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해양부유식 소형 모듈형 

원자로 노심 설계

Design of a Small Modular Reactor Core

for Marine Floating Application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임  슬  기



- ii -

해양부유식 소형 모듈형 

원자로 노심 설계

지도교수 심형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임  슬  기

임슬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주 한 규 (인)

부위원장 심 형 진 (인)

위 원 김 봉 기 (인)



- i -

국문초록

해양부유식 소형모듈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 SMR)

의 연구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형모듈형

원자로의 대다수는 무붕산 운전을 목표로 설계가 되고 있다. 원자

로 내의 출력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잉여 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붕산수 반응도 제어법에 비해, 제어봉과 가연성흡수봉만

을 이용하여 반응도를 제어하는 무붕산 운전 노심은 핵연료 연소

및 제어봉 삽입에 따라 노심내 출력 분포의 변화가 심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붕산 SMR 노심에서는 원자로심의 최대 출력인자를 설

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면서 주기길이가 최대가 되는 가연성흡수

봉 집합체의 설계 및 장전 모형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해양부유식 소형모듈형 원자

로심의 설계를 실시한다. 설계 요구조건은 유효노심높이 2m와 노

심반경 2.8m의 크기를 가지면서 200MW의 열출력으로 핵연료 교

체없이 5년 이상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출력운전 중 최대 잉여반

응도는 5,000pcm이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심 설

계는 2단계로 진행이 된다. 가연성 독물질이 삽입되기 전 최장의

주기를 가지는 유효노심 높이를 확인하고, 가연성 흡수봉을 핵연

료 집합체에 배치하여 연소 중 최대잉여반응도 목표 기준에 맞게

제어한다. 본 연구는 몬테칼로 기법을 사용한 중성자 수송해석 코

드인 McCARD를 이용하여 위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양부유식

소형모듈형 원자로심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 원

자로에서 사용된 독물질인 가돌리니아와 Pyrex 가연성흡수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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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기길이와 최대 잉여반응도 제어 목표를 만족하는 노심을

확인하고, 최적화를 실시한다. 이후 설계된 노심에 대하여 핵특성

분석을 실시한다.

주요어 : 소형모듈형원자로, 무붕산운전, 해양원전, 몬테카를로, McCARD

학 번 : 2018-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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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해양부유식 소형모듈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는 선박 추

진용, 원격지 및 오지의 전력생산 및 난방열 공급, 해수 담수화 등의 목

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이때 여러

기관의 SMR이 1차 계통의 부식을 줄이고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Chemi

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CVCS)을 제거할 수 있는 무붕산 운전 기

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한국전력기술(주)은 Bandi-50

[2] 원자로에서 열출력 200 MWth의 무붕산 운전 원자로안을 개발한 바

있다.

원자로 내의 출력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잉여 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붕산수 반응도 제어법에 비해, 제어봉과 가연성흡수봉만을 이용

하여 반응도를 제어하는 무붕산 운전 노심은 핵연료 연소 및 제어봉 삽

입에 따라 노심내 출력 분포의 변화가 심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붕산 SM

R 노심에서는 원자로심의 최대 출력인자를 설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

면서 주기길이가 최대가 되는 가연성흡수봉 집합체의 설계 및 장전 모형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Bandi-50[2]은 웨스팅하우스사(W/H사)의 17x17 핵연료집합체에서 핵

연료가 장착된 유효높이(active height)를 200 cm로 조정한 후 해당 핵

연료집합체를 원통형으로 37 다발을 장착한 형태로 노심이 구성된다. 이

경우 원자로의 유효반경은 약 74 cm가 되어, 직경 대 높이의 비율이 0.7

4가 되어 원통형원자로의 최적 중성자경제성 비율인 1.08과는 차이가 크

다. 이에 이 연구는 Bandi-50과 유사한 제원 조건에서 핵연료집합체 다

발을 52다발 장착한 SMR 원자로를 설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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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높이가 200 cm일 경우 직경 대 높이 비율은 0.89로 중성자경제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Bandi-50과 동일한 열출력 조건인 200 MWth에

서 핵연료 다발 수가 37개에서 52개로 늘어나 주기길이 요건이 5년 이상

으로 조정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이 연구에서는 노심 설계 요건인 열출력 200 MWth로 5년 이상의 주

기길이를 만족하며, 무붕산 노심 운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출력

운전 동안 노심의 잉여반응도가 5,000 pc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핵

연료집합체에 장전되는 가연성흡수봉 유형으로는 가돌리니아봉을 기본으

로 Pyrex 등의 개수 및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노심

모형을 탐색한다. 이 연구에서 노심 핵특성 및 연소 해석은 몬테카를로

입자수송 해석코드인 McCARD [3]를 이용해 수행한다. 기존의 결정론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몬테칼로 방법론을 사용한 이유는, 현재 설계될

노심은 기존의 상용원자로보다 소형으로 중성자 누설이 많을것으로 예상

되어, 기존의 상용원자로에 맞도록 설계된 코드를 사용하기 보다 몬테칼

로 방법론을 적용하는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이라 생각이 되

며, 향후 새로 개발된 독물질을 사용할 시에도 몬테칼로 방법론은 별도

의 수정 절차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 해서이다.

이 논문의 1장에서는 해양부유식 SMR 원자로심의 설계 배경과 이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소개한다. 2장에서는 노심설계 기준요건을 설명하

고, 설계 기준요건을 만족시키는 유효노심높이 선정결과를 정리한다. 3장

에서는 출력운전 최대 잉여반응도 제어 전략 및 계산결과를 제시한다. 4

장에서는 설계된 노심의 핵특성인 핵연료온도계수, 감속재온도계수, 최대

선출력밀도, 제어봉 제어능 계산과정과 결과를 수록한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 및 의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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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해양부유식 SMR 노심설계 사양

제 1 절 노심설계 기준 요건

이 절에서는 해양부유식 소형모듈형원자로심의 설계기준을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 설계되는 해양부유식 가압경수형 SMR은 열출력은 200 M

Wth이고, 핵연료 교체 없이 5년 이상 운전이 가능 해야한다. 선박 추진

부터, 격오지 전력공급, 해수담수화 설비 작동 등에 필요한 전기출력이 6

0MWe가 필요[2] 하므로, 열효을을 30%를 고려하여 열출력은 200MWth

로 선정한다. 핵연료의 형태는 Zr-Alloy 피복재를 사용하는 UO2 이며 핵연

료 농축도는 최대 5 w/o로 제한된다. 이는 기존의 상용 원자로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

함이다. 핵연료집합체는 W/H사의 17x17 집합체가 사용된다. 17x17 핵연

료 집합체는 16x16 PLUS7 핵연료 집합체보다 제어봉의 구경이 소구경

으로 제어봉의 자기차폐효과 감소가 있어 제어봉의 흡수능력이 좋아지

며, PLUS7의 12발 제어봉이 사라져 최대 고착 제어봉가가 낮아지믈, 제

어봉의 제어능과 제어보의 미세조정이 중요한 무붕산 노심에 좀 더 적합

하므로 W/H사의 17X17 핵연료 집합체를 선정한다. 원자로심에 장전되

는 총 집합체 수는 52다발이다.

