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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연구는 노심의 긴급정지가 실패하는 

경우 고유안전성에 의한 노심의 핵분열 정지와 피동적 방법에 의한 붕괴열 제거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EBR-II의 실증시험을 통하여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실용로의 설계 관점에서는 노심의 고유안전성과 피동계통의 

성능 및 신뢰도에 대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특히 국제적으로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유안전성과 피동안전계통을 채택한 신형 액체금속로의 건설 예가 없으므로 

액체금속로의 해석기준 및 안전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형실증로 개념인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KALIMER는 개념설계가 진행 중이므로 

발전소 성능관련 기준은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관련 기준은 설계에 따른 변화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 및 인허가 

심사가 수행된 액체금속로의 경험을 검토 분석하여 KALIMER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 

안전해석 기준을 도출하 다. 즉,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풀형 액체금속로의 설계 및 

사고특성을 검토하여 KALIMER에 적용 가능한 사고분류 체계, 안전성관련 

설계기준사고, 안전허용기준 등을 도출하 다. 격납건물 사고 및 가상노심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는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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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safety of liquid metal fast breeder reactor with 

metallic fuel have been carried out for many years. They are mainly related to rapid 

decrease of fission reaction due to core inherent safety during ATWS events and to 

feasible decay heat removal way in a passive manner. The inherent safety of metallic 

fuel was proved by the EBR-II test in April, 1986; however, the core inherent safety 

and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passive safety system were not verified yet 

with respect to commercial reactor design. Since no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s 

adopting the concept of core inherent safety and passive safety system have been 

built in the world, the information about safety analysis bases and safety acceptance 

criteria is deficient.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s developed the conceptual 

design of a prototype reactor of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Since the KALIMER design is under development, performance bases may 

significantly change as design goes on; however, the safety related design bases will 

not change much. In this report, preliminary safety analysis bases applicable to the 

KALIMER conceptual design have been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design and 

licensing of abroad liquid metal reactors. Containment accidents and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s are out of scope of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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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액체금속로의 안전특성

   액체금속로에서 이용되는 고속중성자는 핵 분열시 방출되는 중성자 수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지만 전체로서 핵반응을 일으키는 확률은 적어진다. 따라서 핵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분열성 물질의 비율이 큰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노심은 양호한 제열성과 내부 증식성 때문에 비교적 높은 선출력에서도 장기간 

반응도 유지가 가능하므로 높은 연소도로 운전 가능하다. 액체금속로에서는 고속중성자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한 감속재는 필요가 없을뿐더러 가급적 감속은 피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심 재료를 제외시켜 전체적으로 노심 체적은 감소하고 출력 도는 높아진다. 

또한 노심으로부터 열전달 능력이 좋은 냉각재로 액체금속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액체금속로의 안전특성은 냉각재로 사용되는 액체금속인 소듐, 금속핵연료 및 

고속중성자에 의한 노물리 특성에 기인한다. 본 장에서는 액체금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과 금속핵연료의 특성을 검토하고 액체금속로의 일반적인 설계 및 

안전특성을 파악한다. 

  

1-1. 소듐 냉각재 

   액체금속로에서는 출력 도가 높은 노심으로부터 고온으로 대량의 열을 뽑아내기 

위해 냉각재로 열 이송능력이 좋은 액체금속을 사용한다. 액체금속로 개발초기에는 수은, 

소듐-칼륨(NaK)을 이용하 으며 수증기나 헬륨 가스도 더불어 검토되었었다. 현재 

대부부의 액체금속로는 액체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체 냉각재로 

납-비스무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액체금속의 열적 특성을 경수로와 

비교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 다.

  액체 소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o 핵적 단면적이 적어 중성자의 불필요한 흡수가 적다.

o 열수송 특성이 좋다. 열전도도는 물의 150배 이상, 열전달 계수는 물의 2.5배 이상,  

프란틀 수 (Prandtl Number)는 물의 수백분의 1이기 때문에 펌프가 정지되는 

이상상태에서도 핵연료를 국부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

o 비등점은 높고 (대기압에서 881.4℃) 증기압이 낮아 통상의 운전온도에서는 

과냉각도(냉각재의 온도와 포화온도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변화로 인한 2상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고장으로 인하여 계통으로부터 냉각재가 누설되더라도 

경수로와 같이 증발 비산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주요 기기에 가드 베셀 (guard 

vessel)을 설치하여 누설되는 소듐을 담아 필요한 액위를 유지함으로써 노심 냉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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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다.

o 높은 과냉각도와 높은 노심 입ㆍ출구의 온도차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 후의 붕괴열 

제거에 자연순환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o 표 1-1의 수은 등과는 달리 도가 물에 가깝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비슷한 규모의 

펌프를 이용할 수 있다.

o 단일 분자이므로 화합물처럼 분해되는 일이 없고 방사선 손상이 적다.

o 희가스를 제외한 핵붕괴물질의 거의 전부가 소듐 속에 용해 또는 에어로졸상의 

화학반응 생성물 (예를 들면 갑상선 피폭에서 중요한 NaI)이 되기 때문에 사고 시 

핵분열생성물질이 원자로 밖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억제된다.

o 전기 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전자펌프나 전자유량계 등의 특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o 비교적 냉각재의 값이 저렴하다.

 

   그러나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o 공기, 물과 접촉하면 발열 산화반응을 한다. 따라서 소듐 액면의 상부 공간은 언제나 

알곤가스나 헬륨과 같은 불활성가스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o 소듐 불순물 (산화소듐, 수소화소듐 등)을 소듐정화계통에서 저온석출법 등으로 

계속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o 소듐의 누설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출하여 해당 회로를 밸브로 차단하던가 소듐을 다른 

용기로 신속하게 방출시켜 화학반응을 억제시켜야 한다. 검출법으로는 소듐의 

통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소듐 에어로졸의 이온화 검출법 등이 있다.

o 소듐은 대기조건에서 약 300℃에서 자연발화한다. 발화에 수반하여 산화소듐의 백색 

연기가 다량으로 나온다. 이것이 공기 속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가성소다가 되거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알카리성으로 구조믈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발화의 방지, 

누설의 검출과 신속한 진화대책이 필요하다. 발화와 그 뒤의 알카리 부식방지의 

기본적 방법은 조기에 산소환경과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듐누설 

방지대책으로서 배관을 이중관으로 하거나 방사성의 일차 소듐회로의 주변 전체를 

질소로 채운다. 진화방법의 기본 대책은 냉각과 질식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소화재로는 

마른 모래, 건조 탄산 (또는 염화) 나트륨 분말 등을 사용하며, 또한 누설 소듐을 좁은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적은) 공간으로 유인하는 방법도 취한다.

o 소듐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듐을 취급하는 기기와 배관에서는 필히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결정수와도 반응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에는 강판 라이너를 깔아야 한다. 증기발생기에서는 소듐-물반응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며, 만일의 소듐-물반응 발생을 대비하여 반응의 향이 직접 원자로에 미치지 

않도록 이차 소듐계통 (중간열전달계통)을 설치한다.

o 액체금속로의 운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팽창, 열응력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인리스강의 운전온도가 크리프 (creep) 역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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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성변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비열이 물의 1/4 이하이기 때문에 같은 열량생성을 위해서는 노심의 입ㆍ출구의 

온도차이가 경수로의 4~5 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상태 발생시 기기에 

대한 열충격, 고온과 저온의 소듐이 혼합할 때 발생하는 온도진동으로 인한 thermal 

stripping, 고온과 저온 소듐의 도차이에 따르는 부력과 관성력에 의하여 층상으로 

분리된 소듐의 온도구배에 (온도 성층화) 의한 열응력의 발생 등에 주의해야 한다. 

o 일차계통 소듐은 22Na (반감기 2.6년), 24Na (반감기 14.9시간)와 같은 유도 방사능이 

생긴다. 그러나 이차계통에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 측면에서 거의 문제가 없다. 

경수로에서도 물이 분해하여 방사화되지만 반감기가 짧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o 소듐의 융점이 97.8℃이므로 상온에서 예열장치가 필요하다.

o 액체소듐은 불투명하므로 육안작업이 곤란하고 원격조작이 필요하다.

o 액체금속로는 정상운전 중에 매우 큰 과냉각도를 유지하므로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소듐이 비등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상노심붕괴사고 (HCDA)가 발생하는 중대사고 

조건에서는 출력폭주로 인하여 소듐 비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듐의 비등현상은 

고압에서 운전하는 경수로에서 물이 비등하는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소듐의 비등 

특성을 물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소듐의 비등특성

   소듐냉각 고속원자로에서 비등은 중대사고 조건 외에는 발생하기 힘들다.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저압 운전조건에서의 비등온도는 약 1000 
o
C인 

반면에 냉각재 최대온도는 650 
o
C이므로 약 350 

o
C의 과냉여유도가 존재한다. 더욱이 

액체금속로는 대기압 근처에서 운전되므로 감압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포화온도가 

감소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이외에도 경수로에 비하여 소듐 비등은 높은 

표면장력과 낮은 프란틀수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하기 힘들다. 물과 소듐으로 

냉각되는 원자로 챈널에서 비등개시 순간의 온도구배가 그림 1-1 (Lewis, 1977)에 

묘사되어 있다. 소듐은 표면장력이 물에 비해 크므로 소듐 비등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피복관 표면에서의 소듐온도가 포화온도 보다 훨씬 과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액체금속로 운전조건에서 20 ~ 30 
o
C의 과열도가 요구된다. 소듐의 높은 열전도도 

특성으로 인하여 낮아진 프란틀수는 피복관 표면에서 물에 비하여 평탄한 온도구배를 

갖게되므로 소듐 냉각재의 전체 평균온도가 과냉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피복관 

표면의 온도가 충분히 과열되기는 매우 힘들다.

   소듐의 이러한 물리적 특성은 소듐 비등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일단 소듐 비등이 

시작하더라도 매우 불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액체금속로의 유량 및 열유속 조건에서는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안정된 핵비등 역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비등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경수로에서 알려진 비등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현상으로 곧장 전개된다. 앞서 

그림에서 지적한데로 소듐의 높은 표면장력과 낮은 프란틀수의 향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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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챈널에서 비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의 소듐은 과열된다. 따라서 일단 기포핵이 

생성되면 과열된 소듐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기포로 이동한다. 소듐 기포핵이 생성된 

후의 거동은 저압 운전조건에서 매우 큰 기체-액체간의 비체적율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경수로에서는 수많은 기포핵이 생성되어 성장하지만 액체금속로에서는 소듐이 

비등하면 한 개 혹은 수 개의 소듐기포로 성장된다. 생성된 소듐기포가 주변 냉각재와 

압력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체적의 기포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포 

내부에서 높은 압력이 만들어지면 곧이어 급격히 팽창하여 냉각챈널을 가압시켜 다른 

기포핵의 생성을 억제한다. 단일 기포가 고압의 기포 슬러그 (slug)가 되면 일반적으로 

100분의 일초 내에 냉각재 챈널 양단으로 소듐 액체를 어낸다. 그림 1-2에 물과 

소듐의 비등 시 기포의 생성모양을 비교하 다. 

   소듐기포의 급격한 팽창은 냉각챈널에 거의 순간적인 유량상실을 초래한다. 이때 

대부분의 챈널표면에는 얇은 소듐 액막이 존재하여 약간의 냉각기능을 제공한다. 일단 

기포가 냉각챈널 외부로 팽창하여 빠져나가면 기포는 응축을 시작하여 결국 붕괴된다. 

그러면 액체 소듐이 챈널로 다시 유입하고 이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저하된 열전달로 인하여 핵연료가 손상되기까지 기포의 생성, 소멸은 계속된다. 대형의 

액체금속로 노심의 중심부에서 소듐기포는 양의 반응도를 초래하므로 기포에 의하여 

액체소듐이 냉각재 챈널 외부로 빠져나갈 때 노심에 급격한 양의 반응도를 삽입할 수 

있다. 이때 배제되는 냉각재가 국부적으로 한 두개의 집합체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순간적인 재임계 출력폭주를 유발할 수 있다.

1-2. 금속핵연료

   노심 핵연료로서 처음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증식성 및 

고온특성이 우수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산화물의 혼합핵연료나 U-Pu-Zr 3원 합금을 

사용하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금속핵연료의 노심의 

안전성 연구로서 원자로 트립 실패시 피동적 안전성에 의한 원자로정지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1986년 4월에 실시된 EBR-II 실증시험 (Planchon et al., 

1987)의 성공은 금속핵연료의 고유 안전특성을 증명시킨 중요한 사건이다. 

   고속증식로 개발 초기에 많이 사용되어진 금속핵연료는 용융점이 낮고 핵연료 

팽윤(swelling)으로 인하여 조사(irradiation) 초기에 핵연료-피복관의 기계적 상호작용 

(FCMI: Fuel 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으로 인한 핵연료 파손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실험로 EBR-II에서의 

계속적인 금속핵연료 개발 노력의 결과, 핵연료 팽윤의 문제를 극복하고 고연소도까지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실적을 얻게되었다. (Walters et al., 1984; Pahl et al., 1992) 

이러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ANL에서 개발한 건식재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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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rocessing) (Laidler et al., 1997)로 인한 경제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더해져 

최근에는 금속핵연료는 여러 장점을 가지는 실용 핵연료 후보로서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U-Pu 합금에 10 w/o의 Zr을 첨가하면 용융점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액상 형성도 어느 정도 억제되어 진다. 금속핵연료 물질은 소결 펠렡과는 달리 

사출성형에 의한 봉(slug)으로 만들어진다. ANL에서는 직경 약 15 mm, 길이 약 300 

mm까지의 slug가 성형가능하며, slug 여러 개를 피복관 내에 넣음으로써 노심 높이를 

필요에 따라 조절한다. 피복관 내의 핵연료 smear 도는 보통 75%로 낮은 값을 가진다. 

이는 핵연료 swelling이 급격히 상승하여 낮은 연소도 (2 ∼ 3%)에서 FP가스 방출이 

시작되는 포화치(약 30% ΔV/V)에 달한다는 조사실적에 근거하여 포화치까지의 swelling 

발생을 확보하여 FCMI 파손을 피하기 위한 설계이다. Smear 도는 낮으나 물질로서의 

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핵연료 도는 역시 높다. 이 때문에 금속핵연료는 증식성이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산화물핵연료에서 사용되는 축방향 블랑캣은 필요가 없다. 고속로용 

핵연료는 소형 노심으로부터 다량의 열을 뽑아내기 위하여 핵연료 열전달 면적을 넓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핵연료봉의 외경은 경수로에 비해 적은 값을 가진다. 

   안전성의 관점에서 금속핵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제열성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핵연료의 열전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소듐과의 화학적 공존성 (compatibility)이 좋기 

때문에 소듐을 피복관 내의 열적 bond재로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정격출력 시 

핵연료온도 및 과출력시 핵연료의 온도상승이 낮게 억제되어 진다. 이러한 금속핵연료의 

열적특성으로 인하여 용융점이 비록 낮지만 높은 선출력 도로 운전되는 것이 가능하다.

   금속핵연료에서는 Pu 함유율이 높은 만큼 열전도율은 낮아진다. 금속핵연료에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핵연료 중에 생성되어지는 핵분열생성 기포 때문에 실효 

열전도율이 나빠지지만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일반 사용온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양호한 열전도율을 유지한다. 따라서 정격운전 중의 금속핵연료의 온도는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낮은 핵연료 내부온도를 유지한다. 높은 핵연료온도에서 정격운전되는 원자로의 

경우 냉각능력 상실 사고가 발생하면 냉각재 온도가 정격시 핵연료온도를 초과 상승하게 

된다. 금속핵연료 노심이 비보호 일차냉각재유량상실사고 (ULOF) 시 원자로 정지에 

유리한 궤환응답을 보이는 주요한 요인은 도플러효과가 음으로 되는 데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금속핵연료의 장점은 1000 
o
C 정도로 낮은 용융점으로 인해 핵연료 

파손 시 온화한 거동이 기대된다. 핵연료 파손 시에 냉각재로 방출되는 용융 핵연료의 

온도는 소듐 용융점 보다 겨우 100 - 200 
o
C 정도 높으므로 용융 산화물핵연료에서처럼 

격렬한 열적 상호작용 (FCI: Feul Coolant Interaction)을 일으키지 않고 냉각재와 

혼합되어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약간의 

기초적인 실험결과 만이 있을 뿐이므로 향후 연구를 통하여 자세한 현상이 밝혀져야 

한다. 과출력 (overpower transient)에 의하여 핵연료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파손 전에 

용융된 핵연료가 내부의 FP가스 팽창에 수반하여 냉각재로 방출되는 현상이 TREAT 

실험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음의 반응도 요인을 유발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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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외의 장점으로서 

금속핵연료는 도가 높고 비열과 융해잠열이 산화물핵연료의 수분의 일로 작으며, 

사용온도 조건하에서는 피복관 재료보다 기계적으로 유연하므로 정상운전 뿐 아니라 

과도상태에서도 FCMI 향이 매우 작다.

   한편, 금속핵연료 및 피복관의 구성물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속핵연료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공융/공정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금속핵연료에서는 각 

성분 금속의 용융점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핵연료-피복관 경계에서 액상이 

형성되어 그  역이 확대함에 따라 피복관이 감육되는 문제점 (liquid penetration; 

액상침식)이 있다. 따라서 금속핵연료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액상형성이 시작되는 

공정온도의 하한치가 실제 과도상태의 주변조건에 어떻게 향을 받는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액상침식은 유한한 진행속도를 가지고 진행되므로 과도상태 시 

핵연료 파손까지의 시간적 여유도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노심은 앞에서 기술한 양호한 제열성과 내부 증식성 때문에 

비교적 높은 선출력에서도 장기간 반응도 유지가 가능하므로 조 한 기하구조에서 높은 

연소도를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제어봉은 과대한 초기 반응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제어봉의 잉여반응도가 낮게 설계될 수 있다. 이는 제어봉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어봉이탈사고 시에 노심에 삽입되는 반응도를 제한한다. 특히 비보호 과출력사고 

(UTOP)의 사고 향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데 유리하다. 

   금속핵연료가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금속핵연료 노심은 

산화물핵연료를 사용하는 노심보다 스펙트럼이 hardening하기 때문에 작은 도플러계수를 

가진다. 또한 제열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핵연료 내의 온도분포가 비교적 평탄하여 

출력변화에 따르는 핵연료 온도변화량이 작으므로 출력변화 시 도플러반응도 궤환은 

산화물핵연료 노심과 비교하여 상당히 작아진다. 핵연료 온도계수는 핵연료의 열팽창에 

의한 노심의 높이 및 도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출력규모와 노심배치 또는 

핵연료물질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작다. 금속핵연료의 열팽창계수는 산화물핵연료보다 

크지만 swelling에 의하여 피복관과 접착한 후에는 피복관에 구속되어지기 때문에 

핵연료 용융개시 전에 커다란 팽창은 일어나지 않는다. 수명초기 (BOC; Beginning Of 

Cycle )에는 핵연료-피복관 갭이 있는 상태에서도 핵연료온도 변화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출력변화에 따른 길이팽창은 커지지 않는다. 냉각재 온도계수는 스펙트럼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사양의 설계에서는 금속핵연료 노심 쪽이 산화물핵연료보다 약간 

큰 경향이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노심의 반경방향 팽창계수는 노심지지판 또는 

집합체 덕트의 열팽창에 의해 기인되는 것으로서 핵연료 설계와는 관계가 작다. 이상의 

특징을 종합하여 보면 금속핵연료 노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출력계수, 출력보상반응도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금속핵연료 특성상 상당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운전상태에서 음의 출력계수를 보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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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액체금속로의 설계특성

 

   액체금속로와 경수로간의 사고분류가 달라지는 것은 두 노형의 기본적인 특성 차이 

때문이다. 경수로는 급수계통이 안전성에 크게 향을 미치지만 액체금속로 설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수로는 고압상태에서 냉각재의 화학적 조성비를 통하여 노심의 핵적 

반응도를 제어하는데 비하여, 액체금속로는 가압을 하지 않고 핵적 반응도 제어에 

냉각재의 화학적 조성비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경수로는 발전소를 일차와 이차계통으로 

나누지만, 액체금속로는 여기에 중간열교환계통이 추가되므로 노심 열전달을 위한 다단의 

계통 및 설비가 사용된다. 또한 경수로에서는 자유표면이 노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압기에 존재하는데 비해, 액체금속로에서는 노심이 있는 풀 내부에 존재하고 냉각재 

기포에 의한 반응도계수 특성이 경수로와 크게 다르다. 

   원자로 계통 및 기기의 고장 및 이상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확대를 방지하고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액체금속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원자로 노심

   고속중성자를 이용하고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금속로의 노심은 중성자속 도, 

출력 도 및 연료 연소도가 높으며, 이로 인하여 재료가 받는 방사선 조사량이 크다. 

반응도의 관점에서는 노심의 잉여반응도 및 핵연료 연소에 따르는 반응도변화는 작으나 

소듐 보이드 반응도가 노심중심 역에서 양이 될 수 있다. 소듐의 비등점이 높으므로 

발전소의 열효율 향상을 위해서 냉각재의 운전온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의 운전온도가 소듐의 비등점으로부터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기압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가) 반응도제어계통

       액체금속로의 반응도제어 계통 설계는 일반적으로 능동제어 및 정지계통과 

피동정지계통의 두 개의 반응도제어계통을 사용한다. 능동제어 및 정지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상태 중에 허용핵연료 설계제한치 (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s) 초과방지 기능을 담당하며 피동정지계통은 능동제어 및 

정지계통과 더불어 사고 시에 노심 냉각 능력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된다.

   (나) GEM (Gas Expansion Module)

       KALIMER에서는 일차측 냉각재유량상실사고 시의 노심 정지여유도 확보를 위해 

유효노심 (active core) 주위에 GEM을 설치하고 있다. GEM은 일차 

냉각재펌프가 정지하여 펌프양정이 상실하면 GEM 내부의 카바가스가 팽창하여 

소듐의 레벨이 유효노심 아래로 낮아진다. 그 결과 노심 주위에 보이드(void)가 

증가되어 중성자 누설이 증가되고 상당한 음의 반응도를 유발시켜 노심을 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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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만들고 유량상실 사고 시 노심의 첨두온도를 제한시킨다. 원자로 가동 

중에 GEM 집합체 덕트가 파손되면 GEM 내부의 헬륨가스가 냉각재로 누출되어 

설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GEM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가스의 누설방지, 가동 중 내부가스 레벨 감시, 가동 중 검사 등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2) 핵연료

   소듐 보이드 반응도가 양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안전성 관련 변수에 악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핵연료는 고온의 

소듐 냉각재에서 연소되며 연소도가 높기 때문에 연료피복관의 내압에 의한 크리이프 

효과 및 스웰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집합체가 덕트 형태로 설계되므로 핵 및 

열적 특성에 의하여 연료집합체의 변형과 이로 인한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flow 

blockage)의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덕트 입구의 유로가 완전 폐쇄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액체금속로의 핵연료 및 피복관으로 각각 사용되는 U-Pu-10%Ｚr 3원합금과 HT-9 

강의 핵반응 연소시 물리적인 특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다. 

액체금속로 핵연료는 운전온도가 높고 연소도가 높기 때문에 피복관에서의 크리프 효과 

및 스웰링 효과에 의해서 피복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상태에서의 핵연료 건전성 보호요건과 사고조건에서의 노심손상 

허용기준은 핵연료 및 피복관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소듐 냉각재 

   액체금속로는 고속중성자를 핵분열 반응에 이용하기 위해서 중성자 에너지에 대한 

흡수기능이 큰 경수 대신에 중성자 흡수기능이 작으면서도 열전달 기능이 매우 우수한 

액체 소듐을 원자로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다. 원자로 냉각재로서 사용되는 소듐은 

비등점이 높기 때문에 저압에서 과냉각도가 큰 냉각계통의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열전달 

특성이 우수하나 소듐이 화학적으로 활성이기 때문에 소듐 화재대책 및 소듐 액면상의 

카바가스의 불할성화 등이 요구된다. 또 소듐과 재료의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과 

소듐의 응고, 소듐의 불투명성 및 소듐의 방사화에 관한 고려가 설계에서 필요하다. 즉, 

소듐의 화학적 반응으로부터 발전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듐의 화학적 반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발전소 시설의 설계하중에 소듐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향을 포함시켜 설계를 하고 있다. 소듐 보이드 반응도의 향을 

고려하여 소듐 비등과 운전 중 카바가스의 노심 내 유입은 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내부의 액체소듐 자유면 (free surface)이 지진 시에 출 거려서 (sloshing)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공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동유발진동에 의한 향을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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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듐 고화 방지 설계

     소듐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고 응고되거나 유로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듐가열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즉, 핵연료 재장전을 포함한 정상운전 조건에서 

일차냉각재의 온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나) 소듐 순도감시 및 정화 설계

     소듐에 불순물이 유입되면 노심의 반응도가 저하되어 반응도제어가 곤란하므로 

소듐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듐의 순도를 감시하고 불순물이 유입될 경우에 

불순물을 정화하는 설계를 가지고 있다.

