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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핵연료 조사시험 설비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핵연료 및 재료의 조사를 통하여 핵연료와 재료의 깨발， 깨선 등에 필요 

한 자료를 얻고 설계 결과에 대한 실힘적인 입증S로 국가적인 목표인 

원전의 설계， 건조 기술자립에 기여 할수 있다. 

하나로 핵연료 조사시험 설비는 고온고압으로 운전되는 설비로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운전조건으로 운영되므로 이에 맞는 기술지침과 규격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로 핵연료 조사시험 설비의 운전 한계치， 안전계통 제한 

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 사항을 제시하여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시 

험계획수립 및 시험운전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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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e localization of the technologi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s a national objective. It is neccessary that

HANARO will be equipped with the fuel test loop to obtain the

prerequisite information for the information and betterment of advanced

fuels and materials.

HANARO Fuel Test Loop wa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code and standards of nuclear power plant because HANARO FTL will

operate the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same as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condi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operation limit, safety limit,

operation conditions and checking points for operation of HANARO

Fuel Test Loop. This results will become guidances for the planning of

irradiation testing and operation of HANARO Fuel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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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localization of the technologies for the design and ∞nstruc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s a national objective. It is neccessary that 

HANARO will be equipped with the fuel test loop to obtain the 

prerequisite information for the information and betterment of advan∞d 

fuels and materials. 

HANARO Fuel Test Loop wa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code and standards of nuclear power plant because HANARO FTL will 

operate the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same as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condi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operation limit, safety limit, 

operation conditions and checking points for operation of HANARO 

Fuel Test Loop. This results will be∞me guidances for the planning of 

irradiation testing and operation of HANARO Fuel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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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

우리나라에서는 핵연료 및 재료를 효율적으로 조사시험하여 핵심적 

인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재료 시험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사실상 핵연료， 재료 개발 분야의 노내조사 실증시험 둥에 대 

한 연구개발은 부진한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5년초 30MW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준공되어 본 

연구로를 이용한 여러시험이 가능하게 되어 핵연료 및 재료의 실증적 자 

료가 생산 활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한 한 방편으로서 추진되는 핵연료 조사시험 설 

비는 상용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실험 설 

비로서， 원자력발전소의 노심 운전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핵 

연료를 조사시켜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 할 수 있고 설계 결 

과를 입증시켜 안전성을 제고 시킬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은 원자력 신소재를 조사시험 함으로써 재료개발에 귀중한 조사시험 

자료를 단기간내 얻도록 하는 퉁의 핵연료 연소시험을 비롯하여 고온하 

에서 핵연료 안정도 시험， 방사선 조사하에서의 핵연료 치수의 안정도 시 

험， 핵연료 피복재의 부식시험， 핵연료의 피복재 및 구조물 재료의 냉각 

수 화학 특성에 따른 영향시험， 열수력학 시험 퉁이 가능토록 노외공정 

계통설계를 수행하였다. 

하나로 핵연료 조사시험 설비의 계통구성은 대별하여 시험 핵연료를 장 

입하는 노내시험부(In-pile Section)와 시험 핵연료를 안전하게 냉각하여 원 

하는 운전조건을 만드는 노외시험설비 (Out-pile System)로 구분된다. 노내 

시험부는 하나로 원자로 본체중 반사체 용기 (Reflector Vessel)의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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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에 위치한 수직 조사공 돼rge Hole (LH)에 결합되어 핵적환경올 이루 

도록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수용 능력은 CANDU 핵연료 한다발 또는 

32pin의 PWR 핵연료 집합체 l개를 장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시험 핵 

연료의 형태가 최대 수용능력 한도내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더라도 장착 

Module을 교체하면 장전이 가능토록하여 각종 핵연료 연소시험올 수행하 

게 된다. 그림 l에 하나로 본체내 각종 시험을 위해 배치된 주요 수직콩 

을 도시하였다. 

노내시험부 내부는 냉각수가 핵연료를 통과할수 있도록 유로를 형성해 

주기 위한 유동관을 수용하며， 유동관과 시험핵연료는 장탈착이 용이하 

며， 해드부에는 냉각수의 입구 및 출구관과 충분한 여분을 고려한 수량의 

계측용 인입구를 갖춘다. 

노외공정계통 설비는 시험 핵연료의 종류와 관련된 노내시험부의 노형 

(PWR or CANDU)에 관계 없이 1차 계통내의 온도， 압력， 유량， 수질 등 

정상상태에서의 계통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노내시험부 내의 특정 시험연 

료를 안전하게 냉각 할 수 있도록 경수를 노내시험부 내로 공급하도록 

설비가 구성되어야 하며， 과도 운전상황 및 사고 동의 경우에 시험연료의 

붕괴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추며， 냉각재의 압력 및 온도를 적절히 유지 

시켜 주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노내시험부의 시험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인해 생성 

된 열을 제거키 위한 주냉각기， 회로내에서 순환을 위한 주냉각수 펌프 

펌프 후단에 냉각수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하는 가열기 및 가압기 등이 갖 

추어 진 주냉각계통 (Main Cooling Water System MCWS) 을 비롯하여 

기 기 냉 각수계 통(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 정 화계 통 

(Letdown, Make up & Purification System LMP) 퉁의 보조계통을 포함하 

여 적절한 냉각수 조건을 유지하게 하며，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또는 수조내 배 관 파단사고 퉁의 경 우에 시 험 

연료의 붕괴열을 제가하고 냉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로 수조를 이 

q 
ι
 



용하여 장기적인 강제 순환수를 공급하는 펌프와 LOCA 사고직후 비상냉 

각수가 공급되기 전까지의 압력강하 기간동안 냉각수를 주입키 위한 안 

전주입 탱크가 포함된 비상냉각수계통 (Emergency Cooling Water System 

ECW) 을 갖추며 , 그 밖에 이 차냉각수 완충계 통(An Intrmediate C。이ing 

Water ICL) , 시료채취 계통 (Test Loop Sampling System TLS) , 방사선 

감시 계 통 (Radiation Monitoring System RMS), 폐 기 물 저 장 빛 이 송계 통 

(Waste Storage and Transfer System WSη， 환기 및 전력계통 퉁이 포함 

되어 갖추어지게 된다. 그림 2는 하나로 핵연료 조사시험 설비의 계통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기에서 명기한 모든 계통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외시험 설비는 하나로 건조사업 당시 본 설비의 기본 및 상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로 건물내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여 

야 하는바， 아래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위치구조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계 

통구성에 고밀도 장비배치 및 특정 장비를 설계 기준하는 등의 난이성을 

내포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노외시험 설비는 기존 하나로의 RCI 콘크리트 내에 공간이 확보되었으 

며 그림 3과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FfL RM 1 빛 RM 2로 지칭되는 2 

곳으로 나누어진 방에 배치되는바， 위치구조 특성상 완전히 밀폐된 FfL 

RM 1은 원자로 빛 본설비가동 중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며(방사선 오염구 

역 확산)， 설비가 정치중이라도 밀폐된 공간을 출입키 위해서는 원자로 

건물 상층부에 배치된 30/5 ton crane을 활용하여 개당 16 ton에 해당하는 

장방형 이동 콘크리트 덮개 최소 6개를 들어내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 

을 최소화 하기위해 고방사능을 함유 할 가능성이 높고 설계 둥급이 높 

은 주 기기들을 RM 1 에 구성토록 설계되었으며， RM 2는 수시로 카트릿 

지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이온교환기， 여과기를 비롯하여 비교적 설계둥 

급이 낮은 정화계통 보충수계통 둥의 Pump와 배관 설비를 갖추도록 구 

성되었다. 그림 5에 노외시험 설비의 주요장비 배치를 나타냈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과 같이 기술된 핵연료 조사설비의 운전에 있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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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치 및 안전계통의 제한치， 각 공정별 운전제한 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을 구체적으로 논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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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로
 」

제 1 절 FTL 안전 특성 

1. 정의 

또한 본 지침서에 나열된 모든 설정치는 FTL 설비 설계의 표준 

핵연료를 기준으로 한 설정치이며 실제 시험을 위한 설정치는 

시험 핵연료가 결정된후 실험자가 안전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가. FTL 보호계통 

FTL 보호계통은 FTL을 제어할 수 없는 비정상상태가 발생하여 

핵연료피복재가 파손되고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어 인명과 FTL 

시설에 손상을 주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FTL을 비 

상정지시키는 안전계통이다. 

나. FTL 안전변수 표시계통 

FTL 안전변수표시계통은 실험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출력 설정 

치에 운전원이 운전조건을 적절히 감시하고 필요한 수동 안전조 

치를 수행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계통이다. 

다. 조사공 (lrradiation Hole) 

조사공이란 방사선조사를 위하여 반사체탱크에 설치된 수직 구 

멍을 말한다. 

C 

니
 



라.출력준위 

1) FTL 열출력 

FTL 열출력은 IPS 핵연료 및 냉각펌프 둥에서 발생하는 모 

든 열출력을 말한다. 

FTL의 최대 수용 열출력은 1035KW 이다. 

2) IPS 열출력 

IPS 열출력은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한 총 열출력을 말한다. 

IPS의 정격 열출력은 CANDU 800KW 및 PWR 690KW 이 

다. 

