한 사고시 안 성시험을 통해서는 재 활발한 연구

가 수행 인 핵연료 안 성 련 시험들과 등한 수 의 시험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해외에 의존하 던 사고시 핵연료 성능자료를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한, CABRI/Halden 국제공동연구에 주도 으로 참여

하여 확보된 다양한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행 안 성 기 들의 문제   개선

등을 국내 산업체  인/허가 기 과 공유함으로써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에 필수

인 기반기술을 제공하 다.

제 4 절 이중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1.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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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체 크기는 물론이고 안내  개수, 치  

크기가 모두 재의 원통형 연료 16x16와 양립성을 

갖추었다.  이는 MIT가 신규 W 원자로에 용 

가능한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 설계보다 활용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발 한 것임

출력증강 20%

이 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O OPR-1000 노심의 출력증강 20% 달성가능성 

확인

 → OPR-1000에 해 노심 리목표를 3 역 

12개월 주기로 결정하고 핵연료 의 U235 농축도 

5%미만과 독 의 Gd 농축도 8% 미만  Axial 

Blanket 설계를 용하여 노심 장 모형 선정함

 → 노심 핵설계, 열수력설계, 안 해석을 수행하여 

반응도 계수, 최소 DNBR, 피복  온도, 핵연료온도 

등이 안  기 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음

100

이 냉각 핵연료 분석 

코드 체계 구축 

O 이 냉각핵연료 분석코드 구축

 → 기존의 원통형 연료에 한 설계코드들을 환형 

형상 용에 한 합성 검증 는 환형 형상을 

한 별도의 모듈을 개발함

 → 핵설계는  HELIOS/MASTER 체계, 

열수력설계는 MATRA-AF 체계, 안 해석은 

MARS/MATRA-AF로 구성되어 있다. 

100

OPR-1000 출력증강 

20% 경제성 평가

O 출력증강 경제성 평가

 → 원자로 출력증강 20% 시 kW 당 단가  

발 소 수명에 기 한 기 매 수익과 출력증강을 

한 발 소 기기의 교체  발 설비 보완 상 

비용 그리고 이 냉각 핵연료로 인한 추가 

주기비용 증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을 

평가함

 → OPR-1000 한 호기당 략 1.1 조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갖는 것으로 단됨

100

이 냉각 핵연료 

기술 안 해결방안 

수립

O 이 냉각핵연료의 Gate Check 만족  

기술 안 해결방안 제시  

 → Gate Check 사항인 Heat Split 안에 

해서는 환형 과 환형 소결체의 내.외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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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달성 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이 냉각 

핵연료 

기술 안 도출

▶ 이 냉각 핵연료 구조  제원과 OPR-1000 노심 내부

구조물과의 양립성  핵연료 설계기 이 만족될 수 

있는 모든 기술 안을 도출함

1) 치수  형상조건, 유로배열 등 상하단고정체 련 

안; 개수  치조건 등 지지구조체 련 안; 치 

 형상조건 등 안내 /계측 련 안 도출; 기술

안  분석보고서 2건 생산

2) 구조, 간섭, 재료  기   요건 등의 안 도출; 기

술 안  분석보고서 2건 생산

100

주요 구조부품 

기능요건  

기  도출

▶ 이 냉각 핵연료가 상용 핵연료로서의 기능을 만족하

기 한 각 구조부품의 요건  기 을 도출함

1) 연료  지지, 피치유지 등 지지구조체 련 기능; 유로

형성, 이물질여과 등 상하단고정체 련 기능; 리넘 

공간 등 연료 구조 련 기능요건 도출; 기술 안  

분석보고서 8건 생산

2) 부수로 면 을 고려한 안내 /계측  기능; 유로 치,  

크기, 형상 등 연료 과 연계한 상하단고정체 련 기

능요건 도출; 기술 안  분석보고서 2건 생산

100

간극크기 조   소결체의 도 증가를 통해 Heat 

Split 제어가 가능 하도록 하여 해결함

 → 이물질에 의한 환형핵연료의 내부수로 막힘 

가능성을 해결하기 해 하단 단마개를 고안  

하 으며 이는 국내.외에 특허 등록됨

2. 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결과를 통한 주요 기여도는 이 냉각 환형핵연료가 기존의 가동  원자

