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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전 인류의 공통과제이며,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며 에너지 부존자원

이 빈약한  우리의 상황에서 원자력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

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 발전용량 중 절반이 원자력 발전이며 2010년이 되면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총 26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발

전 용량의 증가는 더 많은 양의 우라늄 연료의 확보가 요구되고 이로 인하여 

핵연료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의 강구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

한 원자력 발전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문제에 대한 장

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의 필요성 역시 더욱 더 대두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고속로인 액체금속로이다. 액체금속로

는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을 통하여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을 경수로보다 약 

60∼70배 정도로 높일 수 있어 우리나라 원전 가동을 위한 우라늄 자원의 원

활한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액체금속로를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이 가능하여 폐기물 활용성이 매우 증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국내 폐기물 최종 지층 처분장의 가용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이러

한 점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국내의 상용 액체금속로 건설은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액체금속로 기술의 개발 및 축적은 더욱 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새로운 노형의 개발에는 원래 장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데, 

액체금속로의 경우는 국내에 설계경험은 차치하고도 운전경험도 전무한 실정

이므로 액체금속로 기술확보를 위한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액체금속

로 기술 중 계통 설계 개발기술은  액체금속로 내의 열유체적 현상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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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술과 기기 및 계통에 대한 engineering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계통을 

꾸며내는 integration 기술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의 국내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가 무척 시급한 분야이다.

이미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액금로 계통기술에 대한 기반을 확보하 고 2단계에

서 개발된 설계 해석방법론 및 개념설계 결과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러한 기술

을 개선 보완하여 액금로 기술을 실제적으로 국내에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의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의 개념설계를 정립시키고 개념설계 정립에 필요한 유체계통 전산체제를 개

발, 보완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액체금속로의 개념설계를 정립시키는 단계로서 연구의 내

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 개념설계 정립

  - 계통 개념설계 최적화

  - 동적 거동의 타당성이 확인된 유체계통 개념설계 정립 

      ․100% ∼ 25% 출력, 25% ∼ 0% 출력 구간 운전성 및 구간간의 

천이 운전성 확인

      ․재장전모드 출력운전성 확인

  -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개념 설계정립

      ․제어 및 보호 논리의 개념적 구현 설계

      ․5개 기능구조의 분산 제어 계통

      ․2/4논리 디지털 보호계통 구현

  -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개념설계 보고서 작성

  - 계통설계 기술서 및 특성분석 기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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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계통 전산체제 개선

  - 주요 기기설계 상세 분석 체제개발

  - 발전소 전운전모드 계통 성능해석체제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계획에 따라 1단계 개발된 개념설계를 기본으로, 해외 유사 설계경우에 대

한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자체적인 idea 도입을 통해 설계를 보완하여 액

체금속로 유체계통 및 계측제어 계통의 개념설계를 정립하 으며 계통 설

계 및 해석에 필요한 방법론의 기능을 확장 강화시키고 개발된 전산코드

를 자체생산 및 해외실험자료를 활용 검증을 수행하여 유체계통 전산 해

석 코드 체제 보완하 으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유체계통 개념설계 정립

  - 유체계통 설계요건 보완

  - 원자로 pool 상세 해석

  - 원자로 상부 지역 온도 특성 해석

  - 증기발생기 작동 안정성 해석

  - 보조계통 개념설계

  - 계통 과도 특성 분석

  - 발전소 운전,제어 및 보호 기본논리 설계

  - 유체계통 구성 보완

◦ 보호 및 계측제어계통 개념설계 정립

  -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설계 요건 보완

  - 제어보호 기능구현

  -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구성

◦ 유체 계통 전산 체제 개선

  - 증기 발생기 상세해석 및 안정성 해석 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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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거동 해석 코드 개발

  - 전자펌프, 관성 보완 장치 성능 해석 체제 개발

  - pool 소듐과 구조물간 열전달 해석 체제 개선

  - thermal striping 열유체 해석 기본체제 설정

  - PSDRS 해석 코드 검증 및 보완

  - IHX 설계해석 체제 보완

  - 발전소 성능해석 체제 보완

이러한 연구에서 자체적인 계통 설계 개념의 추구를 수행하여 독자적인 

새로운 계통개념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 다.

◦ 잔열제거능력이 대폭 향상되는 개선된 피동형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의 개발

  - 복사 열전달구조물을 이용한 새로운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의 

일본 및 국내 특허 획득

  - thermosyphon 개념을 이용한 또 다른 새로운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의 개발 및 특허 출원

이러한 새로운 설계 개념을 개발을 통하여 피동형 액체금속로 발전소의 용량 

한계를 기존 피동형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의 500MWe에서 700MWe 이상

까지로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개발결과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있다.

◦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념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능력 확보

◦ 새로운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념의 창출 및 적정성 평가 능력 확보 

◦ 개발된 복사구조물을 이용한 피동 잔열제거 설계 개념의 외국 특허 

획득으로 국내 액체금속로 기술의 독자성 확보에 기여

◦ 개발된 전자 펌프의 성능 해석 기술은 화공분야 설비 설계의 국산화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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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계통개념설계 및 전산해석 코드체제를 이용하여 

다음 연구단계인  3단계의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액체금속로 계통설

계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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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Technology for LM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Reliance on nuclear energy is inevitable from the lack of energy 

resources in Korea and one half of the total electricity is generated from 

nuclear energy. Even it is expected that 26 nuclear plants are to be 

operated by 2010 in Korea. This means considerable amount of uranium is 

to be required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limited uranium resource 

becomes very important. Also the increas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quires the solution to the long term storage of spent fuel of a high 

radiation level.

The reliable solution to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long term storage 

problem is the liquid metal reactor(LMR). The reactor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ranium use by 60∼70 times through the fuel cycle 

technology and can remove the concern on the stable supply of uranium. 

Also the liquid metal reactor can make the re-use of spent fuel possible 

and reduce the storage load of spent fuel. From these features of the 

domestic situation and liquid metal reactor, construction of a commercial 

liquid metal reactor in near future is inevitable in Korea, and domestic 

development and accumulation of liquid metal reactor technology are 

essential.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a new type reactor requires long 

term work but domestic experience on the liquid metal reactor is very 

weak not only on design but also on operation of the reactor, and 

development efforts on the reactor technology are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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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research work of Research Phase I, the fundamentals of the 

LMR system technology have been secured and it is needed to ensure 

applicable LMR system technology in Korea by improving and reinforcing 

the technology starting from the design/analysis methodology and 

conceptual design developed in Research Phase I.

To meet the necessity, the study in this term of Research Phase II 

establishes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LMR fluid and IC systems, and 

improve the fluid system computer code system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in this term that established the 

system conceptual design are as follows.

◦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design in the fluid and IC 

systems

  - Optimization of the system deign

  -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design in the fluid systems with 

the confirmation of its dynamic response properness

       ․Confirmation of operability for 100% ∼ 25% power operation 

and 25% ∼ 0% power operation

       ․Confirmation of the refueling mode operation

  -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design in the instrumentation,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s

       ․Design of implementing the control and protection logi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of the structure with five functions

       ․Implementation of digital protection system with a 2/4 logic

  - Preparation of the conceptual design report for fluid and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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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 Preparation of description documents for system design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 Improvement of the computer code system for the fluid system 

design and analysis

  -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detailed analysis of equipment 

design

  - Development of the system performance analysis code system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tarting from the design prepared in Research Phase I,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LMR fluid and IC systems has been established by 

improving and reinforcing the deign using self developed new ideas on 

system design and analyzing foreign designs, and the computer code 

system for the fluid system design has been further improved and verified 

using the experimental data generated at KAERI and data acquir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ic description is as follows.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design in fluid systems 

  - Revision of fluid system design requirements

  - Detailed analysis on the reactor pool 

  - Analysis of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in the upper region of 

the reactor vessel

  - Operation stability analysis for the steam generator

  - Conceptual design on auxiliary systems

  - Analysis on the system transient effects

  - Design of the basic logic for plant operation, control and protection

  - Supplementation of the fluid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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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design in IC systems

  - Revision of design requirements for the instrumentation,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s

  - Implementation of the control and protection functions

  - Construction of the instrumentation,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s 

structure

◦ Improvement of the fluid computer code system

  - Development of the computer code system for detailed analysis and 

operation stability for the steam generator

  - Development of the analysis code for the mid and late phases of 

a SWR event

  -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analysis code system for the 

electro-magnetic pump and coastdown inertia device

  - Improvement of the analysis system for the heat transfer between 

the pool sodium and structure

  - Set up of the basic structure for thermal striping analysis

  - Verification of the PSDRS analysis code

  - Supplementation of the IHX design/analysis system

  - Supplementation of the plant performance analysi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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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전 인류의 공통과제로,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

한 우리 나라로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석연료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고, 자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

며, 공급이 국제정치의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공급에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는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와 질소, 황 화합물 등의 배출로 인한 산성비 등에 의한 지구환경의 파

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린라운드 협상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규제로 우리에게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른 에

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상황에서 원자력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고리1호기 가동을 출발로 하여 원자력 발전이 20여

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국내 발전용량 중 절반이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

존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2010년이 되면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총 26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발전 용량의 증

가는 더 많은 양의 우라늄 연료의 확보를 요구되게 되는 데, 우라늄연료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우라늄 연료의 확보가 심각

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핵연료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의 강구

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자력 발전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의 필요성 역

시 더욱 더 대두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고속로인 액체금속로이다. 액체금속

로는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을 통하여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을 경수로보다 약 

60∼70배 정도로 높일 수 있어 우리 나라 원전 가동을 위한 우라늄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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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액체금속로를 통하여 사

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이 가능하여 폐기물 활용성이 매우 증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최종 지층 처분장의 가용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국내의 상용 액체금속로 건설은 필연

적이며, 2026년에 첫 상업용 액체금속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러나 핵연료 재순환 주기를 염두에 둔 고속로의 추진은 현재로서는 국제적인 

여건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일차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새로운 

노형의 개념으로 고속로인 액체금속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액체금속로는 기존의 노형에 비하여 성능이 더욱더 개선된 

노형, 즉 고유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성이 증진되며, 높은 발전소 효율의 

도달로 환경에 미치는 향을 줄이고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성능을 지니는 

액체금속로가 되어야 한다.

화력발전소 및 화학플랜트에서는 컴퓨터 및 디지털기술을 계측제어계통에 적

용하여 계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어의 자동화 및 플랜트의 감시능력을 강

화하고 있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었던 기기의 단종 

및 기술의 낙후화로 인해, 앞으로의 액체금속로에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디지탈 기술 및 네트워크 등의 신기술들을 적용해야 한다. 특

히,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원자력관련 디지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술선진국을 달성한다.

이같이 필요한 액체금속로를 국내 실정에 부합한 원자로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액체금속로 기술이 개발 축적되어야만 한다. 액체금

속로 기술은 지금의 세계적인 기술 블럭화 추세로 보아서 액금로 선진국으로 

부터의 기술이전 및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술의 예속화가 예상되며, 또한 해

외 원자로 업계의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첫 

상업 액체금속로 건설시에 외국 기술의 지원 폭이나 깊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국내의 액체금속로 기술의 개발 및 축적은 더욱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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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형의 개발에는 원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데, 액체금속

로의 경우는 국내에 설계경험은 차치하고도 운전경험도 전무한 실정이므로 

액체금속로 기술확보를 위한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 액체금속로에 필요한 기

술을 세분화하여 보면 이는 단위기술과 단위기술을 조합하여 계통을 꾸며내

는 Integration 기술로 구분되는 데, 국내에 시급하게 필요한 기술은 무엇보

다도 단위기술을 적절히 조합 및 적용하여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는 계통설

계를 꾸며내는 integration 기술이다. 계통 설계 개발은 액체금속로 내의 열

유체적 현상 해석의 단위기술과 기기 및 계통에 대한 engineering 기술을 바

탕으로 하여 계통을 꾸며내는 integration 기술로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의 

국내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가 매우 시

급한 실정이다.

액체금속로 설계 기술의 핵심 분야중 하나인 계통 설계 기술 확보는 액체금

속로 설계 기술의 국내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액체금속로 

설계 개발을 통하여 국내 원자력 기술의 다양화 및 기술수준의 선진화를 확

보하고, 또한 액체금속로 개발을 통하여 관련 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며, 

원자로 기술의 다원화 및 선진화로 해외에서 선진국과의 산업경쟁력에 기여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액체금속로

에 대한 개념설계 개발 및 이에 필요한 전산체제 개발이 진행됐었는 데 2단

계인 이번 연구단계에서는 1단계의 연구결과를 출발점으로 하여 액체금속로

의 계통에 대한 계통 개념설계를 정립하고 유체계통 전산 해석체체를 개발/

보완하며 구체적 연구 목표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 개념설계 정립

  - 계통 개념설계 최적화

  - 동적거동의 타당성이 확인된 유체계통 개념설계 정립 

  ․100%∼25%, 25%∼0% 출력 구간 운전성 및 구간간의 천이 운전성 확인

  ․재장전모드 출력운전성 확인



- 4 -

  -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개념 설계정립

  ․제어 및 보호 논리의 개념적 구현 설계

  ․5개 기능구조의 분산 제어 계통

  ․2/4논리 디지털 보호계통 구현

 -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개념설계 보고서 작성

 - 계통설계 기술서 및 특성분석 기술서 작성

◦유체계통 전산체제 개선

  - 주요 기기설계 상세 분석 체제개발

  - 발전소 전운전모드 계통 성능해석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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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액체금속로는 30여년간의 개발기간과 250 원자로․년의 운전실적이 쌓여진 

상용화 직전 상태의 노형으로, 이에 따른 유체계통 설계 기술 역시 해외에서

는 기술의 상업적 실용화 직전단계까지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국내의 액체금속로 경험은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액체금속로 설계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150 MWe 급 국내최초 액체금속로인 KALIMER

에 대한 개념설계를 개발하 으며 이에 필요한 전산체제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액체금속로 계통 설계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 기술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 외국의 연구개발 현황

◦일본은 핵연료 주기 완성을 원자력 개발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고속

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 음. 이를 위하여 JNC를 중심으

로 CRIEPI, JAERI, 전력회사 및 원자력 설비/설계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고속로 실용화 전략연구를 수행중임. 구체적인 내용은 고속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대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설계안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심 및 핵연료 연구

  ․ 혼합산화물 핵연료, 금속 핵연료, 질화물 핵연료 및 노심에 대한 특성 

비교 연구수행

    + 혼합산화물 핵연료 : 고연소도 달성을 위한 산화분산강화동 (ODS) 피

복재 개발

    + 금속핵연료 : 사고시 재임계 배제의 원자로 설계, 조사후 거동 연구

 - 냉각재 종류에 따른 원자로 계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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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듐 냉각로

    + 혁신개념을 도입하여 대형, 중형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비용

절감 방안 수립

  ․ 중금속 (Pb, Pb-Bi) 냉각로

    + 소형 원자로 개념연구

    + 구조재 고온 부식대책 및 방사화 Po 대책 강구

    + Pb-Bi 냉각 중형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 연구

 - 경제성 구현을 위한 소듐 냉각로의 건설비 절감방안 연구

   + 목표 건설비 설정: 20만엔/KWe (경수로 1500∼1700MWe 예상치)

   + 비용 절감방안 도출 : 주요계통 설계개선, 출력증대, 모듈화

    ․ 주요 계통설계 개선 방안

      ‥ 루프수 감소

      ‥ 기기 합체

      ‥ 신재료 채용

      ‥ 고온 구조 설계 고도화 

      ‥ 3차원 면진 시스템 개발

      ‥ 이중벽 증기발생기 개발

   + 대용량 노심 (1500∼1600MWe) 개발

◦미국은 ‘50-’60 년대에 액체금속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으나, 카터 

정부의 경제성 불신 및 핵확산 우려, 클린턴 정부의 플루토늄 상업적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하여 1994년에 신형 액체금속로 (ALMR) 개발계획을 중단

한 바 있음.

  그러나, ‘99년 10월부터 에너지부가 NERI 와 GEN-IV 프로그램을 착수하여 

핵확산 저항성, 경제성, 안전성 및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원

자로형을 개발중임. 구체적으로는 Pb 또는 Pb-Bi 를 냉각재로 사용하고 원

자로 수명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이나 재배치가 필요없는, 15년 장주기운전이 

가능한 모듈형 액체금속로 ENHS 등의 제4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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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RI 프로그램에서는 계측제어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

구의 일환으로 스마트 타입 계측기와 제어기기, 그리고 장치들을 개발하고,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들 스마트 타입 계측제어 장

비들은 자가진단 기능과 온-라인 교정기능, 케이블링 감소, 그리고 고장허용

구조를 갖도록 하여 고 신뢰성 및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운전성 향상의 일환으로 통합된 운전 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통합된 운전 시스템은 발전소 기기나 계통의 이상상태를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진단기법과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해 진단 결과를 활

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어구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ANL에서는 발전소 진단 및 제어기술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발전소 감시 및 센서 신호 검증을 위해 다변수 상태 추정

기법(multivariate state estimation technique) 개발, 발전소 진단 및 운전 

지원시스템으로 PRODIAG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발전소 

제어기법에 대한 연구, 발전소 운전 성능 최적화를 감시, 진단, 그리고 제

어 기법의 통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실험로 Rapsodie, 원형로 Phenix, 실증로 Super-Phenix를 건설․

운 함으로써 상용기술 개발을 완료하 으나, ‘98년에 경제성을 이유로 

Super-Phenix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Super-Phenix에 이은 차기 유럽통합 

실증로 EFR 개발을 위한 유럽 5개국 공동설계연구도 1998년에 종료하 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액체금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원형

로 Phenix를 연장 운전하고, 플루토늄의 효율적 이용 및 방사성폐기물 핵

종변환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냉각재 대체안에 대한 연구 등 액체금속로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러시아의 액체금속로 개발정책은 현재의 액체금속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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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형 액체금속로의 기술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을 개선하는 방향과 

납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BREST형 원자로의 연구개발 등의 2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음.

  현재 소듐냉각 액체금속로 개발계획은 BN-800 건설계획 확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으며, 잉여 핵무기해체 플루토늄을 난방용 연료로 개발하여 

액체금속로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에 주력하면서 BN-600 등에서의 

플루토늄 연소계획을 일본과의 국제협력으로 추진중임.

  또한, 납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원자로인 실험로 BREST-300

의 공학적 설계 및 실증로 BREST-1200 의 상용로 타당성연구를 수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MINATOM 주관으로 납냉각 액체금속로 BREST 개발 현

황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00년 5월에 개최하 으며,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

을 추진중임.

◦중국은 현재 25 MWe CEFR에 대한 안전규제 기관의 PSAR 검토가 끝나

고, 부지 기초공사가 진행중임.

◦인도의 경우 실험로를 운전중에 있으며, 500 MWe급의 액체금속로 원형로

에 대한 상세설계 와 기술개발을 진행중임.

제 2 절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개발을 위하여 150MWe급 액

체금속로의 개념설계이 이루어졌음. 또한 미국의 NERI program을 통하여 새

로운 액체금속로형에 대한 설계개념 및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최신 및 부

족기술의 확보를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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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본 연구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번 단계의 액체금속로 계통에 대한 설계기술 개발연구를 통하여 액체금속

로 설계에 대한 국내 최초의 개념설계를 갖게되고 또 개념설계 개발에 필요

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어 기능 및 경제성이 향상된 액체금속로 계통을 독자

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액금로 고유 세부 기술의 산업적 이용 능력 확보 

     국내에 현상 자체 규명 능력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관련된 다른 현

상과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의 평가능력이 미흡하여 액금로 고유 세부기술을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게 됨.

  ◦ 계통의 설계최적화 기술의 개발 

     계통 설계는 관련되는 상호 상충적인 것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설계 요

소들간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발전소의 운

전성, 제작성 및 비용 등에 대한 기본 자료 확보 및 경험의 축적을 요구된다. 

이런 성격의 계통 최적화 기술을 이번 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계통 설계의 깊

이를 갖게되고 또 개념설계의 설계결정의 정량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계

통의 최적화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갖게 됨

  ◦ 개발 중인 전산 해석 코드의 검증 취약성 보완 

     액체금속로의 설계 및 분석을 위한 전산 코드의 국내 개발 능력은 상당

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개발되는 코드에 대한 검증 체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신규 코드의 개발 능력이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본 연

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전산 해석 코드의 검증을 위한 검증 실험에 대한 실험 

요건을 설정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 장치의 설계 및 측정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전산해석코드 검증의 취약성이 보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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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유체계통 개념설계 정립

1. 유체계통 설계요건 보완

 가. 유체계통설계 안내서보완

     지난 단계에 설계안내서 1차본 발행 후, 설계의 진행에 따라 인식된 유

체계통 설계 지침상의 요건 및 KALIMER 최상위 요건의 보완분을 반 하여 

설계안내서를 보완하 으며 보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계 개발 진행에 따라 계통의 동적 거동 특성고려가 점차 중요해지는 

점을 반 하기 위한 관련 업무 및 연계 사항 정의

  - 전산 해석 코드 체제 개발 업무의 정의

  - 추진 일정의 최근화

  - KALIMER 설계 최상위 요건 변동사항 반

  - 각 계통의 중요설계 기능 요건 보완

  - 설계 기준 사고 기술 보완

 나. PHTS 요건 보완

지난 단계에 작성된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사항의 기술들의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주된 보완 사항으로 격남돔과 IHX 배치에 대한 요건을 

들 수 있다.KALIMER 격납돔은 원자로 헤드 및 단열판을 이용하여 고온풀

과 격리되었으나 원자로 고온 풀에서 전달되는 열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가 

없으므로 원자로 정상 운전시 격납돔 및 원자로 헤드의 열을 적절하게 제거

하지 못하면 격납돔 내부에 설치된 CRDM 구동장치와 같은 기기의 작동과 

원자로 헤드 봉 씰의 건전성에 악 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로 격납돔 냉각계통을 설계하기 위한 

요건을 PHTS 설계요건 문서[김성오,2002]에 추가하 다. 또한 IHX를 통하여 

커버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IHX 배치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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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HTS 요건 보완

중간계통의 가열장치에 대한 요건 검토가 이루어졌다.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는 계통내 소듐 충전전 예열, 소듐의 고화방지, 그리고 

고온의 소듐에 의한 구조물의 열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시 일정 온도 이

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열장치이다. 

가열장치에 관련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열장치의 종류는 MI(mineral insulated) cable 형태와 마그네시아 가루

로 절연된 나선형 니켈-크롬 합급 저항선 내장 튜브 형태 등을 사용

  - 가열율로서 정상 값으로는 6℃/hr로, 그리고 최대 14℃/hr의 값을 보수적

으로 사용

  - 누설감지

   ․비교적 좁은 공간: spark plug 형태

   ․비교적 큰 공간: cable detector 형태

   ․작은 누출량을 감지: aerosol monitoring 형태

  - 단열재는 겉이 stainless steel로 싸이고 내부는 alumina silica 단열재를 

층층이 겹친 것을 사용

 라. SGS 요건 보완

증기발생기계통의 설계요건 중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재순환계통의 기

능 및 성능요건을 비롯하여 운전에 관한 요건들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재순환 계통은 발전소 기동부터 25% 출력까지의 기동운전기간과 정상 출력 

운전중 급수공급 중단사고 발생시 SG 전열관 보호 및 계통온도 상승 방지

를 위하여 SGAWT를 통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SGAWT에서 SG로 공급되는 재순환 유량은 발전소 운전 조건 및 목적에 

따라 자연순환 또는 강제 순환에 의해 선택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함.

  - SGAWT 보조급수 저장용량은 비상 원자로 정지 운전시 계통온도 상승

을 방지하기 위해 노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제거 할 수 있어야 함.

  - 재순환 운전기간 중 순환유량의 제어를 위해 SGAWT 액위에 따른 급수 

제어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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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적인 발전소 정지 운전을 위해 원자로 정지 후 최소 3시간동안 증기

발생기 통한 붕괴열 및 잔열 제거가 가능해야 함.

 마. RHRS 요건 보완

KALIMER의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은 계통의 유체적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계통설계 최상위요건(Top-tier Requirement)를 토대로 잔열제거를 위한 

계통 특성을 반 하여 설정되었다. 2단계에서 개발 및 보완된 설계요건은 잔

열제거계통 설계요건서[어재혁, 2002]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PSDRS는 운전원이나 동력기기등의 외부 개입 없이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 피동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PSDRS는 지진, 홍수, 붕괴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75% 공기유로 

봉쇄시에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전소의 100% 정상출력 운전중 PSDRS를 통한 열손실량은 노심 열

출력의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PSDRS 공기유로는 PSDRS 열제거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 PSDRS 공기굴뚝의 높이는 PSDRS 열제거 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 PSDRS 공기유로의 유동저항은 PSDRS 열제거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PSDRS 전 운전기간 중 PSDRS의 운전성 및 잔열제거 성능을 판단

하기 위해 다음 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PSDRS 공기유로의 공기유속

     ․ PSDRS 공기 굴뚝의 공기 출구온도

     ․ 공기굴뚝 출구에서의 방사능

  - SGACS를 통한 열손실 최소화를 위해 정상운전 중 SGACS 공기유로 

출구의 damper는 닫혀있어야 한다.

  - SGACS 운전은 damper를 개방하면서 시작되며, damper의 개폐는 원격 

및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14 -

  - SGACS는 발전소 상태 및 운전 목적에 따라 공기의 강제 또는 자연

순환에 의해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 계통의 열제거 성능에 큰 향을 미치는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은 구

조물 표면의 표면처리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으며, 원자로용기(RV), 격납용

기(CV) 및 공기유로 분리기 표면의 방사율을 각각 0.7과 0.8로 설정하 다.