2. 노내시험부 

가. 구 성 

노내시험부는 그림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압력관 

- 가스단열층 

-내부압력관 

- 유동관 

- 시험부 헤드 플러그 

( b 



- 냉각수 입출구관 

- 스풀피스 

- 시험부 지지체 

1) 내외부 압력관 

내외부 압력관은 시험중 하나로 핵연료 노심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압력경계파손을 대비한 2중 압력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압력관은 Zr - 2.5%NB 합금재질로 만들어 중성자의 흡수를 

작게하여 시험핵연료에 도달되는 중성자속이 최대가 되도록 

하고 이들 압력관이 최소 1200mm로 하여 시험핵연료에 중성 

자속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2) 가스단열층 

내외부 압력관은 사이의 가스단열층은 불활성가스(아르곤)를 

충진하며/ 단열층의 가스업출구는 외부압력관의 상부에 부착 

하여 Quick Connect 커플링을 이용， 2개의 독립된 밸브와 직 

렬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유통관 

유통관의 내경은 핵연료시험에 적용될 운전압력에 따라 노내 

시험용에서는 103.4mm로 하며 길이는 700mm로 내부압력관 

속에 장전한다. 유통관 상부는 시험부 플랜지에 용접하여 고 

정시키고 하부는 시험부바닥 뚜껑에 끼워서 안정된 구조를 

갖도록 한다. 이 두 역할은 상부에 위치한 냉각수 입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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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냉각수가 핵연료봉 주위를 밑으로부터 위로 흐르도록 

하는데 있다. 

4) 냉각수 입출구관 

플랜지에 용접되어 있으며 

이루어진다. 힐랩 커플링 

브레 이 딩(Braiding) 보강 

유통튜브이다.유통튜브의 

외부 시험부 

힐랩 커플링으로 

입출구관은 

연결은 

냉각수 

계통으로의 

n 

만큼 충 

에 부착된 유통튜브(Flexible tube)는 

을 한 스테 인 레 스파형 (Corrugated) 

길이는 시험부와 이에 연결된 주회로를 조사 시험공에서 

집어내어 원자로 수조내의 지지 대에 놓올 수 있을 

분히 길게 한다. 

5) 시험부 지지대 

시험핵연료의 지지는 상하 2개의 평행한 평판과 이를 연결하 

는 연결봉(tie rod)에 의해 조여져 지지된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온도조절 가열기가 연결봉 주위를 감싸고 있어 필요 온 

도를 맞추게 되는데 이의 취급은 시험부 상부헤드 위에서 한 

다. 

나. 노내시험부 설계 

1) 개 요 

및
 
행
 

수
’
 

(PWR 

시험을 

정상운전상태의 원자력 발전소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
。

(1)노내시험부는 

CANDU)와 



한다. 

- 핵연료재료시험(핵연료연소， 부식r 기계적건전성 시험) 

- 열수력시험 

(2) 노내시험부는 핵연료의 장기간 실험에서 초래될 수 있는 

냉각수내의 고준위 방사능을 수용할 수 있다. 

(3) 노내시험부의 설계는 압력관 내에 시험핵연료를 넣고 원 

자력발전소와 유사한 온도와 압력조건을 갖는 냉각수를 

핵연료봉 (핵연료 집합체) 주위로 순환시키고 하나로내의 

LH 위치에서 시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노내시험부 기능 

(1) 하나로 원자로내의 LH 시험공에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으며 시험부의 외부 직경은 하나로 원자로 시험공 

내경보다 작아， 근접 핵연료의 장전I 교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2) 하나로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부는 2중 압력경계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3) 노내시험부와 노외시험부 사이의 연결부분은 상호 연결 

분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노내시험부의 유체와 하나로 원자로 1차 냉각계통 유체사 
이에 단열을 위해 불활성 가스가 채워져 있다. 

(5) 노내시험부 장착을 위해 적절한 시험시설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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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WR, CANDU 핵 연료의 시 험 이 가능하도록 각각 두 종 

류의 노내시험부를 설계 제작하였다. 

3) 노내시험부 성능 

(1) LH 시험부의 최대 외경은 150rnm 이하， 최소길이는 

1200rnm 이상 되도록 하였다. 

(2) 노내시험부 냉각수 출구 및 입구온도는 원자력발전소 조 

건과 동일하게 하여 운전되도록 설계하였다. 

(3) 노내시험부 압력은 원자력발전소 조건과 동일하다. 

(4) 시험부를 통과하는 냉각수량은 핵연료봉 주위의 유속이 

원자력발전소 조건과 비슷하도록 정했다. 

(5) 노내시험부의 열방출량 800KW 이다. 

4) 노내시험부 설계조건 

(1) PWR 32봉 다발 

- 노내시험부 발열량 = 690KW 

- 노내시험부 출구온도 = 328 0C 

-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 316 0C 

- 노내시험부 출구압력 = 15.5 MPa 

- 유량 = 10.25 kgjs 

- 유속 = 4.6 m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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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다발 단면 변길이 : 79.1mm (6 x 6) 

(2) CANDU 다발 

- 노내시험부 발열량 = 800KW 

- 노내시험부 출구온도 = 290.C 

-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 281.C 

- 노내시험부 출구압력 = 10 MPa 

- 유량 = 17.21 kg/s 

- 유속 = 7.2 m/s 

다. 시험부 제원 

노내시험부는 노심밖의 반사체탱크에 위치하며 이의 주목적은 

내부 시험공의 크기가 작은 관계로 속중성자 준위는 낮으나 비 

교적 큰 시험공을 확보하여 CANDU 핵연료 집합체 둥의 큰 

시료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시험부에는 PWR 및 

CANDU 원자로의 온도f 압력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시험부에 작용하는 압력과 온도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부설 

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냉각수의 흐름방향을 잡아주는 

유동관/ 시험부내에 가해지는 높은 압력을 방어하기 위한 2중 

압력관f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단열가스층 등이다. 현재 

확보된 핵연료다발 시험을 위한 시험공 (LH)의 내경이 150mm 

이고， CANDU 핵연료다발의 최대 외경이 102.50mm이므로/ 이 

범위에서 시험부에 필요한 유동관 두께I 이 관 내외를 흐르는 

n 



냉각수 유량 (PWR : 10.25 kgjsec, CANDU : 17.21 kgjs)둥올 

고려하여 내부 설계를 하고r 운전압력 (pWR 15.5MPa, 

CANDU 10.0 MPa)하에서 압력 경계의 안전성에 기본을 두어 

2중 압력관의 두께를 결정하였다. 

이의 결정을 위해 적용한 현재 가동중인 CANDU 원자로의 칼 

랜드리아관의 설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 압력관 내경 103.378 rnrn 

- 압력관 외경 112.064 rnrn 

- 압력관 두께 4.343 rnm 

- 칼랜드리아 관내경 129.0 mm 

- 절연층 두께 8.0 mrn 

이를 기본으로 시험부의 칫수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CANDU의 경우 PWR(32북)의 겸우 

- 유동관 내경 103.4 mm 110.0 rnm 

- 유동관 외경 107.4 mm 114.0 mm 

- 유동관 두께 2.0 mrn 2.0 mm 

- 냉각수 역류층 두께 8.9 mm 5.6 mm 

- 내부 압력관 내경 125.2 mm 125.2 rnm 

- 내부 압력관 외경 135.8 mm 135.8 rnm 

- 내부 압력관 두께 5.3 mrn 5.3 mm 

- 절연가스층 두께 3.0 mm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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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압력관 내경 

- 외부 압력관 외경 

- 외부 압력관 두께 

141.6 rnm 141.8 mm 

147.8 rnm 147.8 mm 

3.0 mm 3.0 mm 

위의 최대 외경 147.8mm와 시험부의 설치둥에 필요한 안내핀 

과 간극둥올 고려할 때 150mm인 시험공의 크기는 충분한 것으 

로 판단된다. LH 시험부와 노외 설비와의 연결은 직경 2Yz 인치 

이상의 배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직경은 현재 

하나로 설계에서 고려하는 2개의 6인치 수조벽관통 구멍에 충 

분히 수용된다. 

시험부에 들어갈 시험핵연료는 노내 시험부 시운전 전에 설계 

제작이 이루어 질 것이다. 

3. 시험핵연료 

시험핵연료 소결체 (FueI Meat)는 CANDU 10% U-235, PWR 11 % 

U-235인 발전로 핵연료를 사용하며 이는 Zr-4 피복재 내부에 불 

활성기체와 같이 장입되어 있다. 

시험핵연료는 아래와 같은 기하학적 인자 및 재료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노내시험부내에 있는 동안 핵연료부피 변화의 최소화/ 

@ 핵분열로 인하여 생성되는 기체생성물을 핵연료소결체내 

에 최대로 수용하며/ 

η
 ω 



@ 핵연료의 중심부온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열전도 특성 유지y 

@ 부식과 방사선에 대한 양호한 저항성 

Zr-4 재료는 우수한 열전도도I 물에 대한 부식 저항성y 강도와 연 

성 및 350 0C 이하에서의 열적 안정성 둥올 갖고 있으므로 위의 

@ 및 @항 조건을 만족한다. 시험핵연료의 피복관은 다음의 특 

성을 갖도록 설계 될것이다. 

CD 정상운전시 핵연료심과 냉각수의 접촉올 막는 방호벽 

기능/ 

@ 낮은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 

@ 양호한 부식 저항성y 

@ 핵연료심의 부피 변화를 억제하는 구속력 최대화r 

4. 주냉각수계통 

가. 주냉각기 

주냉각기는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한 열량I 펌프열 그리고 저출 

력에서 주가열기의 입열둥을 제거한다. 주냉각기는 최대 17.21 

kg/s의 일차측 유량을 가지고 1，259KW의 열량을 제거할 수 

있게 하되 냉각탑에서의 열제거용량이 l.5MW를 초과하지 않 

도록한다. 

주냉각기는 핵연료시험설비의 격실내에 위치하고 FTL이 가동 

중일때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 실의 바닥y 벽 그리고 천장에 

는 필요한 방사선 차폐를 한다. 이차 냉각수의 토출물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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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본조사하여 관 누수를 검사한다. 튜브와 헤드는 스 

테인레스 강 혹은 닉켈-철 합금으로 제작하고/ 웰은 스테인레 

스강으로 제작한다. 