로인 OPR-1000에 활용된다면 별도의 원자력 발 소의 추가 건설 없이 력공 을 

20% 정도 확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OPR-1000 

5기당 1개의 발 소를 더 공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므로 매우 부가가

치가 높은 것이다, 앞으로 이  냉각핵연료에 한 노내.외 시험을 통해 좀 더 상세

한 특성 자료가 확보된다면 산업체가 극 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1.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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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조부품 

개념설계  

주요 설계항목 

개발

▶ OPR-1000 노심에 양립할 수 있는 이 냉각 핵연료의 개

념을 정립하 으며 도면을 포함하여 개념설계보고서를 

생산

▶ 련 내용으로부터 SCI 4편을 포함, 총 35편의 논문을 국

내외에 게재/발표하 으며 국내특허 4건을 출원함

1) 양립성, 기능요건  설계기 을 만족하는 핵연료집합

체 구조를 한 외곽 치수, 구조부품 형상화

2) 구조부품 개념설계도면 18종  개념설계보고서 생산

3) 지지구조체 5종, 안내 /계측  3종  상하단고정체 5종 

의 주요설계항목 개발

4) OD 15.9 mm, ID 9mm의 연료 을 12×12로 배열한 

핵연료집합체 단면모형 제작; 이 냉각 연료  개념모

형  시편 제작; 내부피복 과 단마개의 Micro TIG 

용 기  치구 제작; 연료  시편을 이용한 시험용

100

구조부품 

해석방법 개선

▶ 연료  내부유로를 추가로 갖는 이 냉각 핵연료 거동에 

해 보다 엄 한 해석을 수행하기 해 다 물리 해석

코드를 정비하고 해석방법을 개선함

▶ 련 해석방법에 한 로그램 1건을 국내 출원함

1) 기보유 유한요소해석 코드의 해석체계 정비; 유체-고체

연성 해석코드 도입/설치

2) 핵연료 열팰창/팽윤 통합해석 모델 개발  해석

3) 응력선형화 방법 분석; 제어  낙하거동에 한 유체-

고체연성해석; 피복  열응력, 리넘 스 링 해석, 연

료  유체유발진동 해석 등 연료 구조 련 비해석 

수행

100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설계

▶ 형상, 구조강도  열수력  설계기 을 만족하는 구

조부품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보고서를 생

산하 음

▶ 지지구조체 련 국내특허 3건, 미국특허 3건을 출원

(국내특허 2건 등록)하고 32종의 기본설계도면 생산; 

안내 /계측  련  미국특허 1건을 출원하고 국내

특허 1건이 등록되었으며 5종의 기본설계도면을 생산; 

상하단고정체 6종의 기본설계도면 생산; 구조부품 후

보를 용한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 Data Summary 2

종 생산

▶ 련 내용을 국내외 학술 회 논문 3편으로 발표

1) 기존 지지격자체 개념을 용한 원통 삽입형, 

심이동형  층형 지지격자체 등 4종  다공 을 

이용한 신개념 지지구조체 1종의 형상도출  

기본설계

2) 기존 안내 에 비해 굽힘/좌굴강성이 각각 약 

2.8/3.2배 증가한 이  안내   계측  형상도출  

기본설계

3) 기존 핵연료 비 상단고정체 0.7%, 하단고정체 

6.5%의 유로면 을 증가시킴으로써 압력강하 감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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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 상하단고정체 형상도출  기본설계

4) OPR-1000 노심의 상부  하부 노심 과 하는 

상단고정체  하단고정체 부품의 형상/치수설계로 

기하학  양립성 만족

5) 구조부품 후보를 이용한 이 냉각 핵연료집합체가 

기존 핵연료집합체 비 부피 0.2-0.9%, 질량 0.7-1.4% 

증가되며 핵연료집합체 부양력 분석으로 OPR-1000 

노심 구조물과의 구조강도 양립성 만족

6) 핵연료 진동특성 양립성을 한 FIV(유체유발진동)  