노심의 잉여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수용성 중성자 흡수제는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노심의 직경은 2.8M이며 노심의 유효높이는 주기길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180 cm 또는 200 cm 중에서 선정한다.

무붕산 운전노심의 경우 노심의 잉여 반응도의 대부분은 가연성흡수

봉을 이용해 제어되어야 한다. ABB-CE가 EPRI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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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붕산 운전 노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4]에서는 무붕산 노심에서

제어봉이 담당하는 잉여 반응도는 1,000 pcm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제논 평형상태에서 노심의 잉여 반응도 조건을 5,000 pcm 이

하로 완화하여 기존 핵연료 및 가연성흡수봉의 적용성을 늘린다. 이 경

우,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를 위한 제어봉 운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

며, 이에 대한 확인은 이 연구의 범위가 아니다.

표 2.1 노심의 주요 설계요건

구 분 내 용

원자로 종류 가압경수로형

재장전주기 5년 이상

핵연료 형태 UO2

총 집합체수 52개

수용성 중성자 흡수체 사용안함 (무붕산운전)

총 열출력 200 MWth

농축도 5 w/o 이하

핵연료집합체 웨스팅하우스사 17x17

유효노심높이 1.8m 또는 2.0m

출력운전 최대 잉여반응도 5,000 pcm 이내

: 연료봉 : 안내관(GT) 안내관(IT)

그림 2.1 핵연료집합체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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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전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전기 출력은 60MWe을 초과

해야 하고, 원자로 총 열 출력은 200MWth으로 고정한다. 원자로 총 열

출력이 200MWth 이므로 집합체 하나당 약 3.85MWth의 출력을 가져야

한다. 아래 표는 표 2.1은 해양부유식 SMR 노심의 주요 설계 요건이며,

그림 2.1은 설계에 사용된 17x17 핵연료집합체의 단면이고 표 2.2는 핵

연료 집합체의 기본 제원이다.

표 2.2 핵연료 집합체 기본 제원

구 분 수량 반지름 (cm)

연료봉 264
- 핵연료 : 0.41
- 피복재 내경 : 0.42 / 외경 : 0.48

안내관 (Guide Tube) 24 - 내경 : 0.56 / 외경 : 0.60

안내관 (Instrument Tube) 1 - 내경 : 0.56 / 외경 : 0.61

비 고 핵연료 : UO2 4.95 w/o

원자로심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외경은 2.78 m, 배럴 외경은 2.21 m이

며, 배플의 두께는 2.86 cm이다. 그림 2.2는 원자로심의 단면을 나타내

며, 표 2.3은 원자로심의 기본 제원을 나타낸다.

그림 2.2 원자로심 단면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배럴 

핵연료 

집합체

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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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원자로심 기본 제원

구 분 재 질 치 수 (cm)

배플 스테인리스 스틸 - 두께 : 2.86

원자로 배럴 스테인리스 스틸 - 내경 : 209 / 외경 : 221

원자로 압력 용기 카본 스틸 - 내경 : 251 / 외경 : 278

비 고
- 핵연료 온도 : 900K

- 감속재/구조물 온도 : 600K

제 2 절 원자로심 유효높이 선정

5년 이상의 주기길이 요건을 만족시키는 원자로심의 유효높이 결정을

위해 가연성흡수봉을 장전하지 않은 핵연료집합체만을 사용하여 노심의

높이를 180 cm와 200 cm로 변경하면서 McCARD 연소계산을 수행한다.

원자로심 설계시 핵연료 농축도는 5 w/o 미만인 4.95w/o로 설정한다. 평

균 선출력밀도는 10kW/m 이하가 되게 한다.[5] McCARD 노심 임계도

계산시 ENDF/B-VII.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10,000 주기 당 중성자원

모의 개수(histories per cycle), 50회의 수렴주기(inactive cycle), 100회의 유효

주기(active cycle)로 계산을 수행한다. 부록 1은 이 때 사용된 McCARD

입력이다. 그림 2.3은 유효높이 180 cm와 200 cm에 대한 연소에 따른

증배계수 추이이다. 잉여 반응도가 0이 되는, 즉 증배계수가 1이 되는,

주기길이는 유효높이가 180 cm일 때 4.93년이고 유효높이가 200 cm일

때 5.58년이다. 이 때 유효높이가 180 cm일 경우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

해 가연성흡수봉을 장전한 핵연료집합체를 적용하면 목표주기 5년을 달

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계산을 통해 가연성흡수봉이 없

는 원자로심에서 주기길이가 5년 210일로 계산된 200 cm를 해양부유식

SMR의 유효높이로 선정하였다. 유효노심높이 200cm일 때 노심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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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력 밀도는 7.09kW/m이다.

그림 2.3 유효 노심높이 1.8m, 2.0m의 유효증배계수 변화

이때 초기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계산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노

심의 중앙부분이 출력분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 설명할 연소결손반응도 제어시 기본적인 가연성흡수봉의 배치는

중앙부분에는 가연성흡수봉이 많게, 바깥부분은 적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림 2.4 유효노심높이 2m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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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양부유식 소형모듈형 원자로심 설계

제 1 절 출력운전 최대 잉여반응도 제어

1. 개 요

이번 절에서는 이전 절에서 선정한 핵연료 집합체의 형태와 유효노심의

높이를 바탕으로 노심을 구성하고,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제어한다. 출력

운전 최대 잉여반응도 제어 설계기준은 표 3.1.과 같다.

표 3.1 최대 잉여반응도 제어 기준

최대 잉여반응도 노심주기

5,000 pcm 1,825일

제논 사마리움 평형상태부터 노심주기말까지 최대 잉여반응도는 5,000

pcm 이내로 유지하면서 1825일의 노심주기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최장주기를 가지는 노심은 가연성 흡수봉을 배치하지 않고 연료봉

만 배치하여 구성한 노심으로 이때 주기길이는 2,035일 이였다. 이 노심

의 구성에서 연료봉을 가연성 흡수봉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진

행한다. 가연성 흡수봉은 한국형 원전에서 사용 실적이 있는 가돌리니아

가연성흡수봉과, Pyrex 가연성흡수봉, B4C/Al2O3를 사용한다. 먼저 가돌

리니아 가연성흡수봉을 이용하여 연소결손반응도를 제어한 노심을 설계

하고, 파이렉스 가연성흡수봉을 이용하여 연소결손반응도를 제어한 노심

의 설계를 진행한다. 파이렉스를 이용한 노심 장전은 BANDI-50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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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운전 최대 잉여반응도 제어 전략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하지 않은 노심의 연소결손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계산을 진행한다. 첫 번째로 가연성 흡수봉

사용 전 단일 집합체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계산 후 가연성 흡수봉 사

용 위치를 선정하고, 두 번째로 가연성흡수봉의 개수와 독물질 함유량을

달리하며 단일 집합체의 연소 계산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가연성 흡수

봉 개수와 함유량을 달리하며 핵연료 집합체를 2종 이상으로 구성하여

초기 증배계수를 낮추고 평탄화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평탄화 후 선출

력밀도를 낮추기 위해 세부적인 핵연료 집합체내의 가연성흡수봉 수량과

독물질 함유량을 조절하고 노심 연소해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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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돌리니아를 사용한 잉여반응도 제어 노심

