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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중수로 안전성 최적평가 기반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적

○ 중수로 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코드 개발/검증

○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 해석 방법론 개발

○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 해석 기반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필요성

○ 중수로 안전성최적평가 기반기술 확보는 가동중 중수로의 운영현안, 안전현안, 규제현

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요구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제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현장에도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선진기술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수로 운

영관련 정비/보수시장의 기술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수로 기반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각 발전원이 경쟁체계 하에 놓이게 된 현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 안전성 향상과 이용률 증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그간

경수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수로에 대한 안전성 및 운전 성능 향상 등에 대

한 기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안전성 증진을 근간으로 한 중수 원전의 이용률 향상을 추구

하여야 함.

○ 우리나라 가동중 원전에 대한 중수로 발전용량 비율이 약 20 % 로 국가 에너지원을 공급하

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수로 안전성 기반기술 확보가 취약한 실정이며,

중수원전에서 발생한 중수누설 사건/사고 등으로 중수로의 안전성에 대한 원전 주변주민과

일반국민의 관심고조에 대한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적시에 중수로 안전성평가 기반기술 확

립이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중수로 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코드 개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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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물리 격자 코드 개발 및 검증

- WIMS-CANDU 1.5 개발 및 노물리 실험자료와 종합 검증

○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 해석 방법론 개발

- 압력관 크립의 노물리 영향 평가

- 크립을 고려한 노물리/열수력 연계모듈 개발

○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 해석 기반기술 개발

- LBLOCA 시 변형 핵연료채널 내 복합열전달 중요인자 도출

- 핵연료채널 실험자료 수집/DB 구축

- 변형 핵연료채널 사고해석코드 모델 개선/검증

- LBLOCA 시 변형 핵연료채널 CFD 해석모형 개발/검증

- 정상상태 연료봉 성능 및 거동 해석방법론 기술 개발

Ⅳ. 연구개발 결과

○ 중수로 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코드 개발/검증

- 노물리 격자코드 개발

- 노물리 실험자료를 이용한 격자 코드의 종합 검증

- 노물리 코드를 이용한 노심 출력 계산 (WIMS/RFSP 연계체제 구축)

- 노물리 코드를 이용한 기포반응도 평가

○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 해석 방법론 개발

- 채널내 노물리 평가방법론 개선 모델 개발

- 압력관크립의 노물리 영향 평가

- 노심/열수력 코드 결합 해석모듈 개발

○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 해석 기반기술 개발

- LBLOCA 시 변형핵연료채널 내 복합열전달 중요인자 도출

- 복합열전달 및 지르코늄-증기 화학반응 CFD 해석모형의 검증

- 변형핵연료채널 건전성 평가를 위한 복합열전달 및 화학반응 모델 영향 평가

- 변형핵연료채널 사고해석 모델 개선/검증

- 핵연료채널 실험자료 수집/DB 구축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규제 및 산업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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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포반응도 불확실성 정량화 및 평가에 활용

- 변형핵연료채널의 사고해석 영향평가로 규제 방안 설정에 활용

- 노후화를 고려한 사고해석시 변형핵연료채널의 사고해석방법론 활용

- 설비개선된 월성 1 호기 사고해석에 활용

- CANFLEX 상용화 추진시 CANFLEX 사고해석에 활용 가능

○ 중수로운전 및 핵연료설계 안전해석 개선에 활용

- 변형핵연료채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활용

- 고온핵연료채널 실험검증용 CFX 모델개발을 중수로 안전성 최적평가에 활용

- 변형핵연료채널의 CATHENA 해석모델 개발로 사고해석 방법론 개선에 활용

- 노후화 핵연료채널의 Blowdown 및 Post-Blowdown 해석을 위한 사고해석 방법론 개선

에 활용

- 출력계수 계산과 같이 노물리/열수력 반복계산이 필요할 경우에 노심/열수력 연계계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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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of Project

Development of Realistic Safety Analysis Technology for CANDU Reactors

Ⅱ. Objective and Motivation

R&D Objectives

○ Development/validation for CANDU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a reactor physics/thermal-hydraulics coupled realistic analysis

methodology

○ Development of a fundamental technology of a fuel channel analysis for an operating

CANDU reactor

Motivation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 Securing the fundamental technology of the CANDU realistic safety assessment

enables to develop the regulatory guides for those current issues such as those

issues of the operating CANDUs in the O&M, safety, regulation, to provide the

related technology to the site, if necessary, reducing the dependency to the foreign

advanced technology, to enhance the technical competativeness in the operation

related maintenance/repair market.

○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ll kinds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industries face a

fierce competition as a result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ies, in order for the nuclear power to secure a favorable position in the

market, enhancement of the nuclear power plant safety, availability is absolutely

necessary. By developing a fundamental technology for the safety and operation

performance enhancement for the CANDUs which has been comparatively paid less

attention compared to the LWR industries, Korea needs to pursuit increasing plant

availability based on safety enhancement.

○ Even if the contribution of CANDU plants to the whole nuclear power generation

amounts to nearly 20%,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the electricity to

the whole country, the status of securing an self-standing capabil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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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 technology is still weak. Thus to acquire the public trust of the Korean

and those who live in the communities nearby the plant sites on the CANDU plant

safety, timely establishment of the fundamental technology of the CANDU safety

assessment is necessar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Reactor physics lattice code development/validation for CANDU safety

assessment

- Reactor physics lattice code development/validation

- Development of the version 1.5 of WIMS-CANDU code, and comprehensive

validation of the code against the criticality experiments

○ Development of a reactor physics/thermal-hydraulics coupled realistic analysis

methodology

- Development of the reactor physics and thermal-hydraulics interface module

considering the creep, and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afety analysis codes

structure

○ Development of a fundamental technology of a fuel channel analysis for an operating

CANDU reactor

- Derivation of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complex heat transfer in the crept

fuel channel during LOCA

- Establishing the database of the fuel channel experimental data

- Improvement and validation of the crept fuel channel model of the safety

analysis code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FD analysis model for the crept fuel

channel for large break LOCA analysis

- Development of the fuel element performance and behavior analysis

methodology for steady state operation

Ⅳ.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 Reactor physics lattice code development/validation for CANDU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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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a reactor physics lattice code

- Validation of the lattice code against the criticality experiments

- Reactor Core power distribution calculation using WIMS/RFSP coupled system

- Void reactivity assessment using a reactor physics lattice code

○ Development of a reactor physics/thermal-hydraulics coupled realistic analysis

methodology

- Realistic safety analysis methodology development for LOCA accidents causing

extremely asymmetric neutron flux distribution

- Development of a detailed analysis methodology for local perturbation of neutron

flux in the fuel channel

- Development of a reactor physics and thermal-hydraulics coupling analysis

module

○ Development of a fundamental technology of a fuel channel analysis for an operating

CANDU plants

- Derivation of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complex heat transfer in the crept

fuel channel during LOCA

- Validation of a CFD analysis model for the integrated and complex heat transfer

and Zr-steam chemical reaction

- Assessment of the models for the integrated and complex heat transfer and

Zr-steam chemical reaction for the integrity assessment of the crept fuel channels

- Improvement and validation of a safety analysis model for a crept fuel channel

- Establishing the database of the fuel channel experimental data

Ⅴ. Application of the R&D results

○ Application to the regulation and nuclear industries)

- Qua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the void reactivity uncertainty

- Use of the result of the effect of the fuel channel creep on the reactor safety to

the reactor regulation

- Use of the crept fuel channel analysis method in performing the safety analysis

for the aged plants

- Use of the results to the Wolsong 1 Refurbishment safety analysis

- Application of the results to the accident analysis of CANDU plants load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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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FLEX fuel should the commercial use of CANFLEX fuel carried out.

○ Application to the CANDU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accident analysis for

the new fuel development

- Application to the assessment of the crept fuel channel on the reactor safety

- Application of the CFX model development for the high temperature fuel channel

experiment to the realistic CANDU plant safety analysis

- Use of the modeling technique developed for CATHENA crept fuel channel model

to the improvement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 Use of the technique developed from this research to improve the safety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blowdown and post-blowdown analysis for the aged CANDU

plant LOCA safety analysis

- Application of the physics/thermal-hydraulics coupling analysis method to those

research work where a large amount of repetative calculation is necessary such

as the CANDU power coefficient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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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3 년 월성 1 호기 상업운전과 함께 중수로에 대한 약 26 년의 운전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 30 년 수명 계속 운전을 위해 설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

성 1 호기 이후 1997 년부터 차례로 건설된 월성 2, 3, 4 호기의 중수로도 계속 운영해야 하는

바, 이들 중수로의 지속적 안전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중수로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의 확보

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 3 차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이 2007 년부터 ∼ 2009 년까지의 1 단계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중수로 안전성 최적평가 기반기술 확립을 위해 중수로 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 코

드 개발에서는 POWDERPUFS-V/MULTICELL 을 대치할 수 있는 중성자의 up-scattering

을 포함하는 2 군 모형으로 개선한 WIMS-CANDU/Dragon 을 이용하여 2 군 격자 및 증분단

면적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RFSP를 이용하여 출력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개

발하였고, 그동안 확보해 온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중수로에 적합하도록 WIMS 코드의 개발

및 검증 해석을 수행해 왔다.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 해석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Post-blowdown시 핵연료채널 안전해석코드 검증용 CFD 해석 모델 개발을 위해 캐나다의 변

형 핵연료채널 실험인 CS28-2 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3 차원 CFD 해

석을 수행해 왔으며, 정상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열전달 메커니즘인 복사열전달에 대한 CFD

모델 검증과 과도상태에 대한 CS28-2 실험 장치에 대한 CFD 입력모델을 개발하여 핵연료 모

사봉의 온도 예측에 대한 실험 결과와 CFD 코드 결과를 비교해 본결과 실험치와 예측 값이 유

사하게 나타났다.

최근에 IAEA 를 중심으로 캐나다 AECL 이 수행한 SBLOCA 에 대한 실험결과를 예측하는

국제협력연구가 진행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SBLOCA에 대한 RD-14M 실험 자료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SBLOCA 를 평가할 수 있

는 안전해석 기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타 중수로 보유국들과의 기술교류를 활발히 수행해 왔

다.

중수로는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수평으로 장착된 여러 개의 단일 압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노후화에 따른 압력관의 변형은 중수로 고유의 특성으로 이는 노물리, 열수력, 사고해석, 연

료봉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과제 수행단계 중 중수로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 개발

에서는 중수로 노후화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특히, 변형핵연료채널이 노물리, 사고해석, 열수

력, 연료봉해석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수행해 옴으로써 중수로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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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뿐만 아니라,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중수로 전문인력을 유지 및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

며, 향후 중수로 안전연구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가동중 중수로의 기술력의 계승

및 자립화를 이루어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가동중 중수로 안전성최적 평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수행한 세부 목표 및 주

요 연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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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중수로 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코드 개발

∙노물리 격자코드 개선 및 검증

- 노심해석을 위한 WIMS-CANDU 개선

- 채널내 노물리 평가방법론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 CANDU 6 격자에 대하여 WIMS-CANDU를 이용하여 노물리변수 평가

- WIMS-CANDU를 이용한 기포반응도 계산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해석

방법론 개발

∙비대칭중성자속분포 및 냉각재기포분율의 공간분포모사 예비모델 개발

∙압력관 변형 고려한 노물리 해석

- 압력관 크립의 노물리 격자 및 노심 영향 평가

- WIMS/RFSP, HELIOS/RFSP를 이용한 핵연료 다발 편심이 노심에

미치는 영향 평가

∙조절봉 연소효과 예비평가

- 조절봉 연소효과에 의한 노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심열수력 코드 결합 해석 모듈개발

- WIMS-CANDU/RFSP 연계프로그램 개발

- Phython 이용 RFSP/NUCIRC 연계프로그램 개발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해석

기반기술 개발

∙복합열전달 및 지르코늄-증기 화학반응 CFD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

- 지르칼로이/증기 산화반응 CFD 해석모델 개발

- 산화반응 모델의 CFD 모델 적용 및 검증

∙변형 핵연료채널 사고해석 모델개선 및 검증

- 변형채널 내 복합열전달 중요인자 도출

- 변형핵연료채널 모델 개발 및 검증

- 변형채널해석용 Blowdown 해석모델

- 변형채널 복사/대류 열전달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

∙단일채널 분석 및 압력관 크립 계산모델 개발

- 정상상태 단일채널해석을 위한 NUCIRC 해석방법론 체계구축

- 월성1호기 NUCIRC 단일채널해석 및 정상상태 NUCIRC 회로 예비해석

-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열수력 특성 분석

- 정상상태 및 단일 채널 사고시 연료봉 성능 및 핵분열생성물 누출 평가

∙핵연료채널 실험자료 수집/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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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선진국 연구개발 현황

1. 중수로 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 코드 개발

중수로의 경우 노심 설계 및 해석을 위한 전산코드 체계가 과거의 POWDERPUFS-V

/RFSP 코드 기반에서 WIMS/DRAGON/RFSP 체계로 바뀌었으며, 감속재 온도변화계수 등

반응도계수에 대한 WIMS-IST 의 검증을 위해 수행된 대기 및 고온에서의 ZED-2 (Zero

Power Reactor)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중수로에 적합하도록 WIMS 코드의 개발 및 검증 해석

을 수행해 왔으며, 핵연료다발에서의 기포분포에 따른 노물리 영향 평가를 위하여 기포분포에

따른 반응도 측정 실험방법을 개발해 왔다.

최근에는 WIMS-IST 를 개발하여 중수원전 설비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환별 모

형을 개선하여 각 핵연료봉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압력관 변형과 같이 핵연

료 채널내의 자유기하학적 형상을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해석 방법론 개발

지금까지의 노물리/열수력 결합 계산은 90 년대 중반 AECL 이 개발한 방법론을 따르고 있

어 최근에 요구되는 최적해석 방법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미래 사용자들을 위한 결

합계산 방식의 기본정보 및 절차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해석 기반기술 개발

1990 년도 중반 캐나다에서는 대형배관 파단사고 이후 고온증기 냉각 상태의 핵연료채널

검증을 위해 비변형 및 변형 핵연료채널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CS28-1, -2 & -3 실험) 이때

압력관 팽창과 핵연료다발이 압력관 하부로 처져있는 변형채널 형상의 실험 장치에서 고온증기

에 의한 냉각, 지르칼로이 표면에서의 산화 반응에 의한 열 생성 및 수소 발생, 채널내 구조물들

간의 복사열전달에 의한 감속재 탱크의 열침원 효과 등을 모사해 왔으며, 이 실험의 목적은 채

널 열수력해석 코드인 CHAN-II 및 CATHENA 의 검증, 특히, 복사열전달 및 증기/지르칼로

이 산화 반응모델에 대한 검증으로 활용되었으나, 주요 실험 결과인 모사 핵연료봉의 온도 예측

에는 큰 오차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중수로 정상상태 열수력 해석에 있어서는 캐나다에서 90 년대 후반 CANDU-6 와

CANDU-9 의 원자로 설계용으로 NUCIRC MOD 2.001 을 완성하였다. 이 코드는 37-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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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및 CANFLEX 핵연료에 대한 임계열유속 상관식이 내장되어 있으며, 임계채널출력, 원자로

운전여유도, 그리고 열여유도 계산 등 다양한 설계 및 운전 업무에 적용해 왔다.

중수로는 수명 말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압력관 크립이 크게 발생하는데 캐나다 AECL 은

압력관의 반경방향 크립을 예측하기 위해 코드를 개발해 왔으며, 국내 중수로에 대한 ROP 해

석시 AECL 의 도움으로 압력관의 크립 계산을 위탁 수행해 왔다. AECL 이 개발한 크립에 의

한 압력관 직경변화 예측 코드는 경험적 데이터에 의존한 크립 모델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나, 크

립량 및 속도 예측에 있어서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AECL 과

COG (CANDU Owner's Group) 주도하에 크립 코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 중

에 있다.

중수로용 핵연료봉 해석에 있어 캐나다의 경우 정상상태에서 연료봉 성능을 해석할 수 있

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많은 양의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검증 코드

를 이용하여 실제 상용원전 해석에 이용하고 있다. 인도,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등과 같이 우리

나라보다 중수로 운전을 늦게 혹은 적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자국만의 중수로용 핵연료봉

성능 해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현황

1. 중수로 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 코드 개발

최근 중수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신규 중수로의 건설 중단 등으로 국내에서는 중

수로 해석기술에 관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왔다.

이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0 년 ∼ 2002 년에는 중수로 노심핵설계 코드 개

발 과제를 통해 RFSP 코드의 SIMULATE, TIME-AVERAGE 및 FLUXMAP 등의 주요 계

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수로 노심 핵설계 코드 SCAN 을 개발하였고, 2005 년부터는 중수

로 안전해석체제 수립 및 요소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범용코드인 WIMSD-5B 를 이용하여 중

수형 원자로의 노물리 해석용 격자코드 WIMS-CANDU 을 개발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해 왔으

나, 아직 중수로의 보다 정확한 노물리 해석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해석 방법론 개발

국내에서는 DUPIC 핵연료의 안전성분석 중 1/4 노심에 대한 냉각재상실사고를

WIMS-AECL/RFSP/CATHENA 연계시스템으로써 분석한 바 있으며, 노물리와 열수력 코드

의 연계는 각 코드가 산출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교체 입력하여 사용하여 과도상태를 모사하였

으나, 노물리 변수 계산을 위한 NUCIRC 코드와의 연계계산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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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해석 기반기술 개발

국내에서는 인허가 검증용으로 RELAP/CANDU 코드의 개발을 통해 대형냉각재 파단사고

시 중수로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모사해 왔으며, 중수로 핵연료채널에 대한 고유 부품모델을 개

발하였으나, RELAP/CANDU 에 반영된 중수로 해석모델은 중수로핵연료 및 채널내 구조물의

열전달 모델 특성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Post-blowdown 시 핵연료채널 안전해석코드 검증용 CFD 해석 모델 개발을 위해

캐나다의 변형 핵연료채널 실험인 CS28-2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3 차

원 CFD 해석을 수행해 왔다.

핵연료성능 해석의 경우 경수로 핵연료에 대한 성능 해석 코드 개발은 활발히 진행 중에 있

으며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나, 중수로 핵연료의 경우는 월성 2/3/4 호기 및

CANFLEX 핵연료개발을 통해 입수한 캐나다 AECL 이 개발한 핵연료봉 성능 해석 코드를 그

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동중 중수로의 사고해석을 위해서는 자체 해석 기술 확보가 필

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수원(주)은 수명말기에 가까워진 월성1호기 설비개선을 위한 사고해

석을 위해 캐나다로부터 최신 IST (Industrial Standard Toolset) 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

며, 이를 이용한 사고해석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전산코드들은 모두 실행 파일만 도입함

에 따라 중수로 노후화로 인한 압력관 변형에 대한 안전성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변형채널에

대한 입력모델의 개선 혹은 일부 코드의 모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 표는 선진국대비 국내 기술 수준을 개략적으로 비교하였다.

세부 분야
과제 착수 시점(2007.03) 기준 현재(2009.10) 기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정성적)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정성적) %

노물리 해석

캐나다에서 도입된 WIMS-AECL

코드를 사용하는데 국한됨으로써,

Source 코드가 없어 노물리 변수 평가,

기포반응도 불확실성 평가 등 수행이

어려움.

60

공개된 WIMS-ANL의 노물리

모형을 개선 수정하여 노물리

변수의 안전성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WIMS-CANDU를 개선

및 검증함.

80

노물리 열수력

결합

최적방법론

개발

노물리 코드와 열수력적 안전성해석

(CATHENA) 코드를 결합하였으나,

출력계수 등 노물리 변수계산을 위한

열수력 해석과의 결합이 미비되었음.

70

노물리코드와 열수력해석코드

(NUCIRC)와 결합함으로써 노물리

계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90

변형채널의

안전성

영향해석

변형채널에 대한 안전 해석모델 평가

부재.
60

변형채널 해석모델 개발 및 채널

건전성 영향 평가 수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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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수로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코드 개발

제 1 절 격자코드 WIMS-CANDU의 개선 및 검증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의 CANDU 원자로의 노심 설계는 격자코드로 POWDERPUFS-V 를 사용하고 있지

만 연소된 핵연료에 대한 불확실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 캐나다 AECL에서는 설계 및 안전해

석을 위하여 WIMS-IST(WIMS-AECL 2.5d) 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KAERI에서

는 GAI(Generic Action Item) 로 제기되고 있는 기포반응도 오차 및 불확실도에 대한 정량화

를 위하여 격자 코드 WIMS-CANDU 를 개발하고 있다.

WIMS(Winfrith Improved Multigroup Scheme) 코드는 영국에서 개발되어 계속 개량되

고 있으며, WIMS-D2 에서 개발된 WIMS-D4 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WIMS-ANL 과

국제공동 연구로 개발된 WIMS-D5B 등이 격자 계산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독

자적으로 WIMS-D2 를 기반으로 하여 중수형 원자로의 노심해석에 적합하도록

WIMS-AECL 을 개발하여 CANDU 의 격자계산에 사용하고 있다.

WIMS-CANDU 는 Argonne National Lab. 에서 개발된 WIMS-ANL 을 기반으로

resonance treatment 를 개선하여 중수형 원자로의 격자계산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 중이며, 노

물리 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WIMS-CANDU, WIMS-AECL 및 WIMS-ANL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WIMS-CANDU 를 이용한 노심해석을 위하여 RFSP 와의 연계모듈을 개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2. DCA 실험자료 및 CANDU6 격자 이용한 WIMS-ANL 평가

가. DCA 실험자료 이용 타당성 평가

DCA 는 일본 JNC 에서 실시한 임계 실험로로서 핵연료 종류와 기포분율에 따라 임계상

태에 도달했을 때 물질버클링과 기포분율 변화에 따른 기포반응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라이

브러리는 ENDF/B-VI 를 갖춘 WIMS-ANL 과 WIMS-D5 를 이용하여 1.2wt % UO₂핵연

료에 대하여 유한증배계수, 기포반응도 등을 계산하고 비교한 결과, 그림 3.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한증배계수의 경우 실험치인 1 과 비교했을 때, 두 코드 모두 오차가 1mk 미만으로 실

험값과 잘 맞는다. 그러나 2 군과 69 군 증배계수를 비교한 결과 WIMS-ANL 은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WIMS-D5 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포반응도의 경우 냉각상태에서 기포화

될 때 냉각재 기포반응도는 기포분율에 따라 증가하지만, 냉각재 기포반응도와 실험치의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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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그러나 WIMS-ANL 의 결과가 WIMS-D5 의 결과보다 실험치와의 오차가 적음을 볼

수 있고, 특히 0 % 에서 100 % 로 기포화 될 때는 실험치와의 차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나. CANDU 6 격자를 이용한 타당성 평가

CANDU-6 격자의 천연우라늄 핵연료를 모델로 하여 WIMS-ANL 을 이용하여 격자 계

산을 수행하였다. 비교된 노물리 파라미터는 연소에 따른 기포반응도와 무한/유한증배계수,

Pu239 의 생성량, 동위원소의 구성 성분률(N(U235)/N(U238)) 등을 계산하여 WIMS-AECL

과 POWDERPUFS-V(PPV) 코드와 비교 평가하였다. WIMS-ANL의 결과 그림 3.1.4 와 그

림 3.1.5 에서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N(U235)/N(U238)의 값과 Pu239의 양은 PPV 보다 낮게

나타난다. 무한/유한증배계수는 연소도가 증가하면서 WIMS-ANL 과 PPV 의 결과는 같은 경

향을 보이며, WIMS-AECL 과 비교할 때 WIMS-ANL 이 약간 높게, PPV 가 약간 낮게 나타

난다. 냉각재 기포반응도는 냉각재의 밀도를 0.001 g/cm³ 로 가정하여 계산하였고, 연소도에 따

른 냉각재 기포반응도의 변화는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기포반응도가 감소하고 기존의 설계 및

안전해석 코드인 POWDERPUFS-V(PPV) 와 차이가 크며, WIMS-AECL 과 비교할 때는

WIMS-ANL이 낮게 나타나며 그 차이는 최대 1.895mk 이다. (그림 3.1.10) 실험치와 비교할

때 WIMS-AECL 의 오차가 1.6 mk 높음을 고려할 때 WIMS-ANL 의 결과가 잘 맞는다.

3. 중수로 노물리 격자코드 WIMS-CANDU 개선 및 검증

가. WIMS-CANDU 에서의 공명적분

WIMS-ANL 을 토대로 하여 Resonance integral 계산 모델을 개선하여 격자 계산을 수

행하고자한다. 핵자료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있는 균질한 공명적분(resonance integral)을 이용

하여 단일봉과 클러스터등 다양한 형상에 대한 공명적분과 반응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equivalence relation 을 사용하고, 격자에 대한 연료와 연료의 충돌확률(fuel-to-fuel collision

probability)은 잠재단면적(potential cross section)의 두 항으로 표현되는 Stam'ler et al.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체 핵연료에 대한 충돌 확률( )이  




(



  )로 표현된다면, 공명적

분은  


  로 계산된다. 따라서 단일봉에 대한 충돌확률을

 




와 같이 두개의 항으로 나타내고,       

  


에 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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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와 비교하면, 와 가 각각  






 ,  





 

 


이고,   라 놓으면,

 

 ∓  
,   

   

이다. (여기서  


 


,  핵연료 부피(fuel volume),  = 총 거시단면적(total

macroscopic cross-section), = 핵연료 표면적(fuel surface),   이고, =potential

cross-section임.) 서브루틴을 이용하여 
(핵연료의 blackness), (중성자가 핵연료 표면에서

충돌없이 경계에 도착할 확률), 와 를 구하여 RESINT라는 서브루틴을 이용하여 공명적분

과 반응단면적을 구하였다. 단일봉(array)과 cluster에 대해 각각  값을 구하고, 다음의 식

     

을 이용하여 외곽(outer) 부분에 대한 값을 구하여 공명적분을 구한다. 여기서 는 클러스터

(cluste) 핵연료 전체 부피에 대한 외곽(outer) 부분의 핵연료 부피이다. 단일봉에 대한 충돌확

률을 Wigner방법보다 Stam‘ler et al.이 제안한 두 개의 항으로 표현하는 Carlvick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캐나다의 WIMS-AECL도 Carlvik의 근사법을 사

용하고 있다. 영역 의 중성자가 영역 에서 충돌할 확률는 Bickley 함수 를 이용하여 계

산한다.

                 ≤ 는 Kronecker delta)

  
   

 

나. 상호간섭을 고려한 모델 개선

기존 WIMS-CANDU 에서 단일봉에 대한 중성자 충돌 확률(self-collision probability)

은 Bell factor 를 이용하는 WIMS(Winfrith 버전)의 Wigner 방법에서 2-term 다항식을 이용

하는 Carlvik 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실제로, 공명영역은 좁은(narrow) 반면 반응단면

적은 크기 때문에 공명을 일으키는 핵종간의 상호 간섭이 복잡하게 일어난다. 이런 영향을 고려

하기 위해 WIMS-CANDU 에서는 근사적으로 공명 핵종들에 대한 상호간섭을 모델하여 계산

이 되며 이는 흡수단면적에 반영되어 계산된다. 즉, 핵종 가 다른 핵종들에 미치는 상호 간섭

을 고려하기 위해 를 제외한 다른 핵종 의 흡수단면적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ℵ





 ℵ ℵ 

.

여기서, 
는 공명 핵종인 j와 상관없는 흡수단면적으로 다루어지며, 핵종 j 에 대한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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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resonance integral)은

ℵ
 

 



  

.

여기서 ℵ는 반응(reaction) 와 핵종 에 대한 공명적분이며, 공명적분을 계산하는 함

수 를 이용하여 ℵ   로 계산된다. 또한  


 ℵ. ℵ
 를 이용하여 핵연

료 부분의 중성자속  을 다시 계산하고, 결과적으로 사용될 핵종 와 reaction 에 대한

흡수단면적과 fission yield 단면적은   ℵ
 로 계산된다. 상호 간섭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 공명 핵종에 대한 공명 단면적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약 4.6% 증가하

며, 단일격자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실험치와 더 잘맞는 결과를 보인다.(표

3.1.2)

다. Removal 단면적

Removal 단면적은 Stamm'ler 의 방법을 이용하여 개선하였다. 공명이 일어나는 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중성자속이 급격히 줄어드는 핵종을 포함할 때, 산란단면적의 감소를 고려하

기 위하여 중성자 에너지 군에 따른 수정인자(correction factor)  를 이용하여 산란단면적을

수정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이것은 중성자 군에 의존되는 인자로서 수정인자(correction factor)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여기서 는 공명이탈확률(resonance escape probability), 는 산란단면적(scattering

cross-section),  는 핵연료 영역 중성자속이다. 수정인자 를 이용한 공명 중성자 에너

지 영역에 있는 핵종의 산란단면적의 계산은 이론적으로 보다 정확한 모델을 구현하여하

는 것이다. 표 3.1.3 은 수정인자 의 값을 보여준다. 산란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를 이용

하여 계산된다.

  →
  ⋅ → ≠ 

 →
   →   

 ≠ 

 →

표 3.1.3 은 산란단면적을 계산하여 수정인자를 계산한 결과이다.

라. 단일봉의 충돌확률 정확도

Stamm'ler 에 의해 기술된 단일봉에 대한 충돌확률은 서브루틴에서 계산되는데, 이는 영

역 의 중성자가 영역 에서 충돌할 확률 을 Bickley 함수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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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Kronecker delta)이고, 여기서 는

Gauss-Jacobi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






≃
  



.

위수 이 2일 때 충돌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짐.

따라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8 일 때와 24 일 때로 확장하여 충돌확률을 계산한다.

마. 단일격자 실험 자료를 이용한 WIMS-CANDU 검증

TRX와 BAPL 격자는 Pin 격자로서 1.3 wt% 의 농축우라늄과 산화우라늄(Uranium

Oxide) 핵연료를 사용하며, 반사 경계를 갖는 2 차원 모델로 모사되었고 WIMS-CANDU 와

WIMS-AECL 을 이용하여 계산된 격자상수, 즉 유한증배계수와 반응율이 비교되었다. 표

3.1.4에서 유한증배계수는 WIMS-AECL 과 비교할 때 약 1.0 mk～1.13 mk 의 적은 차이를

보이며, 실험치와는 1.1 mk～3.85 mk의 차이를 보이고 격자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WIMS-CANDU 와 WIMS-AECL 을 이용하여 다음 4 개의 반응률이 계산되었다.

• ρ28: the ratio of capture reactions in U238 above 0.625eV to those below 0.625eV

• δ25: the ratio of fission reactions in U235above 0.625eV to those below 0.625eV

• δ28: the ratio of fission reactions in U238 to those in U235

• C*: the ratio of capture reactions in U238 to fission reactions in U235

계산 결과 실험치와 비교할 때 ρ28은 WIMS-AECL 보다 WIMS-CANDU 와 오차가 크며, δ28

은 WIMS-AECL 의 오차가 큰 반면, WIMS-CANDU 의 결과가 실험치와 비교할 때 잘 맞음

을 알 수 있다.

4. WIMS-CANDU를 이용한 노심해석을 위한 연계모듈

가. 격자코드 SCM(Simple Cell Method)

수송방정식을 푸는 WIMS-IST 와 같은 격자코드를 이용하여 노심 이력계산을 수행한다

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수로 노심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 이용된

POWDERPUFS-V(PPV) 는 경험적인 실험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RFSP 내의 한 모듈로 내

장되어 있으며, PPV 를 이용한 RFSP 의 노심계산은 이 삼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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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속도는 빠르며, RFSP 의 노심계산에 필요한 변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격자코드

SCM(Simple Cell Method) 이 개발되었다. RFSP 내의 SCM 은 각 시간과 다발에서 격자계산

을 수행하여 WIMS-IST 를 대체할 수 있도록 격자계산이 수행된다. SCM 은 누설계산과 더불

어 1차원 다군 확산방정식을 풀고, 연소계산을 수행하는 격자코드이다. SCM 은 RFSP 계산에

필요한 2 군 격자 파라미터를 생산하며 이전에 사용되어 온 POWDERPUFS-V 의 기능을 한

다. RFSP 내의 SCM 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내의 각 다발에 대하여 핵연료의 조성과 온

도를 포함하는 다발 테이블이 필요한데, 이것은 연료의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또한 핵연료

의 초기 조성과 핵연료다발을 연료, 튜브, 감속재의 3 영역으로 나눌 때 각 영역에 대한 단면적

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WIMS 코드 계산으로부터 얻어지며 SCM 테이블이라고 한다.(그림

3.1.12) 격자변수는 CANDU6 노심에 대하여 SCM 을 갖춘 RFSP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

능하다.

나. SCM 테이블의 구조

SCM 테이블은 3 개의 동질화된 영역(핵연료+피복재+냉각재, 압력관+갭+칼란드리아 튜

브, 감속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7 군의 핵자료 단면적의 정보를 포함한다. 각 변수들은 냉각

재 온도, 감속재 온도, 핵연료 온도 등에 대하여 연소도에 따른 값들을 포함한다. SCM은 크게

4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지며 각 블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록 1: 핵연료 다발에 대한 블록(핵연료, 튜브, 감속재영역의 부피등)

블록 2: 각 영역에 대한 7 군 단면적

블록 3: 핵연료 동위원소들의 연소도별 단면적

블록 4: 핵연료 동위원소의 연소 데이터

블록 2는 3개의 영역에 대한 단면적이 WIMS 코드의 격자계산에서 구하여진다. 일반적으로 33

개군의 중성자에 대한 중성자속과 흡수/ 분열 /산란단면적등 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임계스펙

트럼(Critical spectrum)을 이용하여 7 군의 단면적으로 계산하여 SCM 테이블에 저장한다. 블

록 3 은 핵연료에 포함된 동위원소 29 개에 대하여 각 연소도 별로 흡수/분열/생산/(n, 2n)에

대하여 단면적을 포함한다. 블록 4 는 핵자료 라이브러리에 있는 연소데이타를 SCM 테이블에

다시 저장한다.

다. SCM 테이블의 생산

SCM 테이블은 축약화(Condens)와 영역별로 평균화(Regav) 시킴으로서 생산된다. 컨덴

스는 다군 중성자로 표현되어 있는 단면적 등을 원하는 중성자군으로 축약하기 위하여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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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33 군 중성자 군을 7 개의 중성자 군으로 축약하여 RFSP 를 이용한 노심계산

을 위하여 사용한다. 영역별 평균화(Regav)는 각 영역별로 나타나 있는 단면적 등의 값들을

SCM 코드에 사용하기 위하여 3 개의 영역 즉, 핵연료, 튜브, 감속재 영역의 단면적으로 계산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 WIMS-CANDU 계산으로부터 바로 계산되는 중성자속과 단면적은 입력

옵션에 따라 계산되지만, 축약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각 옵션에 따라 축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사용된다.

a. 영역에서 단면적이 각 물질의 수송단면적의 합일 때:

   


     
   


 



, Br
2: 반경 버클링, Bz

2: 축버클링

b. 격자 평균단면적이 P0, P1산란단면적으로 계산될 때:

   


, Jj: net current, φj: 중성자속, Bt

2 : 버클링

c. 영역의 수송단면적을 이용하여 anistropic 단면적을 계산할 때: WIMS-CANDU 계산으로부

터 αj를 계산하고 난후 단면적을 계산한다.

      

   

    

 
 



     

   

축약방법도 반응(reaction)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반응단면적은 수송단면적과 산란단면적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수송단면적은   


 


, P1 산란단면적은 →






 →

이다.

월성 1 호기 모델에 대하여 중성자 속 및 단면적은 각 영역별로 비교되었고, 이를 이용한 SCM

테이블은 WIMS 유틸리티에 의해 계산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그림 3.1.14 는 영역 16

인 감속재 영역에서의 각 군별 중성자속을 비교하였을 때, 오차가 0.1 % 이내로 잘 맞는다.

5. 연구 결과 및 활용

WIMS-CANDU 는 Argonne National Lab.에서 개발된 WIMS-ANL 을 기반으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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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론에 기반하여 모델을 개선하여 중수형 원자로의 격자계산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 중이

며, WIMS-ANL 에 대하여 DCA 및 CANDU 6 격자를 이용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WIMS-AECL 과 적은 오차를 갖고 모든 노물리 변수에 대해 같은 경향을 보이며, 특

히 냉각재 기포반응도의 경우 WIMS-AECL 이 실험치와 비교하여 1.6 mk 높게 나타나는데

WIMS-ANL 은 중간연소도에서 약 1.2 mk, 최대 1.85 mk WIMS-AECL 보다 낮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WIMS-ANL 이 실험치와 잘 맞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개선된

WIMS-CANDU 는 DCA 및 ZED-II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 및 수정 보완하여 기포반응

도의 오차 및 불확실도의 정량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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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기포분율에 따른 기포반응도(1.2wt% UO2 핵연료)

Change of

Void

fraction(%)

Void reactivity (mk)
Exp.

WIMS-ANL WIMS-D5

69group 2group 69group 2group value

0->30 -3.792 -3.904 -6.560 -6.560 -0.471

0->70 -11.147 -11.195 -19.141 -19.141 -3.092

0->96.7 -12.699 -12.745 -13.692 -13.692 -4.346

0->100 -5.464 -5.539 -10.239 -10.242 -4.390



20

Isotope

Cross-section at

resonance group 15 Difference

(%)

Cross-section at

resonance group 27 Difference

(%)w/o

interference

with

interference

w/o

interference

with

interference

U234 1.08033 1.11671 3.37 0.29032 0.30369 4.60

U235 4.38862 4.52895 3.20 72.81818 74.26263 1.98

U236 0.96625 0.99879 3.37 0.13069 0.13670 4.60

U238 0.63253 0.63349 0.15 0.44427 0.45482 2.37

Pu239 3.59963 3.72085 3.37 211.5130 221.2429 4.60

표 3.1.2 상호간섭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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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fuel clad coolant moderator

WIMS(Winfrith) 1.0060 1.0125 0.9978 1.0000

WIMS-CANDU 0.9162 0.9230 0.9951 1.0000

표 3.1.3 전산코드별 수정인자(correction factor) 비교

(resonance energy range: 16.0eV ～ 9.88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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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ice keff ρ28 δ25 δ28
C*

TRX-1

Experiment 1.0±0.0003 1.320±0.021) 0.0987±0.001 0.0946±0.0041 0.797±0.008

WIMS-CANDU 0.99515 1.373(4.02) 0.0979(0.81) 0.0980(3.59) 0.800(0.38)

WIMS-AECL 0.99614 1.354(2.58) 0.0994(0.71) 0.0987(4.33) 0.792(0.63)

TRX-2

Experiment 1.0±0.0011 0.837±0.016 0.0614±0.0008 0.0693±0.0035 0.647±0.006

WIMS-CANDU 0.99531 0.862(2.99) 0.0602(1.95) 0.0700(1.01) 0.645(0.31)

WIMS-AECL 0.99658 0.845(0.96) 0.0608(0.98) 0.0713(2.89) 0.651(0.62)

BAPL-1

Experiment 1.0±0.0007 1.39±0.01 0.084±0.002 0.078±0.004

WIMS-CANDU 0.99894 1.428(2.73) 0.0826(1.67) 0.0760(2.56) 0.813

WIMS-AECL 0.99992 1.394(0.29) 0.0838(0.24) 0.0762(2.31) 0.809

표 3.1.4 Pin 격자에 대한 반응률

* ( )의 값은 상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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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DCA 실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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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WIMS-ANL(상)과 WIMS-D5(하)을 이용한 기포분율에 따른 유한증배계수

(1.2wt% UO2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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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연소도에 따른 Pu239 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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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연소도에 따른 유한증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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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연소도에 따른 유한증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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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냉각재 밀도에 대한 기포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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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WIMS-ANL 의 기포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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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CANDU-6 핵연료에 대한 연소도에 따른 기포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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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WIMS-CANDU/RFSP-IST의 연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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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WIMS-CANDU 격자모델과 SCM 격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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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CANDU 6 격자의 감속재 영역에서의 중성자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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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ANDU-6 격자의 노물리 특성 평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까지 중수로형 원자로의 노물리 해석은 설계코드인 POWDERPUFS-V(PPV) 로 수행

되어 왔다. 그러나 PPV 는 천연우라늄 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에 의하여 개발된 경험식을 이용

하여 개발된 코드로 연소 초기의 새로운 천연우라늄 핵연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핵연료 개발됨에 따라 CANDU 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 및 핵연료의 조성을

모델링하여 해석할 수 있는 노물리 코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WIMS 코드는 2차원 수송방

정식을 풀어 중성자 분포를 구하는 코드로서 다양한 형상을 다룰 수 있으며, 핵연료 조성 또한

천연우라늄 핵연료 뿐 만 아니라 농축된 우라늄을 모사할 수 있어 적용범위가 넓다. 캐나다

AECL 에서 개발되어 사용중인 WIMS-IST(WIMS-AECL 2.5d) 가 있으며, 현재 KAERI 에

서 개발중인 WIMS-CANDU 등이 있다. 여기서는 WIMS-IST 를 이용하여 CANDU-6 격자

의 노물리 특성을 평가하며, WIMS-CANDU 의 검증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2. CANDU-6 격자의 노물리 특성평가

가. 격자 변수

WIMS-IST 코드를 이용한 격자계산결과 연소가 진행됨에 따른 핵연료 동위원소 조성

변화, 4 가지 변수, 증백계수, 2 군 정수를 보여준다. 표 3.2.1 은 연소가 진행됨에 따른 핵연료

조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약 6700 MWd/Te 에서 Pu-239 과 Pu-241 의 생성량과 U-235 의

양이 거의 같게 된다. 이것은 방출연소도 근방에서 Pu-239 과 Pu-241 의 핵분열로부터 출력이

1/2 정도 생산됨을 알수 있다. 표 3.2.2 와 그림 3.2.1 은 연소도에 따른 증배계수와 4-요소 변수

(4-factor formula) 들을 보여준다. η 는 열중성자 생성률, ε 는 속분열률, p 는 공명이탈확률,

f 는 열중성자 이용률이다. ε, p, f 는 연소도와는 관계없지만, η는 1680 MWd/Te 에서 급격히

떨어짐을 보인다. 이것은 핵연료의 흡수단면적이 핵분열생성과 함께 증가함을 보이는 것이다.