진동해석에 의해 집합체 당 9개의 지지구조체 개수 

제안

7) 제어  낙하시간의 유한요소해석으로 설계기  만족 

확인

주요 구조부품 

후보 기본성능 

해석  평가

▶ 상단고정체의 구조  성능이 만족됨을 해석  방법에 

의해 확인하 으며 안내  제원을 결정하고 국내외 

학술 회 논문 9편을 발표함

1)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제어 낙하 시 상단고정체의 

강도 건 성 확인

2) 핵연료취  하 에 한 상하단고정체 응력이 

항복강도의 40~66%로 성능요건 만족 확인

3) 안내 의 수력  가열직경, MDNBR 계산/평가

100

이 냉각 주요 

구조부품 후보 

건 성 분석  

평가

▶ 거안한 지지구조체가 이 냉각 연료  무게를 고려한 

7N의 최소지지력과 충격 기 을 만족하는 것을 보

으며 이 냉각 연료  내부 피복 의 지지부재로 인

한 과 진동 우려 안을 해결하 음

▶ 련 내용으로부터 SCI 2편을 포함 국내외 논문 12편

을 게재  발표하 으며 국내 로그램 1건을 등록함

1) 연료  지지부 당 최소 지지력  특성곡선을 

분석하여 출원된 지지구조체의 지지건 성을 확인

2)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출원된 지지구조체의 0.3g 충격 

설계기  만족 확인

3) 연료  내부피복  지지부재 안 분석  유체탄성 

불안정 시 임계유속이 기존 연료 에 비해 20-30% 

감소함

4) 연료  진동 안정성 여유로 인해 지지력 상실에 따른 

연료 마멸손상은 상 으로 을 것으로 평가함

100

구조부품 

기능시험방법 

개발

▶ 지지구조체  름스 링 기능시험을 한 신규 시

험장비 2종 제작하고 시험방법개발보고서 생산하 음

▶ 시험방법에 해 SCI 1편을 포함 국내외 논문 5편을 

게재  발표함

1) 지지구조체  연료 과의 연계기능시험과 

상단/하단고정체 기능시험을 해 각각 신규 시험기를 

설계/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완료함

2) 이 냉각 연료 의 유체유발진동에 련한 진동시험과 

마멸 항성 련 기능시험을 해 각각의 기존 보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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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설을 수정하 으며 성능시험을 완료함