나. 주펌프 

주순환펌프는 무밀봉(sea1ess) 전동기형 자기구동펌프로서 방 

사능올 함유한 핵연료시험설비 냉각수를 누수시킬 수 있는 축 

밀봉체가 없다. 회전자와 구동축은 내부 전자석환에 직접 부 

착되어 펌프동체의 부싱내에서 구동되고r 구동토크는 전동기 

에 의해 구동되는 외부 전자석환에 의해 자기로서 전달된다. 

펌프는 단순한 수명축r 원심펌프로 3600rprn, 460volt, 3상r 

TEFC 전동기에 의해 구동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다. 배관과의 연결부는 흡입구에서 

는 4인치이고 송출구에서도 4인치이며 배관과는 용접으로 연 

결된다. 

펌프와 전동기는 강체 지지구조물에 같이 지지된다. 핵연료시 

험설비 기기실내에 위치하고 FTL이 가동중일때는 접근할 수 

없고r 실험실의 바닥/ 벽 r 그리고 천장은 필요한 차폐를 한다. 

다. 주가열기 

주가열기 동체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다. 주가열기 동체 

하부측면의 입구 노즐과 상부측면의 출구 노즐은 4인치로 주 

m 

ω
 



냉각수계통의 배관에 용접되어 연결된다. 가열기 도선은 가열 

기 상부에서 동체에 고정/삽입 된다. 전기 침전가열기는 

245KW 용량을 가진다. 

주가열기는 핵연료시험설비의 제171기실내에 위치하고 FTL이 

가동중일 때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 실의 바닥I 벽 그리고 

천장은 필요한 차폐를 한다. 

라. 가압기 

가압기는 수직으로 설치된 원통형 압력용기로 고온관 격리밸 

브의 하류에서 주냉각수계통 배관과 연결된다. 가압기 내의 

물은 압력이 설정치까지 떨어지면 전기가열기에 의해 가열된 

다. 가열기는 용기의 상부에 수증기를 발생시켜 증기 공간을 

형성한다. 가열기 용량은 2시간 이내에 물의 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열용량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이 수증기는 시험부의 가 

동조건의 변화 중에 발생하는 압력변동의 완충효과를 가진다. 

가압기는 계통의 온도가 증가할 때 체적 팽창으로 인한 계통 

내 물의 증가량을 저장하고I 계통의 온도가 감소할 때는 계통 

으로 그 물올 환류시킨다. 

또한 누수/ 시료채취로 인한 냉각수 체적의 변화도 조절한다. 

가압기는 핵연료시험설비 냉각수의 탈가스 수단을 제공하고/ 

직경에 대한 길이의 비를 크게 하여 수위측정 감도를 향상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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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동체는 관 캡으로 양단을 막은 스테인레스캉으로 제작 

하며/ 가압기 내에는 계측용/ 주냉각수계통 연결용y 탈가스 입 

구 및 과압보호 장치용 노즐이 감긴다. 가압기는 핵연료시험 

설비 기기실내에 위치하고 FTL이 가동중일때는 접근하지 못 

한다. 이 실의 바닥/ 벽 그리고 천장이 적절하게 차폐되어 있 

다. 

마. 재생열교환기 

가압기내의 증기체적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의 탈기 

체 유업류는 가압기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탈기된 물에 의해 

열교환기에서 가열된다. 열교환기는 나선모양의 튜브형 (Spiral 

Tube Type)의 열교환기이고/ 스테인레스캉 구조다. 탈기용 열 

교환기는 정화용 열교환기와 통일한 구조로 핵연료시험설비 

제171기실 내부에 위치하고 FTL이 가동중일때는 접근할 수 

없다. 이 실의 바닥/ 벽 및 천장에도 필요한 차폐가 되어 있 

다. 

바. 여과기 

여과기는 핵연료 결함시험시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미립자를 

제거하고/ 시험을 하는 동안 여과기 통과유량은 밸브로서 조 

절한다. 

다른 형태의 시험중에도 필요하다면 계통냉각수의 미립자 분 

포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여과기는 두 대의 여과 

기를 병렬로 설치한다. 여과기 동체의 하단부는 관캡으로써y 

n 



상단부는 블라인드허브를 부착한 그레이락 커플링으로 막혀진 

이중벽의 스테인레스 캉관으로써 제작되며/ 여기에는 주냉각 

수계통 냉각수의 입구 및 출구 노즐이 부착된다. 동체내에는 

양단에 그물망이 달린 흑연으로 채워진 카트리지가 채워진다. 

이 카트리지의 상부에 납차폐체 마개가 봉으로 연결된다. 각 

필터는 테이퍼를 가진 납차폐체 용기에 담겨진다. 두 필터는 

용기에 사용한 카트리지를 폐기시키기 위한 차폐프라스크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여과기는 FTL이 가동중일 때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 실의 바닥/ 벽 및 천장은 필요한 추가 

차폐를 한다. 

5. 핵연료 저장 

가. 임계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조는 언제나 경수로 채워져 있다. 어떠한 

하나로용 핵연료 다발이 저장되어도 입계도(keff)가 항상 0.95 이 

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저장용량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하나로의 36-봉 핵연료다발용으로 24개 

의 모률(257ß 의 다발/모률)이 있고I 18-봉 핵연료 집합체용으로 

18개의 모률(24개의 다발/모률)이 있으며I TRIGA의 폐로에 대 

비하여 TRIGA 핵연료용으로 9개의 모률(35개의 TRIGA 핵연료 

봉/모률)을 구비 하고 있다. 

정상운전시 1개월에 3개의 36-봉 핵연료다발과 2개의 18-봉 핵연 

료다발이 교체되고I 교체기간을 고려하면 1년에 약 10회의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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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핵연료다발은 약 

20년분의 저장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TRIGA용은 폐로시 전량 

의 저장이 가능하다. 

제 2 절 안전한계치 및 안전계통 제한치 

1. 기준 

가. 안전한계치에 대한 기준 

1) FTL 시험핵연료 

안전한계 변수 및 그 한계치는 핵연료의 파손을 막기 위해 정 

해진다. FTL 시험핵연료에 대한 안전한계 변수는 임계열속비와 

핵연료 중섬 온도이다. 임계열속비는 국부 조건에서 임계열속 

(CriticaI Heat Flux)과 실제 열속(ActuaI Heat Flu치과의 비를 

나타낸다. 안전한계 입계열속비는 입계열속 상관식의 불확실도 

와 입계열속비 계산에 사용되는 설계 인자의 불확실도를 고려 

하여 정해진다. 임계열속 상관식의 불확실도는 실험 자료로부 

터 평가되는데r 이는 상관식 자체의 불확실도와 실험 오차 퉁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특정 노심 조건하에서 임계열속에 

서 참값이 상관식 한계 임계열속비보다 크거나 칼을 경우 95% 

신뢰도하에서 실제로 입계열속이 발생할 확률은 5% 이하가 되 

도록 상관식 한계 입계열속비를 정한다. 설계 한계 임계열속비 

는 입계열속비에 대한 설계인자의 민감도 크기/ 각 설계인자틀 

의 불확실도 크기와 상관식 한계 임계열속비 값을 이용하여 구 

한다. 임계열속비의 안전한계치는 설계 한계 임계열속비에 여 

유도를 고려 하여 구한다. ANS(American Nuclear Socie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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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1 과 Condition II 에서 임계열속비는 안전한계치 이 

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라늄 합금을 이용한 핵연료에서는 핵연료온도가 용융점에 도 

달하기 전에 파열이 발생하여 손상이 올 수 있고r 이에 따라 

핵분열 기체 생성물이 누출될 수 있다. 따라서r 우라늄 합금인 

Upi-Al을 사용하는 핵 연료의 안전성 기준의 하나로 파열 발생 

온도를 사용한다. 상태 I 및 상태 H에서 핵연료 중심온도는 

안전한계치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핵연료 다발의 최소 업계열속비y 최대 핵연료 중심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계인자는 FTL의 출력 r 냉각수 유량， IPS 

출구 압력/ 냉각수 입구 온도 등이다. IPS 출구 압력은 냉각수 

유량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안전한계치가 만족되는 운전 영역 

결정을 위한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냉각수 유량은 운전모드가 

정해지면 고정된다. 따라서 운전 영역 결정에 있어 주요 변수 

는 IPS 출력과 냉각수 입구 온도이다. 

평형 노심을 대상으로 IPS 출력과 냉각수 입구온도의 변화에 

따른 안전한계 변수의 값을 계산하고/ 이들이 한계치에 도달하 

는 시험핵연료의 운전 조작올 구한다‘ 그림 7과 그림 8은 안전 

한계치가 만족되는 운전 영역을 운전형태 lA (CANDU) 및 운 

전형태 lB(PWR)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이들 그림에서 냉각수 

온도는 IPS 출력과 냉각수 유량을 이용하여 입구 온도를 출구 

온도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2) 주냉각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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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수계통은 항상 IPS 시험핵연료를 안전한 온도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핵분열 에너지를 제거하 

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정상 출력 운전시는 냉각수 강 

제 순환에 의해 냉각되고r 시험핵연료의 잔열은 비상냉각수 펌 

프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주냉각수계통의 설계온도 

는 354.5 'C 이다. 또한r 주냉각수계통의 냉각수온도에 대한 안전 

한계치도 이 값으로 정하여 정지운전상태에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안전계통 제한치에 대한 기준 

1) FTL 보호계통 계측설비의 정지 설정치 

표 2에 규정되어 있는 FTL 정지변수의 설정치는 정상운전 또 

는 설계기준 예상 운전사건 동안 시험핵연료에 대하여 설정된 

설계기준 변수의 값이 안전한계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사고해 

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FTL 보호 논리회로는 규정 

된 정지설정치를 초과하여 비상정지가 요구될 시에 자동으로 

하나로 정지봉 작동회로 즉/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원을 차단하 

여 신속하게 하나로를 정지시킨다. FTL의 비정상 상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IPS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정지변수 

채널을 3중으로 구성하여 다중성 요건을 만족시켰고/ 또한 여 

러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를 정지변수로 채택하여 기능의 다양 

성을 기하였다. 