증배계수는 η와 같은 경향을 보이며 변한다. 여기서 4 요소들(4-factor) 은

ε    = { [νΣf1φ1 + νΣf2φ2] / νΣf2φ2 } fuel

p = { Σa2φ2 / [ Σa1φ1 + Σa2φ2 ] } cell

f = { Σa2φ2V } fuel / { Σa2φ2V } cell ,

η   = { νΣf2φ2/ Σa2φ2 } fue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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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은 연소에 따른 2 군 정수의 변화를 보인다. 열흡수 단면적과 생성단면적을 제

외하고 2 군 정수는 연소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WIMS-IST 를 이용하여 CANDU 6 핵연료에

대한 출력밀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3.2.2 로부터 최외각링은 가장 높은 출력 밀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핵연료 다발을 통과하는 열중성자속의 디프레션 때문이다. 핵연료 다발내 출력분포에

대한 정보는 핵연료 설계에서는 중요하다. 다군 중성자속의 분포는 그림 3.2.3 에 있다.

나. 온도에 대한 반응도 변화

온도변화계수는 격자 및 반사체 uniform 및 SCM 테이블은 WIMS-IST 로부터 구하고,

증분단면적은 DRAGON-IST 에 의해 구하였고 노심해석 코드인 RFSP-IST 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노심의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감속재, 핵연료 및 냉각재의 온도궤환효과를 살펴보았

다. 고려된 노심의 상태는 새로운 핵연료가 장전되는 핵연료(Fresh clean fuel), 잠시 동안 조사

된 새로운 핵연료(Fresh fuel), 시간-평균 모델로부터 얻어진 평형상태의 노심이다.

(1) 감속재 온도에 대한 반응도 변화

감속재 온도의 변화는 밀도와 온도의 변화를 주며, 감속재 밀도는 공명이탈확률과 확산

및 감속면적(slowing dwon area)에 영향을 준다. 온도는 격자의 스펙트럼에 영향을 주며 이는

흡수 및 핵분열 단면적에 영향을 준다. 단면적의 변화는 열중성자 생성률에 큰 변화를 일으킨

다. 그림 3.2.4 는 새로운 핵연료, 9 ppm 보론의 새 핵연료, 평형상태의 연료에 대해 감속재 온

도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를 보인다. 반응계수는 새로운 핵연료에 대해서는 음이지만, 보론이 있

을 때는 양이며 평형 생태의 연료에 대해서도 양이다.

(2) 냉각재 온도에 대한 반응도

냉각재 온도의 변화는 밀도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중성자 스펙트럼에 영향을 준다. 냉

각재온도가 떨어지면 핵연료의 공명흡수단면적의 증가하게 되고 밀도만 고려된다면 반응도 계

수는 양이 된다. 스펙트럼으로 인한 계수는 새로운 핵연료 일 때는 음이고 평형상태의 연료일

때는 양이다. 냉각재 온도에 대한 반응도영향은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그림 3.2.5 는 냉각재 온도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를 보여준다. 새로운 핵연료와 9 ppm 보

론을 포함한 경우 180 ℃ 근방에서 부호가 바뀐다. 그러나 평형상태의 연료에서는 항상 양의 값

을 갖는다. 온도변화와 함께 냉각재 밀도변화는 일차열수송계통의 압력이 일정한 경우만 유효

하다.

(3) 핵연료 온도 대한 반응도 변화

핵연료 온도의 변화는 공명이탈 확률의 변화와 중성자 스펙트럼의 변화를 준다.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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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U-238 의 흡수단면적은 도플러효과로 증가하며 이는 공명이탈확률의 감

소를 준다. 그림 3.2.6 은 핵연료 온도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를 보여준다. 새 핵연료에 대해서

는 음이며 평형상태의 핵연료에 대해서는 양이다.

(4) 영 출력에서 전 출력으로 변할 때 반응도 변화

그림 3.2.7 은 정지 상태에서 전 출력으로 갈 때의 반응도 변화를 보인다. 핵연료 온도

가 냉각재온도로 떨어질 때는 고온정지(hot shut down)이며, 핵연료 온도와 냉각재, 감속재 온

도가 실온일 때는 저온정지(cold shutdown) 상태이다. 새로운 핵연료에 대해 저온정지후 반응

도는 매우 크다. (약 19 mk) 그러나 평형상태의 연료에 대해서는 고온정지후 반응도가 크게 줄

어들고 저온 정지 후에는 반응도가 양이다.

다. 냉각재 상실시 반응도 변화

표 3.2.4 는 전 출력에서 새로운 핵연료와 평형상태의 핵연료에 대한 냉각재반응도 변화

를 보여준다. 냉각재 기포반응도의 변화를 4-요소로 계산하였고, 새로운 핵연료에 대해서 4 요

소의 값들이 모두 양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8 은 냉각재 밀도가 변함에 따른 냉각재

반응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기포반응도는 9 ppm 보론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핵연료에 대해

가장 크다. 핵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Pu이 증가하고 반응도는 감소한다. 그림 3.2.9 는 연소에 따

른 냉각재 기포반응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새로운 핵연료보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기포반

응도가 적어진다. 그림 3.2.10 에서는 감속재내의 보론 농도와 냉각재 순도와 반응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라. 감속재/냉각재 순도에 따른 반응도

(1) 감속재 순도에 대한 반응도

원자로 내 대표적 감속재 D2O 의 순도는 99.85 wt% (99.833 at%)이며, 나머지

0.15wt% 의 H2O 는 흡수단면적이 크므로 양이 증가하면 반응도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림

3.2.11 은 감속재 순도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98.5 at% 에서 100 at% 로 변할 때

새로운 핵연료는 35.1 mk/at%, 평형연료는 32.4 mk/at% 이다. 그러나 실제의 원자로는 D2O

반사체가 있고, 원자로 내에 조절봉이 있기 때문에 실제의 감속재 순도에 대한 반응도는 다르

다.

(2) 냉각재 순도에 대한 반응도

냉각재 순도에 대한 반응도는 감속재 순도와 유사하나 냉각재의 양이 감속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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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적으므로 냉각재 순도에 대한 반응도 계수는 적다. 그림 3.2.12 는 냉각재 순도에 대한 반

응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98.0 at% 에서 99.6 at% 로 변할 때 새로운 핵연료에 대해 1.01

mk/at%, 평형 핵연료에 대해 0.69 mk/at% 이다.

(3) 보론과 가도리늄의 반응도 계수

원자로의 노심은 새로운 핵연료로 장전하여 운전을 시작할 때 큰 잉여반응도가 있다.

이것은 감속재에 보론이나 가도리늄 같은 용해성 독물질을 첨가하고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큰

노심의 중앙에 연소된 핵연료를 장전함으로써 잉여반응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림 3.2.15 는 보

론 농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핵연료의 반응도를 보여주며, 그림 3.2.16 은 연소에 따른 보론 반응

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중간 연소도에서 반응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가도리늄의 반응도

는 고온에서 보론의 3.4 배 정도 되며 저온에서는 3.6 배 정도 이다.

3. CANDU-6 원자로의 노심관리

CANDU-6 의 노심관리는 반경방향, 방위각방향과 축방향의 출력 분포를 조절하기위한

연료교체 및 장전계획을 위하여 수행되며, 2 군 3 차원 중성자 계산 코드인 RFSP-IST 코드를

이용한다. 방출연소도의 최대화, 첨두 채널 출력과 다발 출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료 교체

및 장전될 채널이 선택된다.

가. 초기 연료장전과 연료교체까지의 천이 노심

평형 노심에서 CANDU 원자로의 출력 분포는 조절봉과 서로 다른 연소도를 갖는 연료

를 이용하여 평평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연소도를 갖는 연료가 없는 초기노심에서 출

력을 평탄하게 하기위하여 노심의 중심부분에 80 개 채널의 2 개 다발을 감손된 연료로 장전한

다.

감손(depleted) 연료는 천연우라늄 연료보다 적은 U235를 갖는 연료를 의미한다. 그림

3.2.15 는 천연우라늄 연료와 0.52 atom% U235를 갖는 감손연료에 대한 연소가 진행됨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반응도는 운전이 진행됨에 따라 플루토늄의 증가로 초기에 높아

진다. 그래서 실제로 연료장전이 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플루토늄 증식 첨

두를 지나 운전을 모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손연료를 최적으로 장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초기 배치(즉, 감손(depletion) 정도와 감손된 핵연료의 위치)에 대해 원자로 가동 시작에서부터

연료 교체가 시작될 때까지의 원자로 모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초기 장전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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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6 원자로에서 초기의 연료를 최적으로 장전하는 방법은 중앙의 80 개 채널 각

각에 2 개의 감손 연료 다발을 장전하는 것이다. 감손된 연료 다발은 연료를 장전하는 방향에서

볼 때 8 번과 9 번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최적의 U235 양은 0.52 atom % 로 나타났고, 이런

장전형태를 갖는 초기 노심으로 모사한 결과, 시간에 대한 잉여 반응도의 변화는 그림 3.2.16 에

있다. 잉여반응도는 연소도가 플루토늄 증식 첨두에 도달했을 때 약 29 mk 까지 증가한다. 노

심 연소가 진행됨에 따른 효과는 0 FPD에서 보여진 접시형태의 출력 분포는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평탄해진다. 이와 상응하여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최대 다발 출력은 감소한다.

나. 연료 교체에서 평형노심까지의 천이 노심

연료 교체가 시작될 때, 평형노심과 비교하여 원자로의 안쪽 영역은 연소도가 가장 높고,

출력은 가장 낮은 상태가 된다. 연료 교체는 이 영역에서 시작되는데, 조사되고 연소된 연료는

방출되고 새로운 연료가 장전됨으로서 출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영역에 있는 채널 중 몇 개

만 교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출력(overpower)이 지나치게 높아진다. 이 단계에서 바깥 영

역의 채널도 교체되기 시작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반경이 증가(출력이 감소)함에 따라 채널의

연소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연료 교체는 일반적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행되지만 한 반경

의 모든 채널이 동시에 교체 될 수는 없다. 인접하는 채널을 교체하는 경우 국부적 출력피크가

발생할 수 있고, 평형노심에 도달했을 때 한 반경에서 다양한 연소도 분포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같은 반경에 있는 일부 채널은 교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반경에 있는 채널

중 첫 번째 연료 교체시 빠진 채널은 그 반경에 있는 채널의 연소도가 0 에서 방출연소도까지

고르게 분포될 때 교체 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많이 연소된 채널이 항상 교체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료 교체가 시작되고 나면 연료 교체율은 빠르게 평형노심에서의 교체율(약 2 채널

/FPD)에 가까워진다. 연료 교체가 시작된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연료 교체율은 평균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중심부의 연료 보다 반응도가 낮은 제일 외곽의 채널이 교체된다면 반응도 손

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많은 연료가 교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료 교체기가 외곽 채널의

교체율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높은 반응도를 갖는 안쪽 영역의 채널과 함

께 혼합하여 연료 교체를 수행하던지 나중으로 연기할 수 있다. 다행히 외곽의 채널은 평균 한

달에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교체하면 된다. 모사에서 얻은 최대 채널 및 다발 출력은 그림

3.2.17 과 그림 3.2.18 에 있다.

다. 평형 노심 관리

연료 교체율이 빠르게 평형노심에서의 값에 가까워지지만 약 450 FPD에 이르러서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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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노심의 연소도 분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에서 연료 교체율이 평형노심수준이 되더라

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야 방출된 연료가 평형노심의 연소도를 갖게 된다. 그 후에 노심의 평

균 특성(연소도와 출력 분포)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연료 교체는 반응도를 주입하고, 노심의 출력 분포를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연료 교

체율은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낮아지는 노심 반응도를 상쇄하기 위하여 조정된다. 서로 다른 영

역에서 연료 교체율을 조절함으로서 전체 노심의 출력 분포를 조절한다. 연료 교체율이 낮아질

수록 그 영역에서 평균 연소도는 증가하고 상대 출력은 감소한다.

라. RFSP-IST 노심 모델

새로운 노물리 코드 시스템(WIMS-IST/DRAGON-IST/RFSP-IST)을 사용하여 시간-

평균 계산을 수행한다.

•WIMS-IST : 2 차원 격자 계산에 이용

•DRAGON-IST : 반응기기에 대한 증분단면적 계산에 이용

•RFSP-IST : 3 차원 노심 계산에 이용

노심모델에 대해 아래에 설명되어 있으며, 사용된 매쉬(mesh)는 44×36×24이다. 모델된

반응기기는 조절봉, LZC, 흡수봉, 정지봉이며, 모델된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a. 조절봉 지지대(adjuster support bar), 케이블(cable), 안내관(guide tube), 텐저닝스프 링

(tensioning spring), 커플링넛(coupling nut), 브라켓(bracket)과 로케이터(locator)

b. 영역제어기 안내관(zone controller guide tube), 텐저닝스프링, 커플링넛, 브라켓, 로케이터

c. 흡수봉 안내관(Mechanical Control Absorber guide tubes), 텐저닝스프링, 커플링넛, 브라

켓, 로케이터

d. 정지봉 안내관(Shutoff rod guide tubes), 텐저닝스프링, 커플링넛, 브라켓, 로케이터

e. 수직/수평 중성자속 계측기 안내관(flux detector guide tubes), 브라켓, 로케이터

f. 액체 독물질 주입 노즐(Liquid poison injection nozzle), 브라켓, 로케이터

g. 감속재 주입 노즐(Moderator Inlet Nozzle)

RFSP-IST코드를 사용하여 시간-평균계산이 수행되었으며, 모든 조절봉은 X축을 중심

으로 대칭적이며, 모든 액체영역 제어장치는 50%로 고정되었다. 시간-평균 연소도 분포를 결정

하기 위해 다음이 고려되어야한다.

a. 원자로는 임계이여야한다.

b. 방출연소도가 최적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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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대채널출력과 다발 출력이 최소가 되어야한다.

d. 채널이 교체되는 동안 (1) SDS1과 SDS2에 대한 적당한 트립 여유도와

(2) 최대의 원자로 가동율(capacity factor)이 보장되어야한다.

e. 상하틸트(Top-to-bottom tilt)와 좌우틸트(side-to-side tilt)가 최소화되어야한다.

f. 채널교체율이 최소화되어야한다.

시간-평균모사로부터 얻은 결과는 표 3.2.5 에 있다. 최대 채널출력은 6.6 MW 이며, 설

계치인 6.5 MW 보다 높다. 따라서 반경방향의 출력도 중심부분이 더 높은 형태로 나타나며, 이

는 누설(leakage)을 줄이고 연소도를 더 높게 한다. 이런 분포는 CANDU 6 원자로의 운전경험

에 근거하여 고려된 최적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로 판단되며, 실제 모사 시 최대 채널 출력은 약

7.07 MW가 될 것이다. 시간-평균 모사로부터 최대 다발 출력은 809 kW이며, 8 개 다발을 교

체함으로서 연료 교체시 최대 다발출력은 900 kW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예측된 평균 방

출연소도는 약 174 MWh/kg(U)이며, 이 값은 감속재의 순도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감속재의 순도에 대한 반응도는 약 35 mk/atom percent로 반응도 1 mk 에 대하여 평균 방출

연소도를 약 2.8 MWh/kg(U) 증가시킬 수 있다.

마. 연료 교체 기준

연료 교체는 약 115 FPD 에서 시작되었고, 4,560 개 다발이 방출 될 때까지 2 FPD 주기

로 모사가 수행되었다. 교체되어야할 채널은 다음조건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a. 연소도- 가장 높은 연소도를 갖는 채널

b. 양쪽 방향(Bi-directionality)

c. 출력 제한치- 출력이 낮은 채널이나 그 주변 출력이 낮은 채널이 선택되어 최대 채널출력치

와 다발 출력치인 7.1 MW와 935 kW이하로 유지시켜야 함. 또한 채널에 대한 운전 제한치인

7.07 MW 도 만족시켜야함.

d. 대칭- 노심은 반경방향으로 7 개의 영역과 축 방향으로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대칭되는

영역에 있는 연료를 교체함으로서 노심의 대칭이 유지되며, 모든 영역존의 출력은 시간-평균값

을 기준으로 ±5 %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e. 연료 교체기- 가능하면 반응도가 높은 채널을 교체함으로서 연료 교체율을 줄일수 있음. 2

FDP 에서 계산된 반응도는 ±1.0 mk 이내로 유지되며, 이는 액체영역제어기의 수위를 조절하

여 임계 유지가 가능한 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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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활용

WIMS-IST/RFSP-IST 를 활용하여 CANDU-6 원자로의 노물리 특성을 평가하였다. 기

존의 POWDERPUFS-V 와는 대체로 같은 경향을 보이나 핵연료 온도계수에 대한 반응도는

기존 결과와 차이가 있게 나타난다. 위의 결과는 WIMS-CANDU 를 이용한 노심해석을 위한

WIMS-CANDU 와 RFSP-IST 와의 연계모듈개발 및 WIMS-CANDU 의 검증작업에 활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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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연소에 따른 핵연료 조성의 변화 (WIMS-IST 계산)

Burnup N(U235)** N(U238) N(U235)/N(U238)
N(Np239) N(Pu239) N(Pu240) N(Pu241) N(Pu242)

(MWD/
MTU) (x10-2) (x10-3) (x10-4) (x10-3) (x10-3) (x10-4) (x10-4)

0 1.6847 2.3229 7.2526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840 1.4706 2.3209 6.3360 2.4766 1.3858 0.0694 0.0362 0.0008

1680 1.2912 2.3190 5.5677 2.4255 2.5652 0.2522 0.2451 0.0114

2351 1.1660 2.3175 5.0313 2.4120 3.2823 0.4443 0.5559 0.0373

3021 1.0539 2.3160 4.5506 2.4097 3.8538 0.6615 0.9725 0.0870

3691 0.9524 2.3145 4.1168 2.4171 4.3135 0.8950 1.4661 0.1659

4360 0.8613 2.3130 3.7238 2.4307 4.6847 1.1390 2.0156 0.2784

5028 0.7783 2.3114 3.3673 2.4489 4.9844 1.3891 2.6032 0.4282

5696 0.7029 2.3099 3.0429 2.4695 5.2275 1.6417 3.2142 0.6168

6364 0.6343 2.3083 2.7477 2.7924 5.4249 1.8944 3.8374 0.8458

7032 0.5718 2.3068 2.4790 2.5163 5.5871 2.1451 4.4642 1.1159

7700 0.5151 2.3052 2.2347 2.5400 5.7130 2.3914 5.0880 1.4273

8367 0.4636 2.3036 2.0127 2.5645 5.8149 2.6322 5.7034 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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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연소에 따른 증배계수의 변화

(WIMS-IST계산)

Burnup Irradiation
η ε p f k∞ keff

*

(MWD/MTU) (n/kb)

0
+

0 1.30957 1.08918 0.83732 0.93352 1.11892 1.08793

840 0.813 1.25766 1.09163 0.83546 0.93788 1.07880 1.05008

1680 1.618 1.25921 1.09081 0.83215 0.93978 1.07714 1.04896

2351 2.261 1.25423 1.09061 0.82954 0.94073 1.07042 1.04267

3021 2.907 1.24625 1.09064 0.82720 0.94139 1.06136 1.03403

3691 3.558 1.23631 1.09083 0.82514 0.94186 1.05009 1.02407

4360 4.214 1.22514 1.09114 0.82332 0.94220 1.03988 1.01335

5028 4.877 1.21321 1.09154 0.82168 0.94246 1.02839 1.00223

5696 5.547 1.20087 1.09200 0.82019 0.94264 1.01679 0.99100

6364 6.225 1.18842 1.09252 0.81883 0.94280 1.00519 0.97976

7032 6.910 1.17597 1.09307 0.81756 0.94291 0.99382 0.96873

7700 7.602 1.16370 1.09366 0.81637 0.94301 0.98268 0.95792

8367 8.302 1.15189 1.09426 0.81526 0.94310 0.97186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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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연소도에 따른 2 군정수의 변화

Burnup Fast
Diffusion
Coefficient

Thermal
Diffusion
Coefficient

Fast
Absorption
Cross Section

Thermal
Absorption
Cross Section

Fast Yield
Cross-Section

Thermal
Yield

Cross-Section

Fast Removal
Cross-Section

Thermal
Removal

Cross-Section

(MWD/
MTU) (cm) (cm) (x 10-3cm-1) (x 10-3cm-1) (x 10-4cm-1) (x 10-3cm-1) (x 10-3cm-1) (x 10-5cm-1)

0 1.3655 0.8810 1.6138 3.4796 8.7677 4.2646 8.8055 6.2290

840 1.3655 0.8800 1.6325 3.6731 8.6723 4.3418 8.7890 6.5144

1680 1.3650 0.8795 1.6655 3.7662 8.5906 4.4655 8.7596 6.6274

2351 1.3650 0.8790 1.6913 3.8147 8.5200 4.5093 8.7365 6.6783

3021 1.3650 0.8785 1.7145 3.8492 8.4505 4.5238 8.7061 6.7098

3691 1.3655 0.8785 1.7347 3.8743 8.3836 4.5190 8.6980 6.7292

4360 1.3655 0.8785 1.7525 3.8929 8.3202 4.5010 8.6822 6.7404

5028 1.3655 0.8785 1.7684 3.9068 8.2602 4.4740 8.6682 6.7462

5696 1.3650 0.8785 1.7827 3.9175 8.2038 4.4414 8.65555 6.7484

6364 1.3650 0.8780 1.7959 3.9259 8.1512 4.4054 8.6440 6.7483

7032 1.3645 0.8780 1.8081 3.9331 8.1025 4.3684 8.6334 6.7474

7700 1.3645 0.8780 1.8195 3.9384 8.0568 4.3288 8.6235 6.7445

8367 1.3640 0.8780 1.8303 3.9433 8.0148 4.2901 8.6143 6.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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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전 출력에서의 새로운 핵연료와 평형상태 핵연료에 대한 반응도

Fresh Fuel Equilibrium Fuel

Δρ 16.76 14.01

Δη/<η>
**

1.19 -3.42

Δε/<ε> 6.70 7.39

Δp/<p> 5.89 6.68

Δf/<f> 4.3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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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월성 1호기에 대한 시간-평균 계산 결과 (AVZL = 50 %)

노심 상태; 모든 조절봉은 삽입, 흡수봉과 정지봉은 인출됨.

ke= 0.999526 ; Total Thermal Power = 2061.4 MW

Peak Channel Power = 6614.72 kW(N-06)

Peak Bundle Power = 809.30 kW (P-06/6)

Average Exit Irradiation = 2.55893 n/kb

Average Discharge Bundle Burnup = 174.4 MWh/kg(U)

Fuelling rate = 1.9405 channels/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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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4-factor 변수, keff 와 k∞ 의 변화 (WIM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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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다발연소도에 따른 상대출력밀도 (WIM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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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격자의 4 군 중성자속 프로파일 (WIM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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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감속재온도에 대한 반응도 변화 (RFS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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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냉각재 온도에 대한 반응도 변화 (RFS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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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핵연료에 대한 반응도 변화 (RFS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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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원자로 정지후 반응도 변화(RFS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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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냉각재밀도에 대한 반응도 변화 (RFS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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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연소에 따른 냉각재 반응도 변화 (WIM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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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감속재순도에 대한 냉각재반응도변화 (RFS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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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감속재 순도에 대한 반응도 변화 (RFS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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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냉각재 순도에 대한 반응도 변화 (WIM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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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보론 농도에 대한 반응도변화 (RFS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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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연소에 따른 보론반응도 계수의 변화 (WIM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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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천연우라늄연료와 감손연료의 연소에 따른 잉여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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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채널내 노물리 평가 방법론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료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고 냉각재와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고, 압력내부의 냉각재를

약 100 기압 정도로 가압해서 사용하는 원자로라고 해서 가압중수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

이 캐나다 AECL에서 개발한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 원자로이다. 일반적으로

가압중수로는 CANDU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현재 CANDU 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용량의 5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월성 원자력 1, 2, 3, 4

호기가 CANDU 원자로이다. 이 중, 1 호기는 압력관 교체 작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2,

3, 4 호기가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다. 월성 CANDU 형 원자로는 상업 발전을 개시한 이

래로 높은 가동률을 계속 유지하며 특히 85 년 4 월부터 86 년 3 월까지 월성 원자로 3 호기의

설비 이용률이 98.4 %로써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중 1 위를 차지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함

으로서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운전 요원의 자질과 함께 가동 중 핵연료 교체를 하는 방법

등 CANDU 형 원자로의 독특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1983년 8월 Canada Pickering Unit-2, G-16 압력관 및 1986 년 3 월 Bruce Unit-2,

No. 6 압력관의 파손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압력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CANDU

형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CANDU 형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중수 감속재와 반사체가 함유되어 있는 튜브 형태인 수

평 칼란드리아 용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는 높은 압력의 중수 냉각재를 갖는 핵연료 채널이

들어있는 380 개의 칼란드리아 관이 관통한다. 각 핵연료 채널은 칼란드리아관의 안쪽 중앙에

위치한 압력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압력관은 가압 경수로의 Reactor Vessel 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서 전 수명기간 동안 압력관의 정상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CANDU 원

자로는 운전 이력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핵연료 채널의 칼란드리아관 내에 압력관이 열이나 방

사선 조사에 의한 크리프(Creep)등으로 인해 처짐(Sagging), 팽창(Expansion) 현상이 발생한

다. 이로 인해 압력관의 하부가 아래로 처짐으로써 칼란드리아관과 접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

성 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가동 중 압력관의 처짐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CANDU

형 원자로의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중수로의 설계 및 안전 분석에 현재 사

용 중인 WIMS (Winfrith Improved Multigroup Scheme)-D5 코드는 충돌확률이론으로 중성

자 수송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므로 CANDU 핵연료 채널들을 균질화된 동심원 영역으로 나눈

기하학적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WIMS-D5 코드는 1-차원 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압력관

의 처지는 상태에 대해 묘사가 불가능 하다. 실제 가동 중인 중수로의 압력관은 크리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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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 현상과 팽창 현상이 발생하여 내부에 있는 각각의 핵연료봉들의 공간적 위치가 아래로 처

지는 현상으로 변형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실제 중수로 설계 코드에서 모사가 가능

해야한다. 또한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안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더욱 현실적인 정확한 결과

가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WIMS-D5 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균질화 방

법론을 개발 하고 검증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에 첫 번째로 CANDU 핵연료 채널의 구조 변형

에 대한 핵 설계 영향도를 평가를 하고 두 번째로 변형된 구조에 대해 고려할 사항을 강구하고

세 번째로 CANDU 핵 설계 코드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중수로 핵연료 채널의 변형이 일어나

게 되면 반응도의 변화로 인한 임계값의 변화, 기포 반응도 변화, 출력 분포도의 변화 등이 예상

되어진다. 이에 HELIOS, MCNP 코드로 CANDU 핵연료 채널의 변형 구조에 대한 기하학적

설계를 하여 핵적 영향도를 평가하고, 기포 반응도 변화, 핵연료 온도 계수(Fuel Temperature

Coefficient), 감속재 온도 계수(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냉각재 온도 계수

(Coolant Temperature Coefficient)와 핵연료봉 출력 분포(Local Pin Power Distribution)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 핵연료 채널의 변형에 대한 기하학적 묘사는 HELIOS, MCNP로

도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므로 설계하기 어렵고, WIMS-D5 코드로는 묘사가 불가능하다. 따라

서 채널의 변형을 손쉽게 보정하기위한 방법을 강구하여 핵연료 채널에 보정 기술을 적용한 모

델의 핵적 영향도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핵연료 채널의 모델은 단위 격자 셀을 묘

사하여 평가를 하고자 한다.

2. 가압중수로의 특성 및 현안

CANDU 원자로는 캐나다의 기술진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된 압력관 원자로라는 독특한 개

념의 원자로이다.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원자력 개발은 2 차 세계대전시 영국에

의해 노르웨이로부터 넘어온 중수를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중수는 1932 년 미국

에서 발견된 이후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하이드로사에서만 생산되었으며 그 사용은 과학연구용

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수가 감속능이 매우 좋은 물질임이 확인됨과 동시 천연

우라늄이 임계에 이를 수 있음이 알려진 후 원자로 개발을 위해 프랑스 및 독일 등이 중수의 독

점을 원하였고, 결국은 같은 연합국 측인 프랑스가 독점하게 된다. 하지만 독일에 의해 프랑스

가 침공을 당하자 이 중수는 영국으로 옮겨가게 되며, 영국 역시 독일의 폭격에 의해 연구가 힘

들어 지게 되자 다시 중수를 한 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로 옮기게 된다. 이 때 부터 캐나

다는 중수를 이용한 가압중수로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최초로 중수를 이용한 실험로인

NRX(National Research Experimental, 1947)가 개발되던 중 NRX를 위한 Pilot Plant인 제로

출력의 ZEEP(Zero Energy Experimental Pile, 1945)이 먼저 건설되었고, ZEEP의 자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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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NRX가 성공리에 완성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20MWe 의 실증로인 NPD-2(Nuclear

Power Demonstration, 1962)를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NPD-2는 200 MWe 의 상업용 원자

로의 실증을 위한 원자로이었기 때문에 개발도중 당시의 기술로는 200 MWe 의 출력을 가진

원자로를 위한 압력용기의 제조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ZEEP, NRX 에서 사용된 압력용기 형태

의 원자로형태를 버리고, 대담한 기술변경 및 신기술을 채택하여 NPD-2 에 적용한다. 그 기술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압력관이며, 이를 이용하여 캐나다 최초의 대형 상업로인 Douglas

Point 원자로가 1967 년에 완공, 운전되었으며, 이를 뒤이어 50 MWe 의 압력관형 가압중수로

(CANDU, CANadian Deuterium Uranium)인 Pickering Series 4 기가 건설된다. 이 때 사용

되어진 압력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로는 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증기의 압력과

온도를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냉각재

의 압력이 올라가면 방사능을 띤 냉각재의 외부누출을 막기 위하여 원자로 전체를 커다란 압력

용기 속에 위치시켜야 하며, 이 경우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커져야하며 그에 따라

압력용기 역시 커져야 한다. 그러나 압력용기의 직경이 커지게 되면, 압력용기에 걸리는 부하가

크게 상승하므로 압력용기의 두께는 매우 두꺼워져야 하며, 이는 제조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

게 된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기술진은 핵연료봉과 그 주위를 흐르는 냉각재를

함께 가느다란 관속에 넣어 그것을 냉각재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것, 소위 압력관이라

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였다. 이 압력관은 그 직경이 작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되어 가압경수로의 압력용기보다 제조가 쉽고, LBB (Leak Before Break) [1] 개념으로 볼 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안전하고 쉽게 계측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압력관을 이용

한 원자로의 경우 많은 개수의 압력관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원자로 건설단가의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률을 올리는 On-line Refueling 을 생각하게 되었

고, 이를 위하여 압력관은 수평으로 위치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신기술을 이

용한 중수 감속, 중수 냉각 가압원자로가 캐나다의 대표적 원자로인 CANDU 이다.

CANDU 원자로의 계통은 그림 3.3.1 이고, 그림 3.3.2 는 CANDU-6 의 압력관내 핵연료

채널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CANDU 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채널은 칼란드리아관을

관통하는 압력관과 압력관에 장전되는 핵연료 집합체, 중수 냉각재, 그리고 압력관의 양단에 있

는 끝 마개와 중수 냉각재가 흐르는 배관으로 구성된다. 한 개의 압력관에는 12 개의 핵연료 집

합체가 수평으로 장전되고 정상출력에서는 약 10 MPa의 압력의 약 300 ℃의 중수 냉각재가 흐

르며 압력관 양단에 있는 끝 마개는 가동 중에 핵연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핵연료교체기와 연결

되는 폐쇄 마개가 설치되어 있다. 끝 마개 속에는 채널로부터 방사선의 방출을 막기 위하여 차

폐 마개와 수직 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냉각재를 수평의 압력관으로 유도하고 핵연료 집합체

가 수평으로 장전할 수 있게 하는 안내관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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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원자로는 운전이력이 늘어남에 따라 압력관이 방사선 조사와 크리프(Creep)등으

로 인해 처짐(Sagging) 현상과 팽창(Expansion)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핵연료봉이

압력관과 접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가압중수로의 변형된 핵연

료 채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핵연료 채널의 변

형 구조를 쉽게 모사 할 수 있는 균질화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 하고자 한다. 그림 3.3.3 은 핵연

료 채널내 압력관의 처짐 현상에 대한 모습이다 [4]. 압력관의 전체가 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

중을 많이 받는 부분별로 처지기 때문에 계산 모델링은 가장 많이 처진 지점의 단면을 모사하

였다 [5].

3. 변형된 가압중수로 핵연료 채널의 임계도 평가

CANDU 형 원자로가 운전이력이 늘어나면서 크리프로 인해 압력관의 처짐 현상, 팽창 현

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변형에 의해서 반응도의 변화가 예상 된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의

변형 현상에 대해 임계도 평가를 수행 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에는 핵연료 채널의 변형 현상이

임계도 측면에서 핵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가. 핵연료 채널의 처짐 현상에 대한 임계도 평가

초기 연구에는 핵연료 채널 전체의 처짐 현상, 즉 칼란드리아관을 비롯하여 압력관과 핵

연료봉의 전체 처짐을 묘사하였다. 3×3 배열의 채널에 대해 묘사를 하고 이중 가운데 채널만

처짐 현상을 묘사하였다. 그림 3.3.4 는 3×3 배열에서 정 가운데 채널이 2.5 cm 아래로 처진 현

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5 와 표 3.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는 총 6 가지

로 CASE 1 은 정상상태를 나타내고, CASE 2 는 0.5 cm, CASE 3 은 1.0 cm, CASE 4 는

1.5 cm, CASE 5 는 2.0 cm, CASE 6 은 2.5 cm 채널이 처짐을 모사하였다.

그림 3.3.5 에서 Case 별 무한증배계수의 최대치는 1.5 cm 처짐 상태 일 때의 1.13708 이

고, 최소치는 정상 상태 일 때의 1.13678 이며, 최대치와 최소치의 △k 는 30 pcm 이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 전체의 처짐 현상은 핵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핵연료 채널의

전체 처짐 현상은 실제 원자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모의 현상으로 참고 자료로 계산을 하였다.

나. 핵연료 채널내 압력관 처짐현상에 대한 임계도 평가

먼저 정상 상태의 핵연료 채널을 모사를 하여 HELIOS, MCNP 두 코드간의 특성 차이

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았다.

표 3.3.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LIOS 와 MCNP 코드에서 No Xenon 일 때의 무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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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수 값은 각각 1.13583, 1.13695 (표준편차 0.00018) 으로 출력되고 두 코드간의 Δk 는 112

pcm 이고, Equilibrium Xenon 일 때의 무한증배계수 값은 각각 1.10200, 1.10312 (표준편차

0.00018) 로 출력이 되고 Δk 역시 112 pcm 임을 보이고 있다.

월성 2, 3, 4 호기 운전 이력에 따르면 압력관은 최대 0.6 cm 까지 처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중수로의 핵연료 채널은 수평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핵연료 채널이 다 0.6 cm 처

짐 현상이 발생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휘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6, 7]. 그 중, 최대

0.6 cm 처짐이 발생하는 부분의 단면이 그림 3.3.8 과 같다.

표 3.3.3 은 핵연료 채널의 압력관 처짐 현상과 정상상태의 핵연료 채널에 대한 무한증배

계수 값을 비교한 것이다. 처짐 현상이 발생한 상태에서의 무한증배계수의 값은 MCNP,

HELIOS 코드 계산 결과 주기 초에 각각 1.13655±0.00018, 1.13556 으로 나타났다. 정상 상태

일 때와 무한증배계수 값의 차이를 보면 MCNP 결과 ᅀk 는 40 pcm 이고, HELIOS 결과 ᅀk

는 27 pcm 이다. 이 결과에서 처짐 상태에서의 무한증배계수는 정상 상태일 때와 차이가 근소

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처짐 현상이 핵 설계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림 3.3.9 와 표 3.3.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별 정상채널과 압력관이 처진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값을 비교하였을 때 주기 중에서 정상 핵연료 채널과 압력관의 처짐 현상이 발생

하는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값의 차이 ᅀk는 -21 pcm이고, 주기 말에서 정상 핵연료 채널과 핵

연료 채널의 압력관 처짐 현상에 대한 무한증배계수 값의 차이 ᅀk는 -39 pcm 으로 차이가 작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의 압력관 처짐 현상은 핵 설계시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

다. 핵연료 채널내 압력관 팽창현상에 대한 임계도 평가

핵연료 채널내의 압력관 팽창 현상은 정상 상태의 핵연료 채널에서 압력관의 반경이 5 %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압력관이 최대로 팽창 할 수 있는 수치가 5 %이다. [8]

그림 3.3.10 은 압력관의 팽창 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보여준다. 압력관 팽창이 일어남에

따라 냉각재의 유량이 증가하므로 핵연료봉 주위에 더 많은 냉각재 영역이 형성된다. 압력관의

처짐 현상에 비교해 볼때 이 현상은 임계도 측면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3.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 상태의 채널과 압력관 팽창현상이 발생하는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차이가

MCNP 결과는 552 pcm, HELIOS 결과는 587 pcm 이므로 핵연료 채널의 압력관 팽창현상이

핵계산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다.

그림 3.3.11 과 표 3.3.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별 정상채널과 압력관이 팽창한 핵연

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값을 비교하였을 때 주기 중에서의 정상 상태의 핵연료 채널과 압력관

이 팽창한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의 차이는 524 pcm 이고, 주기 말에서 정상 상태의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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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채널과 압력관이 팽창한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값의 462 pcm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의 압력관 팽창 현상은 핵적 영향도가 크므로 핵설계시에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사항이다.

라. 핵연료 채널내 압력관 최대변형 현상에 대한 임계도 평가

그림 3.3.12 는 압력관에서 최대 변형이 일어나는 지점에서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HELIOS 와 MCNP로 모델링 한 것이다. 핵연료 채널내 압력관의 반경이 5 % 팽창하고, 핵연

료 봉이 아래로 0.6 cm 처진 상태를 묘사하였다.

최대 변형 현상 역시 압력관의 처짐 현상에 비교해 볼 때 임계도 측면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3.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 상태의 채널과 무한증배계수 값의 차이가

MCNP 결과는 563 pcm, HELIOS 결과는 597 pcm 이므로 압력관 최대 변형 현상 역시 핵 설

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13 와 표 3.3.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별 정상채널과 압력관이 최대로 변형

된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값을 비교하였을 때 주기 중에서의 정상 상태의 핵연료 채널과

압력관의 최대 변형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의 차이는 444 pcm 이고, 주기 말에서 정상 상

태의 핵연료 채널과 압력관의 최대 변형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값의 369 pcm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압력관의 최대 변형 핵연료 채널은 연소도 측면에서도 핵적 영향도가 크므로

핵설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 변형된 핵연료 채널의 보정 방안

핵연료 채널내 압력관의 처짐 현상은 무한증배계수 측면에서 핵 설계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압력관의 팽창 현상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핵연

료 채널의 변형현상을 핵설계 코드인 HELIOS, MCNP 코드로 기하학적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물며 1-차원 균질화 코드인 WIMS-D5 코드인 경우에는 변형된 현상에 대한

묘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의 변형 현상을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 모델링을 하지 않

고, 그 대안으로 압력관의 팽창하는 현상을 묘사 가능하도록 하는 보정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

다.

이 보정 방안이란 압력관의 팽창 때문에 냉각재가 증가하므로 중수인 냉각재의 수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즉 정상 상태의 핵연료 채널에 압력관이 팽창한 만큼의 비율로 냉각재의

수밀도를 증가시켜 팽창한 효과를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안은 편심현상에 대한 복잡한

핵연료 구조를 묘사하지 않고 쉽게 핵적 설계를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냉각재 수밀도의 보정 방안은 압력관이 칼란드리아관과 감속재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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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3.3.14 는 정상상태의 핵연료 채널에 보정 방안을 적용

한 결과를 보여준다. 무한증배계수 측면에서 정상 채널의 냉각재 수밀도 보정 방안이 팽창 효과

를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압력관의 팽창 현상이 나타날 때의 무한증배계수 값

과 보정 방안을 적용한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값의 차이는 매우 근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냉각재 수밀도 보정 방안은 핵연료의 연소도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3.3.15 는

연소에 따른 변형된 핵연료 채널별 무한증배계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정상 채널에 보정방

안을 적용한 팽창 효과에 대해 연소도별 무한증배계수 값 역시 채널내 압력관의 팽창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보정 방안은 채널내 균질화 방법과 임계도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4. 변형된 가압중수로 핵연료 채널의 안전성 평가

변형된 핵연료 채널에 대한 보정 방안이 임계도 측면에서는 적용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중수로 핵연료 채널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반응도의 변화로 인한 기포 반응도 변

화, 출력 분포도의 변화 등도 예상된다. 따라서 채널의 변형들이 안전 인자에 대해서도 핵적 안

전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압력관이 변형된 핵연료 채널별 냉각

재 기포 반응도가(Coolant Void Reactivity Worth) 와 냉각재, 감속재, 핵연료 온도 궤환 계수

와 같은 안전 인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냉각재 기포 반응도 변화에 대한 평가 수행 코드

는 HELIOS, MCNP 코드를 사용하였고 핵연료, 감속재, 냉각재의 온도 궤환 계수의 평가는

HELIOS 코드로 월성 2, 3, 4 호기의 평균 방출 연소도인 7.2 MWD/kg로 계산을 수행 하였다.