1. 가돌리니아 가연성 흡수봉 집합체 설계

가연성 흡수체로 UO

소결체에 가돌리니아(Gd


O)를 첨가한 가돌리

니아 연료봉을 사용한다. 가돌리니아의 경우 독작용을 하는 주요 동위원

소는 Gd, Gd이고 흡수 단면적이 매우 크다. 따라서 초기 반응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돌리니아의 경우 우라늄과 혼용한 형태인 UO

-Gd



O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보론 독물질에 비해 핵연료 장전량의

손실이 적다. 그러나 UO

에 가돌리니아를 혼합할 경우 가돌리니아의 함

량에 따라 가연성 독봉의 특성이 악화되며, 특히 연소도 증가에 따라 현

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러므로 본 노심에 적용될 가돌

리니아의 함량은 다른 나라의 원자로에서 기 적용된 실적이 있는 범위에

서 사용하였다. 표 3.2은 벨기에, 프랑스, 일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서 운용한 가돌리니아 함유량를 정리한 표이다[7]. 조사 결과 일본과 벨

기에서 10%의 가돌리니아 함량으로 원자로에 사용된 실적이 있으므로

본연구에서 가돌리니아 함량의 제한치를 10%로 하고 노심 핵연료집합체

를 설계하였다.

표 3.2 나라별 가돌리니아 최대 사용 함량

구 분
최대 사용된

가돌리니아 함유량
구 분

최대 사용된

가돌리니아 함유량

벨기에 10% 독일 7%

러시아 5% 스웨덴 9%

일본 10% 영국 4%

한국 9% * 기준연도 :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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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흡수봉 장전 핵연료 집합체는 기존에 다른 연구에서 설계되어

사용된 집합체 6개(가돌리니아 12/16/20/24/28/32개 장전 집합체)[8]와 가연성 흡

수봉의 수량을 36개 이상 장전하여 새로 구성한 핵연료 집합체(가돌리니아

흡수봉 36/48/52/56개)를 사용하였다. 핵연료 집합체 내부의 핵연료봉 배치

최적화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3.1은 본연구에 사용된 핵연료 집

합체의 연료봉/가연성흡수봉 배치도이다.

12개 독봉 집합체 16개 독봉 집합체 20개 독봉 집합체 24개 독봉 집합체

28개 독봉 집합체 32개 독봉 집합체 36개 독봉 집합체 48개 독봉 집합체

연료봉
가연성

흡수봉

안내관

(GT)

안내관

(IT)

52개 독봉 집합체 56개 독봉 집합체

그림 3.1 핵연료집합체 연료봉/독봉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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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에는 4.95w/o의 UO

를 사용하였고, 가연성 흡수봉에는 UO


-Gd


O를

사용하였다. 가연성 흡수봉의 물질 정보는 표 3.3과 같다.

표 3.3 가연성 흡수봉 물질 정보

구 분 내 용

물 질 UO

-Gd


O

Gd

O함유량별

UO

-Gd


O밀도

4% : 10.01

6% : 9.921

8% : 9.836

10% : 9.794

비 고 UO

농축도 : 1.8 w/o

2. 가돌리니아 가연성흡수봉을 사용한 원자로심 설계

가) 장전모형 및 노심 계산과정

3.1.2에서 선정한 가돌리니아 가연성흡수봉을 사용한 핵연료 집합체를

바탕으로 구성할 원자로심의 상세제원은 아래 표 3.4과 같다.

표 3.4 해양부유식 SMR 노심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총 집합체수 52개

원자로심 유효높이 200cm

축방향 구획 / 높이 20 구역 / 10cm

핵연료집합체 간격 21.5cm

출력밀도 10kW/m 이하

열출력 200 MWth

수용성 중성자 흡수체 농도 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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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심은 핵연료 집합체 52다발을 장전하여 구성하고, 노심 높이는

200cm로 한다. 열출력은 200 MWth이며, 노심계산에 사용된 코드는 Mc

CARD이다.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노심에 핵연료 집합체 1

종만을 사용한 단일집합체 배치 후 원자로심의 주기길이 계산하고, 계산

된 결과를 토대로 목표한 주기와 최대 잉여반응도에 도달하도록 핵연료

집합체를 2종이상을 노심에 장전 후 임계도 계산을 실시한다. 이후 목표

한 주기와 최대 잉여반응도에 도달한 노심을 대상으로 반경 방향 출력분

포와 축 방향 출력분포를 계산한다.

3. 단일 핵연료집합체 장전 노심 임계도 계산

이번 절에서는 핵연료 집합체 1종만 사용한 단일집합체 원자로심의

주기길이를 계산한다. 첫 번째는 가연성흡수봉의 숫자는 고정하고 가돌

리니아 함유량을 변경하고, 두 번째는 가돌리니아 함유량을 고정하고 가

연성 독봉의 숫자를 변경한다. 노심 임계도 계산시 ENDF/B-VII.1 라이

브러리를 사용하여 10,000 주기 당 중성자원 모의 개수(histories per cycle),

50회의 수렴주기(inactive cycle), 100회의 유효주기(active cycle)로 계산한다.

가) 가돌리니아 함유량별 원자로심 주기길이 계산

가연성 흡수봉 24개 핵연료 집합체를 원자로심 전체에 배치하여 주

기길이 및 연소결손 반응도를 계산한다. 가연성 흡수봉의 가돌리니아 함

유량은 4%, 6%, 8% 3가지로 선정하고 임계도 계산을 실시한다. 그림 3.

2는 핵연료 집합체의 배치도를 나타내며, 표 3.5는 핵연료 집합체의 주요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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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료봉 가연성 흡수봉 안내관

수 량 240개 24개 25개

물 질
UO



4.95 w/o
UO


-Gd


O -

밀 도 10.2570

4% Gd

O : 10.01

6% Gd

O : 9.921

8% Gd

O : 9.836

-

비 고 UO

-Gd


O의 U235농축도 : 1.8 w/o

그림 3.2의 핵연료 집합체를 노심 전체에 장전하고, 가돌리니아의 함

유량을 변화시키며 노심 계산을 실시하였다. 표 3.6은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3은 가돌리니아의 함유량에 따른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변화를 나타낸다.

F 연료봉 P
가연성

흡수봉

G
안내관

I

그림 3.2 핵연료집합체 배치도

표 3.5 핵연료집합체 주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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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함유량별 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 -

2 - -

3 Gd2O3 독봉 24개 52개

구 분 4% Gd

O 6% Gd


O 8% Gd


O

주기길이 (년) 5.13 5.01 4.85

연소결손반응도 15,551 12,536 9,505

그림 3.3 가연성흡수봉 함유량별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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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가연성흡수봉의 가돌리니아 함유량이 증가하면 초기 반응도

와 연소결손 반응도가 낮아지며, 독물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이 길어진

다. 계산결과 목표했던 주기길이와 연소결손 반응도에 충족하지 않는다.

무붕산 노심에 있어 제어봉이 담당할 반응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심

의 유효증배계수 곡선이 평탄하게 유지되야 한다.[5] 그러므로 다음절에

서는 4% 6% 8% 중 가장 평탄하다고 할 수 있는 함유량 8%의 가돌리

니아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하여 가연성흡수봉의 수와 노심 내 집합체의

배치를 조절 하며 주기길이 계산을 실시한다.