FTL 보호계통에 의한 비상정지 신호가 발생되면 하나로의 원 

자로 제어계통도 모든 제어봉을 노섬 속으로 자유 낙하시키도 

록 구성되어 었다. 기술되어 있는 허용치는 각 정지변수 채널 

이
 μ
 



이 가질 수 있는 오차값이며 정지설정치에 대한 허용 가능 편 

차이다. 그러나 사고해석에서 사용되는 정지 설정치의 오차값 

은 실제의 오차보다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였다. 

가) 수동정지 

FTL 보호계통은 자체 수동정지 기능은 없지만 하나로에서 

수동정지하면 출력운전 정지 된다. 

나) 1면 출구 고온 

주냉각수계통의 펌프사고 또는 이차 냉각계통의 냉각기능 

상실 사고시 예방되는 핵연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사용되는 정지변수로서 IPS 출구측 주냉각수계통 배관 

상에 저항온도 검출기가 각각 3중으로 설치된다. 

다) 냉각수 저유량 

냉각수 유량관련 정지변수는 주냉각수계통의 펌프사고， 배 

관 파단사고 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지 설정치가 전 

체 유량의 80%로 정해져 있다. 저 유량 정지변수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사고시 에 동작한다. 

CD 주냉각수계통 펌프 흡입측 배관 파단사고 

@ 주냉각수계통 펌프 토출측/유량계 전단의 배관 파단 

사고 

@ 주냉각수펌프 고장사고 

라)주냉각수계통 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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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수계통의 압력신호는 배관 파단사고/ 펌프사고 퉁에 

대비하기 위한 정지변수로서/ 열수력적 특성상 배관내 압력 

변화의 전파속도는 유량 변화의 전파속도에 비해 매우 빠 

르기 때문에 압력정지변수는 1차적으로 FTL의 비상정지 기 

능을 수행하는 중요 변수이다. 대응되는 사고의 종류는 다 

음과같다. 

@ 주냉각수펌프 고장 

@ 주냉각수계통 수조밖 배관 파단사고 

마) 소내정전 

주냉각수계통 및 2차냉각수계통의 냉각기능상실퉁을 유발 

하며 시험핵연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지변수로서 소내전력상실 신호에 의해 동작된다. 

소내전력 상실시 전력은 비안전등급 디젤발전기 1대 및 안 

전둥급 비상디젤 발전기 2대가 기동하여 각기기에 공급되 

도록 되어 있다. 

2. 안전한계치 

가. FTL 시험핵연료 

시험핵연료의 건전성은 일정한 FTL 출력과 IPS 출구온도를 준 

수함으로써 보증된다. 이와 같은 FTL 출력 및 IPS 출구온도는 

안전운전 영역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ω
 



CANDU FfL 운전시 : 그림 7에 따른다. 

PWR FTL 운전시 : 그림 8에 따른다. 

안전한계치는 정상운전기간 또는 예상 과도상태에서도 초과 

되어서는 안된다. 

위의 안전한계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핵연료시험설비 

보호 설 정 치 (Trip Setpoint)를 선 정 하여 야 한다. 

적용 : 운전형태 1, 2, 3 

조치 : 노내시험부에 대한 한계치를 초과하면 아래 

지침에 따른다. 

FTL은 1시간 이내에 안전 정지상태 운전형태 4)에 

있어야 한다. 

안전한계치 위반시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소장에게 

보고하고/ 사건발생후 1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처에 

구두 보고한 후 다음 근무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발생 상황r 사건발생원인r 

안전조치의 내용 둥을 기술한다. 

안전한계치 위반사건 보고서는 원자로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위반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냉각수계통 

주냉각수계통의 온도는 FTL 정지 상태에서 93 0

C를 초과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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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된다. 

적용 : 정지상태 

조치 : 주냉각수계통의 냉각수온도에 대한 한계치를 초과 

하면 아래 지침에 따른다. 

FTL은 1시간 이내에 안전 정지상태 운전형태 4)에 있어야 

한다. 

안전한계치 위반시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소장에게 보고하 

고r 사건발생후 1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처에 구두 보고한 후 

다읍 근무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y 사건발생 상황y 사건발생 원 인/ 

안전조치의 내용 둥을 기술한다. 

안전한계치 위반사건 보고서는 원자로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위반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계통 제한치 

가. FTL 보호계통 정지설정치 

FTL 보호계통의 정지설정치와 허용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 적용 : 표 3에 각 정지변수 채널별로 명시되어 있다. 

· 조치 : 표 2의 여러 정지변수중 어느 하나가 정지 허용치를 

초과하여도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채널을 운전 

불능 상태로 선언하고， 해당 채널이 다시 정확한 정지 

설정치를 가지면서 운전가능 상태로 복원될 때까지 

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야
 ω 



제 3 절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1. 가준 

본 절에서는 운전제한조건과 점검요구사항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 

사항이 제시되어 었다. 

• 기술지침서는 기술된 각 내역의 적용성을 운전형태 또는 기 

타 특정 조건의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 이들 상세 내역 

이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기술지침서는 운전제한조건과 관련 조치 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한 필요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 기술지침서는 기술된 운전제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취하여야 할 

대책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을 위해 2개의 채널 

이 운전가능하여야 하는데 1개의 채널만 운전가능한 상태 

인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사항 요건을 따라 제시하고 있지 

만I 2개의 채널 모두가 운전불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 

다. 즉/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운전가능 채널수보다 더 많은 

채널이 운전불능인 경우에는 조치사항 요건을 공통적으로 

따라야 한다. 

• 기술지침서는 FTL 재기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만 

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필요한 계통/ 기기 또는 장치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 

는 어떤 기기가 운전가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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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제한조건에 규정된 모든 변수들이 허용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비책은 필요한 계통이나 장치들 

이 운전불능 상태와 운전체한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상 

태에서 FTL의 운전올 방지하기 위함이다. 

• 기술지침서는 각각의 감시행위에 대한 시간간격올 제시하 

고 있고/ 통시에 운전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시행위 

의 지연에 대한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범 

위는 정상 시간간격으로 행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감시행위 

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히 제한되어야 한다. 

• 운전제한조건의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감시 요건 및 감시 

행위는 출력운전 또는 운전제한조건이 적용되는 기타 특정 

조건 통안 만족되어야 하고/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을 본 기술지침서는 기술하고 있다. 

• 기술지침서는 운전제한조건에 대한 점검요구사항의 준수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 

준하에서 정해진 시간간격에 따라 감시행위가 적절히 수행 

되었다면/ 해당 기기r 계통 또는 장치는 운전가능 상태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기가 운전불능 상태로 판명 

이 되었다면 비록 감시요건이 만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 

기를 운전가능상태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출력운전형태 또 

는 기타 특정조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운전제한조건과 관련 

된 감시요건이 정해진 시간간격 이내에 적절히 수용되었다 

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운전제한조건의 동작 요 

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요건에 따라 감시행위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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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 Code Oass 1, 2, 3 기기의 운전중 점검과 ASME 

Code Oass 1, 2, 3 펌프 및 밸브의 운전중 시험은 ASME 

Sec. XI과 10 CFR 5O.55(a)의 요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본 기술지침서에는 운전중 점검 및 시험 수행 

의 주기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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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TL 정지 여유도 

기 준 

하나로 핵연료시험설비는 항상 미임계 상태로 운전되기 때문에 FTL 정지 

여유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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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나. 계측설비 

1) FTL 보호계통 계측설비 

FTL 보호계통의 계측설비는 다음과 같은 FTL 안전 및 안전 

관련 기능이 가능하도록 그 건전성올 항상 유지해야 한다. 

@ 각 채널 또는 그들의 조합에 의해 감시되는 중요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FTL 정지 기능 또는 관련 조 

치사항을 개시해야 한다. 

cz) 2/3 둥과 같은 통시 논리회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운전중에도 1개의 채널을 시험 또는 보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다중성을 유지해야 한다. 

@ 충분한 기능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고 및 과도 상태의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신뢰도/ 다중성/ 다양성 요건 둥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기 계통의 기기들은 항상 동작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측설비의 응답시간을 점검함으로 

써/ 핵연료시험설비 정지설비가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응답시 

간 범위내에서 만족되게 작통함 보장한다. 응답시간 측정은 

각 채널의 기기를 단독으로 측정하여 종합하거나 또는 전체 

채널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다. 검출기의 응답시간은 설치 

된 채로 현장에서 또는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확인 가능하 

다. 그리고 규정된 응답 속도를 만족하는 새로운 검출기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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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는 것도 응답시간 증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감시계통 계측설비 

방사선 감시계통의 계측 기기들은 각 채널별로 할당된 구역 

의 방사선 준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방사선 준위 

설정치 초과시에는 경보를 울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그 운전능력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의 운전가능성은 화재 발생시 즉시 감 

지하여 경보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화재경보는 초기 

에 발생지점을 표시할 수 있고I 안전 및 안전관련 기기의 피 

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일부분의 계통이 운전불능인 

상태가 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운전가능 상태로 복구하여 조 

기에 화재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l 
i 

q 
나
 



기 준 

다.주냉각수계통 

1) 냉각수 순환 

FTL은 주냉각수계통의 냉각유로가 유지되고I 모든 정상운전 

및 예상 과도상태 동안에 핵비퉁이탈비 (DNBR)가 설계제한치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냉각수계통의 유로가 운전불능인 경우에는 운전을 즉시 정 

지하여야 한다. 이 때 주냉각수계통의 냉각유로는 비상냉각수 

펌프를 통해 형성되어 붕괴열을 제거하게 된다. 

2) 화학적 상태 

주냉각수계통 냉각수의 화학적 한계치를 규정한 것은 관련 

계통의 부식을 최소화하고/ 부식에 의한 냉각계통 누설 또는 

파손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화학적 매개변수 

(pH, 전도도I 염소 및 불소이온)가 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I 

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경과시간과 온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 

다. 