3) 각각의 시험기  장비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구조부품의 기능시험을 한 

시험 차  방법을 개발함

이 냉각 

연료  부품 

개념설계

▶ 개념설계 도면으로서 단마개 5종, 리넘 스 링 4종 

 다공성 스페이서 7종 생산하고 이 냉각 연료  외경

증가에 따른 피복  두께 결정방법 도출하 으며 이 냉

각 연료  용  련 기술  난제 해결  조사시험 이

냉각 연료 을 성공 으로 제조함

▶ 이 냉각 연료 부품  조사시험 연료 시편 제조보고

서 생산하 으며 국내특허 출원 2건과 국내외 학술 회 

논문 6편을 발표함

1) 내부피복 이 통하는 단마개와  분할연료 의 

상호체결을 한 단마개 구조  형상 설계

2) 소결체 무게의 7g까지 건 성을 갖는 스 링 하  

234.54N, 스 링강성 11.81N/mm, 심지름 12.45mm, 

소선지름 1.9mm의 리넘 스 링 설계

3) 리넘 역  Fission gas 부피를 고려한 다공성 

스페이서 형상 설계

4) 기존 핵연료공 자 설계공식  얇은 의 

탄성좌굴이론 분석을 통하여 외부피복  두께결정 

방법 수립

5) 탄성좌굴실험을 수행하여 기존 탄성좌굴 설계식이 약 

18.2% 과 평가하고 있어 비보수 임을 확인

6) 내외부 피복 과 단마개를 용 할 수 있는 용 

Micro TIG 용 기 설계/개발  용 방법/ 차 개발

100

주요 구조부품 

후보 개발

▶ 고안된 체 구조부품의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을 완료함

1) 지지구조체 후보 4종, 이  안내 /계측  2종  

상하단고정체 각 1종의 모형 설계/제작

2) 다공  지지구조체의 측면충격을 보강하기 한 카고

메 트러스 설계/제작

3) 구조부품 후보를 이용한 이 냉각 핵연료골격체 모형 

설계/제작

100

주요 구조부품 

후보 주요기능 

검증시험

▶ 구조부품 모형을 이용한 기능 확인시험을 수행하 으며 

각 구조부품의 모든 주요기능에 한 만족성을 평가함

▶ 연료  인출력 시험을 한 지지특성 시험기를 보완함

1) 지지구조체 주요기능 4종의 만족여부 평가  연료  

인출력 측정시험 수행

2) 안내 /계측  주요기능 6종의 만족여부 평가

3) 상하단고정체 주요기능 12종의 만족여부 평가  노심 

상하부구조물과의 양립기능 시험 수행

100

주요 구조부품 

후보 성능  

건 성 

분석/평가

▶ 구조부품 모형을 이용한 성능  건 성 확인시험 을 수

행하여 각 구조부품의 모든 요구 성능  건 성을 만족

함을 보임

▶ 련 내용을 SCI 1편, 국내외 논문 11편으로 게재  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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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함

1) 지지구조체의 연료  지지특성, 충격, FIV  마멸시험 

수행  건 성 만족 확인

2) 상하단고정체 름 스 링 특성시험 수행  응력선형

화 해석을 통해 건 성 만족 확인

3) 제어  낙하시간, 속도, 굽힘/강성에 한 해석을 통해 

안내  건 성 만족 확인

4) 각 시험에 한 해석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와의 비교로

부터 해석방법의 타당성 검증

이 냉각 

연료  

기본설계

▶ 120% 출력증강용 이 냉각 연료 의 기본설계  열

/기계  성능해석을 완료하 으며, 국외특허 2건  

국내특허 1건을 출원하고 국내외 학술 회 논문 3편을 

발표함

1) 연료  각 구성부품에 한 상세제원 설계로부터 

기본설계 완료

2) 외경 15.9mm, 두께 0.87mm의 이 냉각 연료  외부 

피복 의 탄성좌굴 안정성 련 안 율이 2.33 

이상임을 확인

3) 기존 원통형 핵연료 비 43% 이상의 최  온도 

감소로 열  안 성 증가 확인

100

2. 련분야에의 기여도

OPR-1000 원자로용 이 냉각 핵연료의 구조부품에 한 고안, 설계  시험/분

석기술은 경수로용 상용 핵연료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분이며 

상용 핵연료에 비해 이 냉각 핵연료의 독특한 기하학  조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본 과제에서 개발된 결과를 기존 상용 경수로용 핵연료 기술의 제고에도 기여한 바

가 크다. 그  표 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 냉각 핵연료에서 연료  사이간격이 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지구조

체의 고안은 상 으로 연료  사이간격이 넓은 기존 상용 핵연료의 지지격자체에

도 약간의 설계변경을 통해 용할 수 있어 기존 핵연료를 한 선택의 범 를 더

욱 확장할 수 있게 하 다. 특히 본 과제에서 독창 으로 개발한 트러스구조를 이

용한 다공  지지구조체의 개념은 기존 상용 핵연료에서 이물질 여과격자체로 용

할 수 있다.

이 냉각 연료 의 배열  내부유로를 고려한 상단  하단고정체의 유로  설

계에서 수행한 ASME code 기 에 따른 응력선형화 방법수립은 향후 핵연료 구조

부품 뿐 아니라 원자력 련 부품의 ASME 응력설계 기 만족 여부를 분석하거나 

강도설계를 수행할 때에 활용할 수 있다.

제어  낙하시간을 측할 수 있는 구조-유체연성해석 로그램의 용방법을 

개발하고 기존 In-house code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한 것은 향후 안내 의 설

계가 변경될 경우 소유권에 구속되어 있는 In-house code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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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지지력  인출력 측정장치를 개발함으로 인해 이 냉각 핵연료의 지지

구조체 뿐 아니라 기존 상용 핵연료의 지지격자체의 연료  지지력을 신속하고 정

하게 시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인출력 측정장치는 지지구조체와 연료  사이

의 마찰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료  마멸 시험  해석

에 유용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외경이 히 큰 이 냉각 연료  외부피복 의 두께를 결정하기 해 분석한 