가. 냉각재 기포 반응도 평가

냉각재 기포 반응도는 CANDU 형 원자로의 주된 안전성 쟁점 사안으로 끊임없이 논의

되어 왔다 [9, 10]. 이는 냉각재상실사고가 노심에서 열에너지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기준이상

의 핵연료 파손과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냉각재의 기포

반응도의 증가는 초기에 운전 중단을 실패할 경우 출력 폭주로 이어지므로 중대사고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월성 원전의 노심설계 및 안전성 분석은 캐나다 AECL 이 개발한 PP-V 및

RFSP를 이용한 노물리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해석한 것인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소를 거

친 핵연료에 대한 PP-V 예측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어 왔다 [11]. 따라서 CANDU

보유국 인허가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기포반응도의 재평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아직

까지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보수성의 영향에 대한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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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NDF/B - VI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HELIOS, MCNP 를 이용하여 37

봉 표준 핵연료 채널과 변형된 핵연료 채널들에 대해 냉각재 기포 반응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냉각재 기포 반응도는 모든 냉각재의 완전한 기포화에 의한 총 반응도 변화로써 계산하였다. 냉

각재 기포 반응도는 노심내에서 핵연료의 수명기간동안에는 양의 값을 갖는다. 냉각재의 상실

은 감속재가 계속 중성자를 감속시켜 열중성자화 함으로써 반응도를 증가시키고 핵연료의 온도

와 출력을 급증 시켜 냉각재 상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핵연료 채널의 변형에 따라서

냉각재 기포 반응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변화의 정도가 냉각재 상실 사고로 이어지는 가에 대

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평가는 연소 주기초 (BOC), 주기중 (MOC), 주기말 (EOC)

에서 HELIOS 코드로 변형된 핵연료 채널의 단위 격자 셀을 묘사 하여 냉각재 기포 반응도를

분석하고 MCNP 코드로 주기초 (BOC) 에 냉각재 기포 반응도를 계산하여 검증을 하였다.

모델링은 정상상태의 핵연료 채널, 핵연료 채널내 핵연료봉의 처짐, 압력관의 팽창, 핵연

료봉의 처짐 및 압력관 팽창 현상 그리고 보정방안을 적용한 핵연료 채널 총 5 가지의 Case 로

평가하였다.

그림 3.3.16 은 연료 채널별 냉각재 기포 반응도가 (Coolant Void Reactivity Worth) 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 채널의 압력관 팽창 현상이 처짐 현상에 비해 높은 냉각재

기포 반응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압력관의 팽창이 냉각재 기포 반응도에서도 핵적 영향

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상 핵연료 채널에 적용된 보정 방안이 냉각재 기포 반

응도가에서 팽창 현상과 같은 효과를 보이므로 적용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고 핵연료의 연

소도에 따른 냉각재 기포 반응도 변화 역시 효율적임을 확인 하였다.

표 3.3.9 는 정상 채널, 압력관의 처짐, 압력관의 팽창, 압력관의 처짐 및 팽창, 보정을 적

용한 채널에 대한 냉각재 기포 반응도 계산 결과이다. 월성 2, 3, 4 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

서에 따르면 초기 노심에서 100% 기포상태에 대한 값인 약 15 mk 와 비교할 때, 정상 채널은

HELIOS -0.19, MCNP -2.26, 압력관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채널은 HELIOS -0.28, MCNP

-2.37, 압력관 팽창 현상이 발생하는 채널은 HELIOS 1.96, MCNP 0.40, 압력관의 최대 변형

채널은 1.34, MCNP 0.08, 보정 방안이 적용된 채널은 HELIOS 2.39, MCNP 0.63 으로 최대

오차 -2.37∼+2.39 (mk) 이내이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의 변형에 대한 냉각재 기포 반응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17 은 주기초에서 변형된 채널별 냉각재 기포 반응도의 MCNP, HELIOS 계산

결과이다. 표 3.3.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MCNP 코드와 HELIOS 코드간의 특성적인 오차만 있

을 뿐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 냉각재 온도계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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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증가하면서 냉각재의 밀도가 감소하는 변화를 포함하는 냉각재 온도계수는 주기

초 음의 값을 보인 후 중간 연소도부터 양의 값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는 출력계수에 양의 기여

인자가 된다. 이 기여 인자는 주로 U-238 공명흡수와 U-238 고속 분열에 대한 스펙트럼 효과

들로 구성된다. 원자로 출력 준위 증가에 대한 냉각재 온도의 반응은 정격 출력에서 출력계수에

대한 냉각재 온도 궤환 기여가 무시 될 수 있을 정도로 적다. 출력증가에 수반되는 냉각재 밀도

의 변화는 핵연료 온도로부터 생기는 부 공헌도의 크기와 거의 같은 주요 양의 기여 인자이다.

냉각재 온도의 변화에 기인한 격자 반응도 효과는 293°K 부터 561.16°K 까지 전 운전 범주에

서 계산된다. 일정한 압력에서 냉각재 온도의 변화에 수반되는 밀도 변화는 이들 계산에 포함된

다. 온도가 증가하면서 냉각재의 밀도가 감소하는 변화를 포함하는 냉각재 온도계수는 노심내

핵연료 수명기간 동안 양이고 정상운전 온도에서 연소도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변형된 핵연

료 채널별 냉각재 온도 계수(Coolant Temperature Coefficient)도 핵연료 주기 동안에 점점 증

가하여 양의 값을 갖게 된다. 정상 상태의 핵연료 채널과 변형된 핵연료 채널별 냉각재 온도 계

수 값을 표 3.3.10 에 나타내었고 그림 3.3.18 은 이 값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298°K 일

때 정상 핵연료 채널과 최대 변형 핵연료 채널의 냉각재 온도 계수 차이 값은 0.49547 pcm/°K

이고 555.16°K 일 때 값의 차이는 -0.2779 pcm/°K 로 매우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채널의 변형이 냉각재 온도 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감속재 온도 계수의 평가

CANDU 형 원자로에서 감속재 온도 궤환은 매우 적고 무시할 만하며 출력 반응도계수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속재는 칼란드리아관

과 가스 간격 (Gap) 에 의하여 핵연료 채널로부터 격리되어있다. 둘째, 감속재 부피는 핵연료

부피의 약 15 배이며 높은 열용량을 갖고 있다. 셋째, 감속재내에서의 열생성은 거의 전적으로

핵연료로부터 온 중성자와 광자에 의한 열의 분산에 기인된다. 넷째, 감속재 냉각계통과 높은

열용량은 감속재 가열 시간 상수를 생성하는데 연관된다. 그러므로 감속재 온도는 냉각재 온도

와 독립적으로 조절되고 반응도 계수의 크기도 적으므로, 감속재 온도 반응도 계수는 원자로 동

특성에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채널의 변형으로 감속재 온도 계수(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감속재 온도 계수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감속재의 온도는 316°K에서 346°K 범주 안에서 계산을 하였다.

그림 3.3.19 는 감속재의 온도에 따른 변형된 핵연료 채널들의 무한증배계수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 상태의 핵연료 채널들과 변형된 상태의 핵연료 채널들의 무

한증배계수가 감속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11 은 감속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 채널별 감속재 온도 계수 값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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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감속재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감속재 온도 계수의 값은 음의 증가 값을 나타내고 있다.

321°K 에서 정상 채널과 최대 변형의 감속재 온도 계수 값의 차이는 -0.76199 pcm/°K, 331°K

에서는 -0.76077 pcm/°K, 341°K 에서는 -0.67694 pcm/°K 로서 작은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의 변형이 감속재 온도 계수 측면에서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라. 핵연료 온도 계수의 평가

핵연료 온도 계수는 핵연료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CANDU

형 원자로에 있어서 반응도 변화에 대한 요구 조건은 중수와 같이 낮은 중성자 흡수체인 감속

재와 냉각재 사용에 의해 중성자의 경제성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중수에서의 낮은 중성자

흡수는 감속재와 냉각재 온도의 심각한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궤환 반응도를 줄이고, 간접적으

로는 냉각재보다 상대적으로 큰 감속재 부피로 인해 핵연료에서 감속이 잘 된 중성자 스펙트럼

을 생성한다. 핵연료 온도에서 반응도 변화는 열중성자 스펙트럼의 심각한 섭동을 유도하지 않

기 때문에 반응율에 대한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또 CANDU 형 원자로의 핵연료에서

잘 감속된 중성자 스펙트럼은 스펙트럼 경화에 대한 부의 궤환을 초래한다. 이것은 핵연료 온도

의 증가로 인한 스펙트럼 경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반응도의 핵연료 온도 계수는 음(-) 이다. 이

현상은 원자로 제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원자로의 출력이 증가하면 핵연

료의 온도가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데 핵연료 온도 계수에 의해서 음의 반응도가 삽입이 되어

노심의 출력이 급작스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핵연료 온도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주

요 원인은 U-238 과 Pu-240 핵종의 공명 흡수 단면적이 핵연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명의

도플러 확장이 발생하여 공명흡수율을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채널의 변

형들이 위와 같은 영향을 주는 핵연료 온도 계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수

행 하였다.

표 3.3.12 에서 보면 각 채널별 핵연료 온도 계수 (Fuel Temperature Coefficient) 값은

핵연료 온도 증가에 따라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U-238 공명영역의 도플

러 확장 때문이다. 온도에 따른 변형된 핵연료 채널별 핵연료 온도 계수 값은 극소의 차이를 보

인다. 925.16°K에서 정상 핵연료 채널과 최대 변형이 일어난 채널의 핵연료 온도 계수 값의 차

이는 0.17483 pcm/°K 이고 935.16°K 일 때 0.01595 pcm/°K, 945.16°K 일 때 0.01489

pcm/°K, 955.16°K 일 때, 0.06462 pcm/°K, 965.16°K 일 때 0.09443 pcm/°K 로서 적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의 변형이 핵연료 온도 계수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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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핵연료 채널의 출력분포 평가

핵연료 채널의 팽창 현상의 경우 냉각재의 유량 증가로 인해 반응도가 변화하게 되고 그

에 따라 중성자 스펙트럼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핵연료 출력 분포에서 채널의 변형 현상

은 국부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12,13]. 즉, 채널내 핵연료봉의 처짐 현상은 채널내

의 상부 핵연료봉들의 감속을 증가 시키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 채널내의 최외각 상부 핵연료

봉들의 출력 분포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변형된 채널에 대한 출력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핵연료봉의 출력 분포는 주기초 (BOC)의 최대 출력 (Hot Full Power)에서 평가를 수행

하였고, 그림 3.3.20 과 같다. 그 결과 표 3.3.13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변형된 채널과 정상 채

널과의 출력 분포에서 변화가 발생하기는 하나 오차 범위가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채널의 최대

변형 형태인 핵연료봉의 처짐, 압력관의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서도 핵연료봉 첨두 출력

계수는 정상채널 1.152 최대 변형이 일어난 채널 1.141 로 0.95 % 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핵

연료봉 첨두 출력 계수 측면에서도 채널 변형에 따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3.21 은 냉각재가 100% Void 상태일 때의 핵연료봉 출력 분포이고, 안전성 평가

를 하고자 계산을 수행하였다. 표 3.3.14 를 보면 100 % Void 상태 일 때의 핵연료 채널에서도

핵연료봉 출력 분포의 결과 값은 HELIOS , MCNP 결과 정상 채널과 최대 변형된 핵연료 채

널의 핵연료 첨두 출력 계수의 차이 값은 0.032, 0.017 로써 극소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냉각재 상실 상태일 경우에도 핵연료 채널의 변형이 핵연료 출력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WIMS-D5 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산 방법론 개발을 하고 검증 평가를 하기 위하여

HELIOS, MCNP 코드로 CANDU 핵연료 채널의 구조 변형에 대한 핵적 설계 영향도를 평가

하였다. 핵연료 채널의 모델링은 단위격자 셀을 묘사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핵연료 채널

의 변형을 WIMS-D5 에서 쉽게 묘사할 수 있는 균질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냉각재 밀도

의 보정을 통한 방법이 임계값 측면,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을 하였다.

중수로 핵연료 채널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반응도의 변화, 기포 반응도 변화, 출력

분포도의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HELIOS, MCNP 코드로 CANDU 핵연료 채널의 변형

구조에 대한 핵적 영향도를 평가하고자 크리프에 의한 압력관의 처짐 현상과 팽창 현상

에 대한 임계값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처짐 현상은 정상 채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지만, 팽창현상은 정상 채널과 큰 임계값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팽창 현상으로 인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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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구조 변화가 CANDU 핵연료 채널의 설계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팽창 현상에 대한 보정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크리프에 의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채널내 압력관의 팽창현상에 대한 기하하적 구조의

묘사는 정상 채널에서 냉각재 밀도를 압력관이 팽창 한 만큼의 비율로 증가시켜 보정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고, 검증 및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임계값 측면에서 방법이 간단하고 보정이 효과

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냉각재 밀도로 크리프에 의한 압력관의 팽창현상을 보정하는 방안

은 반응도 변화와 핵연료 연소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 변형된 채널들의 기포 반응도 변화, 핵연료 온도 계수, 감속재 온도 계

수, 냉각재 온도 계수와 핵연료봉 출력 분포에 대해 계산을 수행한 결과 감속재 온도 계수와 핵

연료 온도 계수의 경우는 각각 음의 값을 가지고 변형된 채널 별 각 안전인자들의 값이 미미한

차이만을 보여 크리프에 의한 채널의 변형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CANDU 핵연료 채널의 변형 구조 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위의 결과를 토대로 냉각재 밀도

를 조절하여 크리프에 의한 압력관의 팽창현상을 보정하는 방안은 반응도 변화, 핵연료 연소에

따른 임계값 변화, 냉각재 기포 반응도에서 적용이 잘 되어 쉽게 핵연료 채널의 기하학적 변형

을 묘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채널의 변형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해본 결과 정상 상

태의 채널과 유사한 값들을 나타내어 냉각재 밀도 보정 방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고려를 하

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WIMS-D5 코드에서 핵연료 채널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의 변형을 묘사하지 않고 냉각재의 밀도 보정 방안을 통해 손쉽게 채널 변형의

구조를 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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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Case 별 3x3 채널 모사의 무한증배계수 결과

Case # Channel k-inf

Case 1 정상상태 1.13678 ± 0.00018

Case 2 Center Channel 0.5 cm 처짐 1.13708 ± 0.00018

Case 3 Center Channel 1.0 cm 처짐 1.13683 ± 0.00017

Case 4 Center Channel 1.5 cm 처짐 1.13692 ± 0.00017

Case 5 Center Channel 2.0 cm 처짐 1.13692 ± 0.00017

Case 6 Center Channel 2.5 cm 처짐 1.13678 ± 0.00017

표 3.3.2 정상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비교

k-inf

HELIOS MCNP Δ k (pcm)

No Xe 1.13583 1.13695 ± 0.00018 112

Eq. Xe 1.10200 1.10312 ± 0.00018 112

표 3.3.3 압력관 처짐 상태의 무한증배계수 비교

 Channel MCNP HELIOS

Intact 1.13695±0.00018 1.13583

Sagged 1.13655±0.00018 1.13556

ᅀk 0.00040 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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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연소에 따른 처짐 현상의 무한증배계수 비교

k-inf

Difference
Intact Channel Sagged Channel

0 1.13583 1.13556 0.00027

152 1.09238 1.09215 0.00023

286 1.09203 1.09181 0.00022

488 1.09353 1.09334 0.00019

757 1.09472 1.09456 0.00016

1000 1.09467 1.09453 0.00014

1600 1.09148 1.09144 0.00004

2000 1.08771 1.08773 -0.00002

2500 1.08188 1.08197 -0.00009

3000 1.07500 1.07516 -0.00016

3500 1.06748 1.06769 -0.00021

4000 1.05955 1.05981 -0.00026

4500 1.05135 1.05166 -0.00031

5000 1.04298 1.04333 -0.00035

5500 1.03457 1.03493 -0.00036

6000 1.02615 1.02653 -0.00038

6500 1.01781 1.01819 -0.00038

7000 1.00959 1.00997 -0.00038

7200 1.00635 1.00674 -0.00039

표 3.3.5 압력관의 팽창현상 결과

 Channel MCNP HELIOS

Intact 1.13695 ± 0.00034 1.13583

Expanded 1.13143 ± 0.00034 1.12996

ᅀk 0.00552 0.0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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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연소에 따른 팽창 현상의 무한증배계수 비교

Burnup

(MWD/MTU)

k-inf

Difference
Intact Channel

Expanded
Channel

0 1.13583 1.12996 0.00587

152 1.09238 1.08637 0.00601

286 1.09203 1.08606 0.00597

488 1.09353 1.08762 0.00591

757 1.09472 1.08887 0.00585

1000 1.09467 1.08888 0.00579

1600 1.09148 1.08585 0.00563

2000 1.08771 1.08217 0.00554

2500 1.08188 1.07644 0.00544

3000 1.07500 1.06967 0.00533

3500 1.06748 1.06224 0.00524

4000 1.05955 1.05441 0.00514

4500 1.05135 1.04629 0.00506

5000 1.04298 1.03803 0.00495

5500 1.03457 1.02967 0.00490

6000 1.02615 1.02134 0.00481

6500 1.01781 1.01308 0.00473

7000 1.00959 1.00493 0.00466

7200 1.00635 1.00173 0.00462

표 3.3.7 압력관 팽창, 처짐 현상 결과

 Channel MCNP HELIOS

Intact 1.13695±0.00034 1.13583

Sagged & Expanded 1.13132±0.00034 1.12986

ᅀk 0.00563 0.0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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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연소에 따른 최대 변형 현상의 무한증배계수 비교

Burnup

(MWD/MTU)

k-inf

Difference
Intact

Sagged &
Expanded

0 1.13583 1.12986 0.00597

152 1.09238 1.08675 0.00563

286 1.09203 1.08647 0.00556

488 1.09353 1.08805 0.00548

757 1.09472 1.08935 0.00537

1000 1.09467 1.08939 0.00528

1600 1.09148 1.08645 0.00503

2000 1.08771 1.08281 0.00490

2500 1.08188 1.07715 0.00473

3000 1.07500 1.07040 0.00460

3500 1.06748 1.06304 0.00444

4000 1.05955 1.05524 0.00431

4500 1.05135 1.04716 0.00419

5000 1.04298 1.03891 0.00407

5500 1.03457 1.03059 0.00398

6000 1.02615 1.02227 0.00388

6500 1.01781 1.01400 0.00381

7000 1.00959 1.00586 0.00373

7200 1.00635 1.00266 0.00369

표 3.3.9 변형된 채널별 HELIOS, MCNP 코드의 CVR 계산 결과

Channel
HELIOS MCNP Difference

(mk)Coolant Void Reactivity (mk)

Intact 14.81 12.74 2.07

Sagged 14.72 12.63 2.09

Expanded 16.96 15.40 1.56

Sagged +

Expanded
16.34 15.08 1.26

Corrected 17.39 15.6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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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채널별 Coolant Temperature Coefficient (pcm/°K)

°〫K Intact Sagged Expanded
Sagged+

Expanded

298 -0.95994 -1.11939 -1.22041 -1.45541

308 -0.80011 -0.87972 -1.05796 -1.37498

318 -0.56016 -0.71990 -0.79977 -1.13266

•••
•••

•••
•••

•••

505.16 1.67523 1.67577 2.01598 1.53539

515.16 2.15294 1.83464 2.33740 1.77717

525.16 2.23158 2.07304 2.25564 2.01866

535.16 2.70828 2.23143 2.89845 2.42119

545.16 2.78622 2.54884 3.21830 2.50053

555.16 3.34117 2.94528 3.53747 3.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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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 감속재 온도 계수 (pcm/°K)

°K Intact Sagged Expanded
Sagged+

Expanded

321 -3.09553 -3.17691 -2.48755 -2.33354

331 -3.25659 -3.25868 -2.40863 -2.49582

341 -3.57705 -3.73850 -3.13315 -2.90011

표 3.3.12 핵연료 온도 계수 (pcm/°K)

°K Intact Sagged Expanded
Sagged+

Expanded

925.16 -1.03285 -1.03357 -1.20439 -1.20768

935.16 -1.19205 -1.11335 -1.12439 -1.20800

945.16 -1.11287 -1.11362 -1.12467 -1.12776

955.16 -1.19267 -1.19348 -1.20532 -1.12805

965.16 -1.03390 -1.03461 -1.04487 -1.12833

표 3.3.13 핵연료봉 출력 분포

Channel
Max. Pin Peaking Factor

Location

HELIOS MCNP

Intact 1.152 1.126 Outmost Ring

Sagged &
Expanded

1.141 1.134
Outmost Top

beside expanded

Difference 0.011 -0.008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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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4 핵연료봉 출력 분포 (100% Voided)

Channel
Max. Pin Peaking Factor

Location

HELIOS MCNP

Intact 1.114 1.096 Outmost Ring

Sagged &
Expanded

1.146 1.113
Outmost Top

beside expanded

Difference 0.032 0.017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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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CANDU 원자로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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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CANDU-6 의 압력관내 핵연료 채널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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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핵연료 채널내 압력관의 처짐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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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핵연료 채널의 전체 처짐현상 MCNP 모델링(3X3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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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칼란드리아관의 CASE 별 처짐현상에 대한 무한증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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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가운데 채널의 CASE 별 처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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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정상 핵연료 채널의 모델링 (좌:HELIOS, 우: M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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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압력관의 처짐 상태 모사 (좌: HELIOS, 우: MC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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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정상채널과 핵연료 채널의 처짐현상 연소도별 무한증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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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압력관의 팽창 현상 모사 (좌: HELIOS, 우: MC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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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정상채널과 핵연료 채널 팽창현상의 연소도별 무한증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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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압력관의 최대변형 모델 (좌: HELIOS, 우: M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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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정상채널과 최대 변형 현상의 연소도별 무한증배계수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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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변형된 핵연료 채널과 보정방안의 무한증배계수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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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연소에 따른 변형된 핵연료 채널의 무한증배계수 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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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BOC, MOC, EOC 에서의 채널별 CVR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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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변형된 채널별 MCNP, HELIOS 의 CVR 계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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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채널별 냉각재 온도계수 (p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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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감속재 온도 변화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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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핵연료봉 출력 분포 (BOC, HFP, 상: 정상 핵연료 채널 하: 핵연료 채널의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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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핵연료봉 출력 분포 (BOC, HFP, 100% Voided, 상: 정상 핵연료 채널, 하:

핵연료 채널의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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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해석 방법론 개발

제 1 절 극심한 비대칭 중성자속 분포를 고려한 노심해석 모델 개발

1. 중성자 확산 코드 CITATION을 이용한 예비계산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중수로의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BLOCA) 와 같은 사고를 다룰수 있는 정확한 안전 해

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냉각재 기포반응도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포함하는 자세한

계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한 모델은 격자 셀을 관통하여 비대칭적인 중성자 속

분포 및 냉각재 영역내에서 공간적으로 분포되는 기포분율과 같은 냉각재 상실사고 시 발생하

는 보다 실제적인 상황들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된다. 따라서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시

야기되는 노심 내 비대칭 중성자속 분포를 고려할 수 있는 노심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중수로형

원자로의 안전해석에 활용하여 안전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중성자 확산코드인 CITATION

코드 [1] 를 이용한 예비계산을 수행하였다.

나. CITATION 모델 생산 및 예비계산

중성자 확산코드인 CITATION은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되

었으며, IAEC/NEA Data Bank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CITATION 코드는 세가지 버전, 즉,

NESC-0387_02 (CDC Version), NESC-0387_09 (VAX Version) and NESC-0387_11 (IBM

Version)이 있으며, 각 버전들은 각자의 샘플 입력문과 출력문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의 버전은

IBM Version이며, CDC와 VAX 버전은 다양한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된 버전이

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IBM 버전을 수정하였으며, Compaq Visual Fortran

을 이용하여 컴파일하였다.

기존의 중수로 노심해석 및 안전해석 코드인 RFSP 코드는 2군 중성자속을 이용하므로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중수로의 노심해석에서 공명영역의 중성자 스펙

트럼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군 중성자속 계산이 가능한 CITATION 코드를 이

용하여 공명영역의 중성자 군을 충분히 고려한 사고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238U와

239
Pu와 같은 핵종이 기포반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수로의 기포반응도에 대한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비대칭적 중성자속 분포 및 냉각재의 기포분율의 공간적 분포에

따른 기하학적 형상을 모사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하여 CITATION 코드를 이용하여 예비계

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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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NEA Data Bank 로부터 확보한 입력문을 이용하여 새로이 컴파일한 개인컴퓨터

용 CITATION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한 후 CDC, VAX 및 IBM 버전과 비교하였다. 표

4.1.1 에 12 가지의 임계탐색에 대한 을 이용한 누출값을 나타내었다. 입력은 1차원 기학학적

구조에 대해서 10 개의 영역을 갖는 가압경수로의 비균질 모델을 모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표 4.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결과는 매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VAX 버전의 경우 유효

증배계수 값을 얻기 위한 반복계산의 결과를 나타내며, WIMS 코드를 이용하여 생산한 4 군 정

수를 기반으로 하여 2차원 기하학적 문제를 모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새로이 컴파일한 버

전의 경우 VAX버전에 비해 반복계산 수가 감소한 11 번의 반복계산을 필요로 하였으며, 계산

된 유효증배계수는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2 에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IBM

버전의 입력문은 13 개의 유효증배계수에 대한 반복계산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2 차원 기하학

적구조에서 3 군 정수를 이용한 1000 MWe 의 출력을 생산하는 액체금속 고속증식로를 모사하

며 계산결과는 표 4.1.3 에 나타내었다.

다. 연구 결과의 활용

중수로 노심해석의 정확도 및 안전운전 여유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수로의 노심

안전해석을 수행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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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CDC 버전에 대한 CITATION 계산 결과

No. of Iteration Leakage

PHWR CDC PHWR CDC Difference*

54

3

23

14

28

12

13

12

11

10

10

5

54

3

23

14

28

12

13

12

11

10

10

5

2.15370E+13

2.15393E+13

1.67365E+13

1.65485E+13

1.46776E+13

1.48033E+13

1.48991E+13

1.50236E+13

1.51641E+13

1.53050E+13

1.54301E+13

1.54463E+13

2.15367E+13

2.15391E+13

1.67371E+13

1.65489E+13

1.46771E+13

1.48030E+13

1.48989E+13

1.50235E+13

1.51640E+13

1.53050E+13

1.54301E+13

1.54463E+13

0.00003E+13

0.00002E+13

-0.00006E+13

-0.00004E+13

0.00005E+13

0.00003E+13

0.00002E+13

0.00001E+13

0.00001E+13

-

-

-

*K-Eff(PHWR)-K-Eff(CDC)

표 4.1.2 VAX 버전에 대한 CITATION 계산 결과

No. of Iteration K-Effective

PHWR VAX PHWR VAX Difference*

82 93 0.914262 0.914253 0.000009

*K-Eff(PHWR)-K-Eff(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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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IBM 버전에 대한 CITATION 계산 결과

No. of Iteration K-Effective

PHWR IBM PHWR IBM Difference*

32

15

21

21

20

21

21

19

20

20

21

20

21

32

15

21

21

20

21

21

19

20

20

21

20

21

1.005000

1.005002

1.006987

1.008726

1.007727

1.009374

1.010796

1.003406

1.005308

1.006943

1.003405

1.005312

1.005312

1.005000

1.005002

1.006987

1.008727

1.007727

1.009375

1.010797

1.003405

1.005308

1.006942

1.003404

1.005311

1.005311

-

-

-

-0.000001

-

-0.000001

-0.000001

0.000001

-

0.000001

0.000001

0.000001

0.000001

*K-Eff(PHWR)-K-Eff(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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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압력관 변형을 고려한 노물리 해석

1. 중수로 격자에서의 압력관 크립에 의한 노물리 영향 평가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중수로의 압력관은 원자로 가동 중 중성자 조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지

속적인 중성자 조사에 의해 중수로의 압력관의 반경이 팽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압력관 내부의

공간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압력관 크립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압력관의 크립 현상으로

인하여 압력관 내를 지나는 핵연료 다발과 냉각수의 공간적인 위치가 바뀌게 되고, 중수로 격자

내 냉각수 유속 및 유량이 핵연료 다발의 상부와 하부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인해서

핵연료의 냉각 및 격자 내 연료봉 출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중수로의 압력관 크립에 의해 중수로 격자내의 냉각재 량이 증가하고 핵연료 다발의 처

짐 현상이 발생함으로, 중수로 격자에 대한 무한증배계수, 기포반응도, 핵연료 온도계수 및 핵연

료 봉 출력 분포등과 같은 원자로 물리 인자들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수로 격자내의 감속

재 량의 증가는 기포반응도 계수의 증가를 의미하며, 중수로의 특성중의 하나인 양의 기포반응

도 계수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압력관 크립에 따른 원자로 노물리 인자들의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압력관 크립 현상이 실제 격자물리 계산에 사용되는 코드의

기하학적 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수로의 노물리 설계 및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WIMS-AECL 코드 [1] 의

경우 중수로 격자를 모사함에 있어서 핵연료 다발 및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등 격자 구성요소의

공간적인 위치가 기하학적인 동심에 위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중수로 격자내의 압력관 크립 현상에 따른 연소도별 원자로 물리 인자들의 변화를 2 차원 다

군 중성자 수송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HELIOS 코드 [2]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임계

계산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진 몬테칼로 방법에 근거한 McCARD 코드 [3] 를 이용하

여 압력관 크립에 대한 주요 노물리 인자를 평가하였으며, HELIOS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McCARD 코드는 자체적으로 핵연료 연소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중수로 격자 및 해석 모델

기본적으로 중수로에는 표준 37 봉 핵연료 다발이 장전되며 그림 4.2.1 에는 표준 37봉

격자의 기본구조를 보여준다. 핵연료 다발 내에 핵연료 물질인 천연우라늄을 피복관이 감싸고

있으며 냉각재가 피복관들 사이를 채우고 있으며 이를 다시 압력관이 감싸고 있으며 다시 칼란

드리아 관이 압력관을 감싸고 있다. 칼란드리아 관과 압력관 사이는 이산화탄소가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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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수로 노심 전체는 감속재로 채워져 있다. 각 구조물의 온도는 핵연료 960K, 냉각재

560K 그리고 감속재는 342K 이며 냉각재와 감속재의 중수순도는 각각 99.0 at% 와 99.833

at% 이며, 격자 피치는 28.575 cm이다.

압력관 크립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중수로격자의 핵연료 다발의 상부와 하부가 비대

칭으로 모사를 하여야 하는데 중수로 해석에 사용되는 표준 격자해석 코드인 WIMS-AECL 은

핵연료 및 핵연료 격자 구조체를 환으로 변환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핵연료 다발의 상하 비

대칭을 구현할 수가 없다. 계산 코드로는 2 차원 다군 중성자 수송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HELIOS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버전은 1.8 이다. 이때에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ENDF/B-Ⅵ

release 0 를 근간으로 한 190 군의 Adjuste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Adjust 라이브러리는

Unresolved 공명영역에서의 238U 에 대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3.4 % 정도 감소시킨 라이브

러리이다. 계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exact current coupling method 를 사용하였다. 또한

HELIOS 계산과 더불어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한 McCARD 계산을 수행하였다. McCARD 코

드는 NJOY 코드의 ACER 모듈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연속에너지 핵자료 단면적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ENDF/B-VII 를 근간으로 하는 연속에너지 핵자료 단면적을 사용하였다.

McCARD 코드를 이용한 연소계산에서는 모든 악티나이드 핵종과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는

약 200 개 이상의 핵종을 고려하였으며, 각 핵연료 봉은 독립적으로 연소된다. 정상상태의 격자

계산에는 HELIOS 코드와 McCARD 코드 계산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WIMS-AECL 계산 결

과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NDF/B-VI 를 근간으로 하는 89 군 중성자 핵자료를 사용하

는 WIMS-AECL Release 2-5d 를 사용하였다.

압력관 크립이 발생했을 때 압력관의 반경이 균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또

한 압력관의 두께는 정상 상태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압력관 크립이 발생했을때와

발생하지 않았을때의 압력관 질량을 같게 하여 압력관 크립으로 인한 압력관 밀도 변화를 보정

하였다. 그림 4.2.2 에는 정상상태와 2.5 % 크립 및 5.0 % 크립의 경우에 대한 격자 모델을 나

타내었다. 그림 4.2.2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상상태의 격자모형에서 보면 중앙을 기준으로 상부

와 하부가 대칭이 되지만 크립이 발생하게 되면 상부와 하부가 비대칭이 된다. 그래서 HELIOS

코드로 계산할 때 격자의 상부와 하부의 경계면 조건을 periodic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격

자의 좌․우는 각각 reflective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다. 중수로 격자 해석 결과

압력관 크립에 따른 중수로 격자에 대하여 HELIOS 코드와 McCARD 코드를 이용하여

주요 노물리 변수인 무한증배계수, 기포반응도, 핵연료 온도계수, 핵연료 봉 출력분포 및 플루토

늄 핵종의 수밀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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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한증배계수

그림 4.2.3 에는 HELIOS, McCARD 및 WIMS-AECL 코드를 이용한 정상상태의 중

수로 격자에 대한 무한 증배계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McCARD 계산 결과에 대한 통계적

인 불확실도는 각 무한증배계수에 대해 0.09 mk 이하이다. HELIOS 의 계산 결과는

WIMS-AECL 의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나, McCARD 코드를 이용한 계산 결과는

HELIOS 코드나 WIMS-AECL 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에 비해 과소평가 되었다. 이는

HELIOS 코드의 경우 U-238 에 대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보정한 핵자료 단면적을 사용하는

반면 McCARD 코드는 보정되지 않은 핵자료 단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연소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WIMS-AECL 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HELIOS 코드와 McCARD 코드는

각각 2.9 mk 와 1.4 mk 과도평가 하였으며, 핵연료 연소도가 500 MWd/tU 일 때, McCARD

는 WIMS-AECL 결과에 비해 약 3.5 mk 과소평가 하였다.

그림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관 크립이 발생한 경우 격자의 반응도는 크게 감소

한다. 2.5% 크립의 경우 반응도 감손은 -1.1 mk 에서 -0.8 mk 의 값을 보이며, 5.0 % 크립의

경우 -2.0 mk 에서 -1.5 mk 의 반응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5.0 % 크립의 경우 수 퍼센트의

방출연소도 감소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압력관 크립에 의해 발생하는 반응도 차이에 대하여

McCARD 계산 결과는 HELIOS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하며, 이러한 반응도 차이는 압력관 크립

에 의한 냉각재 부피의 증가 때문이다.

(2) 냉각재 기포반응도

중수로 노심의 경우 기포반응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중수로 노심의 경우 가압경

수로와는 달리 기포반응도가 양(+)의 반응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수로 노심의 안전해석

및 사고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HELIOS 코드와 McCARD 를 이용하여 중수로 격

자의 크립에 따른 연소도별 기포반응도 계산하였다.

냉각재 기포반응도 계수를 정상상태, 2.5 % 크립 및 5.0 % 크립인 경우의 격자 모델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2.5 에 나타내었다. 코드간 비교를 위하여 정상상태의

경우 WIMS-AECL 계산 결과를 추가하였다. HELIOS 코드의 계산 결과는 WIMS-AECL 코

드의 결과에 비해 0.5 mk 과소평가 하였으며, 기포반응도의 차이는 전 연소구간 동안 일정하

였다. 또한 예상되는 대로 기포반응도는 압력관 크립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압력관

크립의 증가에 따라 냉각재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McCARD 코드와 비교하여 HELIOS

코드의 계산 결과는 낮은 핵연료 연소도에서 과소평가하였으나, 높은 핵연료 연소도에서는 과

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코드간 가장 큰 차이는 약 0.9 mk이었다.

그림 4.2.6 에는 표준 격자와 압력관 크립이 고려된 격자사이의 냉각재 기포반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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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다. 또한 5.0 % 크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G. Ilas 등 [4] 에 의해 수행된 이전

연구결과를 현재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4.2.6 으로부터 기포반응도는 압력관 크립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그 차이는 낮은 연소도에서 5.0 % 크립의 경우 상당히 큼 (0 MWd/tU

에서 약 2.0 mk)을 알 수 있으며, 핵연료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한다. 약 3,000 MWd/tU

근처의 중간연소도에서 기포반응도의 차이는 2.5 %와 5.0 % 크립에 대해 각각 약 0.4 mk 와

1.0 mk 이었다. 추가적으로 그림 4.2.6 은 McCARD 코드와 HELIOS 코드에 의한 계산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의 계산결과와 이전 연구결과에는 명백한 차이가 관찰되었

다. 이전 연구결과는 HELIOS-1.7 로 수행되었으며, 냉각재 기포반응도의 차이는 전 연소구간

을 통하여 상당히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현재 확인되지 못

하였으며, 분석 중에 있다.

(3) 핵연료 온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는 핵연료가 임의의 사고로 인해 핵연료 온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

할 경우에 대한 반응도이다. 핵연료가 정상운전중인 상태인 960.16K 를 기준으로 하여 핵연료

온도가 873.16K 로 감소하거나 1073.16K 로 증가하였을 때의 핵연료온도계수를 연소도별로 계

산하였으며 핵연료가 873.16K 에서 1073.16K 까지 반응도변화는 선형이라고 가정하였다. 핵연

료 온도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지며 단위는 pcm/K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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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에는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정상상태, 2.5 % 크립 및 5.0 % 크립인 경우의

격자 모델에 대한 핵연료 온도계수를 나타내었다. 핵연료 온도계수는 HELIOS 코드만을 이용

하여 평가하였으며, 핵연료 온도계수에 대한 압력관 크립의 영향은 핵연료의 연소도가 낮을 때

거의 없거나 무시 할 만 하였다. 하지만 핵연료의 연소도가 2,500 MWd/tU 이상인 경우, 압력

관 크립이 발생한 중수로 격자의 핵연료 온도계수는 표준 격자에 비해 다소 증가한 값을 보인

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정상 운전 조건하에서 중수로 핵연료 격자의 핵연료 온도계수가 이미

0 에 가까운 값을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작은 차이는 핵연료 온도계수를 음수

의 값에서 양수의 값으로 바꿀 수 있으며, 중수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핵연료 봉 출력분포

그림 4.2.8 과 4.2.9 에는 정상상태, 2.5 % 크립 및 5.0 % 크립인 경우의 격자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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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 가지 핵연료 연소도에서 HELIOS 코드와 McCARD 코드로 계산한 핵연료 봉 출력분

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관 크립에 따라 핵연료 봉 출력분포는 크게 영향

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핵연료 다발 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핵연료 봉의 경우 봉 출력은 가

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하는 핵연료 봉의 출력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

는 중수로의 냉각재와 감속재는 모두 중수로가 사용되나 냉각재의 중수에 대한 순도가 감속재

에 비해 낮기 때문에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커서 압력관 크립이 발생할 경우 핵연료 다발 상단

에 좀 더 많은 냉각재가 존재하여 중성자 흡수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핵연료 다발의 상단

과 하단의 핵연료 봉 출력의 차이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정상상태, 2.5 % 크립

및 5.0 % 크립인 경우의 격자 모델에 대해 전 연소구간을 통한 최대 정규 봉 출력은 각각

1.136, 1.140 및 1.143 이다. 그림 4.2.8 과 4.2.9는 또한 HELIOS 코드와 McCARD 코드에 의해

생산된 핵연료 봉 출력의 차이는 전 연소영역에 걸쳐 유사함을 보여준다.

라. 연구 결과의 활용

중수로 격자의 압력관 크립을 고려한 주요 노물리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압력관 크립의

노물리 인자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결과는 가동중 중수로의 압

력관 크립에 따른 노물리 영향 평가에 활용 될 수 있다.

2. 중수로 노심에서의 압력관 크립에 의한 노물리 영향 평가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중수로 격자 해석을 통하여 압력관에 크립이 발생한 경우 주요 노물리 인자에 대한 영향

이 상당히 큼을 알았다. 따라서 압력관 크립이 중수로 전노심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여 압력관 크립이 중수로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

자로 가동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압력관의 크립의 정도는 각 채널의 다발 위치에 따

라서 그리고 원자로 가동기간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압력관 크

립이 전 노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적인 평가를 위해 중수로 전 노심을 통하여 일정한 정

도의 압력관 크립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노물리 영향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수로 노

심해석에는 WIMS-AECL/RFSP 코드 체계가 사용되며, 부가적으로 HELIOS/RFSP 코드 체

계를 이용한 중수로 노심해석을 수행하였다.