점검요구사항은 제한치를 초과한 농도가 수정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내에 검출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구조적 건전성 

% 

ι
 



ASME 코드 둥급 1, 2, 3 기기의 가동중 검사 및 시험계획은 

구조적 건전성과 이들 기기의 운전 준비가 FTL의 수명을 통 

해 수락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보증한다. 이러한 계 

획은 과기처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I 기술지침서에 

문서화된 10CFR50.55a (g), (6), (i)에 따라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의 Sec. XI을 적용한다. 

주냉각수계통의 기기는 1985년판 ASME 보일러 빛 압력용기 

코드의 Sec. XI에 따라 가동중 검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 

이
 



라. 공학적 안전설비 

기 준
 

1) 비상냉각수 (ECW) 계통 

비상냉각수계통의 운전가능함은 비상 노심 냉각 능력이 일차 

냉각계통 냉각수 상실사고시 충분히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이 

다. 비상냉각수계통은 고압주입탱크 및 비상냉각수로 시험핵 

연료를 냉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각 기기의 운전가능 

함을 보증하는 감시요구사항은 계통의 운전가능함이 유지됨 

을 보여준다. 냉각수 주입 밸브의 시험에 대한 점검요구사항 

은 주냉각계통 냉각수상실 사고시 적절한 냉각수 주입을 보 

증한다. 

” % 



기 준 

마. 보조계통 

1) 기기냉각수계통 

핵연료시험설비의 기기냉각수계통은 비상냉각수계통으로부터 

붕괴열을 제거하고 비상냉각수계통의 펌프 빛 저11171 기실과 

하나로수조사이의 핵연료시험설비 배관관통부 냉각기능을 제 

공하며 정상 또는 비정상상태에서도 냉각능력을 보증한다. 

2) 취출y 보충 및 정화계통 

핵연료시험설비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은 주냉각수 체적y 순 

도 및 화학적 특성을 제어하여 시험설비의 전출력 운전을 보 

증한다.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은 주냉각수 일부를 냉각/ 처리하여 

이를 주냉각수계통으로 복귀시키거나 폐기물탱크로 이송시키 

며/ 중수로 및 경수로 시험핵연료 요건을 만족함을 보증한다. 

3) 시료채취 계통 

시료채취계통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감시하 

며y 정상운전중 핵연료의 손상 둥으로 인한 냉각수의 방사능 

농도 및 부식방지를 위한 염소I PH 둥을 상시 측정할 수 있 

도록 그 운전능력 이 충분함을 보증한다‘ 

x 

ω
 



4) FTL 환기계통 

핵연료시험설비의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은 제1기기실과 제2 

기기실올 냉방시키는데 필요하다. 제2기기실 환기는 하나로의 

환기계통을 활용한다. 정상운전시 제171기실 냉방올 위해서는 

별도의 직접팽창식 냉방계통을 이용하며 하나로의 환기계통 

은 운전정치 기간 중 보수를 위한 입실 이전에 실내 공기를 

퍼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그 운전상태 보증은 하나로 안전 

성분석보고서 10장을 준용한다. 

5) 가스공급 계통 

핵연료시험설비의 가스공급계통에 대해서는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이 없다. 

6) 중간냉각계통 

중간냉각계통은 주냉각수계통 및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 등 

의 발생열을 중간냉각계통 펌프의 작동에 의해 냉각하므로 

그 냉각기능 및 운전능력이 충분히 만족함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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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바. 전력계통 

1) 전력계통이 운전가능함은 FTL 운전중 FTL을 안전하게 정 

지시키고f 사고를 제어하며 축소시키는데 필요한 기기에 

충분한 전력올 공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력계통의 

기능상실 정도에 따른 조치사항들은 기능상실 상황에 맞 

는 부하만을 계속 운전하기 위한 제한조건이다. 전원의 

운전가농합은 사고분석에서 가정한 초기 조건과 외부전원 

상실 및 소내전원의 단일사고를 가정하였을 경우에도 최 

소한 다중 계통중 어느 하나라도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 

한 기본조건을 고려한 것이다. 최소한으로 규정한 120V 

무정전 교류 및 직류 전원의 /운전가능성’은 FTL 정지상 

태와 FTL의 각종 변수를 감시 및 기록하는 계측제어 기 

능을 유지시킨다. 

2) 축전지의 운전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점검요구사항은 

R.G.1.129 "Maintenance Testing and Replacement of 

Large Lead Storage Batteries of NPP's", IEEE 450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Maintenance, Testing and 

Replacement of Large Lead 5torage Batteries for 

Generating 5tations and 5ubstations"의 추천 사항을 근 

거로 하였다. 

3) 축전지의 평균 전해액옹도는 축전지용량 계산시 가정한 최 

저치 이상 유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해서 1 부동 충전시 

의 총 축전지 단자전압/ 접촉저항f 용량시험/ 방전시험이 

충전계통의 성능과 축전지의 방전률의 타당성을 입증할 

킨
 



수 있고， 그 때의 축전지 용량올 정격 용량과 비교할 수 

있다. 

4) 표본축전지의 한계치는 안정된 상태에서의 제작자가 제시 

한 완전충전 상태의 값보다 낮으며， 적절한 용량의 충전 

된 축전지의 특성올 나타낸다. 각각 연결된 축전지의 제 

한치는 제작자가 제시한 완전 충전 상태의 축전지의 변수 

값보다 낮으며 축전지의 성능 및 i운전가능r을 나타낸다. 

5) 7일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장된다. 

CD 전해액 높이의 허용치는 적절한 전자이동능력을 가진 

극판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는다. 

@ 모든 축전지의 평균 전해액비중의 허용치내 (제작사가 

제시한 완전 충전시의 값보다 0.020 보다 작지 않음)에 

서는 그로 인한 용량감소가 용량산정시 고려한 여유치 

이내이다. 

@ 각 축전지의 비중의 허용치내 (각 축전지의 비중이 제 

작자가 제시한 완전 충전시의 값보다 0.040 보다 작지 

않읍)에서는 축전지의 전체 성능이 허용 제한 이내로 

유지된다. 

@ 각 축전지의 부동 전압의 최소 허용치는 2.07V이며/ 이 

허용치 이내에서는 축전지가 설계 성능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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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사.IPS 핵연료 재장전 

1) 핵연료 취급장비 및 재장전 기중기 

핵연료 재장전에 필요한 기기들 즉/ 핵연료 취급장비r 재장전 

기중기 및 재장전 기중기의 권상기는 하나로 안에서 핵연료 

의 이동 및 사용후 핵연료의 이동에 사용되며/ 충분한 부하능 

력올 갖는다. 

2)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수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수위에 대한 요구조건은 사용후 핵 

연료 저장조 위에서 작업 종사자가 작업할 수 있음을 보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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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아.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이송계통 

1) 액체방사성폐기물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에 오염된 방사성물질을 제한한다 

는 것은 탱크의 내용물이 제어되지 않고 방출될 경우/ 그로 

인한 농도가 비제한구역의 가장 인접한 지표수가 과기처 고 

시 처1190-11호의 규제치 미만으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한다. 

2) 기체방사성폐기불 

이 지침서는 기체유출물에 의한 비제한구역에서의 일반 주민 

에 대한 피폭선량이 과기처 고시 제90-11호의 규제치 이내에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이 지침서는 10CFR50 부록 I 

의 R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그 지침을 제공한다. 즉/ 

환경으로 방출되는 기체유출물에 대한 유도방출 한도를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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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운전제한조건 

(1) 본 절에 기술되는 운전제한 조건들은 출력 운전형태 또는 기 

타의 정해진 조건에서 항시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전제 

한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운전제한조건의 불만족 상태에서 규정시간내에 적절한 조치 

사항을 취하지 않으면 본 절의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I 조치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시간내에 운전제한조 

건이 복원되면 비록 시간이 남아있더라도 조치사항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3) 표 3에 제시된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하는 운전상태보다 더욱 

심각하게 운전제한조건이 불만족될 경우 즉I 운전가능한 최 

소 채널수가 불만족될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FTL을 정지상 

태에 두어야 한다. 

(4) FTL 재기동을 위해서는 운전제한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점검요구사항 l 
(1) 점검요구사항들은 출력운전 형태 또는 운전제한조건에 명시 

된 기타 운전조건동안 항상 만족되어야 하며y 각각의 점검 

요구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 시간 이내에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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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주기적 감시행위는 정해진 점검주기의 25%를 초과하여 

서는 안된다. 

@ 연속되는 3번의 감시행위의 전체시간은 정해진 점검주기 

의 3.2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정해진 시간 이내에 감시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면 운전제한 

조건에 대한 점검요구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운전불능인 

기기에 대해서는 감시행위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3) 운전제한조건과 관련된 점검요구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출력 

운전형태 또는 기타 특정 운전조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4) ASME 코드 둥급 1, 2, 3 기기의 가동중 점검 및 시험에 대 

한 점검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φ ASME 코드 둥급 1, 2, 3 기기들의 가동중 검사와 ASME 

코드 퉁급 1, 2, 3 펌프 빛 밸브의 가동중 시험은 ASME 

Sec. XI과 10 CFR 50의 규정요건에 준한다. 

@ 상기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동중 검사 및 시험행위 

에 대한 감시주기는 점검주기 정의에 따른다. 

3. 반응도 제어 

가. FTL 정지 여유도 

운전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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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로 핵연료시험설비는 항상 미입계 상태로 운전되기 때문 

에 IPS 정지여유도를 고려할 필요없다. 

(1) 하나로의 점검요구사항 이외에는 고려사항이 없다. 

4. 계측설비 

가. FTL 보호계통 계측설비 

운전제한조건 

(1) 표 3의 FTL 보호계통 계측채널 및 연동장치는 표 4의 응답 

시간 요건을 만족하면서 운전가능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 적용 : 표 3에서 각 채널별로 기술하였다 . 