탄성좌굴 이론  이를 검증한 실험은 기존의 핵연료 설계  공 자들에 의해 엄

히 분석되지 않았던 피복  두께설계에 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냉각 핵연료의 유체유발진동 시험  분석연구를 통해 향후 기존 연료 의 

진동거동  지지격자 의 고주 진동 상을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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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가소성 환형 소결체 개발

고연소도용으로 개발한 “큰 결정립 UO2 소결체 제조기술”이 KNF의 양산 라인

에서 공정자격인증시험에 성공하여 상용화 기술개발이 완성되었다. 국내외 특허권

을 획득한 이 기술은 국내 상용 UO2 소결체 제조에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제조

의 경제성  품질의 향상 에서 세계 최고 수 의  에상용 소결체 제조에 

활용되면 국내 UO2 소결체 기술이 세계수 을 달성할 것으로 기 된다. 

 PCI 비 가소성 소결체 재료개발은 1단계 연구를 통해 10여 개의 PCI 비 

소결체용 가소성 후보 재료가 선정되었다. 결정립 크기 측정과 크리  특성 평가들

을 통해 후보 재료의 노외 특성을 측정 평가하 다. 측정 결과 AREVA, 

Westinghouse 등 선진 산업체에서 개발 완료한 가소성 소결체 특성 수  혹은 그 

수 을 능가하는 노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된 후보 재료들  특성이 우수한 유력 후보들을 2단계에 선정하여 제조 기

술을 완성하고 이 후 단계에서 노 내 성능 검증을 완료하여 기술을 완성할 계획이

다. 완성된 가소성 소결체 재료 기술은 향 후 국내 산업체에 기술을 이 하여 기존 

핵연료 소결체를 체하거나 차세  원자로 핵연료 소결체로 활용할 수 있다. 개발

한 가소성 소결체는 국내외 특허권을 가진 고유 기술이며, 세계 최고 수 의 품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국내 산업체가 제조한 핵연료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핵연료의 수출산업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냉각핵연료 환형 소

결체는 고출력을 수용하면서 고연소도용 핵연료 이므로 기존 원형통 소결체 보다 

PCI 완화가 더욱 요구된다. 개발된 가소성 소결체 재료는 이 냉각 핵연료의 환형 

소결체 소재로 활용된다.   

이 냉각 핵연료의 환형 소결체에 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의 

기술 선 에 활용한다. 한 개발한 원천 핵심 기술들에 한 개발 선도 국가로서 

기술 우 를 하기 한 기술 장벽을 형성하는데 활용된다.

개발된 다양한 핵연료 노외 성능 측정  평가 기술들은, 산업체가 생산한 소결

체들에 해,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물성들을 측정하고 자료화하는데 활용하여 산

업체의 물성/품질 분석기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제 2 절 초고연소도 피복관 재료 개발

Halden 연구로 연소시험 결과는 HANA 피복  시범집합체 시험을 한 인허가 

 노내성능 모델 개발을 한 핵심자료로 활용될 정이다. HANA 피복 은 KNF

가 개발 인 수출선도형 고성능 고유핵연료의 피복 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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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술이 이 진행 에 있다. 이와 함께 상용화를 한 최종 검증 단계로서 상

용로 시범연료  시험이 수행 에 있으며, 집합체 단 의 노내성능 검증시험은 

2011년 하반기에 착수될 정이다. HANA 피복 은 상용화를 한 최종 검증 차

가 완료되는 2015년 이후부터 국내 원 에 상용 공 되고, 그 후 원  수출과 함께 

해외 원 에도 공 될 것으로 상된다. HANA 피복 은 고연소도까지 우수한 성

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 의 안 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차세  피복  재료 개발을 통하여 확

보된 후보합 들은 미래의 가혹한 경수로 가동조건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안 성을 

보유한 고성능 피복  개발에 필수 인 원천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신소재 피복

의 소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연구단계에서 확보된 핵심기술은 원자력 소재뿐

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의 국산화  기술자립에 기여할 것이다.