(다) 소듐-물 반응 감시 설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이 손상되면 전열관을 통하여 물이 이차 소듐측으로 

누출되어 소듐-물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듐-물 반응을 

탐지하는 계통을 설치하고 있으며, 소듐-물 반응시 발생되는 압력으로부터 

전열관을 보호하고 사고 시 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듐-물 반응 압력방출계통과 

소듐-물 반응 화합물의 수집, 정화, 배기 계통 등이 필요하다.

(라) 소듐 화재 설계

     소듐 누설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 일반 

화재방지용 설비와는 별도로 소듐 누설을 탐지하는 설비와 소듐 누설에 의한 화  

재를 방지하고 진화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마) 동적 및 환경적 향으로부터의 보호 설계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함에 따라 발전소를 동적 및 환경적 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계기준에 소듐, 소듐 에어로졸, 소듐 반응 화합물에 의한 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에 일차 및 이차 소듐계통의 압력이 매우 낮으므로 

경수로에서 동적 향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고인 냉각재 상실사고의 중요성이 

액체금속로에서는 상당히 감소한다.

(4) 원자로 정지계통

   상호 독립된 복수의 계통으로 구성된 원자로정지 제어봉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원자로를 확실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비상노심 정지를 위해서 

정상적인 노심정지계통 외에 피동적으로 운전되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소듐온도가 일정 설정치 이상이 되면 제어봉과 구동축간의 접합부가 용융되어 중력에 

의하여 정지제어봉이 노심으로 삽입되는 SASS (Self-Actuated Shutdown System)와 

냉각재 펌프에 의한 강제순환이 정지하는 경우 집합체 상부의 가스 팽창에 의하여 

중성자 누설을 촉진하는 GEM (Gas Expansion Model)을 도입하여 피동적 정지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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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차열전달계통 (PHTSL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가) 전자식 냉각재 펌프

    KALIMER와 같은 중소형의 액체금속로에서는 냉각재 펌프로 전자식펌프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식펌프는 전자력에 의하여 유체를 이동시키므로 회전관성을 

갖는 부품이 없어서 펌프에 공급되는 전력이 상실될 경우 냉각재 유동의 

coastdown이 불가능하다. 유량상실사고와 같은 경우 사고 초기에 노심 냉각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 유량이 필수적이므로 coastdown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가 요구된다. 

(나) 중간열교환기 (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

    중간열교환기의 쉘 측으로는 원자로 냉각재인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일차 소듐이 

흐르고 전열관 측으로는 이차계통 소듐이 흐르고 있으므로 전열관의 구조적 

건전성이 손상되더라도 일차열전달계통의 소듐이 이차열전달계통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각 종 과도 사고의 

향이 배관을 통하여 일차열전달계통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증기발생기와 

관련된 사고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및 소듐-물 반응에 의한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카버가스 관리 계통

    소듐은 공기와의 반응도가 매우 크므로 액체금속로에서는 소듐이 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용기-격납용기 사이의 공간에 카바가스로서 불활성 기체를 주입한다. 

원자로 카바가스에 유입된 공기 등의 불순물은 일차 소듐에 유입되어 소듐의 

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소듐의 도변화는 소듐의 중성자 반응도계수를 

변화시키게 되고 원자로 정지 등의 반응도 관련 사건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카바가스의 공급, 카바가스에의 불순물 유입 탐지, 카바가스의 

순도관리를 위해 카바가스 관리계통의 설치가 필요하다. 

(6) 원자로 냉각재 경계 

   원자로 냉각재 경계는 경계가 손상되어 냉각재가 누설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야 하며 

냉각재가 누설되는 경우 신속하고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KALIMER와 같은 

풀형 액체금속로는 전체 일차열전달계통이 원자로용기 내부에 존재하며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이 대기압에 가까우므로 원자로 가동 중에 배관 및 관련 설비를 통한 원자로 냉각재 

누설의 가능성은 경수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작다.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일차열전달계통 냉각재의 누설은 원자로용기가 손상될 경우를 통해 발생 가능하지만 

격납용기가 원자로용기 외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원자로 냉각재 누설이 

발생하더라도 누설된 원자로 냉각재는 격납용기에 수집되고 외부환경으로 방출되지 

않는다. 격납용기는 원자로용기를 폐하여 둘러싸고 있으므로 두 용기 사이의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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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부피 이상의 원자로 냉각재 누설은 일어날 수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격납용기와 원자로용기 사이의 공간 크기는 원자로 냉각재가 누설 시에도 원자로용기 

내부에 남아있는 냉각재 액위가 노심을 충분히 카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액체금속로에서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로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중간열교환기 및 연결 배관

     중간열교환기 (IHX)와 연결 배관의 일부는 원자로 용기 내부의 소듐에 잠겨 

있으므로 IHX의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되면 원자로 냉각재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카버가스 관련 설비

     소듐과 공기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자로 카버가스는 소듐과 직접 

접촉하고 있으므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다) 핵연료 취급설비

     액체금속로에서는 핵연료 재장전 시에 소듐과 공기의 접촉을 방지해야 하므로 

핵연료 취급설비에 외부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이 주어진다. 따라서 핵연료 

취급설비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핵연료 취급설비 

중에서 원자로용기와 격납돔을 격리시키는 부분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로 

정의되어야 하며 해당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중간열전달계통 (IHTS: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액체금속로는 원자로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의 화학적 반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수로와 같이 일차 및 이차계통으로 설계되면 증기발생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냉각재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누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사이에 중간열전달계통을 설치하여 사고 시에도 원자로 냉각재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IHTS의 열전달 물질로는 원자로 

냉각재와 동일한 액체소듐을 사용하고 있다. IHTS는 물-증기가 혼재하는 

증기발생기로부터 IHTS로의 누설이 발생하 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신속한 검출과 

격리가 요구된다.

(8) 붕괴열 제거계통

   PHTS와 또는 IHTS에서 냉각재 유량상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자로의 냉각 

기능을 확보하고 노심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동붕괴열제거계통의 

성능 및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액체금속로에서는 경수로와는 달리 

정상운전시의 붕괴열제거를 위해서 별도의 붕괴열제거계통을 갖고 있지 않고, 대신에 

증기발생기를 사용하여 안전정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붕괴열제거를 수행한다. 정상 

붕괴열제거 수단으로서 일차열전달계통-중간열전계통-증기발생계통-응축기로 구성된 

열전달 경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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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MER에서의 붕괴열제거는 정상 붕괴열제거 수단 (중간열전달계통 및 

증기발생기), 비상 붕괴열제거 수단 (PSDRS), 보조 붕괴열제거 수단 (SGACS)을 통하여 

수행된다. 이들 계통 중에서 안전등급 설비는 PSDRS뿐이며 PSDRS는 능동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 피동설비로서 정상출력 운전 중에도 계속적으로 작동하며 다음과 

같은 원리로 노심에서의 붕괴열을 제거한다. 노심에서의 열이 소듐 자연순환에 의하여 

원자로용기로 전달되면, 원자로용기의 열은 복사 열전달에 의하여 격납용기로 전달되고, 

격납용기의 열은 격납용기 외벽을 흐르는 공기의 자연대류에 의하여 냉각되는 반면 

가열된 공기는 덕트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된다. 한편 SGACS는 대기 중의 공기를 

증기발생기 외벽으로 자연순환 또는 강제순환 방법에 의해 유입시킨 후 가열된 공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 증기발생기를 냉각시키는 방법이다. SGACS는 비상시 

붕괴열제거를 위한 피동형 보조 붕괴열제거 수단이다. SGACS는 PSDRS와는 달리 

정상운전 중에는 작동하지는 않으며 필요시에만 운전원이 공기유로 입구의 팬을 

작동시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9) 격납용기

   경수로 및 기존의 액체금속로의 격납용기계통은 원자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펌프, 가압기, 증기발생기, 천정크레인 등을 포함하는 대형 구조물로 설계되지만    

KALIMER와 같은 중소형의 혁신적인 액체금속로는 원자로를 하부에서 감싸고 있는 

격납용기와 원자로 상부의 돔으로 구성된 조 한 소형구조물로 설계하고 있다. 

격납용기는 가상사고조건 하에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수로의 격납계통 설계기준은 LOCA로부터 야기되는 압력 및 온도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지만 액체금속로의 경우는 냉각재상실사고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므로 격납계통의 설계기준사고는 소듐화재 사고로 선정된다. 또한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이 격납계통 외부에 위치하므로 경수로에서와 같이 증기발생기로의 에너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소듐화재와 같은 화학반응에 의한 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10) 고온 구조물 설계

   고온 소듐의 운전조건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설계는 구조 재료의 크리이프 (creep)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재료의 열팽창율이 작으므로 구조재료의 온도변화 및 변화율의 크기로 인한 정상 및 

과도적 열응력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고온의 일차 냉각재와 접촉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고온의 운전조건 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수로에 

적용하는 설계하중 뿐만 아니라 열라체팅 (thermal rachetting), 크리프, 열응력 등 

고온에 의한 구조물 손상 메카니즘을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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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진보호 설계

   원자력발전소는 기기, 배관 등의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경수로에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관련 발전소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진하중을 설계하중으로 고려하여 지진의 

발생 시에도 안전관련 설비가 안전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개념에 입각하여 설계하고 있다. 액체금속로의 경우에는 노심 입구 및 출구에서의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고온일뿐 아니라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냉각재 온도차가 크다. 

증기발생기 입구 및 출구에서의 이차 소듐의 온도 역시 고온이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의 

소듐 온도차이도 크다. 따라서 경수로와 같이 내진설계를 채택할 경우 안전관련 설비의 

벽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고 안전관련 설비의 내부를 흐르는 냉각재의 큰 온도차로 

인하여 안전관련 설비의 외벽에 큰 열응력이 유도된다. 그러나 고온의 운전조건으로 인한 

크리프 등의 향으로 안전관련 설비의 벽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ALIMER에와 같은 중소형의 혁신적인 액체금속로에서는 경수로에서 

채택한 내진설계 개념 대신에 면진설계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개념은 면진계통을 

사용하여 구조물이나 기기를 지반으로부터 분리시켜 지진하중이 발전소 설비에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면진계통에 흡수되어 에너지가 감소된 상태로 발전소 설비에 

전달되도록 하는 설계개념이다. 면진설계 개념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진보호 설계 

관점에서는 새로운 개념이다. 

1-4. 액체금속로의 가상노심붕괴사고 (HCDA)

   액체금속로가 경수로와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가상노심붕괴사고 

(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액체금속로의 

HCDA 발생확률이 경수로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액체금속로에서는 고속중성자와 

플루토늄 핵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핵분열시의 즉발중성자 (prompt neutron)에 의한 

즉발임계 (prompt criticality)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상노심붕괴사고 (HCDA)는 

액체금속로에서 대표적인 중대사고로 간주되고 있다. 

   액체금속로는 핵연료 주기 초기에 최대 반응도 상태가 아니므로 오히려 냉각재 

추출이나 핵연료의 용융으로 초임계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의 소듐 체적이 크기 때문에 자연대류에 의한 냉각을 이용하여 용융된 

노심을 부분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림 1-3은 반응도삽입에 의한 비보호 과출력사고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UTOP)와 비보호 유량상실사고 (Unprotected Loss 

of Flow: ULOF)에 의해 각각 발생될 수 있는 HCDA의 사고 경위를 나타내고 있다. 두 

사고 모두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장을 가정하는 비보호사고이므로 비상노심정지계통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림에서 UTOP은 다량의 정반응도가 급격히 노심으로 삽입함으로써 

시작된다. UTOP이 HCDA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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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연료봉이 손상되면 집합체 내부의 유로를 폐쇄시켜 냉각재 흐름을 방해한다.

(2) 소듐의 증발과 비등으로 인한 가열로 인해 핵분열 기체 생성물이 소듐 냉각재로 

방출되어 핵연료와 냉각재 간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3) 이 때 냉각재로 방출된 핵연료 파편들이 원자로 내부에서 분산하여 미임계 구조를 

형성하고 자연순환에 의하여 소듐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고는 종결된다.

(4) 그러나 미임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냉각 기능이 부족하거나 출력 폭주를 유발하는 

초임계 상태가 되면 대형 노심붕괴사고로 확대된다.

(5) 노심붕괴가 계속되면 핵연료는 용융되어 원자로 하부 공동으로 떨어지면서 

증발된다. 재임계에 의해 원래의 노심 구조가 손상되면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와 구조적 대응이 최종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6) 노심이 붕괴되어 변형된 상태에서 자연적인 붕괴열 제거능력은 냉각정도나 

압력용기의 용융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1-3의 ULOF 사고경위는 펌프 출력의 상실 또는 대규모의 일차계통 유량상실로 

시작된다. 역시 원자로보호계통의 고장을 가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냉각재가 

가열된다.

(1) 소듐의 증발과 비등 (양의 소듐 기화 반응도 삽입)

(2) 피복재 용융으로 인한 재배치 또는 냉각챈널 유로폐쇄

(3) 핵연료 용융으로 인한 분산, 냉각챈널 폐쇄 또는 핵연료 집합체의 슬럼핑

(4) 만일 부분적인 파손으로 노심이 미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액체 소듐의 자연 

대류 냉각이 가능하므로 사고는 종결된다.

(5) 만일 기하학적 구조가 미임계가 아니거나 냉각이 불가능하면 전체 노심 손상이 

가능하다.

(6) 사고의 궁극적인 종결은 UTOP의 경우와 동일하다.

  HCDA 사고 경위는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경수로 사고와 큰 차이는 냉각재의 

특성 때문이다. 액체금속로에서는 급속한 냉각재 상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연대류에 의한 냉각이 중요하다. 또 소듐의 열전달 특성이 좋기 때문에 

격납용기를 뚫고 용융되기 전에 상당기간 동안 용융된 핵연료와 혼합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의 모든 단계에서 소듐 냉각의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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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5 m/sec, 관직경=0.8 cm 경우

표 1-1. 액체금속의 열적 성질

소듐

Na

칼륨

K

NaK

Na 22%

K 78%

수은

Hg

경수

H2O

온도 [℃] 300 300 300 300 300

압력 [atm] 1.00 1.00 1.00 1.00 87.61

도 [kg/m
3
] 880 770 809 12,880 713

비열 [kcal/kg․℃] 0.316 0.185 0.212 0.0323 1.36

점도 [kg/m․sec] 3.43×10
-4

2.45×10
-4

2.82×10
-4

9.51×10
-4

0.92(3)10
-4

동점성계수 [m
3
/sec] 0.392×10

-4
0.318×10

-4
0.349×10

-6
0.0738×10

-6
0.129×10

-6

열전도율 [kcal/m․h․℃] 66.0 35.0 22.0 11.9 0.462

Prandtl 수,  Pr 0.00591 0.00466 0.0098 0.00929 0.975

Reynolds 수,  Re 1.026×10
8

1.257×10
8

1.148×10
8

5.42×10
8

3.10×10
8

베크렐 수,  Pe 6.06×10
2

5.86×10
2

11.25×10
3

50.35×10
2

3.02×10
3

Nusselt 수,  Nu 11.2 11.1 15.9 30.8 560

열전단율 [kcal/m2․h․℃] 92,400 48,563 43,725 45,815 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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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물과 소듐냉각 챈널에서의 에너지 저장 비교

     (From D. Okrent and H. Fauske, "Lecture Background Notes

     on Transient Sodium Boiling and Voiding in Fast Reactors,"

     Argonne National Laboratory Report, ANL/ACEA-102,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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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소듐

     그림 1-2 물과 소듐의 비등현상 차이



- 18 -

그림 1-3. 가상노심붕괴사고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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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KALIMER 설계의 안전특성  

2-1. KALIMER 안전개념

   한국의 액체금속로 개발계획에서 KALIMER가 차지하는 역할은 현재 발전용 

경수로에서 상업용 액체금속로 개발의 목표를 향한 연결가교 구실을 한다. KALIMER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150 MWe (392 MWt) 출력의 소듐-냉각재 풀형 원자로이며 

고유안전성과 피동특성에 의하여 기존의 액체금속로에 비해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신형 액체금속원자로이다. 국내의 원자력 산업계가 처한 상황과 원자력발전에서 

액체금속로의 세계적 환경을 고려하여 KALIMER 설계는 다음을 최상위 설계요건으로 

하고 있다. 

o 노심 및 원자로계통의 안전성

o 신개념 도입에 의한 경제성

o 핵확산 저항성

o 핵폐기물 연소를 통한 환경 친화성

   KALIMER는 안전성 관련 설계측면에서 기존 원자력발전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KALIMER는 획기적인 안전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물리적 고유특성 및 

피동적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계통을 단순화하고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상상태뿐만 아니라 비정상상태 하에서도 운전원의 조치가 

용이하고, 운전원의 인적실수 및 안전계통/기기의 기능상실에 민감하지 않고 스스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만약의 사고 시에도 장시간 동안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전소 인근 주민과 환경을 잠재적 

방사선 재해로부터 강화 보호하고 있다. 

   KALIMER 안전의 기본개념인 고유 안전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설계 및 운전에 

반 하고 있다.

o 원자로에서 부적절한 출력 및 온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음의 반응도 궤환에 의한 

핵분열 반응의 종결 

o 자연순환과 같은 피동형 방식의 원자로 안전정지 

o 대규모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에 의한 열적 관성 (thermal inertia) 증대 

o 냉각재의 상실 및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배관 혹은 기기의 제거

   KALIMER의 안전계통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단일고장 (single 

failure) 개념을 만족하도록 설계되며 사고 시 요구되는 안전기능은 자동으로 수행된다. 

KALIMER 안전계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o 주원자로정지계통과 독립적인 피동형 비상원자로정지계통의 채택 

o 독립적인 비상붕괴열제거계통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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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연순환에 의해 냉각되는 원자로 노심의 피동안전 특성 

o 피동원리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 원자로의 안전상태 유지 

o 중대사고 및 방사능 유출을 야기하는 노심 손상 원인의 제거 또는 그 가능성의 획기적 

감소

   그 외에 KALIMER의 안전특성은 소듐의 높은 비등점으로 인한 안전 여유도의 증대,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에 의한 방사능 유출의 극소화 및 주요 초기사건 및 사고원인의 

사전 제거 및 제한 등이다. 또한 금속 핵연료는 핵분열물질을 효과적으로 격납하며 작은 

도플러 반응도 계수를 가진다. 금속핵연료에서는 출력상승 시 음의 반응도를 부과하는 

도플러효과가 비교적 작으므로 온도결손이 작아 노심의 축 방향 또는 반경 방향 팽창과 

같은 피동적 궤환효과로 노심을 제어할 수 있다. 

 

(1) 심층방어 설계

   심층방어 (defense-in-depth) 개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의 근간으로서 

원자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심층방어 개념은 다중의 연속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다단계 보호개념으로서 한 단계의 기능상실로 인한 사건의 전개가 

다음 단계로 진전되지 않도록 단계별 독립적인 보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인 누출로부터 작업 종사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KALIMER 설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심층방어 개념의 

적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심각한 노심 손상 확률의 감소와 사고발생 시 방사성 물질 

격납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있다. 즉, 결정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가상적인 중대사고 경위들을 신뢰성 있게 

배제 (확률론적 해석방법의 보완이 필요)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노심 용융이 없는 

사고상황 하에서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피 또는 이주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 

없도록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심층방어 전 단계에 걸쳐 공통적으로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인적오류 및 외적요인 등의 발생 가능성을 저감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KALIMER의 심층방어는 사고저항성의 증대, 노심 손상의 방지, 사고완화 대책의 

확보라는 세 측면에서 설계에 구현되고 있다. 그림 2-1은 KALIMER 설계의 심층방어 

개념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고저항성 증대는 계통의 단순화, 안전여유도 증대, 

고유안전성을 가지는 반응도 제어계통의 설계, 면진 설계 등을 통하여 확보되며, 노심 

손상 방지는 피동안전계통의 사용, 원자로정지계통의 신뢰도 향상, 이상사고 시 반응도 

궤환효과로 인한 고유안전성 확보, 향상된 붕괴열제거계통, 핵연료집합체 내의 유로폐쇄 

및 손상된 핵연료의 전파 방지 설계, 기기 및 제어기능 외에 공급되는 안전등급의 

교류전원 제거, 향상된 운전원의 사고대처 시간 등을 통하여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사고완화 대책으로서는 강화된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격납용기 개념, 보다 실제적인 

기계론적인 선원항 계산, 화재 및 소듐반응 방호 및 격납용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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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다. 표 2-1은 KALIMER의 심층방어 설계를 요약한 내용이다. 

   KALIMER는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다중방벽과 그 방벽들을 보호하고 방벽의 실패에 대한 향을 감소하기 위한 심층방어 

안전개념에 따라서 설계된다.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벽은 핵연료 핀, 

피복관, 일차냉각재 경계, 격납용기 순이다. 다중방벽의 보호를 위한 다중방호 수단은 

다음과 같다.

o 고유안전특성과 단순화된 설계개념을 채택하여 계통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o 지진 등의 외적요인이 다중방벽에 미치는 위협을 제한한다. 이를 위한 설계로는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등급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면진기기 (seismic isolator) 

채택, 4개의 일차펌프와 2개의 중간열전달계통을 사용하여 이 중 하나의 고장 

시에도 노심 유량 및 열전달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 

o 예상운전과도사건 및 발생가능성이 작은 사건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둔다. 

보호기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보호계통에 의해 작동되는 

원자로정지계통의 고장 또는 반응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심 손상의 정도가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설계로서 GEM과 음의 반응도를 유발하는 

고유안전특성을 도입한다.

o 노심 용융으로 진전될 수도 있는 중대사고에 중점을 둔다. 일단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과 용융된 핵연료는 원자로용기 내부에 격납되는 설계를 한다. 원자로용기 

헤드는 가상 중대사고에 의한 압력하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노심수납판 

(core retention plate)은 용융된 노심의 전체를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o 원자로용기 헤드에 대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 시에도 소외피폭이 낮아서 

주민소개가 필요하치 않도록 보장한다. 원자로용기 헤드씰 고장이 발생하여 모든 

핵분열 가스가 방출되는 가상 energetic 초과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일정한 양의 

일차 소듐이 방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격납용기의 누설 봉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상기 순위에 의한 보호수단이 실패했을 때에도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준이 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보호를 

제공한다.

(2) 노심의 고유안전성

   KALIMER 노심의 고유안전 특성은 노심의 반응도 궤환기구에 의존하며, 이때 노심의 

반응도 궤환기구는 다음 요소를 갖는다.

o 도플러 반응도

o 소듐기화 반응도

o 핵연료 축방향 열팽창

o 노심의 열적 휨 (thermal b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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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심구조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의 반경방향 열팽창

o 제어봉 구동축 및 원자로 용기의 열팽창

   반응도 궤환기구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정지가 되지 않는 비보호 

과도사고 시 노심의 출력과 온도를 안전허용기준 범위 내로 제어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반응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비보호사고로는 반응도 삽입에 의한 과출력사고 (UTOP), 

유량상실사고 (ULOF) 및 열제거상실사고 (ULOHS) 등이 있다. 노심의 고유안전성이 

UTOP 및 ULOF 사고결과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제어봉 이탈로 인한 

과출력사고 시 노심 출력의 초기 상승은 주로 도플러 및 핵연료 팽창 궤환효과에 의해 

억제되어 냉각재 온도는 소듐의 비등온도를 초과하지 못하고 또한 핵연료 피복재 및 

핵연료 온도가 단기 핵연료 건정성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과도사고의 초기 첨두출력이 

핵연료의 열적 효과에 의하여 빠른 응답시간으로 제한되는 동안 집합체 및 노심지지 

구조물과 제어봉 구동축의 온도는 서서히 증가된다. 구조물의 팽창에 의한 추가적인 음의 

궤환효과는 새로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심 출력을 감소시킨다. 정상상태보다 높은 

출력의 평형상태가 이루어지는 동안 도달되는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는 장기 핵연료 

건전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유량상실사고가 발생하면 노심 유량과 출력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고 초기에 

급격한 핵연료 온도 피크가 발생한다. 펌프정지로 인하여 GEM의 음의 반응도가 

삽입하면 출력 및 핵연료 온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그 이후 충분히 냉각되지 못한 소듐이 

노심에 재 유입되어 노심 구조물, 노심 지지구조물, 제어봉 구동축을 가열시키고 

열팽창으로 인해 노심에 궤환되는 음의 반응도는 노심 출력을 감소시킨다. 노심 출력 

감소비는 냉각재의 온도가 비등점 미만이 되도록 제한하고 핵연료 안전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초기 핵연료 온도 피크 이후 핵연료 온도는 정상상태 

시의 온도 이하로 내려가므로  도플러와 핵연료 축방향 수축이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발생시킨다. 핵연료의 열적 궤환효과에 의해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자로 온도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이후에 노심은 붕괴열 출력 수준과 상승된 온도 상태에 있게 된다. 구조물과 핵연료에 

의한 궤환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노심은 안정적인 임계상태 또는 미임계 상태를 

유지한다. 노심 출력과 일차 열전달계통을 통한 열제거 능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장기적으로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된다.