. 조치 : 표 3에서 기술하였다. 

점검요구사항 

(1) FTL 보호계통 계측설비 및 연동장치는 표 6에 규정되어 있 

는 점검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운전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표 4에 나타나 있는 각 정지변수 채널의 옹답시간은 최소한 

매 18개월에 1번씩 점검하고/ 그 성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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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L의 경우 모든 정지변수가 3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 

개 정지변수의 전채 채널은 매 54개월 (3 x 18개월)에 1회씩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시계통 계측설비 

1) 방사선 감시계통 

운전제한조건 

(1) FTL의 안전과 관련된 채널들은 최소 1개 이상의 채널이 

운전가능하도록 한다. 각 채널별 측정범위f 설정치 및 최 

소 운전가능 채널수는 표 7에 기술하였다 . 

. 적용 : 표 7에 각 채널별로 명시되어 있다 . 

. 조치 : 최소 운전가능하여야 할 채널이 운전불능시에는 표 

7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고장 채널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복원하여야 한다. 

(1) 방사선 감시기기 채널들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그 운전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채널점검 및 선원점검 

@ 채널기능 시험 

@ 채널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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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 

운전제한조건 

(1)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최소 화재 감지기들은 표 8과 같이 

운전가능하여야 한다 . 

. 적용 : 항시 

. 조치 : 해당 구역의 최소 운전가능 감지기 수보다 운전 

가능한 감지기 수가 적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운전불능인 감지기는 14일 이내에 운전가능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 이 계통은 2 적용의 운전 제한조건 (3) 및 (4) 

에 적용되지 않는다. 

점검요구사항 

(1) 각 화재감지기와 경보회로는 6개월에 한번씩 감지기 작동 

시 험 (Trip Actuating Device Operational Test)과 회 로 시 험 

으로 운전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주냉각수계통 

가. 냉각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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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제한조건 

(1) 주냉각수계통 유로는 정상운전중이어야 한다. 

- 주냉각펌프 (P01) 

- 주냉각기 (X01) 

- 관련 배관 

. 적용 : 운전형태 1 

. 조치 CD 냉각수 유로가 운전붙능이면 즉시 하나로를 
정지하여야 한다. 

@ 냉각수 유로가 운전불능인 경우에는 하나로 

출력을 O.l%FP 이하로 낮추고 비상냉각수계 

통의 유로를 형성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점검요구사항 

(1) 주냉각수계통 유로가 정상운전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 

환되고 있는 냉각수의 유량과 온도를 최소한 12시간에 1회 

씩 점겸한다. 

나. 화학적 상태 

운전제한조건 

(1) 주냉각수계통 냉각수의 화학적상태는 표 9에 명시된 제한 

치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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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항시 

. 조치 : 표 9에 명시된 화학적 매개변수가 1개 이상 제한치 

를 초과한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모든 화학적 매개 

변수를 제한치 이내로 복원시켜야 한다. 만일 복원이 

안되면 즉시 FTL을 정지하여야 한다. 

항
 -

사
 -와

 
-

검
 -

점
 -

(1) 주냉각수계통 냉각수의 화학적 상태는 표 10에 명시된 주 

기로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 구조적 건전성 

운전제한조건 

(1) ASME 코드 둥급 1, 2, 3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은 유지 

하여야 한다 . 

. 적용 : 항시 

. 조치 : 어떤 ASME 코드 둥급 1, 2, 3 기기의 구조적 건 

전성이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영향 

받는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그 제한치 이내로 

복원시키거나y 영향받은 기기를 가동으로부터 

격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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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

「
사
 -

• 

압
 
-

)
거D
 

一

점
 -

(1) 지침 11.5.16.4.0.4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각 주냉각수펌 

프는 Reg. Guide 1.14의 C.4.b (1985년 8월판， 개정 1)의 권 

고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6 공학적 안전설비 

가. 비상냉각수(ECW)계통 

운전제한조건 

(1) 비상냉각수 펌프는 정상운전중 우회 유로를 통하여 상시 가 

동상태에 있어야 한다. 

- 100% 용량의 냉각펌프 (M.P002A, M.P002B) 

- 비상냉각수 열교환기 (A, B) 

. 적용 : 운전형 태 (1, 2, 3, 4) 

. 조치 CD 2대의 비상냉각수 펌프가 정상운전중입에도 

불구하고 기기냉각수 펌프 혹은 비상냉각수 열교 

환기가 비정상이면 즉시 FTL을 정지시키고 정상 

복귀시켜야 한다. 

@ 모든 비상냉각수 펌프 또는 비상냉각수 열교 

환기가 운전 불가능하면 즉시 FTL을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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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냉각수계통의 운전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냉각 
수 펌프 및 비상냉각수 열교환기 유량r 온도를 최소한 12시 

간에 1회씩 점검하여야 한다. 

7. 보조계통 

가. 기기냉각수계통 

운전제한조건 

(1) 기기냉각수 펌프는 정상운전중 유로를 통하여 상시 가동상 
태에 있어야 한다. 

- 100% 용량의 냉각펌프 (M.P-001A&B) 

- 비상냉각수 열교환기 (A,B) 

적 용 : 운전형 태 (1 ,2 , 3, 4) 

조 치 :CD 기기냉각수 펌프 빛 비상냉각수 열교환기 
계열 중 최소 1개이상 계열은 항상 운전상 

태에 있어야 한다. 

@ 모든 기기냉각수 펌프 및 비상냉각수 열교환 

기가 운전 불가능하면 즉시 FTL을 정지시켜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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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기냉각수계통의 운전가능함올 확인하기 위하여 기기냉각 

수 펌프 및 비상냉각수 열교환기 유량/온도를 최소한 12시 

간에 1회씩 점검하여야 한다. 

나.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 

운전제한조건 

(1) 주냉각수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은 정상운전중 상시 운전 

가능해야 된다. 

- 주냉 각수 정 화펌 프 (M-P006) 

- 주냉각수 재생열교환기 및 비재생열교환기 

- 탈염기 및 여과기 x 2대 

- 보충수 펌 프 (M-POll) 

적 용 : 운전형 태 (1, 2, 3, 4) 

조 치 :CD 주냉각수 정화펌프는 항상 운전가능해야 한 
다. 

@ 주냉각수 냉각기는 탈염기의 레진을 보호하 

기 위하여 상시 운전가능해야 한다. 

@ 보충수 펌프는 정상운전 또는 정지시 주냉각 

수 보충을 위하여 상시 운전가능해야 하며 

운전 불가능시 72시간내로 FTL을 정지시킨 

다. 

@ 탈염기는 2 계열로 되어 있으며 1개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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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상시 운전상태에 있어야 하며 운전 불 

능시 72시간내에 FTL올 정지시킨다. 

점검요구사항 

(1) 주냉각수 정화계통 및 보충수 정화계통 유로가 정상운전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최소한 12시간에 1회 

씩 점검한다. 

다. 시료채취 계통 

운전제한조건 

(1)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운전제한조건은 5. 나항의 화학적상 

태의 운전제한조건에 따른다. 

적 용 : 운전형태 (1, 2, 3, 4) 

(1) 시료채취 펌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최소 24시 

간에 한번씩 펌프의 기동상태를 점검한다. 점검 요구사항은 

5. 나항의 화학적상태의 점검요구사항에 따른다. 

라 FTL 비상안전환기계통 

운전제한조건 

(1) 비상안전환기계통은 운전가능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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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운전형태 1, 2, 3 

. 조치 : 활성탄 여과기 (Charcoal Filter)를 포함한 두 개의 

독립된 바상환기계열 πrain)이 모두 운전 불능인 

경우에는 즉시 핵연료시험설비를 정지시킨다. 

점검요구사원 

(1) 비상안전환기계통은 하나로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준용 

한다. 

마. 가스공급 계통 

운전제한조건 

(1) 가스공급계통은 운전가능 하여야 한다 . 

. 적용 : 운전형 태 1, 2, 3, 4 

. 조치 CD H 2 및 N 2 가스의 압력이 정상치 이내이변 즉시 

새병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비정상의 경우 FTL 정지는 없다. 

(1) 가스공급계통은 최소 72시간에 1회씩 가스공급 가능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바. 중간냉각계통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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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제한조건 

(1) 중간냉각계통은 정상운전중 상시운전가능해야 한다. 

- 중간냉각계통 열교환기 (FL-231-M-X001) 

- 취 출/ 보충 및 정화계 통 냉 각기 (FL-240-M-X001) 

- 주냉각수펌프 냉각기 (FL-210-M-X003) 

- 주냉각기 (FL-210-M-X002) 

- 중간냉 각계 통 펌 프 (FL-231-M-PO01) 

. 적용 : 운전형 태 (1, 2, 3) 

. 조치 CD 중간냉각계통 펌프는 상시운전가능하여야 하 
며 운전 불능시에는 즉시 FTL을 정지시켜야 한 

다. 

(1) 중간냉각계통 펌프 빛 열교환기 온도y 유량 상태는 최소한 

12시간에 1회 이상 운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주냉각수 펌프냉각기 빛 주냉각기는 주냉각수계통의 점검 

요구사항을 준용한다. 

8. 전력계통 

운전제한조건 

(1)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원이 운전가능하여야 한다. 

않
 



1) 외부전원 및 배전계통 

2) 120V 교류 무정전 전원계통 3 채널중 2개 

. 적용 : 운전형태 1, 2, 3 

. 조치 CD 외부전원 및 배전계통이 운전 불능인 경우 
에는 즉시 FTL을 정지하여야 한다. 

(2) 120V 교류 무정전 전원계통이 각기 2개 

채널 이상 운전불능인 경우에는/ 즉시 

FTL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외부전원 및 배전계통의 운전가능 상태는 최소한 7일마다 

1회씩 6.6KV 인입 차단기 위치와 아래의 각 모선전압으로 

확인한다. 