나. 중수로 노심 및 해석 모델

중수로 노심해석에는 그림 4.2.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수로 격자코드인 WIMS-AECL

코드와 3 차원 노심해석 코드인 RFSP 코드 [5] 가 사용된다. 중수로 노심해석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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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S-AECL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중수로 격자의 격자상수가 필요하며 이는

WIMS-AECL 코드와 RFSP 의 연계 코드인 WIMS-Utility 를 사용하게 되며 WIMS-Utility

코드는 WIMS-AECL 코드의 격자 해석 결과를 처리하여 RFSP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SCM 테이블을 생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관 크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전 노심에 2.5 %의 크립이 발생되었

다고 가정한 노심에 대하여 WIMS-AECL/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하여 시간-평균 계산 모델

을 생산하고 그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그림 3.2.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된 시간-평균

모델을 이용하여 시간-평균 상응 (Time-Average Equivalent) 모델을 생산하고 RFSP 코드에

내장된 SIMULATE 모듈을 이용하여 노심에 대한 주요 노물리 변수인 냉각재 밀도, 냉각재 온

도, 핵연료 온도 및 감속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WIMS-AECL 코드는

압력관 크립에 의한 핵연료 다발의 처짐 현상을 모사할 수 없으므로 압력관 크립은 압력관의

반경이 증가하고 핵연료 다발은 핵연료 채널의 중심에 위히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HELIOS/RFSP 코드를 이용하여 시간-평균 모델을 생산하고 12가지의 섭동의 경우에 대

한 반응도를 계산하였다. HELIOS 코드와 RFSP 코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HELIOS 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TABGEN 코드를 수정하여 HELIOS 코드에 의해 생산되는 HERMES 파일을

처리하여 RFSP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연료 격자상수를 생산한다. HELIOS 코드는 중수

로 해석 전용 코드로 개발되지 않아서 RFSP 코드와의 연계는 쉽지 않으며 현재 최신버전의

HELIOS 코드는 RFSP 코드와 연계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HELIOS-1.4 버전을 이용하였

으며 현재 개발된 TABGEN 코드는 핵연료 다발의 편심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HELIOS 코드

가 압력관 크립에 의한 핵연료 다발의 편심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IMS-AECL/RFSP 코드 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연료 다발의 편심이 고려되지 않고 압력

관 크립에 의한 압력관 직경의 증가만을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다. 중수로 노심 해석 결과

(1) WIMS-AECL/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한 중수로 전노심 해석

(가)시간-평균 노심 해석

WIMS-AECL/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한 중수로 전노심에 대한 시간-평균 노심의

계산 결과를 표 4.2.1 에 나타내었다. 압력관 크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전 노심에 2.5% 의

크립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한 노심에 대하여 최대채널출력과 최대다발출력은 비슷한 결과를 나

타내었으며, 2.5 %의 압력관 크립이 발생한 노심의 경우 증가한 냉각재의 중성자 흡수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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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으로 인하여 평균 방출연소도가 약 1.8% 정도 감소하였고, 핵연료 장전율은 약 2.5% 정도 증

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연료의 노심내 채류시간도 감소한다.

(나)냉각재 밀도 및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냉각재계통에 파단 또는 결함이 생길 경우, 채널 내의 가압된 냉각재는 부분적으로

기포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반응도 과도상태를 유발한다. 이러한 반응도 과도 상태는 감소된

냉각재 밀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4.2.12 는 냉각재 밀도 변화에 따른 냉각재 기포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보여준다. 격자 계산에서 본 바와 같이 2.5 %의 압력관 크립이 발생한 경우 증

가한 냉각재 량으로 인하여 압력관 크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냉각재 밀도 계수는 다

소 증가한다.

냉각재 온도변화는 냉각재 밀도와 중성자 스펙트럼에 영향을 준다. 냉각재 온도변화

는 냉각재의 밀도 변화를 유발하며 포화 상태를 가정하여 결정한다. 냉각재 온도가 떨어짐에 따

라 냉각재 밀도가 증가하여, 결국은 핵연료에서의 공명흡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림

4.2.13 은 냉각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보여주며 2.5 %의 압력관 크립이 발생한 경

우 냉각재 온도계수는 보다 양의 값을 나타낸다.

(다)핵연료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핵연료 온도변화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에 대한 계산 결과는 그림 4.2.14 에 나타내었

으며, HELIOS 코드를 이용한 격자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압력관 크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와 2.5 %의 압력관 크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반응도 변화는 크지 않으며 평형 노심에 대하여

전출력 운전조건 근처에서 낮은 양의 값을 갖는다.

(라)감속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감속재 온도 변화는 감속재 밀도 변화와 감속재내 중성자 온도 변화를 초래하며, 감

속재 밀도 변화는 중성자의 확산면적과 감속면적, 공명이탈 확률에 영향을 미치며 감속재 중성

자 온도 변화는 원자로 내의 전체적인 중성자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친다. 감속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그림 4.2.15 에 나타내었으며 압력관 크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2.5%의

압력관 크립이 발생한 경우의 감속재 총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반응도 변화는 크지 않다.

(2) HELIOS/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한 중수로 전노심 해석

(가)시간-평균 노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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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OS/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한 중수로 전노심에 대한 시간-평균 노심의 계산

결과를 표 4.2.2 에 나타내었다. WIMS-AECL/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마찬가

지로 최대출력과 최대다발출력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2.5 %의 압력관 크립이 발생한 노

심의 경우 평균방출연소도는 감소하고, 핵연료 장전율은 증가하며, 노심내 장전시간은 감소하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ELIOS/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한 중수로 전노심에

대한 시간-평균 노심의 계산 결과는 WIMS-AECL/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다

소 차이를 보이며 이는 WIMS-AECL/RFSP 코드 체계의 경우 RFSP 노심 계산에서 SCM 테

이블을 이용한 2 군 중성자속 계산을 수행하는 반면 HELIOS/RFSP 코드체계에서는 기존의

1.5 군 격자상수를 2 군으로 변환하여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HELIOS/RFSP 코드

체계도 SCM 방법을 이용한 2 군 계산이 가능하도록 개량할 필요가 있다.

(나)섭동에 의한 반응도 계산

HELIOS 코드에 내장된 TABGEN 코드를 이용한 핵연료 격자상수는 표 4.2.3 에 주

어진 바와 같이 12 가지 섭동을 고려한다. HELIOS/RFSP 코드 체계를 이용한 반응도 계산결

과는 표 4.2.4 에 나타내었으며, WIMS-AECL/RFSP 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2.5 %의 압력관

크립이 발생한 경우 압력관 크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냉각재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반응도 계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및 감속재 보론 농도에 대한 반응

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연구 결과의 활용

가동중 중수로에 대한 노심해석의 정확도 향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동중 중수로의 압

력관 크립에 따른 노물리 영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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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WIMS-AECL/RFSP 시간-평균 계산 결과

0% 압력관 크립 2.5% 압력관 크립

유효증배계수

원자로 총 출력 (MW)

최대채널출력 (KW)

최대다발출력 (KW)

평균방출연소도 (MWd/tU)

핵연료 장전률 (다발/FPD*)

노심내 장전시간 (FPD)

0.999225

2061.4

6625.22 (N-17)

802.98 (P-06, 다발 6)

7125.25

15.75

193.02

0.999132

2061.4

6633.48 (N-17)

803.01 (P-17, 다발 6)

6997.17

16.15

188.23

* Full Power Day

표 4.2.2 HELIOS/RFSP 시간-평균 계산 결과

0% 압력관 크립 2.5% 압력관 크립

유효증배계수

원자로 총 출력 (MW)

최대채널출력 (KW)

최대다발출력 (KW)

평균방출연소도 (MWd/tU)

핵연료 장전률 (다발/FPD
*
)

노심내 장전시간 (FPD)

1.00153

2061.4

6515.74 (N-17)

795.90 (O-18, 다발 6)

7557.82

14.95

203.31

1.00072

2061.4

6517.36 (N-17)

796.32 (O-18, 다발 6)

7541.74

14.98

202.87

* Full Pow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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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HELIOS/RFSP 계산에서 고려한 12가지 섭동 모델

Number of

Case
Type of Run

냉각재 밀도

(g/cm3)

핵연료 온도

(K)

감속재 온도

(K)

감속재 보론

수밀도

(×1024/cm3)

1 Reference 0.807859 960.16 340.16 0.0

2 DEN 0.7 960.16 340.16 0.0

3 DEN 0.5 960.16 340.16 0.0

4 DEN 0.3 960.16 340.16 0.0

5 DEN 0.1 960.16 340.16 0.0

6 DEN 0.0001 960.16 340.16 0.0

7 TFU 0.807859 1460.16 340.16 0.0

8 TFU 0.807859 1960.16 340.16 0.0

9 TMO 0.807859 960.16 300.16 0.0

10 TMO 0.807859 960.16 400.16 0.0

11 BMO 0.807859 960.16 340.16 5.0E-5

12 BMO 0.807859 960.16 340.16 1.0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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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HELIOS/RFSP 코드를 이용한 반응도 계수 계산결과

Number of

Case
실행 형태

0% 압력관 크립 2.5% 압력관 크립

유효증배계수
반응도변화*

(mk)
유효증배계수

반응도변화

(mk)

1 Reference 1.02338 - 1.02253 -

2 냉각재밀도 0.7 1.02562 2.134 1.02473 3.000

3 냉각재밀도 0.5 1.02960 5.903 1.02885 6.007

4 냉각재밀도 0.3 1.03368 9.737 1.03306 9.968

5 냉각재밀도 0.1 1.03777 13.549 1.03747 14.083

6 냉각재밀도 0.0001 1.03991 15.532 1.03965 16.104

7 핵연료온도 1460 1.02318 -0.191 1.02219 -0.325

8 핵연료온도 1960 1.02382 0.420 1.02280 0.258

9 감속재온도 300 1.01989 -3.344 1.01899 -3.397

10 감속재온도 400 1.02838 4.751 1.02745 4.683

11 감속재보론 5.0E-5 0.70802 -435.245 0.70636 -437.734

12 감속재보론 1.0E-4 0.55017 -840.472 0.54869 -844.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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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표준 37 봉 중수로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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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상격자 (b) 2.5% 크립격자 (c) 5.0% 크립격자

그림 4.2.2 압력관 변형 중수로 격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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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중수로 격자의 반응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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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압력관 크립에 따른 중수로 격자의 반응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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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중수로 격자의 기포 반응도 비교



14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0.4

0.0

0.4

0.8

1.2

1.6

2.0

 

 

Di
ffe

re
nc

e 
in

 V
oi

d 
Re

ac
tiv

ity
 (m

k)

Burnup (MWd/tU)

 HELIOS-2.5% creep
 HELIOS-5.0% creep
 HELIOS-prev. work(5.0%)
 McCARD-2.5% creep
 McCARD-5.0% creep

그림 4.2.6 압력관 크립에 따른 중수로 격자의 기포반응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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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중수로 격자의 핵연료 온도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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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압력관 크립에 따른 핵연료 봉 출력분포 (HELIOS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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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압력관 크립에 따른 핵연료 봉 출력분포 (McCARD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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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0 WIMS-AECL코드와 RFSP 코드의 연계체계



145

그림 4.2.11 RFSP 코드의 노심해석 계산 체계



146

0.000 0.125 0.250 0.375 0.500 0.625 0.750 0.875
-2

0

2

4

6

8

10

12

14

16

18

 

 

 Normal
 Creep 2.5%

Re
ac

tiv
ity

 C
ha

ng
e(

m
k)

Coolant Density(g/cc)

그림 4.2.12 냉각재 밀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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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냉각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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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핵연료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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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5 감속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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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수로의 조절봉 연소효과 예비평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월성 1 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설비개선 사업이 수행 중에 있으며, 2009 년 4 월 월성

1 호기는 가동을 정지하였다. 중수로의 주요 부품인 압력관, 칼란드리아관은 이번 설비개선 사

업을 통해 새로이 교체되며, 추가적으로 25～30 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절봉을 포

함한 대부분의 반응도 기구들은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중수로에서 조절봉은

21개의 스테인레스 스틸봉으로 구성되며 원자로 출력을 평탄화하고 단기 정지후 원자로를 재기

동 하는 경우, 또한 60 % 정도의 출력감발시와 핵연료 교체기기의 고장과 같은 반응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반응도 보상운전 시 사용된다. 조절봉은 정상운전 시 완전히 삽입되어 있으며,

스테인레스 스틸로 구성된 중성자 흡수체는 오랜 기간동안 중성자 조사에 노출되므로 서서히

연소된다. 2009 년 4 월을 기준으로 월성 1 호기의 누적된 전출력 운전 년 수는 약 23 년이다.

조절봉의 연소는 조절봉의 반응도가 감소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핵연료 방출연소도가 다소 증

가할 수 있으며, 노심의 출력분포 또한 연소된 조절봉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

봉 연소효과를 조절봉의 반응도가와 시간-평균 특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2. 조절봉 연소계산

현재 CANDU 형 중수로는 WIMS-AECL/DRAGON/RFSP 코드체계 [1, 2, 3] 를 이용하

여 해석된다. 격자 상수는 WIMS-AECL 코드를 이용하여 생산하며, 원자로에 삽입된 반응도

기구들의 영향은 증분단면적을 이용하여 고려하며 DRAGON 코드를 이용하여 생산한다. 증분

격자 생산방법은 Side-Step 방법이라 부르며 그 절차를 그림 3.3.1 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생산

된 격자 상수와 반응도 기구의 증분단면적을 이용하여 중수로의 3 차원 노심해석은 RFSP 코드

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조절봉의 연소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각 조절봉들은 RFSP 코드에 의해 생산되는 각

조절봉의 위치에 해당하는 중성자속을 이용하여 연소되어야 한다. 현재의 RFSP 코드는 조절봉

영역의 중성자속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절봉 영역의 중성자속은 조절봉이 장전되는 인

접핵연료 다발의 중성자속을 평균하여 얻을 수 있다. 하지만 21 개의 모든 조절봉에 대한 중성

자속이 다르고 또한 각 조절봉의 축방향 위치에 따른 중성자속 또한 달라지므로 모든 조절봉에

대한 중성자속을 실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의 중수로 해석용 코드는

조절봉의 연소효과를 모사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코드를 이용하여 조절봉의 연소에 따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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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절봉 연소에 대한 예비 평가의 측면에서 21 개의

모든 조절봉이 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가정하여 ORIGEN 2.2 코드 [4] 를 이용하여 단순한 방법

으로 조절봉의 연소계산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중수로는 가동중 핵연료 교체가 가능하므로 항상 평형 상태에 있으며, 조절봉의

연소는 매우 느리다. 따라서, 각 조절봉은 전 운전기간을 통하여 매우 비슷한 중성자속 장(field)

에 종속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중수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상대적으로 평탄하다. 결과

적으로, 단순한 0 차원 ORIGEN 계산이 중성자 조사기간에 따라서 신뢰할만한 조절봉의 조성

을 제공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ORIGEN 코드를 이용한 연소계산에 있어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중

의 하나는 조절봉 영역의 중성자속 수준이다. 또한 조절봉 연소계산에 사용되는 핵자료 단면적

이 정확해야 한다. 따라서 HELIOS 코드 [5] 를 이용하여 ORIGEN 코드에 포함된 공용 핵자료

단면적 자료를 갱신하였으며, 조절봉 영역에서의 평균 중성자속을 계산하였다. 190 군 중성자속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표준 37 봉 중수로 격자에 대해 HELIOS 코드를 이용하여 2 차원 격자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중수로의 평균 출력밀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총 중성자속은 3.2×1014

n/cm2․sec 이었다.

갱신된 핵자료 단면적을 이용하여 10 년, 23 년, 30 년 및 40 년의 연소기간에 대해 고정

중성자속 조사방법에 의한 ORIGEN 코드의 1 군 조절봉 연소계산을 수행하였다. 표 4.3.1 에는

조사기간에 따른 주요 조절봉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Fe-56 이 조절봉의 주요 핵종이며 또한

Fe-56 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감소가 가장 크며, Fe-56 의 중성자 흡수에

의해 생성되는 Fe-56 의 증가가 가장 크다. 그림 4.3.2 에는 조절봉의 재질인 스테인레스 스틸

의 주요핵종인 철, 크롬 및 니켈에 대한 중성자 조사기간에 따른 거시적 단면적 및 총 거시적

단면적을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중성자 조사기간에 따른 조절봉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은 직

선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Fe-56 핵종의 Fe-57 로의 변환 때문이며, Fe-57 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은 Fe-56 보다 작다. 그림 4.3.2 로부터 조절봉의 중성자 조사기간이 증가함

에 따라 조절봉의 반응도가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 중수로 노심계산

조사기간에 따른 조절봉의 조성이 결정되면 중수로 노심계산은 표준 절차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먼저 WIMS-AECL 코드를 이용하여 격자계산이 수행되며, WIMS-AECL 코드와

DRAGON 코드를 이용하여 그림 4.3.1 에 보인 절차에 따라 각 타입별 조절봉에 대한 증분단면

적을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격자상수와 각 조절봉의 증분단면적을 이용하여 RFS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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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노심계산을 수행한다. 각 조절봉 중에서 가장 큰 반응도가를 보이는 B-TYPE 에 대한

조사기간에 따른 증분단면적의 변화를 표 4.3.2 에 나타내었으며, 2 군 흡수단면적은 10년 연소

시 5.2 %, 23 년 연소 시 9.5 %, 30 년 연소 시 11.2 %, 40 년 연소 시 13.2 % 각각 감소한다.

또한 조절봉 연소에 따른 조절봉 형태별 무한증배계수 및 반응도가의 변화를 표 3.3.3 에 나타

내었다. 연소되지 않은 신조절봉의 반응도는 조절봉 형태별로 약 30∼75 mk 의 반응도를 가지

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신조절봉에 대한 연소된 조절봉의 반응도 차이는 10 년 연소시 5∼6

%, 23 년 연소시 9∼11 %, 30 년 연소시 11∼13 %, 40 년 연소시 13∼15 % 각각 감소하고,

이는 조절봉 연소에 따른 2 군 흡수단면적의 변화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표 4.3.4 에는 중수로 노심에서의 조절봉의 연소효과를 나타내었다. 조절봉의 반응도가는

월성 1 호기의 순간 노심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노심특성은 월성 1 호기 시간-평균 노심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3.3.2 로부터 예상되듯이 조절봉의 반응도가는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한다. 현재 월성 1 호기에 대한 조절봉의 총 반응도가는 조절봉이 적절

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15 mk 가 필요하다 [6]. 표 4.3.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절봉의

총 반응도가는 조절봉이 23년 연소되었을 때 설계 기준치보다 약간 큰 값을 보인다.

시간-평균 노심 해석 결과는 최대채널출력이 조절봉 연소에 의해서 크게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평균 노심계산에서 영역평균 방출연소도가 적절한 출력분포를 갖도록 조절

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대다발출력 또한 조절봉 연소에 따라 약간 증가한다. 추가적으로 핵연료

다발의 노심내 장전시간과 평균 핵연료 방출연소도는 조절봉 연소에 따라 약간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간에 따른 조절봉의 조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자로 평균출력밀도에

의해 근사한 중성자 속 (3.2×1014 n/cm2․sec) 을 이용하였다. 표 4.3.5 는 RFSP 코드를 이용

한 시간-평균 노심계산에서 얻어진 조절봉이 삽입되는 영역의 셀 평균 총 중성자속을 나타낸

다. 또한 조절봉 영역에서의 중성자 속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HELIOS 계산을 통한

셀 평균 중성자속에 대한 조절봉 영역의 중성자 속 비율을 고려하여 RFSP 코드를 이용한 시간

-평균 중성자속으로부터 조절봉 영역의 중성자 속을 평가하였다. 표 4.3.5 에서 보인 조절봉 영

역의 실제 중성자 속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사한 중성자 속 (3.2×1014 n/cm2․sec) 보다 훨

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절봉 연소효과 해석결과는 실제보다 훨씬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 결과의 활용

설비개선된 중수로에 대한 조절봉의 연소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보인다. 노심 해석

결과는 연소된 조절봉의 반응도가가 설계 기준치를 만족할 수도 있음을 보였다. 또한 시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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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노심해석 결과는 설비개선된 중수로의 최대다발출력이 약간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추가적으

로 조절봉의 연소기간이 23 년을 넘을 경우 핵연료 방출연소도가 상당히 증가하며, 이는 중수

로의 안전에 관련된 노물리 변수들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절봉의 연소효과는 설

비개선된 중수로의 노심 설계 및 안전 해석에 반듯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가동중

중수로의 노심해석의 정확도 향상 및 가동중 중수로의 조절봉 연소에 따른 노심 영향 평가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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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연소 기간에 따른 조절봉 조성 변화 (무게분율,%)

0 Year 10 Year 23 Year 30 Year 40 Year

Fe-56

Cr-52

Fe-57

Ni-58

Ni-60

Fe-54

Cr-54

Fe-58

Mn-55

63.71

15.40

1.47

6.97

2.68

4.06

0.43

0.20

1.57

59.69

15.13

6.19

6.09

3.08

3.81

1.27

0.48

1.20

54.40

14.73

11.30

5.07

3.69

3.48

2.05

1.32

0.97

51.72

14.52

13.64

4.59

3.93

3.31

2.38

1.95

0.89

48.10

14.24

16.52

3.99

4.21

3.09

2.80

3.01

0.80

표 4.3.2 조절봉 연소에 따른 증분단면적의 변화 (B-TYPE)

AECL

-FRE

KAERI

-FRE
10 Year 23 Year 30 Year 40 Year

2GTR1

2GTR2

2GSA1

2GSA2

2GNF1

2GNF2

2GS12

2GS21

2GH1

2GH2

2GF

8.8090E-04

1.1727E-04

4.7386E-05

8.9669E-04

-8.9115E-06

1.4391E-04

7.1625E-05

6.5515E-06

-4.1780E-04

7.2453E-03

5.2053E-03

0.01%

-0.20%

0.00%

0.00%

0.01%

0.04%

0.01%

0.03%

0.01%

0.04%

0.00%

-6.78%

-44.12%

-10.94%

-5.20%

-3.41%

-5.22%

-5.91%

-5.12%

-3.36%

-5.23%

-5.00%

-13.51%

-126.58%

-16.92%

-9.52%

-6.54%

-9.58%

-11.97%

-10.01%

-6.46%

-9.58%

-9.16%

-16.53%

-171.74%

-18.68%

-11.22%

-7.83%

-11.33%

-14.58%

-12.12%

-7.74%

-11.34%

-10.80%

-20.32%

-235.55%

-20.38%

-13.18%

-9.33%

-13.28%

-17.73%

-14.65%

-9.23%

-13.29%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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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조절봉 연소에 따른 조절봉의 무한증배계수 및 반응도가 변화

k-inf
AECL

-FRE

KAERI

-FRE
10 Year 23 Year 30 Year 40 Year

Unrodded 1.05613 1.05613 1.05613 1.05613 1.05613 1.05613

A-INNER

A-OUTER

B-TYPE

C-INNER

C-OUTER

D-TYPE

1.00218

1.00907

0.97829

0.98527

1.02283

1.01037

1.00218

1.00908

0.97927

0.98527

1.02283

1.01037

1.00511

1.01165

0.98295

0.98882

1.02484

1.01292

1.00750

1.01375

0.98597

0.99174

1.02647

1.01500

1.00843

1.01456

0.98715

0.99288

1.02709

1.01580

1.00950

1.01550

0.98851

0.99420

1.02781

1.01673

Worth Difference

A-INNER

A-OUTER

B-TYPE

C-INNER

C-OUTER

D-TYPE

50.98 mk

44.15 mk

75.34 mk

68.10 mk

30.82 mk

42.89 mk

-0.02%

0.00%

-1.36%

0.00%

0.00%

0.00%

-5.70%

-5.71%

-5.14%

-5.36%

-6.21%

-5.81%

-10.35%

-10.35%

-10.57%

-9.73%

-11.22%

-10.52%

-12.14%

-12.14%

-12.18%

-11.43%

-13.16%

-12.35%

-14.21%

-14.20%

-14.04%

-13.39%

-15.37%

-14.44%

표 4.3.4 조절봉 연소에 따른 노심 내 조절봉 총 반응도 및 시간-평균 노심계산 결과

순간 노심 계산 (월성 1호기 7759FPD 운전자료 이용)

0 Year 10 Year 23 Year 30 Year 40 Year

Unrodded 1.05613 1.05613 1.05613 1.05613 1.05613

Rodded 0.99769 0.99830 0.99881 0.99902 0.99934

Worth 15.88 mk
15.27 mk

(0.61 mk)

14.75 mk

(1.13 mk)

14.55 mk

(1.33 mk)

14.22 mk

(1.66 mk)

시간-평균 노심 계산

K-eff

MCP(kW)

MBP(kW)

Dwell Time (D)

Av BU(MWd/T)

0.99913

6623.0

803.5

193.3

7172.1

0.99941

6635.9

806.8

194.3

7207.4

0.99943

6633.2

809.2

195.6

7256.0

0.99940

6629.4

809.9

196.2

7280.0

0.99952

6634.5

811.7

196.7

7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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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시간-평균 노심계산에 의한 조절봉 영역의 총 중성자속

단위: 10
14
n/cm

2
․sec

0 Year 10 Year 23 Year 30 Year 40 Year

Minimum
3.90

(3.31)

3.95

(3.36)

4.00

(3.40)

4.02

(3.41)

4.14

(3.43)

Maximum
4.82

(4.10)

4.87

(4.14)

4.90

(4.16)

4.91

(4.17)

4.93

(4.19)

( ) : 셀 평균 중성자속에 대한 조절봉 중성자속 비율 고려 (HELIOS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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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중수로 증분격자 생산방법 (Side-Ste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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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조사기간에 따른 조절봉의 주요 핵종에 대한 거시적 단면적 및 총 거시적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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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노심 및 열수력 연계모듈개발

1. 연구 목적

중수로 노심 해석과 열수력 해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전산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한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를 다른 프로그램의 입력 자

료 및 정보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중수로의 출력계수 계산에 서와 마찬가지

로 RFSP 코드로부터 계산된 100 % 출력의 시간-평균된 다발출력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NUCIRC 코드로부터 100 % 출력의 채널 유량 분포를 결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 RFSP 코

드로부터 출력되는 결과 자료들은 핵연료의 연소에 따른 모든 출력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계산을 하여 NUCIRC 입력 자료로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크립트 언어인 파이썬(Python) 으로 번거로운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도록 RFSP 코드와 NUCIRC 코드의 연계 모듈을 개발하게 되었다.

2. 프로그램 연계에 관한 사전 연구

가. 스크립트 언어 - 파이썬(Python) [1]

스크립트 언어(scripting language) 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어한다.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한다. 스크립트 언어는 응용프로그램과 독립하여 사

용되고 일반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사용되어 최종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크립트(scripts) 는 연극 용어인 스크

립트에서 유래되었으며 초창기 스크립트 언어는 배치언어(batch languages) 또는 작업 제어

언어(job control language) 라고도 불리었다.

파이썬(Python) 은 1991 년 프로그래머인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 이 발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플랫폼 독립적이며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

(dynamically typed) 대화형 언어이다.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귀도가 좋아하는 코미디 〈Monty

Python's Flying Circus〉에서 따온 것이다. 파이썬은 비영리의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이 관

리하는 개방형, 공동체 기반 개발 모델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의 표준은 CPython 의 구현이다.

파이썬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동적 타이핑

(dynamic typing)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펄 및 루비와 자주 비교된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고, 라이브러리(모듈)가 풍부하여,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 기관, 연구 기관 및 산업계

에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파이썬은 순수한 프로그램 언어로서의 기능 외에도 다른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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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모듈들을 연결하는 풀언어(glue language)로써 자주 이용된다. 실제 파이썬은 많은 상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크립트 언어로 채용되고 있다. 도움말 문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유

니코드 문자열을 지원해서 다양한 언어의 문자 처리에도 능하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해석기(인터프리터) 위에서 실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1) 특징

(가) 동적 타이핑(dynamic typing). (실행 시간에 타입 검사가 이루어진다.)

(나) 객체의 멤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속성이나 전용의 메서드 훅을 만

들어 제한할 수는 있음.)

(다) 모듈, 클래스, 객체와 같은 언어의 요소가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고, 리플렉션을 이

용한 기술을 쓸 수 있다.

(라) 파이썬은 여러 인터프리터를 가지고 있다:

(마) CPython : C로 작성된 인터프리터.

(바) 스택리스 파이썬 : C 스택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프리터.

(사) Jython : 자바 가상 머신 용 인터프리터. 과거에는 제이파이썬(JPython)이라고 불렸

다.

(아) IronPython : .NET 플랫폼 용 인터프리터.

(자) PyPy :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이썬 인터프리터.

(차) 현대의 파이썬은 여전히 인터프리터 언어인 것처럼 동작하나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에 스스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바이트 코드(Byte code)를 만들어 냄으

로써 다음에 수행할 때에는 빠른 속도를 보여 준다.

파이썬의 이러한 특징으로 소스 코드의 유출 등의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파이썬에

서는 들여쓰기(indentation) 를 사용해서 블럭을 구분하는 독특한 문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 문

법은 파이썬에 익숙한 사용자나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들여쓰기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용자에게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른 언어의 사용자에게서는 프로그래머의 코딩 스타일

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많다. 이 밖에도 네이티브 이진 파일(바이너리)을 만들어 주는 C/C++ 등

의 언어에 비해 수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분야 등 일반적인 컴퓨터 응용

환경에서는 속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빠른 속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프로토타이

핑한 뒤 빠른 속도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C 언어 등으로 모듈화할 수 있다 (ctypes, SWIG,

SIP 등 wrapper 생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또한 Pyrex, Psyco, NumPy 등을 이용하면

수치를 빠르게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공학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나. RFS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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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P(Reactor Fuelling Simulation Program) 코드는 중수로 노심 설계, 해석 및 노심

운전 특성 모사용 상용 코드로서 방대한 양의 계산 모듈로 구성 되어 있어 중수로의 노심 해석

에 이용된다. 중성자 에너지군 측면에서, RFSP 코드는 원래 1.5 군(근사적인 2군)중성자 확산

방정식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개발된 코드이며 개량 핵연료를 이용하는 중수 노심 설계 및 해

석에서는 중성자 거동 모델상 부적합하다. 캐나다 AECL에서는 이러한 1.5 군 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완전한 2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 모형으로 수정작업을 해오고 있다. RFSP 코

드는 노심 계산을 위한 반복 계산법 측면에서 Power 반복 계산 기법을 이용하는 재래식 방법

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입출력 처리구조(input and output

handling structure) 측면에서 보면 노심 구조, 제어기구 정보, 경계 조건, 격자 성질, 연소 특성

상수 등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중수로 노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STORE' 라는 binary type

의 노심 정보 파일을 기본 정보 전달 입출력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정보 은폐성을 가진다. 코드

사용자는 STORE file 을 input 작성의 기본 단위로 이용함으로써 편리함을 제공받기는 하지

만, STORE file 에 기록된 정보 재현이 매우 어려워 이 file 이 포함 하고 있는 핵심 정보 습득

에 어려움이 있다.

다. NUCIRC [3]

CANDU 원자로의 열수송 계통에 대한 정상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서, NUCIRC 전산 코

드를 사용하여 채널 유량 및 임계채널출력 등을 계산한다. 이 코드는 CANDU 원자로의 열수송

계통에서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계산 선택사

항을 갖고 있다.

1) ITYPE=1; 주어진 채널유량과 자관(feeder)의 크기의 조건에서 압력관의 양단 모관사

이의 압력강하를 예측한다.

2) ITYPE=2 주어진 양단 모관사이 압력강하 및 자관 조건에서 채널 유량 및 임계채널출

력을 계산한다.

3) ITYPE=3; 주어진 압력관의 양단 입출구 압력차이와 채널 유량 조건에서 자관의 크기

를 결정한다.

4) ITYPE=4; 열수송계통의 단일회로 모델을 이용하여 회로의 각 지점에서의 유동, 압력,

온도 및 건도를 계산한다.

5) ITYPE=5; 주어진 압력관의 양단 모관 압력차이에서 연료 주입시를 고려하였을 때 채

널 내부의 유동을 계산한다.

6) ITYPE=6; 열수송계통의 전체회로(Full-circuit model) 모델을 이용하여 회로의 각

지점에서의 온도, 압력, 유동 분포를 계산한다.

7) ITYPE=7; 주어진 압력관 양단 모관 압력값과 pump 성능 데이터 값, 외부회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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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적 특성값을 바탕으로, 증기발생기에서의 관 거칠기 (tube roughness), 증기발생

기의 성능을 예측한다.

8) ITYPE=8; 정화계통을 통과하는 부수회로에서의 유동 크기와 온도값을 예측한다.

9) ITYPE=9; 압력기(pressurizer)를 통과하는 부수회로에서의 유동 크기와 온도값을 예

측한다.

라. RFSP-NUCIRC 코드연계 출력 계수 생산

중수로의 증배계수를 결정하는 많은 변수들은 온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면

결과적으로 증배계수 K 가 변화하여 원자로 계통의 반응도가 변화한다. 즉, 원자로에서 열출력

이 변하면 핵연료, 감속재, 구조재 등 원자로 구성물질의 온도변화, 밀도변화가 수반되어 반응도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외에도, 중성자속 준위는 핵연료 내에서의 중성자 흡수체(Xenon,

Samarium and Rhodium등) 의 농도에 의존하고, 핵연료 온도와 중성자 스펙트럼이 변화하면

이 핵종들은 출력준위의 변화에 따라 반응도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4] 핵연료의 온도 변화는

반응도 변화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유발하게 되고 감속재 온도변화는 핵연료 온도변화와 비교

하여 반응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중수로에서 출력변화에 따라 핵연료 온도의 변

화와 냉각수 온도 및 밀도의 변화 효과가 반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출

력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4.4.1 은 중수로 노물리 (Reactor Physics) 해석용 코드인 RFSP 와 정상상태 일 때

단일 수로 열수력 해석용 코드인 NUCIRC 를 사용하여 출력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먼저,

RFSP 코드로부터 계산된 100 % 출력의 시간-평균된 다발 출력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NUCIRC 코드로부터 100 % 출력의 채널 유량 분포를 결정한다. 380 개 각 채널에서 12 개 핵

연료다발의 중심 위치에서 냉각재 밀도와 온도 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RFSP 코드로부터 새로

운 다발출력분포를 계산한다. 축방향 출력분포 모양이 수렴한 경우의 반응도가 100 % 출력의

반응도 값이 되는 것이다 [5]. 이 100% 출력일 때의 출력분포를 기준으로 65, 75, 85, 95, 100,

105, 115% 출력에서의 출력계수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동으로 계산할 때와 파이썬 연계모

듈로 계산한 값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연계 모듈을 사용하여 계산을 한 경우에는 ITERATION

을 진행하면서 K-EFFECTIVE 값을 현재주기와 다음 주기를 비교해 보았을 경우 동일하면 수

렴되도록 조건을 주었다. 그림 4.4.2 에서는 수동계산을 한 출력계수와 파이썬을 이용한 연계모

듈의 출력계수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값의 차이를 보면 115 % 출력일 때의 출력계수

값의 차이가 -0.000301 mk/% 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65 % 출력일 때 출력계수차이 값이

0.000099 mk/% 이므로 가장 작은 차이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파이썬을 사용한 연계모듈

계산방법이 수동계산에 비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수동계산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출력계수 계산 수행의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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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에 의한 연계방법

그림 4.4.3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코드 연계 방법으로 파이썬(Python) 을 이용하여 연계모듈

을 개발하였다. 먼저 현재 RFSP 코드와 NUCIRC 코드가 설치되어있는 PC(Personal

Computer, Window XP 기반) 의 드라이브에 Python 을 설치하고 이 두 코드를 연계하기 위

한 환경설정을 한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림 4.4.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RFSP 의 Batch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

그램을 실행 시킨 후 나오는 결과인 다발출력을 NUPREP 코드의 입력인 TAPE10 으로 파일

명을 변경하여 실행을 시킨다. 여기에서 생성되는 결과 파일인 tape5.dat 파일을 다시 NUCIRC

코드로 이동시킨 후 실행을 하여 TAPE2 의 결과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를 다시 RFSP 코

드로 이동시켜 주기별 다발출력을 구하게 되고, 이 정보를 다시 NUCIRC 코드의 입력에 주어

실행에 의해서 핵연료 채널별 온도, 밀도, 압력, Quality 등을 구하게 된다. 이 같은 수동적인 부

분을 자동화하는 목적으로 파이썬으로 모듈을 개발하였다. RFSP-NUCIRC 입력자료의

ITERATION 방법은 RFSP 입력에서 NUCIRCLNK 모듈의 TONUCIRC 카드를 사용하여 다

발 출력을 NUCIRC 코드에 주고 실행을 하면 냉각재의 밀도, 온도, 압력, Quality 값들이 나오

게 되는데 이것이 ITERATION 1 이다. ITERATION 2 에서는 ITERATION 1 에서 나온

NUCIRC 코드의 결과 파일인 TAPE2 (Bundle-centered Coolant Density, Temperature and

Pressure Profile) 파일을 다시 RFSP 코드의 입력으로 주어 다발출력을 출력하고, 이 다발 출

력을 NUCIRC 입력 자료에 전해주어 NUCIRC 결과인 냉각재의 밀도, 온도, 압력, Quality 의

값을 출력하게 된다. 이것이 ITERATION 2 이다. 이 ITERATION 작업을 결과가 만족할 때

까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된다. 결과를 만족시키는 ITERATION 수렴조건은 ITERATION

할 때 마다 NUCIRC 코드 실행 결과인 각 채널별, 12개의 위치별 냉각재 밀도, 온도, 압력이 그

전 ITERATION 에서의 채널별, 위치별 냉각재 밀도, 온도, 압력과 비교 하였을 때 차이 값이

가장 큰 채널을 도출하고 그 값이 10-4 이하일 때 수렴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4. 연구 결과의 활용

RFSP 코드와 NUCIRC 코드의 연동 방식은 RFSP의 INPUT 파일에서 NUCIRC와 연계

하는 NUCIRCLNK 모듈 중 TONUCIRC CARD의 실행 결과인 Bundle Power의 파일을 다시

NUPREP 코드의 실행폴더인 Nuprep_imp 폴더 안에 tape 10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이동

을 시키고 Nuprep_imp 폴더에서 NUPREP 코드를 실행시켜서 나오는 tape5.dat 파일을

NUCIRC 코드의 실행 폴더인 nucirc_imp 폴더에 이동을 시켜 NUCIRC 코드를 실행시켜 나오

는 최종 OUTPUT 파일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전부 수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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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것을 스크립트(SCRIPT)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연계하는

모듈을 개발 하였다.

월성 1 호기를 2-GROUP TIME-AVERAGE-EQUIVALENT 로 모델링 하였으며

ITERATION 주기에 따른 RFSP INPUT 파일을 새로 만들어 NUCIRC와 연계를 하고

NUCIRC 의 OUTPUT 에서 380 개 채널별 COOLANT TEMPERATURE 와 COOLANT

DENSITY, PRESSURE 의 값들을 현재 주기와 전주기의 값을 비교하여 채널당 가장 큰 차이

값을 대표값으로 출력하고 값의 차이가 10-4 이하이면 수렴이 되어 연계모듈을 정지하고 주기

별 K-EFFECTIVE 값들도 출력하는 방식으로 연계 모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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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RFSP와 NUCIRC 코드를 사용한 중수로 출력계수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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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출력계수의 수동계산과 Python연계모듈계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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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RFSP-NUCIRC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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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기존의 RFSP-NUCIRC 연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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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해석 기반기술 개발

제 1 절 복합열전달 및 지르코늄-증기 화학반응 CFD 해석 모델

개발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상용 CFD 코드인 CFX-10 에서는 고체 표면과 유체사이의 산화반응모델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중수로 고온채널 실험 결과를 CFX-10로 검증 계산하기 위해서 기존

의 지르칼로이/산화반응 모델을 CFX-10에 적용하였다.

중수로원자로에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가용하지 않고 냉각재배관 파단사고가 일어났을 경

우 채널내에서는 고온의 증기유량이 형성된다. 이때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원자로정지 잔열은

그 일부가 표면을 흐르는 증기로, 나머지 대부분이 핵연료봉에서 이를 둘러싼 압력관, 그리고

감속재로 이르는 복사열전달에서 의해서 제거된다. 만일 핵연료봉이 고온으로 가열되어서 지르

칼로이 표면과 고온증기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열이 발생하고 수소가 생성된다. 이때 발생한

열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고온 상태에서 급속한 가열로 인해 핵연료 채널의 건전성을 저해

하게 된다 [1]. 따라서, 원자로 가상사고시 고온의 핵연료채널내 열수력 거동 및 감속재 열침원

유효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냉각재배관 파단사고시 핵연료채널의 열수력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CHAN 고온화학반응

실험들 [2] 이 캐나다의 Whiteshell 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CS28-2 실험은 이들 실험군들 중

하나로써, 전기가열의 28봉 핵연료모사 다발, 실물 크기인 수평관에서의 고온 증기 냉각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실험이다. CS28-2 실험 [3, 4] 과정은 저출력의 정상상태 및 고출력의 과도상태

실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저출력 단계에서는 실험부의 가열봉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열에

너지가 복사열전달에 의해서 제거된다. 반면 고출력 단계에서는 28개 봉다발의 온도가 공급되

는 전력량과 다발 표면에서의 반응열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최근에는 중수로 핵연료 채널내의 3 차원 열수력 거동을 이해하고자 상용 CFD 코드가 활

발히 사용되고 있다. 동심원 배열의 중수로 핵연료 다발들의 배치 간격에 형성되는 부수로 유량

은 제각기 다른 복잡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압력관의 쳐짐 또는 팽창에 의한 변형, 압

력관/칼란드리아관 접촉 등도 복잡한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중수로 특유의 3차원적 형상을 해석

할 수 있는 CFD 코드의 열수력 모델이 포스트 블로우다운 및 CS28-2 검증 실험 모사를 위해

개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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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온채널 실험을 통한 CFD 모델 검증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

종적으로 37 봉 핵연료채널에 대한 상세한 3차원 열수력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는 CS28-2 실험의 정상상태 조건에서 CFX-10 코드의 복사열전달 모델 [5] 을

검증하였고, 정상상태 계산 [6] 을 수행하였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CFX-10 [7] 코드를 이용한

CS28-2 실험 모사를 과도상태까지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산화반응열에 의한 온도 상승, 그리

고 수소 생성 및 확산 등을 모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S28-2 실험 과도상태 모사를 통해서 중수로 채널해석 코드, CATHENA

[8] 및 CHAN-II [9] 에서 사용되는 2가지의 지르칼로이/증기 산화반응 모델들이 User 포트란

의 형식으로 CFX-10에 적용되었다. 이는 기존의 CFX-10 코드가 표면 산화반응 모델을 자체

적으로 모델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rbanic및 Heidrick [10] 에 의한

모델과 Baker 및 Just [11] 의 모델이 CFX-10 코드에 적용되었다. 이들 두 모델은 포물선형

반응율에 의한 산화반응 실험 상관식을 기반으로 한다. Baker-Just 실험 상관식은 인허가 목적

의 보수적인 접근법 [12] 에 의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Urbanic-Heidrick

상관식은 QUENCH-06 (ISP-45) 와 PHEBUS B9+ (ISP-25) [13] 과 같은 복수 다발 실험들

에서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다.