나) 가연성흡수봉 수량별 원자로심 주기길이 계산

가연성흡수봉의 가돌리니아 함유량을 8%로 고정하고 가연성흡수봉

의 수량만 변경하여 핵연료집합체를 노심 전체에 장전하고, 연소결손 반

응도와 주기를 계산한다. 핵연료집합체 가연성흡수의 수량은 12, 16, 20,

24, 28, 32, 36개로 한다. 표 3.7은 노심 장전 모형을 나타낸다.

표 3.7 수량별 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함유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 -

2 - -

3 Gd2O3 8%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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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가연성흡수봉 수량별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변화이다.

집합체당

독봉수량(개)
12 16 20 24 28 32 36

주기길이(년) 5.25 5.01 4.93 4.73 4.49 4.32 -

연소결손

반응도(pcm)
18,431 14,448 10,750 9,448 7,929 6,449 -

그림 3.4 가연성흡수봉 수량별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계산결과 가연성흡수봉의 수량이 늘어날수록 초기반응도와 최대 잉여

반응도가 낮아지지만, 독물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에는 큰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1개의 핵연료 집합체만 사용하여 노심 전체를 장전

할 때, 8% 함유량의 가돌리니아 가연성흡수봉이 집합체당 16개까지는

목표한 주기길이를 만족하지만, 연소결손반응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집합체당 가연성흡수봉 수가 20개 이상이면 주기길이도 만족하지 않는다.

주기길이를 길게 하려면 가연성흡수봉 수량이 감소해야하고, 최대 잉

여반응도를 낮추려면 가연성흡수봉 수량이 증가해야한다. 두가지 상충되

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핵연료 집합체 2종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핵연

료집합체 복합 구성 장전 노심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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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임계도 계산

이전 절에서 단일 핵연료집합체 장전 노심으로는 목표한 핵연료 교

체주기와 연소결손 반응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번 절에서는 집합체

별 가연성흡수봉의 수량을 달리하여 2∼3종의 핵연료 집합체를 선정하

고, 노심에 복합 장전하였다. 가연성흡수봉이 없는 상태의 노심은 중심에

서 출력이 가장 높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출력이 낮아 지므로, 출력 분

포를 고려하여 중앙영역은 가연성흡수봉의 수량이 많은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고 바깥영역은 가연성흡수봉의 수량이 적은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

하였다. 노심 임계도 계산시 ENDF/B-VII.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10,0

00 주기 당 중성자원 모의 개수(histories per cycle), 50회의 수렴주기(inactiv

e cycle), 100회의 유효주기(active cycle)로 계산하였다.

가) 32/24/12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주기 계산

단일 핵연료 집합체 장전 노심에서 8%의 함량의 가돌리니아 가연성 흡수

봉 24개로 구성된 핵연료 집합체로 노심 전체를 구성할 경우 최대 잉여

반응도가 10,000 pcm 이하이며 핵연료 교체주기도 5년 미만 으로 계산

된다. 이번에는 24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집합체를 단일 배치한 노심과

가연성흡수봉의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핵연료 집합체를 3종류로 나

누어 노심에 복합 장전 하였다. 핵연료집합체당 가연성흡수봉 수량은 1,248개

이고, 복합 장전 노심에서 핵연료 집합체는 12/24/32개의 가연성흡수봉이 사용

된 핵연료 집합체이다. 표 3.8은 가연성흡수봉 32/24/12개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5는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

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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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32/24/12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Gd2O3 8% 12개 8

2 Gd2O3 8% 24개 32

3 Gd2O3 8% 32개 12

: 독봉 미사용 : 24개 단일 배치 : 32/24/12개 혼합배치

구 분
24개 독봉

집합체

32/24/12개

독봉 집합체
비 고

주기길이 (년) 4.73 4.88 54일 증가

연소결손

반응도(pcm)
9,448 8,622 826pcm 감소

그림 3.5 32/24/12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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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를 3종류로 하여 노심에 장전하면, 가연

성흡수봉 집합체 1개만을 사용한 것보다 주기길이는 54일 증가하고, 연소

결손반응도는 826pcm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표 주기길이와

최대 잉여반응도는 충족하지 않는다.

나) 16/28/36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주기 계산

이번에는 28개 가돌리니아 독봉을 전체 노심에 배치 할 때와 독봉의

수는 동일하게 유지 하고, 핵연료 집합체를 3종류로 나누어 노심에 배치

하여 계산하였다. 표 3.9는 가연성흡수봉 36/28/16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

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6은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표 3.9 16/28/36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Gd2O3 8% 16개 8

2 Gd2O3 8% 28개 32

3 Gd2O3 8% 36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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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봉 미사용 : 28개 단일 배치 : 36/28/16개 혼합배치

구 분
28개 독봉

집합체

36/28/16개 독봉

집합체
비 고

주기길이 (년) 4.49 4.75 93일 증가

연소결손

반응도(pcm)
7,929 7,429 500pcm 감소

그림 3.6 16/28/36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계산결과 핵연료집합체를 3종류로 복합 장전한 노심의 주기길이는 93

일증가하고, 최대 잉여반응도는 500pcm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심에 들어간 연료봉과 독봉의 수는 동일하지만, 1종 단일장전 할 때

보다 2종 이상 복합 장전 시 주기길이가 늘어나고, 연소결손반응도가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심의 중요도가 높은 중앙 부분에 가연

성흡수봉이 더 들어가 초기 반응도가 낮아지고, 중앙 부분의 가연성흡수

봉이 연소되는 시점이 지연되어서 이다. 주기말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은

중앙부분의 핵연료 집합체가 바깥부분보다 더 연소반응을 발생시키므로,

단일 핵연료집합체 장전 노심보다 중성자 누설이 적어지므로 주기길이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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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8/16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주기 계산

유효증배계수 곡선을 평탄화 시키기 위해 중앙영역과 바깥영역에 들어

가는 핵연료 집합체의 가연성흡수봉 수량 차이를 크게 하였다. 중앙영역은

48개 가연성흡수봉이 들어간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고, 바깥영역은 16

개의 가연성흡수봉이 들어간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된다. 이 노심배치의

가연성흡수봉 수량은 24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집합체 1종만 배치한 노심

보다 32개 적다. 표 3.10은 가연성흡수봉 48/16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7은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

타낸다.

표 3.10 48/16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 -

2 Gd2O3 8% 16개 40

3 Gd2O3 8% 48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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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봉 미사용 : 24개 단일 배치 : 48/16개 혼합배치

구 분
24개 독봉

집합체

48/16개 독봉

집합체
비 고

주기길이 (년) 4.73 5.08 132일 증가

연소결손

반응도(pcm)
9,448 6,735 2,713pcm 감소

그림 3.7 48/16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계산결과 가연성흡수봉 24개 핵연료집합체 1종만 사용한 노심 배치보

다 가연성흡수봉 수량이 32개 감소하였지만, 초기 반응도는 크게 다르지

않고, 최대 연소결손반응도도 2,713 pcm 낮아졌으며 주기길이는 132일

증가하고, 유효증배계수 그래프도 평탄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라) 52/48/16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주기 계산

가연성흡수봉 48/16개 핵연료 집합체 2종을 사용한 노심에서 연소결손

반응도를 낮추기 위해 중앙부분의 4개 집합체 독봉 수량을 48개에서 52

개로 변경 한다. 표 3.11은 가연성흡수봉 52/48/16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

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7은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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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52/48/16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Gd2O3 8% 16개 집합체 40

2 Gd2O3 8% 48개 집합체 8

3 Gd2O3 8% 52개 집합체 4

: 독봉 미사용 : 48/16개 단일 배치 : 52/48/16개 혼합배치

구 분
48/16개 독봉

집합체

52/48/16개

독봉 집합체
비 고

주기길이 (년) 5.08 5.03 19일 감소

연소결손

반응도(pcm)
6,735 6,521 214pcm 감소

그림 3.8 52/48/16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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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이전 48/16개 집합체 노심 배치보다 초기 유효증배계수가

낮아지고, 최대 잉여반응도도 낮아진다. 그러나 연소결손반응도가 5,0000

pcm 이상이다.