- 6.6KV 스위치기어 모선 

- 460V 비상 부하반 모선 

- 460V 비상 전동기제어반 모선 

- 120V 교류무정전전원 A 모선 

- 120V 교류무정전전원 B 모선 

- 120V 교류무정전전원 C 모선 

(2) 배전계통 내에 있는 비상 디젤발전기의 운전가능 상태는 다 

음과 같이 확인한다.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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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항 목 -;z「 기 

- 실내 연료탱크 연료량 1 주일 

- 실외 연료탱크 연료량 1 개월 

- 기동시험 3 개월 

- 실내 연료탱크 수분 확인 1개월 또는 2시간 이상 운전후 

- 제작자 지침에 따른 검사， 18 개월 

1시간 운전 및 연동 확인 

(3) 120V 교류 무정전전원과 24V 직류 전원계통의 각 축전지 

와 관련 충전기는 아래와 같이 운전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 

다. 

CD 최소한 1개월에 1회씩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단/ 부동충전시 축전지 단자전압이 다음과 같을 것. 

125V 축전지 129V 이 상 

g 외관검사 및 청결상태 

g 주위온도 및 환기상태 

@ 표본 축전지의 전압f 비중r 전해액 온도 

@ 최소한 3개월에 1회씩/ 그리고 축전지가 다음과 같이 과방 

전 또는 과충전된 후 1일 이내에 표 11.5.16.4-4의 변수들이 

범주 B의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과방전 125V 축전지 110V 

9 과충전 125V 축전지 150V 

@ 최소한 1년에 1회씩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축전지r 극판/ 지지대 둥의 물리적 손상 및 열화가 없 

어야 한다. 

또
 



g 단자 사이의 접속이나 축전지 사이의 연결단자에 부식 

이 없고I 단단하게 죄여져 있어야 하며， 또한 부식 방 

지용 도장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각 축전지간/ 단자간의 접촉저항이 제작자의 추천값 

(65μQ) 이내이어야 한다. 

@ 충전기는 최소한 10시간 동안 125V인 경우 100A를 공 

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소한 18개월에 1회씩 FTL 정지기간중에 축전지 실부하시 

험 (Service Test)으로 축전지가 실제로 1시간 동안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최소한 60개월에 1회씩 FTL 정지기간중에 정격용량 방전시 

험 (Performance Discharge Test)으로 축전지용량이 정격용 

량의 90%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성능저하가 나 

타나거나 예상수명의 85%에 이르면 1년 주기로 정격용량 

방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성능저하는 이전의 시험 평균 

값보다 10% 이상 용량이 낮거나 정격 용량의 90% 이하일 

때로 간주한다. 

9. 핵연료 재장전 

가. IPS 취급장비 및 재장전 기중기 

운전제한조건 

(1) 핵연료 취급장비 r 재장전 기중기 (Manbridge)는 운전가능하여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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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LH에 IPS 이동 장착시 

. 조치 IPS 취급장비y 재장전 기중기가 운전불능인 경우(재 

장전 기중기의 경우 수동 작동이 불능일 때)에는 

IPS 재장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1) IPS 취급장비/ 재장전 기중기의 운전가능성은 IPS 재장전 

개시전 48시간 이내에 점검하여야 한다. 

나. 하나로 수조 수위 

운전제한조건 

(1) 하나로 수조의 수위는 수심 11.7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적용 IPS 본체 이동시 

. 조치 : 하나로 수조 수위가 수심 11.70m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I IPS 본체의 이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하나로 수조 수위는 IPS 본체 이동전 2시간 이내에 최소 

수위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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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수위 

운전제한조건 

(1)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는 수위가 저장랙 (Rack) 내에 놓여 있 

는 조사후 핵연료 집합체의 상부로 충분히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수심 11.70m의 순수가 저장되어야 한다 . 

. 적용 : 조사후 핵연료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 있을 때 

. 조치 :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수위가 수심 11.70m 미만 

인 경우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구역 내에서 

핵연료 집합체의 이동을 즉시 중지하고/ 정상운전 

범위 이내로 수위를 복원시킨다. 

점검요구사항 l 
(1)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수위는 핵연료 집합체 이동전 2시간 

이내에 최소 수위 이상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이송 

가.액체방사성폐기물 

운전제한조건 

(1)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분탱크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 

의 농도는 표 12와 같이 제한한다.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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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항시 

. 조치 : 폐기물처분탱크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소내의 폐 

기물 처리시설로 이송할 때 그 농도를 조사하여 

하나로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이송한다. 

(1) 처분탱크내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이 제한치 이내에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그 농도를 분 

석 r 기록한다. 시료채취 주기 빛 분석형태는 표 12와 같다. 

나. 기체방사성폐기물 

운전제한조건 

(1) 비제한구역에 상주하는 개인의 연간 최대허용 집적선량은 

전신에 대하여 5mSv (0.5 rem), 피부 빛 갑상선에 대 하여 

30mSv(3 rem) , 기타 단일장기에 대하여 15mSv(1 .5 rem)으 

로 제한한다. 

(2) 환경으로 방출되는 기계 유출물에 대한 유도방출한도는 표 

13와 같이 비제한구역내 개인의 연간 최대허용 집적선량의 

1/100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다 . 

. 적용 : 항시 

. 조치 CD 방사성기체 유출물의 농도가 유도방출 한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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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에 배출되는 경우에는r 즉시 핵연료 

시험설비를 정지하고 비상환기 설비를 가동시킨 

다. 

점검요구사원 

(1) 기체방사성폐기물의 감시 및 주기적인 점검의 확인은 하나 

로의 기술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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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로
 」

하나로 설계， 건조를 통해 공학적인 조사시험 및 핵연료 시험이 가능 

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로의 노심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의 설계 

및 설치는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조사시험 시설중에서 이용 실험공의 

특성 및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지식 및 경험의 축척이 필요하며， 지속적 

이고 조직적인 인력 투입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수행중인 

핵연료 조사시험 설비의 제작 설치가 완료되면 핵연료 및 재료 개발자의 

조사시험이 가능하게 되어 핵연료 조사시험을 통하여 핵연료 개발에 필 

수적인 조사실증 자료를 생산하게 되며 또한 국외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적인 조사시험을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제 2장의 본론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FfL 기술지침서는 FTL 운전의 안전 

한계치와 안전계통 제한치를 각 공정별 운전 제한조건과 점검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기술된 각 내역의 적용성을 운전형태 또는 기타 특정조건의 방법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상세내역이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운전제한조건과 관련 조치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을 정의 

하고 있다. 

셋째， 기술된 운전제한조건을 만족시키기 못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취해야 할 대책을 제공한다. 

넷쩨， 판I 재기동을 위해 필요한 계통， 기기 또는 장치들의 역할을 대신 

할수 있는 어떤 기기가 운전 가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운전제한조건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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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모든 변수들이 허용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각 계통의 감시행위에 대한 시간 간격을 제시하고 있고 동시에 

운전의 유연성올 기하기 위해 감시행위의 지연에 대한 허용범위를 규정 

하고 있다. 

여섯째， 운전 제한 조건의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감시요건 및 감시행위는 

출력운전 또는 운전 제한조건이 적용되는 기타 특정조건 동안 만족되어 

야한다. 

일곱째， 운전 제한조건에 대한 점검요구사항이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넓째， ASκffiE Code Class 1,2,3 기기의 운전중 점검과 시험 수행의 주 

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본고서는 하나로 핵연료 조사시험 설비의 운전 기준 및 제 

한치를 제시하여 실제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시험 계획 수립 및 시험운 

전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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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TI 표준 운전 형 태 

운 전 형 태 ! 중성자 출력 반웅도 

C%FP) CKeff) 
비 고 

1. 출력운전 
하나로 출력에 

따름. 
미 임 계 

2. 가동 
하나로 출력에 

따름. 
미 임 계 

3. 대기 
하나로 출력에 

따름. 
미 임 계 

4. 정지 
하나로 출력에 

따름. 
미 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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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TL 보호계톰의 정지 설정치 

하나로 긴급정지 설정치 •• 

정지 번수 
PWR 모I CANDU 모I 

1. 수동 정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주냉각수 저유량 8.20 kg/s 13.768 kg/s 

3. 주냉각수 고유량 11.787 kg/s 19.792 kg/s 

4. 주냉각수 고온 336.0.C 302.0.C 

5. 주냉각수 저압 14.134 MPa 8.618 MPa 

6. 주냉각수 고압 17.237 MPa 11.03 Mpa 

7. 제 1기기실 고압 0.108 MPa 0.108 MPa 

8. 소내 정전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냉각수 격리 실정치” 
정지 번수 

PWR 모I CANDU 모I 

1. 수동 정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주냉각수 저-저 유량 2.652 kg/s 4.302 kg/s 

3. 주냉각수 고유량 11.787 kg/s 19.792 kg/s 

4. 주냉각수 고-고 온도 343.0.C 31O.0'C 

5. 주냉각수 저 -저 압력 13.444 MPa 7.929 MPa 

6. 제 171 기실 고압 0.108 MPa 0.108 MPa 

7. 소내 정전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 하나로에 서 가능 

(**) 참고 설정치(Reference Value) 임. 실제 설정치는 시험핵연료가 결정되면 실험자 

가 안전해석올 통해 추후 설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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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TL 보호계톰 계측섬비 

정지작동 운전가능 
:AJ 지 변 수 총채널수 적용 조치 

채널수 최소 채널수 

1. 수동 정지* 3 3 1,2,3 (1) 

2. 주냉각수 고-고온도 3 2 2 1,2 (2) 

3. 주냉각수 고온도 3 2 2 1,2 (2) 

4. 주냉각수 고유량 3 2 2 1A (2) 

5. 주냉각수 저유량 3 2 2 1A (2) 

6. 주냉각수 저-저유량 3 2 2 1A (2) 

7. 주냉각수 고압력 3 2 2 1A (2) 

8. 주냉각수 저압력 3 2 2 1A (2) 

9. 주냉각수 저-저압력 3 2 2 lA (2) 

10. 소내 정전 3 2 2 1B (2) 

11. 제 1기기실 고압력 

주 (*) 하나로에서 가능 

(1) 운전가능 최소 채널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2. 적용의 운전제한조건(3)을 

따른다. 