  -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 변화에 의한 계통의 열제거 성능 변화는 고온 부

위에서 더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원자로 풀의 과도기 최고 온도 제한치

를 이용하여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 변화 허용 폭을 설정하 다.

  - 원자로용기(RV), 격납용기(CV) 및 공기유로 분리기 표면의 방사율은 각

각 -10%로 설정하여 과도기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의 설계 여유도

를 제공하 다.

2. 계통설계 상세 분석

본 연구는 계통전체 거동 및 계통 특정지역의 열유체적 특정을 상세 

파악하여 설계의 특성을 확인하고 부차적으로 및 기계구조 설계에 필요한 

구조재 건정성 평가에 중요한 지점의 온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가. 원자로 pool 상세 해석

  1) 3D 해석

원자로 과도거동시 원자로 pool을 대상으로 COMMIX코드를 이용하여 

과도 열유동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 대상조건은 100% 출력상태에서 원자

로가 정지하는 과도기를 설정하 다. 이 과도기시 원자로 정지에 이어 1차계

통과 중간계통의 펌프도 함께 정지하므로 고온풀과 저온풀의 액위가 동일하

게 유지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따라서 원자로 배플과 원자로용기사이의 환형

공간은 소듐으로 채워진다.

고온풀의 액위면 온도는 과도기초기에는 정상상태시의 온도에서 큰 변화가 없

을 것이므로 주로 복사에 의존하는 고온풀 표면의 열방출량은 별로 변화가 없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온풀 위의 헬륨가스 역은 해석 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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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신에 고온풀 표면의 열방출량은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원자로 pool에 

대한 유동특성분석보고서[김의광,1999]에서 구한 고온풀표면의 열방출량을 경

계조건으로 하여, 원자로 상부 경계면을 통한 열손실은 2314 W/m²를 적용한

다.[김의광,1999] COMMIX 해석모델은 보고서[김의광,1999]에 기술된 내용을 

적용하 으나, 기하모델링과 관련하여 윗면의 해석경계면은 고온풀 표면까지

이고,  각 방향 격자배치는 반경방향과 원주방향의 격자배치는 동일하나 높이

방향의 격자는 과도계산의 계산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그 수를 조정하 다.

   가) 기하모델링 및 격자배치

COMMIX 해석모델과 관련하여 기하모델링 및 격자배치는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COMMIX 해석기하 모델은 보고서[김의광,1999]에 기술된  

것과 같지만, 윗면의 해석경계면은 고온풀 표면까지이다. 각 방향 격자배치는 

반경방향과 원주방향의 격자배치는 동일하나 높이방향의 격자는 과도계산의 

계산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그 수를 47개에서 28개로 줄 다.

해석에 사용한 좌표계는 실린더 좌표계를 채택하 다. UIS의 IVTM의 slot와 

IVTM의 존재를 무시하고, 구조물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pool의 90°부분만 

해석하 다. 해석대상범위는 반경방향으로 원자로중심과 Air Separator사이, 

축방향으로 원자로용기의 바닥에서 고온풀 표면까지, 원주방향으로는 중간열

교환기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로 하 다. PSDRS를 구성하는 Air Downcomer

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Air Separator는 단열된 것으로 하 다. 원자로용기 

밑바닥의 반구형 형상은 무시하 다. 반경방향으로는 21개의 노드를 주었고, 

이중에서 Support Barrel 안쪽의 노심 역에 8개, 배플과 원자로용기사이의 

Gap에 2개, 격납용기와 원자로용기 사이의 알곤 역에 2개,  Air Separator와 

격납용기 사이의 공기유로에 2개, 중간열교환기의 튜브측에 1개를 주었다. 원

주방향으로는 총 11개의 노드가 주어졌다. 축방향으로는 총 28개의 노드가 

주어졌고, 마지막에 위치한 1개 노드는 소듐과 알곤 역의 확장소자용으로 

주어졌다. 그림 1.2.가-1은 펌프를 포함한 수직단면의 격자배치이고, 그림 1.2.

가-2는 IHX를 포함한 수직단면의 격자배치이다. 그림 1.2.가-3은 수평단면의 

격자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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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expansion cell
Argon

expansion
cell

K=27

K=1

I=1 I=19

그림 1.2.가-1 수직단면의 격자배치(펌프 포함)

K=27

K=1

I=1 I=19

그림 1.2.가-2 수직단면의 격자배치(IHX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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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I=19

J=1

J=11

그림 1.2.가-3 수평단면의 격자배치

   나) 복사열전달모델

 정상상태 해석시와는 달리 배플과 원자로용기사이는 소듐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 격납용기와 Air Separator사이의 복사열전

달만 모의하 다. 안쪽의 동심원통에서 바깥쪽 동심원통으로 향한 View 

Factor값은 무한평판의 경우와 같이 1로 한다.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 격납

용기와 Air Separator면각 면에 적용한 emissivity는 보고서[김의광,1999]에 

주어진 것과 같이 0.8을 적용한다. 해석에 적용한 복사면은 총 20개이며, 원

자로용기와 격납용기사이에는 10 개, 격납용기와 Air Separator사이에는 10 

개를 적용하 다.

   다) 초기조건의 운전 및 경계조건

과도거동 초기조건은 정상상태 100% 출력운전상태로 계통작동조건은 

다음과 같다[김의광,1999].

  - IHX의 튜브측 입구유속 = 3.15 m/sec

  - IHX의 튜브측 입구온도 = 338.8 ℃

  - 격납용기/air separator gap의 입구유속 = 3.18 m/sec

  - 격납용기/air separator gap의 공기입구온도 = 40 ℃

  - 헬륨공간의 하부절연판 하면을 통한 열손실 = 2314 W/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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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과도경계조건

과도경계조건으로는 1차계통과 중간계통의 유량, 노심 잔열발생량, 

PSDRS 공기유량이 필요하다. PSDRS사고시 원자로 트립과 함께 1차계통과 

중간계통의 펌프도 트립된다. 따라서 중간계통의 유량은 급속히 감소하므로 본 

해석에서는 2초내에 유량이 없어지는 것으로 하 다. 1차계통의 유량은 관성보

완장치를 통하여 구한 coastdown 유량을 적용하 다. 코드해석에 입력되는 값

은 초기조건값과 곱의 형태로 적용되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normalized 된 값

이 이용된다. PSDRS의 공기유량은 원자로 용기표면온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그림 1.2.가-4 Intermediate IHX flow coastdown

그림 1.2.가-5 Primary pump flow coas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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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가-6 Normalized decay heat source

그림 1.2.가-7 PSDRS air mass flowrate

   마) 계산결과

계산은 과도기 초반거동 20분간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계산수렴조건

으로는 각방향 속도성분과 엔탈피 각각의 최대 상대변화율이 10
-5
이하일 때 

만족한 것으로 하 다. 그림 1.2.가-8에 normalized heat source-to-flow ratio

가 주어져 있다. 여기서 heat source는 노심에서 냉각재로 전달된 heat rate

를 말하고, flow는 1차계통 펌프출구에서의 유속을 뜻한다. 그림에서 ratio는 

약 80 초에 가장 적은 0.03을 가진 후 약 800초의 0.75 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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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가-8 Heat source-to-flow ratio

그림 1.2.가-9 Blanket fuel outlet temperature

driver fuel과 blanket fuel의 출구온도는 그림 1.2.가-9와 그림 1.2.가-10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blanket fuel의 출구온도는 50초에 410 ℃까지 감소하여 

약 2.2 ℃/s의 온도감소율을 보이고, 이후 약 800초에 560 ℃까지 증가한다. 

driver fuel의 출구온도는 blanket fuel과 전반적인 거동은 비슷하나, 25초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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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까지 감소하여 약 4.8 ℃/s의 온도감소율을 보이고, 이후 약 800초에 

560 ℃까지 증가한다. blanket fuel 출구온도의 온도반응이 느린 것은 blanket 

fuel 집합체의 thermal capacity가 driver fuel 집합체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림 1.2.가-10 Driver fuel outlet temperature

그림 1.2.가-11은 노심 입구 역과 출구 역의 온도변화이다. 노심출구 역의 

온도는 노심출구 근처의 고온풀 온도로 초기거동 약 40초 동안에 413 ℃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한다. 노심 입구 역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고온풀 온도증가와 함께 아주 느리게 증가한다. 그림 

1.2.가-12는 IHX의 입구, 출구온도변화이다. IHX 출구온도는 중간계통의 유

량 감소로 인해 약 55초 동안 512 ℃까지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2.가-13은 고온풀 표면과 reactor support 아래의 저온풀의 온도변화이다. 

두 곳의 온도변화는 완만하게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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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가-11 Core inlet/outlet temperature

그림 1.2.가-12 IHX inlet/outlet temperature

그림 1.2.가-13 Hot pool/Cold poo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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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구조물 온도

원자로 정지시에는 냉각재의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므로 thermal shock

과 함께 thermal gradient에의한 과도열하중이 발생한다. 높이방향 thermal 

gradient에 의한 과도열하중이 예상되는 구조물은 support barrel, reactor 

baffle, reactor vessel, containment vessel 등이 있다. 그림 1.2.가-14는 원주

방향으로 IHX가 위치한 곳에서 Support Barrel의 높이별 온도분포이다. 과도

시작시에는 고온풀과 저온풀 역의 Support Barrel온도가 각각 약 515 ℃,  

386 ℃의 균일한 분포를 보이고, 400초, 1200초 시점에도 거의 균일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40초 시점에는 Support Barrel의 약 70% 높이에서 약 42℃

/m의 온도구배를 갖는 열성층화 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1.2.가-15

는 Reactor Baffle의 높이별 온도분포이다. 40초 경우의 분포는 과도시작시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400초 시점에는 Reactor Baffle의 약 80% 높이

(IHX입구 및 상부)에서 약 95℃/m의 온도구배를 갖는 열성층화 현상이 나타

났다. 이후 1200 초 시점에는 IHX 입구에서 고온풀 상부표면까지 완만한 기

울기를 가지며, 전체 길이에 걸쳐 평탄화 됨을 볼 수 있다.

그림 1.2.가-14 Support Barrel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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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가-15 Reactor Baffle의 온도분포

그림 1.2.가-16은 Reactor Vessel의 온도분포이다. 과도 시작시에는 고온풀과 

저온풀 역의 Vessel 온도는 거의 일정하고, IHX가 위치한 지점에서는 일정

한 기울기를 보인다. 40초에는 IHX출구지점인 Vessel 높이 40%지점의 온도

가 올라간다. 이는 IHX 입출구온도에 관한 그림 1.2.가-12에서 본 바와 같이 

IHX를 통한 열제거가 과도시작시부터 없기 때문이다. 그림 1.2.가-17은 

Containment Vessel의 온도분포이다. 앞서의 그림과는 달리 시간에 따른 급

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완만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림 1.2.가-16 Reactor Vessel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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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가-17 Containment Vessel의 온도분포

 나. 원자로 상부 지역 온도 특성 해석

     원자로 상부지역 온도특성 해석은 핵연료 재장전 운전모드시 원자로 헤

드 온도분포계산보고서[김성오,200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자로 내부 지역과 

격납 돔 지역을 구분짓는 원자로 상부의 deck은 구조적으로 열하중이 많이 

걸리는 지역임으로 이 지역의 기계적 건전성 평가의 입력자료를 생산하기 위

하여, 원자로 정상 운전모드에서 예상되는 최저 온도인 저온정지 상태의 원

자로 헤드 온도를 계산했다.

해석 역은 그림 1.2.나-1과 같이 축 방향은 고온 풀 소듐 표면에서 원자로 

헤드 상단까지이며 반경방향은 원자로 중심 축에서 격납용기 외부 표면까지

로 설정된다. 원자로 용기 내부 공간은 헬륨가스가 채워져 있으며 원자로 용

기와 격납용기 사이에는 아르곤 가스가 채워져 있다. 또한 고온풀 소듐과 원

자로 헤드 사이에는 원자로 헤드로의 열전달을 차단하기 위하여 7개의 철판

으로 구성된 단열 판이 존재한다.

해석공간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은 축방향과 반경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축방향 열전달 현상은 고온풀 표면에서 단열판 하단부로 복사 및 

헬륨가스의 자연대류에 의한 대류 열전달이 발생한다. 복사/대류에 의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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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상부로 전달된 열은 원자로 상부 공간에서 다시 복사/대류에 의해 원자로 

헤드로 전달된다. 원자로 헤드 상단은 원자로 정상운전 중 격납돔 냉각계통

에 의해 냉각된다. 반경방향의 열전달은 고온풀 표면의 열이 복사/대류에 의

해 원자로 용기로 전달되고 원자로 용기의 열은 다시 격납용기로 전달된다. 

격납용기와 원자로 용기 사이에는 아르곤가스가 채워져 있어 자연대류 유동

이 발생한다. 격납용기 외부에서는 PSDRS(=Passive Safety Decay Heat 

Removal System)에 의해 최종 열침원인 대기로 열이 제거된다.

본 해석 공간은 원통형의 구조물 및 공간이며 원주방향으로는 물리적 특성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석공간을 축 대칭 이차원 공간

으로 설정하고 범용전산해석 코드인 CFX 코드[CFX4.3, 1997]를 이용하여 해

석을 수행한다.

그림 1.2.나-1 해석 역 개략도

Ar

해석 역에 대한 경계조건은 그림 1.2.나-1의 개략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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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별로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적용한다.

  - 고온 풀 표면(Hot pool surface) : 온도조건 205.03℃(LSYS계산결과)로 설정

  - 격납용기 표면 : 복사 및 대류 열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열전달 계수를 

16.3W/㎡-℃로 설정하고 격납용기 외부온도를 57.37℃로 설정함.

  - 원자로 헤드 : 격납돔 냉각계통에 의해 원자로 헤드 냉각계통의 작동 특

성(김성오, 2000)을 고려하여 식 (1.2.나-1)과 같이 열전달 계수를 설정한

다. 여기서 r은 원자로 헤드 반경(m)을 의미한다.

    h= 0.666
0.12 (

3.0
r )

0.8

=
13.366

r 0.8
W/m 2-

o

C (1.2.나-1)

  - 원자로 용기 중심선으로서 대칭조건으로 설정[한도희 외, 2000]

해석 공간의 열유동 분석을 위해 복사 및 난류 열전달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복사 열전달 해석은 해석의 정확도 및 계산시간의 최소화를 고

려하여 Discrete transfer모델을 사용하 으며 헬륨가스의 자연대류유동에 대

한 난류모델은 Boussinesq buoyance approximation을 사용하는 k-ε모델

[CFX4.3, 1997]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해석 공간의 온도 및 속도 

장 분포는 그림 1.2.나-2와 같다. 그림과 같이 온도장 분포는 하부 고온풀 표

면 온도가 가장 높고 상부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 용기 및 격납용기의 온도는 원자로 헤드에 비해 더 낮은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격납돔 냉각장치에 비해 PSDRS에 의한 열전달 효과

가 더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축방향 온도분포는 그림 1.2.나-3과 같다. 그림과 같이 축방향 온도분포는 절

연판 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연판이 고온 풀 표면에

서 방사되는 복사 열전달을 차단하고 하부공동과 상부공동 사이의 유체 헬륨

가스 유동을 차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자로용기의 온도분포가 원

자로 중심에서의 온도분포와 다르게 하향으로 갈수록 증가되지 않고 않는 이

유는 하부공동에 설치된 원자로 배플에 의한 열전도 효과 때문이고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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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에서 격납용기와 원자로 용기의 온도가 같은 것은 원자로 헤드에서 두 

용기가 접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나-2 해석공간 온도장 분포(Shaded contour) 속도장 분포(Vector)

그림 1.2.나-3 축방향 온도분포(원자로 중심축 및 원자로용기, 격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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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증기발생기 해석

  1) 작동안정성 해석

     KALIEMR의 증기발생기는 계통의 작동 압력 특성에 따라 PWR 경우와

는 달리 상변화가 일어나는 물이 전열관 내부를 흐르기 때문에 다수의 병렬 

유동회로에서 상변화가 일어남으로 증기발생기 작동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이에따라 개념설계된 KALIMER 증기발생기의 작동안정성에 대한 해

석이 이루어졌으며 해석결과 작동안정성에 많은 여유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이상유동 불안정성 개념인 도파 불안정성은 KALIMER의 관류령 

증기발생기 튜브내에서와 같이 이상 역이 존재하는 계통내에서 유량, 증발

율, 그리고 압력 강하 등 인자간의 다중 재생 피이드백으로 인한 유동 진동

이 발생된다. 주요 인자의 향[Boure, 1973]을 보면 안정화를 위해서는 입구

저항 증가, 출구 저항 감소, 중.고 과냉 역에서 입구 과냉의 증가, 열속 감

소, 그리고 압력 증가 등이 방향으로 인자가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구저항 향, 열속 향, 그리고 입구 온도 향 등 세가지 인자의 향을 

SGSTA로 시산을 수행하여 정성적인 설계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먼저 입구 저항의 변화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

와 같이 입구 저항이 증가할수록 안정된 방향 즉, (-1,j0)에서 Nyquist 선도

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속의 향에 대하여 그 값이 증가할수록 불

안정된 방향으로 Nyquist 선도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입구 온

도의 향을 보면 입구 온도가 낮을수록 즉, 과냉 정도가 커질수록 (-1,j0)에

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Nyquist 선도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 다. 개발된 

SGSTA로 주요 설계인자별 향 예비 분석을 통하여 입구저항이 커질수록, 

열속이 작아질수록, 그리고 입구 과냉이 커질수록 증기발생기는 안정적인 방

향으로 운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개발된 SGSTA로 KALIMER 증기발생기의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 다. 

KALIMER와 같은 관류형 과열 증기발생기를 사용하는 개념에서는 저출력시 

불안정성의 가능성이 있어서 재순환모드로 운전을 하게 되며 작동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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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는 지점부터 관류모드로 운전하게 된다. KALIMER는 노심 열출력 

25%에서 재순환모드에서 관류모드로 전환하도록 개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운전모드가 변화되는 열출력 25%에서의 작동 안정성의 확인이 필요하다. 아

래 그림은 출력 25%에서의 계산 결과로서 과열증기 관류운전 역에서 증기

발생기의 작동 안정성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또한 Nyquist 선도가 음의 실

수측과 교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안정성에서 큰 이득여유(gain margin)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다-1 입구저항 향

그림 1.2.다-2 열속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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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다-3 입구과냉 향

그림 1.2.다-4 출력 25%에서의 Nyquist 선도 

  2) SG 열유체적 다차원 특성해석

증기발생기 통(shell)측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여 이에 온도의 불균일성

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불균일성은 전열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 즉 증기의 

온도를 달리하여  정도에 따라 이들 유체가 모아지는 전열관 tube sheet 에 

열적하중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개념설계된 증기발생기 shell 측 온

도 특성을 개발된 전산 해석체제를 이용하여 2D 해석을 100%, 80%, 40% 출

력시에 대하여 수행하 으며, 이로부터 shell 측의 열유체적 상세특성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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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고 전열관 출구 측의 온도 분포 균일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칼리머 증기발생기 내부상세해석을 위한 COMMIX 모형이 그림 1.2.다-5

에 주어있다. 소듐은 증기발생기의 상부에서 sodium distributor를 통하여 

유입되고, tube bundle 역에서 튜브측으로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아래의 

출구노즐로 빠져나간다. sodium distributor는 argon cover gas가 소듐으

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듐 level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2.다-5 COMMIX모델 및 노드수

Lower
Plenum

Upper
Plenum

Tube
Bundle

22 radial nodes

25axial nodes

40axial nodes

34axial nodes
Internal
Pipe

Sodium
Inlet

반경방향의 범위는 증기발생기 중심에서 outer shroud사이이고, tube bundle

역은 inner shroud에서 outer shroud까지이다. 총 22개의 노드중에서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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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oud까지 7 개, outer shroud까지 tube bundle 역에 15개가 주어졌다. 높

이방향의 범위는 소듐 level면과 출구노즐사이이며, upper pool에 34개, tube 

bundle에 40개, lower pool에 25개의 노드가 주어져, 총 99개의 계산노드가 

사용된다.원주방향은 2차원 해석이므로 1개의 노드가 적용된다. 각 노드의 

크기는 다음과 같고, DX, DZ의 단위는 m이고, DY는 radian이다.

  ◦ DX=0.05716, 6*0.05714, 0.09007, 13*0.05714, 0.11711

  ◦ DY=1.5708

  ◦ DZ=0.1, 24*0.1625, 40*0.1625, 33*0.17, 0.19

해석운전조건은 100%, 80%, 40% 출력운전조건이고, shell 및 튜브측 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2.다-1 shell 및 튜브측 입력자료

출 력

소듐유량

(SG 1대당)

[kg/sec]

소듐 

입구온도

[℃]

물유량

 (SG 1대당)

 [kg/sec]

물입구온도

[℃]

물입구압력

[MPa]

100 % 901.8 511 87.7 230 16.2

80 % 769.93 501.3 68.2 223 16.2

40 % 603.19 447.3 33.6 183.1 16.2

그림 1.2.다-6은 100% 출력시의 튜브측 유량분포로 가운데에 위치한 tube 

row의 유량이 inner shroud에 인접한 1번째, outer shroud에 인접한 15번째 

tube row의 유량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tube bundle의 중간부분 tube 

row에 비하여 shroud에 인접gap의 shell측 온도가 더 높고, 단상액체에서 비

등과 단상증기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나 압력강하 기울기가 큰 비

등 및 증기 역의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출력이 낮아질수록 보다 균일

한 유량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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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다-6 100% 출력시의 튜브측 유량분포

그림 1.2.다-7은 100% 출력시 튜브의 출구증기의 온도분포로 가운데에 위치

한 tube row의 온도가 shroud에 인접한  tube row의 온도보다 약 30 C 낮

음을 볼 수 있다. 출력이 낮아질수록 보다 균일한 분포를 보이고, 40% 출력

에는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그림 1.2.다-7 100% 출력시 튜브의 출구증기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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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다-8 80% 출력시의 튜브측 유량분포

그림 1.2.다-9 80% 출력시 튜브의 출구증기 온도분포

그림 1.2.다-10 40% 출력시의 튜브측 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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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다-11 40% 출력시 튜브의 출구증기 온도분포

그림 1.2.다-12는 100% 출력시의 소듐 온도분포이다. 가운데 위치보다는 

shroud에 인접한  지역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보인다. 그림 1.2.

다-13, 그림 1.2.다-14는 80%, 40% 출력시의 소듐온도분포로 100% 출력시

와 비슷한 거동을 보이나 40% 출력시의 경우는 튜브측 과열증기 역에 해

당하는 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소듐대비 물의 유량비가 40% 

출력시는 약 17.9인데 비해, 100% 출력시는 약 10.3이기 때문이다.

그림 1.2.다-12 100% 출력시 소듐측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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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다-13 80% 출력시 소듐측 온도분포

그림 1.2.다-14 40% 출력시 소듐측 온도분포

그림 1.2.다-15는 100% 출력시 upper plenum, tube bundle, lower plenum의

속도분포와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온도분포 그림에서 양쪽의 shroud와 

bundle사이의 gap을 통과하는 고온의 소듐으로 인하여 shell측 소듐온도가 

반경방향으로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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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415.2

447.1

383.3

351.3

511.0

그림 1.2.다-15 소듐측 속도분포 및 온도분포 (100%출력시)

 라. 잔열제거 전략 해석

KALIMER 잔열제거 계통은 정상운전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출력변화

시 고온대기 운전모드 또는 재장전 모드까지 계통을 냉각시키는 경우에도 동

일하게 사용되며, 출력감소 운전시에는 계통의 온도변화에 의한 에너지 변화

가 수반되므로 계통에서 발생하는 열부하를 제거해야 한다. 계통의 냉각은 

크게 증기발생계통(SGS), 피동 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PSDRS), 그리고 증기

발생기 보조냉각계통(SGACS)의 세가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이중 PSDRS

는 발전소의 전 수명기간동안 항상 작동하는 안전등급의 완전한 피동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증기발생계통(SGS)은 노심 정지후 초기의 계통 잔열 

및 노심 붕괴열을 증기발생기(SG)로부터 제거하여 응축기(condenser) 또는 

대기중으로 dump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많은 양의 기저 열부하를 제

거하는데 사용된다.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SGACS)은 기저 열부하를 제거

하는 증기발생계통(SGS)의 사용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계통의 열하

중(heat load)이 일정용량 이하로 감소하면 증기발생계통(SGS)을 대신하여 

계통 온도를 목표치로 유지하는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열부하를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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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되며, 증기발생기 상단 공기 굴뚝에 설치된 Air Blower를 사용하여 

강제순환에 의해 증기발생기를 직접 냉각한다.