마) 52/16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주기 계산

가연성흡수봉 52/48/16개 핵연료 집합체 노심배치에서 가연성흡수봉

48개 집합체를 모두 가연성흡수봉 52개 핵연료 집합체로 변경하여, 2종

류의 핵연료 집합체로 노심을 구성하였다. 표 3.12은 가연성흡수봉 52/16

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8은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표 3.12 52/16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Gd2O3 8% 16개 40

2 Gd2O3 8% 48개 -

3 Gd2O3 8% 52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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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봉 미사용 : 52/48/16개 혼합배치 : 52/16개 혼합배치

구 분
52/48/16

독봉 집합체

52/16

독봉 집합체
비 고

주기길이 (년) 5.03 5.03 2일 증가

연소결손

반응도(pcm)
6,521 6,238 283pcm 감소

그림 3.9 52/16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계산결과 이전 52/48/16개 집합체 노심 배치보다 초기 반응도는 315pcm

감소하였고, 주기길이는 2일증가하고, 연소결손 반응도는 283pcm 감소하였다.

바) 56/24/12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주기 계산

가연성흡수봉 52/16개 핵연료 집합체 배치에서 최대잉여반응도를 낮

추기 위해 가연성흡수봉 52개 핵연료 집합체를 모두 56개 핵연료집합체

로 변경하고, 가연성흡수봉 16개 핵연료 집합체를 가연성흡수봉 24/16개

집합체 2종류로 변경하여 노심에 배치하였다. 52/16개 집합체 배치 노심

보다 독봉은 32개가 더 추가되었다. 표 3.13은 가연성흡수봉 56/24/12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9은 해당 노심의 유

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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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56/24/12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Gd2O3 8% 12개 28

2 Gd2O3 8% 24개 12

3 Gd2O3 8% 56개 12

: 독봉 미사용 : 52/16개 혼합배치 : 52/24/12개 혼합배치

구 분
52/16개

독봉 집합체

56/24/12개

독봉 집합체
비 고

주기길이 (년) 5.03 5.07 14일 증가

연소결손

반응도(pcm)
6,238 5,143 1,095pcm 감소

그림 3.10 56/24/12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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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가연성흡수봉 52/16개 핵연료 집합체 혼합배치 노심보다 초

기 반응도는 379 pcm 감소하고, 주기길이는 14일증가하며, 최대 잉여반

응도는 1,095 pcm 감소하였다. 주기길이는 만족하지만 최대 잉여반응도

제어 목표 목표였던 5,000pcm보다 143 pcm 높다.

사) 가연성흡수봉의 가돌리니아 함유량 10%인 52/24/12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주기

가돌리니아 함유량 8%의 가연성흡수봉 52/24/12개 집합체 배치에서

최대 잉여반응도를 5,000 pcm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가연성흡수봉에 들어

가는 가돌리니아의 함유량을 10%로 증가시키고 계산을 실시한다. 표 3.1

4은 가연성흡수봉 52/24/12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

며, 그림 3.10은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표 3.14 52/24/12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Gd2O3 10% 12개 28

2 Gd2O3 10% 24개 12

3 Gd2O3 10% 52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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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봉 미사용 : 52/24/12 독봉 집합체

구 분 52/24/12개 독봉 집합체

주기길이 (년) 4.92

연소결손

반응도(pcm)
4,629

그림 3.11 52/24/12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계산결과 최대 잉여반응도는 목표했던 5,000pcm 이하로 나오지만,

주기길이가 5년에서 32일 부족하다.

아) 가연성 흡수봉의 가돌리니아 함유량 9%인 52/24/12개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주기

가돌리니아 함유량 10%의 가연성흡수봉 52/24/12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 계산결과 최대 잉여반응도는 만족하나 주기길이가 32일 부족하다.

이번 계산시 주기길이를 늘리기 위해 가돌리니아 함유량은 9%로 변경한

다. 표 3.15은 가돌리니아 함유량 9% 가연성흡수봉 52/24/12개 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11은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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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52/24/12개 가연성흡수봉(9%) 집합체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Gd2O3 9% 12개 28

2 Gd2O3 9% 24개 12

3 Gd2O3 9% 52개 12

: 독봉 미사용 : 52/24/12 독봉 집합체

구 분 52/24/12개 독봉 집합체

주기길이 (년) 5.01

연소결손

반응도(pcm)
5,024

그림 3.12 52/24/12개 가연성흡수봉(9%) 집합체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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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주기길이는 5년 2일이며, 최대 잉여반응도는 5,024 pcm이다.

주기길이는 만족하나, 최대 잉여반응도는 목표값 보다 높다.

5. 핵연료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임계도 및 출력분포 계산

이전 절에서 집합체 내의 독봉 수와 집합체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노심의 주기를 계산하였다. 가돌리니아 함유량 9%를 사용한 52/24/12 핵

연료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에서 주기길이를 만족하고 유효 증배계수 곡

던도 평탄화 되었으나, 최대 잉여반응도가 24pcm 높다. 최대 잉여반응도

를 더 낮추고 주기길이를 늘리기 위해 핵연료 집합체를 4종으로 세분화

하여 노심에 복합장전 하였다. 이번 계산시 출력분포 계산도 실시한다.

가) 가연성흡수봉 52/32/20/12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주기 및

출력분포 계산

가돌리니아 함유량 9% 가연성흡수봉 52/24/12개 핵연료 집합체 배치

에서 주기길이를 증가시키고 최대 잉여반응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앙

부분의 24개 가연성흡수봉이 들어간 핵연료 집합체 12개를 36개의 가연

성흡수봉이 들어간 핵연료 집합체로 변경한다. 중앙영역의 가연성흡수봉

수량이 증가하므로 12개 가연성 독봉 집합체 24개를 20개의 가연성흡수

봉 집합체와 12개의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로 변경한다. 중앙부분의 가연

성흡수봉 수량이 증가하므로 바깥영역의 12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28개

중 8개를 20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로 변경한다. 이때 20개 가연성 흡수

봉 집합체의 가돌리니아 함량은 9%에서 6%로, 12개 가연성 흡수봉 집

합체는 9%에서 4%로 변경한다. 표 3.16은 가돌리니아 함유량 9% 가연성흡

수봉 52/32/20/12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1

2는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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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52/32/20/12개가연성흡수봉 집합체 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Gd2O3 4% 12개 집합체 20

2 Gd2O3 6% 20개 집합체 8

3 Gd2O3 9% 32개 집합체 12

4 Gd2O3 9% 52개 집합체 12

: 독봉 미사용 : 52/32/20/12 독봉 집합체

구 분 52/32/20/12개 독봉 집합체

주기길이 (년) 5.08

연소결손

반응도(pcm)
4,192

그림 3.13 52/32/20/12개 가연성흡수봉 집합체 노심 장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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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임계도 계산시 ENDF/B-VII.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100,000

주기 당 중성자원 모의 개수(histories per cycle), 150회의 수렴주기(inactive cycle),

300회의 유효주기(active cycle)로 계산한다. 계산결과 주기길이 5년이상이

고, 최대 잉여반응도도 5,000 pcm 이하이다. 그림 3.13은 반경방향의 출

력 분포를, 그림 3.14은 축방향의 출력분포를 나타낸다. 반경방향의 출력

분포 계산결과 주기초부터 말까지 상대 출력분포 최대값이 1.56 이하이다.