위 두개의 산화반응 모델에 대한 User 포트란 루틴은 CFX-10 도메인 경계조건으로 반응

열에 의한 에너지 및 수소생성에 대한 질량원을 계산한다. 이러한 산화반응모델의 CFX-10 적

용은 벤키마킹 테스트 및 실험결과를 통해서 검증된다. 즉, 먼저 산화반응모델로 부터의 상관식

결과값이 CFX-10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게 되고, 이어서 CS28-2 실험

에서의 산화반응 결과 데이타들 (산화발열반응에 의한 가열봉 온도 상승 및 수소생성량 측정값)

과 비교 검증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CS28-2 실험결과에 대한 CFX-10 모델이 검증되면 같은 방법론에 의해

서 추후에 CANDU-6 발전소 적용을 위한 37봉 핵연료채널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37 봉 핵연료채널에 대한 CFX-10 모델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CFX-10 모델이

CATHENA 코드의 CANDU-6 원자로에 대한 포스트 블로우다운 해석 모델을 검증하는데 사

용될 것이다.

2. 산화반응 모델의 CFD 코드 적용

가. 지르칼로이/증기 산화반응 모델

지르칼로이/증기 산화반응은 고온 증기에서의 발열반응이다. 이러한 발열반응의 부산물

로 다음과 같이 수소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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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 2H2O →ZrO2 + 2H2 + 586 kJ.                                      (5.1.1)

이러한 산화반응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산소 이온의 ZrO2 결핍층으로의 확산 [10]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르칼로이 산화과정은 β phase (β -Zr) 로부터 산화안전 phase (α

-Zr) 로의 전이와 ZrO2 층의 성장과 관련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실험결과들은 산화반응

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ZrO2 층 및 α-Zr 의 성장과 지르칼로이 또는 산소의 소모량에 대한

반응율로 표시된다.

산화반응율은 포물선형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K p=2w ,                                                              (5.1.2)

여기서, w 는 단위 면적 (m2) 당 지르칼로이 질량 (kg), t 는 반응시간 (s), 그리고 pK 는 포물

선형 반응계수 (kg2/m4-s) 가 된다. pK 값은 다음과 같은 온도 관련식으로 구한다.

÷
ø
ö

ç
è
æ-=
RT
EAK p exp

.                                                       (5.1.3)

여기서 A 값은 지수 상수 (kg2/m4-s), E 값은 반응활성에너지 (J/mole), R은 이상 기체상수

(8.31 J/K-mole), 그리고 T는 산화층의 온도 (K) 가 된다.

식 (5.1.3) 에 나온 바와 같이 온도에 따른 p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 Urbanic 및 Heidrick [10] 의 산화반응 모델이 CATHENA 와

CHAN-II 코드에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pK 값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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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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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K p

16820exp6.29
  for  1100 K < T ≤ 1850 K,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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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
è
æ-=

T
K p

16610exp9.87
  for  1850 K < T ≤ 2123 K                        (5.1.5)

이 Urbanic-Heidrick 상관식에서는 온도값 1850 K 에 분기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ZrO2

결정체가 사각형 (tetragonal)에서 입방체 (cubic) 로 변환 [10] 하는데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Urbanic-Heidrick 상관식 외에 그 밖의 연구결과를 포함한 반응상수들을

표 5.1.1 에 정리하였고, 그림 5.1.1 에 도시하였다. 그림 5.1.1 에서 반응상수들을 비교해 보면

보수적인 결과를 얻는데 사용하기에 타당한 Baker-Just 반응상수 [11] 가 다른 반응상수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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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tchart 등의 연구결과 [14] 에 의한 상관식의 값들과 Leisikow 및

Schanz [15] 의 결과들은 Urabanic-Heidrick 상관식 결과와 유사하지만 이들이 1773 K 이하

의 온도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Prater 및 Courtright [16] 에 의한 상관식은 Baker-Just 상관식

과 유사하지만 1783 K 이상의 온도에서만 유효하다.

본 연구에서는 Urbanic-Heidrick 과 Baker-Just 상관식이 CFX-10 산화반응 모델로 사

용되었다. 이들 상관식이 적용되는 유효 온도범위는 CS28-2 실험에서의 온도범위를 포함한다.

또한 Urbanic-Heidrick 상관식을 사용한 CFX-10 의 계산 결과는 같은 상관식을 사용하는 일

차원 중수로 코드의 계산결과와 비교될 수 있다. Baker-Just 상관식은 산화반응의 가장 보수적

인 결과의 한계치를 제시할 수 있다.

나. 산화반응의 수치학적 모델

식 (5.1.2) 에서의 산화반응 상관식은 CFX-10 의 User 포트란에 적용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수치적인 변환과정을 거친다.

먼저, 식 (5.1.2) 에서 w 값을 tz dr ´ 로 대체하고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tz

pt K
dt
d

dr
d

22
=

,                                                            (5.1.6)

여기서, 산화막 두께 td 값은 산화반응시간 t 에 이르는 동안 소모되는 지르칼로이 양을 두께

(m)로 환산한 것이고, zr 는 밀도 (kg/m3) 이다.

식 (5.1.1) 의 산화반응식에서 소모되는 지르칼로이 양에 대해서 발생하는 열량을 고려하면 지

르칼로이 표면에서의 발생하는 열유속 q ¢¢ (W/m2)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z

pt K
dt
dq

dr
d

2
1010 1011.21022.4 ´=´=¢¢

.                                         (5.1.7)

또한, 지르칼로이 산화표면에서의 발열과 수소생성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ZrO2 층의 성장

을 추정해야 한다. 그림 5.1.2 의 핵연료봉 단면을 볼 때, outr 및 inr 을 각각 ZrO2/증기 및

ZrO2/Zr 경계면에서의 반경이라고 하고, 핵연료봉 피복관 표면의 반경을 Zrr 이라고 한다면 다

음과 같이 산화반응이 진행된다. 지르칼로이가 산화반응에 따라 소모되면서 inr 값은 중심 안쪽

으로 이동하고, 지르칼로이 (Zr) 가 밀도가 더 낮은 ZrO2 으로 변이되면서 outr 값은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산화반응시간 t 동안 소모되는 지르칼로이 두께는 식 (5.1.6) 을 시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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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1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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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                                                    (5.1.8)

여기서 tt D-d 는 전단계 시간, tt D- 까지 소모되는 지르칼로이 두께이고, tD 는 현 계산단계에서

의 시간간격 (s) 이다.

이렇게 해서, tD 동안 단위면적당 생성되는 수소량 (mole/m2)은 다음과 같다.

( )ttttH D--´= dd510436.1 .                                                (5.1.9)

식 (5.1.9) 에 나타난 수소생성을 모사하기 위한 채널내 유동은 적어도 증기/수소 혼합기

체, 2 개 성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CFX-10 코드는 유체 도메인에서의 다중성분 모델을 지원하

며, 각 성분의 수송 및 확산 방정식을 풀게 된다. 본 CFX-10 계산에서는 수소 성분의 질량은

수송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고, 증기 및 수소의 질량분율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따라서, 증기의

질량분율은 수소 질량분율이 결정되면 상대적인 값으로 정해진다.

다. 산화반응 모델 적용을 위한 User 포트란

각 산화반응계수로부터 식 (5.1.7) 은 반응생성열을, 식 (5.1.9) 는 수소생성량을 계산하는

데, 이 식들을 프로그래밍화 하여 User 포트란을 작성한다.

User 포트란의 계산 과정은 그림 5.1.3 에 나타내었다. CFX-10 의 solver는 맨 처음 격

자파일을 읽어들이고 입력을 세팅한다. 그 다음, user 포트란의 수행은 산화반응 두께 ( td ) 를

초기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식 (5.1.6) 의 분모항에 나타나는 산화반응 두께는 0 이 될 수 없

고 초기값이 가정된다. 각 계산 단계 초기에는 시간 간격, 지르칼로이 표면 온도, 그리고 수소의

몰분율 값들이 로딩된다. 만일 지르칼로이 표면과 증기 인접면에서의 수소 몰분율이 산화반응

을 제한 (steam starvation) 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 반응상수 ( pK ) 값과 산화반응 두께는 유효

온도 범위에 따른 상관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르칼로이와 ZrO2 의 분자량과 밀도를 고려하면,

ZrO2 층은 산화반응 두께 ( td 순수한 지르칼로이 소모량에 대한 두께)의 1.5913 배 [8] 가 된다.

그러나 CFX-10 계산에서는 피복관 표면 반경의 증가를 무시하여 (실제 td 값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매우 작음) 격자를 변화시키지 않았고, 산화막층 (ZrO2 층)의 물성치값도 순수한 지르칼

로이의 것을 사용하였다.

산화반응 상수 및 두께를 계산한 다음, 이로부터 지르칼로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과 수

소량 값을 구하여 이를 지르칼로이/증기 경계면에서의 경계조건인 질량 및 에너지원 값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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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한다. 그리고, CFX-10 solver 가 수렴조건이 만족되어 다음 계산 단계로 넘어 갈 때 까지 선

형화된 기본 방정식을 반복적으로 푸는 동안 산화반응모델로부터 구한 이들 경계조건 값들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CFX-10 에서 User 포트란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과정을 그림 5.1.4 에 나타내었다. 포

트란 소스프로그램은 CFX-10 이 작동되는 운영체계에 따라 컴파일되어 라이브러리 함수로 링

크된다. CFX-Pre에서는 CFX expression language (CEL) [7] 루틴이 CFX-solver 가 실행될

때마다 호출되는 라이브러리를 지정한다. CEL 함수는 CEL 루틴을 통해서 반응열 및 수소생성

량에 해당하는 포트란 계산값들을 불러들인다. CFX-solver 에서는 이들 계산 값들을 포함한

에너지 및 수소/증기 유동 지배방정식을 풀어서 실험에서 측정한 가열봉에서의 온도 값을 구하

게 된다.

라. 복사열전달 모델

CFX-10 계산에서 사용하는 복사열전달 모델은 discrete transfer model (DTM) [7] 이

고 이 모델은 이전 연구 [5] 에서 벤치마킹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다.

마. CFX-10 산화반응 모델의 벤치마킹 테스트

(1) 벤치마킹 문제

CFX-10 에 적용된 산화반응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벤치마킹 문제에서는 0.00765 m 반

경의 지르칼로이 표면과 0.0125 m 반경사이의 환형관 (0.2 m 길이)을 통해 일정 유량의 증기가

흘러간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4.1.5 참조). 지르칼로이 표면 온도와 유입되는 증기 온도는 표

5.1.2 에서와 같이 경계조건 값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CFX-10 계산에 사용되는 격자는 정형화된 육면체 구조이고 element 수는 11,760 이

었다. 고체 및 유체 도메인은 지르칼로이와 증기영역에 해당한다. 본 벤치마킹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 산화반응모델 중 Urbanic-Hedrick 상관식을 선택해서 CFX-10 계산에 사용하였다. 이

상관식에서는 표면 온도 1850 K를 분수령으로 두 가지 상관식 값으로 나뉘기 때문에, 벤치마킹

문제의 그룹을 이 분기점 온도 보다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들 그룹의 초기 및

경계조건은 표 5.1.2 에 정리하였다. 이렇게 해서 총 6 가지의 벤치마킹 문제에 대해 각각 30 초

동안 계산을 수행하였다.

(2) 벤치마킹 검증 결과

Urbanic-Heidrick 산화반응 상관식을 CFX-10 에 도입하는 데 그 유효성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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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1.6 에 CFX-10 계산에 의한 수소발생 결과를 가시화 하였다. 여기서 수소 몰분

율은 원주방향으로 대칭을 이룬다. 그 이유는 이들 계산결과에 영향을 주는 지르칼로이 표면 온

도와 증기/수소분율 값이 원주방향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림 5.1.6 의 (가)를 보면 반경방향

으로 수소의 몰분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지르칼로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바깥 반경방향

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5.1.6 의 (나)를 보면 지르칼로이 표면에서 발생한

수소가 증기/수소 혼합기체를 이루어 하류로 흘러나감에 따라 수소생성량이 누적되어 수소 몰

분율값이 길이 방향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1.7 에서는 시간 t 까지 단위 면적당 수소생성량 (mole/m2)에 대해 상관식값과

이를 사용한 CFX-10 계산값 사이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식 (5.1.4) 와 식 (5.1.5) 에서 구

한 포물선형 반응상수값에 따라 수소생성량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구한 수소생성량 값과

CFX-10 계산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온도 영역에 해당하는 식 (5.1.4) 으로 부

터 구한 반응상수는 낮은 온도 영역에 해당하는 식 (5.1.5) 로부터 구한 반응상수 값보다 높아서

수소 누적량의 증가율은 그림 5.1.7 의 (나)의 경우가 (가)의 경우가 높았다.

산화반응모델에 의한 출구에서의 수소 몰분량은 입구 증기유량에 대한 전체 지르칼로

이 표면에서의 수소생성량 (식 (5.1.9) 로부터 구함)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구한 값과

CFX-Post 에서 나타내어진 출구 단면에서의 면적 평균의 수소 몰분율 값을 그림 5.1.8 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CFX-10 의 계산값이 산화반응 상관식에 의해서 구한 값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5.1.8 에서 보듯이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포물선형 반응상수의 특성 때

문에 수소 몰분율이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온도 그룹에 대한 계산 결과 (그림

5.1.8 의 (가))의 경우가 높은 온도 그룹 (그림 5.1.8 의 (나))의 경우보다 더 빨리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5.1.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온도 그룹에서의 초기 산화반응 두께가 높

은 온도 그룹의 것보다 더 작아서 그 만큼 더 빨리 반응율(낮은 온도 그룹에 대한)의 감소가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산화반응상관식에서 계산한 값 (수소생성량)이 CFX-10 계산

결과에 잘 반영됨을 확인하여 산화반응모델이 User 포트란을 통해서 CFX-10 에 제대로 모델

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CS28-2 실험에 대한 검증

가. CS28-2 실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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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장치

그림 5.1.9 에 CS28-2 실험 장치를 도식화 하였다. 약 973 K의 고온 증기가 실험장치

입구로 주입되고, 이것이 28 개의 가열봉 다발을 지나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증기/지르칼로이 산

화반응이 일어난다. 산화반응은 발열과 동시에 수소를 발생시키며, 지르칼로이 온도를 상승시키

고, 이는 다시 산화반응을 촉진시킨다. 증기 및 수소의 혼합기체는 실험부 출구를 나와서 증기

응축계통으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수소와 증기가 분리되고, 바깥으로 배출되는 수소의 질량을

측정한다.

CS28-2 실험장치의 시험부에 대한 단면을 그림 5.1.10 에 나타내었다. 시험부는 전기

가열의 28 개 봉다발, 이를 둘러싼 압력관, 환형 간극, 칼란드리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압력관

을 실험 시작 이전에 팽창시키고 그 안에 동심형 배치의 다발들을 아래로 치우치게 해서 노후

화된 중수로의 변형된 핵연료 채널을 모사하였다. 따라서 채널내 증기 유량 중 일부가 28 개 봉

다발 사이를 지나쳐서 윗쪽 빈공간으로 몰리게 된다.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칼란드리아관은

313 K 온도의 냉각 수조에 잠겨 있다. 고온의 증기 유량은 약 15g/s 으로써, 대기압상태로 시

험부를 통과하게 된다. 이산화타소 기체는 환형 간극을 통해 약 5.237×10-2 g/s의 유량으로 흘

러간다.

28 개 봉다발은 3 개의 동심원 링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압력관 중

심에서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다. 4 개의 봉 (R1-1～R1-4)은 안쪽 링에, 8 개의 봉 (R2-1～

R2-8)은 중간 링에, 16 개 봉(R3-1～R3-16)은 바깥링에 위치해 있다. 바깥 링에 위치한 16 개

봉 중에서 R3-3 (그림 4.1.10 의 (가) 참조)은 전기장치의 고장으로 가열되지 못했다.

(2) 계측 및 측정 불확실도

28 개 봉 다발은 5000 A 의 직류 전원에 연결되었다. 가열봉의 표면 온도는 여러 길이

구간에 위치한 94 개의 thermocouple 로써 측정되었다. 시험부의 입구 증기 유량은 오리피스

판으로 측정하였고, 압력측정은 Rosemount 압력 트랜스미터로 이루어졌다. 이 계측 시스템에

서의 불확실도 최적평가 결과 [4] 는 다음과 같다: 전기출력 ±4.38%, 압력 (500 kPa까지)

±0.25%, thermocouple 측정 (2273 K 까지) ±1.23%, 증기 유량 ±2%, 물 온도 측정 ±1.3%.

(3) 가열봉 출력

CS28-2 실험 과정은 저출력 단계 (정상상태) 와 고출력 단계 (과도상태)로 이루어진

다. 그림 5.1.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열봉 전체에 공급되는 전력량은 안쪽, 중간, 그리고 바깥

쪽 링에 각각 0.111, 0.255, 그리고 0.634 의 비율로 배분되고 초기 정상상태에서는 일정하게 10

kW의 전력이 공급된다. 약 530 초에 과도상태 실험이 시작되어, 전기 공급이 증가되고 산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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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열이 발생하여 가열봉 온도가 상승한다. 약 887 초에는 전력량이 145 kW 까지 증가하였다가,

더 이상 가열봉 온도가 상승하여 지르칼로이 피복관 용융온도 (약 2040 K)에 도달하지 못하도

록, 전기 공급이 곧바로 중단되었다.

나. CS28-2 실험의 CFX-10 모델링

CFX-10-Pre 에서 유체 도메인으로 압력관을 흐르는 고온증기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 간극에 위치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설정되었다. 고체 도메인으로는 가열봉의 3개 층

(graphite, Al2O3, 그리고 지르칼로이 피복관 층들을 포함하는), 압력관, 그리고 칼란드리아관이

설정되었다. 칼란드리아관 외부에 위치한 냉각수조를 모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경계조건

(313 K)이 칼란드리아관 외벽에 설정되었다.

CS28-2 시험부의 격자는 ICEM CFD [17]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생성하였다. 시험부 단

면에 대한 2차원 격자 (그림 5.1.12 의 (가))를 먼저 생성한 다음 이를 길이 방향으로 (1.8 m 길

이) 늘려서 최종적으로 3차원 격자 (그림 5.1.12 의 (나))를 생성하였다.

난류 모델로는 표준 κ-ε 모델과 기존의 벽면함수 보다 향상된 scalable wall-function 방법을

사용하여 벽면 근처의 격자조밀도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1.12 를 보면 벽면 근처

의 유동 모사를 위해 세밀한 격자층 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격

자의 총 element 수는 764,901 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격자수에 대한 CFX-10 계산은 윈도우

XP 운영체제의 인텔 펜티움 4-3GHz 에서 수행되었다.

다. CS28-2 실험 결과와 비교

CS28-2 실험결과에 대한 CFX-10 산화반응모델의 검증 과정에서는 산화반응 모델을 사

용하지 않은 경우와 Urbanic-Heidrick 또는 Baker-Just 산화반응모델을 사용한 경우들에 대

해서 비교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림 5.1.13 에서 수소생성량에 대한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산화반응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생성량 값이 0 이다. 반면

Urbanic-Heidrick 및 Baker-Just 산화반응모델을 사용하여 CFX-10로 계산한 결과에서는 수

소생성량 값을 얻을 수 있다. Urbanic-Heidrick 모델에 의한 계산 결과가, 초기 수소 생성시점

이 실험 결과 보다 좀 더 일찍 시작되지만, 전체적으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소생성 시점의 차이는 Urbanic-Heidrick 모델에서는 산화반응이 지르칼로이 표면 온

도가 1100 K 으로 상승한 이후에 수소생성량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약 640 초에

가열봉 온도가 1173 K 온도가 되어서야 산화반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소생성이 시작되

기 때문이다. 수소생성 누적량을 나타내는 그림 5.1.13 의 그래프 기울기로부터 산화반응율의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공급이 중단되기 바로 전 가열봉 온도가 급격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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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간에 산화반응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고 Urbanic-Heidrick 모델을 사용한

CFX-10 계산 결과도 이와 잘 일치한다. 반면에 Baker-Just 모델을 사용한 경우의 CFX-10

계산 결과는 수소생성량을 실험치보다 매우 높게 예측하다가, 가열봉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에서 비정상적으로 계산이 중지된다.

그 다음으로, 그림 5.1.14 부터 5.1.17 까지 온도측정값과 이에 대한 CFX-10 계산값을 비

교하였다. 이 그림들에서 나타난 온도 측정 위치는 시험구 입구에서 1575 mm 으로 동일하고,

안쪽 링, 중간 링, 바깥 링, 그리고 압력관 순으로 시험부 중심에서 바깥 반경 방향으로 나열되

었다. 이들 온도 분포를 보면 반경 방향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한다. 이는 시험부 중심

의 열에너지가 외부 (칼란드리아관 외벽 바깥)의 차가운 수조쪽으로 복사열전달에 의해 전달되

기 때문이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는 그림 5.1.11 에 나타난 전기공급량 변화의 추이를 따라간

다. 따라서, 전력이 최대로 공급되는 수간 가열봉의 온도가 정점을 이루다가, 전력 공급이 끊기

는 시점 이후에 온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산화반응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약 700초 까지) CFX-10 계산 결과는 산화반응 모델과

관계없이 가열봉 온도 추이를 잘 따라 간다. 이 구간에는 가열봉 온도 상승이 가열봉에 공급되

는 전력량에만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CFX-10 계산에서 가열봉 온도 계산이 동일하다.

단지 시험부 외부 열침원으로 가열봉의 열에너지가 누출되는 정도에 따라 가열봉의 온도 추이

가 결정될 뿐이다. 그러나, 이후에 산환반응에 의한 열이 발생하여 가열봉 온도 상승에 큰 영향

을 주게 되면 산화반응 모델에 따라 가열봉 온도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Urbanic-Heidrick 모델에 의한 CFX-10 온도 예측이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 반면,

Baker-Just 모델에 의해서는 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산화반응 모델이 사용되지 않으면

산화반응이 기여하는 온도상승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 보다 낮은 계산 값을 보

인다.

따라서, CS28-2 실험에서 주요 측정 파라미터인 시험부 온도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는 Urbanic-Heidrick 모델과 같은 적절한 산화반응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결론을 얻었다.

4. 결 론

중수로 고온채널 실험 CS28-2 의 과도상태 CFD 계산의 일환으로 포물선형 지르칼로이/증

기 산화반응 모델이 User 포트란을 통해서 CFX-10 코드에 모델링되었다. 즉, 산화반응에 의한

반응열과 수소생성은 CFX-10 의 지배방정식에 각각 에너지 및 질량원으로 추가 되어서

CFX-10 계산에 사용되었다. 여기서 도입된 CFX-10 산화반응 모델은 벤치마킹 테스트를 통해



185

서 그 적용의 유효성이, 그리고 CS28-2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로부터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산화반응상수에 대한 상관식들이 User 포트란에서 프로그램화 되기 위해서 수치적인

모델로 변환되었다. 각 계산 단계별로 산화막인 ZrO2 층의 성장이 예측되어서 이로부터

산화반응에 소요되는 지르칼로이의 양이 결정되고, 이와 산화반응식의 관계로 부터 산

화반응 부산물인 발열량과 수소생성량 값이 계산되었다.

○ CFX-10 산화반응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 테스트에서는 사용된 Urbanic-Heidrick 산화

반응 상관식의 계산 값과 CFX-10 계산값이 잘 일치함을 보였다.

○ CS28-2 실험을 통한 검증 단계에서는 온도 및 수소생성량 측정치 값과 실험 모사를 통

한CFX-10 계산값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산화반응 모델을 사용하지 않으면

산화반응에 의한 온도 증가 효과를 얻지 못하고, 보수적인 모델인 Baker-Just 모델을

사용시 실험결과에 비해 시험부의 온도 상승을 높게 예측하는 반면, Urbanic-Heidrick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였다. 따라서, CS28-2 실험에서 주요 측

정 파라미터인 시험부 온도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Urbanic-Heidrick 모델과 같

은 적절한 산화반응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CS28-2 실험결과에 대한 CFX-10 모델이 검증되면 같은 방법론에 의해

서 추후에 CANDU-6 발전소 적용을 위한 37 봉 핵연료채널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최종적으

로 이러한 37 봉 핵연료채널에 대한 CFX-10 모델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CFX-10 모

델이 CATHENA 코드의 CANDU-6 원자로에 대한 포스트 블로우다운 해석 모델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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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포물선형 반응계수

참고 모델
적용 온도 범위

(K)

반응계수, pK

(kg2/m4-s)

Urbanic-Heidrick[10]
1100 K < T≤ 1850 K

1850 K < T ≤ 2123 K

29.6 × exp(-16820 / T)

87.9 × exp(-16610 / T)

Baker-Just[.11] 1273 K < T ≤ 2123 K 3330 × exp(-22896 / T)

Cathcart-Pawel[14] 1273 K < T ≤ 1773 K 294.2 × exp(-20100 / T)

Leistikow-Schanz[15] 1273 K < T ≤ 1773 K 425.8 × exp(-20962 / T)

Prater-Courtright[16] 1783 K < T ≤ 2673 K 26763.6 × exp(-26440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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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벤치마킹 테스트를 위한 초기 및 경계 조건

유형 Parameter 그룹1 그룹2

초기 조건
산화반응 두께,

td (m)
1.0×10-6 1.0×10-4

경계 조건

증기

속도 (m/s) 5.7

Reynolds 상수 200.0

온도 (K)

1273

1373

1473

1873

1973

2073

압력 (kPa) 100

지르칼로이 표면 온도 (K)

1273

1373

1473

1873

1973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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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온도에 따른 지르칼로이 산화반응 상수 ( pK )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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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핵연료봉에서의 ZrO2 계층 성장 모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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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User 포트란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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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산화반응 모델의 CFX-10 적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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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CFX-10 산화반응모델 적용에 대한 벤치마킹 테스트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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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구에서의 단면도

(나) 길이방향 단면도

그림 5.1.6 CFX-10 수소 몰분율 분포 계산 결과 (지르칼로이 표면 온도: 12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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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출구에서의 수소 누적량에 대한 CFX-10 계산결과와

Urbanic-Heidrick 상관식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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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출구에서의 수소 몰분율에 대한 CFX-10 계산결과와 Urbanic-Heidrick

상관식과의 비교



199

HORIZONTAL TEST SECTION

BOILER

STEAM
SHUT OFF

NITROGEN
PURGE 

POST-TEST
COOLING

(NITROGEN) 

STEAM FLOW
MEASUREMENT 

SUPERHEATER

TANK

WATER

CONDENSER

CALIBRATION
BY-PASS 

WATER TRAP

H2

PURGE

WATER
FILTER

MASS FLOW
METER 

HYDROGEN
ANALYSER

VENT

> 1673 K

~ 973 K

523 K

그림 5.1.9 CS28-2 실험장치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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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0 CS28-2 실험장치에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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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CS28-2 가열봉에 공급되는 전기 열출력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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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mesh layers near the solid 

(가) 2차원 격자 단면도

 

(나) 길이 방향 늘임에 따른 3차원 격자 생성

그림 5.1.12 CS28-2 실험부에 대한 격자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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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4 안쪽링에서의 봉 (R1-4) 온도 비교 (입구로부터 1575 m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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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5 중간링에서의 봉 (R2-8) 온도 비교 (입구로부터 1575 m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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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6 바깥링에서의 봉 (R3-16) 온도 비교 (입구로부터 1575 m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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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7 압력관 온도 비교 (입구로부터 1575 m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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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형 핵연료채널 사고해석코드 모델개선 및 검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에 중수로가 도입된 지 벌써 27 년경 되어감에 따라, 월성 1 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다하여, 설비개선을 통해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월성 2, 3, 4 호기도 가동 년수가 이

미 10 년을 넘어 일차냉각계통 주기기 및 배관 등이 경년열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원자력

법규에 따르면 가동중 원전은 매 10 년 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Periodic Safety Review)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간 운전으로 인한 경년열화현상을 반영한 사고해석의 수행이 필요

하게 되었다. 중수로의 설계특성인 경년열화로 인한 압력관 크립은 정상상태 노심열수력, 즉 임

계채널출력 여유도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은 물론, 일차냉각계통의 대형 및 중소형 배관 파단

및 단일채널사고의 경우에 안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기로 운전한 중수로의 안

전성분석에 중요한 안전현안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NDU-6 형 중수로의 경년

열화로 인한 안전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안전해석모델을 개발, 향후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활

용케 하고자 한다. 장기운전으로 인해 경년열화된 중수로 안전해석의 궁극적인 관심은 원자로

의 크립으로 인한 압력관의 변형이 정상상태에서의 노심열적여유도와 비정상과도 및 설계기준

사고시 안전여유도에 미치는 영향평가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as-built 상태의 원자로계통

에 대해 사용된 노심열적여유도 평가 모델 및 비정상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시 노심의 안전여유

도를 평가하는 안전해석모델을 변형된 핵연료채널을 모사할 수 있는 안전해석 모델로 수정할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수로 대형배관 파단사고시 발생하는 blowdown 과

Post-blowdown 단계에서 크립으로 인해 압력관이 반경방향으로 늘어난 핵연료 채널 내에 위

치한 핵연료 다발의 이상유동 및 고온 수증기 환경 하에서 열전달현상을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핵연료채널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이러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의 타당성을 해당 현상의 실

험결과와 대비하여 입증하는 것이다. 개발된 해석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할 방법은 두 가지로 대

별된다. 첫째는 예상되는 채널의 과도 및 사고현상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수행된 실험에 대해 개

발된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실험결과를 예측함으로써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재

까지 CANDU 원자로에 대해 수행된 고온 열-화학 반응 실험은 7 개봉, 28 개봉의 핵연료 다발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변형핵연료채널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위해 28 봉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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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이 장전된 핵연료 채널의 Post-blowdown 실험을 2 개 사용하였다. 이 중 한 개는 CS28-1

실험 [1] 으로서 압력관이 크립변형되지 않은 정상적인 압력관내의 28 봉 핵연료다발에 대한 고

온 열-화학 반응 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크립변형이 상당히 진행되어 변형된 압력관내에 장전

된 28 봉 핵연료다발에 대한 고온 열-화학 반응 실험 [2] 이다. 타당성을 입증하는 둘째 방법은

상기와 같은 실험자료가 없는 37 봉 핵연료다발 경우에 대해, 최첨단 CFD 코드를 이용하는 해

석적인 방법이다. 현재까지 CANDU-6 형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37 봉 핵연료다발에 대한

고온 열-화학 반응 실험자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채널 모델의 CANDU-6 발

전소 안전해석에의 적용성을 입증하기위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최첨단 열유체 및 열전달 해

석도구인 CFD 코드인 CFX 를 사용하여 변형핵연료 채널의 모델을 개발하여 28 봉 핵연료에

대한 고온 열-화학 반응 실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같은 해석모델 및 방법론으

로 37 봉 핵연료다발이 장전된 핵연료채널에 대해 복합열전달 모델을 개발함으로서 state of

the art 기술의 benchmark 문제를 생산 할 예정이다.

가. 변형채널 내 복합열전달 중요인자 도출

먼저 기존 blowdown 핵연료채널 해석모델의 현황을 분석했으며, 결과로 압력관 변형영

향모사 위한 채널해석 모델의 수정요망 항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즉 변형된 압력관의 기

하학적 모양과 그 안에 위치한 핵연료 다발의 상대적인 위치를 핵연료채널모델에 반영해야 하

며, 이에 따라 과도 중 각 연료봉이 냉각수에 온전히 잠기는 채널 기공율 αwet 과 완전히 노출되

는 채널 기공율 αdry 를 압력관의 변형정도에 따라 update 해야 한다 또한 압력관 변형으로 인

해 초래되는 각 핵연료봉의 환방향 segment 와 압력관의 환방향 segment 간의 복사열전달

view factor를 update 해야 하며, 또한 압력관 변형으로 인해 다발이 하향 이동함으로 초래된

채널내 유동분포의 재분배 현상을 적절히 모사하기에 적절한 채널 수력학적 모델의 세분화, 그

리고 채널 내 열전도구조물간의 상대적 위치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열전도 구조물

간의 접촉 열전도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모델을 현실적인 모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

였다.

도출된 변형채널 내 복합열전달 중요인자는 아래와 같다.

(1) 채널압력강하상관식; (CATHENA코드 입력중 CREPT-PT 모델 사용)

(2) 채널 CHF상관식; (CATHENA코드 입력중 CREPT-PT 모델 사용)

(3) hBP-PT, ; 다발 최외각 환의 핵연료봉과 압력관간의 접촉열전달 계수

(4) hPT-CT,CC :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접촉 열전달계수

(5) kCO2 + hconv :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이산화탄소 가스 갭의 열전달 계수

(6) εFE, εPT,inside , εPT,outside, εCT,inside, εCT,outside : 고체열전도체 표면의 Emissivity

(7) Rad FS-FS, RadFS-PT, Rad PT-CT 채널내 고체열전도체 표면간의 복사 열전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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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형채널해석용 Blowdown 해석모델

본 모델은 기존 월성 2, 3, 4호기 인허가시 사용한 CATHENA 핵연료 채널 모델 (그림

5.2.1) 과 동일한 것이다. 핵연료채널을 수력학적으로 단일채널로 모사한다. 이 단일채널 내에

37 개의 핵연료봉을 각각 따로 모사하지 않고, 봉 출력 및 높이 수준에 따라 10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대표 핵연료봉을 가정, 이런 핵연료봉이 수개가 함께 있다고 모사하고,

복사열전달 모델의 경우 개개 봉의 위치에 따라 핵연료와 압력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복사열전달 모델을 모사하여 전체 핵연료 채널모델을 구성하였다.

Solid structure model은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핵연료 봉을 포함하고, 보조 열전달

모델은 복사모델, 고체-고체간 열전도모델, 핵연료채널 변형모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원자로 노물리해석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일차열전달계통(PHTS) 회로해석 및 Fuel Channel

Blowdown 해석에서 결과물로 계산되어 Fuel Channel Post-blowdown 해석에 경계조건이나

초기상태조건 입력으로 전달되는 해당 채널 입출구 및 채널내의 주요 상태변수는 아래와 같다.

- 일차열전달계통 주요 상태조건: 입,출구 헤더 과도조건, 해당채널 power pulse 및

과도출력, 해당 채널내 장전 핵연료다발의 축방향 출력분포 및 다발내 봉별 출력비,

해당채널 및 핵연료 다발의 기하학적 자료, 핵연료 채널 내 각 부수로의 기하학적

자료 등)

- Blowdown 계산 말기 조건 (각 핵연료 온도, 압력관 온도 및 변형된 압력관 반경,

칼란드리아관 온도, 압력관내 임의 축방향 위치에서의 2상 냉각재 온도, 밀도, 속도 및

압력, 채널 입구 냉각재 주입율 등)

변형채널에 대한 모델에 앞서 정상채널용 10 봉 해석모델을 개발하여 가상적인 Boil-off

실험조건 (그림 5.2.2) 에 대해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5-7]. 실험에 사용된 모의 핵연료의 설계

특성의 자료입수 어려움과 해석에 사용된 채널모델이 실제의 37 개 봉을 10 개로 그룹핑하여

모사한 관계로 해석 결과가 전체적인 경향은 일치하나 구체적인 모의 핵연료봉의 온도를 잘 예

측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2.3, 그림 5.2.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채널해석모델

의 물리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변형 핵연료채널의 blowdown

해석에 사용하였다. 반경방향으로 크립된 압력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핵연료채널에 비해 핵연료

다발이 하향으로 쏠린 핵연료채널내 제반 고체구조물 (연료다발,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등)을

현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열전도 고체구조물의 segmentation 및 관련 CATHENA 코드의

채널 열수력 입력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 핵연료 segment 의 αwet, αdry 계산용 엑셀프

로그램 개발하였고, 이 개발된 프로그램의 계산결과 검증을 위해 변형 채널내 37-봉 다발에 대

한 αwet, αdry 계산결과를 상세 Auto-CAD 계산 결과와 대비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변형채널내의 핵연료봉 및 압력관간,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복사열전달용 view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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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를 생산, GENHTP 모델과 연결시킴으로써 이상유동으로 인한 대류열전달과 수증기로

인한 단상대류열전달, 그리고 열전도 및 복사열전달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종합적인 복합열전달

모델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변형핵연료 채널 모델을 이용하여 가상적인 중수로 RIH 40

% 파단사고시의 power pulse 및 헤더-헤더 조건하에서의 채널변형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5.2.5 에는 정상적인 핵연료채널의 경우와 크립으로 인해 압력관 직경이 5 % 증가한 핵연

료채널에 대한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선이 정상적인 채널에 대한 핵연료 및 압력관 온도

이고, 점선이 5 % 직경이 늘어난 핵연료채널에 대한 핵연료 및 압력관 온도예측치 이다. Fuel

1 부터 Fuel 10 은 그림 5.2.1 에 표시된 각 10 개의 핵연료그룹을 나타낸다.

본 결과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채널내의 기공율은 두 경우 거의 비슷하나, 같은 기공율의 경우

채널내 다발의 위치가 정상채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변형채널의 경우가 자중에 의해 하향으로

쏠려있으므로, 더 많은 핵연료 봉 들이 냉각수 수면 아래에 위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냉각이 더

잘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변형 채널내의 핵연료 온도가 정상적인 채널내의 핵연

료 온도보다 낮게 유지되어, 오히려 안전성 면에서 좋은 경향을 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압력

관 온도의 경우 정상적인 채널보다 변형채널의 경우가 약간 놓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온도차이가 핵연료 압력관의 건전성 정도에 큰 차이를 줄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는

다.

다. 변형채널 복사/대류 열전달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중 Post-blowdown 단계에서는 핵연료채널 내에서 수증기에

의한 대류열전달과 복사에 의한 복사열전달이 동시에 일어나며, 특히 압력관이 크립으로 인해

변형된 채널 내에서 다발이 자중에 의해 채널 바닥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열

전달현상과 섭씨 800 도 이상으로 핵연료 피복재온도가 상승하면 발생하는 Zr-증기 발열 산화

반응 까지 포함하는 고온 열-화학 반응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채널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무척 도전적인 일이다. 다행히 CATHENA 코드의 복사열전달해석을 위해 개발된 view factor

matrix 생산용 MATRIX 라는 코드가 있는 덕분에 이러한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변형

핵연료 채널의 해석이 한층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립으

로 인해 반경방향으로 내경이 임의의 크기로 늘어난 압력관내에 위치한 핵연료 다발의 고온 수

증기 환경 하에서 열전달현상을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핵연료채널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이러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의 타당성을 해당 현상의 실험결과와 대비하여 입증하는 것이다. 현

재까지 CANDU 원자로에 대해 수행된 고온 열-화학 반응 실험은 7 개봉, 28 개봉의 핵연료 다

발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변형핵연료채널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위해 28 봉 핵연

료 다발이 장전된 핵연료 채널의 Post-blowdown 실험을 2 개 사용하였다. 이 중 한 개는

CS28-1실험으로서 압력관이 크립되지 않은 정상적인 압력관내의 28 봉 핵연료다발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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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열-화학 반응 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크립이 상당히 진행되어 변형된 압력관내에 장전된 28

봉 핵연료다발에 대한 고온 열-화학 반응 실험이다. 두 개의 실험 모두 실험 중 핵연료 중 하나

씩 파손됨으로 인해, 심각한 비대칭적인 열전달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고온 열-화학 반

응인 Zr-증기 반응도 비 대칭적으로 발생하여 거의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복합열전달 실험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채널의 복

합열전달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채널모델의 37 봉 핵연료다발로의 확장적용의 가능성

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 CANDU-6 형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37 봉 핵연료다발에

대한 해당 실험자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채널 모델의 CANDU-6 발전소 안전

해석에의 적용상을 입증하기위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최첨단 열유체 및 열전달 해석도구인

CFD 코드를 사용하여 변형핵연료 채널의 모델을 개발하여 28 봉 핵연료에 대한 고온 열-화학

반응 실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같은 해석모델 및 방법론으로 37 봉 핵연료다

발이 장전된 핵연료채널에 대해 복합열전달 모델을 개발함으로서 state of the art 기술의

benchmark 문제를 생산하였다.

(1) View factor와 CATHENA코드의 열전달해석모델 GENHTP와의 관계

View factor 는 임의의 폐쇄된 공간 내에 위치한 고체구조물의 특정부위간의 무차원화

된 solid angle 이다. 이 view factor 정보를 통해서 GENHTP 모델 내에 정의된 모든 고체구

조물의 특정부위의 열전달표면 사이에 복사열전달이 얼마나 일어날 지가 복사열전달 모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함께 CATHENA 코드에 제공된다. 그림 5.2.6 부터 그림 5.2.11 까지는

CS28-1 실험과 CS28-2 실험에 대한 view factor matrix 를 계산한 고체구조물 모델을 단계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개발 작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인용된 참고자료 [3, 4, 15] 에 기술

되어 있으며 참조하기 바란다.