  1) 계통의 열하중 계산

KALIMER는 수명기간동안 수 차례 이상의 보수 또는 핵연료 재장전 

등의 과정을 겪게 되므로, 발전소의 100% 정격출력 운전에서 재장전 모드까

지의 천이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계통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LSYS2 코드

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 으며, 발전소 출력 변화에 의해 계통의 온도가 변화

되면 에너지 변화량 만큼의 에너지가 계통에 축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

소 출력 변화에 의한 계통 축적에너지와 이 때의 노심 붕괴열(decay heat)을 

계산하여 계통의 총 열부하(total heat load)를 계산하 다. 계통의 열하중은 

PHTS와 IHTS의 에너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되며, 원자로 정지 이후의 계

통의 총 발생 열부하(total heat load)는 계통의 냉각률을 반 하여 시간( t )에

서의 노심의 붕괴열(decay heat)과 계통 에너지 변화율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그림 1.2.라-1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계통의 총 열하중을 표시한 그림

으로 재장전 온도 진입시의 SGACS 필요 열제거 용량을 함께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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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kg/sec
50 kg/sec

SGACS  Fan  Capacity
   at Refueling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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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kg/sec

System Total Heat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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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6 hr
               at 1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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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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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after Rx. S/D

그림 1.2.라-1 계통의 총 열부하 및 SGACS 열제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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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출력에서 25% 출력까지의 출력변화 구간에서는 터빈계통을 이용한 

출력운전이 가능하며, 25% 출력 이하의 역에서는 계통의 냉각을 위해 

증기발생계통(SGS)을 통한 열제거가 시작된다. 이후 출력을 계속 감소시

켜 0% 출력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원자로가 정지하고 이때부터 재장전 온

도까지는 계통 냉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열과 노심 붕괴열에 의해 계통

의 총 열부하(total heat load)가 결정되며, 계통을 냉각시켜 재장전 온도에 

도달하면 잠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통의 열 부하는 오직 노심 

붕괴열에 의해서만 발생하게 된다.

  2) 잔열제거 전략

     증기발생계통(SGS)은 원자로 정지 후 재장전온도까지 계통을 냉각

시키는 경우에 발생하는 계통의 잠열과 노심 붕괴열을 포함하는 계통의 

총 열하중 제거를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통

의 총 열하중의 하나인 노심 붕괴열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보수

적으로 설정하 으므로 증기발생계통(SGS)이 이러한 보수적인 계통의 총 

열하중 제거를 위한 충분한 열제거 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 다. 증기발

생계통(SGS)의 용량은 계통의 평균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0% 출력에

서의 증기발생계통(SGS) 용량 계산을 위해 고온대기 운전 모드에서의 계

통 평균온도와 25% 출력운전에서의 계통 평균온도를 같다고 가정하면 고

온대기에서 재장전모드까지의 증기발생계통(SGS)을 이용하여 계통을 냉

각시키는 경우, 시간당 270℃ 까지 냉각이 가능하며,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100MW의 큰 열제거 용량을 갖는다. 이 값은 앞서 제시한 고온대기 온

도에서 재장전온도까지의 계통 허용 냉각률 28℃/hr의 약 10배에 가까운 

값이므로 계통에 매우 큰 열부하가 발생한다고 해도 증기발생계통(SGS)

을 사용하여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계통의 

잔열제거 용량 평가에 보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원자로 정지 시점에서의 

노심의 붕괴열을 100% 출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증기발생계통

(SGS)을 통해 충분한 열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정된 KALIMER 잔열제거 전략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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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요약된다.

  i) 원자로 정지 시점부터 재장전온도 진입시점까지는 증기발생계통(SGS)을 

이용하여 계통 냉각

  ii) 재장전온도 진입 시점 이후에는 PSDRS와 SGACS 2대를 이용하여 재

장전온도 유지

  iii) 재장전온도 진입 이후 84시간부터, 즉 원자로 정지 후 4일 경과시점부

터는 PSDRS와 SGACS 1대만을 이용하여 재장전온도 유지

  3) 잔열제거 전략 적용 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잔열제거 전략을 원자로 정지 후 48시간 동

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KALIMER 잔열제거 전략의 타당성을 분

석하 다. 원자로 정지 이전 단계인 출력변화 운전 중의 계통 냉각은 앞선 

계산을 통해 그 용량이 충분함을 확인한 바 있는 증기발생계통(SGS)을 사용

하되, 가능한 예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계통의 허용 냉각률은 계통을 급격히 냉각시키는 경우, 열충격(thermal 

shock)에 의해 구조재에 급격한 온도구배가 발생하여 재료적 결함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계통의 목

표온도를 설정하 다. 100% 출력 정격운전중의 계통 평균온도는 약 459℃

이며, 재장전 온도는 200℃이므로, 약 259℃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계통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며, 원자로 정지 후 24시간 이내에 재장전온도에 

도달해야 한다. KALIMER 계통의 증기발생계통(SGS) 또는 관련 계통의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그 사용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00% 정격출력 운전에서 80% 출력, 25% 출력, 그리고 고

온대기 운전모드까지의 계통 온도 변화는 각각 약 91℃, 74℃, 33℃로 계

통의 허용 냉각률이 100℃/hr이므로 증기발생계통(SGS)의 용량과 계통의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한 냉각 능력을 갖도록 가정하 다. 발전소 

상태 천이별 계통의 목표온도는 앞서 가정된 냉각률을 토대로 원자로 출

력변화 시점으로부터 2시간 경과 후에 고온대기 온도에 도달하고,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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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도달 이후의 열제거를 위한 SGACS의 용량을 고려하여, 고온대기 

온도에서 재장전 온도까지의 허용 최대 냉각률 28℃/hr 이내에서 앞서 설

정한 바와 같이 고온대기 온도에 도달한 후 12시간에 재장전 온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계통의 냉각률을 약 12℃/hr로 설정하 다. 원자로 정지 이

전 단계인 발전소 출력운전 중에는 증기발생계통(SGS)을 이용하여 계통

을 냉각시키며, 고온대기 온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원자로가 정지하여 이

후 12시간 경과한 시점부터는 목표 계통온도를 재장전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계통의 열제거량을 계통 열하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

심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이 때 PSDRS

를 통한 열제거량은 동일 소듐 풀 온도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계통의 온도 균형은 SGACS의 Fan 용량을 조절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이

러한 잔열제거 방법을 시간에 대하여 도시하면 그림 1.2.라-2와 같이 요약

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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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라-2 발전소 상태 천이시의 잔열제거 운전논리 예

그림에서와 같이 계통의 총 열부하(total heat load)는 출력운전 중에는 매

우 큰 값을 가지며, 이 후 원자로가 정지되는 시점에서는 노심 붕괴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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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냉각에 의한 잠열을 포함하여 출력변화 기간 동안보다는 작지만 

역시 큰 열부하를 가지므로, 재장전온도에 도달하는 초기 12시간까지는 

PSDRS와 SGACS 2대를 합친 열제거량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재장전온도에 도달하는 원자로 정지 후 12시간까지는 계통의 

총 열부하(total heat load)를 증기발생계통(SGS)을 통해 제거하고, 고온대

기 온도에서 재장전온도까지는 증기발생계통(SGS)의 사용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계통의 허용 냉각률 내에서 계통을 일정 냉각률로 냉각

시켜 원자로 정지 후 12시간 경과시의 재장전 온도 진입 이후에는 증기발

생계통(SGS)을 사용한 대규모 열제거는 사용하지 않고, PSDRS와 

SGACS 2대만을 이용하여 재장전온도를 유지시킨다. 이 때, SGACS를 통

한 열제거는 해당 온도에서의 최대 Fan 용량에 의한 열제거량을 나타낸 

것이므로, 계통의 목표온도와 발생하는 열부하를 고려하여 적절한 강제순

환 유량으로 운전할 수 있다. 특히, SGACS의 열제거 용량은 재장전온도 

도달시의 노심 붕괴열을 기준으로 설정하 으므로, 재장전 온도 진입 시점

에서의 충분한 계통 열부하 제거를 위해서는 SGACS 2대의 Fan 용량을 

설계 최대용량으로 운전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심의 붕

괴열 감소로 인해 원자로 정지 후 약 4일 경과 후에는 PSDRS와 SGACS 

1대의 열제거 용량만으로도 계통의 열부하를 충분히 제거하여 계통을 재

장전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2-Loop으로 이루어진 계통

의 한쪽 Loop을 점검 또는 보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SGACS의 열제거량은 증기발생기(SG)의 직경, 높이 등의 전열면

적과 SG-shroud 간격, 그리고 강제순환 유량의 함수로 주어지며, 이 인자

들에 의한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증기발생기(SG)의 직경을 약 

10%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SGACS의 전열면적 증가로 인해 SGACS 

1-Loop 잔열제거 운전 가능 시간이 약 12시간 정도 빨라지는 것으로 계

산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KALIMER 잔열제거 전략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3. 계통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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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성능 분석은 열유체적 설계를 위한 기본 자료의 생산, 열유체적 및 

제어적 계통 설계의 적정성 확인 그리고  열적 과도기에 의해 발생하는 열하

중의 구조적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입력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수

행됐다. 이들 분석은 비 노심인 증기발생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고인 소듐-

물반응 사고, 주요 기기의 성능특성, PSDRS 작동 과도기시의 특정지역의 상

세특성, 그리고 NSSS 과도기 중 성능 관련 대표적 과도기의 특성을 대상으

로 수행됐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유체계통 설계 자체에 필요한 자료 및 

타분야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 다.

 가. 소듐-물 반응사고 계통거동 해석

     소듐-물 반응 사고는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누설로 인하여 전열관 내부 

고압의 증기/물이 증기발생기 통(shell)측으로 유출되어 소듐과 물이 격렬히 

반응하는 사고로 부적절한 계통설계는 이 사고로 인하여 노심의 기계적 건전

성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계통 설계에서 중요한 사고이다. 이 사고는 초기

에 소듐-물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파에 의하여 IHTS내의 압력이 급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압력파 거동 현상이 지난 다음에는 유체의 

bulk 거동에 의한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압력이 상승되는 중/후기로 구별된다.

이 계통거동 해석결과는 IHTS의 설계 압력 및 Rupture disk 작동치를 설정

하는 데 활용됐으며 전체적으로 소듐-물반응 사고시 KALIMER 설계의 적정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소듐-물 반응사고 초기 계통거동 해석

   가) KALIMER IHTS 압력파 분석

       KALIMER는 1차계통이 풀형, 중간계통은 서로 독립적인 2개의 루

프로 된 발전소로서 그림 1.3.가-1에는 1차계통과 1개의 중간루프만을 개념

적으로 나타내었다. KALIMER IHTS는 서로 독립된 2-루프이므로 소듐-

물 반응을 해석하는데는 1개 루프만 고려해도 된다. 각 루프는 중간열교환

기 2대와 전자펌프 1대, 증기발생기 1대, 소듐배출 탱크, 그리고 연결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SPIKE 코드의 입력데이터를 위하여 IHTS 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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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branch 40개와 junction 39개로 나누고 기기로서 expansion tank, 

rupture disk를 각각 1대씩 정의하고 rupture disk에 연결된 소듐배출탱크

는 동일 압력으로 유지되는 surge tank로 묘사하 다. 그림 1.3.가-2에는 

IHTS의 SPIKE 입력데이터 branch-junction 개념을 나타내었다.

그림 1.3.가-1 칼리머 IHTS 배치도

Steam
Generator

Hot Legs (1)

Cold Leg (1)

 Cold Legs (2)

Containment
Vessel

Reactor
Vessel

Reactor Head

IHX

EMP

Inside
Containment

T-Branches:
(detail see below)

 Cold/Hot
Legs

 Cold/Hot
 Legs

EMP

Isolation
Valves (4)

 Hot Legs (2)

Isolation
Valves (2)

Outside
Containment

Core

Rupture
Disk

Sodium
Dump
Tank

Reactor Baffle

Separa-
tor



- 46 -

그림 1.3.가-2 IHTS SPIKE 입력 모형

KALIMER IHTS의 소듐-물반응사고에 따른 압력거동에 관련하여 배관 본 해

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99년도 이후 액체금속로 과제에서 수행된 설계 변경내용

을 반 하여 입력 데이터를 작성하 다. 주요 설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HTS small pipe : 14"SCH10 → 14"SCH20

  - IHTS large pipe : 20"SCH10 → 20"SCH20

  - SG cover gas 압력 : 3.5 bar → 1.0 bar

  - SG 주요 크기

   ․쉘외경 : 2.66m → 2.8m

   ․전체길이 : 20m → 15.6m

   ․cover gas 체적 : 12.97m
3 → 9.229m3

  - 기타 배관 길이 및 배열 등

    (1) Steady State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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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파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초기 조건이 필요한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듐 유속, 마찰계수, 그리고 중력에 의한 압력

파 초기 교란이 심각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과도 해석으로 steady state 조

건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림 1.3.가-3은 SPIKE 입력데이터를 사용하되 SWR 묘사인 튜브 누출은 

제외한 과도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초에서 각 부위의 압력 진동이 

매우 줄어든 정상상태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얻은 초기 압력 

분포는 유속, 마찰 및 형상계수, 그리고 중력의 향이 모두 고려된 결과

로서 중력에 의한 압력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그림 1.3.가-4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즉, IHTS중에서 낮은 곳에 위치한 IHX tube에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IHTS T-branch에서의 압력보다 

0.5bar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가-3 Steady State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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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4 Steady State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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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력파 전달 현상

        SWR시의 물/증기 누출량은 KALIMER의 설계기준 물/증기 누출량

인 튜브 3개의 양단파단 (DEGB, 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경우의 값을 

사용하며, 계통 운전조건인 15.5MPa, 483.2℃ 상태하에서 choking flow를 가

정하면 물/증기 누출량은 21.57kg/s이 된다. 이 값을 SWR의 물/증기 누출량

으로 사용하되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양이 계속하여 누출된다는 보수적

인 입장을 취하 다. 소듐-물반응사고에 의한 계통 압력의 변화는 IHTS내에

서 SWR에 의한 압력 전파 특성과 SWR 완화를 위하여 설치된 부품인 

rupture disk(RD)의 설정 압력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먼저 SWR 발생

시 IHTS내에서의 압력 전파의 경향을 보기 위하여 먼저 rupture disk의 압

력 설정은 배제하고 증기발생기내 아르곤 개스 공간인 cover gas 체적을 변

화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1.3.가-5는 세 가지 cover gas(CG) 체적에 대한 RD가 설치된 배관

에서의 SWR 압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세 가지 cover gas 체적에 대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급격한 압력파가 전파되는 역(0∼0.27

초)에서는 cover gas 체적에 무관하게 동일한 압력 진동(초기 첨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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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bar)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cover gas 체적에 반비례하여 압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SWR 발생후 0.27초까지는 순수하게 압

력 전파(wave transfer)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물/증기 누출로 인한 질

량 유입 효과(mass transfer)가 나타나면서 압력이 전파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림 1.3.가-5 CG 크기에 따른 RD배관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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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6 CG 크기에 따른 IHX 튜브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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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향은 그림 1.3.가-6에서와 같이 IHX tube에서도 확인됨을 알 

수 있다. RD 배관과 IHX tube에서는 압력이 변화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SWR reaction bubble로부터의 거리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이해된다. 즉, reaction bubble 가까이 있는 RD 배관은 매우 빠른 

wave transfer 향을 받는 반면 멀리 있는 IHX tube에서는 단순화된 

wave transfer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mass transfer 역에서는 

오히려 IHX tube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ver gas 체적 향을 분석에서는 SWR을 완화시키는 RD를 배제하여 

계산하 으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RD의 설정 압력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게 한다. 즉, RD 설정 압력이 초기 첨두치인 15.5bar 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RD 설정치가 초기 

첨두치 보다 작다면 RD는 초기 wave transfer 역에서 파열이 일어날 

것이고, 설정치가 초기 첨두치 보다 크다면 자연히 RD는 mass transfer 

역에서 파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RD 성능에 있어서 요구되는 특성

이 달라지는데 wave transfer의 경우에는 압력 진동이 매우 짧은 시간에

서 움직이기 때문에 RD가 민감하게 작동될 것이 요구되는 반면 mass 

transfer의 경우는 압력 진동이 상당한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RD는 상대적

으로 민감성의 필요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RD 설정 압력이 초기 첨두치 보다 작은 경우에 압력이 설정치에 도달하

면 파열된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초기 첨두치가 발생되는 첫 번째 

wave에서 파열되므로 계통에 미치는 향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그림 1.3.가-7은 cover gas 체적이 12.5m
3
인 경우에 있어서 RD 설정 

압력이 모두 초기 첨두치 압력이내에 있는 3가지 경우와 초기 첨두치를 

약간 넘긴 1가지 경우에 대한 IHX tube에서의 압력 진동을 나타낸 것이

다. RD 설정치가 초기 첨두치인 15.5bar 보다 작은 3가지 경우에는 IHX 

tube에서의 압력 거동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RD 설정치가 초

기 첨두치를 넘은 경우는 압력 거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RD 설정치가 초기 첨두치 보다 작은 경우는 첫 번째 압력 wave의 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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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도달 시간이 약 0.01초이므로 모두 0.01초내에 RD가 파열되어 RD 설

정치 변화에 의한 파열 싯점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D 설정치가 초기 첨두치 보다 큰 경우(RD=16bar)는 상

당한 시간후인 1.97초에 RD가 파열이 되는 까닭에 mass transfer의 효과

로 인하여 계통내의 압력 진동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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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7 RD 설정압력에 따른 IHX 튜브 압력변화

    (3) 반응 역 크기 변화

        SWR 발생시 반응 역에서는 순간적인 압력 진동을 일으키면서 

크기가 계속하여 증가한다. 초기 작은 구모양이 점점 커져서 증기발생기 

쉘의 내측에 닿을 정도가 크면 원통 모양의 반응 역으로 변화한다.

반응 역의 크기 변화를 보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하 던 RD 설정압력을 

초기 첨두치보다 작은 값과 큰 값 두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 다. 그림 1.3.

가-8은 cover gas 체적이 12.5m
3에서의 RD 설정치가 초기 첨두치보다 조

금 작은 15bar인 경우의 결과이며, 그림 1.3.가-9는 RD 설정치가 초기 첨

두치보다 조금 큰 16bar인 경우의 결과이다. 어느 경우에서나 RD 파열에 

상관없이 구 형태의 반응 역이 존재하는 동안(0∼0.12초)에는 동일한 크

기로 변하다가 원통 모양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RD 파열 여부에 따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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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원통 모양의 길이는 반응 역의 중

심에서 축방향으로 한쪽 경계면까지의 길이로 정의한 것이다.) 두 데이터 

비교 결과 wave transfer가 일어나는 시점(0.27초)까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 는데 이는 그림 1.3.가-8,9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1.3.가-8에

서 RD가 반응 시작과 더불어 파열되는 까닭에 mass transfer가 일어나는 부

분부터는 원통형 반응 역의 크기가 매우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3.가-8 반응 역 크기 변화 (RD=15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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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9 반응 역 크기 변화 (RD=16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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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9는 RD 파열전까지는 길이가 계속 증가하면서 계통의 압력 진동

의 역으로 크기가 변화하다가 RD 파열이후에는 매우 크게 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원통 모양이 2m 이상(전체 길이는 4m)이 되는 경우는 SPIKE 코

드를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초반기는 wave 

transfer와 mass transfer가 연결되어 일어나는데 mass transfer가 중점적으

로 일어나는 중.후반기에 대하여는 특성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 현

상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SPIKE는 초반기 압력 해석을 위하여 사용하되 

중.후반기 해석 도구의 초기 및 경계 조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KALIMER 개발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

가 수행 중에 있다.

   나) 압력개방판(rupture disk) 설정압력 해석

       KALIMER IHTS에 대한 SWR 초반기 해석은 현재 RD의 설정치

인 1.5MPa를 사용하여 세 가지 경우의 cover gas 체적(9.2, 12.5, 15.0m
3)

에 대하여 분석하 다.

그림 1.3.가-10 CG=9.2m
3, RD=1.5MPa인 경우의 

압력진동

0 1 2 3 4 5
0

5

10

15

20

25
 T-branch
 RD line
 IHX tube
 reaction bubble

Pr
es

su
re

 (b
ar

)

Time (s)

그림 1.3.가-10∼12까지는 각 경우에 대한 IHTS 주요 지점에서의 압력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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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KALIMER의 RD 설정치가 초기 첨두치보다 작아서 RD

는 wave transfer 역에서 파열된다. 또한 wave transfer 역에서의 압력 

진동은 세 경우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ass transfer 역에서

는 cover gas 체적의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Cover 

gas가 가장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IHTS의 설계압력인 1.5MPa를 넘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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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1 CG=12.5m3, RD=1.5MPa인 경우의 압력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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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2 CG=15.0m3, RD=1.5MPa인 경우의 압력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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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기 계통거동 해석

이번 연구단계에서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해석용으로 개발된 

SELPSTA 코드를 이용하여 KALIMER 소듐-물 반응사고의 설계기준사고

(Design Basis Event ; DBA)로 선정한 3DEGB(3개의 전열관이 양단파단되

는 사고)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본 분석에서는 기 수행된 연구인 

SPIKE 코드를 이용한 소듐-물 반응사고 초반기 해석 결과를 준용하여 물 

누출율을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내부의 cover gas 압력, 소듐 

배출 탱크로의 소듐 배출 유량, 증기발생기 내부 소듐 액위 및 압력개방판

(rupture disk) 파열시간, 물 누출 종료 시간, 그리고 사고가 종료되는 시점 

등을 계산하 다.

그림 1.3.가-13은 KALIMER 소듐-물 반응사고의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Event)인 3DEGB에 대한 수소 생성량을 도시한 그림으로, 초기 수소 

생성량은 SPIKE 코드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설정하 으며, 이 후 일정한 

양의 수소가 발생하다가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이 소듐배출탱크(sodium 

dump tank)로 모두 방출되어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과 전열관측 급수가 

완전 격리되는 사고 종료시점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여 “0”이 되는 것으로 설

정하 다. 이러한 초기 계산 source 항 설정은 초기 압력파의 전파를 나타내

는 SPIKE 코드와 2차 압력상승 등의 mass transfer를 주로 계산하게 되는 

SELPSTA 코드의 source 항을 일치시켜, 소듐-물 반응사고시의 초반기 계

통 해석과 중/후반기 계통 해석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물누출 종료시점에서의 수소 생성량 곡선의 형태는 사용자 입력으

로 변경할 수 있게 하여 현상 분석에 여유도를 부여하 다.

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 source 항을 토대로 초기 1초까지는 SPIKE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1초에서의 계통 온도 및 압력 조건을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중후반기 해석 코드인 SELPSTA 코드의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 으며, 

반응 시작 후 15분 동안의 계통 거동을 분석하 다. 그림 1.3.가-14는 소듐-

물 반응사고시의 계통의 전체적인 압력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초기 압력 

spike를 포함하는 반응 시작 후 3초까지의 계통 거동을 그림 1.3.가-15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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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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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3 SWR시의 과도기 수소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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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4 SWR 시의 계통 압력 변화 (∼15분)

그림 1.3.가.2-2에서와 같이 계통의 압력은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

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압력개방판(rupture disk)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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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이 시점부터는 증기발생기(SG) 내부의 소듐 배출로 

인해 소듐 배출탱크의 압력이 서서히 증가한다. 이 때까지 계통의 압력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며,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이 모두 배출되는 시점인 약 345

초 경과 후에는 계통의 압력과 소듐배출탱크의 압력이 거의 유사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1.3.가.2-3은 소듐-물 반응 시작 후 3초까지의 계통 압

력거동을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으로, 반응 시작 후 초기 1초까지는 압력파의 

전파에 의한 계통 거동이 주로 나타나게 되므로 초기 spike 압력 해석용으

로 개발된 SPIKE 코드의 결과를 사용하고 사고 시작 후 1초경부터는 

SELPSTA 코드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 압력 변화를 도시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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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5 SWR 시의 계통 압력 변화 (∼ 3초)

그림에서와 같이 계통의 압력은 반응 직후인 수 msec 경에 스파이크 압력

이 발생하지만, 압력개방판 파열압력인 2.5MPa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반응에 의한 2차 3차 압력파가 발생하면서 

계통의 압력이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준정상상태(quasi steady state)에 도달

하게 된다. 준정상상태(quasi steady state) 부터는 계통의 압력이 지속적으

로 상승하여 약 1.32초경에 압력개방판(rupture disk)이 파열되며, 압력개방

판 파열 직후에는 압력개방판 파열 설정 압력인 2.5 MPa와 소듐 배출탱크

의 초기 압력인 0.1 MPa 간의 큰 압력차로 인해 chocking에 가까운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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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유량이 형성되어 계통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많이 감소하 다가 곧 이

어 압력 균형(Pressure balance)에 의해 다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약간 상승한 계통 압력은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이 계속 배출되

면서 다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3.가-16은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 소듐 배출 탱크로 방

출되는 소듐의 유량을 나타낸 그림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소듐 배출유량은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전에는 “0”으로 유지되다가 압력개방판

(rupture disk) 파열 직후에는 chocking에 가까운 큰 유량을 나타내고, 이 후 

서서히 감소하여 물 누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좀 더 급격한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이 시점에서는 계통의 압력과 소듐 배출 탱크의 압력이 유사

해 지기 때문이며, 그림에서는 이를 좀 더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log scale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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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6 소듐 배출 유량

그림 1.3.가-17은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 액위로 증기발생기 내부를 3개의 

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을 사용하여 계산하 으며, 전열관 다발 역

에서의 소듐 유로 면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역보다 작으므로 소듐 액위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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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후 계통의 압력이 떨어지면

서 소듐 액위의 감소 폭도 매우 작아지다가 약 345초경에는 증기발생기 shell

측 소듐이 모두 배출되어 소듐-물 반응 사고가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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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7 증기발생기 내부 소듐 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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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8 SDT 기체공간 부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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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이 소듐배출탱크로 방출되면서 소듐배출탱크

의 기체 공간은 비례하여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다음 그림 1.3.가-18

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초기 150 m
3인 소듐배출탱크 기체 공간은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이 유입되면서 약 83 m3까지 점차 감소하여 초기 기

체공간 부피 대비 약 45%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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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19 SWR 시의 계통 온도 변화 (∼15분)

그림 1.3.가-19는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 후 15분까지의 cover gas 및 증기

발생기 shell측 소듐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cover gas 및 소듐의 

온도 모두 초기 온도를 기준으로 초반에 급격히 상승하다가 압력개방판

(rupture disk) 파열 이후부터는 상승 폭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이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에 의해 소듐배출

탱크로 방출되면서 cover gas 공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압력

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지속적인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온의 수소 기체

의 향으로 계통의 온도는 미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증기

발생기 내부의 소듐온도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은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로 인해 shell측 소듐이 빠져나가면서 증기발생기 내부에 존재하는 소듐

의 양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으로, 소듐이 모두 배출되는 약 345초경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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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의 양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cover gas의 온도와 동일해지는 것으로 계

산하고 있다. 이는 매우 보수적인 계산 결과로 실제 현상과는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소듐의 최고 온도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한다고 

해도 약 700 ℃ 부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그림 1.3.가-20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가-20은 증기발생기 상단의 cover gas 공간으로부터 shell 측 소듐으로의 

과도기 전열량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초기에는 cover gas 공간과 소듐과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약 7.2 MW의 전열량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

여 증기발생기 내부의 shell측 소듐이 소듐 배출탱크로 모두 배출되는 시점

인 약 345초경부터는 “0”에 가까워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의 배출로 인한 소듐온도 증가로 cover gas와의 온도차이가 감소하여 

전열량 역시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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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20 Cover gas로부터 shell측 소듐으로의 전열량

그림 1.3.가-21은 SELPSTA 코드를 사용하여 과도기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

의 계산 time step으로 그림과 같이 복잡한 계통 거동을 나타내는 압력개방

판(rupture disk) 파열시점 부근에서는 time step이 수 msec 단위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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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가 압력개방판(rupture disk)가 파열되고 계통의 압력 거동이 상대적

으로 안정된 시점부터는 0.1초씩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계산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조정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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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가-21 과도기 계산 time step 변화

결론적으로, KALIMER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을 위해 사고 초기 압력파의 

전파를 계산하는 SPIKE 코드 계산 결과를 중후반기 해석을 목적으로 개발

한 SELPSTA 코드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소듐-물 반응사고 시작 후 15분까

지의 계통 해석을 수행한 결과, 계통의 압력개방판(rupture disk)은 초기 압

력 spike에서 파열되지 않고, 약 1.32초경에 파열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증기발생기 shell측의 소듐이 모두 배출되어 급수측과의 완전 격리에 의해 

사고가 종료되는 시점은 약 345초경으로 계산되었다.