그림 3.14. 가연성흡수봉 52/32/20/12개 집합체 복합장전 노심 반경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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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상대 출력분포 최대값도 1.5 이하이며, 주기말로 갈수록 중앙

부분의 출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가연성흡수봉 52/32//20/12개집합체

복합장전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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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yrex 사용 노심과 연소해석 결과 비교

1. Pyrex 가연성흡수봉 장전 핵연료집합체 설계

Pyrex 가연성흡수봉 장전 핵연료 집합는 한국원자력연료에서 무붕산

운전이 가능한 봉상형 소형 모듈형 원자로심[5]에 적용된 핵연료집합체의

배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3.18.은 Pyrex 독물질이 삽입된 집합체의 단면이다.

집합체당 24개의 Pyrex 가연성흡수봉을 사용하였다. Pyrex 사용한 노심의

임계도 계산시 가연성흡수봉의 수는 고정하고 Pyrex에 들어가는 B

O의

함유량을 변화시키며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하였다.

연료봉
가연성

흡수봉

안내관

(GT)

그림 3.16 핵연료집합체 배치도(Py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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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Pyrex 사용 핵연료 집합체 기본 제원

구 분 수 량 물 질 반지름 (cm)

연료봉 240개
UO



4.95 w/o

- 핵연료 : 0.41
- 피복재 내경 : 0.42
- 피복재 외경 : 0.48

가연성

흡수봉
24개 Pyrex

- 핵연료 : 0.41
- 피복재 내경 : 0.42
- 피복재 외경 : 0.48

안내관 25개 -
- 내 경 : 0.56
- 외 경 : 0.61

2. 핵연료 집합체 단일배치시 원자로심 주기길이 계산

가연성 흡수봉 24개 핵연료 집합체를 원자로심 전체에 배치하여 주기

길이 및 연소결손 반응도를 계산하였다. 이때 Pyrex 가연성 흡수봉의 B

O

함유량은 5/10/15/20/30/35 w/o로 선정하였다. 그림 3.18의 핵연료 집합

체를 노심 전체에 장전하고, B

O 함유량을 변화시키며 노심 계산을 실

시하였다. McCARD 임계도 계산은 ENDF/B-VII.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10,000 사이클 당 히스토리(histories per cycle), 50회의 수렴사이클(inact

ive cycle), 100회의 유효사이클(active cycle)로 계산하였다. 표 3.18은 노

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3.19는 Pyrex 함유량에 따른 해당 노심

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계산결과 가연성흡수봉의 함유량

이 늘어날수록 초기 반응도와 연소결손 반응도가 낮아지고, 가연성 흡수

봉이 모두 연소되는 시점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계산결과

목표했던 주기길이와 연소결손 반응도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B

O 함유량을 달리한 Pyrex 핵연료 집합체의 혼합배치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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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Pyrex 노심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 -

2 - -

3 B

O독봉 24개 52개

: 독봉 미사용 : B

O  5 w/o : B


O 10 w/o : B


O 15 w/o

: B

O 20 w/o : B


O 30 w/o : B


O 35 w/o

B

O 함유량

(w/o)
5 10 15 20 30 35

주기길이 (년) 5.56 5.4 4.85 4.47 임계

유지 불가연소결손반응도 18,450 12,494 8,531 5,402

그림 3.17 Pyrex 장전노심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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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집합체 복합 장전 노심 임계도 계산

Pyrex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도 단일배치로는 목표한 핵연료

교체주기와 연소결손 반응도를 충족시키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집합체별 Pyrex 가연성흡수봉의 B

O 함유량을 달리하여 핵연

료 집합체를 구성하고 노심에 장전하였다. 노심 중심에서 출력이 가장

높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출력이 낮아지므로, 출력 분포를 고려하여 중

앙영역은 Pyrex 가연성 흡수봉의 B

O 함유량이 높은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고 바깥영역은 가연성흡수봉의 B

O 함유량이 낮은 핵연료 집합

체를 배치하였다.

가) B

O 함유량을 달리한 핵연료 집합체 6종 혼합배치 노심주기 계산

이전 절에서 계산한 Pyrex 가연성흡수봉 핵연료 집합체를 가지고

노심에 혼합배치를 하였다. 혼합배치시 한국전력기술(주)에서 설계했던

Bandi-50[5] 원자로(핵연료집합체 37다발 사용)의 Pyrex 핵연료 집합체

노심 배치를 참고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배치하였다. McCARD 임계도

계산은 ENDF/B-VII.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100,000 주기 당 중성자원

모의 개수(histories per cycle), 150회의 수렴주기(inactive cycle), 300회의 유효

주기(active cycle)로 계산하였다. 표 3.19은 노심의 장전모형을 나타내며, 그

림 3.20는 Pyrex 함유량에 따른 해당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를 나

타낸다. 계산결과 Pyrex 가연성 흡수봉의 함유량을 달리한 핵연료 집합

체를 혼합배치 하였을 때 목표한 주기길이와, 목표한 연소결손반응도를

모두 충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1은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그림 3.22

은 축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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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Pyrex 노심 복합 장전 모형

구분
집합체내 가연성

흡수봉 수량

노심내

집합체 수량

1 B

O 5 w/o 24개 8

2 B

O 15 w/o 24개 12

3 B

O 20 w/o 24개 8

4 B

O 25 w/o 24개 8

5 B

O 30 w/o 24개 12

6 B

O 35 w/o 24개 4

: 독봉 미사용 Pyrex 혼합 배치

구 분 Pyrex 혼합 배치

주기길이 (년) 5.14

연소결손반응도(pcm) 4,219

그림 3.18 Pyrex 복합 장전 노심 유효증배계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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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Pyrex 복합 장전 노심 반경방향 출력분포

그림 3.20 Pyrex 복합 장전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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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분포가 완전 대칭이 아닌 이유는 통계오차가 발생해서 이다. 향

후 계산시 통계오차를 줄이려면 현재 사용된 중성자원 모의 개수를

100,000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반경방향의 출력분포를 보면, 주기초부터

말까지 출력분포의 최대값이 1.55이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축방향

출력분포 또한 출력분포 최대값이 1.55 이하로 나오고 있으며 주기말로

갈수록 중앙 부분의 출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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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핵 특성 계산

제 1 절 개요

앞선 장에서 가돌리니아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한 노심이 Pyrex 사용

노심보다 주기가 더 길며 전노심 연소해석 결과는 5.08년 4,192pcm 이었다.