제 3 절 핵연료 연소성능 평가기술 개발

개발된 이 냉각 핵연료 성능평가 모델은 다음단계부터 개발될 고연소도 고성

능 핵연료 성능평가코드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며, 이 냉각 핵연료 비성능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한 이 냉각 핵연료의 성능이 입증될 경우 개발된 코드는 산업체

에 이 하여 핵연료 연구  설계에 활용함으로써 정상상태 핵연료 성능평가코드와 

함께 핵연료 수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인허가 기 에도 이 하여 이 냉각 

핵연료 련 인허가 기 설정 등의 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 

핵연료 성능  안 성 련 데이터베이스는 핵연료 개발  코드 검증에 필수

인 자료이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의 핵연료 성능자료를 입수하여 사용하여 왔

다. 그 지만 앞으로는 본 과제에서는 생산된 데이터베이스가 학, 연구기   산

업체에 이 되어 핵연료 개발  코드 검증 등에 활용될 것이다. 한 지 까지 해

외에서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수입하 지만 향후 OECD/NEA와 같은 해외 기 에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핵연료 기술의 상이 제고될 것이

다. 특히 하나로 연구로를 통해 세계 최 로 수행된 이 냉각 환형소결체 조사시험 

결과는 이 냉각 핵연료의 기 노내 거동평가 모델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하나로 조사시험을 한 캡슐  시험연료 의 설계/제작, Fuel Test Loop 조사

시험을 한 시험 리그  시험연료  설계/제작 기술과 조사된 시험연료 에 한 

성능평가기술은 향후 국내에서 개발할 새로운 핵연료의 성능검증에 활용될 것이다. 

한 국내에서 핵연료의 노내성능검증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외국의 시험시설 이용

시 소요되는 외화를 감할 수 있다. 

제 4 절 이중냉각 핵연료 노심 타당성 평가

본 과제는 가동  원  OPR-1000에 용할 이 냉각 환형핵연료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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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의 타당성을 연구한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OPR-1000 뿐만 아니라 

APR+와 같은 용량 경수로의 경우 노심 크기를 획기 으로 축소시킬 수 있어 

용량 압력용기 제작에서 오는 제조시설의 한계 극복  제조비 감소를 이룰 수 있

다. 한편 GEN-IV 원자로 노심과 같은 고온의 운 조건에서는 더욱 강 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이 냉각 환형핵연료의 핵심기술  분석

코드들은 상당부분 용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용량 경수로에 활용 시 기기제작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 용량 원자로는 장

하는 핵연료집합체 수가 늘어나는데, 압력용기 제작 한계로 인해 노심의 크기의 

제한을 받는다. 이를 고출력 환형핵연료로서 체할 경우 핵연료집합체 수를 20%정

도 일 수 있으므로 매우 활용성  경제성이 높다.

환형핵연료의 기술 안 해결방안 련 기술소유권 확보를 통한 기술 선 하 다. 

당해단계(‘07-’09)에서 이 냉각 환형핵연료의 약 이 될 수 있는 내부수로 막힘 (국

내 4건, 국외2건)  열분리 제어 기술 (국내 1건)에 해 특허 출원 는 등록된 

상황으로 이 분야에 한 기술선 을 하 다.

제 5 절 이중냉각 핵연료 구조설계 기술개발

이 냉각 핵연료에서 개발된 고유의 구조부품  구조설계기술과 우리기술로 개

발한 국산 핵연료 HANA 피복 과 고연소도용 UO2 소결체의 고유기술을 목하여 

이 냉각 핵연료의 자체 고유 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기능, 성능  건 성이 검증된 이 냉각형 핵연료 구조  구

조부품 후보군은 출력증강을 한 신 핵연료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히 두될 때, 신

속하게 이의 후보군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개발에 따른 시간  부담을 획기 으

로 경감하게 되어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

이 냉각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신개념 는 기술  많은 부분

은 기존의 상용 경수로 핵연료 구조부품에도 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체의 핵연료 

개선  개량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 냉각 핵연료는 기존 경수로 핵연료에 비해 핵연료 심온도가 낮고 출력을 

규모로 증강할 수 있어 산화물 핵연료를 사용하는 미래의 제4세  원 용 핵연료

로서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조부품  구조

설계기술을 활용하면 개발기간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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