 나. 유체계통기기 성능 해석

  1) IHX 성능해석

      IHX는 노심의 열을 중간열전달계통에 전달시키는 기기로서 운전에 따

라 그 작동 여건이 달라진다. 즉, 운전 중의 교란에 의해 유량 및 입구 온도

가 변하게 되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열관 표면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전열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IHX 성능인자 값의 변화가 I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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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열성능에 미치는 향에 대한 파악은 IHX설계 및 운전에 중요한 요소

다.  이런 관점에서 주요 인자의 변화에 따른 전열성능의 변화 민감성 분석

이 수행됐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3.나-1 IHX 설계 변화인자 및 전열량

번
호

경우
특성

유량[kg/초] 입구온도[C]
전열관 
k

[W/m.c]

대류

열전달 

보정

계수

유량분포 전열량

통 관 통 관
교차
류

평행
류

비효
율류

절대치
[MW]

상대치

1 기준 535.35 450.88 529.9 339.7 19.44 1.0 .39 .56 .05 101.73 1.000

2
-5% 

유량

505.58 450.88 529.9 339.7 19.44 1.0 .39 .56 .05 100.11 .984

535.35 428.34 529.9 339.7 19.44 1.0 .39 .56 .05 98.32 .966

3
+-5%온

도

535.35 450.88 524.9 339.7 19.44 1.0 .39 .56 .05 99.01 .973

535.35 450.88 529.9 344.7 19.44 1.0 .39 .56 .05 99.03 .973

4
-5% 

k,C

535.35 450.88 529.9 339.7 18.47 1.0 .39 .56 .05 101.46 .997

535.35 450.88 529.9 339.7 19.44 0.8 .39 .56 .05 100.70 .990

5
유량배

분

535.35 450.88 529.9 339.7 19.44 1.0 .29 .66 .05 101.30 .996

535.35 450.88 529.9 339.7 19.44 1.0 .39 .46 .15 100.93 .992

535.35 450.88 529.9 339.7 19.44 1.0 .20 .55 .25 96.79 .951

535.35 450.88 529.9 339.7 19.44 1.0 1.00 .00 .00 104.12 1.023

535.35 450.88 529.9 339.7 19.44 1.0 .00 1.00 .00 101.86 1.001

  

조사결과 IHX내의 유량배분이 가장 전열성능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그 다음

은 IHX 유량 및 입구 온도의 변화로 나타났다. 그런데 IHX내의 유량배분은 

주로 iHX의 기하인자 설계치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되기에 작동시에 유랭배분

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량 및 온도의 변화는 KALIMER 계통

의 제어과정의 편차로 야기될 수 있지만 이 인자의 변화시에의 전열성능이 모

두다 IHX 전열용랭 설계치인 98.75MW보다는  높게 나타나 종합적으로 보아 

설계된 KALIMER IHX는 전열 용량에서 일정여유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또 작동 인자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전열성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전자기 펌프 관성보완장치 성능해석

     유체 계통 전산 체제 개선 부분에서 기술된 전자기 펌프 관성보완장치 

해석 방법론에 따라 관성모멘트의 크기에 따른 일차계통 전자기 펌프의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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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및 관성 헤드 변화간의 민감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 결과

의 일부는 관성유량변화(그림 1.3.나-1) 및 관성헤드 변화(그림 1.3.나-2)와 

같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생산된 보안장치에 대한 설계 및 해석자료를 안

전해석 분야에 제공하 다.

그림 1.3.나-1 관성모멘트 크기에 따른 시간에 대한 관성유량 변화

그림 1.3.나-2 관성모멘트 크기에 따른 시간에 대한 전자기펌프 양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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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GS 성능 및 작동특성 분석

     KALIMER 증기발생계통의 운전은 재순환(recirculation)모드와 관류형

(once-through)모드 구분된다(그림 1.3.나-3 참조). 관류형 운전은 원자로출력 

25%이상 부터 정격 출력까지 행해지는 출력 운전모드로서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된 과열증기는 주증기 배관을 통해 터어빈에 전달된다. 반면, 재순환운전

은 발전소 기동운전 기간(0-25%출력)과 정격출력운전 중 급수공급 중단 사

고가 발생했을 때 증기발생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이때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된 증기는 증기발생기보조급수탱크(SGAWT)에 전

달된 뒤 증기중의 일부(vapor)는 외부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급수와 섞여서 

다시 증기발생기에 공급된다. 이러한 증기발생계통(SGS)의 운전 모드 중 이

번 단계에서는 재순환 운전모드의 성능 및 작동 특성을 분석을 위하여 이 모

드운전에서 필요한 SGAWT를 설계하고 재순환 운전 모드시의 SGS의 성능 

및 작동 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1.3.나-3 KALIMER 증기발생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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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SGAWT 설계

       SGAWT는 각 증기발생기에 하나씩 연결되어있으며 재순환펌프 및 

밸브와 함께 재순환운전모드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기 중 하나다. 따라서 이 

기기에 대한 명확한 기능 요건 및 크기 설정, 그리고 재순환 운전기간 동안

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증기발생계통을 구성하고 발전소 운전 논리

를 설정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SGAWT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

려해야 될 주요 인자로는 SGAWT에 저장해야 될 최소 보조급수량, 저장된 

보조급수의 열팽창, 그리고 운전조건에 따른 작동안정성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인자들을 종합하여 SGAWT의 기능요건을 만족 할 수 있도록 하 다.

    (1) 최소필요 보조 급수량

        펌프고장 및 전원 상실 등으로 인한 급수중단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전열관의 dryout을 방지하고 SG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급수 공급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SGAWT에는 항상 설계조건에 맞는 보조급수의 저장이 필요하다. 

SGAWT에 저장이 필요한 최소 보조급수량은 비상원자로 정지 운전시 원자로

계통의 온도가 정격출력 때 보다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순환운전 기간 

동안 노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용량으로 설정하 으며 

계산에 사용된 붕괴열 식은 다음과 같다.

    Qdecay=Q 100% exp {A+B ln (t+1)} (1.3.나-1)

Q 100 %
 : 노심출력[MW] , t : 원자로 정지 후 시간 [sec]

 A     : -2.2805958 , B : -0.2476339

    (2) SGAWT내 기체 공간

        SGAWT내의 기체 공간은 정격운전이 진행중일 때, 보조급수 표면에

서부터 기-액 분리기 하단 까지의 거리로서, 재순환운전이 진행 중일 때 예상

되는 온도 상승에 따른 보조급수의 부피팽창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결정된

다. SGAWT내 보조급수의 정상적인 액위는 보조급수의 온도를 정격 급수온

도와 같은 230
oC 에서 구한 것이고 최대 액위는 SGAWT운전 압력의 포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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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344.8
o
C에서 구한 값이다. 본 작업에서는 반복 작업을 통해 필요 체적 및 

형상비를 만족하는 SGAWT를 설계하 으며, 설계 결과 SGAWT의 직경은 

2m 이고 기체 공간의 높이는 설계 여유도 0.3m 를 포함하여 약 1.6m 이다.

    (3) 기-액분리기의 크기 및 성능

        기-액분리기기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몇 몇 참조 발전소에서 채택

된 분리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SGAWT 내에 있는 분리기의 크기 

및 효율을 설정하 다. KALIMER의 경우, 재순환 운전 중 SGAWT에서 나오

는 증기가 터어빈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응축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SGAWT

에서 생성되는 증기의 질(quality)이 설계에 직접적인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SGAWT에 내부에 있는 기-액 분리기의 기능을 단순화한 설

계가 가능하며, 계산에 사용된 분리기는 포화증기에 함유되어 있는 습분의 

70% 정도를 제거할 수 있는 분리기로서 분리날개군(separator vane bank)과  

기-액 혼합물의 유도관을 포함한 분리기 전체 높이는 2m로 설정하 다.

    (4) SGAWT 형상 및 크기 설정

        KALIMER의 SGAWT는 수직증기드럼 형상을 취함으로써 수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탱크내 액위 제어를 용이하게 하고, 기-액 분리기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1단의 기-액 분리기로도 충분한 분리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

록 하 다. (1)∼(4) 항에서 구한 보조급수 체적, 기체공간, 그리고 기-액 분리

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설계한 SGAWT를 그림 1.3.나-4에 나타내었다. 전체 

높이는 6.9m, 직경 2m로서 증기드럼 설계시 요구되는 형상비(L/D=3~5) 

[Frank, 1987]를 만족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정상운전 중, 즉 SGAWT가 대

기상태에 놓여있을 때 탱크내 보조급수 액위는 3.3m이고, 과도운전 중 예상되

는 최대 액위는 약 4.6m이다. 포화증기입구 노즐은 분리기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SGAWT에 유입된 증기는 분리기에 곧 바로 유입되어 분리기를 거치

면서 습분이 제거된 증기는 외부로 배출되고, 증기에서 분리된 수분은 급수와 

혼합되어 다시 증기발생기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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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나-4 KALIMER SG 보조 급수 탱크(SGAWT)

   나) SGS 작동특성분석

       재순환운전 중 SGAWT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동운전 조건과 

비상잔열제거 운전조건에서의 SGAWT내의 온도 및 증기 급수 유량 , 그리

고 SG 출구에서의 steam quality 등을 분석하 으며 이때 계산에 사용된 주

요가정은 다음과 같다 

  - 기동 운전중 원자로 출력변화는 1%/min 발전소 기동 후 약 25분이 지나면 

SGS는 재순환 운전에서 once-through 운전으로 전환된다.

  - SGAWT의 분리기를 거쳐 SG로 재순환되는 건조증기와 탱크내 보조급

수와의 열교환은 무시.

  - 방출된 건조 증기의 질량만큼  보충되는 급수는 탱크내에서 재순환수 및 

잔여 보조급수와 완전 혼합된다.

이와 함께  SGAWT내에 설치된  액분리기의 분리효율은 70%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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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석모형

        SGAWT 작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정된 분석 모형 및 각 인

자들은 다음 그림 1.3.나-5와 같다.

그림 1.3.나-5 SGAWT 해석모형 및 변수 정의

Rcm

fm

sm

cm

exm

Rcm

fm

sm

cm

exm

재순환운전 중 SGAWT를 빠져나가는 건조증기의 질량만큼 급수가 공급되어 

탱크 내 액체질량이 항상 일정하게되므로 급수, 포화증기, 배출증기, 및 재순

환 유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
dt
MAWT= mf+ ms- mc- mex= 0 (1.3.나-2)

MAWT :

mf : ms:

mc : mex:

또한, 각 지점의 온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 식 (1.3.나-3, 4, 5)와 같다.

    d
dt
{MAWT Cp TAWT}= mfhf+ mRchRc- mch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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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3)

    h
j+1
AWT=

1
MAWT

{MAWT h
j
AWT+( mfhf+ mRchRc- mchsgi)

j
△t}      

(1.3.나-4)

    Tsgo=Tsgi+
Qsg

mcCpc
(1.3.나-5)

    (2) 재순환유량의 향

원자로 출력 0-25%의  기동 운전 중 SGAWT에 연결되어 있는 순

환펌프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보조급수가  SG에 공급 될 때 SGAWT의 작동

특성을  분석하 다. 원자로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SG  출구에서의  포화증

기의 질(quality)은 점차 상승하다가 25%출력 근방에서 재순환운전에서 과열

증기 운전으로의 원활한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기능 요건

을 만족 할 수 있는 재순환유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순환량에 따른  증기발생

기 출구에서의  증기 온도 및  quality에 변화를 그림 1.3.나-6과 그림 1.3.나

-7에 나타내었다. 순환유량이 많아짐에 순환수가 포화증기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반해 증기발생기에서 가열된 순환수의 양이 많아서 

SGAW내 급수의 온도 상승 폭이 커지게 되는데 25%유량과 50%유량의 최고

온도는 약 30OC의 편차를 보인다.  SGAWT에 있는 보조급수온도는 증기발

생기에서 나오는 증기가 포화온도에 도달하기 전 까지 꾸준히 상승하지만 증

기가 포화온도에 도달 한 이후 부터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는 SG에서 가

열된 급수가 포화 증기에 도달하기 전 까지는 가열된 급수 전부가 SGAWT

에 남아 있는 보조급수와 혼합 됨으로써 점차 보조급수의 온도가 상승 하게 

되지만 일단 포화증기에 도달하면 분리기를 통해 습분이 제거된 건조증기가 

배출되고 배출된 양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급수가 탱크에 공급되어 섞

이면서 보조급수의 온도는 다시 떨어진다.

재순환 유량에 따라 과냉(subcooled) 상태에서 포화증기 상태로 바뀌는 시점

은 큰 차이가 나지않는 반면 과열증기로의 천이 시간은 큰 편차를 나타낸다. 

재순환유량이 25% 일 경우는 기동 후 20분이 되기 전에 과열증기가 되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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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데 비하여 35% 유량 및 50% 유량의 경우는 25분,

즉 25% 출력이 될 때 까지 포화증기온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35%과 50%유

량일 때의 증기질을 보면 35% 유량 일 때 증기질은 25% 출력 근방에서 1에 

근접한 반면 50%유량일 때는  0.7 정도 그침에 따라 과열증기운전으로의 원

활한 천이를 위해서는 재순환유량을 35%로 설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1.3.나-6 재순환유량과 SG 입/출구 온도 변화

그림 1.3.나-7 재순환유량과 생성증기의 steam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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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급수온도의 향

        급수온도가 SGAWT 열적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급

수배관에서 예열이 없는 경우, 즉 급수온도가 상온(25
oC)인 경우와 정상운전 

온도(230oC)인 경우를 비교하여 그림 1.3.나-8과 그림 1.3.나-9에 나타내었다. 

SGAWT내부의 보조급수의 최고 온도는 급수 온도에 따라 약 15 
oC의 정도로

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면 증기질은 큰 편차(1.0 과 0.6)를 보인다. 따라서 낮

은 온도의 급수가 사용되게되면 25% 출력에서 과열증기운전으로 전환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 증기질을 높이기 위한 순환수 유량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 1.3.나-8 급수온도에 따른 보조급수온도 변화

그림 1.3.나-9 급수온도에 따른 steam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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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수온도의 향

        KALIMER SGAWT내의 분리기는 순환운전 중 전기출력을 하지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설계된다. SGAWT의 설계단계에서 증기분리기

의 효율을 70%로 설정하 는데 이러한 분리기의 효율이 SGAWT 운전 특성

에 미치는 향에 분석결과를 그림 1.3.나-10에 나타내었다. 분리기의 분리성

능이 좋다는 것은 포화증기내의 습분이 충분히 제거됨으로써 분리기에서 나온 

재순환수가 증가함에 따라 탱크내의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분리가 거의 완전

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70%정도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SGAWT온도는 약 

15 
o
C 정도 상승 하게된다. 그러나 포화증기에 도달하는 시간 및 증기질의 변

화는 분리기의 성능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나-10 기-액 분리기 효율과 SG 입/출구 온도변화

 다. 과도시의 특정 지역 상세해석

     이 해석은 계통의 과도기시 국부적 열적 특성을 파악하여 열하중의 적

정성 여부 판단 및 완화를 위한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해석으

로서 열하중 측면에서 제한적인 과도기가 되는 PSDRS 작동 사고 발생시의 

원자로 pool 지역의 소듐 및 주변 구조물의 온도 거동에 대한 상세해석을 수

행하 다. 해석결과의 한 예로 사고발생 후 72시간 동안의 소듐 및 주요 구

조물의 온도 거동을 그림 1.3.다-1에 예시하 다. 이 그림에서 고온풀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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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전체의 평균값이며,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 격납용기의 온도는 구조물 내/외

부 표면의 온도를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과도기에서 온도변화가 상

대적으로 급한 초기 20분간의 상세분석 결과는 앞의 ‘다.1)나)(1) 원자로 pool 

상세해석’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3.다-1 고온풀 및 구조물의 과도기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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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발전소 성능분석

  1) 성능분석 체제 설정

     성능분석은 계통 자체의 성능 및 온도의 과도적 변화 특성이 구조재에 

미치는 향에 대한 기계구조설계 분야의 해석에 필요한 과도 하중을 생산하

기 위한 것이며, 하중종류로는 온도, 압력, 유량 등이 있다.

발전소 성능분석을 위한 과도기에는 사고를 포함하여 발전소 수명동안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과도기가 고려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과도기를 다루어야 하

고 또한 계통 과도자료로부터 국부적 상세분석 수행이 필요하기에 여러 종류

의 전산 코드 사용이 요구된다. 비록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대표적 과도기만

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기에 취급하는 과도기의 종류은 많이 줄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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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산코드 사용이 요구되기에 성능 분석에서의 사용전산 코드의 기능 

설정 및 코드간의 연계에 대한 체계성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으로 인하여 

성능 분석 대상 과도기 및 최종 생산자료의 생산 방법의 특성을 성능분석 체

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표 1.3.라-1 해석대상 계통과도기 별 사용전산코드

해석대상 과도기 종류 주요해석인자 해석방법

계통

과도기

제어계통 작동 

과도기
온도, 압력, 유량

LSYS2, 

COMMIX, 

PARS, 

2DCRAD

제어계통 

비작동 과도기 
온도, 압력, 유량

안전해석결과, 

COMMIX 

PARS, 

2DCRAD

SWR 사고 배관압력, 온도 SPIKE

상부구조물 온도과도기 헤드온도 CFX

이 체제가 의미하는 바를 제어계통 비작동 과도기시 경우에 예시하면, 이 과

도기시 구조물의 온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안전해석분야의 사고해석결

과를 입수하여 이를 COMMIX의 과도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유체에 대한 

상세분석을 수행한 후, 이 해석결과를 다시 2DCRAD에 입력하여 구조물의 

온도 자료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NSSS의 계통 과도거동 해석

     발전소에서 있을 수 있는 NSSS 과도기 중 개념설계 단계의 대표적 성

능 과도기로서 다음 과도기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각 

과도기의 의미와 해석 조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해석 결과, 그리고 결과

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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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석 대상과도기의 의미

  - 20% Ramp 출력변화 과도기 : 발전소 운전중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과도기로서 계통의 열적-기계적 하중의 향 평가에 중요한 과도기이며  

또한 KALIMER에 대하여 설정한 운전 모드 두가지 중 하나인 온도 우

선제어 모드의 운전제어에 가장 부담이 가는 운전모드의 과도기임. 

EPRI URD[EPRI, 1992)에서는 부하추종의 성능요건으로서 분당 2%로 

10%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과 KALIMER 에서는 90% 출력에서 계통 

유량 운전 목표치 변화 특성에 큰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해석

에서는 100 %에서 80%로 분당 2% 율로 변하는 과도기를 설정하 음.  

  - 10% Step 출력변화 과도기 : KALIMER에 운전 모드 두가지 중 또 하

나인 노심 출력 우선제어 모드의 대표적 과도기임. Step 출력 변화의 운

전은 KALIMER에서 노심 출력 제어우선 대상이 됨으로 90%에서의 계

통 유량 운전 목표치 변화특성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기에 100%에서 

90%로 10% Step 변화 과도기를 설정

  - 50% Ramp 출력변화 과도기 : 50% Ramp는 EPRI URD의 일일 부하 

cycle로서 제시된 과도기로서 NSSS 계통의 열적-기계적 하중의 현실적 

자료를 생산하게 되는 과도기로서 2시간에 50% 변하는 과도기를 설정

  - 원자로 trip : 사고로 분류되는 과도기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노심이 trip되고 

이어 펌프가 정지하여 IHTS가 열적으로 PHTS와 단절되는 과도기를 설정

   나) 해석 결과

      위와 같이 설정한 각 과도기에 대하여, 개발된 계통 과도해석 코드인 

LSYS를 이용하여 해석이 수행됐으며 그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 20% Rmap 출력변화 과도기

    그림 1.3.라-1과 그림 1.3.라-2로부터 계통온도는 온도와 유량이 출력변화에 

따른 운전목표치를 잘 따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심 출력 곡선은 목표치 

이하로의 비교적 큰 폭의 하강과 이에 따른 상승이 있기는 하나, 이 과도기가 터

빈 측의 부하변동을 추종하는 과도기로서 계통의 온도 거동이 주 관심사기 되기 

때문에 계통 성능이나 열적-기계적 하중면에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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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라-1 20% Ramp 출력변화시의 계통온도변화

그림 1.3.라-2 20% Ramp 출력변화시의 출력 및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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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Step 출력변화 과도기

    먼저 결과 그림으로부터 노심 출구가 목표한 대로 계통온도 및 유량이 

진동없이 step으로 잘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도는 step으로 변하지 않

고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데 이는 계통의 열용량이 크고 제어가 노심 출력

을 우선으로 이루어지는 운전 모드이기 때문이다. 이 운전모드는 노심 출력

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운전 모드이기 때문에 발전소의 제

어 성능 평가면에서 계통온도의 완만한 변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열적-구

조적 관점의 계통에 미치는 하중면에서는 이 경우의 과도기 향은 앞의 

20% Ramp 변화에 비해 더 완만하여 하중 측면에서는 20% Ramp 변화 과도

기에 흡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라-3 10% Step 출력변화시의 계통 온도 변화

  - 50% Ramp 출력변화 과도기

    이 경우(그림 1.3.라-5, -6)는 앞의 20% Ramp 출력 변화시에 비하여 그 

과도율이 작기에 노심 출력에서도 큰 하강-상승 없이 목표치를 비교적 잘 쫓

아가고 있으며 주 된 사항인 온도는 실제 값이 그림에서 목표치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근접하게 쫓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량 제어 역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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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의 차이가 안 나타날 정도로 목표치를 잘 쫓아가고 있다.