(3) 피동형 안전계통

   KALIMER는 미국의 신형원자로 정책성명 (51 FR 24643)에 의하면 피동계통에 

의존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로이다. 피동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KINS, 

1999). 피동계통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구동력, 즉 자연대류, 중력 혹은 저장 에너지를 

이용하여 계통을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능동계통은 외부 공급에너지에 의해 

작동되는 펌프, 밸브 등과 같은 능동기기에 의해 작동되는 계통을 의미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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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최근 IAEA-TECDOC-936에서는 피동기기 및 피동계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피동계통은 전적으로 피동의 기기 및 구조물로 구성된 계통이며 피동적인 

작동을 위해 제한적으로 능동기기를 사용하는 계통을 의미한다. 여기서 피동기기는 그 

작동을 위해 외부 입력이 필요하지 않는 기기를 뜻한다. 피동계통은 정의에 의하여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운전원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운전변수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인 구동력으로 계통이 작동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어떤 

운전변수에서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밸브의 개방과 같은) 최소한의 능동기기의 

도움을 받아 계통이 작동되는 경우이다. 원자로 냉각재의 자연순환에 의한 노심냉각, 

원자로 용기 주변에서 공기의 자연순환을 통한 잔열제거계통, 노심 출구의 냉각재가 

설정치인 큐리온도(qurie point)이상으로 올라가면 중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낙하하는 

원자로정지제어봉 등은 전자에 속하며, 운전변수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밸브가 개방되어 

중력에 의해 냉각재가 주입되는 안전주입계통 혹은 어떤 운전조건에서 저장된 스프링 

힘과 중력에 의해 노심으로 제어봉을 삽입하는 제어봉 구동장치는 후자에 속한다.

   KALIMER는 피동계통에 의존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로이다. 따라서 

KALIMER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안전계통에 많은 피동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존 

발전소에 비하여 계통이 상당히 단순화되는 설계특성을 가진다. 단순화된 계통과 용이한 

운전 등에 의하여서 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KALIMER 

개념설계에서는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능동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 

피동설비인 피동안전붕괴열제거계통 (PSDRS)을 채택함으로써 관련계통의 단순화와 

신뢰도 높은 운전성능으로 인하여 원자로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피동개념의 채택은 

안전계통의 혁신적인 단순화, 사고 잠재성의 제거, 용이한 운전 및 높은 신뢰성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관련된 피동 계통 및 기기의 성능 확인과 

계통 상호간의 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피동계통과 

관련하여 U.S. NRC는 다음과 같은 안전현안을 제기하 으며 기본적으로 피동안전계통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의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 다.

o 시험, 해석 혹은 이전의 경험에 의한 피동계통의 성능 입증 및 계통 상호간의 향

  평가

o 안전성 평가를 보충하기 위한 피동계통 및 기기의 신뢰성, 작동성과 관련된 

시험자료들의 확보

o Check valve 같은 기기의 단일고장 적용 및 피동기기로의 고려 여부

o 피동 안전계통의 신뢰성 혹은 성능에 포함된 불확실성의 정량화

o 사고 후 72시간 동안의 운전원 역할 및 조치, 그 이후의 장기냉각 기능의 불확실성

o 피동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의 상호 연계 및 향의 평가

   결과적으로 피동 개념의 설계는 신형원자로 설계를 단순화시키고 이를 통해 운전의 

단순화 및 안전성을 증진시키지만 이러한 계통 및 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성능 입증 및 

계통 상호간의 향 그리고 계통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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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ALIMER 안전설계   

(1) KALIMER 설계 개요

(가) 노심 및 핵연료

   KALIMER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150 MWe (392 MWt) 출력의 소듐-냉각재 풀형 

원형실증로 개념으로서 기존의 액체금속로에 비해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설계이다. KALIMER의 주요 설계변수가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KALIMER 노심은 

고유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의 반응도 특성을 갖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동적인 설계특성을 노심 설계에 채택하고 있다. KALIMER 노심은 핵주기가 

18개월이며 출력은 392 MWt이다. 그림 2-2는 KALIMER breakeven 노심의 개략도이다. 

노심은 367개의 집합체가 반경방향 두 농축 역으로 구성된 비균질 노심으로 

U-Pu-10%Zr의 금속핵연료와 HT-9의 피복재를 사용한다. 노심은 54개의 구동핵연료 

집합체, 24개의 내부블랭킷 집합체, 48개의 반경방향 블랭킷집합체, 6개의 제어봉, 1개의 

USS, 6개의 GEM (Gas Expansion Moudles), 48개의 반사집합체, 186개의 차폐집합체, 

54개의 IVS (In-Vessel Storage)로 구성된다. IVS는 스테인레스 차폐체 지역에 

위치한다. 노심 주위의 축 방향으로 상부 및 하부 블랭킷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럼 

2-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저농축 및 고농축 구동핵연료집합체 사이에는 6개의 제어봉이 

위치하며, 고농축 구동핵연료 집합체와 반경방향 블랭킷 집합체 사이에는 6개의 GEM이 

위치한다.

   KALIMER 노심은 유효노심 높이가 100 cm이고 모든 집합체를 포함하는 노심의 

최외곽 직경은 337.3 cm이다. 노심의 구조재료는 중성자 조사에 낮은 팽윤특성을 보이는 

HT-9이 사용된다. 반응도와 출력은 제어봉계통에 의해 제어되며 제어봉계통은 각 

cluster가 3개의 제어봉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동일한 형태의 2개의 cluster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봉 cluster는 정상운전 제어 시에 동시에 작동됨은 물론, 각각의 제어 cluster가 

제어봉 낙하 신호에 대해 원자로를 신속히 정지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된다. 

   KALIMER의 핵연료봉은 그림 2-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금속핵연료 slug 주위를 

봉된 피복관이 싸고 있으며 핵연료 slug와 피복관 사이에는 열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듐으로 본딩 (bonding)하고 있다. 피복관은 중성자 조사에 낮은 팽윤특성을 

보이는 페리틱 스테인레스 강인 HT-9으로 제작된다. 핵연료 slug와 소듐 bond 상부에 

핵분열성 기체 플레넘이 위치하며 핵연료 및 블랭킷 핀의 하부에는 축방향 차폐를 위해 

고체봉 형태의 봉단 마개 (end plug)가 설치되어 있다. 반사체 핀은 HT-9 고체봉으로 

제작되며 차폐체 핀은 노심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중성자 흡수체인 보론 카바이트 

(born carbide)가 존재하며 그 상부와 하부에 기체 플레넘이 있다. 

   반응도제어 및 정지계통은 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능동형 계통과 중력에 의해 

작동되는 피동형 계통이 있다. 능동형 반응도제어 및 정지계통은 출력제어, 연소도 보상, 

그리고 원자로 정지 등에 사용되는 6개의 제어봉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피동형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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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를 위해 KALIMER는 최종정지계통 (USS : Ultimate Shutdown System)으로서 

자기작동형 정지계통 (SASS : Self-Actuated Shutdow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SASS는 노심의 중앙에 위치하는 1개의 제어봉으로 중력에 의하여 제어봉을 낙하시킨다. 

SASS는 외부의 제어신호 및 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로의 비상시에 물리적 현상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자기작동되는 피동형 원자로정지계통이다. SASS의 핵심부품으로 

큐리점 전자석 (CPEM: Curie Point Electromagnet)이 사용되는데 이 전자석을 구성하고 

있는 강자성체 물질은 전자석의 온도가 상승하여 큐리점에 도달하면 강자성체의 

포화자화율 (Saturated Magnetic Flux Density)이 급격히 변하여 전자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상운전 시에는 전자석의 전자력이 USS의 제어봉 

자중보다 크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제어봉을 노심 상부에 위치시키게 하지만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전자석의 온도가 상승하여 강자성체의 온도가 큐리점에 도달하면 전자력이 

제어봉의 자중보다 작게되어 제어봉이 노심 속으로 자유낙하 하게 된다. 특히 제어봉은 

지진 등에 의하여 안내관이 변형되더라도 노심 속으로 쉽게 삽입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일차냉각재 유량상실사고 시의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유효노심 주위에 

GEM을 설치하고 있다. GEM은 그 크기와 형상이 다른 노심 집합체들과 동일하다. 

GEM은 그림 2-4와 같이 내부가 비어있는 집합체 덕트로서 그 하부는 냉각재의 유동에 

개방되어 있고 상부는 폐쇄되어 있다. 노심에 삽입하기 전에 GEM에 원자로용기 

카버가스를 충전시키고 소듐을 채워 압축시킨다. 일차 냉각재 펌프가 가동되는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소듐의 유동압력에 의해 입구 플레넘 내의 압력이 증가하여 GEM 내부의 

카버가스가 압축되면서 소듐의 액위가 유효노심 보다 위로 올라간다. 일차계통 펌프가 

정지하여 소듐의 유동압력이 떨어지면 반대로 카버가스가 팽창하게 되어 GEM속의 

소듐이 려나서 소듐의 레벨이 유효노심 아래로 떨어진다. 이는 노심 주위에 보이드 

(void)를 증가시켜 중성자 누설을 증가시키며 상당한 음의 반응도를 유발시켜 노심을 

미임계 상태로 만들고 유량상실사고 시 노심의 피크 온도를 제한시킨다.

(나) 일차 및 중간 열전달계통

   KALIMER 열전달계통은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발전소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향을 줄이기 위해 과열증기 싸이클을 사용한다. 열전달 계통 및 관련 

계통은 일차열전달계통 (PHTS), 중간열전달계통 (IHTS), 소듐-물 반응 압력완화계통 

(SWRPRS), 증기발생기, 급수계통으로 구성된다. 그림 2-5는 KALIMER 계통도이고 

그림 2-6은 3차원 KALIMER 개략도이다. 일차열전달계통은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중간열교환기를 통하여 중간열전달계통에 전달하며, 중간열전달계통은 중간열교환기를 

통해 얻은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한다. 급수계통은 중간열전달계통으로부터 얻은 열을 

증기발생기에서 증기로 만들어 터빈으로 보낸다. SWRPRS는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듐-물 반응사건을 완화시킨다. 

   KALIMER설계에서는 그림 2-6에서처럼 일차열전달계통의 주기기들이 원자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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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일체형으로 배열되어 있어 유동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자연대류에 

의한 피동식 냉각재 순환이 가능하다. 주순환 펌프를 사용하여 냉각재를 강제순환 시키는 

경우와 비교하여 냉각재 순환유량이 작지만 노심 입ㆍ출구 온도 차이가 크고 풀형의 

상대적으로 큰 원자로 용기이므로 열원과 열침원의 상대적인 수두차를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KALIMER 설계에서는 소듐의 강제순환을 위하여 일차 및 이차계통에 전자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펌프는 금속액체인 소듐이 전기 전도도가 큰 특성을 이용하여 유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줄 때 유도되는 힘에 의해 냉각재인 소듐을 어주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펌프는 운전특성상 구조가 간단하므로 일체형 원자로 내부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회전하는 부품이 없으므로 펌프에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되면 coastdown 유량이 거의 형성되지 못하는 안전성 측면에서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량상실사고 시 coastdown 유량을 일정기간 형성시키기 위해서 각 일차펌프에는 

동기장치 (synchronous machine)가 연결되어 있다. 정상운전 중에는 소내 전력으로 

동기장치의 플라이휠을 항상 회전시키다가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플라이휠의 회전관성에 의한 회전력을 전기로 바꾸어서 역으로 펌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다음은 안전성과 관련된 일차열전달계통의 주요 설계요건이다.

o 고온풀과 저온풀 사이의 유로에서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차 소듐이 

중간열교환기의 쉘측으로 흐르도록 한다.

o 일차 펌프 및 중간열교환기는 고장시에 교체 가능하여야 한다.

o 일차열전달계통의 기기는 ALARA 요건에 따라 방사선량율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o 일차열전달계통은 냉각재 펌프 출력을 사용하여 소듐이 고온 대기 (hot standby) 

온도가 되도록 가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o 핵연료 재장전을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일차열전달계통 소듐이 최소온도는 190 ℃ 

이상이어야 한다.

o 중간열교환기 튜브를 통하여 일차계통 소듐이 중간계통으로 누설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누설이 되더라도 중간열교환기에서 일차열전달계통 방향으로 누설이 일어나야 

한다.

o 일차 소듐의 유량은 펌프 전원상실 시에 적절한 노심 냉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coastdown 유량을 가져야 한다.

o 일차열전달계통 기기 및 유동 경로는 일차 펌프의 고장 시에도 핵연료 설계제한치가 

만족되도록 노심을 통한 충분한 자연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o 중간열교환기 및 증기발생기와 연계하여 노심의 붕괴열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안전성과 관련된 중간열전달계통의 주요 설계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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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간열전달계통은 소듐-물 반응 시에 중간열교환기의 기계적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과압이 방지되어야 한다.

o 소듐-물 반응사건 시 중간열교환기 전열관의 기계적 건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핵연료 재장전 작업 (운전온도 200 ℃)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 동안 

중간열전달계통은 소듐 냉각재 온도를 최소한 190 ℃로 유지하여야 한다.

o 일차열전달계통 및 증기발생기계통과 연계하여 노심의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붕괴열제거계통

   KALIMER는 경수로와는 달리 낮은 압력에서 운전되므로 경수로에서와 같이 

잔열제거 진입조건을 만족시키는 예비운전 단계가 필요 없이 직접 붕괴열제거계통을 

작동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붕괴열제거계통의 설계를 보다 단순화시키고 신뢰성 있게 

만든다. KALIMER는 3개의 서로 다른 붕괴열제거 수단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안전등급으로 설계되며 나머지 2개는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된다. 안전등급 

붕괴열제거계통은 격납용기와 주위의 공기 사이의 자연대류를 이용하는 

피동안전붕괴열제거계통 (PSDRS: Passive Safety Decay heat Removal System)이다. 

비안전등급계통은 정상운전시의 열전달계통과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 (SGACS: Steam 

Generator Auxiliary Cooling System)이다. 열전달계통을 통한 붕괴열제거는 통상적으로 

1개의 증기발생기와 응축기에 의하여 수행된다. 중간열전달계통은 2개의 루프를 갖고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또는 중간열전달계통 배관의 보수 시에도 정상적인 붕괴열제거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SGASC는 자연순환 또는 강제 순환에 의하여 증기발생기 

외벽으로부터 열을 제거한다. 

   붕괴열은 정상적으로는 일차열전달계통-증기발생계통-응축기로 구성된 열전달 경로를 

통하여 제거된다. KALIMER에서는 정상열제거 수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이 각각의 증기발생기에 설치된다.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은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shroud, 댐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공기 유입구에 

팬이 설치된다. 증기발생기 하부에 있는 환형공간을 통하여 유입된 공기는 증기발생기 

외벽과 shroud 사이의 환형 간극 내를 흐르는 동안 증기발생기에서 열을 제거하여 

자연순환 또는 강제대류에 의하여 상방향의 대기로 방출된다.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의 

출구에 있는 댐퍼는 정상출력운전 중에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되어 있고 

붕괴열제거를 위해 작동될 때에만 운전원에 의해 개방된다.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은 

붕괴열 제거를 위한 다중계통이다.

   그림 2-7은 원자로 용기와 원자로용기를 폐하여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하반부를 

보여주고 있다. 원자로 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이 PSDRS의 공기 통로이다. 

PSDRS는 그림 2-8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격납용기, 공기분리벽 (air separator), 공기 유동 

스택, 관련 계측기로 구성되며 노심에서 붕괴열을 피동적으로 제거한다. 노심 붕괴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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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풀에서의 자연순환에 의하여 원자로용기로 전달되고, 원자로용기는 주로 복사 

열전달에 의하여 원자로용기를 일정 간격을 두고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로 열을 

전달하므로써 냉각된다. 공기는 원자로건물 상부에 위치한 스택의 입구에서 유입되어 

격납용기 벽과 air separator 사이의 갭을 통과하면서 가열된 후 스택의 출구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된다. 공기의 유동은 고온 및 저온 공기 채널에서의 공기 도 차이에 의하여 

일어나므로 능동 제어 장치는 전혀 없다. 스택의 입구 및 출구는 공기의 유출입이 

방해받지 않도록 원자로 건물의 상부에 설치된다.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의 갭은 0.15 m로서 아르곤으로 채워져 있다. 이 갭의 

크기는 원자로용기 누설사건 시에 원자로용기 내부의 일차 소듐액위가 감소되어도 

중간열교환기의 소듐액위를 충분히 유지하여 열전달 경로가 유지되도록 결정된다. 노심이 

중간열교환기 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용기 누설 사건 시에도 노심은 

소듐에 완전히 잠긴다. PSDRS는 운전개시를 위한 능동부품이 없으므로 정상출력운전 

중에도 계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항상 일정량의 열손실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라) 소듐-물 반응계통

   소듐-물 반응도 사건 시에는 문제가 발생한 증기발생기의 급수관 및 주증기관의 

격리밸브를 폐쇄하여 격리시켜야 한다. 증기발생기 내의 압력증가는 가능한 주증기관의 

PORV와 water dump system에 의하여 경감시킨다. 증기발생기에서 물이 소듐으로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여 사고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누설탐지계통이 설치된다. 누설탐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첫째는 카버가스 감시 

또는 증기발생기 소듐 출구에서 수소를 탐지하여 누설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극미량 또는 

소량의 누설을 탐지한다. 두 번째 방법은 누설 및 그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의한 

음향향적 신호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소듐-물 반응 압력방출계통 (SWRPRS: Sodium 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은 대형 소듐-물 반응사건 시에 증기발생기 압력을 방출하는 기능을 하며 

소듐-물 반응 (SWR: Sodium-Water Reaction) 화합물 방출 탱크, 소듐-물 반응 화합물 

분리기, 파열판 (rupture disc)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증기발생기는 개별적으로 동일한 

SWRPRS를 갖고 있다. 증기발생기 하부의 배관에는 파열판이 설치되어 있어 

증기발생기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면 파열판이 터져서 SWR 화합물을 SWR 화합물 

방출탱크로 방출하며, 기체 반응 화합물과 화합물에 포획된 일부 소듐은 SWR 화합물 

분리기로 보내져서 포획된 소듐이 제거된다. 기체 화합물은 그 후 점화기가 설치된 

스택으로 보내진다. 대형 소듐-물 반응사건 시에 소듐 슬러그가 파열판을 통해서 

방출탱크로 방출된다. 소듐 슬러그는 소듐-물 반응에서 기인하는 수소 기체 압력에 

의하여 가속된다. 방출탱크는 정상운전중의 증기발생기 소듐 보충 및 overflow 시에도 

사용된다. 방출탱크는 중간열교환기를 제외한 중간열전달계통의 모든 소듐 및 S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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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형 SWR 사건이 증기발생기 상부 전열관 번들에서 

발생할 경우 중간열교환기에 미치는 압력 향은 증기발생기 하부 전열관 번들에서 

발생할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므로 소듐 슬러그의 방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림 2-9와 

같이 증기발생기 중앙에 축 방향 유로를 설치하고 있다. 이 유로는 상부 및 하부 전열관 

번들 사이의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유동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상부 전열관 번들에서 

발생한 SWR 사건에 의한 슬러그가 방출탱크로 쉽게 방출된다.

(2) KALIMER의 사고특성

   제 1 장에서 언급한데로 액체금속로의 사고특성은 경수로에 비하여 주로 고에너지의 

고속중성자에 의한 특성과 냉각재로 사용되는 액체금속 소듐의 특성에 기인한다. 

액체금속로와 경수로간의 사고특성은 표 2-3에 비교되어 있다. KALIMER의 가장 큰 

장점은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되고 있으며 가상노심붕괴사고의 주 

요인으로 평가되는 냉각재상실사고의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연대류에 의한 냉각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KALIMER 

원자로용기 내에 존재하는 대량의 소듐이 사고 시에 열적 관성을 가질 수 있어 노심의 

안전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KALIMER의 잔열제거계통은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정상운전 중에 열전달계통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외부로의 

열전달이 상실된  후부터 잔열제거계통 운전 시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상의 중대사고가 

발생하여도 소듐은 열전달 특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용융된 핵연료와 혼합된 

상태를 유지하며 원자로용기 내의 소듐 도 차이로 인한 자연대류에 의해 부분적으로 

용융된 노심을 안정시킬 수 있다. KALIMER는 큰 폭의 운전 여유온도, 물보다 수십 배 

탁월한 소듐의 열전달 특성, 피동적인 붕괴열 제거 가능성, 노심의 안전성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도플러 부반응도 효과, 핵연료 및 집합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부반응도 

궤환효과 등에서 기존의 경수로에 비해 안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발전소 부품 및 방호계통의 신뢰성 있는 설계 등으로 인해 고유안전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KALIMER 설계에 있어서 안전성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가) 핵연료와 피복재의 건전성

   오염되지 않은 원자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출력 운전 동안 핵연료와 소듐 

냉각재간의 접촉이 많지 않아야 한다. 이런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설정된다. 핵연료 내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을 확실하게 격납하게 되면 냉각재인 

소듐의 오염을 방지하게 되므로 소듐과 접촉하는 부품들의 취급이 쉬워진다. 소듐의 

오염도가 적기 때문에 파손된 피복재 검출의 민감도가 증가되며 따라서 피복재 

파손사고를 국소화 시키는 것이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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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채금속로에서 만약 피복재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노심으로부터 파손된 핵연료봉이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손된 핵연료봉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사고를 국소화 시켜야 

한다. 파손된 핵연료봉에서 방출되어 소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발중성자 (delayed 

neutron)를 검출함으로써 파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고의 국소화는 각각의 

핵연료집합체 출구에 소듐시료채취대 (sodium sampling bench)를 설치하여 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핵연료의 파손여부를 감시한다. 집합체 내부에서 국부적인 유로폐쇄 (local 

flow path blockage) 사고와 이의 주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과 사고감지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가능한 단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핵연료집합체 각각에 

대하여 출구온도 측정이 가능하며 또 출구에서 소듐의 유량감소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나) 노심 감시

   원자로 내에서 노심이 정상운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노심보호계통은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긴급운전정지 제어봉을 노심 내로 낙하시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격 

노심감지체계에 의해 핵연료 피복재의 상태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소듐의 유량감소, 출력증가 등의 분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노심 내부의 

중성자분포도, 온도, 핵분열생성물 방출량 등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노심의 상태변화가 

실시간으로 감지된다. 

(다) 긴급노심정지

   노심보호계통은 어떤 사고 시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전 정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KALIMER의 노심 운전정지는 두 개의 독립된 계통에 의하여 

설계되는데 각각의 계통의 의해 원자로의 긴급운전정지가 가능하다. 제어봉온 

출력제어와 운전정지의 이중역할을 수행하므로 긴급운전정지시의 짧은 작동시간과 

운전시의 계속적인 제어기능이 달성되어야 한다. 

(라) 가상노심붕괴사고 (HCDA)

   가상노심붕괴사고는 사고특성에 관하여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소듐 내에 

다량의 기포 (sodium voiding)가 발생하여 노심 내에 양의 큰 반응도를 삽입하거나, 흑은 

ATWS처럼 다중고장의 가정으로써 핵연료가 용융하고 또한 핵연료 응용이 급격히 

전파됨으로써 노심이 즉발임계 (prompt criticality)에 도달하여 핵연료로부터 소듐 

냉각재로 급격한 에너지 전달이 발생하는 가상적인 사고이다. 액체금속로 노심에서의 

일차적 반응도 사고는 그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제어봉 이탈 (control rod ejection) 사고와 같은 노심 반응도 삽입사고는 KALIMER의 

제어봉 구동장치 메카니즘과 제어봉의 노심상부 방향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일차폄프 출구와 노심 사이의 배관 연결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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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파단되는 대형 배관파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노심붕괴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으나 KALIMER에서는 원자로용기 내에 대량의 소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노심 붕괴상태로 까지 발전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마) 격납용기 

   KALIMER에서는 심층방호 측면에서 핵연료 피복재 이후의 방사능 방호벽은 

원자로용기와 원자로 헤드로 이루어지며 다음에는 원자로용기 바깥의 격납용기와 원자로 

상부의 격납돔으로 이루어진다. 원자로 빌딩은 최후의 방호벽으로 간주된다. 원자로가 

정상운전 시에는 일반적을 4단계의 방호벽이 있게 되며 허용량 이하로 방사선을 

방호하는 설계개념을 만족시키고 있다. 가상노심붕괴사고와 같이 매우 심각한 

사고에서는 핵연료 피복재는 더 이상 방호벽이 될 수 없다. KALIMER에서는 몇 %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변형은 에너지 흡수용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는데 

훤자로용기 내부에 위치한 구조물들도 중대사고시 에너지 흡수 역할을 한다. 이점은 

루프형에 비하여 원자로용기가 크고 일차계통 기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풀형 개념이 

가지는 안전상의 유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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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KALIMER 안전개념

Item Specification Rationale

Accident 
resistance

Design simplification Simplicity is emphasized in all aspects 
of the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Complexity of the 
plant design has been one of the main 
sources of high capital cost and threat 
to the safety of nuclear plants.