(2) CS28-2 정상상태 고온채널실험 분석

본 실험은 CS28-1 과는 달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원자로의 대형 LOCA 사고시 압력

관 ballooning 으로 인한 압력관 변형으로 인한 핵연료채널의 열수력특성변화 및 고온에서의

metal-water reaction 반응과 이로인한 핵연료 손상현상을 모사하기위해 AECL-CRL 에서 수

행한 고온 열-화학실험이다. 압력관 변형으로 인해 핵연료다발이 아래로 처짐과 압력관-칼란드

리아관 간극의 감소 및 입구측 수증기 유량이 15 g/s 로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

험조건은 CS28-1실험과 대동소이하다. 본 실험은 그 특성상 노후화로 인한 압력관 크립으로

인한 핵연료채널의 냉각특성 열화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2.8 은 실험에 사용된 모의 핵연료다발의 단면이며, CATHENA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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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모의 핵연료다발을 그림 5.2.14 와 같이 모사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CO2 갭 사이에 복사열전달이 가능한

두개의 원통을 가운데에 정지된 CO2 갭이 존재하는 2 개의 동심원상의 원통으로 CATHENA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5.2.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사열전달로 인해 초래될 핵연료봉의 내측, 외측

온도의 차이를 잘 모사하기위해 각각의 모의핵연료를 다발 중심선을 향한 부분과 외곽 통을

향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모사하였다. 복잡한 구조의 핵연료다발 내 복사열전달 해석을 위해

view factor matrix를 구성하여 각 핵연료 봉간, 그리고 핵연료 봉과 압력관 간, 그리고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복사 열전달을 해석하였다. 한편 열수력채널 모델의 경우 inner

ring 으로 둘러싸인 최내각 부수로를 CHAN1k 로, inner ring 과 middle ring 으로 둘러싸인

환형의 부수로를 CHAN2k 로, middle ring 과 outer ring 으로 둘러싸인 환형부수로를

CHAN3k 로, 그리고 outer ring 과 압력관으로 둘러싸인 부수로를 최상위 채널 (Top), 최

우측 채널 (Right), 최하측 채널 (Bottom), 그리고 최좌측 채널(Left) 등, 4 개로 구분하여,

CHAN4kT, CHAN4kR, CHAN4kB, CHAN4kL 로 명명하여 따로 모사했으며, 그림 5.2.2 의

하측 그림에 모사된 병렬식으로 연결된 채널들과 같이 핵연료채널 내 유동면적들(CHAN1k,

CHAN2k, CHAN3k, CHAN4k, CHAN4kT, CHAN4kR, CHAN4kB, CHAN4kL)을 그림

5.2.10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임의로 나뉜 7 개의 병렬로 연결된 독립된 채널로 모사하였다. 반면

CS28-1실험에 대한 CATHENA 모델 경우와 같이 5 개의 spacer grid plate 로 구분된 6 개의

축방향 영역을 다시 2 개의 축방향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체를 12 개의 축방향 등간격 열수력

노드로 모사하였다. 따라서 반경방향으로는 7 개의 부수로로, 축방향으로는 12 개의 등간격

열수력채널로 모사되었으며, 각각의 spacer grid plate 전후로 7 개의 부수로 유동 간에 급격한

혼합이 일어나는 현상을 모사하기위해 mixing 영역을 하나씩 할당하였다. 모사에 사용된

열적조건은 축방향으로 균일한 출력으로 총 다발출력을 10kW 로, 그리고 각 환별 핵연료의

출력은 그림 5.2.12 와 같이 가정하였으며, 수력학적 조건은 다발 입구측 압력 및 유량을 1

기압, 15.0 g/s 으로, 입구 측 증기온도는 섭씨 700℃ 로 가정하여 모사하였다. 핵연료채널이

잠겨있는 원자로의 감속재탱크를 모사한 냉각탱크는 섭씨 40℃ 로 유지되는 것으로

모사하였으나 실제 실험에서는 유한한 탱크의 크기로 인해 냉각수 온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에서는 섭씨 700℃ 로 주입된 수증기가 그림 5.2.17 의

그림에서 보여진 것 같이 열이 발생하지 않는 채널 입구 측 전력공급용 Molly Rods 사이로

수직방향으로 주입되어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급히 냉각되어 그림 5.2.11 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치에 따라서 증기온도가 550℃ 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증기온도의 하강은 현재 쓰이고 있는 1 차원 해석코드인 CATHENA 코드로는 고려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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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어, 본 해석에서는 상측의 증기 입구관 온도인 700℃ 로 채널 모든 영역에 걸쳐

균질하게 주입된다고 가정하여 모사하였다.

상기와 같이 CATHENA코드로 모사하여 해석한 결과는 초기 정상상태 (그림에서 528

초에 해당)에 대해서는 그림 5.2.15 에 실측치와 비교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나타난 시간에

따른 실측치와 CATHENA해석 예측치가 각 환별 핵연료별로 측정된 축방향 위치에 따라 그림

5.2.16 부터 그림 5.2.19 에 비교 되었다. 참고로 본 그림에서 쓰인 실측치의 자료가 마찬가지

모양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추출한 온도자료에 의거하여 다시 그려진 관계로 상당한 오차가

수반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그림 5.2.20 부터 그림 5.2.28 까지에서 비교된

온도자료는 특정한 TC 위치 (축방향 및 환별내 특정 핵연료봉에서 내측 또는 외측으로 구분된

위치) 로 표 5.2.1～5.2.2 에서 측정된 값과 이에 해당하는 CATHENA 코드의 핵연료봉

위치에서의 예측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의 핵연료의 열출력이 꺼질때인 880 초 까지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 기술된 CATHENA

핵연료채널 해석모델은 그 취약점으로 압력관온도를 실측치와 맞추기 위해 CO2 갭의

열전도도를 실제 값 보다 수 배 가량 높여줘야 한다는 약점이 있으며, 이렇게 해야 하는

물리적인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와 병행해서 수행되고 있는 CFD 해석인

CS28-1 해석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CS28-2 에 대한 CFD 해석에서는

열전도도를 임의로 증가시켜야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명실 공히 물리적인 모델에 근거한

검증해석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본 절에 기술된 변형핵연료 채널에 대한 안전해석 모델개발의 결과로 blowdown 단

계에 대한 10 핵연료그룹 채널해석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상 LBLOCA

사고인 RIH 40 % 파단사고에 대해 압력관 직경 5 % 크립이 전체 축방향으로 균질하게

진행된 변형핵연료 채널과 크립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정상 압력관을 가진 핵연료 채널

에 대해 파단 후 40 초까지 해석을 수행하였다. 입구측 헤더와 출구측 헤더의 사고 개시

후 40 초간의 열수력 조건과 최대출력 채널인 O6_mod 채널의 출력특성을 이용하여 해석

을 수행한 결과, 그림 5.2.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형채널 모델로 계산한 결과가 변형되

지 않은 정상채널 모델로 계산한 경우보다 냉각이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헤더-헤더 열수력 조건하에서 채널내의 기공율

은 대동소이한 반면, 핵연료 다발은 직경이 5 % 늘어난 압력관의 하측으로 쏠려서 위치

한 상태를 그대로 변형채널에서 모사함으로 인해, 성층이상류로 유동패턴이 지속되는 동

안 더 많은 핵연료봉이 물에 잠겨 냉각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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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타당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blowdown 에 이어 계속되는 Post-blowdown 단

계 해석의 경우도 초기 핵연료온도가 낮게 시작되므로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변형채널에 대한 Power pulse 계산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이러

한 영향을 고려한 상세 변형채널 사고해석이 수행되어야, 최종적인 변형채널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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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CS28-2 실험의 모의핵연료 열전대 위치

(BO:R1-30=>station 0, Ring 1, Pin 3, outer surface) [2]

FES BUNDLE THERMOCOUPLES Thermocouple
Number Type Location

Time of Failure
(S)

1 c B0:R1-3o

2 c B2:R1-2i

3 c B2:R2-4o

4 c B2:R3-7o

5 c B4:R1-3i

6 c B4:R1-4o

7 c B4:R2-8o

8 c B4:R3-1o

9 c B6:R1-1o

10 c B6:R1-1i

11 c B6:R3-1i

12 c B6:R3-9i

13 c B6:R3-9o

14 c B8:R2-2o

15 c B8:R2-4i

16 c B8:R2-8i

17 c B8:R3-8o

18 c B8:R3-16o

19 c B8:R3-16i

20 c B10:R2-2i

21 c B10:R1-3i

22 c B10:R2-8i

23 c B10:R3-3i

24 c B10:R3-3o

25 c B10:R3-16i

26 c B11:R1-1o

27 c B11:R1-4o

28 c B11:R1-4i

29 c B11:R2-4i

30 c B11:R2-7i

31 c B11:R2-8o

32 c B11:R3-8i

33 c B11:R3-13i

34 c B11:R3-16o

35 c B12:R1-1i

36 c B12:R1-2i

37 c B12:R1-2o

38 c B12:R2-2i

39 c B12:R2-2o

40 c B12:R2-4o

41 c B12:R3-1i

42 c B12:R3-1o

43 c B12:R3-4o

44 c B12:R3-4i

45 c B12:R3-8o

46 c B13:R1-3o

47 c B13:R2-7o

48 c B13:R3-13o

-

-

-

-

-

848.2

-

-

802.2

870.0

-

870.8

-

-

860.0

860.0

-

-

850.0

856.8

860.0

880.0

-

-

-

-

880.0

880.0

860.0

940.0

-

-

-

-

-

-

-

-

-

-

-

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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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CS28-2실험의 압력관 열전대위치

(F2-C=>압력관 Station 2, 원주방향위치 "C" (바닥))[2]

PRESSURE TUBE THERMOCOUPLES

Thermocouple Thermocouple Thermocouple

Number Type Location

Time of Failure

(S)

56 R F2-C

57 R F4-A

58 R F4-C

59 R F6-A

60 R F6-C

61 R F8-A

62 R F8-C

63 R F10-A

64 R F10-AB

65 R F10-B

66 R F10-BC

67 R F10-C

68 R F11-C

69 R F11-CD

70 R F11-D

71 R F11-AD

72 R F11-A

73 R F-12-A

74 R F12-AB

75 R F12-B

76 R F12-C

77 R F13-C

78 R F13-CD

79 R F13-D

80 R F13-AD

81 R F13-A

-

-

-

-

-

-

-

-

-

750.0

-

0.0

0.0

-

-

-

-

-

-

-

-

-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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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CS28-2 실험의 칼란드리아관 증기 및 감속재의 열전대 위치 [2]

CALANDRIA TUBE & MISC THERMOCOUPLES

Thermocouple Thermocouple Thermocouple

Number Type Location

Time of Failure

(S)

82 K CENTRELINE-A

83 K C2-A

84 K C2-C

85 K C4-C

86 K C6-A

87 K C6-C

88 K C8-A

89 K C8-C

90 K C10-A

91 K C10-C

92 K C11-A

93 K C11-C

94 K C12-A

STEAM THERMOCOUPLES

49 C S13:R1 (Z=1800 mm)

50 C S13:R2-A (Z=1800 mm)

51 C S13:R2-D (Z=1800 mm)

52 C OUTLET PIPE

53 R S0:R2-A (Z= 0 mm)

54 R S0:R2-B (Z= 0 mm)

55 R

Steam Injection Port (Z= -115mm)

MODERATOR TEMPERATURES

95 K MOD @ 3.5

96 K MOD @ 10.5

97 RED ROOM TEMP

98 RED MOD TOP C/L

99 RED MOD BOTTOM C/L

100 RED MOD FRONT C/L

101 RED MOD

-

-

-

-

-

-

-

-

-

-

-

-

-

1040.0

1020.0

930.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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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12
12

13 13

1414

15

16

15

16

1
1

1

1 1

2

2

2

2

3

3

3

3

4

44
4

4

5
5

5

5

6

6

6

6

7
77

7

8

8

8

9
9

9

10

37-ROD-10

그림 5.2.1 정상 채널에 대한 CATHENA blowdown해석용 10-봉 다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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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실험장비와 실험 test section의 단면도, CATHENA 코드모사 위한

고체구조물의 원주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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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성층이상유동 조건하에서의 핵연료 온도 측정위치 및 측정결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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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CATHENA 코드의 37-ROD-10 모델로 예측한 측정 온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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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모관입구측 헤더 40 % 파단 대형LOCA시 power pulse 및

헤더-헤더 조건하의 5 % 크립 채널변형영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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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CS28-1 실험다발과 열전대 위치의 단면도 [1]

 



229

그림 5.2.7 CS28-1 실험의 축약된 고체구조물 모델과 부수로채널 모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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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 not powered

Eccentric from 
the center of PT

그림 5.2.8 CS28-2 실험다발 단면도와 고장난 모의핵연료봉 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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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CS28-2 실험의 초기 상세 고체구조물 모델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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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0 CS28-2 실험의 축약된 고체 구조물 모델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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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CATHENA 모사를 위한 CS28-2 실험용 축약 고체구조물 모델과

부수로 채널 모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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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2 Electric Power to the Heaters of the CS28-2 실험의 모의핵연료에

공급된 전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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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3 입구 측 증기주입배관과 test section의 비가열 입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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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4 열전대로 측정된 증기온도, 입출구측 압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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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5 초기 정상상태 하에서의 모의핵연료 및 압력관의 축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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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6 축방향 최내환 모의 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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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7 축방향 중간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치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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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8 축방향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치 비교



241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0 300 600 900 1200 1500 1800

Axial Position (mm)

T
e
m

p
e
ra

tu
re

 (
o
C

)
500 600 700 800

850 885 500, cath 600, cath

700, cath 800, cath 850, cath 885,cath

그림 5.2.19 압력관 하부 축방향 예측온도와 측정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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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0 가열영역 높이 225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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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 가열영역 높이 625 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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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 가열영역 높이 1125 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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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3 가열영역 높이 1425 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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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4 가열영역 높이 1575 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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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5 가열영역 높이 1575 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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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6 가열영역 높이 1725 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249

500

700

900

1100

1300

1500

1700

19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

Te
m

pe
ra

tu
re

 (
℃

)

TC 36

TC 37

TC 40

TC 45

TC 76

TC 36, cath

TC 37, cath

TC 40, cath

TC 45, cath

TC 76, cath

그림 5.2.27 가열영역 높이 1725 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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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8 가열영역 높이 1800 mm 위치의 최내환, 중간환, 최외환 모의핵연료

예측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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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UCIRC 이용 단일채널 분석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원자로에서 노화된 채널의 사고해석을 위하여 CATHENA 나 SOPHT 등을 이용한 단일

채널 해석을 수행 시, 전체 회로계산으로부터 얻어진 헤더 경계조건이 요구된다. 따라서, 크립이

발생한 노화된 채널의 사고해석을 위해서는 단일채널해석에 앞서, 다양한 헤더-헤더 사이의 압

력강하조건과 출력준위 범위에 대하여 CATHENA 단일채널해석 결과를 NUCIRC 정상상태

해석과 비교해야 한다. 이와 같이, NUCIRC 코드는 CATHENA 해석에 있어서 초기조건을 주

는 역할도 하지만, NUCIRC 코드의 단일채널 해석을 통해, 원자로 계통의 온도 및 밀도 변화

등의 열수력적 특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원자로에서 유효운전연도가 변함에 따라

서, 핵연료, 감속재, 구조재 등 원자로 구성 물질의 온도 변화, 밀도 변화가 수반되어 열수력적

특성이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자로의 열적 여유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NUCIRC

계산을 통해 산출된 원자로 열적 여유도는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로의 출력을 결정

하는 중요한 인자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열수력적 특성을 살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열적 여유도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NUCIRC 의 입력 화일을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NUPREP 코드는 수해 전에 수입 되었지만,

실행 화일만이 존재하고, HP workstation 에서만 구동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NUPREP 매뉴

얼에 있는 코드 소스 리스트를 기반으로 NUPREP PC Version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PC version의 NUPREP 코드를 바탕으로,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크립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NUCIRC 입력 모델을 완성하고, 월성 1호기를 모델로 하여, 기존 37봉과 CANFLEX 핵연료를

대상으로,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열수력적 특성의 변화와 열적 여유도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2. NUPREP PC Version 개발과 NUCIRC 단일채널해석 입력구조

가. NUPREP 의 개요와 적용 범위

컴퓨터 프로그램인 NUPREP 코드는, NUCIRC 코드(MOD2.000)를 사용한 중수로 정상

상태 열수력 해석을 위한 입력에 필요한 입력화일을 생성하기 위한, pre-processor이다. 그림

4.3.1은 NUPREP 의 자료 흐름도를 보여준다. NUPREP 은 입구/출구 공급자관 형상 자료, 오

리피스/벤튜리 자료와 핵연료 다발/채널 출력 등의 모든 채널에 대한 불변의 특정 입력 자료와

사용자에 의해 준비된 그 외의 변동 입력 자료를 NUCIRC 의 입력흐름에 맞추어 각각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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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정렬한다. 이렇게 정렬된 자료는 순차적으로 NUCIRC 에 의해 읽혀지는 tape5 에

저장된다. 따라서 NUPREP 프로그램의 수행 내용은 주로 읽기와 쓰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며,

일부 공동-채널 입력변수는 프로그램 내에 내장되어 옵션에 따라 다른 값이 출력된다.

NUPREP 프로그램은 NUCIRC 해석에 있어서 ITYPE=1, ITYPE=2 (임계채널출력해석

포함), ITYPE=4, ITYPE=5, 그리고 ITYPE=6 의 해석용 입력 화일 준비에 제공될 수 있다. 반

면에, NUCIRC 해석의 ITYPE=3, ITYPE=7, ITYPE=8, 그리고 ITYPE=9 의 경우에는 쓰일

수 없다. 또한 ITYPE=4 와 ITYPE=5 의 NUCIRC 해석에서 array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NUPREP 에서도 각 노심 Pass 당 최대 채널수는 200 개로 제한된다.

나. 입력자료 준비

그림 5.3.1 에 나타난 자료 흐름도에 따라 입력 자료를 준비한다. 각 변수의 이름과 입력

형식, 각 입력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코드매뉴얼 [1] 에 실려 있다. 이 때, 입력 값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공통-채널 입력변수와 개별-채널 입력변수의 두 가지이다.

공통-채널 입력변수: 이는 모든 채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변수들이다.

개별-채널 입력자료: 개별 채널에 적용되는 입력변수들이다.

다. 압력관 크립을 고려한 NUCIRC 단일채널 해석

설계기준사고 (Design Basis Accidents, DBA) 에 대한 안전해석이나 국부 과출력 보호

정지 (Regional Overpower Protection Trip, ROPT) 계통 설정치 분석에서 정상상태 단일채

널해석은 NUCIRC 전산코드를 이용한다. 이 장에서는 NUCIRC 이용 단일채널분석의 첫 단계

로 기존 입력 화일을 이용한 단일채널해석용 NUCIRC 입력문 구조 파악과 압력관 크립 관련

변수들에 대해 정리한다.

압력관 크립에 관련된 NUCIRC 입력화일(tape 5)은 입력 CARD 52～56 에 해당된다.

CARD 52 에 최대 출력채널의 최대 지름-방향 크립율 등의 자료가 입력된다. 이 CARD 에서

0 % 크립일 때 최대 출력채널의 최대 반경-방향 크립을 나타내는 첫 번째 변수인 FAMX 값은

0.0 이 되고 최대 반경-방향 크립이 일어나는 위치를 나타내는 두 번째 변수 XLPK 에는

-100.0 을 입력하게 된다 (표 5.3.1(a)). 0 % 가 아닐 때는 변수 FAMX 은 0.0 이 아닌 값을

갖게 되는데, 각 채널의 축-방향 크립 profile 을 CARD 53～55 에 입력하게 된다. 각 채널의

축-방향 크립 profile을 Hyperbolic Secant Expression 으로 나타낼 경우, CARD 53 과 54 에

채널의 상류와 하류 쪽 지름-방향 profile을 나타내는 exponential 함수의 상수와 지수를 입력

한다. 이의 예는 표 5.3.1 의 (b) 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 나타나 있으며, 이 경우 각

exponential 함수값은 그림 5.3.2 에 도시되었다. 0 % 크립이 아닐 때 각 채널의 축-방향 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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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을 입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CARD 55 과 56 을 사용하는데, CARD 55 에는 크립자료

가 주어지는 위치 자료가 입력되고, CARD 57 에는 각 위치에서 축-방향 크립율을 % 단위로

입력한다. 26 개의 자료 값이 입력될 경우의 예가 표 5.3.1(c) 에 제시된다.

압력관의 재질은 Zr-2.5Nb 이고, 압력관 크립율은 운전온도, 응력과 방사선 조사의 함수

이다. 카나다에서는 현재 원자로 수명기간 중 임의시점의 압력관 직경 변형율을 예측하기 위해

RC-1980 코드를 사용하며, 그 예측 값은 NUCIRC 의 입력 (tape16) 으로 사용된다. 크립에 관

계된 NUCIRC 내 기초변수는 마찰손실 보정계수, 형상손실 보정계수, 그리고 상대적 편심도 등

이며, 이들은 압력강하 상관식과 이상류 모형식의 변수로 쓰인다.

마찰손실 보정계수:

형상손실 보정계수:

여기서, (%) Creep PT Local of Magnitude The =CR

상대적 편심도: innerTP

bundleTP

DD
DD
-
-

=
/

/e

또한, NUCIRC 코드에 내장된 핵연료다발의 임계 열유속 상관식도 압력, 질량 유속 및

건도와 함께 상대적 편심도 변수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3.3 은 크립에 의한 지름변화

에 따른 상대적 편심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3. 월성 1호기 출력계수 계산을 위한 NUCIRC 단일채널해석

가. 출력계수 계산 원리

원자로의 증배계수를 결정하는 많은 변수들은 온도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온도가 변화하

면 증배계수 k 가 변화하며 그 계통의 반응도가 변화한다. 이 효과는 원자로 운전, 즉 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응도의 온도계수를 반응도  와 온도 T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
d
dT
ra =

(5.3.1)

반응도  의 정의를 이용하면 식 5.3.1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11k
k k

r -
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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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T

dk
k dT

a\ =
(5.3.2)

원자로는 사고시를 제외하고는 증배계수가 1 부근에서 운전되므로 식 5.3.2 는 다음과 같

이 가정할 수 있다.

1
T

dk
k dT

a @
(5.3.3)

식 5.3.3 의 형태로  ,  ,  는 각각 반응도 핵연료 온도계수, 반응도 냉각수 온도계

수, 반응도 출력계수라 불린다. 그러므로 노심의 출력계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
d
dP
ra =

(5.3.4)

출력계수는 단위출력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량이다. 출력계수에서 사용되는 출력 는

열출력의 절대량 대신 일반적으로 총 열출력에 대한 실제 출력의 비율로 나타내게 되므로 그

계산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실제 출력변화에 따라 핵연료 온도의 변화와 냉각수 온도변화의

효과가 반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출력계수는 다음과 같이

두 궤환변수의 궤환효과로 합성할 수 있다.

f fc c
P Tf Tc

f c

T TT T
P T P T P P P
r r ra a a

¶ ¶¶ ¶¶ ¶ ¶
= = × + × = × + ×
¶ ¶ ¶ ¶ ¶ ¶ ¶ (5.3.5)

여기서,
fdT

dP 및
cdT

dP 는 각각 출력변화에 따른 반응도 핵연료 온도 및 냉각수 온도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출력변화에 따른 반응도 결손으로부터 출력계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출력계수 계산 메커니즘

그림 5.3.4 은 중수로 노물리 (reactor physics) 해석용 코드인 RFSP [2] 와 정상상태 단

일수로 열수력 해석코드인 NUCIRC [3] 를 사용하여 출력계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먼저, RFSP 코드로부터 계산된 100 % 출력의 시간-평균된 다발 출력분포 자료를 이용

하여 NUCIRC 코드로부터 100 % 출력의 채널 유량 분포를 결정한다. 380 개 각 채널에서 12

개 핵연료다발의 중심위치의 냉각수 밀도 및 온도 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RFSP 코드로부터 새

로운 다발출력 분포를 계산한다.

축방향 출력 분포 모양이 수렴될 때까지 채널유량이 고정된 조건 하에서 RFSP 와

NUCIRC 를 사용하여 반복계산을 한다.

축방향 출력 분포 모양이 수렴한 경우의 반응도가 100 % 출력의 반응도 값이 되며 이때

의 다발 출력 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60 %～120 % 출력에 대응하는 채널 출력을 얻는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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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규화 된 축방향 출력분포 모양은 최종적으로 수렴된 100 % 출력의 모양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00 % 출력인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60 %～120 % 출력에 대응되는 채널유량

분포를 결정한 후 축방향 출력분포 모양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 계산하여 반응도 값을 얻는다.

각 출력준위에 대응되는 반응도 값을 이용하여 출력계수를 도출한다.

다. NUCIRC 입력모델

출력계수 계산을 위하여 NUCIRC 가 제공하는 9 가지 모듈 중, 주어진    와

feeder 형상에 대해 채널유량을 결정하는, ITYPE=2 를 사용한다. 또한 380 개 채널에 대한 입

력파일을 자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NUCIRC 입력생성기인 NUPREP 을 사용하여 매 반복 계

산 시 변경되는 번들출력을 입력파일에 삽입한다.

(1) 설비개선 후 0 EFPD 의 입력모델

설비개선에 따른 retubing 후, 월성1호기 모델은 새로운 feeder 와 압력관이 설치된 것

을 고려하여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펌프 특성곡선, 증기발생기 형상, 1 차측 열전달계통

의 경년열화를 고려해야 한다. 압력관이 교체된 후 압력관의 반경-방향 creep은 0이고, 새로운

feeder 가 설치된 후 magnetite 전달효과 또한 없어질 것이다. 표 5.3.2 은 설비개선 된 월성 1

호기의 0 EFPD 모델에서 피더관 입구/입구쪽 end-fitting, 압력관, 피더관 출구/출구쪽

end-fitting 의 인허가시 roughness 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Retubing 기간 중 증기발생기 세정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증기 발생기 모델은

retubing 전과 동일하다고 본다. 표 5.3.3 은 관 fouling, 관 내경, 조도 (roughness) 등의 증기

발생기 계수를 정리한다. 오리피스 또한 피더관과 함께 교체되므로, 오리피스 침식 인자는 설계

값으로 개정된다. 표 4.3.4 는 오리피스 감육인자의 설계값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입력 항인 입구모관 온도 TRIH, 모관 간 압력차 DPH-H, 그리고 출구 모관 압력

POUT 등은 표 5.3.5 에 정리되었다. 엄밀히 말해 모관 아랫 부분은 새 것으로 교체되는 반면 모

관 윗 부분은 경년열화된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들 주요 경계조건은 설계값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설비개선 후 1700 EFPD 의 입력모델

설비개선에 따른 retubing 후 1700 EFPD에서, 압력관의 반경-방향 creep은 RC-1980

를 사용해 AECL에서 생산되었다. 표 5.3.6 은 설비개선된 월성 1호기의 1700 EFPD 모델에서

피더관 입구/입구쪽 end-fitting, 압력관, 피더관 출구/출구쪽 end-fitting 의 인허가시

roughness 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5.3.7 은 오리피스 상실계수의 예측값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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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력 항인 입구모관 온도 TRIH, 모관 간 압력차    , 그리고 출구 모관 압력 POUT 등

은 0 EFPD에서와 같은 값 (표 4.3.5) 을 사용하였다.

라. 연구 결과

실제 계산결과인 출력계수는 RFSP 코드를 이용한 노물리 계산을 통해 최종 계산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다루지 않고, 열수력 계산결과만을 다룬다.

원자로 노심 총 냉각수 유량은 출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100 % 출력인 경우 유량에

비해 출력준위 변화에 대한 상대적 유량변화를 그림 5.3.5 에서 보여주고 있다. 출력준위 변화

에 따른 총 냉각수 유량 변화가 채널유량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대출력 채

널(N-17) 및 최소출력 채널(V-17) 의 유량변화를 함께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출력 채널(N-17) 의 유량은 총 냉각수 유량의 감소보다 많이 감소하였고 최소출력 채널

(V-17) 의 유량은 적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3.6 과 그림 5.3.7 는 각각 설비개선 후 0 EFPD 에서 출력준위 변화에 따른 축방

향 냉각수 온도 및 밀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출력이 증가하여 이상유동이 발생하는 경우 비등

(boiling) 발생지점 하류에는 냉각수 온도가 포화온도가 되며 발생된 기포에 의해 냉각수 밀도

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00 % 출력준위에서 축방향 출력 분포 모양이 수렴된 모양을

기준으로 다른 출력 준위의 계산이 수행되다. 80 %와 100 % 출력 준위에서는 5 번째 반복 계

산 시 수렴되었고, 100 % 를 비롯한 그 외 출력에서는 3 번째 반복 계산 시 수렴한다.

그림 5.3.8 과 그림 5.3.9 은 각각 설비개선 후 1700 EFPD 에서 출력준위 변화에 따른 축

방향 냉각수 온도 및 밀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림 5.3.3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1700 EFPD

에서 최대 크립율은 1 % 정도이고, 3100 EFPD 에서 최대 크립율은 2 % 미만이기 때문에 밀

도와 온도 분포 등 해석결과의 확연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4.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CANDU-6 원자로 채널의 열수력 해석

가. NUCIRC 입력 데이터 생성

(1) 크립 데이터 생성

중수로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가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운전됨에 따라서, 경년열화로

인해, 압력관에 creep 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15년과 30년의 유효운전연도(EFPY)에서 각각

3.1 %, 5.1 % 의 creep 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4]. 하지만, 각 채널에서의 creep 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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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측정된 data 의 값은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유용한 data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월성 1 호기의 경우는 3765 유효운전일(EFPD)에서의 각 채널의 creep data 가 측정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 년, 10 년, 15 년의 유효운전연도에서의 CANDU-6 의 열수력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서의 각 채널별 creep 의 data 를 생산, 예측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유효운전연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creep 의 평균 크기를 유용한

데이터 값 (0 % at 0 EFPY, 3.1 % at 15 EFPY, 5.1 % at 30 EFPY) 을 사용하여, 예측식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월성 1 호기의 유용한 데이터값 (채널별 creep 크기 at 11EFPY) 을

사용하여, 5 EFPY, 10 EFPY, 15 EFPY 에서의 채널별 creep 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유효운전연도에서의 creep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 채널별 크립분

포를 11 EFPY에서의 데이터 값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도출된 각 유효운전연도에서의 크립의 평

균크기는 달라지지만, 채널별 크립분포는 동일하게 산출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월성 1 호기

에 대한 채널별 크립분포를 11 EFPY 이외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각 유효운전연도

에서의 채널별 크립분포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조도 계수 생성

월성 1 호기 설비개선에 따라서, 압력관 뿐만 아니라, 입출구 피더관도 함께 교체가 되

기 때문에, 입출구 피더관, 입출구 end-fitting, 압력관의 조도 계수는 인허가시의 조도값을 가

지게 된다. 표 4.3.2 은 압력관 교체 후 0 EFPY 에서의 압력관과 피더관의 조도계수를 보여주

고 있다. 오리피스 또한 피더관과 함께 교체되므로, 오리피스 침식인자는 인허가시의 설계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오리피스 침식인자의 설계값은 1.0 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설비개선 후에

는, 압력관과 피더관은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설비개선 후 5 EFPY, 10 EFPY, 15 EFPY

에서의 압력관과 피더관의 조도계수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크립분포를 산출하는 방

식과 동일한 내삽방법 (Interpolation) 이 사용되었다.

주요 입력 항인 입구모관 온도 (TRIH), 모관간 압력차 (DPH-H), 그리고 출구 모관 압력

(POUT) 등은 표 5.3.5 에 정리된다. 설비개선 후 5 EFPY, 10 EFPY, 15 EFPY 에서의 주요 입

력 항들은 NUCIRC 에서 ITYPE=6 을 사용해서 전체 회로 해석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압력관의 양단의 모관의 상태는 동일한 상태에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나. 연구 결과

(1) 채널출력 및 크립 분포

그림 5.3.10 은 기존 37-핵연료봉 다발과 CANFLEX 핵연료봉의 축방향 출력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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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CANFLEX-NU 의 경우는 CANFLEX-RU 와 다르게, 기존 37-핵연료봉 다발

의 출력분포와 같이 cosine 형태의 축방향 출력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원자로

가 운전됨에 따라서, 출력분포도 다른 값을 갖게 되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유효운전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력분포를 사용하였다. 그림 5.3.11 은 기존 37-핵연료봉 다

발과 CANFLEX 핵연료봉의 각 채널에 해당하는 출력분포 값을 표시하고 있다. CANFLEX

핵연료봉의 경우에도 기존 37-핵연료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중심부근에서 높은 출력

값을 나타내고, 원자로 외곽부근의 채널에서는 낮은 출력값을 갖는다.

그림 5.3.12 에서는 설비개선 후,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압력관 크립 크기를 나타내고 있

다. 월성 1 호기 초기 설계 후, 11 EFPY에서 실제로 측정된 압력관 크립 분포를 바탕으로 내삽

의 방법으로 예측된 크립 분포이기 때문에, 축방향으로 크립 분포는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지

만, 유효운전연도에 따라서 평균적인 크립의 크기가 다른 값을 갖고 있다. 크립의 축방향 분포

를 살펴보면, 하류쪽에서 최고값을 갖는 cosine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크립 분포의 값은

기존 37-핵연료봉 다발의 경우와 CANFLEX 핵연료봉 다발에 대해서 같은 유효운전연도에서

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2) 채널 유량 분포

그림 5.3.13 에서는 기존 37-핵연료봉에 대해서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채널유량을 보여

주고 있다. 핵다발의 중심에서 약 200 cm 이내에서는 각 채널별 유량이 25kg/s 이상의 고유량

을 나타내고 있으며, 핵다발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200 cm 이상에서는 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채널유량 분포는 CANDU-6 원자로에서 고출력 채널에 유량을 많이 보내고,

저출력 채널에 유량을 적게 하여, 모든 채널의 엔탈피 상승이 거의 일정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이다. 즉, 그림 5.3.11 에서의 채널별 출력분포의 패턴과 그림 5.3.13 에서의 채널유량의 분포 패

턴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CANFLEX 핵연료 다발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고출력 영역에서 고유량이 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5.3.12 에

서는 CANFLEX 에 대해서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채널별 유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

37-핵연료다발과 마찬가지로 채널별 유량분포는 고출력 영역에서 고유량을 갖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3.13 를 살펴보면, 유효운전연도가 증가할수록 채널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압력관의 노후화로 인해, 압력관에 creep 이 발생하고, 압력관

의 내경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효운전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채널에

서의 유량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고유량을 가지는 핵다발의 중심부근, 즉, 고출력 영역에서의

채널유량이 저출력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핵다발의 중심부

근인 고출력, 고유량 영역의 채널이 양단 모관 사이 압력강하 중에서 핵연료채널의 압력강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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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저출력, 저유량 영역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압력관 크립 영향을 크게 받

기 때문이다.

그림 5.3.15 은 기존 37-핵연료 다발에 대해서, 유효운전연도에 따라서 채널별 유량의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효운전연도에 따라서 채널유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고출력 영

역에서 유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CANFLEX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3.14, 그림 5.3.16).

(3) 임계채널 출력 및 임계채널 출력비

그림 5.3.17 에서는 기존 37-핵연료봉에 대해서,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임계채널출력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임계채널출력은 고출력, 고유량 영역인 핵연료 다발의 중심 부근에서

9MW 이상의 높은 임계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출력, 저유량 영역으로 갈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채널 유량 분포 및 채널 출력 분포 모양과 유사하다.

또한, 유효운전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임계채널 출력은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3.18 에서는 기존 37 봉에 대해서 0 EFPY 에 대비한 각 유효

운전연도에서의 CCP 비를 보여주고 있다. 유효운전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CCP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유효운전연도가 클수록 CCP 의 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5 EFPY 에서는 약 10 % 의 CCP 감소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CCP 감소 정

도는 전 채널에 있어서 거의 균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NFLEX 핵연료 다발에

대해서, 각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임계채널출력 분포를 살펴보면, 기존 37-핵연료봉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고출력, 고유량 영역에서 높은 임계출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효운전연도가 증가할

수록 CCP 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ANFLEX 핵연료 다발에 대해서, 0 EFPY 에

대비한 각 유효운전연도에서의 CCP 비를 살펴보면, 기존 37-핵연료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효운전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CCP 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37-봉의 경우와 다르게, 유효운전

연도의 증가에 따른 CCP 의 감소비가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CANFLEX 핵연료다발

의 경우, 유효운전연도가 증가할 때, 고출력, 고유량 영역에서보다, 저출력, 저유량 영역에서의

CCP 감소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EFPY에서의 CCP 감소비를 살펴보면, 저출력, 저유량 영역에서는 약 15 %의 CCP

감소가 일어나지만, 고출력, 고유량 영역에서는 7 % 내외의 CCP 감소만 일어남으로써, 기존

37-핵연료봉 다발의 경우의 10 % CCP 감소보다 작은 량의 CCP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림 4.3.18 에서의 각 유효운전연도에서의 기존 37-핵연료봉과

CANFLEX-핵연료봉의 CCP 비를 비교함으로써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19 에서 보듯

이, 모든 유효운전연도에서 CANFLEX-핵연료봉의 경우에 CCP 가 기존 37-핵연료봉의 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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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유효운전연도가 큰 경우에 (15 EFPY), 고출력, 고

유량 영역에서의 CCP가 기존 37-핵연료봉의 경우보다, CANFLEX의 경우에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효운전연도가 작은 영역에서보다 유효운전연도가 큰 영역에서

CCP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부수로 채널 해석 등을 통해, 핵연료

봉 내부에서의 열유동 특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3.20 에서는 37-핵연료다발에 대해서, 각 유효운전연도에서의 임계출력비(CPR)

를 나타내고 있다. 고출력, 고유량 영역의 경우, CCP 의 값이 9 MW 이상의 높은 값을 갖고 있

지만, 채널출력 또한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핵연료 다발에서 최소임계출력비는

고출력, 고유량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계출력비의 분포는

CANFLEX-핵연료 다발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출력, 고유량 영역에서 최소임계출력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37-핵연료 다발봉의 경우는 15 EFPY에서 임계출력비가 크게 감소

하여, 최소임계출력비는 1.3 미만의 값을 갖고 있지만, CANFLEX 핵연료 다발의 경우는 유효

운전연도에 따른 임계출력비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15 EFPY 에서의 최

소임계출력비의 값이 1.4 이상의 값을 갖고 있다.

그림 5.3.21 에서는 기존 37-핵연료다발에 대해서, 0 EFPY 에 대비한 각 유효운전연

도에서의 CPR 의 비를 보여주고 있다. CCP 의 감소비와 마찬가지로, 5 EFPY 와 10 EFPY 에

서의 CPR 의 감소량은 크지 않지만, 15 EFPY 에서의 CPR 의 비는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ANFLEX 핵연료봉에 대해서, 0 EFPY 에 대비한 각 유효운전연도에서의 CPR 의 비를

살펴보면, CCP 의 변화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출력, 고유량 영역에서는 CPR

의 감소가 적은 반면, 저출력, 저유량 영역에서의 CPR의 감소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소임계출력비는 고출력, 고유량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CANFLEX 핵연료봉의 경우의

최소임계출력비는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하게 나타난다.

그림 5.3.22 은 각 유효운전연도에서, 기존 37-핵연료봉에 대비한 CANFLEX 핵연료

봉의 CPR 의 비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유효운전연도에서 CANFLEX 핵연료봉의 CPR 값이

기존 37-핵연료봉의 CPR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효운전연도가 큰 경우 (15

EFPY) 에서는 CANFLEX 핵연료봉의 CPR 값의 증가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결론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NUCIRC 코드를 이용하여 가동중 중수로 원전의 열수력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NUCIRC 코드의 입력문을 작성하는 NUPREP 코드를

PC 기반으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동중 중수로에 대한 NUCIRC 코드의 입력문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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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도에 따라서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월성 1호기를 모델로 하여, 기존 37봉과

CANFLEX 핵연료를 대상으로,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열수력적 특성의 변화와 열적 여유도 특

성을 비교하였다.

NUPREP 코드의 PC Version에서는 PC O/S와 compiler 상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하

였고 필요한 선언문 등을 추가하였다. 개발된 코드를 단일채널해석 (ITYPE = 2) 에 대해 실행

한 결과 성공적으로 NUCIRC 입력 파일(tape5) 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코드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입력화일의 각 CARD 의 입력내용이 확인되었고, 각 입력화일 (tape6, tape7,

tape8, tape10, tape12, tape14, tape16, & tape26) 의 입력자료 내용과 형태를 검토하였다. 압

력관 크립 자료는 CARD 52～56 에 들어가는데, 0 % 크립이 아니고 사용자-정의 크립 입력자

료를 적용할 경우 tape16 의 압력관 크립 변형율과 tape26 의 압력관 크립 변형율 보정계수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러한 입력자료들은 NUCIRC 계산 수행 시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정상상태 NUCIRC 모델링 방법론은 중수로 정상상태 단일채널

해석 및 회로해석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될 수 있다. 또한, 크립이 발생한 노화된 채널의 사고해

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헤더-헤더 사이의 압력강하조건과 출력준위 범위에 대하여 CATHENA

단일채널해석 결과를 NUCIRC 정상상태 해석과 비교해야 하는데, 본 해석 결과는 CATHENA

사고해석 초기조건 결정시 활용될 수 있다.