그림 1.3.라-4 10% Step 출력변화시의 출력 및 유량 변화

그림 1.3.라-5 50% Ramp 출력변화시의 계통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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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라-6 50% Ramp 출력변화시의 출력 및 유량 변화

  - 원자로 trip

    원자로 정지 경우의 해석 결과가 초기 2,000초 그리고 80,000초 까지에 

대하여 각각 다음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E는 계통의 energy를 

나타내는 데, EPt(1), EPt(2), Etot(1)은 각각 PHTS의 유체 에너지, 구조물에

너지 그리고 전체 에너지를 각각 의미하며 온도인자의 TCoin, TCoex, 

TNaHPL,TRV는 각각 노심 입구온도, 노심출구온도, 원자로 용기 내 hot 

pool 온도 및 원자로용기 용도를 의미한다. 초기에 노심 출구온도는 유량의 

감소율과 노심 출력 감소율의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다가 점

차적으로 감소를 하며, hot pool 온도는 상대적으로 차거운 저온 pool 소듐과

의 혼합에 의해 온도가 감소하고, 그렇지만 계통의 전체 energy는 붕괴열이 

PSDRS를 통한 제거열보다 크기에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기 거동을 보여주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소듐온도는 약 30,000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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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온도에 도달한 후 PSDRS를 통한 열저거량의 증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원자로 용기 온도는 약 28,000 초 정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데 이 점이 정상 작동시의 소듐 액위보다 상부에 위치하고 있

는 지점이기에 초기는 소듐으로부터의 열전달이 작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 소

듐의 팽창으로 원자로용기와 원자로 baffle 지역의 소듐 액위 역시 점차 상승

하여 28,000 초 시점에서 소듐 액위가 해당지점의 원자로 용기를 적시게 되

기 때문이다. 제시된 해석은 PHTS 자연대류 유량을 정격의 5%로 고정시키

고 이루어졌으며 해석결과로부터 원자로 trip시 계통의 전반적 거동 특성은 

설계시에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자로 

정지해석 경우를 통하여 원자로 정지시의 PHTS내의 유동의 역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원자로 baffle의 상단 및 하단의 형상 조절을 

통한 유동 저항 설계, 그리고 PHTS 전자펌프 관성보완장치 성능 조정 설계

와 연계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3.라-7 원자로 정지시의 소듐액위 및 열발생 및 제거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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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라-8 원자로 정지시의 에너지 및 온도 변화

   다) 종합적 의미

 이들 결과로부터 발전소 운전 제어 성능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온도변화가 진동 없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과

도기시 계통에 발생되는 열적-과도적 하중이 비록 이 해석결과를 이용한 구

조적 하중해석이 이루어지기 전이기는 하지만 개념설계 차원에서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반 과도기에서의 계통 거동 특성 역시 설계시의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계통설계 전반이 개념설계 차원에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보조계통 개념설계

   설계된 NSSS 설계가 계획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NSSS를 지원하

는 계통이 필요한 데, 본 단계에서는 NSSS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보조계통에 

대하여 설계 개념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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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HTS 보조계통

     원자로에 공급되는 소듐 및 원자로 소듐 커버가스인 헬륨기체를 공급하

고 정화시키기 위한 PHTS 보조계통은 소듐 공급 및 정화계통과 헬륨가스 공

급 및 정화계통으로 구성된다. 소듐 정화 및 보호계통은 PHTS 보조계통 설

계개념 보고서[김성오,2000]에 기술된 것처럼 핵연료 재장전 운전중 일차계통 

소듐을 정화시키고(그림 1.4.가-1) 원자로 내부 정비 작업을 위해 원자로와 일

차계통 소듐 저장탱크 사이에 소듐을 이송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차계통 

소듐 정화는 저온 추출장치를 통해서 수행되는데 저온 추출장치는 소듐의 온

도를 낮추어 소듐 내부에 용해된 불순물을 응고시켜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림 1.4.가-1 일차계통 소듐 정화 및 충전계통 개념도

PHTS 보조계통의 헬륨가스 정화 및 공급계통은 그림 1.4.가-2와 같은 개념

으로 설정되었으며 원자로 재장전 운전 중 원자로 상부 커버가스를 정화시키

고 원자로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일차계통 소듐을 원

자로 용기에서 일차계통 소듐 저장탱크로 이송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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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 내부를 가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헬륨을 배출하

는 운전은 원자로 용기내부에서 압축기와 진공펌프로서 헬륨을 배출시켜 증

기 형태의 소듐을 포획하기 위하여 증기 포집기(Vapor trap)를 통과시킨다. 

또한 신선한 새로운 헬륨가스나 재생된 헬륨을 공급하는 운전은 헬륨탱크의 

압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KALIMER 150MWe 급의 원자로 재장전

을 위한 운전중 원자로 커버가스의 압력제어를 위한 헬륨가스의 이송량은 표 

1.4.가-1과 같다.

그림 1.4.가-2 헬륨 공급 및 정화계통 개념도

표 1.4.가-1 원자로 운전모드 및 커버가스 변화량

원자로 운전모드

커버가스 

부피

(㎥)

커버가스 

압력

(㎪)

커버가스 

온도

(℃)

헬륨 변화량

(㎏)

-정격운전(100%) 출력)

-원자로 저온정지

-원자로 헬륨배출

-새로운 헬륨 충전

-가동 준비를 위한 헬륨 

압력조절

67

100

100

100

100

101.3

40

0.7

40

40

530

200

200

200

200

N/A

N/A

-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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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HTS 보조계통

     IHTS 계통 작동에 필요한 보조계통 설계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IHTS 연계 관련 요건 정리, 보조계통의 계통구성, 그리고 주요 설계인자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고 보조계통의 작동 방법 등을 검토하 다. IHTS 작동에 

필요한 보조계통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중간계통 소듐 공급 및 정화계통

  - 불활성 가스(Ar, N2) 공급 및 정화계통

중간계통 소듐 공급 및 정화계통은 다음 그림과 같이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

다. 아울러 중간계통 소듐 감시도 운전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PTI(plugging temperature indicator)에서 수행할 수 있다. 불활성 가스 공급 

및 정화계통은 일차계통 보조계통과 함께 개념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는 생략하 다.

그림 1.4.나-1 중간보조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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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통의 유체적 기능 종합

 가. 발전소 및 기기 운전, 제어 및 보호 기본 논리 설계

      계통의 과도기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소가 신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전 제어되며 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운전 및 보

호 기본 논리를 설계하 다. 설계 된 기본논리는 2절에서 설명되는 제어보호 

기능구현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1) 발전소 운전기본 설계

     개발된 계통 개념 설계가 실제로 운전될 수 있는 성능의 설계인지를 구

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통에 대한 성능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

여는 운전 목표치와 운전 기본 논리의 설계가 필요하다. 운전 목표치는 특정 

출력 상태에서 다른 출력상태로 발전소운전 상태를 변경할 때의 경로를 제시

하며 운전기본논리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가는 방법의 기본을 제시한다.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운전목표치를 개선된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보완하고 운전 

기본논리를 새로이 설계하 다.

   가) 운전 목표치 보완

       KALIMER 운전논리는 1단계 연구결과[심윤섭 외, 2002]에 정리되

어 있으나 기 설정된 운전 목표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 사항을 도

출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 설정된 운전 목표치중에서 노심 

입구온도 즉, 1차 저온 소듐의 온도는 원자로 강제정지 신호가 발생되는 

인자로서 온도 제한 잠정 설정치는 400℃이다. 기 설정된 운전 목표치중 1

차 저온 소듐의 온도 변화는 원자로 강제 설정치를 위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 다.

1차 저온 소듐의 온도를 원자로 강제정지 설정치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간계통의 소듐 유량을 상향조정하고 개선된 계통 해석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운

전 목표치를 보완하 다. 운전 목표치 계산을 위한 주요 가정은 1단계 보고서[심

윤섭 외, 2000]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 으며, 결과 목표치로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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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따른 발전소 운전 온도변화와 계통의 유량변화를 아래 그림들에 제시하 다.

  

그림 1.5.가-1 발전소 운전목표치 - 온도

그림 1.5.가-2 발전소 운전목표치 -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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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전 기본논리 설계

    (1) KALIMER 운전모드

        KALIMER 운전 모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분류되며 이 분류

는 계통이 지니는 열적 관성등에 따른 제어상의 지연 시간이 주 요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지는 것으로서 NSSS 출력 즉, 핵분열에 의한 노심의 열

출력 제어와 터빈 출력의 제어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제어할 것인가에 

따라 그 모드가 달라지게 되는 데 KALIMER에서는 이를 원자로 선행 운

전모드와 터빈선행 운전모드로 구분하며 각 모드별 특성 및 운전의 기본 

방법은 다음 항목의 기술과 같다.

발전소 운전모드와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액체금속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운전으로 인한 열적 하중완화와 발전소 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발전소 runback 개념을 정리하 으며 칼리머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가) 원자로선행 운전모드

         원자로선행 운전모드란 발전소 출력제어의 중심을 노심에 두는 개

념으로서 노심출력을 주 운전 변수로 운전을 하고 터빈 출력은 이에 상응하

게 따라가도록 운전되는 개념으로서 상대적으로 노심출력 제어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아래 그림은 원자로선행 운전모드로 제어되는 개념의 예이다.

그림 1.5.가-3에 제시된 운전모드 예에 대하여 제어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로선행 운전 모드는 노심 출력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제어봉 조

절로 노심출력 제어가 이루어지고 PHTS 냉각재 온도가 결정된 노심출력

에 상응하는 목표온도 되도록 PHTS유량이 조절된다. 변화된 일차측의 

향은 중간계통을 통하여 증기발생계통으로 전달되어 증기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터빈제어밸브를 조절하여 노심출력에 맞는 부하를 유지한다. 중간

계통 온도 및 유량 역시 PHTS 경우와 같이, 계통의 온도가 결정된 노심 

출력에 상응하는 목표온도가 되도록 유량이 제어된다. 그리고  급수제어밸

브 압력손실의 목표치를 만족하기 위하여 급수펌프 회전수가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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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가-3 원자로선행 운전모드 개념

Reactor Head

IHX

EMP

Core

Reactor Baffle

CRDM

     (나) 터빈선행 운전모드

         터빈선행 운전모드란 발전소 출력제어의 중심을 터빈에 두는 개

념으로서 전력망(Grid)으로부터 요구 부하(load)가 정해진다든지 하여 터

빈 출력이 선행되어 결정되고 노심 출력이 이에 상응하게 따라가도록 운

전되는 개념으로서 상대적으로 터빈의 부하추종 능력에 중점을 둔 개념이

다. 아래 그림은 티빈 선행 운전모드 로 제어되는 개념의 예이다.

그림 1.5.가-4에 제시된 운전모드 예에 대하여 제어논리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터빈 우선제어 운전모드는 먼저 외부 전력망(Grid)에서 부하를 결

정하면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터빈제어밸브가 터빈증기 유량을 변화시키

고 변화된 증기압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급수제어밸브가 급수 유량을 조절

하게 된다. 급수밸브압력손실의 목표치를 만족하기 위하여 급수펌프의 회

전수가 조절된다. 그리고 PHTS 및 중간계통의 온도가 출력지수에 상응하

는 운전 목표 온도가 되도록 노심출력이 각각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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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가-4 터빈선행 운전모드 개념

Reactor Head

IHX

EMP

Core

Reactor Baffle

CRDM

     (다) 발전소 runback 운전 개념 

          칼리머 발전소 운전에 관련하여 고려되었던 runback 개념에 대

한 정성적 검토 작업을 수행하 다. 일반적으로 runback 개념은 경수로에

서나 화력발전소에서 원자로(보일러)나 turbine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념

으로서 발전소 내부나 외부의 여건이 순간적으로 크게 변화되어 급격한 

과도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율이나 값으로 

출력(power)과 부하(load)를 강제로 끌어내림으로써 발전소 정지를 방지하

거나 계통의 과도상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 경수로와 화력발

전소, 그리고 선행 액체금속로에서 적용한 runback 개념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칼리머에 적용할 수 있는 runback 개념을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 으며 주요개념은 요구되는 원자로 출력 정도에 

따라 노심출력 변화율을 두 단계로 나누고 출력변화 요구정도에 따라 터

빈 출력을, 계통온도변화가 최소화되면서 요구되는 발전소 상태변화를 조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개요는 아래 표와 같고  구체적 사항은 

내부 작업보고서[김연식, 2001]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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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가-1 KALIMER Runback 운전 개념

과도형태 runback 형태 최대 증감율  열출력/부하 크기 비고

원자로 강제 

정지
 fast reactor runback 2￠/s subcritical

일차및중간소듐 

유량제어

주급수 펌프 

정지
 slow reactor runback 수%/min

practical load
turbine runback1) 

신호 발생

터빈정지 또는

터빈부하 급감발
practical power

         주 1): turbine runback은 터빈부하를 신속히 감발(예: 200%/min)하여 적절한 

부하로 유지하는 개념임

    (2) 제어 기본 논리

     (가) NSSS 인자제어

  앞에서 설명한 운전목표치를 따르는 운전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

한 NSSS의 제어 대상 인자는  PHTS 유량, IHTS 유량 그리고 노심 온

도 또는/및 노심출력이며 이들 인자 및 NSSS 제어에 대한 기본 논리는 

그림 1.5.가-5 및 그림 1.5.가-6과 같다.

그림 1.5.가-5 NSSS 인자 제어 기본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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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가-6 NSSS 인자 제어 기본논리의 제어 함수

위 그림들에 표시된 제어논리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NSSS 제어

- 원자로선행 운전모드와 터빈선행 운전모드 경우 제어방법은 노심 반응도 제어 

방법에서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제어 인자에 대해서는 동일

- 제어를 위한 오차 계산시 기준값 계산에 필요한 발전소 출력은 실제 출력이 

아니라 목표출력치를 이용. 이는 제어의 신속성을 위함이며 평가 결과 제어 

안정성도 양호하 음. 단 제어 논리의 Gain을 결정하는데는 실제 출력을 이용

◦ 노심 반응도 제어

- 터빈선행 운전모드시는 PHTS 온도가 목표치를 따라가도록 반응도 제어 

(함수 f1), 즉 온도가 제어대상인자 이며 노심출력은 종속인자가 됨.

- 원자로선행 운전모드시는 노심의 핵반응 열출력이 목표치를 따라가도록 반응

도 제어 (함수 f1), 즉 노심출력이 제어대상인자이며 온도는 종속인자가 됨.

- 제어 대상인자로서PHTS 온도는 노심출구 온도. (노심 입구 온도의 적

절성 평가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심 상부 UIS 지역 온

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로서는 노심 출구 

지점의 온도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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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제어 오차에 대하여 노심 출력이 작을수록 큰 반응 (함수 f2)

- 제어봉 구동장치의 피로효과 저감을 위하여 작동 불감대 운용(함수 f3)

◦ PHTS/IHTS 유량 제어

- 제어에서는 온도와 무관하게 유량자체가 목표치가 되도록 전자펌프에 

공급되는 전력의 주파수 및 전압 제어

- 오차에 따라 주파수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펌프의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전압을 설정

     (나) BOP 인자제어

         발전소 BOP 인자 제어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수 및 주증기 

계통의 물리적 특성 및 계통 특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급수/증기계통 제어인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급수/증기계통은 열원

(PHTS나 IHTS)으로부터 증기발생기에서 열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를 생

산할 수 있는 장치인 T/G로 증기를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열량은 결

국 온도차이와 유량으로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안정된 제어가 운전의 필

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칼리머에서 제어 목표 인자는 증기압력과 온도이

다. 증기압력은 증기발생기의 안정적 운전 및 전기출력의 척도로서 필요한 

인자이며, 증기온도는 열량(노심출력)의 척도로서 선정이 된다. 이와 같은 

제어 목표 인자에 향을 미치는 것에는 급수/증기의 압력과 유량, 그리고 

중간계통에서 제공하는 열원으로서의 소듐 유량과 온도이다. 칼리머의 계

통 특성상 노심의 온도는 중간계통을 통하여 증기발생기로 전달되므로 상

대적으로 긴 응답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증기압력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응

답 특성을 하기 때문에 증기압력과 온도 제어에 있어서 증기압력이 우선

적인 제어 목표가 되고 증기온도는 그 이후에 고려되는 목표 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증기압력에 대한 제어는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련

한 제어인자는 급수(또는 증기) 유량이 된다.

급수 펌프 및 제어밸브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목표 인자를 적절히 제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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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제어 인자인 급수 및 증기유량에 제어에 대한 기기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펌프 특성 곡선을 이용한 계통 수두 특성과의 관

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일정한 펌프 회전수에서의 유량 및 계

통 수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점A는 급수 및 증기계통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의 평형점이다. 계통수두 곡선 크기의 구성은 둘, 즉 유량에 연

동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량과 연동되지 

않는 수두, 정지정압 수두는 증기압력과 급수펌프간의 정압의 차이이며(O-A 

곡선 경우 O점의 높이에 해당), 계통수두곡선(O-A커브)은 펌프출구로부터 정

지정압 수두의 증기압력 정의 지점까지의 유동에 의한 압력손실을 의미한다. 

이 두 성분의 합이 계통유량 평형상태시의 펌프에 대한 부하가 된다.  만약 

정상상태시 급수제어밸브(CV)가 조금 닫혀서 계통 저항이 증가하면 점B에서 

평형을 이루어 운전되며 증기압력이 변하지 않는 다면 계통수두곡선은 O-B

커브가 된다. 계통수두곡선이 O-A인 경우에 어떤 요인에 의하여 계통의 증기

압력이 감소하 다고 하면 정지정압수두는 감소된 증기압력 만큼 떨어져 과도 

정압수두로 변하고 계통수두곡선은 거의 평행 이동하여 O'-C로 옮겨져 점C

를 지나는 곳에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경우 유량이 과도값으로 너무 크

게되어 평형이 깨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 예를 들어, 급수

CV를 닫아서 계통 저항 수두를 증가시키는 개념인 점선(O'-A커브)과 같은 

임의 계통수두곡선이 되도록 하여 목표 작동점인 평형점A를 찾게 된다.

그림 1.5.가-7 펌프 특성곡선과 계통수두 곡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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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펌프 특성곡선과 계통 수두곡선의 관계에서 작동점(평형점)의 위치

에 향을 미치는 것은 정지정압수두, 유량과 연동되는 유동 압력손실이

다. 여기서 정지정압수두를 목표값으로 고정시킬 경우 제어는 손실계수 조

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실제로 설계자가 부여하는 손실계수로서 급수CV

에 제어할 수 있는 폭을 할당하여 필요한 제어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정

성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속 펌프로 급수를 제어하려면 급수CV가 보

유해야 될 손실계수의 폭이 커져 제어의 폭도 커져서 작은 유량에서의 제

어에 어려움과 큰 압력손실을 견뎌야하는 등의 이유로 부품의 손상을 가

져올 수 있다. 급수CV의 담당 부하를 경감하고 손실계수의 폭을 줄여주는 

방법중의 한 가지로서 변속 펌프를 채택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급수CV

와 펌프가 서로 부하를 분담하여 평형점을 찾아가는 개념으로서 실제 발

전소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개념이다.

화력발전소[보령화력, 1999]의 경우 증기압력이 출력에 따라 변화하는 

variable-pressure operation을 하므로 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펌프 회전수

의 변화폭이 크며 펌프 특성곡선에서의 계통 수두곡선이 운전 압력에 따

라 평행 이동하는 까닭에 유량별 토출 수두의 변화 경향이 펌프의 최대 

효율 궤적에 접근하도록 펌프 회전수와 급수CV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경

우 펌프 회전수로 유량을 조절하며 급수CV는 유량 조절 기능보다는 펌프

의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에 더 초점이 주어진다. 보령화력에서 사용

하는 급수조절의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칼리머와 같은 원자력 발

전소에서는 constant-pressure operation을 하기 때문에 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펌프 회전수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회전수별로 펌프의 최대 

효율을 만족하는 점을 찾기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펌프의 최대 효율점은 

정격운전 조건에서 맞추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급수 유량에 대한 조절은 급수CV가 담당하고 펌프 회전수를 조절

하여 필요한 펌프 토출 압력을 맞추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보령화력과 같이 출력에 따라 증기압력이 변하는 변동압력 운전을 하는 

경우와 칼리머와 같이 일정압력 운전에 있어서 급수펌프 특성 곡선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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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점들을 표시해 본 것이다. 즉, 보령화력과 같은 경우는 회전수별 최대

효율 곡선을 따라가며 출력별 운전점(별표)을 찾을 수 있으나 KALIMER

에서는 정격 출력에서만 최대 효율로 운전하는 개념이 된다.

그림 1.5.가-8 변동압력 대 일정압력 운전에서의 작동점 특성

위의 설명은 계통의 유량과 압력에 대한 정상상태의 특성에 따른 기술이

나 제어에는 계통의 과도 특성이 중요한 향을 주게 되는 데 급수.증기계

통의 특성상 이 과도기적 특성은 증기지역에 의해 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증기지역은 도변화 폭이 크기에 펌프 수두나 계통 유동저항의 변화가 

그림 1.5.가-8을 통하여 설명된 작동점을 바로 평형점으로 이동시키지는 

않고 시간지연을 갖게 된다.따라서 증기압력제어에는 증기계통에 제공된 

증기량과 터빈으로 송출된 증기량의 차이의 제어가 신속한 과도기적 압력

제어를 이룰 수 있기에 KALIMER에서 증기압력 제어는 터빈으로 유출되

는 증기량을 제어대상인자로 하여 수행한다. 즉, KALIMER의 급수/증기

계통의 제어는 작동 평형상태점 도달요건을 위의 정상 상태 관점의 펌프 

수두와 계통수두관점의 평형점이 목표운전 상태치가 되도록 제어를 하면

서(펌프수두:회전수 제어, 계통 유동저항:CV개도 제어)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터빈으로의 증기유출량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은 급수/증기계통의 특성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급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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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계통의 운전 논리에 대한 개념을 그림 1.5.가-9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증

기 압력제어에 관련한 논리는 실선으로 표시하 다. 그리고 온도 제어 개념

은 그 연계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점선으로 간략히 표시하 는데 원자로 

출력제어와 연계되는 이 온도제어는 앞의 NSSS인자제어에서 설명된다.

그림 1.5.가-9  BOP인자 제어기본논리

증기/급수계통의 운전에서 증기압력 제어를 위해서는 증기발생기에서 공

급되는 증기량과 터빈 제어밸브를 통하여 터빈으로 빠져나가는 증기량의 

차이의 제어가 중요하며, 원자로 선행모드이든 터빈 선행모드이든 증기압

력은 터빈으로의 유출되는 증기량에 의해 제어한다. 급수량의 제어는, 일

차적으로 증기발생기 후단의 증기header압력 (Pch)과 급수 유량의 목표치

와 실제치 차이에 의해  급수CV의 개도를 제어하고, 새로운 개도에서의 

급수CV차압을 목표 CV차압으로 유지하기 위해 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하

게 된다. 이들 제어인자 각각의 기능을 그림 1.5.가-9의 개념에서 보면, 급

수CV 개도는 계통 유동저항을, 그리고 급수펌프 회전수는  펌프 특성곡선

을, 그리고 터빈 CV는 정지정압수두를 제어하게 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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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합기본논리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설정된 발전소 운전 종합 기본논리

는 그림 1.5.가-10과 같다.

그림 1.5.가-10 발전소 운전 기본논리

  2) 발전소 보호 기본논리 설계

     발전소 보호 기본논리는 발전소 이상상태에 필요한 발전소 보호계통을 

작동시키는 논리인데 노심 정지, 중간계통 격리밸브 작동, PHTS 전자펌프 

차단에 대한 논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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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설계된 논리를 적용하여 발전소 보호 기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으며 기 설계된 보호기본 논리를 개념설계 단계에서 수정보

완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계통별 설계 기능의 종합적 검토

      PHTS, IHTS, SGS, RHRS, 계측제어 계통 및 보호계통의 설계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연계 설계결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인자를 

결정하고 접근방법 등을 조정.설정하 다.

 다. 전산코드개발과 설계와의 연계성 점검 및 조정

     전산코드 개발 일정이 설계 업무 진행과 잘 연계되어 상호 지원적이 될 

수 있도록 설계상 및 전산코드 개발/보완상의 접근방법과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시 각각의 기능을 보완. 조정하 으며 예로는 원자로 용기의 온도 특성

의 분석과 관련 해석코드의 보완 범위의 조정, PSDRS 해석코드 PARS와 계

통 과도기 해석코드 LSYS2 간의 기능 조정, 제어 작동치 설정과 LSYS2의 

보완 일정 등을 들 수 있다.

6. 유체계통 구성 보완

   1단계에서 이루어진 계통 개념설계에 대하여, 이 요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해석 수행 결과 및 해외 액체금속로 계통설계기술 보유기관인 불란서의 

Framatome의 기술자문 등을 활용하여 설계의 깊이를 강화하고,  설계 대상 

범위를 넓혀서 유체계통 구성을 보완하 다.