Large thermal 
capacity of the 
primary system
 - Pool based PHTS

Large thermal capacity makes system 
transient slower and provides more 
time to cope with abnormal events. 
There is also a higher probability of 
terminating abnormal events before 
developing into accidents. Pool type 
PHTS satisfies the requirement.

Diversified core 
shutdown 
mechanism

One of the key factors in securing 
plant safety is to make the core 
shutdown highly reliable when 
required. At least three diversified 
core shutdown mechanisms are to be 
used to demonstrate and achieve a 
high confidence level of core 
shutdown.  

Negative power 
reactivity coefficient

Maintaining the core power reactivity 
coefficient negative during all modes 
of plant operation is crucial in all 
aspects of the plant safety.

Accident 
mitigation 

Passive safety 
mechanism
- Core shutdown 
- Decay heat 
removal
- Passive Isolation 
of IHX from 
sodium-water 
reaction front

Passive mechanism has, in general, 
superior reliability in mitigating an 
accident.

Core protection 
limits should not be 
exceeded for at least 
3 days without 
operator action for 
design basis events

Long grace time during an accident 
provides improved reliability of the 
plant safety function, more flexibility 
in coping with a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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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KALIMER 안전개념 (계속)

Core damage 
prevention

CDF < 10
-6
/reactor

 year
KALIMER should have a CDF lower 
than advanced LWRs. 

No fuel-cladding 
liquid phase 
propagation during 
design basis events

Sufficient thermal margin needs to be 
imposed in fuel and core design for 
investment protection as well as for 
reducing the core damage probability.

Highly reliable and 
diversified decay 
heat removal

Emphasis should be given not only to 
safety grade decay heat removal but 
also to non-safety grade decay heat 
removal.

Negative power 
reactivity coefficient

Negative power reactivity coefficient 
is crucial in preventing core damage.

Prevention of 
large radioactivity 
release 

Large release 
frequency < 10

-7
/ 

reactor yr
- Reliable 
containment design 

KALIMER should have a large release 
frequency lower  than advanced 
LWRs.

- Containment is the last barrier to 
the radioactivity release and the 
KALIMER containment should be 
designed to meet the target release 
frequency. 



- 34 -

                          표 2-2  KALIMER 주요 설계변수

OVERALL
Net plant Power, MWe                       150
Core Power, MWt                        392.2
Gross Plant Efficiency, %               41.5
Net Plant Efficiency, %                      38.2
Reactor                             Pool Type
Number of IHTS Loops                 2
Safety Shutdown Heat Removal           PSDRS
Seismic Design     Seismic Isolation Bearing

CORE
Core Configuration                Heterogeneous
Core Height, mm                           1000
Axial Blanket Thickness, mm                   0
Maximum Core Diameter, mm               3373 
Fuel Form          U-Pu-10% Zr Alloy
Feed Driver Fuel TRU Enrichment for        30.0
Equilibrium Core, %
Assembly Pitch, mm                       161.0
Fuel/Blanket Pins per Assembly        271 / 127
Cladding Material                           HT9
Refueling Interval, months                    18

PHTS
Reactor Core I/O Temp., 0C         386.2 / 530.0
Total PHTS Flow Rate, kg/s             2143.1
Primary Pump Type              Electromagnetic
Number of Primary Pumps                  4

IHTS 
IHX I/O temp., 0C                   339.7 / 511.0
IHTS Total Flow Rate, kg/s               1803.6
IHTS Pump Type   Electromagnetic
Number of IHXs           4
Number of SGs           2

Steam System
Steam Flow Rate, kg/s   175.45
Steam Temperature., 0C                    483.2 
Steam Pressure, MPa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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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수로와 액체금속로의 사고시 대응 비교

특    성 경  수  로 고 속 증 식 로

노심구성 최적의 반응도상태로 구성 최고반응구조는 아님

냉각재포장 에너지 고(고압) 근소(서브 쿨․1기압)

화학반응 평상시 온도에는 거의 없다 있음(나트륨․공기․물반응) 

긴급시열제거 능력 낮음 높음

방사능

핵분열생성물 동등 상대적으로 높음

플루토늄 중

핵특성

β(지발중성자비율) 0.007 0.04

λ(고속중성자비율) ∼2×10-5초 ∼4 10-7초

열적 시정수

핵연료 1∼5초 1∼2초

구조물 수초 1초 이하

냉각재 0∼5초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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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ALIMER 설계의 심층방어

RPS

PSDRS
USS
GEM

SGAC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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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KALIMER Breakeven 노심

Driver Fuel 54
24
48
6
1
6

48
54
54
72

367

Internal Blanket
Radial Blanket
Control Rod
USS
GEM
Reflector
B4C Shield
IVS
Shield

Total

Driver Fuel 54
24
48
6
1
6

48
54
54
72

367

Internal Blanket
Radial Blanket
Control Rod
USS
GEM
Reflector
B4C Shield
IVS
Shield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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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KALIMER 구동핵연료봉

Top End Cap

Cladding Tube

Gas Plenum

Fuel Slug

Bottom End Cap
Wire Wrap

Sodium Bond

Ke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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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GEM 집합체 및 운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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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KALIMER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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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3차원 KALIMER 개략도

- 2
-
- 280 Cm, 1880 Cm

- 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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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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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KALIMER 원자로 용기, 격납용기 및 PS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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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 Lubrite -
-

-

- 316 SS 
- 5 Cm, 1855 Cm

- 2(1/4) Cr-1Mo  
- 2.5 Cm, 1880 Cm

Collector 
- PSDRS

Vault
-
- PSDRS 

- 30 Cm
-
-

-

- 12
- Lubrite -
-

-

- 316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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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KALIMER 붕괴열제거계통 (PS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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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ai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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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KALIMER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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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외 액체금속로 사고해석 경험 분석

   KALIMER의 안전해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전 중이거나 설계 중인 

해외의 대표적인 액체금속로에서 수행된 안전해석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본 

장에서는 미국의 CRBR과 PRISM, 유럽의 CDFR과 EFR, 일본의 MONJU 설계에서 

수행된 안전해석의 기본 내용과 계통특성에 따른 안전해석 방법을 분석하 다. 특히 

원자로가 루프 형태인 CRBR과 풀 형태인 PRISM을 비교하여 양 설계개념의 

설계기준사고의 선정 과 사고해석 수행범위를 검토하 다. GE가 개발한 PRISM은 

KALIMER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의 설계이므로 PRISM의 사고해석 경험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미국의 NRC가 PRISM 설계의 예비안전성평가를 기술한 

NUREGEG-1368 (NRC, 1994)을 자세히 검토하여 PRISM설계의 안전해석 현안을 

파악하 다.   

3-1. 미국 액체금속로의 사고선정 및 설계기준 항목

(1) AEC의 LMR SAR Format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Atomic Energy Commission)는 법령인 10 CFR Part 

50의 section 50.34에서 원자로 시설의 건설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자는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PSAR)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된 원자로 시설의 

운전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FSAR)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들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을 Section 50.34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한 보고서인 “Guide to the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Safety Analysis Reports"가 1966년 6월 30일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주로 

경수로 발전소를 위하여 작성되었지만 다른 형태의 원자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포함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1970년부터 Regulatory Guides라고 일컫는 안전지침 (Safety 

Guides)을 연속적으로 공포하여 원자로 방호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왔다. 그 후 AEC는 각계의 안전지침에 대한 검토를 반 하여 1972년 10월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라는 

문서를 발간함으로써 그 동안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안전지침들을 통합하 다. 동 

문건 역시 경수로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SAR에 기술되어야 하는 

형식이나 내용들이 일반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원자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를 액체금속로 발전소의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면 히 

검토한 결과 액체금속로만을 위한 표준형태의 SAR가 필요성이 요구되어 경수로와의 

발전소 설계 및 관련기술의 차이를 고려한 액체금속로용 표준판이 작성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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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은 1974년 당시의 관련 지침과 코드 (codes) 및 표준 (Standards)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설계되는 액체금속로의 경우 일부는 적용 가능하지만 일부는 

적용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당시는 액체금속로의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발전소 건설허가와 운 허가를 얻기 위한 시점에서는 변화된 규제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와 기준이 요구될 수도 있다.  

   Standard Format은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원자로 개발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고해석을 기술하는 안전성분석 보고서 15장의 내용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설계기준사고는 안전관련기능 (safety-related function)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계통을 설계할 때 요구되는 사항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이들 안전관련기능의 수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운전 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된다. 설계기준사고의 정의 방법은 

전통적인 안전 설계 방법인 single bounding event를 기본으로 하여 공학적인 판단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설계기준사고는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건을 파악하고 각 경우의 

사고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야기 시키는 

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를 single bounding events로 정의하여 몇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의 사고로 그룹핑한 것이다.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는 개념설계 또는 상세설계 모두에서 설계기준사고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KALIMER의 설계기준사고는 체계적인 정량적 해석과 더불어서 부분적인 

경험을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1974년도 미국의 AEC가 액체금속로 전용의 “Standard Format and Contents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 LMFBR Edition" (US NRC, 

1974)에서 액체금속로의 설계 시 안전성 분석보고서 15장의 설계기준사고로 고려되어야 

할 과도사건과 사고들을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은 체 나열한 것이다. 액체금속로에도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으므로 나열된 사고 중 일부는 풀형의 원자로 개념을 채택한 

KALIMER와 무관할 수 있다.  또한 아래 표에 기술된 사고종류는 액체금속로의 종류와 

무관할 뿐 아니라 1974년도의 기술수준에서 제안된 것이므로 KALIMER 설계에 곧장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액체금속로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건 (U.S. NRC, 1974)

1. Uncontrolled control rod assembly withdrawal from a subcritical condition 

2. Uncontrolled control rod assembly withdrawal at power condition (hot at zero 

   power, full power, etc)

3. Control rod mis-operation of sequence of mis-operations

4. Partial and total loss of reactor coolant flow including trip of pumps and pump

   seiz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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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rt-up of an inactive reactor coolant loop of recirculating loop at incorrect 

   temperature

6. Loss of normal and/or emergency feedwater flow

7. Loss of all AC power to the station auxiliaries and loss of emergency diesel 

   generator (station blackout)

8. Loss of intermediate coolant flow

9. Heat removal greater than heat generation due to (1) feedwater system 

   malfunctions, (2) a pressure regulator failure, of inadvertent opening of a relief 

   valve of safety valve, and (3) a regulating instrument failure

10. Maloperation of reactor plant controllers

11. Internal and external events such as major and minor fires, flood, storms or 

    earthquakes

12. Loss of coolant accidents resulting from the spectrum of postulated piping breaks 

within the reactor coolant system

13. Spectrum of postulated intermediate coolant system piping breaks inside and 

    outside containment

14. Inadvertent loading and operation of a fuel assembly into an improper position.

15. Waste gas decay tank leakage or rupture

16. Failure of cover gas purification system

17. The spectrum of rod ejection accidents

18. Fuel handling accident 

19. Small spills or leaks of radioactive material outside containment 

20. Fuel cladding failure combined with intermediate heat exchanger and steam 

   generator leaks 

21. Control room inhabitability

22. Loss of heat stink

23. Turbine trip with coincident failure of turbine bypass valves to open

24. Loss of one (redundant) DC system

25. Turbine trip with failure of generator breaker to open

26. Loss of instrument air system

27. Local blockages of a few subchannels within a fuel subassembly

28. Leak in control rod drive housing

29. Inadvertent release of oil in pump seal into sodium

30. Failure of a few steam generator tubes

31. Leaks in intermediate heat exchanger

32. Abnormally high or low cover gas pressure



- 48 -

33. Core flow maldistribution due to fuel loading error

34. Gas bubbles passing through core

35. Failure of steam dump system

36. Inadvertent closure of either reactor coolant valves of intermediate coolant valves

37. Spurious reactor trip

38. Inadvertent drop of a single control rod

39. Failure of reactor vessel cover seal

40. Plugging of reactor overflow line

41. Failure of core clamping mechanism

42. Accidental opening of valves to a drained isolated loop

43. Large leak (rupture) in steam or feedwater piping

44. Enrichment error in fuel assembly

45. Misloaded fuel assembly

46. Dropped fuel assembly

47. Unknown stuck control rod

48. Loss of normal shutdown cooling system

49. Simultaneous leak of reactor overflow tank

50. Inadvertant closure of floor valve on canister during fuel handling

51. Failure of any single active component in fuel handling system

52. Loss of site power during fuel handling

53. Furl handling machine jams

54. Leak in fuel storage vessel

55. Failure of single active component in fuel storage cooling system

56. Failure to seat fuel assembly properly

57. Inadvertent opening of floor valve with shield plug removed and fuel handling 

    machine not in place

58. Leak in fuel canister

59. Inadvertent opening of fuel handling machine valve during transfer

60. Attempt to insert a fuel assembly into occupied position

61. Collision of fuel handling machine with control rods

62. Dropping shipping cask from maximum possible crane height 

63. Collision between fuel handling machine and crane 

64. Loss of all power to fuel handling machine

65. Removal of jammed fuel assembly

66, Blocked coolant flow to control rods

67. Intermediate coolant system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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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SI-ANS-54.1-1989

   ANSI/ANS-54.1-1989 기준은 (ANS, 1989) 액체금속로 발전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일반안전설계기준으로 확립한 것으로서 10 CFR 50 Appendix A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General Design Criteria)을 대신하여 액체금속로의 

설계에 사용되도록 작성되었다. 이 기준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소듐을 사용하며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으로 운전하는 액체금속로에는 공히 적용 가능하며 원자로 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액체금속로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경수로에 대해 확립된 일반설계기준 

(GDC)과 동등한 상세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다. 초과설계기준사고 시 노심냉각구조의 

건전성이 (coolable geometry)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그러한 사고발생 시 

요구되는 완화대책을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또는 노심냉각구조가 상실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설계를 선택할 수 있다. 노심냉각구조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정지계통과 열제거계통은 충분한 고 신뢰도가 요구되며 이러한 

계통의 고장이 노심냉각구조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ATWS나 

station blackout, 핵연료손상전파 같은 초과설계기준사고에 대해서도 사고결과가 허용 

가능한 위해도 내에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방지 또는 완화설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ANSI/ANS-54.1-1989 기준은 일반요건으로서 다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일반 요건

o  품질기준 및 기록

o  자연현상에 대한 보호를 위한 설계기준

o  화재 방호 

o  소듐 및 NaK 반응에 대한 보호

o  환경 및 비산물에 대한 기준

o  기기, 계통 및 구조물들의 공유

o  소듐 가열계통

(나)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다중방벽

o  원자로 설계

o  원자로 고유안전

o  원자로 출력변동의 억제

o  계측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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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로 냉각재 경계

o  원자로 냉각재 계통 설계

o  원자로 격납용기/컨파인먼트 설계

o  전력계통

o  전력계통의 검사 및 시험

o  제어실

(다) 보호 및 반응도 제어계통

o  보호계통 기능

o  보호계통의 신뢰성 및 시험성

o  보호계통의 독립성

o  보호계통의 고장 방식

o  보호 및 제어계통의 분리

o  반응도제어 오작동에 대한 보호계통 요건

o  반응도제어계통의 다중성 및 성능

o  가상사고 시 반응도제어계통의 반응

o  반응도 한계치

o  예상과도운전에 대비한 보호

(라) 냉각계통

o  적절한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의 보장

o  원자로 냉각재 경계계통의 품질

o  원자로 냉각재 경계 및 원자로 카바가스 경계의 검사와 감시

o  원자로 냉각재, 중간냉각재 및 카바가스의 순도제어

o  중간냉각재계통

o  중간냉각재 경계의 검사 및 감시

o  원자로 잔열제거계통

o  원자로 잔열제거계통의 검사 및 감시

o  원자로 잔열제거계통의 시험

o  구조물 및 장비 냉각계통

o  구조물 및 장비 냉각계통의 검사

o  구조물 및 장비 냉각계통의 시험

o  냉각재 경계의 파괴방지

(마) 원자로 격납용기/컨파인먼트계통

o  격납용기/컨파인먼트계통 설계기준



- 51 -

o  격납용기 설계기준

o  컨파인먼트계통 설계기준

o  원자로 격납용기 경계의 파괴방지

o  격납용기 누설율 시험 눙력

o  원자로 격납용기/컨파인먼트계통 시험 및 검사 대책

o  격납용기를 관통하는 배관계통 

o  격납용기를 관통하는 원자로 냉각재 경계 또는 원자로 카바가스 경계

o  원자로 격납용기 격리

o  격납용기를 관통하는 페회로계통

o  격납용기/컨파인먼트 대기 제어 

o  격납용기/컨파인먼트 대기 제어 계통의 검사

o  격납용기/컨파인먼트 대기 제어 계통의 시험

(바) 연료 및 방사능 제어

o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 제어

o  연료저장과 취급 및 방사능 제어

o  연료저장과 취급 시 임계방지

o  연료 및 폐기물 저장 감시

o  연료 및 폐기물 저장 감시방사능 방출 감시

(3) 기존 발전소의 사건분류

   원자력발전소의 사건분류 (event categorization)는 발전소의 운전조건에 따라 

분류되며 발전소 조건 (plant conditions) 분류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경험을 KALIMER와 같은 신형원자로의 운전조건에 곧장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신형원자로의 새로운 계통 및 기기의 기능과 구조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신형원자로의 설계특성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어야 

하는 사건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발전소의 사건분류는 부지선정과 비상계획의 설정뿐만 

아니라 안전계통 및 격납계통과 같은 원자로계통의 설계, 심층방어 설비 및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다. 이때 발전소 운전조건별로 서로 다른 안전기준 및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안전규제요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전소 조건분류가 표. 3-1에 

비교 제시되어 있다 (KINS, 1997). 10 CFR Part 50 및 App. A에서는 정상운전, 

예상과도운전 및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사고해석에서는 각 초기사건을 발생빈도별로 정상, 보통빈도, 낮은빈도 및 제한빈도고장 

사고의 범주로 분류하여 개별 사건이 포함되는 사건범주에 따라 안전 허용기준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현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표준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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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RG 1.70의 제 15장 사고해석에서는 ANSI/ANS N18.2의 발전소 사건분류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분류방법은 운전조건이 

불확실한 정성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조건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1983년 미국원자력학회 (ANS)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설계를 위해 

ANSI/ANS-51.1-1983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량적 발전소 조건분류를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발전소 조건분류에서도 설계기준초과사고와 같이 

최근 발전소 안전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최근 미국과 IAEA를 중심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신형원자로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서 확률론적 발생빈도에 근거한 사건분류를 채택하여 정량적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발생빈도에 근거한 발전소 사건분류는 아직 

확률론적인 평가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의 사건분류와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2. Clinch River Breeder Reactor

(1) CRBR의 사고분류 기준

   CRBR (Clinch River Breeder Reactor)은 1980년에 미국이 전기출력 3750 MWe의 

원형로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카터 행정부의 강력한 핵비확산정책 채택으로 

1983년에 그 계획이 중지된 발전소이다. CRBR은 루프 (loop)형 발전소로서 계통설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루프형은 노심이 잠겨있는 원자로 용기로부터 

일차 소듐 냉각재가 배관을 통하여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열교환기 및 

일차 순환펌프로 이송된다. 일차 순환펌프는 고온관에 설치되어 있어서 고온과 

고압부위가 겹치는 문제도 있으나 캐비테이션 (cavitation)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또한 

펌프의 흡입측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압력강하는 원자로 출구배관뿐이므로 중간열교환기 

내의 압력강하기 커서 중간열교환기 내부의 유량 분포를 좋게 할 수 있다. 

   루프형의 주된 장점은 각 기기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각 기기의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보수 유지 및 개조가 용이하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 기기 

사이를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루프형인 CRBR은 경수로와 같이 원자로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완전 파단되는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에 노심 

손상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의 일차계통은 압력이 낮고 또한 

구조재로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강은 취성파괴로 인하여 양단이 절단되는 형태의 파단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핵연료 집합체에서 국소적으로 유로가 폐쇄되는 사고는 상당한 노심파손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핵연료 파손사고의 전파가 사고집합체 내에 국한되어 다른 핵연료 

집합체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집합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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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된다면 대형사고로 발전하게 된다. 루프형 원자로에서는 원자로 용기가 작고 

원자로용기 내에 노심 이외의 구조물이 풀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있으므로 

핵연료와 관련된 대형 노심사고가 발생할 경우 열적 관성이 적어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CRBR은 산화물 핵연료를 사용하는 루프형 액체금속로이므로 금속핵연료를 사용하고 

풀형인 KALIMER에 비하여 계통 및 노심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사고해석 관점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CRBR의 사고해석 자체보다는 사고해석을 위한 

사고분류, 해석범위 및 허용기준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CRBR PSAR 15장에서 고려한 사고해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범주는 설계와 안전해석 및 방사선 방출의 제한치와 관련된 사고로서 설계관련기준사고 

(Design Bases Accident; DBA)라고 일컬어진다. 두 번째 범주는 공학적안전계통 

(Engineered Safety System)의 설계 요건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초과설계기준사고 

(Beyonf Design Base Accident; BDBA)이다. 그림 3-1은 CRBR에서의 사고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DBA는 단일고장기준 (single failure)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BDBA는 사고 특성상 다중고장 (multiple failure)을 가정한다. BDBA는 일반적으로 

원자로 보호계통의 자동 작동이 요구될 때 작동이 실패하여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는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사고를 포함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고는 적어도 핵연료 일부가 용융되거나 혹은 노심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CRBR 안전해석은 설계 측면에서 세 등급에 걸쳐 수행되었다. 제 1등급의 설계범주는 

계통의 설계, 건설 및 운전의 고유특성을 통한 사고 방지와 운전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다. 제 2등급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Anticipated" 또는 “Unlikely" 사고에 대한 보호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 3등급은 

설계기준사고에 포함되는 ”Extremely Unlikely"와 같이 발전소 수명 동안 발생되지 않는 

대단히 낮은 확률의 사고와 관련된 범주의 사고이다. 제 3등급의 사고에 대하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공학설비를 설계하는 것이 이 범주의 사고해석을 하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제 3등급의 사고는 BDBA로서 여러 수준의 노심 용융이 야기되는 

가상노심붕괴사고 (HCDA)가 포함되는 범주이다. 

   CRBR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PSAR)에서 DBA로 분류된 사고는 ANS가 제안하고 

있는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 LMFBR Edition"와 이와 비슷한 경수로용 지침서 및 EBR-II 또는 FFTF와 

같은 소형의 액체금속로 설비와 외국의 액체금속로에서부터 얻은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3-1절에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위원회가 액체금속로에서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인 사고 67가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모든 사고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사고 목록은 아니다. CRBR PSAR에서는 67가지의 사고 외에도 다음의 5가지 

사고를 더 포함하고 있다. 

o  Seismic reactivity insertion due to 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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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ore, radial blanket, and control rod movement due to SSE

o  Sudden radial movement

o  Inadvertent actuation of the sodium/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

o  Stochastic pin failure

   CRBR PSAR에서는 이들 총 72 사고에 대해서 사고유형뿐만 아니라 사고해석을 

염두에 두고 다음 6가지로 분류하 다.

o  반응도 삽입사고 (Reactivity insertion events) 

o  저냉각사고 (Undercooling events)

o  노심내 국부손상사고 (In-core local failure events)

o  핵연료취급 및 저장사고 (Fuel handling and storage events)

o  소듐누출 또는 화재 사고 (Sodium spills and fires)

o  기타 사고 (Other events)

   이들 사고에 대한 CRBR의 안전허용기준은 표 3-2와 같다. 핵연료의 온도는 용융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고 소듐 냉각재의 온도는 비등금지에 대한 기준이다.

(2) CRBR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사고분류

   다음은 CRBR PSAR에 기술된 6가지 사고유형으로 그룹핑된 사고분류이다.