월성 1호기를 모델로 하여, 열적 여유도를 평가한 결과, 유효운전연도가 증가할수록, CCP

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CANFLEX 핵연료봉을 사용한 경우가, 기존 37-핵연료

봉에 비해서, 유효운전연도의 증가에 따른 CCP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게 일어남으로써, 임계채

널출력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다. 기존 37-핵연료봉의 경우, 설비개선 후 15 EFPY

(유효운전연도)에서, 최소 임계채널출력비가 1.3 미만의 값을 가지는 반면, CANFLEX 핵연료

봉의 경우, 1.4 이상의 최소 임계채널출력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월성 1 호기

설비개선 후,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열수력 특성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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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압력관 크립 관련 tape5 의 입력 Card 예

(a) O% Creep

.000  -100.000     1.857    1.137    .07038    .00578   0      .000

 

(b) Non-zero creep with hyperbolic secant expression

 5.100    14.967    1.000     1.000    .07038   .00578    0      .000

.257700  -.128800

.248900  -.550000

 

(c) Non-zero creep with user-defined creep data

5.100    14.967     1.000    1.000    .07038    .00578  26      .000

0.0000  .3412 1.1549 1.9652 2.7789 3.5925 4.40295.2165 6.0302 6.8406 7.6542 8.4678 9.278210.0919

10.905511.715912.529513.343214.153514.967215.777616.591217.404918.215219.028919.5013

.0000  .3000  .8000 1.2000 1.6000 2.0000 2.4000 2.70003.1000 3.4000 3.7000 3.9000 4.2000 4.4000

4.6000 4.7000 4.9000 5.0000 5.1000 5.1000 5.10005.0000 4.6000 3.8000 2.4000 1.4000

표 5.3.2. Retubing 후 0 EFPD에서 열전달계통 기준모델의 조도 계수

HD 2 HD 4 HD 6 HD 8
inlet feeder roughness, in (top) 0.00030 0.00030 0.00030 0.00030

(bottom) 0.00030 0.00030 0.00030 0.00030
inlet end roughness, in (top) 0.00006 0.00006 0.00006 0.00006

(bottom) 0.00006 0.00006 0.00006 0.00006

Pressure tube roughness, in 0.00002 0.00002 0.00002 0.00002
outlet end roughness 0.00006 0.00006 0.00006 0.00006

outlet feeder roughness, in, 0.00030 0.00030 0.00030 0.00030
(bottom) 0.00030 0.00030 0.00030 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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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 Retubing 후 0 EFPD에서 열전달계통 기준모델의 증기발생기 계수

Steam Generator Fouling Factor
HHOT (Lower) HHOT (Upper) HCOLD (Lower) HCOLD (Upper)

Steam Generator 1 0.0000000 0.0000276 0.0000553 0.0000276
Steam Generator 2 0.0000000 0.0000090 0.0000180 0.0000090
Steam Generator 3 0.0000000 -0.0000202 -0.0000404 -0.0000202
Steam Generator 4 0.0000000 -0.0000498 -0.0000997 -0.0000498

Steam Generator Tubes Inside 

Diameters (in)

Steam Generator Tubes Roughness 

(in/in)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team 

Generator 1

0.5364 0.53451 0.5356 0.00010 0.00188 0.00188

Steam 

Generator 2

0.5364 0.53451 0.5356 0.00010 0.00145 0.00140

Steam 

Generator 3

0.5364 0.53451 0.5356 0.00010 0.00234 0.00230

Steam 

Generator 4

0.5364 0.53451 0.5356 0.00010 0.000865 0.00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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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Retubing 후 0 EFPD에서 열전달계통 기준모델의 오리피스 상실 계수

Parameter β ≤ 0.600
0.600 < β  
≤ 0.650

0.650 < β  
≤ 0.700

0.700 < β  
≤ 0.750

0.750 < β  
≤ 0.800 β > 0.800 ASME

Pass 23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ass 41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ass 67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ass 85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3.5. Retubing 후 0 EFPD에서 Pass별 경계조건

주요 변수 TIN DPH-H POUT

Pass 23 261.92 oC 185.82 psi 9.9485 MPa

Pass 41 261.85 oC 185.39 psi 9.9560 MPa

Pass 67 260.92 oC 182.12 psi 9.9410 MPa

Pass 85 261.30 oC 184.12 psi 9.988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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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Retubing 후 1700 EFPD에서 열전달계통 기준모델의 조도 계수

HD 2 HD 4 HD 6 HD 8
inlet feeder roughness, in (top) 0.000818 0.000760 0.000763 0.000820

(bottom) 0.000622 0.000659 0.000661 0.000635
inlet endroughness, in (top) 0.000818 0.000760 0.000763 0.000820

(bottom) 0.000622 0.000659 0.000661 0.000635
Pressure tube roughness, in 0.00002 0.00002 0.00002 0.00002

outlet endroughness 0.00006 0.00006 0.00006 0.00006

outlet feeder roughness, in, 

(top)
0.000818 0.000760 0.000763 0.000820

(bottom) 0.000622 0.000659 0.000661 0.000635

표 5.3.7. Retubing 후 1700 EFPD에서 열전달계통 기준모델의 오리피스 상실 계수

Parameter β  ≤.600
0.600 <

β  ≤0.650

0.650 <
β  

≤0.700

0.700 <
β  ≤0.750

0.750 <
β  

≤0.800
β  >0.800 ASME

Pass 23
1.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2.0"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Pass 41
1.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2.0"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Pass 67
1.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2.0"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Pass 85
1.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0.8775
2.0"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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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NUPREP의 자료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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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Hyperbolic Secant Expression을 사용할 경우 상류 및

하류 쪽 반경-방향 크립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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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크립에 의한 지름변화에 따른 상대적 편심도(relative eccentricity)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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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RFSP와 NUCIRC 코드를 사용한 중수로 출력계수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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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5 월성1호기 Retubing 후 0 EFPD에서 출력에 따른 유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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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17 Channel

(b) V-17 Channel

그림 5.3.6 월성1호기 Retubing 후 0 EFPD에서 출력에 따른 냉각재 밀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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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17 Channel

(b) V-17 Channel

 

그림 5.3.7 월성1호기 Retubing 후 0 EFPD에서 출력에 따른 냉각재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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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17 Channel

(b) V-17 Channel

그림 5.3.8 월성1호기 Retubing 후 1700 EFPD에서 출력에 따른 냉각재 밀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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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17 Channel

(b) V-17 Channel

그림 5.3.9 월성1호기 Retubing 후 1700 EFPD에서 출력에 따른 냉각재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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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0 기존 37-핵연료봉과 CANFLEX 핵연료봉의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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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1 기존 37-핵연료봉과 CANFLEX 핵연료봉의 채널별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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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2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축방향 압력관 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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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3 기존 37-핵연료봉에 대해서 0 EFPY, 5 EFPY, 10 EFPY,

15 EFPY에서의 채널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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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4 CANFLEX 핵연료봉에 대해서 0 EFPY, 5 EFPY, 10 EFPY,

15 EFPY에서의 채널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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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5 기존 37-핵연료봉에 대해서 0 EFPY 에 대비한 5 EFPY, 10 EFPY,

15 EFPY 에서의 유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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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6 CANFLEX 핵연료봉에 대해서 0 EFPY 에 대비한 5 EFPY, 10 EFPY,

15 EFPY 에서의 유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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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7 기존 37-핵연료봉에 대해서 0 EFPY, 5 EFPY, 10 EFPY,

15 EFPY 에서의 임계채널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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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8 기존 37-핵연료봉에 대해서 0 EFPY에 대비한 5 EFPY, 10 EFPY,

15 EFPY 에서의 CCP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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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9 각 유효운전연도에서, 기존 37-핵연료봉에 대비한 CANFLEX 핵연료봉의 CCP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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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0 기존 37-핵연료봉에 대해서 0 EFPY, 5 EFPY, 10 EFPY,

15 EFPY 에서의 임계채널출력비



287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85

0.90

0.95

1.00

1.05
   5 EFPY          10 EFPY       15 EFPY  

CP
R(

cr
ep

t)/
CP

R(
un

cr
ep

t)

Fuel channel position from core center (cm)

그림 5.3.21 기존 37-핵연료봉에 대해서 0EFPY에 대비한 각 유효운전연도에서의 CPR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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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2 각 유효운전연도에서, 기존 37-핵연료봉에 대비한 CANFLEX 핵연료봉의 CPR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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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상상태 및 단일채널 사고시 연료봉 성능 및

핵분열생성물 누출 평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중수로 핵연료봉 성능 및 사고 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핵

연료봉 성능을 분석해야 하고 이때의 분석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이용하여 사고 후 과도기간 동

안 핵연료봉의 거동을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 시 핵연료봉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➀ 연료봉의 정상 상태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계산 : 채널 내 정상 운전 조건에서 핵연료봉
의 성능 분석 코드 이용하여 평가.

➁ 즉발 방출량 (prompt release) 계산 : 사고 순간 핵연료 파손으로 인해 즉발 방출되는
핵연료봉 내의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

➂ 지발 방출량 (delay release) 계산 : 사고 후 핵연료 온도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방사선
핵종의 누출 분율을 평가하고 재고량에 누출 분율을 곱하여 각 동위원소의 지발 방출

(delay release) 결정.

첫 번째, 정상 운전 조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은 핵연료 출력과 연소도에 따라 달라

진다. 초기에 핵분열 생성물은 UO2 소결체 기지 내에서 발생하지만, 이 생성물은 열 또는 조사

확산 과정에 의해 이동한다. 이는 핵연료 소결체의 결정립 내 핵분열 생성물을 재분배시키며 일

부를 입계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입계의 핵분열 생성물은 핵연료 소결체 내의 균열 부위, 또는

UO2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관사이의 간극 (gap)으로도 이동한다. 사고 진행 동안 핵분열 생성물

이 얼마나 쉽게 핵연료봉으로 부터 누출되는가는 핵분열 생성물이 간극, UO2 입계, UO2 결정

립 등 핵연료봉 내의 어느 곳에 존재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사고 시점에서 핵연료 파손으로 인해 방출되는 즉각 방출량은 핵연료봉 내의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이 모두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실제의 경우 핵연료 피복관 파손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든 간극 재고량이 방출되지는 않지만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간극 재고량이 사고 순간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사고 후 계속적으로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지발 방출 (delay release)은 입자 내

에서 밖으로의 핵분열 생성물 확산, 소결체의 산화 (oxidation) 또는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의

상호 작용 (interaction between pellet and the Zircaloy sheath)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고마다

시나리오가 다르고 그에 따른 과도기간의 핵연료 거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후 지발 방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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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가상 사고인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고 후 핵연료 온도

또는 산화 정도에 근거하여 방사선 핵종의 누출 분율 (fraction of release)을 계산하고 소결체

내에 남아있는 재고량에 누출 분율을 곱하여 각 동위원소의 지발 방출 (delay release)을 결정

하게 된다.

핵분열생성물은 중수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경우,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량치의 기본 자료이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고해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수로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생성 및 단일채널 사고 시 핵분열생성

물의 누출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여 가동중 중수로 채널의 안전해석 기반기술 개발에 일조하였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중수로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해석 모델 방법론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 월성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37 봉 중수로핵연료에 대해 연료의 조사에 따라 생성

되는 핵분열생성물을 평가하는 방법론 및 기본 입력자료를 생산하여 단일채널 및 전체 노심에

서의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및 분포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단일채널 사고에 대해 사고 이후 기간

동안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립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기존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의 핵분열생성물 계산모델 특성 분석

핵연료 조사에 따라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을 계산하는 모델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 분

석 하기 위하여 ELESTRES, FRAPCON-3, FEMAXI-V, LIFE-1 등의 4개 핵연료 성능 평

가 코드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코드의 특성을 표 5.4.1 에 정리하였다.

ELESTRES 코드는 중수로 핵연료의 설계 및 정상상태 성능평가를 위해 캐나다에서 개

발한 코드이며, 1차원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결체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고 이 결과와 미세구

조 모델 (microstructure model)을 이용하여 핵분열 생성물을 계산한 후 2차원 축대칭

(axisymmetric) 유한요소 방법을 이용하여 소결체와 피복재의 응력과 변형률을 계산한다. 핵분

열생성물 재고량 및 분포는 ANS 5.4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FRAPCON-3 코드는 PWR 및 BWR 핵연료 성능을 평가하는 코드로 INEEL에 의해 개

발되었고, ANS 5.4 모델과 Modified Forsberg and Massih 모델을 적용하여 핵분열생성물을

평가한다.

FEMAXI-V 코드 역시 PWR 및 BWR 핵연료의 성능평가용으로 일본에서 개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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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방정식을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을 적용하여 푼다.

LIFE-1 코드는 FBR 연료의 성능을 평가하는 코드로 ANL 에서 개발되었고 경험식에 근거하

여 핵분열생성물을 평가한다.

중수로 핵연료 성능평가용으로 개발된 코드는 ELESTRES 코드가 유일하며, 경수로 핵

연료 실험에 근거하여 작성된 ANS 5.4 모델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많은 양의 중수로 실험 자료

와의 검증을 통하여 중수로 핵연료 연소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핵분열생성물을 예측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연료 성능 및 핵분열생성물 계산에 이용하였다.

나. 정상상태 극한채널 핵분열 생성물 계산

(1) 정상운전 조건 연료해석 기본 입력자료 생산

중수로 노심 관리 코드를 이용한 핵연료 재장전 모사 결과를 이용하여 37 봉 중수로 핵

연료 다발의 극한 출력 이력을 도출하였다. 초기 노심부터 평형노심 상태까지 매 10 FPD (Full

Power Day) 마다의 핵연료 다발 출력-연소도 자료를 근거로, 이들 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최대

다발 출력을 운전 제한치인 935 kW 로 조정한 극한 출력 이력 도출하였고 이를 그림 5.4.1과

표 5.4.2 에 나타내었다.

중수 노심 해석으로부터 37 봉 중수로 핵연료 각 링 (center, inner, intermediate,

outer ring)에 대한 반경방향 출력 변환비 (radial power factor)와 반경방향 연소도 변환비

(radial burnup factor) 도출하여 각 링에 대한 선출력-연소도 이력자료를 생성하였다. 반경방

향 출력 변환비와 연소도 변환비는 연소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표 5.4.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

루토늄 첨두 (Plutonium peak) 시점에서 외환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37 봉 핵연료의

경우 외환봉의 개수가 18 개이므로 외환봉의 출력비중이 가장 큰 플루토늄 첨두시점에서의 출

력 변환비와 연소도 변환비를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연료해석에 이용하는 것이 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5.4.2 에 나타낸 연료다발의 출력 이력에 반경방향 출력 변환비 및 연소도 변

환비를 적용하여 각 링별로 구한 선출력-연소도 이력은 표 5.4.4 와 같다.

(2) 사고 시점에서의 핵연료 조건 도출

중수로 노심 내 380 개 채널 중 어느 채널에서 그리고 연소 기간 중 어떤 시점에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장 보수적인 조건을 갖는 극한채널을 가정하여 이러한 극한채널

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극한채널 내 12 다발의 축방향 출력 분포는 중수로 노심 내

에서 가장 고출력인 채널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되 채널 출력이 운전제한출력인 7.3 MW라

고 가정하고, 각 다발의 연소도는 380 개 채널 내에서 각 다발 위치의 연소도 중 가장 긴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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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보수성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정을 이용하여 결정된 극한

채널 12 다발의 출력과 연소도는 표 5.4.5 와 같다.

사고순간의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계산을 위한 열수력 조건은 중수로 열수력 코드인

CATHENA 코드를 이용한 단일채널분석을 통해 얻어지며 핵연료봉과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

계수 및 냉각수 압력, 온도 등의 정보들이 제공되며 정상상태에서의 이들 변수들의 값은 표

5.4.6 과 같다.

(3) 사고시점의 극한채널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평가

정상운전 조건에서 도출된 핵연료 해석 기본 자료들을 이용하여 입구피더에서 파단이

발생하여 채널 내 냉각수 유량이 정체되는 사고의 경우에 대하여 사고시점에서의 핵분열 생성

물 재고량 및 분포를 계산하였다. 재고량 평가는 극한채널 내 48 개 핵연료봉 (4 elements x 12

다발) 각각에 대하여 ELESTRES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전체적인 해석 흐름은 그림

5.4.2 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극한채널에서 평가된 사고 시점에서의 각 핵종별 전체 재고량 (total inventory) 분포

는 표 5.4.7, 그리고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 분포는 표 5.4.8 에 정리하였다.

다. 단일채널 사고 동안의 핵분열생성물 누출 평가

극한채널 입구 피더에서 파단이 발생하여 채널 내 유량이 정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 채널 내 모든 핵연료봉의 피복관은 사고 순간에 파손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사고 순간

에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은 모두 누출 된다고 가정하며, 이후의 과도기간 동안에 누출되

는 결정립계 재고량 (grain boundary inventory)과 결정립 구속 재고량 (grain bound

inventory)은 Gehl 모델을 이용하여 누출 평가를 수행하였다. 채널 파손 시간은 열수력 분석을

통하여 11.09 초로 결정되었고 과도 기간 동안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은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채널 파손 후 2 초의 시간을 더 주고 계산하였다. 피더의 파단 크기는 열수력 민감도 분석

을 통해 16.35 cm2 가 제공되었다. 각 핵종별 사고 과도 기간 동안의 누출량 평가 결과는 표

5.4.9 와 같다.

라. 중수로 개량 핵연료다발에 대한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계산

현재 월성발전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중수로용 37 봉 핵연료다발 외에 43 개의 봉으로 구

성된 중수로용 개량핵연료인 CANFLEX-NU 및 CANFLEX-RU 핵연료다발에 대하여도 연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도출하였다. CANFLEX-NU 핵연료는 43 개봉으로 설

계된 CANFLEX 다발에 37 봉 핵연료와 같은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장입하여 연소도를 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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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맟춘 핵연료다발이고, CANFLEX-RU 핵연료는 동일한 CANFLEX 다발 내부에 회수

우라늄 (recovered uranium)를 장입한 중수로용 연료이다. RU의 경우 보통 0.9 wt% 내외의

U-235 농축도를 가지므로 천연우라늄에 비해 연소도가 증가하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CANFLEX 다발 자체적으로 임계열유속 (critical heat flux) 향상에 따른 임계채널출력

(critical channel power)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운전 및 안전 여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ANFLEX-NU 및 CANFLEX-RU 핵연료에 대한 반경방향 출력 변환

비와 연소도 변환비를 표 5.4.10 에 정리하였고, 이로부터 도출한 각 핵연료다발의 선출력 이력

결과를 그림 5.4.3 - 그림 5.4.4에 나타내었다.

앞서 가정한 극한 채널에 대하여 CANFLEX-NU 및 CANFLEX-RU 핵연료다발에 대

하여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및 분포를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는 표 5.4.11 과 같다. 전체 핵분열생

성물 재고량의 경우 천연우라늄 핵연료인 37 봉 핵연료다발과 CANFLEX-NU 핵연료다발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CANFLEX-RU 핵연료다발은 약 9 % 정도 적게 예측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간극재고량 (gap inventory)의 경우 37 봉 핵연료다발에 비해 CANFLEX-NU 및

CANFLEX-RU 핵연료다발이 약 80 % 정도 적게 생성되었다. 간극재고량은 소결체와 피복재

사이의 간극에 분포하는 재고량으로 핵연료 피복관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 즉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이므로 핵분열생성물의 즉각방출량 관점에서 CANFLEX 핵연료다발의 안전여유

도가 37 봉 핵연료다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마. 전체 노심에 대한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계산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LB LOCA) 와 같은 사고를 해석하는 경우, 정상상태 시 전체노심

의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평가 결과가 사고 초기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적정구

간의 연료봉 출력-연소도 범위를 정하여 각 구간에 대한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look-up 테이블

을 먼저 작성하고, 전체노심의 각 핵연료다발의 출력 및 연소도 정보(노심해석 결과)를 비교하

여 사고시점의 전체노심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을 평가한다.

전출력 (full power)에서 LOCA 발생 시, 사고 순간의 전체노심에서 출력-연소도 범위에

따라 I-131의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을 계산한 결과는 표 5.4.12 와 같으며, 사고 순간에

서의 핵분열생성물 간극 재고량과 소결체 내에 포함된 재고량은 사고 이후의 핵분열생성물 누

출계산 시에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3. 연구결과 활용 및 결론

중수로 핵연료 성능 평가용 기존 코드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중수로 핵연료의 핵분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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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 계산 모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단일채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핵연료성능 및 핵분열생성물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

료를 생산하였다. 보수적인 핵분열생성물 누출 평가를 위해 극한채널을 가정하였고 극한 채널

에 대한 핵연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각 다발별 출력과 연소도 이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

료들을 기초로하여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핵분열생성물 및 분포를 계산하였고 이 결과들을 단일

채널 사고의 입력조건으로 제공하여 과도기간 동안의 핵분열생성물 누출 계산을 계속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일채널 사고의 예로 채널 입구측 피더에서 파단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사고 해석을

수행하여 사고 과도기간 동안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을 평가하였다. 단일채널 사고에 대해 핵

연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 및 기술을 정립함에 따라 다른 종류의 단일채널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고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사고 과도기

간 동안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을 평가하므로써, 후행 업무로 수행되는 대기분산 및 선량 계산

에 사용되는 선원항 (source term)을 제공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량 계산에까지 이르는 사고

해석의 완전한 평가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체계화된 안전해석 기술을 수립할 수 있

다.

한편, 37 봉 핵연료다발 외에 중수로용 개량연료로 개발된 CANFLEX-NU 및

CANFLEX-RU 핵연료다발에 대한 안전해석 기본자료도 생산하고 이들 연료에 대한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연료해석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핵연료다발에 대한 사고 해석 시 별도

의 추가 계산 없이 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핵연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

론을 적용하여 단일채널사고에 대한 연료사고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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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들의 핵분열생성물 계산 모델 특성 비교

ELESTRES FRAPCON-3 FEMAXI-V LIFE-I

적용 원자로 CANDU PWR, BWR PWR, BWR FBR

개발사 AECL PNNL, INEEL JAERI ANL

개발년도 1986 ～ 1980～1990 1986～2000 1970～

해석 모델 ANS 5.4
ANS 5.4, Modified
Forsberg and Massih

Mechanistic,
Temperature zone

Experimental
formulae

관련 기체
Stable isotopes,
Short and long
lived isotopes

Xe, Kr, He, N Xe, Kr, He, N, Ar Total amount

확산방정식

해법
Analytic Kernal integration

Weighted residuals
FEM Analytic

표 5.4.2 37 봉 중수로 핵연료다발의 극한출력

Overpower Envelop Nominal Envelop Overpower Envelop Nominal Envelop

Burnup
(MWh/kgU)

Power

(kW)

Burnup
(MWh/kgU)

Power

(kW)

Burnup
(MWh/kgU)

Power

(kW)

Burnup
(MWh/kgU)

Power

(kW)

9.23 921.6 9.23 837.0 119.99 881.5 119.99 800.6

18.46 928.2 18.46 843.0 129.22 869.9 129.22 790.1

27.69 932.5 27.69 846.9 138.45 857.7 138.45 779.0

36.92 934.7 36.92 848.9 147.68 845.1 147.68 767.5

46.15 934.9 46.15 849.1 156.91 832.0 156.91 755.7

55.38 933.3 55.38 847.6 166.14 818.8 166.14 743.6

64.61 929.9 64.61 844.6 175.37 805.4 175.37 731.5

73.84 925.0 73.84 840.1 184.6 792.1 184.6 719.4

83.07 918.7 83.07 834.3 193.83 779.0 193.83 707.5

92.3 911.0 92.3 827.4 203.06 766.2 203.06 695.9

101.53 902.1 101.53 819.3 212.29 753.8 212.29 684.7

110.76 892.3 110.76 810.4 221.52 742.0 221.52 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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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중수로 37 봉 핵연료의 각 링별 출력 분포 및 연소도 분포

Ring Identification 외환봉 중간봉 내환봉 중심봉

Radial Power Factor

at Pu Peak

(42.5 FPD, 1008.3 MWD/tU)
1.1394 0.9104 0.8003 0.7643

at Discharge

(171.8 MWh/kgU= 7158 MWD/tU)
1.1171 0.9236 0.8343 0.8034

Radial Burnup Factor

at Pu Peak

(42.5 FPD, 1008.3 MWD/tU)
1.1384 0.9112 0.8013 0.7654

표 5.4.4 연료봉 각 링에 대한 출력-연소도 이력

외환봉 중간봉 내환봉 중심봉

연소도
(MWh/kg(U))

선출력
(kW/m)

연소도
((MWh/kg(U))

선출력
(kW/m)

연소도
(MWh/kg(U))

선출력
(kW/m)

연소도
(MWh/kg(U))

선출력
(kW/m)

10.51 58.92 8.41 47.08 7.40 41.38 7.06 39.52

21.01 59.34 16.82 47.41 14.79 41.68 14.13 39.80

31.52 59.61 25.23 47.63 22.19 41.87 21.19 39.99

42.03 59.75 33.64 47.74 29.58 41.97 28.26 40.08

52.54 59.77 42.05 47.76 36.98 41.98 35.32 40.09

63.04 59.66 50.46 47.67 44.38 41.91 42.39 40.02

73.55 59.45 58.87 47.50 51.77 41.76 49.45 39.88

84.06 59.13 67.28 47.25 59.17 41.54 56.52 39.67

94.57 58.73 75.69 46.92 66.56 41.25 63.58 39.39

105.07 58.24 84.10 46.53 73.96 40.90 70.65 39.06

115.58 57.67 92.51 46.08 81.36 40.51 77.71 38.69

126.09 57.04 100.92 45.58 88.75 40.06 84.78 38.26

136.60 56.35 109.33 45.02 96.15 39.58 91.84 37.80

147.10 55.61 117.75 44.43 103.54 39.06 98.90 37.30

157.61 54.83 126.16 43.81 110.94 38.51 105.97 36.78

168.12 54.02 134.57 43.17 118.34 37.94 113.03 36.24

178.63 53.19 142.98 42.50 125.73 37.36 120.10 35.68

189.13 52.34 151.39 41.82 133.13 36.76 127.16 35.11

199.64 51.49 159.80 41.14 140.52 36.16 134.23 34.54

210.15 50.64 168.21 40.46 147.92 35.57 141.29 33.97

220.66 49.80 176.62 39.79 155.32 34.98 148.36 33.40

231.16 48.98 185.03 39.14 162.71 34.40 155.42 32.85

241.67 48.19 193.44 38.50 170.11 33.85 162.49 32.32

252.18 47.44 201.85 37.90 177.50 33.32 169.55 31.82

262.69 46.73 210.26 37.34 184.90 32.82 176.62 31.35

273.19 46.08 218.67 36.82 192.30 32.36 183.68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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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5 극한채널 각 다발의 출력 및 연소도 분포

BD1 BD2 BD3 BD4 BD5 BD6 BD7 BD8 BD9 BD10 BD11 BD12

Axial Power
density 0.015 0.056 0.085 0.104 0.119 0.128 0.128 0.119 0.102 0.079 0.049 0.013

Axial Power
(kW) 111.8 406.1 619.7 761.4 874.0 935.0 935.0 875.6 744.9 577.5 363.8 95.3

Axial Burnup
(MWh/kgU) 42.6 100 136.1 157.1 170.7 183.7 183.8 170.7 193.1 225.3 225.3 193.1

표 5.4.6 극한채널 각 다발 별 열수력 조건

BD1 BD2 BD3 BD4 BD5 BD6 BD7 BD8 BD9 BD10 BD11 BD12

HTC (Outer)
(kW/m2-C) 54.0 53.5 53.0 52.6 52.2 59.5 63.6 65.7 65.8 63.2 64.9 66.7

HTC (Inter)

(kW/m2-C)
54.0 53.5 53.0 52.6 52.1 52.4 60.0 62.6 63.2 61.1 63.8 66.5

HTC (Inner)

(kW/m2-C)
54.0 53.5 53.0 52.6 52.1 51.8 55.3 61.0 61.9 60.0 63.2 66.3

HTC(Center)

(kW/m
2
-C)

54.0 53.5 53.0 52.6 52.1 51.7 53.9 60.5 61.5 59.7 63.1 66.3

BD1 BD2 BD3 BD4 BD5 BD6 BD7 BD8 BD9 BD10 BD11 BD12

Coolant Pres
(MPa) 10.83 10.78 10.73 10.68 10.64 10.59 10.55 10.51 10.46 10.41 10.34 10.25

Coolant Temp
(K) 541.0 544.5 549.8 556.2 563.3 570.6 577.1 582.6 586.7 587.1 586.5 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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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7 극한채널의 핵분열생성물 전체재고량 (total inventory) 결과

ISOTOPE BD 1 BD 2 BDE 3 BD 4 BD 5 BD 6 BD 7 BD 8 BD 9 BD 10 BD 11 BD 12 CHANNEL

CS 137 4.2 9.9 13.5 15.5 16.9 18.2 18.2 16.9 19.1 22.2 22.1 18.6 195.2

CS 138 239.7 870.4 1328.4 1632.0 1801.1 1835.4 1835.2 1802.6 1596.7 1237.9 779.9 204.3 15163.4

I 131 102.3 374.1 574.1 706.4 754.9 737.1 736.9 754.9 691.5 535.1 336.3 87.2 6390.6

I 132 157.7 572.7 874.0 1073.9 1157.0 1144.8 1144.6 1157.3 1050.6 814.5 513.1 134.4 9794.7

I 133 245.7 892.1 1361.6 1673.3 1786.8 1747.9 1747.5 1786.9 1636.6 1269.0 799.4 209.4 15156.2

I 134 277.3 1006.9 1536.6 1887.9 2061.3 2073.4 2073.1 2062.5 1847.0 1432.0 902.1 236.3 17396.2

I 135 230.9 838.4 1279.6 1572.5 1683.0 1652.0 1651.6 1683.2 1538.1 1192.5 751.2 196.8 14269.7

I 137 127.7 464.1 708.2 870.1 998.8 1068.4 1068.4 1000.5 851.2 659.8 415.7 108.9 8341.6

KR 83M 19.1 69.3 105.8 130.0 140.3 139.2 139.2 140.4 127.2 98.6 62.1 16.3 1187.3

KR 85M 46.5 168.9 257.7 316.7 339.5 333.9 333.9 339.6 309.8 240.2 151.3 39.6 2877.4

KR 85 0.5 1.2 1.6 1.9 2.0 2.2 2.2 2.0 2.3 2.7 2.6 2.1 23.3

KR 87 90.8 329.9 503.4 618.5 671.1 669.9 669.8 671.4 605.1 469.1 295.6 77.4 5672.1

KR 88 127.9 464.5 708.9 871.1 936.8 924.9 924.8 937.0 852.1 660.7 416.2 109.0 7934.0

KR 89 173.5 630.2 961.6 1181.5 1356.0 1450.1 1450.1 1358.3 1155.8 896.0 564.5 147.9 11325.4

RU 103 120.0 437.0 663.8 809.0 869.1 867.9 867.9 869.1 832.1 673.5 429.4 109.5 7548.3

RU 106 7.3 18.8 26.2 30.5 33.1 35.1 35.2 33.1 36.4 39.5 35.4 19.2 349.6

SR 89 169.2 597.3 895.6 1083.5 1166.2 1177.2 1177.3 1166.2 1142.5 961.1 629.2 162.4 10327.7

SR 90 4.2 9.8 13.3 15.4 16.7 18.0 18.0 16.7 18.9 22.0 21.9 18.4 193.3

TE 131M 13.2 47.8 72.9 89.6 95.7 93.6 93.5 95.7 87.7 68.0 42.8 11.2 811.8

TE 131 94.8 344.2 525.2 645.3 716.7 736.0 735.9 717.4 631.3 489.4 308.3 80.8 6025.1

TE 132 156.1 567.2 867.2 1065.7 1138.8 1111.7 1111.4 1138.8 1042.6 808.6 509.0 133.0 9650.0

TE 133M 107.2 389.5 594.4 730.2 796.6 800.3 800.2 797.0 714.5 553.9 348.9 91.4 6724.0

TE 133 146.5 532.2 812.1 997.8 1128.1 1183.9 1183.8 1129.7 976.1 756.8 476.8 124.9 9448.7

TE 135 129.6 471.0 718.8 883.1 1013.8 1084.4 1084.4 1015.5 863.9 669.7 421.9 110.5 8466.9

XE 133M 6.9 25.2 38.5 47.4 50.6 49.4 49.4 50.6 46.3 35.9 22.6 5.9 428.8

XE 133 226.2 824.0 1262.0 1551.6 1658.1 1618.6 1618.2 1658.1 1518.3 1176.3 740.0 192.8 14043.8

XE 135M 40.4 146.9 224.1 275.3 309.8 323.1 323.1 310.2 269.4 208.8 131.6 34.5 2597.2

XE 135 26.3 95.6 146.0 179.4 191.8 188.0 188.0 191.8 175.4 136.0 85.7 22.4 1626.4

XE 137 234.0 850.2 1297.4 1594.0 1828.9 1955.0 1955.0 1832.0 1559.4 1208.9 761.6 199.5 15275.7

XE 138 231.3 840.1 1282.0 1575.0 1775.3 1856.1 1856.0 1777.7 1540.9 1194.6 752.6 197.2 14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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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8 극한채널의 핵분열생성물 간극재고량 (gap inventory) 결과

ISOTOPE BD 1 BD 2 BDE 3 BD 4 BD 5 BD 6 BD 7 BD 8 BD 9 BD 10 BD 11 BD 12 CHANNEL

CS 137 0 0 0.03 0.45 1.22 1.38 1.45 1.37 1.23 0.26 0.01 0.01 7.41

CS 138 0 0 0.01 0.33 1.91 3.56 3.76 2.26 0.62 0.02 0 0 12.47

I 131 0 0.01 0.14 4.4 15.75 20.84 21.44 17.37 7.5 0.29 0.01 0 87.74

I 132 0 0.01 0.3 9.34 31.31 41.91 43.14 34.47 15.45 0.62 0.01 0 176.57

I 133 0 0.01 0.11 3.79 18.44 28.49 29.64 21.13 6.93 0.23 0.01 0 108.77

I 134 0 0 0.03 0.91 5.12 9.25 9.75 6.02 1.7 0.05 0 0 32.82

I 135 0 0 0.06 2.04 10.7 17.81 18.66 12.44 3.78 0.12 0 0 65.62

I 137 0 0 0 0.04 0.23 0.45 0.47 0.27 0.07 0 0 0 1.52

KR 83M 0 0 0 0.03 0.2 0.35 0.37 0.23 0.06 0 0 0 1.25

KR 85M 0 0 0 0.13 0.73 1.29 1.36 0.85 0.24 0.01 0 0 4.61

KR 85 0 0 0 0.04 0.12 0.13 0.14 0.13 0.11 0.02 0 0 0.7

KR 87 0 0 0 0.14 0.77 1.41 1.49 0.91 0.25 0.01 0 0 4.99

KR 88 0 0 0.01 0.28 1.59 2.85 3.01 1.87 0.53 0.02 0 0 10.17

KR 89 0 0 0 0.05 0.32 0.64 0.67 0.38 0.1 0 0 0 2.18

RU 103 0.03 0.15 1.34 25.33 77.99 108.83 112.27 86.8 51.54 2.6 0.14 0.03 467.06

RU 106 0 0 0.04 0.65 1.88 2.12 2.24 2.14 1.82 0.33 0.02 0.01 11.24

SR 89 0.05 0.25 2.49 38.9 112.91 155.47 160.23 125.2 85.6 5.73 0.26 0.05 687.13

SR 90 0 0 0.02 0.33 0.95 1.09 1.15 1.08 0.94 0.18 0.01 0.01 5.76

TE 131M 0 0 0.01 0.47 1.82 2.46 2.53 2.02 0.82 0.03 0 0 10.16

TE 131 0 0 0.01 0.44 2.5 4.54 4.78 2.93 0.82 0.03 0 0 16.05

TE 132 0 0.01 0.27 8.5 27.28 35.06 36.01 29.87 13.98 0.56 0.01 0 151.56

TE 133M 0 0 0.02 0.74 4.02 7 7.35 4.7 1.37 0.04 0 0 25.23

TE 133 0 0 0.01 0.48 2.82 5.32 5.61 3.32 0.9 0.03 0 0 18.51

TE 135 0 0 0 0.07 0.42 0.83 0.88 0.5 0.13 0 0 0 2.82

XE 133M 0 0 0 0.07 0.34 0.56 0.59 0.4 0.12 0 0 0 2.09

XE 133 0.01 0.02 0.21 6.71 31.71 47.96 49.78 36.15 12.18 0.42 0.02 0 185.16

XE 135M 0 0 0 0.03 0.16 0.31 0.33 0.19 0.05 0 0 0 1.07

XE 135 0 0 0.01 0.34 1.77 2.95 3.09 2.05 0.62 0.02 0 0 10.84

XE 137 0 0 0 0.08 0.48 0.94 1 0.57 0.15 0 0 0 3.22

XE 138 0 0 0 0.15 0.89 1.72 1.81 1.05 0.28 0.01 0 0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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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9 단일채널 사고 과도기간 동안의 각 핵종별 누출량 평가

TIME I-131 I-132 I-133 I-134 I-135 I-137 KR-83M KR-85M KR-85 KR-87 KR-88 KR-89 XE-133M XE-133 XE-135M XE-135 XE-137 XE-138

0.00 87.7 176.6 108.8 32.8 65.6 1.5 1.3 4.6 0.7 5.0 10.2 2.2 2.1 185.2 1.1 10.8 3.2 5.9

0.10 89.9 179.9 113.9 38.9 70.5 4.5 1.7 5.6 0.7 7.0 12.9 6.3 2.2 189.9 2.0 11.4 8.7 11.2

0.21 92.1 183.2 119.3 45.2 75.6 7.6 2.1 6.6 0.7 9.0 15.8 10.5 2.4 194.8 3.0 12.0 14.4 16.7

0.32 94.3 186.6 124.6 51.4 80.6 10.8 2.5 7.7 0.7 11.1 18.6 14.7 2.5 199.7 3.9 12.5 20.1 22.2

0.42 96.5 189.9 129.8 57.6 85.6 13.8 2.9 8.7 0.7 13.1 21.4 18.8 2.7 204.4 4.8 13.1 25.7 27.6

0.53 98.9 193.5 135.5 64.2 90.9 17.1 3.4 9.8 0.7 15.2 24.4 23.3 2.8 209.6 5.8 13.7 31.7 33.3

0.64 101.0 196.8 140.7 70.3 95.9 20.1 3.8 10.8 0.7 17.2 27.2 27.4 3.0 214.3 6.8 14.3 37.2 38.7

0.75 103.3 200.2 146.1 76.6 101.0 23.2 4.2 11.8 0.7 19.3 30.0 31.7 3.1 219.3 7.7 14.8 43.0 44.2

0.85 105.4 203.5 151.2 82.7 105.8 26.2 4.6 12.8 0.7 21.2 32.8 35.7 3.3 223.9 8.7 15.4 48.4 49.5

0.95 107.6 206.8 156.3 88.7 110.7 29.2 5.1 13.8 0.8 23.2 35.5 39.8 3.4 228.7 9.6 16.0 54.0 54.8

1.06 109.7 210.1 161.5 94.8 115.6 32.3 5.5 14.8 0.8 25.2 38.3 43.9 3.6 233.4 10.5 16.5 59.5 60.1

1.16 111.9 213.4 166.7 100.9 120.6 35.3 5.9 15.8 0.8 27.2 41.0 48.0 3.7 238.1 11.4 17.1 65.0 65.4

1.26 114.0 216.6 171.9 107.0 125.5 38.3 6.3 16.8 0.8 29.2 43.8 52.1 3.9 242.9 12.4 17.6 70.5 70.7

1.37 116.2 219.9 177.1 113.1 130.4 41.3 6.7 17.8 0.8 31.1 46.5 56.2 4.0 247.6 13.3 18.2 76.0 76.0

1.48 118.4 223.3 182.4 119.4 135.5 44.4 7.1 18.8 0.8 33.2 49.4 60.4 4.2 252.5 14.3 18.8 81.8 81.6

1.58 120.6 226.6 187.6 125.5 140.4 47.5 7.6 19.8 0.8 35.2 52.2 64.5 4.3 257.3 15.2 19.3 87.3 86.9

1.69 122.8 230.1 193.0 131.8 145.5 50.6 8.0 20.8 0.8 37.2 55.0 68.8 4.5 262.2 16.2 19.9 93.0 92.4

1.81 125.3 233.9 199.0 138.9 151.2 54.1 8.5 22.0 0.8 39.5 58.2 73.5 4.7 267.7 17.2 20.5 99.5 98.6

1.94 128.1 238.2 205.8 146.9 157.6 58.0 9.0 23.3 0.8 42.1 61.8 78.9 4.8 273.9 18.4 21.3 106.7 105.5

2.05 130.4 241.6 211.2 153.2 162.7 61.2 9.4 24.3 0.8 44.2 64.7 83.1 5.0 278.8 19.4 21.8 112.4 111.1

•

10.91 889.5 1398.0 2037.5 2305.9 1895.9 1131.9 155.7 376.8 2.9 745.3 1039.2 1536.7 57.0 1946.3 348.0 218.2 2072.2 1995.8

11.02 891.8 1401.5 2043.0 2312.3 1901.1 1135.1 156.1 377.9 2.9 747.3 1042.1 1541.0 57.1 1951.3 349.0 218.8 2078.1 2001.4

11.13 2012.2 3247.0 4395.8 4744.6 4006.8 2265.9 319.0 777.0 5.8 1523.0 2135.5 3076.6 120.7 4383.3 702.0 468.7 4150.0 4023.4