 가. PHTS

  1) IHX설계 보완

     이 업무는 1단계에서 기계적 건정성 관점의 IHX 전열관 두께 결정이 

해외 발전소의 설계 자료 및 KALIMER의 대표적 설계 특성으로부터 비례적

인 해석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전열관 두

께의 적정성 확인 및 설계의 정량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작업으로서,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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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행된 IHTS 설계 및 해석 업무의 진행 결과를 활용하여 그 두께의 적정

성을 평가하 다. 평가는 전열관에 하중이 걸리는 경우로서 정상 작동시 및 

과도기시의 최대압력, IHTS 격리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냉각재 펌프 구동시

의 압력, 소듐-물 반응 설계기준 사고시의 압력으로 구분하고 각 경우에 대

한 허용 한계치를 설정하여 기계 분야의 지원을 받아 적정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허용 한계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두께는 0.19mm임에 비하여 기설

정된 전열관의 두께는 0.8mm로서 상당한 여유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여유도는 동적 거동의 열부하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판

단됐으며 이런 작업을 통하여 IHX 설계의 정량적 근거를 확보하는 설계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2) 전자펌프 관성, 보완장치 성능 특성 자료 확보 

     전자 펌프의 설계 및 성능분석 방법론 검증을 위한 전자기 펌프의 성능 

특성 자료는 PHTS 전자기 펌프 설계개념 설정[김성오,2001]에 설정된 바와같

이 Russia의 액금로 발전소의 펌프로 사용되는 대용량의 전자기 펌프를 설계

하고 또 실증실험을 수행한 업적이 있어 대용량 전자기 펌프의 설계 및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많은 실험 자료를 갖고 있는 Russia의 Sintez로부터 

구입하여 확보하 다. 전년도 및 이번 연도에 확보한 전자기 펌프 실험자료의 

주요인자의 특성은 다음 표 1.6.가-1에 설명된 바와 같으며 이번 연도에 확보

한 자료의 의미는 주파수 변화에 따른 성능 특성 및 유사 설계특성 조건의 펌

프에 유량이 작을 경우의 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관성보완 장치의 성능 특성자료는 자체적인 실험을 통하여 확보되었으

며 그 활용은 제 3절 3항의 전자펌프 관성보완장치 성능해석 체제개발 분야

에 상세히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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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가-1 대형 전자기펌프 주요 실험자료와 KALIMER 전자기펌프 특성 비교

 
Pump type

Parameters
CLIP-8/1200 CLIP-3/150 CLIP-5/850 KALIMER

PHTS 
펌프확보년도 1999 1999 2000

1 Liquid metal Na Na Na Na

2 Liquid metal 
temperature, ℃ 370 300 350 385

3 Rated pressure 
developed, MPa

0.835 0.37 0.35 0.8

4 Rated volume flow rate, m3/hr
1000 150 820 2243

5 Number of pole pairs 8 3 3 16

6

Number of p-Q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supply voltages 
and

f = 50 Hz

5 3 8 F=17.5Hz

7

Number of p-Q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supply voltages 
and f = 50 Hz

- - 6 F=17.5Hz

8 Number of points on 
each p-Q characteristic 8 8...9 4...8

9
Range of volume flow 
rates on p-Q 
characteristic

300...1420 50...160 25...900

10
Registered parameters 
in every point on p-Q 

characteristic

3phase current
3phase voltage
pressure 
(inlet/outlet)
volume flow rate
consumed power

3phase current
3phase voltage
pressure 
(inlet/outlet)
volume flow rate
consumed power

3phase current
3phase voltage
pressure 
(inlet/outlet)
volume flow rate
consumed power

11 Velocity distribution in pump duct over azimuth
Yes

(at channel output)

Yes
(input, middle, 
output)

Yes
(at channel output) N/A

12 Magnetic field induction distribution -

at all  poles and 
in 3 cross 
sections over 
azimuth

at some poles N/A

13

Tests with winding 
modification For 
suppression of 
pulsations

Yes Yes Yes N/A

14 Know-how

Yes
(2 different ways
of winding 
connection)

Yes
(different ways of

winding  
connection)

Yes
(winding 
connection)

KAERI 해석 방법론  
설정/검증에서의 의미 

◦ 동일 양정 역 ◦ 자장 및 속도 
분포 상세 자료

◦운전 주파수에 
띠른 특성 자료 
◦동일 펌프의 
저유량 가동시 
특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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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격납 돔 냉각계통

     칼리머의 격납돔의 형상은 원자로 헤드 상부에 이중 돔형의 형상으로 

두께 2.5cm의 철판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의미한다(한도희외, 2000). 격납돔의 

하부 직경은 14m이며 상부 직경은 8m이고 총 높이는 8.4m 이다. 원자로 운

전 중 원자로 헤드는 원자로 상부 고온 풀 소듐으로부터 복사, 대류 및 상 

변화 열 전달에 의해 가열되고 원자로 헤드의 열은 격납돔 내부로 전달되므

로 원자로 헤드 및 관련 기기를 보호하고 원자로 운전 중 정비를 위하여 원

자로 격납돔은 적절한 온도로 냉각되어야 한다. 원자로 헤드 및 격납돔 냉각

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격납돔 냉각계통 개념설

정 보고서[김성오,200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자로 헤드 냉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자로 운전 중 정비를 위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 다.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림 1.6.가-1과 같이 원자로 헤드 및 Rotating plug seal을 

일정한 간격을 갖는 절연재로 둘러싸여 있고 절연재와 원자로 헤드 사이에는 

강제 순환되는 공기에 의해 원자로 헤드가 냉각되는 방법과 그림 1.6.가-2와 

같이 원자로 헤드를 격납돔의 대기에 완전 노출시키고 격납돔 내부 외곽에서 

원자로 헤드를 향하여 냉각된 저온의 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이다. 그림 1.6.가

-1과 같은 원자로 헤드 폐쇄형은 원자로 헤드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하므로 

원자로 저온 정지상태에서 핵연료 재 장전 및 원자로 헤드 검사를 위해 구조

물을 제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원자로 헤드에서 가열된 고온의 공

기가 격납돔 내부에 유출되지 않고 냉각기에 직접 흡입되므로 격납돔 내부의 

환경이 쾌적하고 원자로 운전 중 원자로 헤드 부근에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나, 원자로 헤드 개방형은 그림 1.6.가-2와 같이 원자로 헤드 상부에 구

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구조가 단순하고 원자로 저온 정지상태에서 핵

연료 재 장전 및 원자로 헤드 검사를 위해 원자로 헤드에 접근이 용이한 장

점이 있는 반면에 원자로 운전 중에는 가열된 원자로 헤드에 직접 노출되므

로 격납돔에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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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가-1 원자로 헤드 폐쇄형 격납돔 냉각계통 개념도

그림 1.6.가-2 원자로 헤드 개방형 격납돔 냉각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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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로 헤드 폐쇄형 냉각계통

       원자로 헤드 폐쇄형 냉각계통은 그림 1.6.가-1과 같이 원자로 헤드를 

포함한 격납돔 바닥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완전히 봉하고 원자로 헤드 

중심부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원자로 헤드를 냉각하고 가열된 공기를 냉각기

를 통하여 냉각시키는 설계개념이다. 격납돔 내부 공기온도를 PHTS 설계요

건에 설정된 40℃이하[김성오, 1999]로 유지하기 위하여 격납돔 내부에 설치

된 냉각기는 격납돔 외부에서 제공되는 냉매를 이용하여 격납돔 내부의 공기

를 냉각시키고 가열된 냉매는 격납돔 외부의 냉각기에서 냉각된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격납돔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냉각계통은 격납돔 내부에 설치

된 각각 100% 용량의 냉각기를 2대를 사용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원자

로 헤드-격납돔 열전달 평가, 냉각계통 형상 및 냉각기 용량 설정,그리고 원

자로 헤드 냉각 성능평가 작업등을 수행하 다.

   나) 원자로 헤드 개방형

       원자로 헤드 개방형은 그림 1.6.가-2와 같이 원자로 헤드를 완전히 개

방하고 냉각기에서 냉각된 공기를 원자로 헤드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격납돔 바닥 면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서 격납돔 내부

의 설비가 단순하므로 핵연료 재장전 운전이나 기기 고장시 원자로 헤드의 

온도가 충분히 냉각된 후 원자로 헤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원자로 

운전 중에는 고온의 원자로 헤드가 격납돔에 직접 노출되므로 원자로헤드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또한 원자로 헤드 개방형은 격납돔 내부 

공기의 순환속도가 폐쇄형에 비해 매우 빠르고 내부 기기 및 구조물에 직접 

분사되므로 냉각계통 가동시 정비원의 작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원자로 헤드 개방형 격납돔 냉각계통은 격납돔 내부에 냉각기를 2대를 설치하여 

냉각된 공기를 원자로 헤드에 직접 분사한다. 분사된 공기는 원자로 헤드를 냉

각시킨 후 원자로 헤드 중앙에서 상 방향으로 이동하여 다시 냉각기로 유입되어 

냉각된 후 원자로 헤드로 분사되는 순환을 하게 된다. 원자로 헤드 개방형의 냉

각특성을 분석하여 냉각기의 용량을 설정하고 분사되는 공기의 유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원자로 헤드 개방형 격납돔 냉각계통의 열전달 특성을 CFX4코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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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해석 기하 형태는 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이중 원통형

의 기하형상을 대칭면을 따라 전체 해석대상의 1/4만을 해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원자로 헤드 및 격납돔 냉각을 위한 경계조건은 격납돔 내부의 냉각기를 모

의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냉각된 기체가 유입되는 형태로 입구 및 출구를 설

정하 다. 입구(냉각기)에서 분사되는 공기의 온도는 격납돔 내부 최고 온도

요건인 40℃로 설정한다. 또한 원자로 헤드를 통하여 격납돔에 전달되는 열

량은 균일하게 500W/m
2로 설정하 다. 그림 1.6.가-3은 계산 결과중 격납돔

의 내부 속도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자로 헤드의 온도가 

고온인 곳에서의 격납돔 냉각기체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원자로 헤드표면 부근에서 분사 공기 속도분포가 불 

균일한 이유는 냉각기에서의 공기 분사 각도를 격납돔 중심으로 설정함으로

서 원주 방향에 따라 속도분포가 현저하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

상은 냉각기에서의 공기 분사각도를 원주방향으로 격납돔 중심선에서 벗어나

도록 설정하여 원주방향 유동속도를 증가시키면 원주방향으로의 온도 분포변

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가-3 개방형 냉각계통의 격납돔 내부 공기 유동장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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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Vane을 부착한 폐쇄형

       폐쇄형 냉각계통에 Vane을 부착하여 원자로 헤드 온도분포를 완만하

도록 시도하 다. 해석 기하 형상은 원자로 헤드 폐쇄형의 유동 통로에 그림 

1.6.가-4와 같이 Vane을 부착한 형상이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원자로 헤드 

중앙 점을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이 되도록 기하형상을 설정하 다.

해석 결과 앞절에서 평가한 폐쇄형에 비해 Vane이 부착된 점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경계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해석한 결과 Vane을 사용한 경우 반경방

향으로의 온도분포는 Vane이 없는 폐쇄형과 유사하고 원주 방향으로의 온도

분포도 최대 약 30℃이상 발생한다.

그림 1.6.가-4 Vane이 부착된 폐쇄형 냉각계통 CFX4 해석 

기하형상 

   라) 평가 및 결론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개념의 격납돔 냉각개념을 검토한 결과 표 

1.6.가-2와 같이 원자로 헤드 접근성에서 폐쇄형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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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가-2 개방형 및 폐쇄형 원자로 헤드 냉각계통 특성 비교

원자로 헤드 폐쇄형 원자로 헤드 개방형

원자로 헤드 냉각

원자로 헤드 국부온도 제어

원자로 정격 운전 중 접근

설비의 단순성 

냉각기 용량

우수

우수

우수

열등

우수

보통

보통

열등

우수

보통

또한 CFX4코드를 사용하여 원자로 헤드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한 열전달 특

성을 평가한 결과 원자로 헤드 폐쇄형은 적은 용량의 냉각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헤드 개방형에 비해 거의 균일한 원자로 헤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KALIMER 원자로 격납돔 냉각계통에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설정된 원자로헤드 폐쇄형 냉각계통은 원자로 헤

드를 포함한 격납돔 바닥과 약 0.12m 간격으로 봉되며 원자로 제어봉이 있

는 지역만을 개방하여 격납돔 내부의 공기가 격납돔 외곽부위에 있는 냉각기 

흡입구를 통하여 냉각기에서 냉각되는 설계을 갖는다.

또한 폐쇄형 원자로 헤드 냉각계통의 원자로 헤드 온도 분포를 평평하게 하

기 위하여 냉각통로에 Vane을 설치하여 냉각특성을 평가한 결과 반경방향의 

온도차이는 Vane이 없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며 원주방향의 온도차는 Vane

이 없는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Vane을 설치함으로서 냉각통로를 

흐르는 냉각기체의 원주방향 유동을 제한하는 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Vane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격납돔 내부에 

설치된 냉각기의 성능요건은 냉각돔의 평균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하고 원

자로 헤드를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도록 각 냉각기에서 약 3m
3/초 이상의 송

풍능력과 약 22kW 이상의 열 제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격납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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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격납돔 외부에서 공급되는 냉매는 격납돔의 대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완전히 봉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냉매가 공급되는 배관은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자로 내부 설계 변경 검토

     원자로 내부 설계의 변동은 원자로 노심의 길이가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원

자로의 길이가 약 15cm 정도 단축된 것과 PHTS 전자기 펌프 주입배관과의 간

섭 문제로 인해 노심 차폐물 주변의 유동 안내판의 형상이 약간 변화된 것이다.

원자로 노심 길이가 단축되는 것이 유체계통 설계에 향을 미치는 것은 원

자로 내부의 총 소듐용량이 감소되고 원자로 내부 소듐유로의 압력손실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중

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자로 내부 총 소듐 유량이 감소되면 원자로 운전 중 발생하게되는 소듐의 

액위 변화 계산에 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다. 먼저 

감소되는 소듐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원자로 길이 방향 형상 변화를 파악한 

결과 원자로 내부의 원자로 노심의 상단부위의 길이가 감소된다. 이에따라 

감소되는 소듐의 양은 전체 소듐량에 비해 약 1% 정도이고 이에 따라 발생

하게 되는 소듐 액위 변화는 매우 미미하여 계산 오차범위내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는 추가적인 계산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심과 원자로 길이의 단축으로 원자로 내부 소듐 유로의 변화가 발생

하여 원자로 내부 압력손실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원자로심 길이 단

축으로 원자로 내부 압력 손실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심 내부

에서의 압력강하 분포를 평가한 결과 노심 입구의 유량 분배를 담당하는 핵

연료집합체 하부노즐에서 대부분의 노심 압력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원자

로 길이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로 내부 압력손실은 원자로와 원자로 배

플로 구성된 저온풀 하단부와 원자로 차폐체 주변의 유동안내판의 길이 감소

로 인해 발생되는 압력손실이다. 먼저 저온풀에서의 압력손실은 유동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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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아서 전체적으로 원자로 노심 압력손실에 비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약간의 길이 차이에 의한 압력손실효과는 무시할 수 있

을 정도로 작다. 또한 노심 차폐체와 유동 안내판 사이의 길이 감소 효과도 

유동 안내판의 길이 감소효과 보다는 전자기 펌프 입구측과 저온풀에서 노심 

차폐체로 U-턴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압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량적

으로 매우 작은 양이다. 뿐만아니라 원자로 내부에서 소듐유동에 의한 압력

손실이 약간 작아질 경우 전자기 펌프 작동 전압과 주파수의 조절로 완전히 

제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설계변경에 대한 유체계통 설계 인자를 변경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동안내판의 형상 변경은 원자로 저온풀에서 유동 안내판과 노심 차폐체 사

이로 유입되는 소듐의 속도 분포에 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와 같은 현

상은 PHTS 전자기 펌프가 작동되고 있는 고유량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저온풀에서 방출된 소듐이 유동안내판과 

노심차폐체 사이로 U-턴하는 곳에서 압력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저온풀 쪽

의 유량이 얼마간 불균일 할지라도 노심 차폐체를 통과하는 사이에 거의 균

일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기 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 안내판과 

원자로 사이로 소듐이 원활하게 유동되지 않을 경우 소듐 유동에 불균일한 

현상이 노심 차폐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를 고

려하여 유동 안내판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원주방향으로 유동저항이 작게 발

생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체설계와 기계구조설계에 

입력되어 설계보완에 활용됐다.

  5) 자유표면 pool 설계 및 IHX 공기 흡입방지 설계

     자유표면 Pool 설계 및 IHX 흡입방지 설계는 PHTS 구성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고온풀 자유표면에서 IHX흡입구를 통하여 공기가 흡입되는 현상에 

대한 평가하고 공기 흡입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설계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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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공기 흡입현상은 고온풀 자유표면의 커버가스가 IHX 흡입구를 통하애 

유입되는 현상으로 공기 흡입현상은 자유표면에 생기는 와류에 의핸 공기가 

흡입되는 현상과 자유표면 형상의 왜곡으로 인해 표면에서 생기는 공기방울

(Air bubble) 발생에 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따라서 KALIMER 원

자로에 대해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평가를 수행하여 IHX 흡입구에 

공기 흡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가) 자유표면 와류에 의한 IHX 공기 흡입평가

       자유표면 와류에 의한 공기 흡입현상은 경수로 원전의 Mid-Loop 운

전 및 일반 사업현당의 펌프 흡입구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흡입

되는 펌프유량, 흡입구 잠김 깊이 및 흡입구 형상에 따라 공기흡입 현상의 

발생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펌프 유량이 많을수록, 잠김깊

이가 적을수록 흡입구의 방향이 수직 상방향일수록 공기 흡입 현상이 더 쉽

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가 알려

져 있으나 가장 실용적인 측면에서 잘 연구된 연구결과[John S. Gullive]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운전모드인 원자로 정상 운전 및 핵연료 재장전 

운전에 대해 평가한 결과 유량과 잠김깊이로 결정되는 기준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KLAIMER의 경우 표면 와류에 의한 공기 흡입현상

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포에 의한 IHX 공기 흡입평가

       공기 방울 형성에 의한 IHX 공기 흡입 현상은 제트 및 수력점프 등

의 자유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연

구는 각각의 전형적 유동 형태에 대해 실험적 연구결과[Hubert CHANSON]

를 적용하여 예측 및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온 풀 자유표면에서 공기 방

울 형성에 의해 공기가 흡입되는 현상을 평가하고 공기 흡입 현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유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고온 풀 자유표면 유동에 대한 상세

한 해석을 수행하 다. 본 계산은 범용 전산유체 해석 코드인 CFX4를 이용

하여 압력,속도 등과 같은 유체 유동장을 해석하고 자유액면의 거동은 일차

정도 자유액면 유동 해석 모델[Seong-O.Kim,2001]을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 111 -

설정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1) 자유표면 유동특성 해석 방법론

        CFX4 코드를 사용하여 자유액면 유동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상

유동 해석방법을 이용한다. CFX4 코드에서 이상유동 해석 방법은 두 유

체가  완전히 혼합된 상태에 대한 해석 방법과 두 유체가 충분히 혼합되

지 않고 분리된 경우에 대한 해석 방법이 있다. 두 유체가 완전 혼합된 유

체에 대한 이상유동 해석을 위한 Homogeneous 모델은 두 유체가 완전히 

혼합된 것으로 가정하여 혼합유체의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식과 각 

유체의 부피분율 보존식을 해석하고 혼합된 유체의 물성치( 도, 점성계

수)는 각 유체에 대한 부피분율(Volume fraction)을 이용한 가중 평균값을 

사용하여 설정한다. 반면에 두 유체가 완전히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거동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IPSA(Inter Phase Slip Algorithm)모델은 각 상에 

대한 별도의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량을 분리해서 계산하고 각 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전달은 적절한 모델을 사용하

여 계산하는 해석 방법을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상유동 해석의 경우 

IPSA 모델을 사용한 해석방법이 더 정확하나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해석하고자 하는 유동 특성과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해석 방법을 선택하여 해석할 수 있다.

자유액면 유동해석도 일종의 이상유동 해석으로 해석대상 이상 유체의 특

성에 따라 Homogenous model과 IPSA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액체-액체 이상유동 혹은 물-증기와 같이 두 유체 사이에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전달이 활발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IPSA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두 유체 사이의 점도, 도 차이가 크고 

두 유체 사이에서 증발 및 응축 현상이 거의 없는 비활성 가스와 소듐과 

같은 액체 금속으로 구성되는 이상유동의 경우 가스와 소듐사이에 질량 

전달이 거의 없으며 주 해석 대상 물질인 소듐 유동이 가스 유동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Homogeneous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더라도 

소듐 유동장 및 소듐 자유액면 형상에 거의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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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므로 본 계산에서는 자유액면 유동 해석을 위한 이상유체 유동 해석

모형으로 Homogeneous모델을 사용한다.

     (가) 자유액면 유동 해석 모델

   이상 유체 유동의 일종인 자유액면 유동 해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유동장 내의 이상 유체 각각에 대한 부피 분율이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

데 이상 유체의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자유액면은 두 물질 사이의 불연속선

을 의미하므로 연속체(Continuous media)를 해석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대류

항 이산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수치해석 방법의 오차로 인해 부피 분율이 확

산되어 자유액면이 모호하게 흐려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으로 자유액면 유동 모델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유액면 유동 해석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한 차

분법이나 유한체적법의 수치해석 기법에서는 자유액면 형상이 심하게 변

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이함수(Height function) 기법을 사용한다

[Min-Joon Kim,1998]. 높이함수 기법은 자유액면을 자유액면에 수직되는 

높이함수로 정의하는 기법을 사용하므로 계산이 간결하고 계산시간이 적

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유액면이 형태가 높이함수를 정의하는 평면에서 

심하게 기울어지는 경우에는 오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자유액면이 겹쳐지

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VOF(=Volume of fluid) 기법은 높이함수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으나 계산방법이 복잡한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VOF 해석 방법은 Hirt & Nichols에 

의해 개발된 Donor-cell 해석 방법[C.W. Hirt and B.D. Nichols,1981]으로

서 계산방법이 단순한 반면에 정확성이 좋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액면 계산을 정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차

정도 VOF 기법[Seong-O.Kim,2001]을 사용한다. 일차정도 VOF 해석 방

법은 자유액면 분포를 일차식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그림 1.6.가-5와 같

은 5가지 기본형태로 분류하여 자유액면 유동을 계산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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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가-5 일차정도 VOF 해석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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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류 및 대류항 이산화 모델

   난류 유동장 해석을 위한 난류 해석 모델은 요구되는 해석의 

정확도와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본 해석의 경우 주요 관

심 부분인 자유액면 부근은 상대적으로 속도 구배가 작고 Re수가 상대적

으로 크기에 벽함수 개념을 이용하는 RNG k-ε모델을 사용하 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자유액면 부근에서의 유동특성을 정 하게 계산하기 위하

여 대류항 이산화 방법은 CONDIF 방법[CFX4.3, 1997]을 사용하 다. 

CONDIF방법은 이차정도 중심차분법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하나 유동

장 해석 매트릭스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풍상차분법(upwind 

scheme)을 사용하여 해석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킨 방법이다.



- 114 -

     (다) 해석 방법론 검증

          본 계산에서 설정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KALIMER 

액체금속 원자로 기하형상 1/4 척도로 설정된 장치의 실험결과[남호윤,2002]

와 비교한다. 비교 대상 실험 장치는 그림 1.6.가-6 및 그림 1.6.가-7과 같이 

원주 방향으로 원자로 상부 플레넘의 1/4 형상으로 설정되었다. 냉각재가 유

입되는 하단부는 유입속도를 균일화하기 위하여 하니컴을 사용하 으며 속도

장을 제어하기 위하여 UIS에 vane을 부착하 다.

그림 1.6.가-6 가스혼입 실험부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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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가-7 가스혼입 실험부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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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험 구조물 형상에 대한 자유액면 구배를 계산하기 위해 해석 

기하형상을 그림 1.6.가-8과 같이 설정하고 하단면은 균일한 속도로 유입

되는 균일 속도 조건을 설정하 으며 상단부는 균일 압력조건 그리고 

IHX 입구노즐은 질량평형(Mass balance) 조건을 설정한다. 해석에 사용된 

유체의 특성은 실험에 사용된 조건과 동일하게 상온(25℃)의 물과 공기로

서 각각의 특성은 표 1.6.가-3과 같이 설정한다.

그림 1.6.가-8 실험장치 해석 기하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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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가-3 자유액면 유동 실험 유체 물성치

도(㎏/㎥) 점도(㎩-sec)

물 997 0.891x10
-3

공기 1.176 0.184x10-3

이와 같은 기하형상 및 경계조건에 대해 유입유량 35리터/초, 초기 액위 

0.6m Vane 높이 0.4m의 조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 액위에서

의 전체적인 자유액면 분포는 그림 1.6.가-9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

의 결과와 같이 액체의 자유액면 분포는 중심부위에서 낮고 IHX입구 부

근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가-9 자유액면 분포

(유입유량:35리터/초, 평균액위:0.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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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원주방향 중심(θ2,45 )에서 반

경방향 자유액면 분포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1.6.가-10과 같이 도시

하 다. 그림의 결과와 같이 자유액면의 비례분포는 실험과 계산 값이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액면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실험

값이 약 2mm인 반면에 계산값은 1mm이내가 되었는데 이는 실험 보고서

[남호윤,2002]에서 밝힌 액위 계측 감지기의 오차가 0.6mm이고 또한 자료

처리기의 오차까지 감안하면 계측계통의 오차가 더 커질 것이므로 자유액

면 액위차의 절대값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미소한 액위차이에 대한 실

험 결과로서는 검증하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 큰 액위차

에 대한 결과가 입수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가-10 반경방향 고온풀 자유액면 구배

유량=35리터/초, 평균액위=600mm, vane 높이=400mm, 

원주방향 위치θ=45°

그림 1.6.가-9의 θ1 지점인 θ=22.5 지점에서의 구배 분포는 그림 1.6.가-11

과 같다. 그림과 같이 그림 1.6.가-10의 결과에 비해 계산 값과 측정값의 일

치성이 약하나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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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가-11 반경방향 고온풀 자유액면 구배

유량=35리터/초, 평균액위=600mm, vane 

높이=400mm, 원주방향 위치θ=22.5°

해석 역에서의 유동특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액면 평균액위 단

면에서의 속도장 벡터와 액체 상승속도 분포를 그림 1.6.가-15,16에 도시

하 다. 그림 1.6.가-12에서와 같이 원주 및 반경방향에서는 UIS부근의 내 

벽면 쪽에서 외벽면쪽으로의 유동이 형성되며 외벽면 원주방향 양 모서리 

부근에서는 순환유동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가-12 평균 자유액면위치(Z=600mm)에서의 속도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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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균액위 단면에서의 수직방향 유동분포는 그림 1.6.가-13에 도시된 것

처럼 UIS벽면에서 약 0.4m 외반경 방향의 위치 원주방향 양단부근에서 상승

속도가 최대가 된다. 이는 그림 1.6.가-15,16에서와 같이 Z=400mm 위치에 설

치된 Vane의 향으로 상승 유동이 배플 쪽으로 꺽여지므로 상승유동 분포가 

배플쪽으로 이동되며, IHX입구에서 흡입되는 유동 향에 의해 중심부보다는 

원주방향 양단쪽에서 최대 상승 유동 지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IHX 입구노즐과 원주방향 양단면 중간위치에서 최대 하강유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IHX 입구 노즐의 상단부가 덮개로 씌어져 있어서 IHX 입구노즐 

직 상부에서는 하강유동이 반경방향에서는 하단부에서 유입되는 유동 효과와 

벽면 효과에 의해 하강속도가 상쇄되므로 원주방향에서 최대 하강유동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유액면 부근의 Free Vortex 분포는 그림 

1.6.가-14와 같이 원주방향 양단면 벽면부근과 양쪽 구석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벽면부근에서 발생하는 Vortex는 벽면 근처의 속도구배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양쪽 구석에서 발생하는 Free vortex는 벽면에서 떨어져서 발생하

므로 유입 및 유출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기 흡입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계산에서 설정된 자유액면 유동

특성 해석 방법론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가-13 평균 자유액면위치(Z=600mm)에서의 수직방향 상승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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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가-14 자유액면 부근 Free vortex분포

그림 1.6.가-15 

원주방향 중심부 

(θ=45°)속도벡터 분포

그림 1.6.가-16 

원주방향 θ=22.5°지점 

속도벡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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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ALIMER 고온풀 자유액면 거동해석

     (가) 기하형상 설정

  해석을 수행하려고 하는 대상 액체금속 원자로는 150MWe급 

KALIMER 원자로[한도희 등,2000]이므로 기하형상은 이를 바탕으로 설정

한다. 기하형상은 그림 1.6.가-17의 원자로 전체 모형에서 자유액면 유동

에 직접 향을 주는 부분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축 방향으로는 UIS 하단

에서 고온 풀 자유액면까지를, 반경방향으로는 UIS 외벽에서 원자로 배플 

표면까지로 설정한다. 또한 원주방향으로는 그림 1.6.가-19와 같이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중간 열교환기 배열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원주 방향으로 

1/4 면만을 해석 기하형상으로 설정하면 해석대상 기하형상은 그림 1.6.가

-18과 같은 해석 기하형태로 설정된다.