본 장에서는 가돌리니아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한 노심의 온도계수와 선

출력밀도를 계산하고, 제어봉을 적용한 노심 임계도를 계산하여 핵 특성을

확인한다.

제 2 절 핵 특성 계산

감속재온도계수(MT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감속재 온도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감속재 온도계수로 정의하기 때문

에, 온도 차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선형으로 가정하면 감속재 온도계수는

두 감속재 온도에 대한 반응도 차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15] 감속재

온도계수는 대상 노심의 연소 단계 중 0일, 375일, 750일, 1125일, 1500일,

1750일에서 온도를 바꿔 노심해석을 수행한 뒤 온도변화 이전 반응도와

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감속재온도는 기존 600K에서 7도를 더한 607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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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감속재의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I.1에서 핵

자료처리 프로그램 NJOY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다. 감속재 온도계수 계산

표 4.1에 나타낸다. 계산 결과 감속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도는 감소

하는 음의 반응도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수로

가 0 pcm/℃에서 –80 pcm/℃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초기 대상 노심의

감속재온도계수는 –101 pcm/℃ 으로 더 큰 음의 값을 가진다.

표 4.1 감속재 온도계수 계산 결과

구 분
Operation day 

0 375 750 1125 1500 1750

감

속

재

온

도

600K

k-eff (S/D)

1.04991 
(0.00014)

1.03616
(0.00013)

1.04021
(0.00013)

1.04164
(0.00012)

1.02987
(0.00012)

1.00912
(0.00012)

607K

k-eff (S/D)

1.04285
(0.00014)

1.02969
(0.00013)

1.03352
(0.00013)

1.03495
(0.00013)

1.02287
(0.00012)

1.00228
(0.00011)

감속재 온도 

계수(S/D)
* 단위 : pcm/K

-101

(2.82)

-90

(2.62)

-92

(2.62)

-96

(2.52)

-96

(2.43)

-98

(2.33)

2. 핵연료온도계수 계산

핵연료온도계수(FT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핵연료 온도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핵연료온도계수로 정의하기 때문

에, 온도 차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선형으로 가정하면 핵연료온도계수는

두 핵연료 온도에 대한 반응도 차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15]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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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수는 대상노심의 연소 단계 중 중 0일, 375일, 750일, 1125일, 1500

일, 1750일에서 온도를 바꿔 노심해석을 수행한 뒤 온도변화 이전 반응도

와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핵연료 온도는 기존 900K에서 100℃를 더한 1,0

00K를 사용하였고 감속재의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I.1

에서 핵자료처리 프로그램 NJOY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다. 핵연료온도계

수 계산 결과는 표 4.2에 나타낸다.

표 4.2 핵연료 온도계수 계산 결과

구 분
Operation day 

0 375 750 1125 1500 1750

핵

연

료

온

도

900K

k-eff (S/D)

1.04991 
(0.00014)

1.03616
(0.00013)

1.04021
(0.00013)

1.04164
(0.00012)

1.02987
(0.00012)

1.00912
(0.00012)

1,000K

k-eff (S/D)

1.04746
(0.00014)

1.03403
(0.00013)

1.03770
(0.00013)

1.03889
(0.00012)

1.02694
(0.00012)

1.00642
(0.00011)

핵연료 온도 

계수(S/D)
* 단위 : pcm/K

-2.4

(0.19)

-2.1

(0.18)

-2.5

(0.18)

-2.7

(0.17)

-2.9

(0.17)

-2.7

(0.16)

3. 선출력밀도 계산

가) 제어봉 미삽입 노심의 선출력밀도 계산

McCARD 노심 임계도 및 연소계산을 통해 얻은 반경방향의 상대 출

력분포를 이용하여 선출력 밀도를 계산한다. 대상노심의 연소 단계 중

중 BOC, 400일, 1,000일, 1250일, 1,375일, EOC에서 선출력 밀도를 계산

한다.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반경 방향 상대 출력 중 가장 높은 집합

체를 확인하고, 해당 집합체내 연료봉을 축 방향으로 20개로 나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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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당 총 264개의 핵연료 핀이 들어가며 축 방향으로 20개로 나눌 시

총 5,280개의 부분 연료봉이 생긴다. 이 부분 연료봉에 대하여 상대 출력

분포를 계산하고, 연료 핀 부분 집합체의 평균 출력과 연료봉 부분 집합

체의 상대 출력을 곱하면 해당 연소단계별 최대 선출력 밀도를 계산 할

수 있다. 표 4.2는 제어봉 미삽입 시 선출력밀도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표 4.3 최대 선출력밀도 계산 결과(제어봉 미삽입)

구 분
Operation day 

BOC 50 400 450 1,000 EOC

핵연료 집합체 

평균출력  
3,846.154 KW

반경방향 최대 

상대출력
1.38 1.39 1.3 1.45 1.52 1.55

최대 상대출력 

집합체의 출력 (KW)
5,307 5,314 5,332 5,282 4,997 5,979

최대 상대출력 집합체의

연료봉 평균 출력 (KW)
20.10 20.13 20.20 20.01 18.93 22.65

최대 상대출력 집합체의

부분연료봉 평균 출력 

(KW/0.1m)
1.01 1.01 1.01 1.00 0.95 1.13

최대 상대출력 집합체의

부분연료봉 최대 상대출력
1.94 1.87 1.92 1.96 1.80 1.78

최대 선출력 밀도 

(KW/m)
19.53 18.85 19.42 19.65 16.99 20.18

계산결과 전주기에 걸쳐 최대 선출력 밀도는 20.18 KW/m 임을 확인

하였다 이값은 현재 운용중에 있는 가압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최대 선출

력밀도의 제한치인 46kW/m[16] 이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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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봉 삽입 노심의 선출력밀도 계산

무붕산 노심은 Regulating Bank의 제어봉이 일부 삽입된 상태로 운

전된다. 유효증배계수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므로, 이때 감소되는 반응

도만큼 삽입된 제어봉을 인출하여 반응도를 보상한다. 그러므로 제어봉

이 삽입된 주기 초부터 중반까지 원자로의 출력이 연료봉 하단에 집중되

어 최대 선출력 밀도가 상승한다. 국부 출력이 하부에 집중된 노심의 선

출력 밀도 계산을 위해 제어봉이 삽입된 상황을 묘사하여 McCARD 노

심 임계도을 실시한다. 이때 얻은 반경방향의 상대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선출력 밀도를 계산한다. 대상노심의 연소 단계 중 제어봉이 가장 많이

삽입된 BOC와, 제어봉 미삽입시 주기말을 제외하고 선출력밀도가 가장

높은 450일을 대상으로 선출력밀도를 계산한다. 계산절차는 제어봉 미삽

입시와 동일하다. 표 4.3은 선출력밀도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표 4.4 최대 선출력밀도 계산 결과(제어봉 삽입)

구 분
Operation day 

BOC 450

제어봉 삽입 위치 0% 25% 50% 65% 0% 25% 50% 605

핵연료 집합체 
평균출력  

3,846.154 KW

반경방향 최대 
상대출력

1.38 1.45

최대 상대출력 
집합체의 출력 (KW)