11.24 2013.7 3249.1 4399.6 4749.4 4010.6 2268.4 319.3 777.8 5.8 1524.6 2137.7 3079.9 120.8 4386.5 702.7 469.2 4154.5 4027.7

11.34 2015.1 3251.2 4403.3 4754.0 4014.2 2270.7 319.7 778.6 5.8 1526.1 2139.8 3083.0 120.9 4389.6 703.4 469.6 4158.7 4031.8

11.44 2016.5 3253.2 4407.0 4758.6 4017.8 2273.0 320.0 779.3 5.8 1527.6 2141.9 3086.2 121.0 4392.7 704.1 470.0 4163.0 4035.9

11.54 2017.9 3255.2 4410.7 4763.3 4021.4 2275.4 320.3 780.1 5.8 1529.2 2144.0 3089.4 121.2 4395.8 704.9 470.4 4167.3 4040.0

11.64 2019.3 3257.3 4414.4 4768.0 4025.1 2277.8 320.6 780.9 5.8 1530.7 2146.2 3092.6 121.3 4399.0 705.6 470.8 4171.7 4044.2

11.74 2071.7 3334.6 4544.7 4918.8 4149.0 2348.2 331.0 806.1 5.9 1580.2 2215.7 3188.3 125.0 4516.6 727.8 484.8 4300.7 4171.3

11.85 2073.3 3336.8 4548.7 4923.9 4153.0 2350.8 331.4 806.9 5.9 1581.9 2218.0 3191.7 125.1 4520.0 728.6 485.2 4305.4 4175.8

11.96 2199.9 3502.3 4915.9 5440.9 4530.4 2632.5 367.0 891.1 6.4 1754.4 2453.4 3573.9 136.3 4787.5 812.9 525.1 4820.2 4660.6

12.07 2201.2 3504.2 4919.3 5445.1 4533.7 2634.5 367.3 891.7 6.4 1755.8 2455.3 3576.7 136.4 4790.4 813.6 525.4 4824.0 4664.2

12.17 2324.2 3663.5 5278.4 5955.0 4904.1 2913.3 402.5 974.7 6.9 1926.3 2687.6 3954.9 147.4 5048.2 897.0 564.3 5333.5 5143.7

12.27 2352.0 3705.7 5344.4 6030.3 4966.3 2948.6 407.7 987.3 7.0 1950.9 2722.2 4002.9 149.2 5109.3 908.1 571.4 5398.2 5207.4

12.37 2361.8 3720.6 5367.7 6057.4 4988.3 2961.7 409.5 991.7 7.0 1959.7 2734.5 4020.7 149.9 5130.8 912.2 573.9 5422.2 5230.7

12.48 2393.2 3768.9 5444.0 6148.7 5060.7 3008.7 415.7 1006.5 7.1 1989.3 2775.2 4084.5 152.1 5200.6 926.4 582.1 5508.2 5312.6

12.60 2424.6 3816.9 5520.0 6239.9 5133.0 3055.6 421.8 1021.1 7.2 2018.8 2815.9 4148.1 154.2 5270.2 940.7 590.3 5594.1 5394.3

12.71 2425.7 3818.6 5522.9 6243.4 5135.8 3057.3 422.1 1021.7 7.2 2019.9 2817.5 4150.4 154.3 5272.7 941.2 590.7 5597.2 5397.3

12.82 2454.4 3862.1 5591.1 6320.7 5200.0 3093.0 427.4 1034.7 7.3 2045.2 2853.2 4198.9 156.2 5335.8 952.5 598.0 5662.6 5461.9

12.93 2456.8 3865.8 5597.1 6327.7 5205.7 3096.4 427.9 1035.8 7.3 2047.5 2856.4 4203.5 156.4 5341.2 953.5 598.6 5668.8 5467.9

13.03 2457.9 3867.3 5599.8 6330.9 5208.2 3098.0 428.1 1036.4 7.3 2048.6 2857.8 4205.7 156.5 5343.6 954.0 598.9 5671.7 5470.7

13.13 2460.3 3871.0 5605.7 6337.9 5213.9 3101.4 428.5 1037.5 7.3 2050.9 2861.0 4210.3 156.6 5348.9 955.1 599.5 5677.9 5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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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0 CANFLEX-NU 및 CANFLEX-RU의 반경방향 출력 및 연소도 변환비

CANFLEX-NU
Element Power

(at Plutonium Peak) Element Burnup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1.058

0.8707

1.0800

1.0325

1.1342

0.9377

0.8309

0.7941

CANFLEX-RU
Element Power

(at Plutonium Peak) Element Burnup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1.0808

0.8613

1.0390

0.9745

1.1433

0.9107

0.7861

0.7374

표 5.4.11 CANFLEX-NU 및 CANFLEX-RU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결과

FUEL
Inventory (TBq)

Gap Grain Boundary In-Grain Total

CANFLEX-NU 368 24,436 240,047 264,851

CANFLEX-RU 361 19,031 222,898 24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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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2 사고 순간에 전체 노심에서 계산된 I-131의 간극재고량 (TBq)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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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중수로용 37봉 핵연료다발의 극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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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단일극한채널의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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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CANFLEX-NU 다발 각 링 별 선출력-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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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CANFLEX-RU 다발 각 링 별 선출력-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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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압력관 크립 계산용 유한요소모델 개발

중수로 노심을 구성하는 수평 압력관은 운전연수 증가에 따라 크립에 따른 변형이 발생한

다. 이러한 크립 변형은 중수로 운전여유도 및 안전 여유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압력관 크립

변형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 중수로 압력관의 크립 변형을 예측하

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용 구조해석코드인 ABAQUS 를 이용하여 압력관 크립 계산용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원자로 압력관 크립 관련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압력관 조사 크립 및 크립

성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단일 압력관에 대한 반경방향 크립 계산용 서브

루틴을 생산하고 ABAQUS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1. 원자로 압력관 크립 관련 문헌 조사 및 데이터 수집

Fugen 중수형 원자로 압력관의 조사 크립 및 성장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ATR Fugen 원자로는 열처리된 Zr-2.5wt% Nb 합금으로 만들어진 224 개의 수직 압력관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압력관은 조사 크립 및 성장으로 인해 미소 변형을 나타냄이 보고되었다. 압력관의

조사 크립 및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1977 년 PSI, 1987 년 ISI 가 실시되었으며 압력관 내경 측정

결과를 그림 5.5.1 에 나타내었다. 1979-1987 년 동안의 조사로 인한 Diametral creep 변형율은

0.25 %로 측정되었으며 결과는 그림 5.5.2 와 같다. 압력관의 화학적 조성은 Nb: 2.4-2.8 wt%, O2:

900-1300 ppm, H2: max. 25 ppm 이며, 압력관의 기계적 물성은 다음과 같다.

Ÿ UTS: ≫537MPa at 300℃, ≫763MPa at RT

Ÿ 항복응력: ≫392MPa at 300℃, ≫529MPa at RT

Ÿ 연신율: ≫10% at 300℃ and RT

2. 단일 압력관에 대한 반경방향 크립 계산용 유한요소모델 개발

가. 크립 계산용 서브루틴 생산

Fugen 원자로 압력관의 Creep 및 Growth 예측을 위해 사용된 P. A. Ross-Ross

식을 이용하여 ABAQUS 모델의 서브루틴을 그림 5.5.3 과 같이 생산하였다. 서브루틴 개

발에 적용된 식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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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단일 압력관 반경방향 크립 계산 위한 Ross-Ross Eq.

 ×    

Ÿ 실린더 형상의 Mises Criterion에 따른 등가응력, 

    
     

     
 

이때, 내압에 의한 압력관의 축방향 응력은 무시할 수 있고, thin ring으로 가정할

때 반경방향 응력 또한 무시 할 수 있으므로      가 된다. 따라서 Ross-Ross 식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여기서 는 Creep rate(h-1), 는 중성자속(n/m2s), 는 hoop stress(MPa), 그리고 T

는 온도, 는 Metal creep에서 적용되는 Mises equivalent stress이다.

나. 유한요소 모델링을 위한 압력관 Configuration 조사

압력관의 제원 및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압력관 모델 형상은 그림 5.5.4 와

같다.

Ÿ 제원: 길이 6.36 m, 내경 103.4 mm, 두께 4.19 mm, 무게 614 kg

Ÿ 일단 고정, 일단 단순지지

Ÿ Spacer Support를 통해 Calandria 튜브와의 간격 유지

다. 반경방향 크립 모사를 위한 2 차원 모델 및 해석 결과

개선된 Ross-Ross eq.을 이용하여 압력관 2D 모델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개

발한 유한요소 모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Ÿ Visco Analysis: 크립 상수 대신 상기와 같이 수정된 계산 모형 입력

Ÿ 1/4 모델, 핵연료 무게 무시

Ÿ 유한 요소: CPE4R (Quadratic 형상의 Linear Plane-strain 요소)

Ÿ Boundary Condition: 일단 고정, 일단은 단순지지

Ÿ Internal Pressure: 10 MPa

Ÿ 원자로 온도: 280℃ 가정

Ÿ Fast neutron flux: Ave. 3×1017 n/m2s (> 1MeV)

Ÿ 조사기간: 1200 일 가정

위의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가 그림 5.5.5와 그림 5.5.6에 나타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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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00일 동안의 조사기간 동안 압력관의 hoop strain은 약 0.012 임을 알 수 있다.

3. 연구결과 활용 및 결론

중수로의 운전연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압력관 크립변형은 운전 중인 중수원전의 운전

여유도 및 안전 여유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경우, 중

수로 압력관의 크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크립 변형 자료가 필요한

경우 외국 기술에 의존하여 기술료를 지불하고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하여 개발된 압력관 크립 평가용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운전연수 증가에 따라 진행되는 압

력관 크립변형을 예측하는 기반기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크립에 따른 압력관 변형을 정확

하게 예측함므로써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해석 기반기술 개발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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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Fugen 압력관 내경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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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Fugen 압력관 조사크립/성장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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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3 압력관 크립 계산을 위한 서브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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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관의 형상 (b) 압력관 모델링

그림 5.5.4 압력관 형상 및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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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조사 기간에 따른 압력관 반경방향 조사 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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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6 압력관 Hoop Stres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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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를 통해 중수로 안전성 최적평가 기반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창의적이고 우

수한 연구 결과들을 생산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1. 중수로용 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코드 개발

공명핵종의 상호 간섭모델을 고려한 코드 개선, Removal 단면적 수정 및 단일봉 충돌확률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한 단일격자 실험자료를 이용한 격자코드 검증,

격자코드 이용 노물리변수 계산 및 기포반응도 비교 평가 및 CANDU 6 격자에 대해

WIMS-CANDU 이용 노물리 격자 해석을 수행하였다. 제 1 단계서는 WIMS-CANDU 의 공

명계산에서의 모델 개선과 계산의 정확도향상, 실험 자료를 이용한 검증, 다른 격자코드와의 비

교 평가 등이 수행되었으며, 기포반응의 오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WIMS-CANDU 를

이용한 노심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RFSP와의 연계모듈을 개발 중이며, 차기 2단계에서는

WIMS-CANDU 를 이용하여 중수로 안전현안인 냉각재 기포반응도의 오차 및 불확실도 정량

화를 위하여 DCA, ZED-II 실험자료등 기포반응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WIMS-CANDU 의

검증과 동시에 기포반응도 불확실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 차년도에는 기존의

POWDERPUFS-V/RFSP 노심해석체계를 대체할수 있는 WIMS-CANDU/RFSP 노심해석

체계를 완료하여 노심계산을 수행하여 노물리 변수 및 시간평균모델에 대한 평가 및 정량화된

기포반응도를 이용하여 CANDU 6 노심에 대하여 출력펄스를 계산하여 WIMS-IST/RFSP 와

의 비교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2.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해석 방법론 개발

핵연료다발 내 중성자속의 국부교란 영향고려 상세 해석방법론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중성

자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중수로의 압력관 크립 현상에 대한 중수로 격자에서의 노물리/노심

영향을 평가하였다.

압력관크립에 대해 HELIOS, McCARD 코드 이용 새로운 Monte-Carlo 연소방법 적용한

기준해 생산 및 반응도변화 분석과 0 %, 2.5 %, 5 %의 압력관 크립시 편심에 따른 노물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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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교평가를 수행하여 압력관변형의 노물리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노후화된 조절봉의 연소효

과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다.

3.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해석 기반기술 개발

복합열전달 및 지르코늄-증기 화학반응 CFD 해석모형 개발, CATHENA/CFX 계산 및 실

험결과와 비교, 채널내 복사열전달 모델, VFM 생산, 가상열전달 과도조건해석 검증 등

LBLOCA 시 변형 핵연료채널 모형을 개발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입수된 고온/고압 채널실험

자료와 검증하였다.

크립발생 전/후에 대한 NUCIRC 를 이용한 열수력 해석방법론 체계 구축과, 정상상태 열수

력 단일채널 및 회로 해석을 통해 크립 발생 압력관이 열수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

다. 또한, 단일채널 사고해석의 핵연료봉 자료 생산 및 핵분열생성물 누출 평가를 수행하여 핵

연료봉 해석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한 핵연료채널 실험자료의 DB 를 구

축하였다.

제 2 절 관련분야 기여도

1. 해석분야별 기여도

중수로의 노물리 해석에 적합한 코드인 WIMS-CANDU 를 개발 및 검증하여 출력계산을

위한 WIMS-CANDU/RFSP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국내 기술력 확보와 기술 자립화에 필수적

인 중수로 안전해석 방법론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CANDU 6 격자의 노물리 특성을 평가하여

중수로 노심의 기포반응도에 대한 불확실도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WIMS-CANDU 는 2

차원 수송방정식을 푸는 격자코드로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방법론에 기반한 모델을 개선함으로

서 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음. 캐나다 중수로 설계 및 안전해석용 코드인 WIMS-AECL 과

비교할 때 모든 노물리 변수에서 같은 경향의 결과를 보이며, 그 차이는 미미함. 따라서 실험자

료와의 검증 및 몬테카를로 코드인 MCNP 와의 벤치마킹을 통한 검증이 수행된 후 안전해석

및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임.

최근에 중수로의 반응도 기구 해석은 캐나다의 DRAGON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으

며, DRAGON 코드를 이용한 증분단면적을 생성하여 노심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DRAGON

을 이용하여 WIMS-CANDU/DRAGON/RFSP를 이용한 노심해석에 기여하였음.

압력관변형을 고려한 노물리/노심 격자해석에서는 지속적인 중성자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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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의 압력관 크립 현상에 대한 중수로 격자에서의 노물리/노심 영향 평가함으로써 가동중

중수로의 압력관 크립에 따른 노물리 영향 평가에 기여하였음.

조절봉 연소효과 예비평가에서는 중수로에 설치된 조절봉 연소가 중수로 노심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여 중수로 노심 해석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였음.

노심 및 열수력해석 연계모듈개발에서는 WIMS-CANDU/RFSP와 HELIOS/RFSP 이용

노심 계산 및 RFSP/NUCIRC 결합모듈을 개발하여 계산의 신뢰도 개선에 기여하였음

복합열전달 및 지르코늄-증기 화학반응 CFD 해석모형 검증에서는 지르칼로이/증기 산화

반응 모사를 위한 CFD 해석 모델 검증, LBLOCA 시 변형채널 내 복합열전달 검증실험인

CS28-2의 과도상태 CFD 해석, 복합열전달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FD 입력 민감도 분석,

포물선형 산화반응 상관식의 수치학적 모델링을 통한 지르코늄-증기 화학반응 CFD 해석모형

개발, CATHENA 및 CFX 코드 해석모형에 의한 CS28-2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중수로 핵

연료채널 내 3차원 복합열전달 현상 모사에 기여하였음.

변형 핵연료채널 사고해석 모델개선 및 검증에서는 경년열화로 크립 변형된 핵연료 채널내

의 과도 열수력현상 해석용 변형 핵연료채널 모델개발 및 검증을 통해 변형채널의 사고해석 평

가에 기여하였음.

NUCIRC 이용 단일채널 분석 및 압력관 크립 계산모델 개발에서는 중수로 정상상태 단일

채널해석을 위한 NUCIRC 해석 방법론 체계구축, 압력관 크립변형 가정 방법론 수립, 월성 1

호기에 대한 NUCIRC 단일채널해석, 정상상태 NUCIRC 회로 예비해석을 통하여 압력관 크립

입력자료에 의한 NUCIRC 단일채널해석 및 정상상태 NUCIRC 모델링 방법론을 파악함으로써

중수로 정상상태 단일채널해석 및 회로해석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였음. 또한, 37 봉 및

CANFLEX 핵연료봉의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열수력 특성 분석을 통해 월성 1 호기 설비개선

후, 유효운전연도에 따른 열수력 특성 예측에 기여하였음.

정상상태 및 단일 채널 사고시 연료봉 성능 및 핵분열생성물 누출 평가에서는 정상상태 극

한채널 안전해석 자료 생산 및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평가, 단일채널 사고 시 핵분열생성물 누출

평가, 변형 및 비변형 채널의 핵연료 거동 비교 평가, 범용 구조해석 코드인 ABAQUS 를 이용

하여 압력관 크립 계산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선량계산에 이르는 사고해석 모든 과정의 평

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수로의 해석체계구축에 기여하였음.

2. 중수로 안전성평가 기반기술 확립에 기여도

본 연구개발 결과인 중수로 안전성 최적평가 기반기술 개발은 중수로 관련 안전해석 기술

의 국내 자립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중수로 고유 및 일반안전현안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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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월성 1 호기 설비개선, 중수로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원전 운전 및 운영개선 관련 사

고해석 등에의 활용, 중수원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중수로 원자력 기술수출 등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수로에 대한 외국 선진기술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수로 운영관련 정비/보

수시장의 기술 경쟁력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21

제 7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기술적 측면

중수로 노심해석기술, 채널 해석방법론 개발, 설계기준사고의 채널 건전성평가 등 안전운영

및 가동중 중수로 안전성평가방법론 향상기술과 관련된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중수로 안전성평

가에 대한 자체기술력을 보유하며, 특히 노물리 격자코드개발은 중수로 사고해석을 위한 핵심

기술로 안전현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설비개선 등 규제현안 해결과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임.

제 2 절 경제 산업적 측면

가동 중 중수로 안전성 최적평가, 안전운영, 안전성 평가방법론 향상기술 등과 관련된 중수

로 안전성 최적평가 기반기술의 확보를 통해 가동 중 중수로 원전 고유 및 일반 안전현안 사항

해결 기술의 확보와 필요시 현장에도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선진기술의 의존도를 낮추어

외화 유출을 막고, 한편으로는 중수로 운영관련 정비·보수시장의 기술 경쟁력 증진에 일조할 수

있으며, 또한, 중수로 원전 안전성평가 기반기술은 과거의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다 원전의 안전

성평가 기술수출과 같이 중수로 원전 건설 중인 국가 및 향후 도입예정인 국가에 관련 기술수

출을 도모할 수 있음.

제 3 절 구체적 활용방안

중수로 최적 안전성평가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해외기술의존 탈피와 안전성 평가기술 자립

화에 기여하며 기포반응도 불확실성 개선(GAI9504), 안전해석용 전산코드 대체(GAI99G02),

안전해석의 체계적 Q/A 확립(GAI99G01) 등 중수로 안전현안해결에 활용과, 설비개선, 규제현

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전 및 운영개선 관련 사고해석 등에 활용가능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다.

1. 노물리 격자코드 (WIMS-CANDU) 개발 및 검증

o 노물리 격자코드(WIMS-CANDU)의 최종개발목표는 중수로의 안전현안중 하나인 양의



322

기포반응도 오차 및 불확실도를 정량화하여 냉각재 상실사고 시 출력펄스와 관련된 안전

해석에서의 불확실도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o WIMS-CANDU의 산업체 코드 체계와의 호환을 위해 RFSP-IST (IST: Industrial

Standard Tool)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WIMS-CANDU로부터 핵연료 및 반사체

의 반응단면적을 생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SCM 모델)을 개발하여

WIMS-CANDU/RFSP-IST 노심해석에 활용하고,

o 동 연구를 통해 확보한 최근 코드 및 기술은 중수로의 사고해석,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 등 중수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함.

2.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해석 방법론 개발

o 핵연료다발내 제어봉위치, 핵연료 손상 등과 같은 국부교란 영향을 고려한 노심/열수력

코드 결합 해석모듈 개발을 통해 노심/열수력 코드 통합 안전해석 코드체제를 구축하여

출력계수 생산과 같은 노심/열수력 연계계산이 필요할 경우 해석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계산효율성을 높였음.

o 또한, 크립에 의해 발생하는 핵연료 압력관변형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영향 해석을 통

해 월성 1호기 설비개선,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전 및 운영개선 등에서 요구되는 보다 정

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년화 안전성영향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

o 가동중 중수로 안전성 평가기술 신뢰도 향상과 안전성 평가 수행 결과에 대한 규제적 관

점에서의 중수로의 안전성을 상시 감시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수로형 원전에

대한 확고한 안전성 확보와 중수로 원자력 기술수출에 기여할 수 있음.

3. 핵연료채널 해석방법론 기반기술 개발

o 중수로는 대부분의 냉각재 상실사고시 안전여유도가 핵연료채널 손상과 관련되어 있으므

로 핵연료채널에 대한 사고해석 평가방법론 기술 확보는 중수로가 갖는 고유의 압력관

안전성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수로 안전해석의 기반기술로 매우 중

요하며, 안전성 평가의 해외기술의존 탈피와 안전성 평가기술 자립화에 기여와 중수원전

의 규제현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전 및 운영개선 관련 사고해석 등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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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o KAERI/AECL 국제협력을 통해 캐나다 AECL이 수행한 실험자료인 28개 핵연료봉의 고

온고압 핵연료채널 실험관련 보고서 3건

- CHAN Thermal-Chemical Experimental Program; 28-element Experiment CS28-1

(Aug. 1992)

- CHAN Thermal-Chemical Experimental Program; 28-element Experiment CS28-2

(Dec. 1993)

- CHAN Thermal-Chemical Experimental Program; 28-element Experiment CS28-3

(Mar. 1996)

o 열수력 실험결과(Zircaloy/증기 화학반응, 복합열전달 관련실험)

- Urabanic & Heidrick (J. Nucl. Mater. 1978)

- Baker & Just (ANL-6548, 1962)

- Cathcart & Pawel (ORNL/NUREG-17, 1977)

- Leistikow & Schanz (SAM-COLOSS-P043, 2003)

- Prater & Courtright (NUREG/CR-4889, 1987)

- LOCA 사고의 Refill 단계에서의 성층이상류에서의 핵연료채널 해석 실험 (3건)

- 저속 냉각재 Boildown 상부에서의 원주방향 압력관 온도변화 측정 실험 (3건)

- 성층이상류에서의 원주방향 압력관 온도변화 측정 실험 (3건)

- 기타 복사열전달 모사 및 접촉열전달계수관련 논문 (3건)

o SBLOCA RD-14M 실험결과 수집 자료

- B9006 (7 mm 입구모관 파단 / 피더크기 파단 모사): 파단방출, 고압 안전주입, 이차측

압력 감소, 충수, 저압 안전주입, 냉각수펌프 감쇄, 자연순환 모사

- B9802 (3 mm 입구모관 파단): 상대적으로 완만한 일차측 압력 감소, 채널내 비등,

증기발생기 내 reflux condensation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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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
/권
/호

주관단체
연구
(발표)자

국내 발표

1

CFX Simulation of High
Temperature
Thermal-Chemical Experiment:
CS28-2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2007
한국원자력
학회

김형태

2
Assessment of netronic
characteristic on ZED-II using
WIMS-CANDU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2007
한국원자력
학회

김원영

3
Benchmark Test of the
Zircaloy/Steam Oxidation by
CFX-10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2007
한국원자력
학회

김형태

4
Equivalence reactions dor
resonance integral calculation
in WIMS-CANDU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2007
한국원자력
학회

김원영

5
An Evaluation of a Fission
Product Inventory for CANDU
Fuels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2007
한국원자력
학회

정종엽

6
Generation of a View Factor
Matrix for a High Temp
Thermal-Chemical Experiment

학국에너지공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2007
한국에너지
공학회

이보욱

7

A Validation of the
CATHENA Fual Model for
Post Blowdown Analysis
against a High Temp
Thermal-chemical experiment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2007
한국원자력
학회

이보욱

8

Transient Moderator
Simulation Using CFX-10
CAMO, a CANDU Moderator
Analysis Model Based on a
Coupled Solver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2007
한국원자력
학회

윤철

9
Neutronic Impact of Pressure
Tube Creep in a CANDU
Lattice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2007
한국원자력
학회

김학성

10
Fuel management study for a
CANDU reactor using New
Physics Codes Suites

한국원자력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2008
한국원자력
학회

김원영

11
Assessment of Neutronics
Characteristics of a CANDU
Lattices

한국원자력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2008
한국원자력
학회

김원영

12

Steady-State Calculation of
RD-14M Small Break LOCA
Experiments by CATHENA
Code

한국원자력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2008
한국원자력
학회

김형태

부록 I : 연구성과 세부목록

1. 논문게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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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층이상류하에서 핵연료채널
열수력현상에 대한 중수로형
핵연료채널 모델개선

학국에너지공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2008
한국에너지
공학회

이보욱

14
A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djuster Rod Depletion
Effect in the CANDU Reactor

한국원자력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2008
한국원자력
학회

김용희

15
중수로 최신 노물리 시스템을
이용한 월성1호기 핵연료교체
및 관리

2008
노심관리기술워크샵

2008 KHNP 김원영

16
Impact of Pressure Tube
Creep on Physics Parameters
in a CANDU Lattice

2009 중수로 안전성
향상 워크샵

2009
중수로안전
연구회

노규홍

17

Monte Carlo Assessment of
Neutronic Impact of Pressure
Tube Creep in a CANDU
Lattice

한국원자력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2009
한국원자력
학회

노규홍

18

Assessment of Fission
Product Release Following
Stagnation Feeder Break in
CANDU 6

한국원자력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2009
한국원자력
학회

정종엽

19
Thermalhydraulic
Characteristics for Wolsung-1
after retubing

한국원자력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2009
한국원자력
학회

배준호

20

NUCIRC Single Channel
Analysis for Calculating the
Power Coefficients of Wolsong
Unit 1e

한국원자력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2009
한국원자력
학회

윤철

21
MODTURC_CLAS Analysis
for Minimum Subcooling of
Moderator in CANDU6

한국원자력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2009
한국원자력
학회

김형태

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
권
/호

주관단체
연 구
(발표)자

국외 게재

1

A three-dimensional CFD
model for a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liquid
poison injection system of a
CANDU-6 reactor

Nuclear
Technology

2007
/159/
2

ANS 김형태

2

Application of a
Zircaloy/Steam Oxidation
Model to a CFD Code and its
Validation against a CANDU
Fuel Channel Experiment:
CS28-2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007
/44/1
1

Atomic
Energy
Society

김형태

3 Simulation of the internal Nuclear 2007 ANS 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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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 of an inlet 야fuser
assembly for the CANDU-6
moderator analysis

Technology
/160/
3

4
CFX simulation of a
horizontal heater rods test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08
/238/
3

Elsevier 김형태

5

CFX Simulation of High
Temperature
Thermal-Chemical Experiment:
CS28-2

Annals of
nuclear energy

2008
/35/4

Elsevier 김형태

6
Development and analysis of
LOCA sequence accident risk
database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08/
238/4

Elsevier 윤철

7

Development of a CFD model
for the CANDU-6 moderator
analysis using a coupled
solver

Annals of
nuclear energy

2008
/35/6

Elsevier 윤철

8

Validation of the CATHENA
fuel channel model for the
post blowdown analysis
against a high temperature
thermal-chemical experiment
CS28-1,I-steady state

Annals of
nuclear energy

2008
/35/7

Elsevier 이보욱

발표

1

The Rep. of Korea's HWR
activities, and areas of
interest for future cooperation
through the IAEA

9th Meeting of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n Advanced
Technologies
for HWRs 2007

2007 IAEA 박주환

2
Life Extension and Fuel Cycle
Option for CANDU Reactor in
Korea

2007 IAEA 2nd
Consultancy
Meeting

2007 IAEA 정종엽

3
Status on the Recovered
Uranium Fuel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International
Workshop on
Thorium
Utilization

2007 IAEA 정종엽

4

KAERI’s activities on HWR
safety analysis, and
suggestion on the ICSP
activities and work plan

The 1st
Meeting of
ICSP Group

2007 IAEA 김형태

5

Transient Heat Source
Treatment for a CANDU
Moderator Analysis by Using
Juction Box Routine

2007 Japan
ANSYS
Conference

2007 ANSYS 윤철

6

A Three-Dimensional CFD
Model for a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Liquid
Poison Injection System of a
CANDU-6 Reactor

The Third
Sino-Korea
Workshop of a
CANDU-6
Reactor

2007
중국원자
력학회

이보욱

7 Validation of the CATHENA 2007 Int'l 2007 CNS, 이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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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Channel Model for a
Post Blowdown Analysis
against a High Temperature
Thermal-Chemical Experiment
for an Aged CANDU Fuel
Channe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KNS

8

Development of a CFD Model
for a CANDU-6 Moderator
Analysis Using a Coupled
Solver

28th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Nuclear Society

2007 CNS 윤철

9

CFD Simulation of the
Zircaloy/Steam Oxidation in
the CANDU Fuel Channel
Experiments: CS28-2

28th CNS
Annual
Conference

2007
캐나다원
자력학회

김형태

10
Nuclear Power Plant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INPRO Steering
Committee
Meeting

2007 IAEA 박주환

11
Simulation of SBLOCA in
RD-14M during steady state
by CATHENA

The 2nd
Meeting of
ICSP Group

2008 IAEA 김형태

12
Status of CANFLEX
Development in Korea

REUSE
Exploratory
Meeting

2008 IAEA 박주환

13
CATHENA at KAERI (＆
Korea)

CATHENA
User’s Group
Meeting

2008 AECL 김형태

14

Preliminary Analysis of a
Feeder Break and an End
Fitting Failure for a
Recovered Uranium Fuel in
CANDU-6

Water Reactor
Fuel

Performance
Meeting

2008 KNS 정종엽

15

Overview of the Korean
Nuclear Fuel Cycle and
Recovered Uranium Fuel
Program in Korea

IAEA TM on
"Country
Nuclear Fuel
Cycle Profiles"

2008 IAEA 정종엽

16
Blind Calculation of RD-14M
Tests for SBLOCA by
CATHENA Code

The 3rd
Meeting of
ICSP Group

2009 IAEA 김형태

17 HWR Activities at Korea
HWR Technical
Working Group
Meeting

2009 IAEA 박주환

18

Economic Analysi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CANFLEX Fuel Into Wolsong
Units

17th Int'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2009
ASME,
JNS

박주환

19
Monte Carlo and Deterministic
Evaluation pf Pressure Tube
Creep in a CANDU Lattice

30th Annual
CNS Conference

2009
캐나다원
자력학회

김용희

20
Fuel management study for a
CANDU reactor using New

BIEN2009:
INWES Asian

2009 KWSE 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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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s Codes Suites Network

21

Assessment of Reactor
Physics
Characteristics in CANDU
Using
New WIMS/RFSP Interfaces

BIEN2009:
INWES Asian
Network

2009 KWSE 김원영

22

A Validation of the
CATHENA Fuel Model for
Post Blowdown Analysis
against a High Temp
Thermal-Chemical Experiment
CS28-2

30th Annual
CNS Conference

2009 CNS 이보욱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구)자

프
로
그
램

등록

1
중수로 핵연료 경제성평가 프로
그램

한국 2009-10-09 정종엽

2
중수로 핵연료봉 온도계산 프로
그램

한국 2009-10-13 배준호

3 WIMS-CANDU 1.5 한국 2009-10-16 김원영

3. 기술이전 실적

이전기술 내용 업체명
방법

(용역/자문/수탁)
경비(기술료) 기간 비고

트립유효범위해석을
위한 CATHENA

모델
한국수력원자력(주) 용역보고서 제공 없음 2008.1 ~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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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 중수로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1. 중수로 사고해석코드 검증 국제공동연구

n 개요

○ 제목: Comparison of HWR T/H Code Predictions with SBLOCA Experimental Data

○ 총 수행기간: 2007 ～ 2010 (총 4 년)

○ 목적:

중수로 보유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고해석 코드검증을 위해 IAEA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SBLOCA 현상에 대해 사고해석코드의 실험자료와 검증 및 모델 개선

○ 참여국 및 기관

캐나다 (AECL) 중국 (THU), 인도 (AERB, NPCIL), 한국 (KAERI, KINS), 루마니아 (CNE),

아르헨티나 (CNEA, Argentina) 등 6 개국 8 개 기관 참여

n 수행방법 및 결과물

○ 수행방법

• IAEA 주관으로 년 1 회씩 회의개최를 통해 참여 기관별 수행 연구내용 및 결과 발표

• 실험결과와 비교

- 각 참여기관 보유 코드를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수행된 실험모의 및 결과 비교

- AECL의 RD-14M 실험결과인 소형배관 파단모의 실험 2 건 모사

(B9006: 7 mm 입구모관 파단사고, Blowdown, B9802: 3 mm 입구모관 파단사고)

- 검증 대상 코드: RELAP, MARS, CATHENA, ATMIKA

- Blind Calc. 완료 및 실험 데이터 공개 (2009년)

- Open Calc. 완료 및 TECDOC 작성 (2010년)

○ 최종결과물

• 중수로 국가별 보유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 코드 검증

•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에 대한 안내서 (IAEA-TECDOC) 작성

n 회의추진 현황 (ICSP: International Collaborative Standard Problem)

○ 2009.8.26-28: - 제1차 ICSP 전문가회의 (IAEA 오스트리아 본부)

- ICSP 수행 방법 및 추진 일정 협의

○ 2009.8.26-28: - 제 2 차 ICSP 전문가회의 (AECL, 캐나다 위니펙)

- 정상상태 해석결과 (B9006/B9802) 발표 및 과도상태 해석 방안 협의

○ 2009.8.26-28: - 제 3 차 ICSP 전문가회의 (IAEA 오스트리아 본부)

- 코드 해석결과 발표 및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 계획 수립

○ 2010.11 : - 제 4 차 ICSP 전문가회의 (KAERI, 한국 개최 예정)

- 실험자료와 비교결과 발표 및 코드 개선 방향, TECDOC 작성

n 기대성과: AECL 수행 SBLOCA 실험자료 및 해석 기술 확보



332

2. REUSE 국제협력프로그램

n 개요

○ 제목: Exploratory Conference on a Recycled Uranium Fuel Demonstration Project (REUSE

Project)

○ 목적

중수로에 순환우라늄핵연료 재사용에 대해 관심있는 국가 및 기관들이 참가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함

○ 참여국 및 기관

캐나다 (AECL), 미국 (ORNL, Energy Solution, GE-Hitachi), 일본 (Marubeni), 러시아

(TVEL), 중국 (TQNPC), 한국 (KAERI, KNF), 아르헨티나 (CNEA, Argentina) 등 7 개국 10

개 기관 참여

n 수행방법 및 결과물

○ 수행방법

• 캐나다 AECL 의 주도로 부정기적으로 필요시 회의개최를 통해 중수로에 RU (Recycled

Uranium) 재사용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 회의 결과

- 워킹그룹 구성: Technology, Economic/Business, Government Policy, Regulatory 등 4개

그룹 구성

- 중국의 향후 원전건설 폭주에 따른 많은 우라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RU/DU 혼합 37

핵연료다발을 단기간 개발이 관심

-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RU 공급 및 경제성 분석에 관심

- 캐나다는 프로그램 추진 주관, 아르헨티나 및 한국은 RU 핵연료개발에 관심

○ 최종결과물

• 중수로에 RU 재사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개발

n 회의추진 현황

○ 2008.5.7-8 : - 제 1 차 REUSE 회의 (캐나다, AECL-SP)

- 프로그램 추진방향, 4개 Working Group 형성, 참가국의 관심사 토의

○ 2008.11.9 : - 제 2 차 REUSE 회의 (미국, RENO)

- 경제성평가 수행기관 선정 (GE-Hitachi) 및 향후방향 협의

○ 2009.11.23-24: - 제 3 차 REUSE 회의 (캐나다, 토론토 예정)

n 기대성과:

○ 중수로용 고연소도핵연료 개발 방향설정

○ RE 재사용 관심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핵연료개발 예산/기간 단축 및 중수로용

핵연료 기술 선진화

○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통한 사용후핵연료 저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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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중수로 안전성 최적평가 기반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3가지 연구항목에 대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첫째, 중수로 노물리 코드 개선 및 검증에서는 격자코드인 WIMS-CANDU 를 개선하

여 국제협력으로부터 입수한 노물리 실험자료와 비교 검증하였으며, 중수로 노후화에 따

른 압력관크립이 노물리 및 노심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채널내 노물리 평가방법론

개선을 위한 모델개발과 0%, 2.5% 및 5% 압력관크립에 대한 노물리 해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그동안 수동으로 수행하였던 노물리 변수들의 계산, 특히 출력계수 등과 같이 노

심/열수력 연계계산을 위해서는 연계모듈을 개발하여 계산결과의 신뢰성 및 계산의 편의

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변형압력관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변형채널 내 복합열전달 중

요인자 도출 및 모형 개선방안 도출, 증기-물산화 반응모델 등 CFD 모델 개발과 국제협

력으로부터 입수한 고온 고압 실험자료와 비교/검증을 수행하였으며, CATNENA 코드의

변형채널 해석모델 검증, blowdown 및 post blowdown 시 변형핵연료채널의 안전성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열수력 해석에서는 압력관크립으로 변형된 채널에 대한 회로분석

기술 확립, 단일채널분석을 통한 변형압력관이 열수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포반응도 불확실도 평가, 압력관변형의 노심/열수력/사고해석 영향

평가 등을 통한 사고해석 개선방안에 활용, 중수로 안전성평가 기반 기술 확립에 기여와

중수로 안전현안 해결, 설계/운전 안전해석 코드 개선, 변형채널의 안전성 영향의 규제방

안 설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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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 안전현안, 열수력, 안전해석, 변형핵연료채널,

전산유체역학, 대형냉각재상실사고, 노물리, 기포반응도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3130/2009

Title/Subtitle Development of Realistic Safety Analysis Technology for CANDU Reactor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Park, Joo Hwan (PHWR Safey Research Division, KAERI)

Researcher and
Department

B.W. Rhee, G.H. Rho, J.Y. Jeong, W.Y. Kim, H.T. Kim, J.H. Bae,

Y. Choi, C. Yoon, Y.H. Kim, M.S. Cho, J.S. Jun, M.H. Kim

Publication
Place Korea Publis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Date 2010. 4.

Page 332 p. Figure & Tab. Yes(◦), No( ) Size 21×30 cm

Note

Classified
Open(◦), Restricted( ),
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Contact No.

Abstract (15-20 Lines)

The following 3 research items have been studied to develop and establish the realistic

safety analysis and the associated technologies for a CANDU reactor.

At the first, WIMS-CANDU which is physics cell code for a CANDU has been

improved and validated against the physics criticality experiment data transferred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Also an improved physics model to take into

account th pressure tube creep was developed and utilize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pressure tube creep of 0%, 2.5% and 5% diametral increase of pressure tube on core

physics parameters.

Secondly, the interfacing module between physics and thermal-hydraulics codes has been

developed to provide the enhancement of reliability and convenience of the calculation

results of the physics parameters such as power coefficient which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code systems.

Finally, the important parameters related to the complex heat transfer mechanisms in the

crept pressure tubes were identified to find how to improve the existing fuel channel

models. One of the important parameters such as the oxidation model of Zr-steam reaction

was identified, implemented and verifi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of the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fuel channel and its model was utilized for CFD analysis of the crept

pressure tube effect on the reactor safety. The results were also provided to validate the

CATNENA models of the crept pressure tube and the effects of the pressure tube creep

on the blowdown and post-blowdown phase during LOCA was asse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assess the uncertainty analysis of coolant void

reactivity and the effects of the creep deformed pressure tubes on physics/TH/safety

issues. Also, those results will be used to improve the current design and operational

safety analysis codes, and to technically support the related issues to resolve their

problem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CANDU, Safety Issue, Thermalhydraulics, Safety Analysis, Creep

Deformed Fuel Channel, CFD, LBLOCA, Reactor Physics, Void

Reactivity


	표 제 지
	제 출 문
	보고서 요약서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선진국 연구개발 현황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현황

	제 3 장 중수로안전성 평가용 노물리 격자코드 개발
	제 1 절 격자코드 WIMS-CANDU의 개선 및 검증
	제 2 절  CANDU-6 격자의 노물리 특성 평가
	제 3 절 채널내 노물리 평가 방법론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제 4 장 노물리/열수력 결합 최적해석 방법론 개발
	제 1 절 극심한 비대칭 중성자속 분포를 고려한 노심해석 모델 개발
	제 2 절 압력관 변형을 고려한 노물리 해석
	제 3 절 중수로의 조절봉 연소효과 예비평가
	제 4 절 노심 및 열수력 연계모듈개발

	제 5 장 가동중 중수로 핵연료채널해석 기반기술 개발
	제 1 절 복합열전달 및 지르코늄-증기 화학반응 CFD 해석 모델 개발
	제 2 절 변형 핵연료채널 사고해석코드 모델개선 및 검증
	제 3 절 NUCIRC 이용 단일채널 분석
	제 4 절 정상상태 및 단일채널 사고시 연료봉 성능 및 핵분열생성물 누출 평가
	제 5 절 압력관 크립 계산용 유한요소모델 개발

	제 6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제 2 절 관련분야 기여도

	제 7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8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부록 I : 연구성과 세부목록
	부록 II : 중수로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