 Core

 0.0 

30.0 

285.0 

500.0

605.0

1200.0

1234.0
1290.0

1681.0

1771.0

1846.0

1910.0

1700.0

Unit : Cm 

165.0

1885.0

UIS

그림 1.6.가-17 칼리머(150MWe급) 측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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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가-18 전산해석 해석 기하형상

(Top view,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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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가-19 원자로 상부 단면도

     (나) 경계조건 및 유체특성

   KALIMER 원자로 고온풀 자유액면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실

험장치와 유사하게 설정하 으므로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

다. 유체 특성은 KALIMER 원자로 100% 정격출력 조건에 따라 표 1.6.가

-4와 같이 설정한다.

표 1.6.가-4 KALIMER 고온풀 유체특성

소듐 He

작동온도(℃) 530[3.5] 300 [김성오,2001]]

도(㎏/㎥) 825.2 0.102

점도(㎏-m/sec) 2.28x10
-4 2.693x10-5

     (다) 결과 및 토론

          KALIMER 원자로의 경우 노심을 통과하는 질량유량은 2,143kg/초

이며 노심 출구 소듐온도를 530℃로 가정하면  2.60㎥/초의 유량으로 UI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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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배럴 사이의 환형공간을 통과하므로 입구에서의 유체의 평균속도는 

0.29m/초가 된다. 또한 KALIMER 원자로의 정격운전 평균 액위는 IHX 입구 

상단에서 약 2.2m 이다. 따라서 KALIMER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유량 및 평

균유속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수행 조건은 실제 

KALIMER 설계조건보다 더 보수적인 유입속도인 0.5, 0.7, 0.9 m/초에 대하여 

수행하 으며 평균액위는 IHX 입구 상단에서 0.7m, 1.7m 및 2.2m에 대해 총 

9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각 경우에 대해 Non-steady해석을 수

행하 다. 해석 시간 간격은 CFX 해석코드의 수렴성을 고려하여 10
-2초로 설

정하 으며 계산시간은 계산 초기의 과도상태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5초동안 수행하 다.

각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자유액면의 분포는 입구 유속별로 원

주방향 45°지점에서 반경방향에따른 분포특성을 그림 1.6.가-20,21,22에 

도시하 다. 그림의 결과와 같이 고온풀 평균 액위가 IHX입구 상단에서 

1.7m, 2.2m의 경우는 입구유속에 관계없이 고온풀 자유액면 분포는 1mm 

이하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온풀 액위가 

0.7m의 경우는 유속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며 그 크기도 약 5mm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온풀 자유액면의 분포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 

결과와 같이 임의의 임계 액위 이하가 되면 불안정해진다는 것도 이와 같

은 계산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로부터 

KALIMER의 경우 평균 액위가 2.2m이고 유입 속도가 0.29m/초이므로 고

온풀 자유액면이 거의 일정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액위가 0.7m인 경우의 고온풀 자유액면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이 액위가 낮은 부분이 원주방향으로 거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액위차의 발생은 Vortex 형성에 의한 현상보다는 유체 유동장 

특성에 의한 Hydraulic 점프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그

림 1.6.가-24에 도시된 것처럼 자유액면에서의 속도 벡터가 거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반경방향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액

위 0.7m에서의 자유액면 분포는 대체로 UIS쪽에서 낮고 원자로 Barrel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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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유속이 증가하면 UIS쪽도 증가되고 있다. 이는 유

입속도가 증가 될수록 상승 모멘텀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축방향 및 반경방향 속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입구속도 0.9m/초, 평균

액위 IHX 입구 상단에서 0.7m인 유동에  대하여 원주방향 중심부분과 원

주방향 양단에서의 속도분포를 그림 1.6.가-25에 도시하 다. 예상한 바와

같이 양단에서는 심한 재순환 유동을 보이며 중심선에서는 IHX 입구 노

즐을 통해 유체가 방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가-20 반경방향 고온풀 자유액면 분포

[입구유속(0.9m/초); 원주방향(θ=45°)]

그림 1.6.가-21 반경방향 고온풀 자유액면 분포

[입구유속(0.7m/초);원주방향(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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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가-22 반경방향 고온풀 자유액면 분포

[입구유속(0.5m/초); 원주방향(θ=45°)]

그림 1.6.가-23 고온풀 자유액면 분포

[유입 유체속도(0.9m/초); 평균액위(0.7m)]



- 128 -

그림 1.6.가-24 평균액위 반경 및 원주방향 속도 분포

[유입 유체속도(0.9m/초); 평균액위(0.7m)]

그림 1.6.가-25 축방향 속도 분포

[유입 유체속도(0.9m/초), 평균액위(0.7m)]

좌: 원주방향 중심, 우:원주방향 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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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과해석

   액체금속로 고온풀에서 발생하는 공기 흡입현상을 분석하고 방

지하기 위하여 발표된 실험자료와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자유표면 와류에 의한 공기흡입현상에 대한 평가는 기존 실험 상관식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평가결과 KALIMER 고온풀 및 IHX 흡입노즐 사이

의 거리는 와류에 의한 공기흡입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여

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온풀 표면에서 발생하는 기포에 의한 공기 흡입현상은 고온풀 표면의 

형상에 의한 기포 발생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된다. 따라서 고온풀 자유

액면의 형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유액면 거동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 다. 

고온풀 표면 자유액면 형상을 계산고온풀 자유액면 해석 방법론은 CFX4

코드와 자유액면 정  해석 모델인 1차정도 VOF해석 모델을 결합시켜 해

석 방법론을 설정하 다. 설정된 해석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유액면 

실험자료와 자유액면 분포 특성을 비교하 다. 비교결과 자유액면 분포특

성이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므로 해석 방법론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설정된 해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KALIMER 원자로 고온풀 자유액면

을 해석하 다. 해석결과 현재 설계된 KALIMER 고온풀 액위는 충분한 

높이로 설정되어서 원자로 정격 출력 운전중 고온풀 액위가 거의 일정하

게 유지되므로 고온풀 자유액면에서 기포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기

포에 의한 공기 흡입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IHTS

    IHTS의 부품중 SWRPRS의 RD(rupture disk)에 부여하는 안전기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격리밸브는 격납용기 경계를 이루는 부품으로서 

안전등급2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의 작동 시간이 수십초의 해당하여 설계기

준 SWR 사고의 완화 기능을 갖기에는 문제가 된다. RD는 설계기준 SWR 

발생이후 격리밸브의 닫힘이 끝나는 시점까지 격납용기 내에 있는 중간열교



- 130 -

환기와 관련 배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RD는 다른 안전등급2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 안전등급2를 부여하 다. 격리밸브 및 RD의 설계기준 관

점이외에 중간열교환기 보호를 통한 노심보호 목적은 설계기준외의 개념 즉, 

심층방어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기설정된 IHTS의 설계압력의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즉, 연계분야로부터

의 기기 배치 및 배관 배열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중간계통 순환펌프인 EMP

의 요구NPSH가 확인됨에 따라 재검토의 여지가 생겼다. 정량적인 검토로서 

먼저 EMP의 요구NPSH를 위한 커버개스 압력은 대기압 수준으로 유지해도 

되며 높이차에 의한 중력항의 크기도 감소한 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SG커버개스 압력 : 당초 0.35MPa→0.1MPa

  - 중력항(높이차) : 당초 0.4MPa→0.2MPa

  - EMP생성수두 : 0.4MPa

  - 설계기준SWR 초기 첨두압력치 : 1.75MPa

중간계통의 설계압력을 정하는데 있어서 계통운전 조건 향에 대하여 고려

할 사항은 정상운전 조건과 예상되는 최대 압력이 발생되는 과도운전으로 나

눌 수 있다. 과도운전 조건으로서는 펌프의 급작동에 의한 압력 요동과 보조

계통의 오작동 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간보조계통의 작동압력은 예상되

는 설계압력에 비하여 작은 값이므로 고려에서 제외하 다. 아래 표에는 정

상운전과 최대 압력 과도시의 중간계통에 발생되는 최대 압력을 정리하 다.

표 1.6.나-1 과도상태별 IHTS 예상 최대압력

펌프 모드
고려 압력항

최대 압력 
(MPa)

비 고커버개스
(MPa)

(생성)수두
(MPa)

중력항
 (MPa)

정상운전 .1 .4 .2 .7 IHX lower 
plenum

펌프급작동 .1 1.0
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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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된 IHTS에서 계통의 운전에 관련한 계통의 최대압력은 1.3MPa이므

로 여기에 10%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요구되는 설계압력은 약 1.43MPa이

다. 설계압력에 관련하여 SWR에 대한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기

준 SWR의 초기 첨두압력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1.5MPa이므로 이것은 계

통운전에 의한 최대 압력(1.43MPa)을 포함하는 값이므로 1.5MPa를 IHTS 설

계압력 및 rupture disk 설정압력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나-1 SWR사고 초기 압력거동 (0∼100m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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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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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KALIMER 증기발생기설계 업무는 정격 출력 

조건을 만족시키는 열유체적 관점에서 중간계통의 소듐과 물/증기간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전열관에 대한 설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금번 기간 중

에는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열유체적 설계의 후속 작업으로 증기발생기 

각 역에 대해 기능 및 설계시 고려해야 될 인자들을 평가하여 증기발생

기 내부 각 부분의 적절한 크기를 설정함으로써 증기발생기 전반적인 크

기 및 형상을 구체화하고 KALIMER 증기발생기 설계와 외국 참조 노형

의 것을 비교하여 설계의 적절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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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기발생기 각 역의 기능 및 설계시 고려사항

     증기발생기 크기 설정을 위해 증기발생기를 구성하는 부분을 4개 역으

로 구분(그림 1.6.다-1 참조)하 으며 각 역에 대한 정의 및 설계고려사항은 

표 1.6.다-1과 같다.

그림 1.6.다-1 증기발생기 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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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다-1 증기발생기 역 설정 및 설계고려인자

구  분   역  정  의 설 계 고 려 사 항

 상부플레넘 
전열관다발의  상부 지지대에서 

증기발생기 출구 노즐까지

-전열관 다발이 지지대에서 다발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길이

-전열관다발이 노즐까지 회전시 

필요공간

 전열관다발 
전열관 하부 지지대에서 상부 

지지대까지

-전열관의 수, 길이 및 직경

-전열관의 배치방법 및 전열관 피치

-나선형을 이루는 전열관 각도

 Cover Gas 

전 출력 운전시의 소듐 액위 

부터 증기발생기 최상 단까지의 

구간

-발전소 운전 조건에 따른 소듐체적 

변화 수용

-소듐-물 반응사고로 야기되는 

압력파의 최대 압력 

-소듐-물 반응사고 감지설비설치

-소듐 분배기의 설치

하부플레넘
급수 입구노즐부터 전열관다발의 

하부 지지대까지의 역
-상부플레넘과 인자와  동일

  2) 각 역의 크기 계산 및 적절성 평가

   전열관 번들에서 나온 전열관들이 다발 형태를 이루면서 증기노즐까지 

연결되는 역으로 필요 직관길이 및 전열관 다발의 회전 공간 등이 고려되

어 설계된다.

   가) 상부 플레넘

       크기설정을 위해 그림 1.6.다-1과 같이 상부 플레넘을 4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열관 수에 따라 결정되는 증기노즐의 크기와 SG셸 직경 등을 기

준으로 비례관계 분석을 통해 크기를 설정하고 설정된 값의 적절성은 외국 

설계자료[GE,1987]에 적용하여 평가하 으며 각 역에 대한 길이는 다음 관

계식으로 설정하 다.

    UP_1  = 증기노즐 내경       (1.6.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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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_2  = UP_1 X 1.2       (1.6.다-2)

    UP_3  = (w - UP_1) X 2, (w = R2-R1)       (1.6.다-3)

    UP_4  = w X (2.6/1.6)       (1.6.다-4)

그림 1.6.다-2 SG 상부플레넘 형상

위의 관계식을 통해 계산된 결과는 표 1.6.다-2에 나타내었으며  비교 대

상으로 선정된 외국 노형인 PRISM Mod A와 B의 경우 각각의 설계치와 

비교하 을 때 5% 이내의 편차를 갖는다. 따라서 동일 관계식으로 구한 

KALIMER의 설정값, 3.5m는 전반적인 설계 경향을 따른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의 실제 크기 설정을 위해서는 제작 측면에서 고려 해야될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계산은 개략적인 평가를 통한 작업이었기에 

설계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의 참 값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 하부 플레넘

그림 1.6.다-1의 증기발생기의 형상에서 나타낸 것처럼 하부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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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은 상부 플레넘과 서로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기능 

또한 급수 역과 증기 역 이라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 따라 이 

역에 대한 길이는 상부플레넘의 길이와 동일하게 3.5m로 설정하 다.

표 1.6.다-2 증기발생기 상부 플레넘 크기 [단위:m]

        (이탤릭체 : 설계값 인용 , UP_tot:UP_1 ~ UP_4까지 합한 값)

   다) 전열관 다발 역

전열관들이 코일형태를 이루면서 다발을 형성하고 있는 역으로 이

차측의 소듐과 전열관 내부의 물/증기와의 열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전

열관 다발의 높이계산은 증기발생기 해석코드 HSGSA[김연식, 1998]를 이용

한 발전소 출력에 맞는 증기발생기의 열유체적 특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

열관의 배치 및 각 관들간의 pitch등을 고려하여 6.5m로 설정되었다. 전열관 

번들 높이를 설정에 사용된 주요 설계인자는 다음과 같다.

  ◦ 전열관 수 :  224 개

  ◦ 전열관 길이 :  60 m 

  ◦ 전열관 외경 :  16 mm

  ◦ 전열관 두께 :  3.5 mm

  ◦ 전열관의 가로/세로 pitch :  55/40 mm

  ◦ 나선형 전열관의  기울기 :  5.7
o ∼ 6.1o 

   라) Cover Gas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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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열팽창의 수용여부와 소듐-물 반응 사고시의 압력파의 최대 

압력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 다. 분석을 위해서 가), 나), 다) 에서 설정된 

값을 사용하 으며,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열관다발 지지대, 전열관의 clamp등 전열관을 제외한 구조물의 체적

은 전열관다발 체적의 20%로 설정

- 증기발생기내 정상 소듐 체적은 표 1.6.다-3의 발전소 정격 출력 운전상태

- 소듐의 최대 열팽창조건은 중간계통 소듐 유로가 폐쇄된 상태에서 소

듐온도가 ASME Service Level B제한온도(650℃)에 도달한 경우

- 일차적으로 Cover gas 역의 길이는 PRISM Mod.A의 열 출력 대 

cover gas 공간의 체적의 비와 동일하게 유지--- LCG = 1.6m

위의 조건에서 cover gas 역의 길이가 1.6m일 때 순수 gas 공간의 체적은 

약 7m
3 이다. 따라서 발전소 운전 조건변화에 의해 예상 할 수 있는 최대 소

듐 열팽창 체적 2.7m
3의 2배 이상의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되어 소듐 열팽창 

수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over gas 공간의 체적이 감

소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듐-물 반응사고시의 압력파 중 최대압력 변화를  

SPIKE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으며 계산 결과는  다음 그림 1.6.다-3과 그

림 1.6.다-4와 같다. 그림 1.6.다-3은 기존 설계, 즉 cover gas 공간의 길이가 

2.5m 일 때의 결과이고 그림 1.6.다-4는 cover gas 역의 길이를 1.6m로 줄

을 때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위에서 설정된 체적 변화가 압력

파 거동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6.다-3 SG내부 소듐 열팽창특성

Cover Gas 역 체적

정격출력운전시 소듐 체적     

  기준온도

  기준 도

최대 소듐 체적

  기준온도

  기준 도

열팽창 체적

6.9 m
3

68.9 m3

450 
0
C

827.5 kg/m
3

71.6 m3

650 
0
C

796.5 kg/m
3

2.7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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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c)Time (sec)

그림 1.6.다-3 SWR 이후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

(Cover Gas 체적:13m3)

그림 1.6.다-4 SWR 이후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

(Cover Gas 체적:7m
3
)

  3) 증기발생기 외형크기 설정

계산 결과로 얻어진 증기발생기 크기는 폭 2.8m(OD), 길이 15.67m로 

기존 설계[위명환, 1999]에 비해 폭의 변화는 없고 길이만 약 20%정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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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게 되었다. 각 역별 길이로 구분하여 보면 cover gas 공간이 약 

40%, 상/하부플레넘 역이 약 15% 정도 각 각  길이가 감소하 고 전열

관 번들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은 없다. 그림 1.6.다-5에 설계변경 전과 변

경 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6.다-5 KALIMER 증기발생기 외형 크기 조정

 라. 잔열제거계통

  1) KALIMER BOP요건 개발

KALIMER 잔열제거계통 설계에서 PSDRS 공기유로의 길이, 직경, 

굴뚝 높이 및 굴뚝에서의 유로저항 등은 그 변화폭에 비해 계통의 전반적

인 성능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PSDRS 설계작업에서 BOP에 해당

하는 굴뚝 높이나 배치 등의 향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일단은 

NSSS 측의 설계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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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외, 1998]. 하지만, PSDRS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BOP 요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므로 잔열제거계통의 열제거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PSDRS BOP 설계인자의 적절한 

설계 제한치에 대한 표현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각 설계인자간의 상관관계

를 설정하 다. KALIMER의 BOP 요건 설정을 위해 PSDRS 성능에 가장 

지배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굴뚝의 높이, 직경 및 유동저항 등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설계자가 필요에 따라 굴뚝의 높이 또는 직경

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본 분석의 결과에 의해 유동저항을 허용치 이하로 

하여 설계를 수행한다면 계통 설계에서 도출된 PSDRS의 열제거 성능에

는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적절한 BOP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KALIMER의 BOP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C chm, tot

H ]  ＜ [
C chm, tot

H ]       (1.6.라-1)

  2) PSDRS 열제거 성능 모형

KALIMER의 유체계통 성능 분석을 위한 고속 코드의 잔열제거계통 

해석 모듈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듐 Pool 내부의 복잡한 계산없이 원자로

용기(RV) 외벽온도와 QPSDRS의 열제거량간의 관계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간이 모형 상관식을 개발하 다. PSDRS 열제거량 QPSDRS의 상관식 

개발을 위한 분석을 통해 원자로용기(RV) 외벽의 평균온도, TRVe는 

sodium pool의 평균온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 때의 QPSDRS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원자로용기(RV) 외벽의 평균온도, TRVe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PSDRS를 통한 열제거량은 원자로용기 평균

온도인 TRVe와 최종적인 열침원인 공기유로의 공기온도, Tair에 의해서

도 좌우되므로 QPSDRS는 f ( TRVe ,T air,in )  또는 f ( TRVe , Tair )의 형태

로 표시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PSDRS를 통한 

열제거량, Q와 원자로용기(RV) 외벽온도 및 공기온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상관식으로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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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SDRS 작동 과도기 특성 분석

KALIMER의 열제거 경로는 그림 1.6.라-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PSDRS의 작동 mechanism 파악을 위하여 원자로 100% 정상출력 운전시의 

PSDRS를 통한 열손실량을 계산하고 원자로 정지 후 PSDRS 작동시점까지

의 소듐 액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PSDRS 정상작동 시작 시간을 설정

하여 정상상태에서 과도상태로 전환되는 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1.6.라-1. KALIMER 계통 개략도

Rx.
Core

EMP
UIS

IHX

Containment
Dome

Cold air in Cold air in

Hot air out Hot air out

EMP

SWRPRS

SG

Feed Water
in

Feed Water out

이를 통해 PSDRS 정상작동시의 조건을 원자로 정지 후 계통 과도기 특



- 141 -

성 분석을 위한 PARS 코드 초기조건의 체계적인 설정 방법을 개발하고 

원자로 Baffle과 최고온도 등 계통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와 계통 성능간

의 상관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계통 과도기 현상 해석에 신

뢰성을 기했으며, PSDRS 설계인자의 변화에 대한 계통 성능의 민감도 분

석을 병행하 다.

  4) PSDRS 작동 시작시간 설정

PSDRS의 작동 시작시점은 고온풀 자유표면의 액위가 원자로 Baffle 

overflow slot에 도달하여 환형공간의 저온 소듐으로 고온의 소듐이 유입

되는 시점으로 설정한다. 원자로 정지 후 발생하는 노심의 잔열은 원자로 

내부 소듐의 온도를 증가시키고, 온도증가로 인한 부피증가는 고온풀의 액

위를 PSDRS 작동위치까지 상승시킨다. 이와 같이 원자로 내부의 소듐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다음의 식 (1.6.라-4)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TcM

t
QQQ poutgen ⋅⋅

∂
∂=−=∆

      (1.6.라-4)

PSDRS 작동시간까지 소듐에 축적된 에너지는 소듐의 부피증가로 나타나

며, 부피가 증가한 만큼 소듐의 도는 감소하므로 다음의 식 (1.6.라-5)를 

이용하여 정상운전시의 소듐의 평균 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액위

상승에 따른 도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tot

coldcoldhothot
avgnormal V

VV ρρρ ⋅+⋅=−
      (1.6.라-5)

Vhot과 Vcold는 각각 정상운전중의 고온풀 및 저온풀의 부피이며, Vtot은 

Vhot과 Vcold를 합친 PHTS 소듐의 총 부피로서 KALIMER 열평형도[한

도희 외, 2000]를 참고하여 고온은 530℃, 저온은 385℃에서의 값을 적용

하면 정상운전 중의 소듐의 평균 도는 836.93 kg/m 3이 된다. 정상운전 

중의 평균 도를 기준으로 소듐의 온도 증가로 인한 부피의 증가 및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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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감소한 도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소듐의 액위 증가는 가해지는 

열량, 즉 노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심의 붕괴

열 발생곡선(Decay Heat Curve)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 (1.6.라-6)과 같이 

소듐 액위 상승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 } { } ACC

t

i
iioutidecay

t
outdecay QtQQdtQQ =∆⋅−=− äñ

=1
,,0       (1.6.라-6)

여기서, Qdecay는 원자로 정지 후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이며, 소듐 액위

별 축적된 에너지 QACC가 각각 t 1과 t 2에 해당하는 QACC,1과 QACC,2  사

이에 존재할 경우, 시간 t는 다음 식 (1.6.라-7)과 같이 결정된다.

    
( )1,

1,2,

12
1 ACCACC

ACCACC

QQ
QQ
tt

tt −⋅
−
−+=

      (1.6.라-7)

따라서, 발전소 100% 정상출력 운전시, 원자로 정지 후 PSDRS 정상 작

동 시점까지, 그리고 이후 48시간까지의 PSDRS 작동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SDRS 정상작동 시작

은 원자로 내부의 소듐 액위가 원자로 Baffle Overflow Slot에 도달하여 

고온풀의 소듐이 환형공간의 저온 소듐으로 유입되는 시점이며, 이를 통해 

PSDRS 정상작동 초기조건 설정 방법론을 수립/개발하여 PARS코드의 초

기조건으로 활용함으로써 계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고온풀 자

유표면 상부의 원자로 Baffle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PSDRS 작동시간이 늦

어지고 계통의 최고온도는 증가하며 최고온도 도달 시간은 짧아짐이 확인

되었으며, 정량적으로는 길이 25% 변화에 PSDRS 시작 시점은 약 2분 정

도의 시간차가 있으며 계통의 과도기 최고온도는 약 15℃ 정도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PSDRS 및 SGACS 공기유로 설계보완

   가) PSDRS 및 SGACS 공기유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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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 잔열제거계통의 공기유로의 형상은 그림 1.6.라-2와 같으

며 PSDRS의 경우, 원자로용기(RV)를 중심으로 4방향에서 공기의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안되었으며 공기유로 분리기(air separator)를 중심으로 

상방향으로 전환한 공기 유동은 공기유로 분리기(air separator)와 원자로 격

납용기(CV) 사이의 공기 냉각유로(air hot channel)에서 격납용기(CV) 외벽

을 통해 열을 제거하여 Hot/Cold air duct에 의해 공기 굴뚝과 연결된다. 또

한, SGACS의 공기 유입은 증기발생기(SG) 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증기발

생기(SG) 외부 표면과 외피관(shroud) 사이에 형성된 환형공간을 통해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SG) 상단의 공기굴뚝을 통해 방출된다.