(2) 운전가능 채널의 수가 총채널수보다 1개가 적을 경우 즉， 3채널 중 1개의 채널 

이 운전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면 기동 및 출력운전올 

다음 계획 정지시까지 계속할 수 있다. 

A 운전불능 채널올 1시간내에 정지조건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묘 운전가능 최소 채널수는 항시 만족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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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TL 보호계톰 계측섭비의 름답시간 

응답시간 

계통 E 립 변수 E 립계통 

계측관 전송기 FTL 계측회로 하나로 계측회로 구동기 

주냉각수 고압력 하나로 100 ms 200 ms 50 ms 미만 50 ms 미만 1.5 sec 

주냉각수 저압력 하나로 100 ms 200 ms 50 ms 미만 50 ms 미만 1.5 sec 

주냉각수 저-저압력 FTL 100 ms 200ms 50 ms 미만 

주냉각수 고유량 하나로!FTL 100 ms 200 ms 50 ms 미만 50 ms 미만/- 1.5/4 sec 

주냉각수 저유량 하나로 100 ms 200 ms 50 ms 미만 50 ms 미만 1.5 sec 

주냉각수 저-저유량 FTL 100 ms 200 ms 50 ms 미만 4 sec 

주냉각수 고-고온도 FTL 500 ms 50 ms 미만 4 sec 

주냉각수 고온도 하나로 500 ms 50 ms 미만 50 ms 미만 1.5 sec 

제 1기기실 고압력 하나로!FTL 100 ms 500 ms 50 ms 미만 50 ms 미만/- 1.5/4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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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FTL 보호계톰의 정지 설정치. 

방호 조치 / 정지 변수명 PWR 모드 정지 설정치 ... CANDU 모드 정지 실정치 ••• 

하나로 긴급정지” 

주냉각수 저유량 8.20 kg/s 13.768 kg/s 

주냉각수 고유량 11.787 kg/s 19.792 kg/s 

주냉각수 고옹 336.0"C 302.0"C 

주냉각수 저압 14.134 MPa 8.618 MPa 

주냉각수 고압 17.237 MPa 11.03 Mpa 

제 1기기실 고압 0.108 MPa 0.108 MPa 

주냉각수 격리” 

주냉각수 저-저 유량 2.652 kg/s 4.302 kg/s 

주냉각수 고유량 11.787 kg/s 19.792 kg/s 

주냉각수 고-고 온도 343.0"C 31O.0"C 

주냉각수 저-저 압력 13.44 MPa 7.929 MPa 

주(*) 노내시험부 보호용으로 노내시험부 외부 냉각수 온도고 및 노내시험부 외부 냉 

각수 유량저가 추가될 예정임. 
(**) 하나로 및 FI'L에 서 수동 가능 

(***) 참고 설정치(Reference Value) 임. 실제 설정치는 시험 핵연료가 결정되면 실험자 
가 안전해석을 통해 추후 설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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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FTL 보호계톰 계측설비의 점검주기-

아날로그 
논리채널 정지봉 

정지변수 채널 채널점검 채널교정 채널동작 적용 
동작시험* 동작시험 

시험* 

1. 수동정지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장전(R) 1,2,3 

2. 주냉각수 고압력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창전(R) 해당없음 1A 

3. 주냉각수 저압력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장전 (R) 해당없음 1A 

4. 주냉각수 저-저압력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장전(R) 해당없음 1A 

5. 주냉각수 고-고온도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장전(R) 해당없음 1,2 

6. 주냉각수 고온도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장전(R) 해당없음 1,2 

7. 주냉각수 고유량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장전(R) 해당없음 1A 

8. 주냉각수 저유량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장전(R) 해당없음 1A 

9. 주냉각수 저-저유량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장전(R) 해당없음 1A 

10. 제 l기기실 고장 12시간(S) 365일 (y) 재장전(R) 재장전(R) 해당없음 1A 

주(*) : 하나로에 서 가능 

(** ) 노내시험부 보호용으로 노내시험부 외부 냉각수 용도고 및 노내시험부 외부 냉각 

수 유량저가 추가될 예정임. 

※ : 아날로그채널 동작시험과 논리채널 동작시험은 동시에 실시한다. 즉，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채널에 인가하고 관련 계측기 및 논리채널의 동작여부 

를 확인한다. 각 정지변수 채널의 주기적 동작시험은 2. 적용의 점검 요구사항(1)의 

요건올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험핵연료 재장전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 69 -



표 7. 발사선 감시 계측기 

계측기가 
최소운전 

적용모드 
경보/정지 

측정범위 조치사항 
가능채널 설정치 

1) 주제어실 매 24시간마다 

- 공기중 감시기 1,2 시료채취 및 분석 

- 구역감시기 1 1,2 

2) 주냉각수 취출수 1 1,2,3,4 ” 

감시기 

3) 중간냉각수 1 1,2,3,4 " 

감시기 

4) 주냉각수 압력경계 1,2,3,4 " 

누수감시기 

5) 제271 기실 

- 공기중 감사기 1,2 ’t 

- 구역감시기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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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화 재 감 시 기 

최소 운전가능 감지기 

계측기기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 

FTL 제어실 2 

FTL 디젤발전기실 1 

FTL 전기실 3 

FTL 축전지실 1 

FTL 전동기 제어빈-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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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냉각수계통 냉각수의 화학적 쩌l한치 

매개변수 정상상태 제한치 

pH 5.5 - 6.5 

x‘~ 도 도 0.5 mS/m (5 rnicro mho/cm) 이 하 

염 소이 온(cn + 불소이 온(F-) 0.2 ppm 이하 

표 1o. 화학적 쩌|한치 점검요구사항 

매개변수 시료채취 및 분석주기 

pH 최소한 1주에 1회 이상 

전 도 도 최소한 24시간에 1회 이상 

염 소 이 온(cn 최소한 1개월에 1 회 이상 

불 소 이 온(F-)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m 

ι
 



표 11. 촉전지 감시 요컨 

범주 ACD 범 주 B (î) 

변 -까r 
표본 축전지의 각 연결 축전지의 각 연결 축전지의 

제한치 제한치 허용치 @ 

최저 눈금보다 높고， 최저 눈금보다 높고， 극판 상부보다 높고， 

전해액 높이 최 대 눈금보다 O.6cm 최 대 눈금보다 O.6cm 넙치지 않을 것.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초과하지 않올 것. 

부동충전전압 
@ 

E즈 2.13 V ~ 2.13 V ~ 2.07 V 

비 

모든 연결된 축전지 

는 1.195 의 평 균값보다 0.020 

이하가 아닐 것. 
@ @ 

τ ~ ~ 1.200 모든 연결된 축전지 모든 연결된 축전지 

의 평균값이 1.205를 의 평균값이 1.195 

초과할 것. 이상일 것.@ 

주)@ 전해액의 온도와 높이로 교정한 값임. 

@ 충전시 충전전류가 2A 이하일 때의 값임. 

@ 평균 전해액 온도를 교정한 값임. 

CD 범주 A의 제한치를 벗어난 값이 장시간 이내에 재측정하여 허용치 이 
내이거나， 범주 A, B의 변수가 6일 이내에 제한치 이내로 유지되면， 그 

축전지는 ‘운전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축전지의 변수값이 법주 B의 제한치를 벗어나 허용치 이내이고 7일 이 

내에 제한치 아내로 유지되면， 그 축전지는 ‘운전가능’한 것으로 간주한 

다. 

@ 범주 B를 벗어난 값이 허용치 이내에 들지 않으면， 그 축전지는 ·운전 

불능’임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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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액체 텔사성 폐기물의 시료채취 주기 및 분석혐태 

위 치 시료채취 주기 방사능 분석형태 검 출상한치 CCi/m') 

FTL 제2기기실 
이송전 주요 r-ß 5 X 1O-t> 

배수조 

폐기물처분탱크 이송전 주요 y-ß 10-1 

표 13. 기쳐I 방사성 폐기불 감시기 및 유도방출한도 

계측기기 채널수 측정범위 CCνm') 유도방출한도CCi/m') 

원자로건물 굴뚝 감시기 

.입자 10-10 _ 10-4 6.72 X 10-7 

-s -1ι -기l、- 1 10-10 
- 10-4 

1.34 X 10-7 

. 불활성 기체 1 10-7 
_ 

10-1 
1.78 X 10-4 

RCI 배기구 감시기 

.입자 1 10-10 
- 10-4 5.17 X 10-6 

-s -1ι -기l、- 10-10 - 10-4 1.03 X 10-6 

. 불활성 기체 10-7 - 10'4 2.14 X 10-3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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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요 Hole) Large 

- 내경 150 mm 
? 오|경 1200 mm 
- 최대지지하중 : 62.5 kg 

조사공 

/ l 
l 
| 

l 
I 
l 
l 
---l 

l 
i 
l 
----! 

I 

/ 
t 

/ 
/ 

/ 
/ 

/ 
l 

하나로 수직 실협공 배치도 

- 75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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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L Room #1 & #2 Layout 

rn. ROOM Z 

그립 5. 하나로 핵연료 시험설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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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oc 
280 oc 
270 oc 

IPS 출구온도 

50 % 100 % 

IPS 출력 (kW) 

그림 7. FTL 안전 영역 (C뻐DU 운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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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c 뉴 

320 'c 

310 'c 

300 'c 

IPS 출구온도 

꿀- 정상운전 
r-----_ 

---r--

50 % 

IPS 출력 (kW) 

그림 8. FTL 안전 운전 영역 (PHR 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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