1. Reactivity Insertion Design Events

1.1 Anticipated events

1.1.1 Control assembly withdrawal at startup

1.1.2 Control assembly withdrawal at power

1.1.3 Seismic reactivity insertions, OBE

1.1.4 Small reactivity insertions

1.1.5 Inadvertent drop of a single control rod at full power

1.2 Unlikely events

       1.2.1 Loss of hydraulic holddown

1.2.2 Sudden core radial movement

1.2.3 Mal-operation of reactor plant controllers

1.3     Extremely unlikely events

1.3.1 Cold sodium insertion

1.3.2 Gas bubble passage through fuel, radial blanket, and control assembly

1.3.3 Seismic reactivity insertion, SSE

1.3.4 Control assembly withdrawal at startup-maximum mechanical speed

1.3.5 Control assembly withdrawal at power-maximum mechanical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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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dercooling Design Events

2.1 Anticipated events

2.1.1 Loss of offsite electrical power

2.1.2 Spurious primary pump trip

2.1.3 Spurious intermediate pump trip

2.1.4 Inadvertent closure of one evaporator or superheater module isolation

               valve

2.1.5 Turbine trip

2.1.6 Loss of normal feedwate

2.1.7 Inadvertent actuation of the sodium-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

2.2 Unlikely events

2.2.1 Single primary pump seizure

2.2.2 Single intermediate loop pump seizure

2.2.3 Small water-to-sodium leaks in steam generator tubes

2.2.4 Failure of the steam bypass system

2.3 Extremely unlikely events

2.3.1 Steam or feedline pipe break

2.3.2 Loss of normal shutdown cooling system

2.3.3 Large sodium-water reaction at pressure relief system rupture discs

2.3.4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pipe leak

2.3.5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pipe leak

3.      Local Fuel Failure

3.1 Anticipated events

3.1.1 Stochastic core fuel pin failure

3.1.2 Overenriched fuel rod failure

3.1.3 Flow blockage in a core assembly

3.1.4 Postulated module inlet blockage

3.1.5 Small gas bubble passage through fuel, radial blanket and control rod

               assemblies

3.2 Unlikely events

3.2.1 Stochastic absorber pin failure

3.2.2 Overpower control rod assembly

3.2.3 Flow blockage of a radial blanket pin failure

3.3 Extremely  unlikel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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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Stochastic radial blanket pin failure

3.3.2 Overpower radial blanket

3.3.3 Flow blockage of a radial blanket assembly

4.      Fuel Handling and Storage Events

4.1 Anticipated events (none)

4.2 Unlikely events

4.2.1 Fuel assembly dropped within reactor vessel during refueling

4.2.2 Damage of fuel assembly from attempt to insert a fuel assembly into

               an occupied position

4.2.3 Single fuel assembly cladding failure and subsequent fission gas

               release during refueling

4.2.4 Cover gas release during refueling

4.2.5 Heaviest crane load impacts the reactor closure head

4.3 Extremely unlikely events

4.3.1 Collision of ex-vessel transfer machine with control rod drive

               mechanism

5.      Sodium Spills and Fires

5.1 Anticipated events

5.1.1 Primary sodium in-containment storage tank failure during

               maintenance

5.1.2 Failure of the ex-containment primary sodium storage tank

5.1.3   Failure of ex-containment primary sodium storage tank

5.1.4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piping leak

5.1.5 Intermediate heat transport pipe leak

6.      Other Events

6.1 Anticipated events

6.1.1 Loss of one DC system

6.1.2 Loss of instrument or valve air

6.1.3 intermediate heat exchanger leak

6.1.4 Off-normal cover gas pressure in the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6.1.5 Off-normal cover gas pressure in the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6.2 Unlikely events



- 57 -

6.2.1 Inadvertent release of oil through the pump seal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6.2.2 Inadvertent release of oil through the pump seal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6.2.3 Generator breaker failure to open at turbine trip

6.2.4 Rupture of radioactive argon processing system surge vessel

6.2.5 Liquid radwaste system failure

6.2.6 Failure (leak or rupture) in the ex-vessel storage tank sodium system

6.2.7 Leakage from sodium cold traps

6.2.8 Rupture in radioactive argon processing system noble gas storage

               vessel cell

6.2.9 Rupture in the cell atmosphere processing system cold box

6.3 Extreme unlikely events

6.3.1 Leak in a core component pot

6.3.2 Spent fuel shipping cask drop from maximum possible height

6.3.3 Maximum possible conventional fire, flood, storms or minimum river

               level

6.3.4 Failure of plug seals and annuli

6.3.5 Fuel rod leakage combined with intermediate heat exchanger and

               steam generator leakage

6.3.6 Sodium interaction with chilled water

6.3.7 Sodium-water reaction in large component cleaning vessel

3-3. CDFR

(1) CDFR의 설계기준사고

   CDFR의 설계기준사고는 개별사건의 발생예상확률이 10
-7
/year 이거나 그 이상의 

사고를 포함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건은 정상운전과 발전소 duty cycle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은 소외전원상실, 열전달기능상실, 제어계통 고장, 펌프 고장 등과 같은 

사고들을 포함한다. 이들 사고들은 공학적안전설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특정사고의 

실패확률은 기인사고 발생확률과 공학적안전설비의 요구 시 동작이 실패하는 확률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이 값은 설계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10
-7
/year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기준사고의 전체위험도 (overall risk)는 발생확률과 사고결과의 향 

(consequences)의 곱으로 정의되므로 매우 낮은 값을 가진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고로서 

외부에 방사선 방출이 가능한 사고는 핵연료취급 사고를 들 수 있는데, 그 사고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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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향력은 낮을뿐더러 적절한 핵분열 생성물질 정화장치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2) CDFR의 초과설계기준사고

   액체금속로는 설계기준사고 범위 내에서는 고려대상 사고가 적은 반면에 

초과설계기준사고에 속하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균형적이다 느낄 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 정의에 의하면 CDFR의 초과설계기준사고는 사건의 발생확률이 

10
-7
/year 이하의 사고로서 기본적으로 원자로정지 실패나 붕괴열제거 실패와 같은 

사고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사고는 제어 불가능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거나 적어도 방출가능성을 기지고 있는 사고이다. 사건의 발생확률이 

10
-7
/year과 10

-8
/year 사이에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사고결과의 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cliff-edge효과가 없어야 함을 결정론적인 안전해석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발전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건은 초과설계기준사고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러한 요건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사고들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의 방출 

제한 또는 억제를 위하여 추가적인 설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CDFR에서 고려된 초과설계기준사고는 붕괴열제거상실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사건들과 원자로정지가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사고에서 트립실패가 수반되는 사고들을 

포함한다.

o  이차계통 열전달 상실 사고

o  소외전원 상실 사고

o  노심지지 실패 사고

o  제어봉 이탈로 인한 반응도 삽입 사고

o  단일 핵연료 집합체 손상 사고

o  기타 지진 관련 사고

3-4. European Fast Reactor

  EFR은 출력이 1500 MWe인 풀형 액체금속로로서 유럽고속로사용자그룹 (European 

Fast Reactor Utilities Group: EFRUG)이 프랑스의 Superphenix-2, 국의 CDFR, 

독일의 SNR-2 설계를 통합하여 유럽통합형 액체금속로로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그 후의 

정치적인 상황과 EFR의 경제성이 문제가 되어 건설이 연기되고 있다. EFR에 대한 

건설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EFR 참조설계에 Superphenix 운전경험을 

반 하는 등 계속적인 기술보완을 하고 있다. 1990년 EFR 연합에 속한 유럽 

설계회사들은 EFR 프로젝트의 3년간 개념입증 단계를 시작하 다. EFRUG은 EFR의 

구체적인 안전요건을 도출하여 설계회사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설계 연구를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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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여기서는 EFR의 주요 안전요건 및 설계기준을 분석하 다.

   안전성 관련 EFR의 설계 목적은 기본설계에서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유럽 

어느 나라에서든지 EFR 건설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 

나라의 설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원칙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o  EFR 설계의 안전수준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는 경수로의 안전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o 정상운전 결과로서 운전원과 공중을 위하여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원칙에 따라 적절한 선량제한이 고려되어야 한다.     

o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결과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절차가 준비되어야 한다.

o 고장 또는 사고조건의 예상확률이 높을수록 예상되는 방사선 피해 향은 적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요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세 안전요건이 도출되었다.

   

(1) 일반 안전요건

(가) 미래 경수로와 양립되는 안전방안 

   IAEA는 INSAG-3에서 (IAEA) 미래의 원자력발전소가 갖추어야 할 안전특성을 

다음처럼 제안하고 있다. 

o 허용가능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제한: 인체의 건강과 토지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발전소 부지에서의 제한치

o 제한치 설정과 관련한 확률적 목표치: 방사선 제한치를 초과할 확률은

  10
-6
/year/plant 이하

   EFR의 잠정 목표치로 IAEA의 상기 확률목표치를 설정하 다. IAEA는 미래형 

경수로의 심층방어원리와 투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치를 권고하고 있다.

o  중요한 안전기능의 신뢰도 

o  노심 용융 확률은 10
-5
/year 이하 (ALARP의 목표치인 10

-6
/year를 고려하여)

o  노심 용융의 경우 격납용기의 실패확률은 10
-1
/year 이하

   미래형 원자로에 대한 IAEA의 기본 설계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EFR 설계가 방사선 

제한치를 초과할 확률의 목표치는 10
-6
/year/plant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EFR의 

잠정기준은 노심용융과 관련한 액체금속로의 월등한 안전특성 때문에 경수로의 기준에 

비해 달라질 수 있다. EFR에 적용하는 잠정기준은 발전소 당 다음과 같은 확률값을 

가진다. 

o  노심 용융 확률: 내부사고에 대한 1단계 PRA 평가 결과는 10
-6
/year 이하

o  상기확률 목표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정지계통과 붕괴열제거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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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확률은 10
-6
/year 이하

o  노심 용융 조건에서 격납용기의 성능에 대한 취약점 및 cliff edge effect가 없어야 

한다.

이때 사고방지와 관련된 확률과 무관하게 노심용융 시 격납건물의 성능확보 측면에서 

심층방어 설계가 요구된다. 그림 3-2에 EFR 액체금속로와 경수로간의 설계 및 

안전목표치가 비교되어 있다. 

(나) 노심 용융 방지의 적절성

   노심 용융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방안은 심층방어 원리에 의하여 각 

설계조건에 따라 지정된 방어단계를 두는 것이다. 이는 연속적인 운전원의 실수나 고장에 

대하여 설계의 저항특성에 강조를 두는 방법으로서 계통의 다중고장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성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안전해석을 통하여서 요구되는 방어단계의 

수와 그 성능에 대한 요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노심 용융의 확률을 계산하는 1단계 PRA는 강력한 해석도구로서 계통전체에 걸쳐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초기설계 단계에서는 계통의 기능해석 (functional 

analysis)이나 자세한 계통설명이 부족하므로 대략적인 확률값만을 계산 할 뿐이다. 

더욱이 외부기인 재해(external hazards)들의 발생빈도는 평가하기 곤란하며 일부사고는 

발전소 부지의 향을 받는다. 따라서 설계초기 단계에서 이런 종류의 위험도 평가는 

적절한 여유도를 포함하여 결정론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o 결정론적 또는 심층방어기법과 같은 반(semi)-확률론적 방법이 초기 

설계단계에서보다 유용하다.

o 결정론적 방법으로 사고발생률 또는 사고 향 평가를 해석하기 힘든 내부기인 재해 

(internal hazards)에 대해서는 초기 설계단계에서 가능한 빨리 1단계 PRA를 

수행하여 설계와 운전조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내부기인 사건에 대한 1단계 PRA의 확률적 목표는 노심 용융 확률이 최종설계에서 

10
-6
/year 이하이다. 확률적 방법으로 취급할 수 없는 재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여유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재해 조건 시 안전기능의 고장에 대한 위험도는 

전체적인 목표치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어서 기존의 확률목표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지 특성에 향을 받는 재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부지의 재해를 bounding 

case로 취급하여 해석한다.

(다) 노심의 고유 거동특성

   사고 방지와 사고피해의 완화 관점에서 노심의 반응도계수는 양호한 방향으로 

균형되게 작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노심 용융 사고를 고려할 때 양호한 

결과를 유도하는 도플러나 온도계수에 반해서 양의 노심기포계수는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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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납용기 요건

   격납용기의 주요 목적은 초과설계기준사고 시 격납용기 성능 면에서 취약점이나 cliff 

edge effect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요건은 방사성물질의 격납뿐만 아니라 열적, 

기계적 부하 측면에서 균형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가능성이 있는 cliff edge 효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취약점을 파악하여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 상세 안전요건

(가) 설계기준사고

   EFR은 다음과 같은 심층방어 설계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o  사고조건 발생을 최소화하는 건실한 원자로 운전 및 보호계통, 건설 및 기본 설계

   o  고장사건이 사고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수단

   o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의 피해 결과를 제한하는 수단

   노심 용융을 적절한 수준에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설정하 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설계는 1단계 PRA를 통하여 계통전체 

측면에서 노심 손상 확률이 10
-6
/year 이하가 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a) 사건 분류법: 설계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기인사건의 예비 리스트를 도출한다. 

원자로 설계는 발전소 정상운전 조건과 설계기준사고를 기본으로 하여 발생확률에 따라 

표 3-3과 같이 잠정적으로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이들 설계기준사고들은 각 

범주에서 가장 위험도가 큰 사건을 대표한다. 설계기준 사고분류 리스트는 각 사고에 

대하여 노심 용융 방지 확률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심층방어 수단과 다양한 보호계통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이 리스트는 설계의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고려되거나 또는 

공통모드고장 발생율의 제한치를 설정하는데 필요하다. 설계과정 중에서 특별한 계열에 

속하는 사고들의 결과가 Category 4 사고의 제한치인 10
-7
/year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면 적절한 설계수단을 두어서 확률목표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EFR 계통설계는 가상사고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모든 운전조건에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잠재적인 기인사고와 계획된 초기조건을 

조합함으로써 일반적인 설계 운전조건의 여러 경우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기준 

운전조건과 초과설계 기준조건이 구분된다.

   EFR의 설계기준 운전조건은 사건의 예상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이때 각 범주에서 허용되는 사고결과의 제한치가 정의되며 이는 

허용안전기준으로 불리어 진다. 네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Category 1: 발전소 운전상 요구되거나 계획된 정상운전

2) Category 2: 계획되지는 않으나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한 번 혹은 여러 번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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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되는 운전조건

3) Category 3: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발생이 예측되지는 않으나 낮은 방사선 방출과

               발전소 투자 보호 측면에서 허용되는 발생빈도를 가지는 운전조건

4) Category 4: 매우 낮은 발생빈도를 가지는 운전조건

   위와 같은 EFR의 사건구분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규칙과 일치하고 있다. 각 사건 

범주에 대한 최종 안전기준은 방사선 제한치로 나타나지만 안전해석에 의하여 방사선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증할 수 있는 다른 물리적인 기준들을 정의 할 수 있다. 

핵연료와 피복재에 대한 물리적인 제한치가 표 3-4에 나타나 있다 

   EFR의 초과설계기준사고 접근방법은 경수로 분야에서 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FR의 초과설계기준사건은 제한사건 (limiting events)과 residual risk 사건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제한사건은 발전소 부지 인허가 신청과 연계하여 요구되는 

사고조건이다. 제한사건의 사고결과는 방사선 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고관리 대책의 

관점에서 조사되고 있다. EFR의 제한사건은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정의되어 있다. 

제한사건 외에 residual risk 사건에 대한 사고조건들이 파악되어야 하며 이들 사고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들 사고는 설계기준사고로 간주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향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cliff edge 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심층방어와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원칙에 의하면 사고완화 대책이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residual risk 사건의 

해석은 경수로 분야에서와 같이 방사선 향 관점에서 격납용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b) 안전성 관련 설계 제한치 및 안전해석: 설계의 궁극적인 안전기준은 방사선 

제한치이지만 설계기준사고 내에서는 핵연료, 피복재 또는 발전소 운전변수들이 각 설계 

제한치를 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수적인 수단이다. EFR의 핵연료 피복재 및 발전소 

운전변수에 대한 제한치가 표 3-4에 나타나 있다. 안전성 관련 설계목적은 설계기준사고 

시 핵연료 용융을 방지하는 일이다. 이러한 핵연료 용융기준은 Category 4 조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분적인 핵연료 용융은 허용하지만 피복재 용융을 

방지하는 기준으로 대체된다. 초기 설계단계에서는 Category 1 ~ 3의 설계기준사고는 

결정론적 해석으로, Category 4는 결정론적 또는 확률론적 해석을 적절히 조합하여 

수행한다. 표 3-4에 제시된 방사선 제한치는 EFRUG 참여기관이 제안한 가장 심각한 

제한치를 기준으로 하 다. 일반적으로 이들 방사선 제한치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 

않다고 평가되지만 만약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이들 방사선 제한치 대신에 상당한 여유도를 포함하는 제한적인 기준치를 

채택할 수도 있다. 운전원에 대한 방사선 제한치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설계 시 초기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설계기준사고에 대해서 해석결과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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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표 3-4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정론적 해석

o  사고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장치 또는 계통에 대해서는 단일고장기준을 

적용하여 한다.

o  이용 불가능성과 정비에 대한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계통에 대하여 

단일고장기준을 적용할 때는 결과에 보수적인 향을 미치는 쪽의 계통을 

선택한다.

o  사고발생 후 30분 동안에는 운전원은 사고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o  사고발생과 더불어 소외전원 상실이 사고결과를 가장 심각하게 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o  기인사건 간의 결합 또는 사고를 악화시키는 조건과 결합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기인사고와 동일한 사고범주에 속하지만, 신뢰성 있는 평가로 입증될 수 있으면  

한 단계 높은 사고범주로 취급할 수 있다.

o  다른 초기조건과 불확실도는 사고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해석결과가 랜덤(random)한 불확실도를 가질 때는 적어도 95% 신뢰도 수준을 

가져야 한다.

     확률론적 해석 

o  발생빈도와 신뢰도는 최적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고결과에 나쁜 

향을 주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기준의 산재 (sparse)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o  해석방법, 불확실도, 입력의 변화로 인한 결과의 민감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노심용융 방지의 확률목표를 만족하기 위하여 설계 시에 원자로정지계통과 같은 

심층방어원리를 적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초기사건들의 사고 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설계요건이 된다. 설계자는 원자로정지계통 또는 

붕괴열제거계통과 같은 안전관련계통에서는 공통고장모드에 대한 계통의 신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c) 내부 재해 (internal hazards): EFR 설계를 위해서는 설계기준사고 외에도 

내부재해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하다. 내부재해의 예로서는 화재, 미사일, 내부홍수, 

크레인이나 케스크와 같은 기기의 조작실수 등이 있다. 내부재해를 평가하기 위한 

초기방법은 앞에서 상세히 언급한 결정론적 방법을 이용한다. 다중성, 다양성 및 

격리성을 고려한 사고방지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적절한 원자로 정지, 붕괴열 제거와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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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외부 재해 (external hazards): 외부 재해에 대한 리스트가 도출되어야 한다. 

항공기 추락, 발전소 근처의 가스폭팔, 독성물질에 의한 재해, 터빈 미사일 같은 

인간실수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각 재해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초과할 확률은 10
-7
/year 이하여야 한다. 외부재해의 

위험도는 설계요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지진이나 외부 홍수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결정론적 접근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반조건을 고려한 

안전정지지진 (Safe Shutdown Earthquake, SSE)과 운전기준지진 (Operating Basis 

Earthquake, OBE)이 정의되어야 한다. 지진과 더불어 초기 운전조건 및 결과를 

악화시키는 추가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진설계에 충분한 여유도가 있음을 

입증하거나 그렇잖으면 구체적인 부지조건과 규제요건을 고려한 표준 SSE보다 심각한 

지진 조건에서도 허용 방사선제한치 이하를 보장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설계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

(나) 초과설계기준사고

   Category 4 의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사고 발생확률이 10
-7
/year 이하인 

조건의 사고는 초과설계기준사고의 범주에 속한다. 초과설계기준사고에 대한 EFR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한계사고 (Limiting Events):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 계열에 속하면서 가장 심각한 

사고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고를 선택한 후, 최적해석을 수행하여 해석 결과가 

사고관리 계획에 구현된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야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건들은 초기 사건리스트에 도출되어야 한다. 원자로 용기 및 격납용기의 

누설, 핵연료 집합체의 손상전파, 대규모 소듐-물 반응 등의 사건이 이 범주에 속한다. 

(b) Residual Risk Events: 전체 노심손상의 기인사고 (ULOF, UTOP, ULOHS, etc.) 및 

외부 하중에 의한 원자로 용기의 좌굴, 물의 일차계통 침입을 포함한 residual risk 

events의 초기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 노심손상의 기인사고에 대하여 확률적 

방법이나 심층방어 원리를 적용하여 사고가 발전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른 기인사고에 대하여서 적절한 방지수단을 

입증하거나 심층방어수단, 기능적 및 기계적 해석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이들 

사고를 리스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

(c) 추가적인 요건: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추가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o  해당 계측기의 안전관련 기능의 등급분류와 이와 연관된 설계기준

   o  소듐 누설 및 화재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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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동중 검사

(3) 안전계통의 분류

   안전등급 (safety classes)의 계통에서 기능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목적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계통의 설계, 건설, 검사 및 유지와 시험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기 위함이다. EFR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기능의 등급 분류법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등급(ranking)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따른다.

(a) 안전 기능의 상실에 따른 방사선 향

  o  사고결과가 category 4의 제한치를 초과하게 되면 계통의 기능은 안전에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등급 (safety class) 1 또는 2로 분류된다.

  o  사고결과가 category 2의 제한치를 초과하게 되면 계통의 기능은 안전에 

     중요하므로 안전등급 3으로 분류된다.

  o  사고결과가 category 2의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통의 기능은 안전에

     중요하지 않으므로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b) 안전등급 1 또는 2의 안전기능을 가진 계통의 확률적 요건   

  o  Category 1 또는 2와 같이 빈번한 사건에 대하여 안전기능이 요구되면 

     안전등급 1로 분류된다.

  o  Category 3 또는 4와 같이 낮은 발생빈도의 사건에 대하여 안전기능이

     요구되면 안전등급 2로 분류된다. 

(나) 계통의 등급 분류법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components), 또는 기기의 

부품(parts of components)은 안전장치로 분류된다. 기계적 장치의 설계 및 건설은 3등급 

(1, 2, 3)으로 분류되고 전기적 장치의 설계 및 건설은 2등급 (E1, E2)으로 분류된다. 

안전등급과 안전장치의 설계 및 건설에서의 등급간의 관계는 안전기능이 요구될 때의 

실패확률과 연관되어 있다. 사고결과가 안전 허용치를 초과하기 전에 지연시간이 

존재하면 다중성 또는 피동특성과 같은 설계원리나 운전원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기능의 실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안전등급과 안전장치의 설계 및 건설에서의 

등급간의 관계가 표 3-5에 나타나 있다.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안전과 관련된 기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o  요구되는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들

o  사고관리대책에 필요한 기기들

o  기기 고장이 안전등급 기기들의 고장과 연계될 수 있는 경우

o  기기 고장으로 인하여 Category 2 제한치 이하의 방사선결과를 초래하는 

  방사성 물질을 격리시키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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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R 설계에서는 위와 같은 역활을 수행하는 기기들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으로 

기계적으로 3등급과 전기적으로 E2등급을 고려하고 있다.

(4) 설계기준과 규정(rule)

(가) RCC-MR 코드

   운전조건이 결정되고 각 기기들의 안전등급이 분류되면 설계를 위한 지침서가 

정의되어야 한다. EFR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규정은 열적, 기계적 측면에서 주로 

RCC-MR 코드에 기준을 두고 있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설계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사용한다. EFR 설계와 건설 규정은 SPX2 프로젝트에서 정비된 RCC-MR 

코드를 금속 구조물에 준용한다. RCC-MR 코드는 Class 1, 2, 3와 같이 3등급의 기기로 

구분되고 설계, 제작 및 검사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다. 

   Class 1과 2 등급 각각에 대하여 코드는 Level A, C, D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표 3-3에서 정의된 발전소 상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Level A는 

Category 1 또는 2의 상태에서 기기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하며, Level C는 

Category 3의 운전상태에서 수정(rectification) 및 품질을 재점검한 후 운전될 수 있는 

기기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Level D의 기기는 Category 4 운전상태 이후에 재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표 3-6은 각 Level이 다루는 손상형태를 정의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Level A 기준에서 Level D기준으로 갈수록 손상형태는 줄어든다. 또한 Level A 

기준에서 Level D기준으로 갈수록 손상에 대한 여유도가 감소한다. 반면에 Class 3 

기기들의 설계는 Level A, C, D를 준용하지만 주로 규정(rule)에 의하여 설계된다. 

(나) 특수한 설계기준

   일반적인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규정 외에도 계통의 기능요건과 배치요건 및 

소듐화재 완화요건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다. 

(a) 기능요건: 다른 기기에 향을 주는 가상적인 기기 고장의 사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이 지정되었다.

o  운전성 (operability): 대상사고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그 후에 기기의 운전기능이 

확보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런 기기는 대상사고에 대하여 RCC-MR Level A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설계기준사고가 진행 중이거나 사고 

후에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o  기 성 (leak tightness): 기기의 기능 중 하나가 누설을 방지하는 기 성이다. 

기기에 향을 미치는 설계기준사고 시 변형은 허용될 수 있으나 누설방지를 위한 

기 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RCC-MR의 Level C 제한치를 만족시킨다.  

o  건전성 (integrity): 변형이나 누설과 같은 기기의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구조의 

붕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조의 붕괴는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계측기들에 의해 

수행되는 다른 기능에 결과적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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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MR의 Level D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 배치요건: 발전소 설계는 설계기준사고의 결과가 더욱 심각한 중대사고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히 내부 또는 외부의 재해(hazard)시 다중의 안전계통 기기들이 

공통모드고장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다중의 안전계통은 위치적 또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재해들은 다음과 같다.

o  일반적인 화재: 감시 및 소화장치들에 의하여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o  소듐화재: 소듐화재에 의한 위험도는 다음에 의하여 최소화 되어야 한다.