5,307 5,282

최대 상대출력 
집합체의 연료봉 
평균 출력 (KW)

20.10 20.01

최대 상대출력 
집합체의 부분연료봉 
평균 출력 (KW/0.1m)

1.01 1.00

최대 상대출력 
집합체의 부분연료봉 

최대 상대출력
1.94 2.49 3.24 3.94 1.96 2.24 2.94 3.40

최대 선출력 밀도 
(KW/m)

19.53 25.03 32.58 39.65 19.65 22.67 29.69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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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제어봉 삽입시 축방향 상대출력

(BOC : 65% 삽입, 450day 60% 삽입)

계산결과 BOC의 최대 선출력 밀도는 39.65KW/m 임을 확인하였다

. 운전 시작 후 Regulating Bank 제어봉이 지속적으로 인출되므로 주기

말로 갈수록 출력의 하부 집주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제어봉 제어능

본 연구에서 설계한 노심은 무붕산 노심으로 잉여반응도를 조절하는

제어봉의 제어능은 매우 중요하다. 제어봉 제어능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

제어봉을 완전히 인출했을 때와 완전히 삽입했을 때의 반응도 변화를 측

정하였다. 제어봉의 물질은 B4C를 사용하였다. 그림 4.1은 제어봉의 단면을

나타내며, 그림 4.2는 노심의 제어봉 집합체 배치도를 나타낸다. 제어봉의

제어능 측정은 고온전출력, 고온 영출력, 저온영출력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 48 -

표 4.3은 운전조건별 제어봉 제어능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 : B4C (반지름 : 0.4030) ■ : H20 (반지름 : 0.5610)

□ : Air (반지름 : 0.4160) ■ : Zr-Alloy (반지름 : 0.6020)

■ : SS304 (반지름 : 0.4840) -

그림 4.2. 제어봉 단면

R1, R2, R3 : Regulating Bank   

S1, S2     : Shutdown Bank  

SS        : Secondary Shutdown Bank

그림 4.3. 제어봉 집합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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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운전조건별 제어봉 제어능 계산 결과

구 분

연소 단계 Operation day : 0-day

운전조건
유효증배계수 (S/D)

고온전출력 고온영출력 저온영출력

삽입된

제어봉

R1, R2, R3, 

S1, S2

0.92184
(0.00082)

0.92931
(0.00077)

0.94919
(0.00069)

S1
1.02040
(0.00070)

1.02827
(0.00080)

1.05689
(0.00070)

S2
1.01892
(0.00074)

1.02563
(0.00065)

1.05116
(0.00065)

S1, S2
0.98175
(0.00077)

0.98799
(0.00067)

1.01176
(0.00086)

SS
1.00385
(0.00074)

1.01055
(0.00079)

1.03976
(0.00071)

계산 결과 모든 운전조건에서 Regulating Bank와 Shutdown Bank

제어봉 집합체를 완전삽입한 경우 미임계 상태가 된다. Shutdown Bank

제어봉 집합체만 완전삽입 시 고온전출력과 고온영출력. 저온영출력 모든 상

태에서 미임계 상태가 된다. 특히 저온 영출력 상태에서 유효증배계수 값

이 0.95 이하이므로 가압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저온영출력의 제한치인

0.95이하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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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전력기술에서 설계 중인 해양부유식 SMR에 대하여

노심의 임계도 및 출력분포를 계산하고, 선정된 노심에 대한 핵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양부유식 SMR 설계 목표인 200MWth의 출력으로 5년 이

상 장주기 운전을 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17x17 핵연료 집합체 52다발

로 원자로심을 구성하고, 이때 필요한 핵연료 집합체의 유효노심높이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유효노심 1.8m의 경우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주기 5년에 도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고,

유효노심높이가 2.0m의 경우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보다 210일을 더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유효노심높이를

2.0m로 선정하였다.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해 가연성흡

수봉의 물질로 가돌리니아와 Pyrex를 선정하였다. 가돌리니아의 경우 핵

연료 집합체당 가돌리니아 가연성흡수봉의 수량과 가돌리니아 함유량을

변화시키며 핵연료 집합체를 설계하였고, 설계된 핵연료 집합체를 다양

한 패턴으로 노심에 장전하여 임계도 계산을 하였다. 임계도 계산 결과

연료봉의 농축도를 4.95 w/o 적용하고, 가돌리니아 가연성흡수봉을 가지

고 잉여반응도를 제어할시 가돌리니아 가연성흡수봉의 농축도와, 집합체

당 가연성흡수봉의 수량을 조절하면 목표한 주기동안 최대 잉여반응도가

5,000 pcm이 넘지 않으면서 주기길이 5년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Pyrex의 경우 핵연료 집합체에 들어가는 Pyrex 가연성 흡수봉의 수

량은 24개로 고정하고 Pyrex 가연성흡수봉에 들어갈 B

O 함유량을 달

리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6종으로 구성하고, 노심에 혼합배치 하였다. Py

rex 가연성흡수봉을 사용해도 열출력 200MWth로 최대 잉여반응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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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pcm이 넘지 않으면서 주기길이 5년에 도달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설계된 노심을 바탕으로 핵연료 온도계수, 감속재 온도계수를 계산하

였고, 모두 음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대 선출력 밀도 계산

결과 제어봉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댓값이 20,18kW/m가 나옴을

확인하였다. 제어봉을 삽입하였을시 최댓값이 BOC에서 39.25가 나옴을

확인하였다. 제어봉 제어능을 계산하였고, 계산 결과 저온영출력에서도

Regulating Bank와 Shutdown Bank를 모두 삽입하면 유효증배계수가 0.

95 이하가 나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전력기술에서 제시한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소

형모듈형 원자로심을 설계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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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offshore small modular reactors (SMR)

is underway worldwide. Many of these small modular reactors are de

signed for a soluble boron-free operation. Compared to a soluble boron

water reactivity control method, which can control the excess reactivity

while maintaining the power distribution in the reactor uniformly, the

soluble boron-free operation core that controls the reactivity using only

the control rod and the burnable poison rod may have a significant c

hange in the power distribution in the core due to fuel combustion and

control rod inser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soluble boron-

free SMR core optimize the design and loading model of the burnable

poison rod assembly with the maximum cycle length while keeping the

maximum output factor of the reactor core within the design limit.

This study is to design a marine floating small modular reactor core

without soluble boron. The design requirements are 2m effective core

height and 2.8m core radius, and should be able to operate for more

than 5 years without nuclear fuel replacement with 200MW of heat

output. The maximum excess reactivity during reactor operation is ai

med to be within 5,000pcm. The core design is in two stages.

The core design is in two stages. Check the effective core height

with the longest cycle before a burnable poison rod are inserted and the

burnable poison rods are placed in the fuel assembly to meet the desi

gn criteria for maximum excess reactiv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marine floating small modular reactor core using 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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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 a neutron transport analysis code using Monte Carlo technique.

First, cores satisfying the cycle length and maximum excess reacti

vity control targets are designed and optimized using gadolinia and P

yrex burnable poison rods, which are used in commercial reactors. Th

e safety factors were then analyzed for the designed core

Keyword: Small Modular Reactor, Boron Free Core, Monte Carlo, 

McCARD, Marine Floating Application

Student Number: 2018-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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