-  화재전파의 방지: 동일한 장소에서 단순히 분리된 소듐배관은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  소듐화재의 결과가 다른 장소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즉, 

불탄 소듐량의 제한, 콘크리트 보호, 적절한 배기계통의 격리가 필요하다.

-  안전계통의 보호. 안전계통은 소듐배관과 가능한 동일장소에 위치시키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시험을 통하여 소듐화재 조건에서도 그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o  하중물체의 낙하: 특별한 취급절차서를 마련하여 하중낙하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o  부지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외부재해: 부지선정 시 이러한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안전등급의 기기들의 위치적인 분리와 더불어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o  항공기 추락: 건물설계 시 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안전등급의 기기들은 

위치적으로 서로 분리시킨다.

o  지진: 부지 선정 시 지진 향평가를 수행하고 안전등급의 기기들은 내지진설계를 

한다.

(c) 소듐누설

   소듐배관의 누설 시 다음과 같은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o  소듐 제트나 살수, 홍수로 인하여 인접 계측기의 유동에 미치는 열적 향

o  과도기간 동안 가압, 가열과 같이 소듐누설 장소에 미치는 열역학적인 향 

o  소듐 에어로졸, 통풍계통을 통한 전파, 대기확산을 통하여 소듐이 계측기와 

접촉하여 발생하는 화학반응에 의한 향

소듐 배관이나 액체소듐 탱크를 보유하는 모든 격실은 이중격리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보호 라이너와 소듐과 불활성인 콘크리트로 설계한다.  

3-5. MONJU

   MONJU 발전소는 일본의 PNC (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개발된 일본 최초의 실험용 고속로이며 루프형 원자로인 JOYO의 

성공적인 운전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액체금속로 원형로이다. MONJU는 출력이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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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e인 루프형 원자로다. 1968년부터 예비설계연구를 시작하여 1991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1994년 4월에 초임계에 도달하 으며 1995년 8월에 최초의 전력생산을 

개시하 다. 1995년 12월에 이차계통 배관에서 소듐냉각재 누설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원자로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종합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MONJU의 사고해석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Transient Analysis during Operational Abnormal Events

1.1 Abnormal withdrawal of control rod at subcritical condition

1.2 Abnormal withdrawal of control rod during power operation

1.3 One control rod drop

1.4 Decrease of primary coolant flow rate (due to loss of power of pump)

1.5 Increase of primary coolant flow rate (due to failure or misoperation of

               primary coolant flow regulator)

1.6 Loss of off-site electric power

1.7 Decrease of secondary coolant flow rate

1.8 Increase of secondary coolant flow rate

1.9 Decrease of feedwater flow rate

1.10 Increase of feedwater flow rate

1.11    Loss of load (due to turbine trip, or failure of off-site power

               transmission system)

1.12    Small leak in steam generator tubes

2.      Accidents

2.1 Rapid withdrawal of control rod at power with maximum speed

2.2 Slumping of fuel in clad at power operation

2.3 Gas bubble passage through the core

2.4 Coolant flow blockage in the channel of core

2.5 Primary coolant pump shaft stuck

2.6 Secondary coolant pump shaft stuck

2.7 Main feed-water pump shaft stuck

2.8 Primary coolant leak due to break of reactor coolant boundary piping

2.9 Secondary coolant leak due to break of secondary coolant piping

2.10 Main steam pipe rupture at power

2.11    Main feed-water pipe rupture at power

2.12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at power

       2.13    Primary sodium leak in auxiliary system (leak at dump tank of drain

              system, or overflow system, or cold trap in sodium pur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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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Primary argon gas leak

2.15    Failure of spent fuel during refueling

2.16 Gas radwaste treatment system failure

3.      Severe Accidents

3.1 Primary argon gas leakage accident

3.2 Primary coolant leakage accident

3-6. PRISM

   

   PRISM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은 1988년에 DOE ALMR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프로그램의 기본 원자로로 선정되었으며 ANL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식재처리법 (pyro-processing)과 연계된 금속핵연료 주기를 사용한다. 

ALMR 프로그램은 미국의 General Electric (GE)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미국 내 산업체와 

국립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한 국가적 프로그램이다. 

   신형 액체금속로의 하나로 고려되는 PRISM 설계는 NRC의 안전목표 정책 (Safety 

Goal Policy, U.S. NRC, 1986)에서 제시한 향상된 안전목표를 준수하고 중대사고 

정책방향 (Severe Accident Policy, U.S. NRC, 1985)을 따라 중대사고 방지와 완화에 

관한 방침들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허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로서는 

액체금속로의 설계에 사용되는 실제적 선원항의 생산, 새로운 격납계통의 도입, 소외 

비상계획의 축소 혹은 제거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경수로와는 다른 PRISM의 

혁신적인 설계 개념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PRISM에 대하여 기존의 경수로 

인허가 시에 사용하 던 사고분류 체제와는 다른 분류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1) PRISM의 사고분류

   GE의 사고분류 절차는 체계적이며 개념설계 단계 수준의 PRA를 수행하 다. PRA는 

발생 가능한 사건과 사건의 발전과정을 누락 없이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빈도 및 사고결과로 인한 소외 향을 기반으로 하여 중요도에 따라 사건등급을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모든 사건은 설계기준사고나 초과설계기준사고 범주에 속한다. 

액체금속로의 설계에는 경수로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이상의 사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GE는 PRISM의 PSID (Preliminary Safety Information Document, GE, 

1986)에서 발생빈도가 10
-6
/reactor-year 보다 큰 모든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취급하 다. 발생빈도가 10
-6
/reactor-year 보다 작은 사고들은 초과설계기준사고로 

분류하 으며 이들 사고들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가진다. 

초과설계기준사고는 심각한 사고결과를 초래하므로 GE는 이들 사고 중 일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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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설계에서 고려하 다. NRC는 Advanced Reactor Policy를 통하여 신형로의 

새로운 사고분류를 제시하 으며, 이 분류에 따라 NRC는 PRISM에 대한 인허가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새로운 사고분류는 PRA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론적으로 

선정되었으며, 분류된 사고형태들은 선원항의 계산, 제시된 설계의 안전특성 및 

격납계통과 소외 비상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된다. 

   다음은 PRISM 설계에서 GE가 분류한 설계기준 및 이와 관련된 사고분류와 이를 

검토한 NRC의 입장을 살펴본다. PRISM의 사고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신형 액체금속로 설계는 NRC의 안전목표와 중대사고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o  부지 선정, 격납용기 설계 및 비상소거계획 (emergency evacuation plan)의 

기본 자료가 되는 방사선원을 기계론적 (mechanistic)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하여도 설계 상 안전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o  경수로에 비하여 사고완화 (accident mitigation) 측면보다는 사고방지 (accident 

prevention) 측면에서 심층방호가 강조된 PRISM의 설계 방향이 최소한 기존 

경수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 설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 부지, 격납용기 성능, 그리고 비상계획 목적등에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사고들에 대응하는 일련의 사고범주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각 사고범주에 속하는 

사고들은 PRA에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론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사고들은 방사선원의 계산, 설계의 안전특성 평가 그리고 격납용기 계통과 소외 

비상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NRC가 PRISM 설계의 

예비안전평가를 위한 검토과정에서 사용한 사고범주의 발생빈도 범위와 각 사고범주에 

해당하는 방사선 향의 제한치가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가) 사고범주 I (Event Category-I; EC-I)

   현재 경수로에서 고려하는 사고 중 예상운전과도사건 (AOOs)의 등급과 같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빈도는 거의 10
-2
/RY 이거나 그 이상으로서 발전소 수명기간 중 한번이나 그 

이상 일어날 확률을 가진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고들은 경수로의 경우 적용되는 10 

CFR Part 50의 Appendix K와 40 CFR Part 190에 준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나) 사고범주 II (EC-II)

   현재의 경수로를 위한 설계기준사고 범주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사고범주 II에서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o  전통적인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사고들을 선택하며 PRA 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한다. 이 범주의 사고는 발생빈도가 약 10
-4
/RY 이하의 내부사건도 포함한다.

   o  설계기준 외부사고를 포함한다. 사고범주 II에 외부사고를 포함하는 것은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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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의 기준과 일치하며 이는 NRC 중대사고정책을 준수하는 것이다.

   o  단일고장 허용기준 (single failure criterion)과 비안전등급 기기는 안전 평가에서 

신뢰하지 않는 전통적인 보수적 가정을 적용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사고들은 

경수로에서와 같이 보수적 해석을 수행한다.

(다) 사고범주 III (EC-III)

   신형 원자로 (advanced reactor)에 적용되는 이 범주의 사고는 현재 경수로의 

설계기준으로 사용되는 전통적 설계기준사고 (DBA) 범주 이상의 사고로서, 발생빈도 

측면에서 경수로의 중대사고와 일치하는 사고범주이다. 이러한 초과설계기준사고를 

고려하는 것은 NRC의 중대사고 정책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고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지만 PRA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범주 Ⅲ에 포함되는 사고들은;

   o 발생빈도가 10
-7
/RY (10

-7
/년은 10

-6
/년 이하의 여러 사고들이 동시 발생하는 

위험도를 고려한 것으로서, 이는 NRC가 주변환경에 방사성 물질을 대형으로 

방출하는 사고의 경우 제안한 10
-6
/년 발생빈도보다 더 작다) 이하의 사고를 

포함한다. 외부사고의 경우, EC-II를 초과하는 외부사고를 포함하는 것은 차세대 

경수로의 기준과 일치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o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며, 각 발전소 설계에 포함되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계기준 중대사고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고범주들의 한 예로서 

PRISM의 설계 시 선택된 설계기준 중대사고가 표 3-8에 기술되어 있다.  

    EC-III 사고는 EC-II 경우에 사용되는 보수적인 기준보다는 최적평가 

(best-estimate) 기준을 사용한다. 사고범주 III에 포함되는 사고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량의 소듐누출, 노심용융 혹은 반응도 폭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고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런 사고에 대한 적절한 방지책과 보호책이 설계에 준비되었는지 특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 다음은 NRC가 PRISM 설계를 평가하기 위해 예비안전검토 단계에서 

분류한 설계기준 중대사고 (Bounding Event)들로서 발생빈도 측면에서는 중대사고 

범주에 포함되지만 설계에서 고려되기를 요구하는 사고들의 목록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BE-1. 비보호 과출력 사고 (UTOP: Unprotected tansient oerpower)

    ∙A - 정상적인 강제 냉각

    ∙B - 원자로 보조냉각계통 (RVACS)만 작동

  BE-2. 외부 전원상실 사고 (Station blackout)

  BE-3. 열제거원 상실사고 (Loss-of-heat-sink events)

    ∙A - 100% RVACS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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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75% RVACS 기능 상실

  BE-4. 비보호 냉각재 유량상실 (ULOF: Unprotected loss-of-flow )사고 

    ∙A - 펌프 1대 정지

    ∙B - 모든 펌프 정지

  BE-5.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event)

  BE-6. 소듐 대량 누출 (Large sodium leaks) 

  BE-7. 유로폐쇄 (Flow blockage)

  BE-8. 외부사고 (External events)

(라) 사고범주 IV (EC-IV)

   사고범주 IV는 10
-7
/RY 이하의 발생빈도를 갖는 사고로서 비상계획 (emergency 

plan)을 수립하기 위해 참고로 하는 사고의 등급이다.

   

   위에서 분류된 사고등급 중에서 EC-II는 설계기준사고로 사용되며 EC-III의 중대사고 

중 사고발생 시 노심 용융 혹은 대량의 방사능 물질 누출과 같은 심각한 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들은 특별히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선정된 사고들이 

Bounding Event들인데 EC-II와 함께 설계기준사고처럼 취급되고 있다. NRC가 

PRISM의 예비안전성 평가과정에서 PRISM의 설계 및 인허가 대상사고를 기존 경수로의 

대상사고 범위인 설계기준사고와 ATWS보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고들까지도 

포함시켜 취급하는 것은 PRISM은 기존경수로와는 다른 혁신적인 격납용기 및 

비상계획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Bounding Events

   PRISM 설계는 피동적 안전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노심 용융과 소듐 비등을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NRC는 일련의 사고 발생에 대하여 PRISM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PRISM의 안전성이 기존의 경수로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고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NRC는 PRISM의 설계가 너무 혁신적이고 기존의 운전경험을 통하여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은 기기들이 설계에 채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계와 관련된 R&D들이 

초기단계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을 포함시켜 사고해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불확실성을 설계기준사고에서 고려하게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볼 때 설계기준사고 범위를 벗어나지만 PRISM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사고해석에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요구하 다. 이처럼 사고발생 빈도 측면에서는 

초과설계기준사고에 속하지만 실제 설계에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고, 즉 

설계기준사고를 bounding event라고 하며 NRC가 PRISM 설계의 예비평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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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BE의 범주는 앞에서 기술하 다. 

   일반적으로 초과설계기준사고는 최적계산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석하지만 한계사고 

해석은 앞서 언급한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설계기준사고와 같이 보수적인 해석방법론을 

사용한다. 한계사고는 100% 원자로 출력일 때의 정상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사고해석을 

수행한다. 사고해석의 보수성을 위하여 핵연료 집합체로는 새 연료를 사용하고 핵연료 

열전도성은 연소된 핵연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새 연료의 열전도성은 처음 

1.5∼2 % 연소 동안에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GE가 PRISM 설계를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EC-III의 사고개요와 주요 해석결과이다.

(a) 원자로정지 없이 정상 냉각기능이 가능한 모든 제어봉 인출사고

   반응도 제어계통에서의 오작동이 원인이 되어 제어봉을 직접 구동하는 소형 

모터(shim motor)가 계속해서 제어봉을 노심으로부터 인출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PRISM에는 제어봉인출 정지계통 (control rod stop system; CRSS)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제어봉 인출에 의한 반응도 삽입은 30￠ 이하로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분석의 보수성을 위하여 반응도 삽입이 40￠라고 가정한다. 반응도 삽입율은 초당 

2￠이며 이 값은 한번에 1개의 제어봉을 순서대로 인출할 때의 소형 모터(shim motor)의 

최대 구동속도와 일치한다. 이 경우에 모든 정상적 열제거계통은 정격 운전을 계속한다. 

PRISM의 6개 제어봉 모두가 20초 내에 완전히 인출된다. 약 30초 후에 노심의 

최대출력은 정상출력의 172%까지 도달하는데, 도플러r 및 열팽창 반응도 궤환에 의해 

100초 후에는 전출력의 120% 정도가지 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 원자로정지 없이 RVACS 냉각만 이용한 모든 제어봉 인출사고

   이 사고는 RVACS만으로 원자로용기로부터 열제거가 가능하도록 중간열전달계통을 

격리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앞의 제어봉 인출사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된다. 전자펌프의 작동이 멈추면 노심 입구에서의 냉각재 압력이 낮아지므로 노심 

내의 가스팽창모듈 (GEM)은 즉시 부반응도 궤환을 제공하지만 보수적 분석을 위하여 

펌프 출구온도가 펌프정지사고 시의 설정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자펌프가 계속 

운전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사고 분석에서 최고 출력은 21초후에 정상출력의 

172%까지 도달하 는데 이 결과는 GEM에 의한 추가적 부반응도 궤환이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중간열전달계통의 격리로 열제거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전자펌프가 사고 

초기에 정지된다면 최고출력은 정상출력의 103% 정도에서 제한된다. 

(c) 36시간 비보호냉각유량 상실사고 및 열제거원 상실사고

   36시간 동안 지속된 외부전원 상실사고로 정의되는 경우이지만, PRISM의 분석에서는 

노정지가 실패한 상태에서 정상적 열제거원 상실사고로 수정되어 분석하 다. 

PRISM에서는 냉각재 유량상실로 인한 GEM의 작동으로 노심에 부반응도가 궤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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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노심의 출력과 유량이 사고초기에 급격히 감소한다. 핵연료, 피복재, 냉각재의 

최대 온도는 사고 3초 후에 도달한다.

(d) 잔열제거계통 용량 손실사고

   PRISM의 사고분석에는 다음의 두 사고를 정의하 다.

  - 36시간 동안 잔열제거 용량의 75% 손실

  - 12시간 동안 잔열제거 용량의 완전한 손실사고

   원자로용기에서 격납용기로의 열전달, 격납용기에서 공기분리벽(air separator)로의 

열전달, 공기분리벽에서 격납건물 사일로벽 (silo wall)으로의 열전달, RVACS의 

공기통로를 통한 자연대류, 사일로벽과 주위 지표를 통한 외부로의 열전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되고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원자로용기 바닥으로의 열손실도 포함하고 있다. 

중간열전달계통을 통한 열전달은 무시한다.  36시간 동안 잔열제거계통의 기능이 75% 

상실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노심출구 최대온도는 사고 40시간 후에 657℃ (1215℉)에 

도달하 다. 잔열제거계통의 기능이 12시간 동안 100% 상실된 사고의 경우는 사고 

25시간후에 노심출구 최대온도가 699℃ (1290℉)까지 증가하 다.

(e) 비보호 냉각재 유량상실사고 및 열제거원 상실사고

   전자펌프 1대의 기능상실 및 이 펌프의 coastdown 유량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가정한 

열제거원 상실사고가 분석되었으며, 이 때 다른 3대의 펌프는 설정된 coastdown 

유량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한다. 전자코일의 절연파손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일차 펌프 

1대가 순간적으로 펌프헤드를 상실하여 강제 순환기능을 상실하는 사고이다. 기능을 

상실한 펌프에 다른 펌프로부터 냉각재가 역류하여 순간적으로 노심 유량이 감소하면 

노심 건전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펌프 헤드를 상실한 펌프에서는 다른 건전한 

펌프로부터 공급되는 냉각재가 역류하여 노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이사고의 

평가 목적은 노심 용융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판단기준은 집합체출구 

평균온도가 최대가 되는 집합체에서 냉각재 비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원자로계통은 

도플러 및 노심반경 팽창 반응도 궤환으로 출력이 감소할 때까지 서서히 가열된다. 

(f) 원자로정지 시 정규 냉각기능 상실사고(Loss of Normal Shutdown Cooling)

   이 사고는 증기 덤프(dump)/응축 설비와 증기발생기 쉘(shell)측을 이용하여 잔열을 

제거하는 보조냉각계통(ACS)에 고장이 발생하여, 잔열제거에 RVACS만 작동하는 

경우이다. 정규 잔열 발생율과 RVACS 표면 방사도 (emissivity)가 0.77인 경우와 잔열 

발생율이 정규값의 105%이며 방사도가 0.7인 경우의 두 가지에 대하여 해석이 

이루어졌다.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는 초기에 상승하다가 RVACS에 의한 열제거로 

평형상태에 도달한 후에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경우 소듐의 노심출구 최대온도는 

RVACS의 작동 후 30시간 지점에서 약 636℃ (1176℉) 다. 또한 RVACS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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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주요 인자 및 조건 즉, 공기 유로의 부분적 폐쇄, 일차 소듐의 누출 조건에 대한 

향을 평가하 는데, 이 결과도 PRISM의 RVACS 성능에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NRC가 평가하 다. 그러나 RVACS은 PRISM의 유일한 안전등급 잔열제거 설비이고 

이러한 대용량의 열전달 설비에 대한 운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RVACS의 실제 

성능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고 그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NRC가 요구하고 있다.

(g) 일차소듐 누출사고(Primary Sodium Spills)

   PRISM의 소듐 정화계통은 원자로 정지 3일 후에 가동되며 발전소에서 원자로 1대씩 

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사고는 핵연료봉 2개가 파손되어 운전된 상태에서 소듐 

정화계통 (cold trap)의 소듐 재고량 전량인 3,785ℓ가 누출되는 경우가 선정되었으며, 이 

사고에 대한 허용기준은 방사선 방출량이 미국 10CFR Part100 허용선량의 10% 이내가 

된다. 콜드트랩 소듐 누출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및 소듐화재가 안전성에 미치는 

향 정도가 관심 사항인데, 여기에 대하여 NRC는 이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량은 소량이고, 소듐 화재대책에 대한 현재의 기술을 적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 다. NRC는 전체적으로 보아 실제 개발될 금속핵연료의 특성이 예상보다 

훨씬 나쁘지 않다면 이 사고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h) 핵연료 취급 및 보관사고(Fuel-Handling and Storage Accidents)

   PRISM에서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로용기 내에서 20개월 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인출되며 발전소 내에서의 이동은 피동냉각방식의 수송 캐스크(cask)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사고는 핵연료 수송 캐스크 내의 재장전 핵연료 온도가 

증가하여 캐스크 내 핵연료봉 5개가 파손되고 또한 캐스크의 게이트밸브 (gate valve)에 

누출이 발생하여 파손된 핵연료봉으로부터 분출된 핵분열가스가 누출되는 가상사고이며, 

누출율은 하루에 5%로 가정되었다. 해석 결과, 누출된 방사능량은 방사능 허용기준인 

10%의 10 CFR Part100 허용선량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 일차계통 카버가스 누출사고

   이 사고는 배관이나 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카버가스가 발전소 외부로 직접 

누출되는 사고이다. 사고 이전에 발전소가 20개월 동안 운전되었고, 핵연료봉 2개가 

파손된 상태에서 발전소 정지 시에 핵연료봉 한 개가 추가적으로 더 파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핵연료봉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불활성가스 동위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듐에 수용되며 카버가스 계통이 5일 동안 작동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 다.

   사고해석 결과는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미국 10 CFR Part100 허용선량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RC는 핵연료봉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불활성가스 동위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듐에 수용된다는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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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가정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 사고는 안전성에서 중요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 다.

   

(2) PRISM의 안전허용기준

    PRISM의 경우에는 NRC가 PRISM의 예비안전성평가보고서 (NRC, 1994)를 

작성하면서 관계법령과 정책 등을 통하여 천명된 신형로의 안전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전성 허용기준을 표 3-9과 같이 마련하여 PRISM 평가에 적용하 다. 이 표에서 

EC-II까지의 허용기준은 설계기준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EC-III에 대한 허용기준은 

설계기준으로 고려되는 중대사고 (bounding events)에 대한 것이다. 피복재의 온도조건은 

응력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피복재 중심의 온도인데 설정된 온도 이상에서 과출력 

과도상태 등이 발생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핵연료봉 내의 압력 상승으로 응력이 

증가하고 피복재가 파손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도조건은 발전소의 

운전상태, 운전조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동일한 피복재 재질에 대해서도 각각의 발전소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PRISM의 허용기준은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 온도 인자로만 표시되는 

비교적 단순한 체제이다. 이는 PRISM의 설계 및 인허가 심사가 단순히 설계개념을 

취급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액체금속로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이다. 이때 허용기준이 

되는 핵연료 첨두온도는 계통해석에서 계산되는 소듐온도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핵연료의 

열전달 특성을 통하여 결정되고, 또한 상호 피이드백(feed back) 효과에 의하여 향을 

받으므로 안전성 기준을 위한 계통 특성은 계통 분석 및 핫챈널 (hot channel) 분석의 두 

관점에서 방법론이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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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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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CRBR의 안전허용기준

    Event 

 Classification

   Severity

    Level

    Fuel

 Temperature

  Cladding

 Temperature

  C o o l a n t      

 Temperature 

  Anticipated

  Fault

  Operational

  Incident
   Solidus

(1)(2)
    1500

(1)
     N/A

  Unlikely

  Fault

  Minor 

  Incident
   Solidus

(1)(2)
    1600

(1)
     N/A

  Extremely

Unlikely Fault

  Major

  Incident
    ---

   Solidus

   (2475)
  Saturation(3)

    Note:

    (1) 온도가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계설계절차에 따라 설게기준이 설정됨.

    (2) 이 조건에서 소듐 용융 금지

    (3) 이 압력에서 소듐 비등 금지

    Description of Event Classification

Normal Operation includes steady power operations and those departures from 

steady operation which are expected frequently or regularly in the course of 

power operations, refueling, maintenance, or maneuvering of the plant.

Anticipated Fault is an off-normal condition which individually may be expected 

to occur once or more during the plant lifetime.

Unlikely Fault is an off-normal condition which individually is not expected to 

occur during the plant lifetime; however, when integrated over all plant 

components, events in this category may be expected to occur a number of times.

Extremely Unlikey Fault is an off-normal condition of such extremely low 

probability that no events in this category are expected to occur during the plant 

lifetime, but which nevertheless represents extreme or limiting cases of failures 

which are identified as design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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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EFR의 사고분류 기준

Frequency

Reactor/yr

(Guidelines)

Category

Plant 

Limits

(RCC-MR

Service 

limits)

Dose target 

to public 

(whole body 

dose) (2)

Fuel limits
Fuel Pin Clad 

limits
Plant Criteria

Normal

Operation
A 50μSv/year

No melting

(1)

No open clad 

failures

2 A 50μSv/event
No melting

(1)

No clad 

failures except 

due  to 

random defects

Plant should be 

able to return to 

full power in 

short term after 

fault 

rectifications

3 C 1mSv/event
No melting

(1)

Temp. limits 

not to lead to 

systematic (i.e. 

large numbers 

of) pin failures

Plant should 

return to full 

load after 

rectification and 

Inspection

4 C 50mSv/event

Any 

predicted 

limited 

melting to 

be shown to 

be 

acceptable

No clad 

melting

Plant may not 

be economically 

recoverable 

Design probabilistic limits: the consequences of an initiating fault, representative of a family of 

events must not exceed 4th category limits with a probability > 10-7/yr/reactor

(1) Confidence limits shall be appropriate to the frequency category but at least 95%.

(2) Dose effective equivalent at site boundaries under pessimistic assumption of weather  

    conditions (95%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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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EFR 운전조건에 따른 안전허용기준

 운전조건
선량 목표치

 (유효등가선량)
핵연료 제한치

핵연료 피복재 

제한치
발전소 기준

1 50μ Sv/year  용융 금지 피복재 손상 금지 정상운전

2 50μ Sv/year

 용융 금지

랜덤효과를 제외한 

피복재 손상 금지 

 고장수리 후 

단기간 내에 

정상출력 운전이 

가능

3 1 m Sv/event

 용융 금지
대규모 핵연료 

손상을 야기하는 

온도제한치 초과 

금지

고장수리 및 점검  

후 정상출력 

운전이 가능

4 50 m Sv/event

제한된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용융은 인정

피복재 용융금지

재가동 불가능, 

경제적 관점에서 

발전소 회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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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EFR 안전관련 기기의 안전등급 분류

SAFETY FUNCTION
COMPONENT PERFORMING

SAFETY FUNCTION

DEFINITION
Classifi

cation
DEFINITION

RCC-

MR

Class

Elec-

trical 

quality 

class

Function indispensable to 

meet radiological limits of 

category 4 after category 1 

or 2 events

1

For active components if 

needed before corrective 

measures can be implemented.

For passive components if no 

redundancy provided.

1 E1

For active components if 

exclusively needed after a 

delay which allows corrective 

measures to be implemented.

For passive components if 

redundancy is provided.

2 E2

Function indispensable to 

meet radiological limits of 

category 4 after category 3 

or 4 events.

2

For active components if 

needed before corrective 

measures can be implemented.

1 E1

For active components if 

exclusively needed after a 

delay which allows corrective 

measures to be implemented.

For passive components if 

redundancy is provided..

2 E2

Function necessary to meet 

radiological limits of category 

2 after category 1, 2, 3, or 4 

events

(minimisation).

3
Components performing safety 

class 3 functions.
3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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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EFR 사고 등급에 따른 손상형태

손상형태
Level A 

기준

Level C 

기준

Level D 

기준

 Excessive deformation

 Plastic instability

 Time dependent fracture

 Elastic or elastoplastic instability

 Progressive deformation

 Fatigue

x

x

x

x

x

x

x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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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PRISM 사고분류

     

     

그림 14 

(
)

Note 1 (ASME Code
Service level)

Normal 
Operation 

F ≥ 10-1 - A 10CFR20 10CFR50 
Appendix I 

EC-I 
Anticipated 

Events 

10-1 >F ≥ 10-2

-
B 10CFR20 10CFR50 

Appendix I 

EC-II 
Unlikely Events 

10-2 >F ≥ 10-4

-
C 10CFR20 10% of 

10CFR100 
Note 3 

EC-III 
Extremely 

Unlikely Events 

10-4 >F ≥ 10-7

-
D Note 2 10CFR100 

Note 3 

Note 1:  (nominal values)
Note 2:  5 rem,  30 rem, 
        75 rem .
Note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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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PRISM의 Bounding Event

 1. 비보호 과출력 사고 (UTOP: Unprotected tansient oerpower)

    최악의 제어봉 인출사고가 발생하여 모든 제어봉이 12시간 동안 완전히 

    인출된 후에 원자로가 긴급정지 된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원자로 모듈에서 

    다음 두 경우를 분석한다.

    ∙A - 모든 강제 냉각이 정상적으로 작동

    ∙B - 원자로 보조냉각계통(RVACS)를 제외한 다른 모든 냉각기능은 

          제어봉이 인출되었을 때 상실됨

 2. 외부 전원상실 사고 (Station blackout)

    긴급노정지가 발생하여 자연대류 냉각만이 유용한 냉각 수단인 사고. 24

    시간 후 AC 전원이 다시 공급된다고 가정한다.

 3. 열제거원 상실사고 (LOHS: Loss-of-heat-sink events)

    전출력 상태에서 정상냉각계통과 보조공기냉각계통에 의한 모든 냉각 기능

    이 상실되는 사고. 원자로 보호계통이 비정상 상태를 감지 하자마자 긴급

    원자로정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사고 해석은 다음 두 경우에 대하여 

    수행한다.

    ∙A - 한 모듈에서 태업(sabotage)으로 인하여 RVACS의 모든 공기 유로

          가 12시간 동안 완전히 막혀있다고 가정하고 최고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분석한다.

    ∙B -지진의 향으로 모든 모듈의 RVACS 공기 유로가 75% 막혔다고 

         가정하고 최고 온도에 도달 할 때까지 또는 사고 경과 12시간까지 

         분석한다.

 4. 비보호 냉각재 유량상실 (ULOF: Unprotected loss-of-flow )사고 

    하나의 원자로 모듈에서 긴급노정지가 실패한 경우의 ULOF 가정하며 

    사고는 다음 두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다.

    ∙A - 펌프 1대를 통해 흐르는 유량은 갑자기 멈추지만 다른 펌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새로운 평형 출력과 유량율에 도달 할 

           때까지 분석 한다.

    ∙B - 모든 펌프가 정지된 후, 펌프 중 1대는 순간적으로 회전을 멈추고 

          나머지 펌프는 관성서행 (coastdown)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 10분까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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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PRISM의 Bounding Event (계속)

 5.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event)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되는 경우 12 시간 내에 증기발생기를 격리시키거

    나 누출된 물을 덤프 시키는 데 실패하고, 한 모듈에서 강제 냉각이 불가 

    능하다고 가정하여 사고 해석을 수행한다. 이때 허용 가능한 파단 세관 수

    와 사고 진행순서를 결정한다.

 6. 소듐 대량 누출 (Large sodium leaks) 

    중간열전달계통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사고로서, 유체계통 배관의 감속

    기준에 따라 누출크기를 결정하고 원자로용기에서 격납용기로의 누출과 

    소듐화재를 평가한다.

 7. 유로폐쇄 (Flow blockage): 핵연료 집합체에서 유로가 폐쇄되는 사고

 8. 외부사고 (External events): 현재 경수로에서 설계기준사고로서 전통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사고를 초과하는 정도의 외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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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복재 중심 온도는 응력 파단에 의한 파열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핵연료-피복재 공유 역에서의 온도는 낮은 용융점 형성에 의한 피복재 파열을

     막도록 되어 있다.

표 3-9   PRISM 노심상태의 평가기준 

 사고범주

 과도기 최고온도,℉  장기적(long-term) 온도,℉

    냉각수   피복재 *     냉각수   피복재 **

 정상운전    1,200    1,200    1,200    1,200

 흔히 발생하는 사고    1,200    1,200    1,200    1,200

 흔하지 않는 사고    1,300    1,450    1,300    1,300

 실패 사고    1,300    1,450    1,3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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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RBR의 사고분류

   

   (SRDBE)

   (BE)

  H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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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EFR의 안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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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KALIMER 예비 안전해석기준 설정

   KALIMER 설계는 최근 미국에서 신형 액체금속로의 하나로 고려되는 PRISM 설계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PRISM의 예비안전성검토 단계에서 NRC가 취했던 규제입장을 

검토하여 KALIMER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PRISM은 NRC의 안전목표 

정책(Safety Goal Policy, U.S. NRC, 1986)에서 제시한 향상된 안전목표를 준수하고 

중대사고 정책 (Severe Accident Policy, U.S. NRC, 1985)을 따라 중대사고 방지와 

완화에 관한 방침들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허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로서는 액체금속로의 설계에 사용되는 실제적 선원항의 생산, 새로운 격납계통의 

도입, 소외 비상계획의 축소 혹은 제거 등이며, 이러한 현안들은 신형 액체금속로의 

설계가 기존의 원자로와는 크게 다른 혁신적인 설계개념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ALIMER 설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수로 인허가 시에 사용하 던 사고분류 

체제와는 다른 분류체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KALIMER에 적용 가능한 예비 

안전해석기준을 도출하 다.

4-1. 분석대상사고 선정

(1) 안전성 평가절차

   액체금속로 KALIMER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기준에 포함시킬 사고를 

선정하고 해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건 선정

  KALIMER는 혁신적인 액체금속로 설계개념이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원자로 

설계기준사고 이상의 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안전해석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사고해석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는 

액체금속로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기초연구 (KINS, 1999, 한국원자력기술협회, 1998)는 

수행된 바 있으나 아직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U.S. NRC, 1986)과 중대사고 정책 (U.S. NRC, 

1985)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선정을 하 다. 기존의 원자로가 사고완화 관점에서 

심층방어 설계를 하고 있는 점에 비하여 KALIMER는 사고방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심층방어 설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 부지, 격납성능과 비상계획을 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고들에 해당하는 사건범주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고들은 

PRA 결과에서 획득한 경험을 가지고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결과는 

방사선원항 계산, 설계의 안전특성의 평가, 격납계통의 성능평가 및 비상계획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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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사용된다. 사고결과를 완벽하게 도출하고 사고결과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위해도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PRA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도의 순서는 

발생빈도와 소외 향의 결합을 기준으로 한다. PRA는 강력한 해석도구로서 계통전체에 

걸쳐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설계기준사고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KALIMER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PRA 업무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하 으므로 해외 

액체금속로에서 수행한 사건선정 기준을 근거로 공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 다.

(나) 사건 분류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들은 사건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설계기준사고인 다음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이거나 초과설계기준사고 범주에 포함된다. 설계기준사고와 

초과설계기준사고를 구분하는 발생빈도 확률은 미국의 NRC가 PRISM 

예비안전성평가에서 요구하 던 10
-7
/RY로 설정하 다. 4가지 설계기준사고 범주는 

다음과 같다.

o  정상 운전 (Moderate Frequency Events, MF): 발생빈도 ≥ 10
-1 

o  높은 발생빈도 사건 (Infrequent Events, IE): 10
-1 
> 발생빈도 ≥ 10

-2 

o  낮은 발생빈도 사건 (Unlikely Events, UE): 10
-2 
> 발생빈도 ≥ 10

-4

o  발생 희박 사고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10
-4 
> 발생빈도 ≥ 10

-7 
 

   마지막 범주는 초과설계기준사고이다. 초과설계기준사고는 발생빈도가 10
-7
/RY 보다 

작은 경우에 속하는 사고들로서 HCDA가 한 예이다. 초과설계기준사고의 발생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범주의 사고는 설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고들은 심각한 사고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여유도 확보 및 사고완화 

측면에서 사고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사건 해석

   안전설계의 궁극적 목적은 제어가 불가능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KALIMER 설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여유도를 가진 안전설계를 

구현하고 있다. 첫째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막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설계허용기준 

(design acceptance criteria)을 사용하며 두 번째로 이 기준의 만족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해석을 매우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계산된 KALIMER의 성능과 

설계허용기준 사이에 상당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 앞에서 정의한 모든 사건 

범주에 대해서 사고결과 측면에서 각 사건범주의 모든 사건들을 포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한사건을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초과설계기준사고에 대해서는 PRA의 

도움을 받아 최적계산방법을 사용하여 발전소의 안전 여유도를 계산하는 위해도 평가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분석은 크게 결정론적 관점과 확률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수행한다.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은 선정된 인허가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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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계가 정해진 안전허용기준의 만족 여부를 증명하는 개념인 반면에, 확률론적 

평가는 발전소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한가를 노심손상빈도와 방사성물질 대량누출 

빈도로 나타내는 해석방법이다. 전자는 대상 사고에 대하여 단일고장 (single failure)을 

가정하여 사용 가능한 계통만을 이용하여 역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기 설정된 인허가 요건에서 요구되고 있는 안전성 

요건의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이다. 이때 사고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또는 

계통은 안전성 관련 기능 (safety related function)을 수행하도록 보증 (qualified)된 것에 

한한다. 반면에 확률론적 안전해석은 대상사고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를 

고려하고 부품 및 기기 등의 작동 신뢰성을 고려하여 계통의 기능상실 또는 안전성 위배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상사고의 안전성을 통계확률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후자의 방법인 PRA는 적절한 계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통모드실패 (common 

mode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개념의 계통을 도입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다. 

   KALIMER 설계의 기본적인 안전성은 보수적인 해석방법론을 사용한 해석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계사고의 경우는 핵연료의 용융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중대사고 

방지 및 대처에 대한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새로운 개념의 피동냉각방식인 PSDRS의 성능에 대한 실험적 평가 및 이에 따른 해석적 

결과의 검증 또는 보완, 금속핵연료 손상사고의 특성 규명, 핵분열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거동 특성 (공정반응, 반응물질의 핵연료봉 내 수용과 소듐 내의 수용, 손상 전파) 

등이다.

    KALIMER의 경우 가능한 사고 전반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기보다는 원자로 

설계를 완성해 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고만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접근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인자의 조정 또는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KALIMER 

설계에서 해석을 수행할 대상사고는 우선 NRC가 PRISM 예비안전성평가 작업에서 

요구하 던 한계사고들이다. PRISM은 KALIMER와 같은 개념의 풀형 액체금속로이므로 

사고특성이 비슷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2) KALIMER 사건분류

   원자력발전소의 잠재적 사건은 사건의 발생확률 및 그 사건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되며, 분류된 각 사건범주에는 안전성의 중요도에 따라 대응되는 사건의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기존 발전소의 사건 분류는 정상운전, 예상과도운전, 설계기준사고 및 

초과설계기준사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 분류는 안전설비의 설계, 부지 선정 

및 소외 비상계획을 설정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KALIMER 설계는 

새로운 설계개념에 따라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다른 운전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계특성에 따라 기존 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 중에서 일부 사고가 배제되거나 또는 

새로운 사고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KALIMER는 부지선정 및 비상계획에 있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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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KALIMER 설계에서는 기존 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를 벗어나는 초과설계기준사고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체계화하여 

반 함으로써 신형원자로의 새로운 안전설계가 향상된 안전목표를 달성하고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사고에 대해 충분한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KALIMER 사건분류는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사고들을 

선정하는데 기본이 되므로 구체적인 발전소 설계특성을 반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KALIMER는 안전성 증진을 위해 많은 고유안전 특성 및 피동형 개념을 설계에 

채택함으로써 기존 원자로 보다 향상된 안전특성을 가진다. 특히 일부 

초과설계기준사고들과 중대사고의 위해도 감소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적절하게 

사건분류를 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안전허용기준을 근거로 하여 이들 사고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발전소 사건분류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침은 

발생빈도가 희박하여 낮은 발생확률을 가지는 사건일지라도 사고로 인한 방사선학적 

향이 크다면 위험도 측면에서 그 대처방안이 설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낮은 발생확률 사건을 고려한다면 발전소의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KALIMER 설계에서 어느 정도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사건까지 고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인허가 기관과의 사전 교류를 통하여 인허가 

기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설계기준으로 고려되는 사고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통 1x10
-4
에서 1x10

-5
/RY 이상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초기사건을 

고려하여 왔으며, 신형원자로에서는 이보다 낮은 발생빈도의 사고들을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설계를 통해 발전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 및 그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폭수준을 기존의 방사능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수준 이하로 낮게 제한하기 위함이다. KALIMER의 설계기준 발생빈도는 미국의 NRC가 

PRISM 예비안전성평가에서 요구하 던 10
-7
/reactor-year로 설정하 다. 

   KALIMER의 전체적인 설계 및 주요 안전계통의 성능을 평가하고, 사고 시 설계된 

안전기능의 수행여부 및 운전성능의 사고예방 및 완화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발전소 고유의 설계기준사고를 선정하 다. 기존 원자로에서는 설계기준사고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으나 KALIMER 설계에서는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로 인한 

방사선 향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안전 방안을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실제적인 

사고 선원항의 결정과 격납기능 및 소외 비상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KALIMER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o  신형원자로의 설계가 U.S. NRC의 안전목표 및 중대사고 정책의 준수

o  부지 선정과 격납기능 및 비상소개 계획과 관련하여 실제적 선원항의 사용

o  기존 경수형 원자로와 비교하여 심층방어 개념 적용에 있어서 사고완화로부터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 기존 경수형 원자로 설계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이를 위해 설계와 부지 선정 및 격납용기 성능과 비상계획 목적 등에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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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러 사건들의 체계적 분류가 요구된다. 이때 분류된 사건범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사건은 PRA 결과를 활용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건들은 선원항의 

계산, 제안된 설계의 안전특성의 평가, 격납계통 및 소외 비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기술적 근거로 사용된다. KALIMER에서는 기존 보다 발생확률이 작은 

사건들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건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표 4-1에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KALIMER의 사건분류 기준을 비교하 다.

(가)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정상운전 상태로 계통의 시운전, 설계범위 내의 운전, 고온대기 또는 정지와 같은 

발전소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나) Infrequent Event (IE)

   이 사건 범주는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 고려된 예상운전과도사건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AOOs)의 등급과 동등하다. 사건의 발생빈도는 약 

10
-2
/RY까지이며 발전소 수명 기간동안 한번 혹은 그 이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응한다. 이러한 사건은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해석되어 지며 

10 CFR 50, App. I와 40 CFR 190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Unlikely Events (UE)

  이 사건범주는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설계기준사고 등급과 동등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선정한다.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사건을 선정하며 약 

10
-4
/RY 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을 포함한다. 사건 선정시 PRA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완한다. 이때 10
-4
/RY의 설정기준은 사건발생 빈도가 발전소 

수명기간을 넘어선 기간에 한 번 예상되는 사건에 해당된다. 기존 외부사건의 선정을 

포함한다. 단일고장기준 및 비안전 등급의 기기는 안전성 평가에서 신뢰하지 않는 기존의 

보수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라)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이 사건범주는 기존 설계기준으로 사용되었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심각한 

사건에 대응되는 것으로 발생빈도 측면에서 기존 경수로의 중대사고 범주이다. 이러한 

사고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U.S. NRC의 중대사고 정책을 준수하기 위함이며 

특히 실제적 선원항의 사용 및 사고예방 측면의 심층방어 적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범주의 사건은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선정하며 PRA 방법론으로 보완한다. 

이는 공학적 판단 및 결정론적 해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PRA 방법론의 사용을 장려하는 

U.S. NRC의 안전목표 및 중대사고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 사전범주는 약 

10
-7
/RY 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 (초기사건과 다중 고장사건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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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사건)을 포함한다. 여기서 10
-7
/RY의 기준은 10

-6
/RY 이하 사건의 누적된 

향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의 다량 유출빈도가 10
-6
/RY 보다 작아야 한다는 

U.S. NRC의 성능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발생빈도이다. 경수형 원자로에서와 마찬가지로 

UE에 포함된 외부사건을 초과하는 외부사건은 XU에서 일관성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에 포함되는 고유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한계사건 

(Bounding Events)는 본 사건 범위에 포함되며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선정한다.

   XU에 포함되는 사건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량의 방사능 유출, 노심 용융 혹은 

반응도 폭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적절한 사고 방지 및 보호가 설계에서 제공되어 있는지 타당성 있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액체금속로의 경우는 대량의 소듐 누설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 제한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XU 사건은 보수적인 방법보다는 최적평가 (best-estimate)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마) Residual Events

   이 사건범주는 약 10
-7
/RY 이하의 발생빈도를 갖는 사건으로서 소외 비상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경수형 원자로의 비상계획구역 (EPZ) 요건에 

의하여 고려되는 사건들과 유사한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 사건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PRA로 분석되어 진다.

   그림 4-1은 지금까지 설명한 KALIMER의 사고분류를 도식화 한 것이다. 

KALIMER의 설계기준사고는 기존 경수로의 인허가 설계기준사고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사고해석은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해석 결과에 대한 판단은 허용기준의 

만족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결정론적인 해석방법을 사용한다. KALIMER와 같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적절한 여유도를 포함하여 결정론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KALIMER의 사고유형 중 대표적인 설계기준 사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반응도 및 출력분포의 이상사고

   노내 반응도 삽입 (Reactivity Insertion) 사고: 저 출력 또는 100% 출력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제어봉이 급격히 인출되면 반응도가 증가하게 되고 과출력 상태가 된다. 

제어봉의 인출과 함께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에 대해서 반응도가 경미하게 증가할 

경우는 IE로 분류되고, 그 이상의 반응도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는 UE로 분류되며 

설계기준사고 (DBE)가 된다. 긴급노정지가 실패하면서 반응도가 증가하는 사고는 노심의 

고유안전 특성인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서만 원자로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XU인 한계사고로 과도상태의 진행에 따라 핵연료의 건전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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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열제거원 상실사고

   원자로정지 시 정상적 냉각기능 상실사고 (Loss of Normal Shutdown Cooling):      

KALIMER의 정상적 붕괴열제거계통은 터빈 응축기를 통한 냉각이며 정상적 

붕괴열계통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비안전계통인 증기발생기의 보조냉각계통 

(SGACS)을 이용한다. 이러한 붕괴열제거계통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PSDRS를 이용한 피동적인 원자로 냉각이 가능하다. PSDRS만으로 수행하는 

붕괴열제거는 UE의 DBE이며 사고해석이 필요하다. PSDRS의 유로 일부가 차단되어 

냉각기능이 제한되는 사고의 경우는 XU인 한계사고가 된다.

   열제거원 상실사고 (Loss of Heat Sink): 중간열전달계통의 순환펌프 고장이나 

중간열교환기의 누설 및 증기발생기에서 소량의 물 누출은 수습이 용이한 사고이며 IE로 

분류된다. 증기발생기에서 중간 규모의 물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UE로서 발전소 정지 

후 수리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증기발생기에서 대형 물 누출은 XU 사고로서 소듐-물 

반응압력회복계통(SWRPRS)의 작동이 요구된다. 증기발생기에서의 제한적 전열관 

파단은 한계사고로 분류된다. 터빈정지, 급수계통 등과 같은 BOP측의 고장으로 인한 

열제거원 상실사고는 IE로 분류된다. 열제거원이 상실되는 사고에서는 냉각재 노심입구 

온도가 상승되므로 노심 건전성이 유지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c) 냉각재 유량 감소 사고

   일차계통 순환펌프의 단일고장으로 유량이 coastdown하는 노심 내 유량감소는 

IE으로 분류되는 과도상태이다. 원자로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펌프가 정지하거나 펌프유량이 감소하는 제한적인 사고는 한계사고로 분류되어 

특별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d) 발전소 내 외부전원 상실사고

   발전소 내의 외부전원 상실사고 조건에서 냉각재의 강제순환이 불가능하여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만이 가능한 사고이다. 이 경우는 PSDRS에 의한 냉각이 수행된다. 

외부전원 공급정지 시간이 36시간 이내인 사고는 UE로 분류되고, 36시간 이상의 사고는 

XU로서 한계사고로 분류된다.

(e) 소듐 누출사고

   원자로용기에서의 소듐 누출은 UE로 분류되며 소듐 누출로 인한 소듐 화재의 향과 

방출될 방사능 물질의 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간열전달계통의 배관 파단으로 인한 

대형 소듐누출은 XU인 한계사고로 분류된다.

(f) 노심 국부 손상사고

   3개 핵연료봉이 형성하는 삼각형의 냉각 유로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핵연료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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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이 불가능하므로 국부적으로 핵연료봉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개 이하의 

핵연료봉 피복재의 손상, 하나의 핵연료집합체에서 냉각재 입구의 부분적 폐쇄 등은 

IE사고이다. 제작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한 개의 핵연료봉이 용융되는 경우는 UE이며, 

핵연료집합체의 유로가 대규모 폐쇄되는 경우는 XU로 분류된다. 또한 한 개의 

핵연료집합체의 유로 입구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한계사고로 분류된다.

(g) 핵연료 취급 및 저장사고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이송 시의 핵연료 손상사고는 UE인 DBE로서 이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여부를 평가하는 사고분석이 요구된다. 

(h) 카버가스 방출사고

   원자로 내의 상부 자유공간을 채우고 있는 불활성 카버가스의 누출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동반하게 된다. 이 사고는 UE의 사고등급으로서 DBE로 고려되며 일부 

핵연료봉의 피복재 파손을 가정하고 있다. 

(i) 외부요인 사고

   지진: DBE (Design Basis Earthquake)는 EC-I으로, SSE (Safe Shutdown     

Earthquake) 및 SSE 이상의 지진이지만 면진으로 수용 가능한 사고는 UE로, 그리고 이 

보다 큰 강도의 지진은 XU로 분류된다. 지진으로 인해 PSDRS의 자연대류 유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요인들에 의한 사고는 한계사고로 분류된다.

KALIMER에서 안전성 관련하여 분석되어야 할 이상상태 또는 사고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래 리스트는 1998년 한국원자력기술협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용역으로 수행한 액체금속로 안전 및 인허가 규제요건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15장의 

내용을 KALIMER의 구체적인 설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1. 노심의 반응도 및 출력분포 관련 이상변화, 또는 사고

1.1 미임계 상태에서의 제어봉 집합체의 인출

1.2 출력운전 중 제어봉 집합체의 인출

1.3 미임계 상태에서의 제어봉 집합체의 급속한 인출

1.4 출력운전 중 제어봉 집합체의 급속한 인출

1.5 단일 제어봉 낙하

1.6 제어봉 오조작

1.7 연료집합체의 부적절한 장전 및 운전

1.8 저온 소듐의 유입

1.9 기포의 노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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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내 열발생, 또는 열제거 관련 이상변화, 또는 사고

2.1 외부전원 상실

2.2 열 발생과 제거의 불균형에 의한 저냉각 사고

2.3 일차 냉각재 순환펌프 불시정지

2.4 중간 냉각재 순환펌프 불시정지

2.5 터빈 불시정지

2.6 부하 상실

2.7 주급수 유량 상실

2.8 소듐-물 반응 압력제거계통의 부주의한 작동

2.9  증기발생기 튜브 내 소듐 누설

2.10 증기 우회계통의 고장

2.11 주증기 배관 파단

2.12 주급수 배관 파단

2.13 원자로정지 후 냉각기능 상실

2.14 압력릴리프계통 파열판에서 대형 소듐-물 반응

2.15 중간 열전달계통 배관 파단

2.16 중간열교환기에서의 소듐누설

3. 연료파손 및 연료취급, 저장관련 사고

3.1 노심 연료 파손

3.2 블랭킷 연료 파손

3.4 제어봉 집합체 내에서의 유로폐쇄

3.5 노심 연료집합체 내에서의 유로폐쇄

3.6 연료장전 중 연료집합체의 원자로용기 내 낙하

3.7 연료재장전 중 단일연료집합체 피복재 파손 및 핵분열생성가스 방출

3.8 연료재장전 중 카바가스방출

3.9 연료취급 중 전원상실

3.10 연료취급계통 내 단일 능동부품의 고장

3.11 연료취급기 고착 사고

3.12 연료취급기와 주변 물체간의 충돌

3.13 연료취급기와 제어봉간의 충돌

3.14 연료수송 캐스크의 낙하

4. 소듐 누출 및 화재 관련 사고

4.1 일차소듐저장탱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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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료재장전 중 소듐저장탱크 냉각계통 파손

4.3 중간 열전달계통 배관에서의 소듐누설 및 화재

5. 방사성 물질의 방출관련 사고

5.1 기체방사성 폐기물 감쇠탱크 누설 또는 파손

5.2 액체 방사성 폐기물처리계통 파손

5.3 방사성 불활성기체 처리계통 파손

5.4 카바가스 정화계통 파손

5.5 소듐누출 및 격납용기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설

6. 기타사고

6.1 직류전원계통의 상실

6.2 제어실의 거주성 상실

6.3 계측 공기계통 상실

6.4 카바가스압력 조절 상실

6.5 화재, 홍수, 폭풍우, 또는 지진과 같은 내부 및 외부 기인 사건

6.6 소듐가열계통 상실

4-2. 안전허용기준

   KALIMER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고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와는 다른 혁신적인 

격납용기 개념과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PSDRS, GEM, USS와 같은 피동계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능요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원자로에서 

증명된 설계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고유안전특성이나 피동특성에 대한 성능 관련 

실험자료가 요구된다. 특히 금속핵연료의 반응도 궤환효과 및 과도상태 시 핵연료의 노내 

거동과 관련된 실험자료의 축척은 KALIMER의 고유안전성을 입증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설계기준사고 시 노심의 반응도 변화 및 계통의 열수력 현상이 전체계통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전해석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KALIMER 안전해석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앞에서 수행한 외국의 액체금속로 해석 

경험을 검토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설계기준사고와 초과설계기준사고 시의 발전소 거동은 설정된 안전목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원자로의 안전성 허용기준은 궁극적으로 발전소 부지 외부로 누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양이므로 미국의 경우는 10 CFR 50 및 10 CFR 100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설계의 궁극적인 안전기준은 방사선 제한치이지만 설계기준사고 내에서는 핵연료, 피복재 

또는 발전소 운전변수들이 각 설계 제한치를 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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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의 구조 건전성에 관하여는 각종 규격과 표준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노심하부의 노심지지판이나 원자로용기 등의 붕괴를 막고 구조물로서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설정된 모든 안전성 허용기준은 노심의 건전성 유지여부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노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핵연료의 구조적 건전성을 

점검하여 핵연료의 용융 혹은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피복재의 변형율 한계가 있다. 핵연료 피복재는 열팽창 등에 

의한 소성변형으로 인하여 파손될 수 있다. 변형률 한계는 온도, 변형률 및 조사량의 

함수로서 연료봉의 위치와 운전상태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운전의 경우에는 0.2%, 과도상태 시에는 0.3%의 변형률 한계가 허용되며 고려되는 

설계기준사고와 초과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0.7%를 초과할 수 없음이 미국의 FFTF 

(Fast Flux Test Facility)에서의 연구 결과이다. 두 번째의 고려사항은 누적손상함수 

(Cumulative Damage Factor, CDF)로서 운전상태, 피로효과 및 변형률 등에 의한 향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한다. 누적손상함수는 선형수명율을 이용하여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 

피복재 재질이 일정조건하에서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의 합을 Tr이라 하고, 

피복재가 실제로 일정조건 하에 노출된 시간의 합을 T라 하면, 제시된 일정조건에 대한 

CDF는 T/Tr이 된다. 누적손상함수에서 고려 대상인 모든 향요소들에 의한 총합이 1을 

넘지 않을 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된다. 또한 과출력사고 등에서 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연료와 피복재의 온도에 한계값이 설정되어 있다.

   핵연료의 용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한계온도는 피복재의 고온 크립 (creep)을 

고려하여 결정된 값이다. 크립은 일정 응력 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변형률로서 온도의 증가에 따라 변형률이 증가한다. KALIMER가 실용화될 미래에 크립 

변형률에 대한 저항성이 좋은 새로운 재질이 개발된다면 피복재의 한계온도는 지금보다 

더 높은 온도로 설정될 수 있다. 금속핵연료의 노심에서 핵연료 일부분의 용융된다고 

하여 즉시 핵연료 파손으로 발전되지는 않지만 안전성 측면의 판단기준으로서 핵연료의 

용융은 방지되어야 한다. 소듐의 기포 반응도계수가 양이 되는 출력규모의 KALIMER 

노심에서 만약 대규모의 냉각재 비등이 생기면 노심에 커다란 양의 반응도가 

삽입됨으로써 HCDA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듐 비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정상운전과 설계기준사고의 경우 물리적 현상을 기반으로 한 안전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용융 금지 (2) 핵연료/피복관의 상변화를 동반하는 상호작용 금지 (3) 

피복관의 변형율 및 크맆파단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 금지 (4) 소듐 냉각재 비등 금지 

(노심내 기포생성 금지) (5)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 특히 KALIMER 한계사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허용기준을 설정하 다: (1) 노심 용융 금지 (정반응도가 야기되지 

않는 국부 용융은 허용) (2) 제한된 범위에서 피복관 손상 (손상전파 금지) (3)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유지 (4) 소듐 냉각재 비등 금지. 

   위의 안전허용기준에 대하여서 노심 안정성 판단기준으로 각 사고 범주에 대하여 

단기간의 첨두온도와 장기간의 온도를 표 4-2에 제시하고 있다. 안전허용기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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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체제를 가지는 것은 KALIMER가 단순히 개념설계 수준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최근의 U-Pu-10%Zr 

금속핵연료 및 HT-9 피복관의 조사시험 결과에 기반한 물리적인 특성 때문이다. 

KALIMER의 노심 및 계통설계가 구체화되고 상기 핵연료 및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irradiation test 결과가 확보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안전성 관점에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3. KALIMER 사고분석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본 절에서는 NRC가 PRISM 설계의 예비안전성평가 단계에서 지적한 주요 

안전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KALIMER 개념설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 다. 이들 안전현안은 금속핵연료의 안전특성에 관한 실험과 액체금속로에서 

채택되는 피동적인 여러 장치에 대한 성능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에 근거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KALIMER 사고분석에서 설계와 연계하여 

보완되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도출하 다. 또한 미국 NRC가 신형원자로 설계의 

인허가 관련하여 안전현안으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KALIMER 

설계에 적용하 다.   

   설계기준사고와 초과설계기준사고의 정의 및 구분은 기존의 원자로에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하고 PRA를 수행하여 결정하지만 KALIMER는 신 개념의 혁신적인 설계이므로 

유사한 경험이 거의 없을뿐더러 또한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계통의 신뢰도 데이터 평가가 

불확실하다. 더욱이 KALIMER 안전에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피동안전계통 성능의 

정량화가 곤란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합리적인 PRA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를 정의하기 곤란하므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설계기준사고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건 발생빈도 

측면에서 확률상 설계기준사고 범주를 벗어나서 초과설계기준사고 범주에 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UTOP, ULOF, ULOHS 같은 사고들은 기존의 설계기준사고에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긴급 노정지가 실패 (ATWS) 한다는 가정을 포함한 

대표적인 사고들이다. 이와 같이 비록 중대사고 범주에 속할지라도 KALIMER 

설계요건과 관련되어서 결정론적인 안전해석을 수행해야 할 한계사고들을 PRA의 해석을 

통하여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ALIMER는 심층방어 개념 측면에서 경수로에 비하여 사고완화보다는 사고방지를 

강조하는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가상사고가 발생하여도 

노심 용융이나 정반응도 삽입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구비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사고  선정과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는 사고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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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된 다음 범주의 사고들은 KALIMER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전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적절한 실험을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각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예상될 수 있는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반응도 삽입사고 

   반응도삽입사고의 초기사건은 제어봉의 노심 이탈이다. 따라서 초기에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 크기는 사고결과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제어봉 조절계통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KALIMER 개념설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전소제어계통 

(Plant Control System)의 하나인 Control Rod Stop System (CRSS)은 비안전계통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제어봉 이탈사고 시 노심에 삽입될 수 있는 반응도의 제한을 

사고해석에서 가정하기 위해서는 CRSS 작동의 신뢰성이 높아져야 하므로 CRSS의 

안전등급 승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CRSS의 적절한 운전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계측기 및 운전원의 훈련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2) 저냉각 사고

   현재 KALIMER 설계에서는 중간열전달계통의 유량이 상실되어 이차계통의 

열전달기능이 상실될 때 노심의 궁극적인 열제거 기능은 PSDRS가 담당한다. PSDRS의 

냉각성능은 사고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PSDRS 관련 안전성 해석에서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저하된 PSDRS 성능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PSDRS의 성능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PSDRS 

사고로부터 정상상태로 복귀 시 냉각제의 강제순환 및 정상 붕괴열 제거장치를 작동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열충격 (thermal shock)에 대한 대비책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3) 핵연료 손상 및 국부적 결함 사고 

   불량한 핵연료 또는 집합체가 노심에 장전될 때 발생 가능한 사고이므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사고는 방지 될 수 있다. U-Pu-Zr의 3원합금을 

사용하는 금속핵연료의 제작 및 HT-9 피복관의 제조공정은 신기술이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정상운전 중 발생 가능한 핵연료 손상확률, 손상된 핵연료로부터의 기체방출 

또는 소듐과의 화학적인 반응과 같은 금속핵연료 특성과 관련된 핵연료 조사(irradiation)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4) 일차계통 소듐 누출 사고

   일차계통 sodium cold trap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예상되는 사고로서 안전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고 시 예상되는 누출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만약 소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 안전계통인 PSDRS 성능이 얼마나 

저하되는지에 대한 향이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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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 취급 및 저장사고

   KALIMER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18 개월 보관된 후에 방출되어 

옮겨지므로 붕괴열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취급된다. 따라서 운반 캐스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변장치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혁신적 격납용기 개념의 안전성 평가

   KALIMER의 격납용기 개념은 경수로에서 요구되는 격납용기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상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혁신적인 신개념의 

계통과 성능을 개념설계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 안전해석 관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한계사고를 정의한 

후, 이들 사고에 대하여 KALIMER 안전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7) 비보호 과도출력사고 

   비보호 과도출력사고인 UTOP의 방지책으로 CRSS를 채택하여 사고 시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 값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안전계통인 

CRSS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UTOP 사고 경우 일반적으로 국부적인 

핵연료 용융이 예측되는데, 이 때 어느 정도의 용융까지 허용 가능한가에 대한 국부 

용융 허용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온도가 상승하면 HT-9 피복관과 핵연료가 

접촉하게 되어 저온용융 공정온도 (low-melt eutectic)에 도달한다. 이 때 공정현상은 

핵연료 반경방향 외곽 성분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연소도 (burnup level) 및 3원합금 

금속핵연료 내에서의 각 성분의 이동현상 (migration)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지만 이 

현상은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복관의 안전허용기준 온도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8) 비보호 유량상실사고

   비보호 유량상실사고인 ULOF에서 모든 펌프가 coastdown을 실패하면 노심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노심붕괴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KALIMER 전자펌프의 coastdown 

운전을 수행하는 동기장치 (synchronous machine)가 하나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자주 발생 가능하므로 ULOF의 발생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동기장치가 동시에 

고장나는 다중실패 (multiple failure)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ULOF 사고 시 GEM (gas expansion module)은 매우 유용하지만 

정상운전 동안 성능검사의 가능성 여부, 운전 중 성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의 발견 가능성, 

오작동으로 인한 반응도 삽입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자세히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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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듐화재 사고

   KALIMER 한계사고 중 대 규모의 소듐이 방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듐 화재를 

검출하거나 완화시키는 장치에 대한 state-of-the-art를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KALIMER 피동계통에 대한 안전현안

   액체금속로 설계는 일반적인 경수로의 설계기준사고 이상의 사고유형이 존재하며 

안전성 관점도 다를 수 있다. 1988년 U.S. NRC는 미국 에너지성 (DOE)에서 제안한 

신형원자로인 MHTGR, PRISM, SAFR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신형원자로는 새로운 설계특성에 기인하여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나, 실제적 방법의 선원항 

계산, 혁신적인 격납계통 개념의 도입, 소외비상계획의 축소 혹은 제거 등은 기존 

원자로와는 다른 새로운 설계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허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U.S. NRC는 피동안전계통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의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o  시험, 해석 혹은 이전의 경험에 의한 피동계통의 성능 입증 및 계통 상호간의 

   향 평가 

o  안전성 평가를 보충하기 위한 피동계통 및 기기의 신뢰성 및 작동성과 관련된 

   시험자료들의 확보 

o  피동안전계통의 신뢰성 혹은 성능에 포함된 불확실성의 정량화 

o  사고 후 72시간 동안의 운전원의 역할 및 조치와 그 이후의 장기냉각 기능의 

   불확실성 평가 

o  피동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의 상호 연계 및 향의 평가. 피동 개념의 설계는 

신형원자로 설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운전을 단순화하고 안전성을 증진시키지만 

피동계통 및 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성능 입증, 계통 상호간의 향,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피동계통의 안전성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U.S. NRC는 10 CFR 52.47 (신형원자로 

설계의 표준설계인증)에서 운전중인 기존의 원자로 설계와 상당히 다른 표준설계, 혹은 

단순성, 고유특성, 피동성, 혹은 혁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계의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안전성 판단의 근거 자료로서 안전설비의 성능시험 혹은 원형로 

시험을 통한 상세 실험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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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KALIMER 사고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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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1) For peak cladding temperature, dividing time for short and long terms is 1 hour. 
2) Short-term temperature of cladding is at the cladding centerline.
3) Long-term temperature of cladding is at the fuel-cladding interface. 

  4) Duration of peak fuel temperature is less than 2 minutes.

표 4-2  KALIMER 사고유형별 안전허용기준

Event category

Average Core Outlet
Temperature, oC

Peak Cladding
Temperature, oC

Peak Subchannel
Coolant
Temperature, oC

Moderate frequency
events (MF)

Infrequent events
(IE)
Unlikely events
(UE)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535

650

600

760

Short-term Long-term Short-term Long-term

Peak Fuel
Temperature,
         oC

535

600

650

700

650

650

790

790

635

635

700

700

Pump on Pump off

1070

1070

1070

1070

960

960

960

960

955

955

1070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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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KALIMER 사고분류

Infrequent
Events

Un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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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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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F 21 1010 −− ≥> F 42 1010 −−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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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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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010 −− ≥> F 71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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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cooling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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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Spills and Fire

Fuel Handling and
Storage Events

Other Events

UTOP

ULOF

ULOHS

Flow Blockage

SGTR

Large Sodium Leaks

PRDBE SRDBE Bounding
Events

HCDA

DBEs BDBEs

Moderate
Frequency
Events

Infrequent
Events

Unlikely
Events

Extremely
Unlikely
Events

110 −≥F 21 1010 −− ≥> F 42 1010 −−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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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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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010 −− ≥> F 710 −<F

Reactivity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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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Spills and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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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Events

Othe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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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OHS

Flow Blockage

SGTR

Large Sodium Leaks

PRDBE SRDBE Bounding
Events

HCDA

DBEs BDBEs

Moderate
Frequenc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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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KALIMER는 고유 안전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계통 및 기기들을 설계에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된 신형 원자로이다. KALIMER는 다양한 물리적 고유특성 및 

피동적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계통을 단순화하고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정상상태뿐만 아니라 비정상상태 하에서도 운전원의 조치가 

용이하고 운전원의 인적실수에도 스스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발전소 인근 주민과 환경을 잠재적 방사선 재해로부터 강화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신형원자로의 설계개념과 관련하여 새로운 안전성 관련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KALIMER 설계의 안전현안들을 도출하고 그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향상된 안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KALIMER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해석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와 안전해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액체금속인 소듐은 뛰어난 열전달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액체금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기나 물과의 급격한 화학반응에 대한 안전대책이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금속핵연료의 탁월한 안전성은 EBR-II 실증시험을 통하여 증명되었으나 실용로 

설계관점에서는 노심의 고유안전 특성과 더불어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KALIMER의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안전계통에 채택된 피동개념의 설계는 계통의 

단순화와 운전의 단순화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진시키지만 이러한 피동계통 및 기기의 

성능 입증 및 계통 상호간의 향 그리고 계통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동계통의 안전성 입증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KALIMER 설계는 노심의 고유안전특성과 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인해 기존 

설계기준사고들 중 일부는 배제되거나 또는 새로운 사고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과설계기준사고 중 한계사고로 분류된 사고는 중대사고의 위해도 감소를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사건분류가 되어 그에 대응하는 안전허용기준을 

근거로 하여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 되어야 한다. KALIMER는 혁신적인 개념의 

설계이므로 유사한 운전경험이 없고, 또한 개념설계 단계에서 계통의 신뢰도 데이터 

평가가 불확실하고 피동안전계통 성능의 정량화가 곤란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안전성관련 설계기준사고의 선정 및 사고해석 작업 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에는 액체금속로 관련 연구가 미약하므로 주로 해외 

액체금속로의 안전연구 및 인허가 경험을 검토 분석하여 KALIMER 설계의 사건분류 

기준 및 그에 따른 해석대상 사고를 선정하 다. 또한 노심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한 경로와 각 경로에 대한 과도상태 해석기술과 핵연료 및 노심의 건전성 

판단기준을 설정하 다. 

    KALIMER의 사고해석은 앞서 분류된 모든 사고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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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관점에서 원자로 설계를 완성해 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고만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접근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인자의 조정 또는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109 -

참고 문헌

ANSI/ANS-4.1-1978, "Design Basis Criteria for Safety Systems in Nuclear Generating 

Stations," ANS, LaGrange Park, Illinois.

American Nuclear Society, ANSI/ANS-54.1-1998, General Safety Design for a Liquid 

Metal Reactor Nuclear Power Plant, 1989.

D. Broadly, "Commercial Demonstration Fast Breeder Reactor Safety," Nucl. Energy, 

Vol.25, p.101 (1986).

General Electric, PRISM-Preliminary Safety Information Document, GEFR-00793 

UC-87Ta, November 1986.

KINS/GR-129, KAERI/CM-169/96,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안전성 분석,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안전특성 평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웡 주관, 한국원자력연구소, 1997.

KINS/GR-187 “원자력 안전규제요건 설정연구,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요건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 과학기술부, 1999.

KINS/GR-188, "원자력 안전규제요건 설정연구, 액체금속로 안전규제요건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 과학기술부, 1999.

J. J. Laidler, J. E. Battles, W. E. Miller, J. P. Ackerman and E. L. Carls, 

"Development of Pyroprocessing Technology," Progress in Nuclear Energy, Vol.31, 

pp.131-140, 1997.

E. E. Lewis, Nuclear Power Reactor Safety, John Wiley & Sons, Inc., 1977.

B. G. Pahl et al., "Irradiation Experience with HT9-Clad Metallic Fuel," Proc. of Int. 

Conf. on Fast Reactors and Related Fuel Cycles, Kyoto, Vol.III, P1.19-1. 1992.

H. P. Planchon, J. I. Sackett, G. H. Golden and R. H. Sevy, "Implications of the 

EBR-II Inherent Safety Demonstration test," Nucl. Eng. Des. Vol.101, pp.75-90, 1987.



- 110 -

U.S. Federal Regulation, Title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50,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U.S. NRC, “Standard Format and Contents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 LMFBR Edition," issued by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February 1974.

U.S. NRC, NUREG-1368, Preapplication Safety Evaluation Report for the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PRISM) Liquid-Metal Reactor, 1994.

U.S. NR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Energy, Part 50,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U.S. NR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0, Protection of Environment, Part 190, 

Environmental Radiation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Operations.

U.S. NRC, "Policy Statements on Severe Reactor Accidents Regarding Future Designs 

and Existing Plants," 51 Federal Register 32138, August 8, 1985.

U.S. NRC, "Safety Goals for the Organiz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51 Federal 

Register 28044, August 4, 1986.

L. C. Walters, B. R. Seidel, and H. Kittel, "Performance of Metalic Fuels and Blankets 

in Liquid-Metal Fast Breeder Reactors, Nucl. Tech., Vol.65, 179, 1984.

한국원자력기술협회, “KALIMER 설계종합 기술개발, 액체금속로 안전 및 인허가 

규제요건에 관한 연구, 제1부 액체금속로 원자력발전소 안전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의 

개발,” KAERI/CM-219/97, 한국원자력연구소, 1998.

한국원자력기술협회, “KALIMER 설계종합 기술개발, 액체금속로 안전 및 인허가 

규제요건에 관한 연구, 제2부 액체금속로 원자력발전소 일반설계기준,” 

KAERI/CM-219/97, 한국원자력연구소, 1998.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1957/2001  

    제목 / 부제    KALIMER 개념설계를 위한 안전해석기준 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일 경우 주저자) 
 권 민 (KALIMER 기술개발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한도희 (KALIMER 기술개발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1. 11

 페 이 지   110 p. 도  표 있음( X ), 없음(   )   크  기 26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X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연구는 노심의 긴급정지가 실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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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뢰도에 대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특히 국제적으로 금속핵연료 노심의 

고유안전성과 피동안전계통을 채택한 신형 액체금속로의 건설 예가 없으므로 

액체금속로의 해석기준 및 안전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형실증로 개념인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KALIMER는 개념설계가 진행 중이므로 

발전소 성능관련 기준은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관련 기준은 설계에 따른 변화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 및 인허가 

심사가 수행된 액체금속로의 경험을 검토 분석하여 KALIMER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 

안전해석 기준을 도출하 다. 즉,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풀형 액체금속로의 설계 및 

사고특성을 검토하여 KALIMER에 적용 가능한 사고분류 체계, 안전성관련 

설계기준사고, 안전허용기준 등을 도출하 다. 격납건물 사고 및 가상노심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는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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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safety of liquid metal fast breeder reactor 

with metallic fuel have been carried out for many years. They are mainly 

related to rapid decrease of fission reaction due to core inherent safety during 

ATWS events and to feasible decay heat removal way in a passive manner. 

The inherent safety of metallic fuel was proved by the EBR-II test in April, 

1986; however, the core inherent safety and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passive safety system were not verified yet with respect to commercial reactor 

design. Since no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s adopting the concept of core 

inherent safety and passive safety system have been built in the world, the 

information about safety analysis bases and safety acceptance criteria is 

deficient.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s developed the 

conceptual design of a prototype reactor of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Since the KALIMER design is under development, performance 

bases may significantly change as design goes on; however, the safety related 

design bases will not change much. In this report, preliminary safety analysis 

bases applicable to the KALIMER conceptual design have been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design and licensing of abroad liquid metal reactors.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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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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