그림 1.6.라-2. PSDRS 및 SGACS 공기유로 3차원 형상

Cold air
in

Hot air
out

SG
Shroud

Air
Blower

ID = 2 m

Cold air in

Hot air
out

S/G
building

PSDRS에서 원자로 지지벽(Rx. Support wall)의 공기 유/출입부와 공기유로 

배관에서 공기 냉각유로(air hot channel)와 공기 굴뚝을 연결하는 수평 배

관인 Hot/Cold air Duct의 형상은 각각 다음의 그림 1.6.라-3과 그림 1.6.라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Hot/Cold air Duct의 수평배관 총 길이는 발전소 

건물 및 기기 배치와 관련하여 그 길이의 변화폭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Hot/Cold air Duct는 가로/세로 각각 2m/1m인 직사각형의 단면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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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형태로 각각 원자로 지지벽(Rx. Support wall)과 연결되어 공기 냉각유

로(air hot channel)로부터 가열된 공기를 공기 굴뚝까지 수송하게 된다.

2 m

1 m

1 m

Hot air
outlet Duct

Cold air
inlet Duct     

그림 1.6.라-3 원자로 지지벽의 공기 유/출입부 형상

그림 1.6.라-4 공기유로 배관의 Hot/Cold air duct 형상

2m

1mCold Air

Hot Air

0.48m

Hot air
Duct

Cold air
Duct

Support
wallSPCV

RV

PSDRS 공기유로 배관의 Hot/Cold air duct의 총 수평길이는 발전소의 전

체적인 건물 배치를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이 원자로 지지벽(Rx. Support 

wall)을 통과하여 상대적으로 긴 수평배관이 요구되며, 참고문헌[어재

혁,2001]에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한 Hot/Cold air duct의 수평배관

에 요구되는 길이는 배관에서의 마찰에 의한 유동손실과 공기 굴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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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측면에서 각각 약 15m로 설정하여 

PSDRS 공기유로 배관의 길이는 공기굴뚝의 높이, 30m를 포함하여 총 

45m가 된다. SGACS는 원자로 정상 운전중에는 증기발생기(SG) 외벽을 

통한 열손실 방지를 위해 공기굴뚝에 설치된 air damper를 닫은 상태로 

유지하며, 원자로 정지시 또는 사고시에는 이를 열어 증기발생기(SG)를 

직접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SGACS를 통한 증기발생기(SG) 직접 

냉각은 PSDRS의 원리와 동일하며 Fan을 이용한 강제대류 공기유동에 의

해 열을 제거하므로 공기유로의 형상은 PSDRS에 비하여 열제거량에 지

배적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 잔열제거계통 공기유로 형상변화 계수

PSDRS의 분석을 위해서 기 개발된 PARS2 코드는 공기유로 배관에

서의 마찰손실(friction loss)에 의한 저항과 형상변화손실(form loss) 저항을 

유로저항으로 사용하여 공기 유량을 계산하므로 참고문헌 [I.E.Idelchik,1986]

을 참고로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관의 형상에 대하여 90
o Elbow, 

180o Turn, 공기굴뚝 입/출구 등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 다. PSDRS 공기

유로는 각 유로별로 2곳의 90o Elbow와 1곳의 180o Turn 부분이 존재하며, 

PSDRS 공기굴뚝의 입/출구에서도 형상변화에 의한 유동의 변화가 예상된

다. SGACS의 공기 유입은 증기발생기(SG) 외부 표면과 외피관(shroud) 

사이에 형성된 환형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공간은 환형의 duct 형태

로 이루어진 sharp edged free standing으로 볼 수 있다. SGACS는 Fan을 

이용한 강제 냉각방식이므로 PSDRS와 달리 공기유로의 형상이 열제거량

에 많은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전원 상실 등으로 인한 자연대류시를 고

려하여 참고문헌 [I.E.Idelchik,1986]을 참고로 계산을 수행하 다. SGACS

는 증기발생기(SG) 하단의 유입부와 증기발생기 외벽과 shroud 사이의 환

형공간, 그리고 증기발생기 상단의 공기 수렴부 및 공기굴뚝 출구 등에서 

유동이 형상변화를 겪는다. KALIMER 잔열제거 계통의 분석을 위해 기 

개발된 PARS와 Qsgacs 코드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PSDRS 및 SGACS 공

기유로의 각 부분에서의 형상변화 계수를 표 1.6.라-1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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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라-1 잔열제거계통 공기유로 각 부분의 형상변화 계수

Location Form Loss Coefficient ( K )

PSDRS

 Chimney inlet (Free standing) 1.0

 90
o
 Flow turning to cold air duct (90

o
 Elbow) 1.1

 90o Flow turning to cold channel (90o Elbow) 1.4

 180o Flow turning part 3.8

 90
o
 Flow turning to hot air duct(90

o
 Elbow) 1.1

 90o Flow turning to chimney(90o Elbow) 1.7

 Chimney outlet (Free discharge) 1.6

SGACS

 Cold air inlet (bottom of SGACS) 1.0

 Flow Converging part (top of SG) 0.1

 Hot air outlet (Free discharge) 2.0

  5)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 설계 보완

   가) SGACS 공기유로 간격 설정

SGACS의 주요 설계인자로는 공기유로를 형성하는 증기발생기(SG)

외벽과 shroud 사이의 간격, 강제순환 유량, 증기발생기(SG) shell 측 소듐 

온도, 그리고, 공기굴뚝 직경 등이 포함되며, 강제순환을 활용하는 SGACS의 

특성상 공기유로의 간격과 Air blower의 용량이 SGACS의 열제거 용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설계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

절한 잔열제거 기본 운전논리의 구현을 위해 이들 두가지 인자들에 대한 설

계 특성 분석을 수행하 다.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SGACS)의 주된 열제

거 기구(mechanism)는 공기유로를 통한 대류 전열과 증기발생기 외벽과 

shroud 간의 복사 전열이며, PSDRS와는 달리 강제순환을 사용하는 능동계

통(active system)인 점을 감안할 때 복사보다는 대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

우 높다. 따라서, 잔열제거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SGACS공기측의 대

류 전열과정에 의한 열제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증기발생기(SG)

와 shroud 사이의 공기유로 간격을 조정하여 대류 전열에 의한 열제거량 변

화를 분석하 다. SG-shroud 간의 간격은 0.15m이며, 이는 SGACS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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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중단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연대류에 의한 열제거율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하여 설정한 간격이다. 하지만, KALIMER 계통의 열제거 용량 확보 

측면에서, 복사전열 보다는 강제대류에 의한 전열이 지배적인 능동계통

(active system)으로 설정된 증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SGACS)의 특성상, 자

연대류 성능 보다는 강제대류에 의한 성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분

석에서는 강제대류 성능에 가장 적합하도록 SG-shroud 사이의 간격을 조정

하 다. SGACS를 이용한 열제거량의 계산은 KALIMER 잔열제거계통의 해

석을 위해 PARS 코드와 함께 개발된 QSGACS 코드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다[위명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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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라-5 SGACS 공기유로 간격과 열제거량 비교

그림 1.6.라-5는 자연대류 경우를 기준으로 증기발생기(SG)와 shroud 사이

의 간격과 열제거량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자연대류를 기준으

로 간격을 설정할 경우, 공기유로 간격이 감소할수록 유로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약 15cm 정도의 간격에서 최대 열제거량이 나타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GACS는 강제대류에 의한 능동계통(active system)으

로, 공기유로의 저항과 상관없이 공기유로 간격을 감소시킬수록 대류에 의

한 전열능력이 향상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증기발생기(SG)-shroud 간격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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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발전소 가동 중 검사 또는 진동에 의한 지지구

조물 요동 등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SG-shroud 간격은 10cm가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SG-shroud 간격을 조정한 결과, SGACS의 

열제거량은 증기발생기의 shell측 온도가 일정할 경우, 그림 1.6.라-6과 같이 

강제순환 유량별로 평균 3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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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라-6 SG-shroud 간격변화에 의한 SGACS 열제거량 비교

   나) SGACS Fan 용량 설정

SGACS의 강제대류 특성 반 을 통해 결정한 증기발생기(SG)-shroud 

사이의 간격 10cm를 이용하여 잔열제거 운전에 필요한 SGACS의 Fan 용량

을 설정하 다. SGACS 열제거 용량은 재장전 온도에서 발생하는 계통의 총 

열부하(total heat load)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장전온도 도달시점 이

후의 노심 붕괴열에 10%의 여유도를 부여한 열량을 기준으로 다음 식 (1.6.라

-8)을 만족시키도록 SGACS의 강제순환유량을 설정하 다.

    QSGACS (T = TRefueling ) ≥ ( 1 + α )⋅QSRC(t)       (1.6.라-8)

고온대기 운전모드에서 재장전 온도까지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열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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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전온도 도달 시간에서의 노심 붕괴열을 포함하는 시간에 따른 계통 

총 열부하(total heat load) 곡선을 이용하여 재장전온도 도달 시점 이후의 

노심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SGACS Fan의 강제순환 유량별 열제거

량을 통해 SGACS의 필요 열제거량을 계산한 결과, 원자로 정지 후 재장

전 온도 진입 시점이 6시간인 경우에는 약 50 kg/sec의 강제순환유량이 

필요하지만, 12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약 40 kg/sec, 그리고, 18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약 30∼35 kg/sec의 강제순환유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증기발생계통(SGS)의 사용시간을 감소시키고 SGACS의 강제순환 유

량을 현실화시키는 관점에서 재장전온도 진입시간을 원자로 정지 후 12시

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 때의 SGACS 1대당 강제순환 유량은 여유도를 

두어 45kg/sec, 열제거량은 1.66 MW이 된다.

   다) SGACS 설계의 현실성 분석

앞서 언급한 SGACS의 설계특성은 유체적 관점에서의 최적 설계일 

뿐이며, 이러한 설계가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Air blower의 사양이나 공기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유동 하중 등이 현실적인 값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G-shroud 간격, 10cm

와 Fan 용량, 45kg/sec를 기준으로 SGACS 설계의 현실성 분석을 수행하

다. SGACS의 Air blower 용량은 여유도를 부여할 경우, 약 50 CMS로 일

반적인 blower의 사양과 비교하여 매우 큰 송풍 능력을 요구하며, 해당 유

량에서의 공기측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공기측의 빠른 유동에 의한 

구조물의 건전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Air blower에 의해 발

생하는 공기측의 유동 하중을 계산하 다. 먼저 유동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서 식 (1.6.라-9)와 같이 단일 계에 대한 momentum balance를 적용하 다.

    DFAPAPAVAVF −−=−=ä 33111
2

13
2

3 ρρ       (1.6.라-9)

계산 결과, 공기측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유동 하중은 약 320 kgf 에 해당

하 으며, 이 하중을 비교하기 위해 SGACS shroud와 증기발생기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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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그리고 Air blower의 중량을 계산하 다. shroud의 중량 계산을 위

해 재질을 304 스테인레스 강으로, 두께는 1cm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으며, Air blower의 중량은 모터와 주변 기기 들을 모두 포함하는 중량

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구조물의 총 중량을 대략적으로 산출하 다. 계산 

결과, 증기발생기 자체의 무게는 약 200ton, shroud의 무게는 약 55 ton이

며, Air blower의 무게는 약 2∼2.5 ton이므로 SGACS 구조물의 총 중량

은 약 260ton이다. 이에 비하여, 공기측의 유동 하중은 약 320 kgf으로 

SGACS 총 중량의 1% 미만에 해당하여 기기의 중량만으로도 충분히 지

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공기측 유동에 의한 구조적 건전성 문제

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SGACS Air blower의 사양은 현실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Air blower의 적절한 선정을 위해서는 계통 내부의 

각 active component와 비교하여 Air blower의 소요 전력이 현실적이어야 

하므로, 공기측 압력손실 계산을 통한 Air blower의 소요 전력을 계산하

다. 계산 결과, SGACS 공기유로의 총 압력 손실은 약 2.2kPa에 해당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송풍기의 소요 전력은 약 0.15 MW이다. 이 

값은 PHTS pump의 약 15%에 해당하는 값이며, SGACS Air blower의 

사양이 현실성을 지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 설정

   가) 스테인레스 강의 표면처리

PSDRS 열제거량에 많은 향을 미치는 구조물 표면 방사율을 설

정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방사율 증진 사례를 통해 

KALIMER PSDRS에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계열의 방사율 증진 

가능성을 조사하 다. 참고문헌에 의하면, 스테인레스 강 계열의 방사율은 

300∼1000K 사이의 온도 역에서 표면이 매끄럽게 연마된 경우(well 

polished)에는 약 0.2 ∼ 0.35의 낮은 방사율을 가지며 산화 정도에 따라, 약

간의 산화가 진행된 경우는 약 0.4 까지 증가하고, 산화가 많이 진행된 경

우에는 약 0.75 까지 방사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산화막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안정된 경우는, 표면 방사율이 약 0.9 이상까지도 증가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스테인레스 강은 Chromium과 Nickel의 합금



- 151 -

강으로, 참고문헌에서는 적절한 표면처리를 통해 표면 방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림 1.6.라-7은 스테인레스 강 (1Cr-18Ni-9Ti)에 

대하여 표면처리에 따른 온도별 방사율 변화 경향을 도시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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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라-7 표면처리에 의한 온도별 방사율 변화

그림에서 Case (III)과 Case (IV)는 각각 Sandblasting에 의해 시편 표면을 연

마한 후 전해질 용액에 넣고 표면 처리를 한 경우와 시편 표면에 흑색

chromium을 코팅한 경우를 의미한다[A. Kirgizbaev, 1974]. 그림에서와 같이 

표면처리를 한 경우에는 표면처리 이전인 Case (I) 및 Case (II)와 비교하여 

방사율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0.8 ∼ 0.9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면의 거칠기와 산화 정도, 그리고 표면 코

팅에 의해 방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참고

문헌에서는 재질 표면의 흑색 Chromium 코팅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코팅에 

의한 효과 역시 sandblasting에 의한 표면 처리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키는 sandblasting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KALIMER PSDRS 구조물에 사용되는 316SS, 및 

2(1/4)Cr-1Mo 등의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표면 방사율 Data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서 제시한 Stainless steel1Cr18Ni9Ti 재질의 방사율 증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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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표면처리 과정을 통해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KALIMER PSDRS 구조물에 사용되는 316SS, 및 

2(1/4)Cr-1Mo 등의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표면 방사율 Data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서 제시한 Stainless steel1Cr18Ni9Ti 재질의 방사율 증가 방법

과 유사한 표면처리 과정을 통해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KALIMER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 설정

KALIMER 에는 원자로용기(RV)의 재질인 316 스테인레스 강과 원자

로 헤드 등에 사용되는 304 스테인레스 강, 그리고, 격납용기의 재질로 사용되

는 2(1/4)Cr-1Mo 강 등의 합금강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스테인레스 강 계

열에 대한 구체적인 재질 특성을 살펴보면, 316SS의 경우에는 toluene으로 표

면을 세척하고, 가열과 냉각을 반복한 후에 230oC~870oC 사이의 온도 역에

서 측정한 방사율이 약 0.57∼0.66, 304SS의 경우에는 500℃에서 42시간 가열 

후 측정한 방사율은 약 0.62∼0.72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316 스테인레스 

강과 304 스테인레스 강의 온도 증가에 따른 방사율 변화는 다음 그림 1.6.라

-8과 같으며, 재질의 대략적인 방사율을 고려하기 위해 KALIMER PSDRS의 

원자로용기(RV)와 격납용기(CV)의 온도 범위를 함께 도시하 다. 그림에서의 

표식 "316SS #1" 부터 "316SS #3"은 각각 toluen과 methanol로 세척 후 자연 

산화시킨 경우, 비누와 물 등으로 추가 세척 후 자연산화 시킨 경우, 그리고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304SS #1"과 "304SS #2"는 

각각 자연산화 경우와 513℃에서 42시간 동안 가열하여 자연산화 시킨 후 측

정한 data를 의미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원자로용기(RV)의 재질로 사용되는 

316SS의 경우, 자연산화에 의해 표면에 얇은 산화막이 형성된 경우인 "316SS 

#1"의 경우에 원자로용기(RV)의 운전 온도 역에서 표면 방사율이 약 0.6 내

외로 PRISM RVACS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용기(RV) 방사율, 0.77에 비

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6.라-8의 data가 인위적인 산화막의 형성과는 무관하게 가열과 냉

각을 반복하면서 시편의 표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화 피막에 의한 방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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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측정한 data이기 때문으로, 앞서 제시된 스테인레스 강의 방사율 증진 

방법과 같이 인위적으로 두꺼운 산화막을 형성시키거나, 또는 고 방사율의 페

인트 피막을 형성시키는 경우에는 방사율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참고문헌 [Kirgizbaev, 1974]에서는 스테인레스 강의 방사율을 적절

한 표면 처리에 의해 약 2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재질이 KAIMER 구조물과 다른 재질임을 고려하여 방사율의 가능 증가

폭에 보수성을 부여하면, 인공적인 산화 피막의 형성에 의한 스테인레스 강의 

표면 방사율 증가는 그림 1.6.라-8에 제시된 스테인레스 스틸 계열의 Lightly 

Oxidation에 의한 방사율보다 약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KALIMER 원자로용기(RV)의 재질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 

data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성분의 재질에 대한 방사율 증가 경향을 이용하여 

원하는 재질의 방사율을 추정하기 때문에 참고문헌 [Kirgizbaev, 1974]의 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보수성이 가미된 적절한 가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KALIMER 격납용기(CV)의 재질로 사용되는 2(1/4)cr-1Mo 강의 경우에는 스

테인레스 강과는 재질 특성이 다르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참고문헌[Kirgizbaev, 

1974]의 Stainless steel1Cr18Ni9Ti 재질의 방사율 변화 경향을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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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라-8 스테인레스 강의 온도별 방사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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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 변화 범위 설정

본 절에서는 앞서 가정한 인공 산화막 형성에 의한 방사율 증가 폭

을 토대로 대략적인 PSDRS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을 설정하 다. 참고문헌

[Kirgizbaev, 1974]의 실험결과에 보수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인공 산화막 형

성시 20% 정도 방사율이 증가한다고 할 경우, 원자로용기(RV)의 표면 방사

율은 그림 8에 제시된 스테인레스 강 316SS의 방사율 0.6 보다 높은 0.7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변화 폭은 약 -10% 정도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값은 

참고문헌 [Hunsbedt, 1995]에 제시된 PRISM의 원자로용기(RV) 외표면 방

사율과 유사한 값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KALIMER의 격납용기(CV) 재질로 사용되는 2(1/4)Cr-1Mo 강의 방사율은 

구체적인 data가 없으나, 동일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PRISM RVACS의 격

납용기(CV) 표면에 약 5 μm의 산화 피막 형성시의 방사율이 0.85라고 제시

하고 있으므로[Hunsbedt, 1995], 이를 토대로 앞서 원자로용기(RV)의 방사율 

설정 방법과 유사하게 0.8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변화 폭은 보수성을 부여

하여 -10%로 설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설정된 원자로용

기(RV)와 격납용기(CV)의 표면 방사율을 토대로 방사율 변화에 의한 

PSDRS 열제거 성능 변화를 분석하 다.

   라) PSDRS 열제거 성능 변화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선 분석을 통해 설정한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 

변화에 의한 PSDRS 열제거 성능의 변화를 분석하 다. 분석은 KALIMER 

잔열제거 계통의 성능 분석을 위해 개발된 PARS2 코드를 사용하 으며, 방

사율 변화에 의한 PSDRS 열제거 성능의 민감도 해석 결과는 참고문헌 [어

재혁, 2001]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다음 표 1.6.라-2는 앞선 분석을 통해 

설정된 원자로용기(RV)와 격납용기(CV)의 방사율 및 그 허용 변화 폭을 정

리한 것으로 각각의 방사율 변화에 의한 과도기 고온풀 최고온도 및 100% 

정격출력 운전시의 PSDRS를 통한 열손실량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1.6.라-9

에 도시하 다.

표 1.6.라-2 방사율 변화에 의한 PSDRS 열제거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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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missivity, ε 과도기 고온풀 

최고온도[℃]

정상운전중 

열손실[MW]
RV CV

기준 0.7 (0%) 0.8 (0%) 570.4 1.100

1 0.7 (0%) 0.72 (-10%) 578.1 1.038

2 0.63 (-10%) 0.8 (0%) 576.9 1.041

3 0.63 (-10%) 0.72 (-10%) 584.5 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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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라-9 방사율 변화에 의한 고온풀 최고온도 변화

PSDRS 작동 event는 Infrequent Event(IE)로 분류되어 "Service Level 

B"에 해당하므로[심윤섭 외, 2001], 풀(Pool) 최고온도 제한치는 600℃이

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자로용기(RV)와 격납용기(CV)의 표면 방사율 

및 그 변화폭은 고온풀 최고온도 제한치를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상운전 중의 PSDRS를 통한 열손실량 역시 100% 정격출력의 

0.3% 이내인 1.2MW 내외로 방사율 변화에 의한 향을 대체적으로 잘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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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자로용기(RV)와 격납용기(CV)의 표면 

방사율이 각각 10% 정도 감소하는 경우의 과도기 고온풀 최고온도는 

PSDRS를 통한 전열면적의 약 10% 감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100% 정

격 출력운전 중의  열손실량 역시 약 10%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따라서, PSDRS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은 전열면적, 전열계수 등과 

함께 열제거 성능 결정에 중요한 설계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PSDRS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 및 그 허용 폭은 과도기 풀 최고온도 

제한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준 경우

에 정상운전 중 열손실량이 다소 크게 계산되는 점은 향후 PSDRS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마. 계통성능개선

     KALIMER의 PSDRS[한도희외, 2000]는 안정등급 잔열제거 계통으로서 

격납용기를 통하여 복사와 대류로 열을 제거하는 계통이다. 현재의 PSDRS의 

열제거 능력은 격납용기의 면적과 작동 온도에 의하여 제한되기에 같은 조건

에서도 열전달이 많이 되도록 설계가 추구된다. 본 절에서는 이와같은 노력

의 일환으로 현재의 PSDRS에 Thermosyphon을 적용하여 잔열제거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념을 개발하 다.

Thermosyphon이나 Heat Pipe는 자연현상 즉, 증발과 응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증기압의 차이로 높은 증기압의 증발부로부터 낮은 증기압의 응축부로 증기가 

이동하고 응축부에셔 응축된 유체는 모세관 현상이나 중력 등의 외부 힘에 의

하여 증발부로 이동하여 열전달 사이클을 이루는 열전달 장치이다. 

Thermosyphon과 Heat Pipe의 차이는 응축된 유체를 증발부로 보내는 기구 

개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Heat Pipe는 모세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Wick나 적용되는 계통에서 제공하는 외력에 의하여 응축된 유체를 이

동시킨다. 일반적으로 Heat Pipe는 중력의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작동유체

의 표면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이나 원심력, 자기력 등을 이용함으로써 응축

된 유체가 증발부로 자연적으로 채워지도록 하여 열전달의 순환사이클을 이루

도록 한 것임에 비하여 Thermosyphon은 Wick를 사용하지 않고 중력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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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응축된 유체가 증발부로 이동하는 개념이다. 이와같은 개념이 KALIMER

의 PSDRS에 적용될 경우 증발부와 응축부의 높이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

상되고 중력을 이용하는 구조이므로 Heat Pipe 보다는 Thermosyphon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판단되지만, Heat Pipe를 사용하여 3 MWe 출력의 

터빈으로부터 나온 증기를 응축시키는 건조냉각계통 (Dry Cooling System)을 

적용한 예[Robertson&Cady, 1981]가 있음을 고려할 때 Heat Pipe의 적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Robertson&Cady, 1981]의 경우 직경 5cm 최대 

길이 22.9m인 Heat Pipe 140,000개를 사용하 으며 작동 유체는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작동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암모니아의 

작동온도 범위는 -60℃∼100℃이다. 이론상 Heat Pipe인 경우에 열전달 능력

에 할을 미치는 인자중 Wick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제한 사항이 최대 

열전달 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다 [Dunn&Reay, 1982].

액체금속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능 증진 방안으로 Thermosyphon(또는 

Heat Pipe)을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Thermosyphon과 Heat Pipe의 특성을 

파악하고 KALIMER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 순위는 Thermosyphon임을 도

출하 으며 동 개념의 가능한 열전달 능력을 검토하 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Thermosyphon의 열전달 능력은 액체금속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

의 성능을 최대 20∼40%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증진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현재의 KALIMER PSDRS를 참조 경우로 하여 Thermosyphon을 적용한 경

우와 정상운전 및 과도상태에 대한 정량적 비교.평가를 수행하 으며 이에 사

용된 도구는 PARS2 컴퓨터 코드이다. 해석 결과 전체 열전달 량에 기여하는 

비율에 있어서 복사와 대류의 비율이 서로 반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열전달 량에 대한 Thermosyphon 작동 온도의 향은 상대적

으로 작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Thermosyphon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기를 

통하여 빠져나가는 열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인하여 출구 공기 온도가 10℃ 이

상 줄어들며 요구되는 열전달량이 커지는 과도상태에서 그 차이는 더욱 커진

다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Thermosyphon의 작동온도에 따라서는 공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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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도 Thermosyphon으로 열전달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자연대류에 의하여 냉각되는 응축부의 크기를 평가한 결과 소요 체적은 큰 편

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발된 새로운 개념은 피

동 잔열제거 계통 구조재의 온도 증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잔열제거 능력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 개념의 개발로 피동

형 액금로의 현실적인 용량 한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림 1.6.마-1은 

KALIMER PSDRS에 Thermosyphon을 적용한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마-1 Themosyphon을 적용한 PSDRS 개념도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thermosyphone 이용 설계 개념과 이전 단계에서 개발되

고 이번 단계에 국내 및 외국의 발명특허를 등록시킨 복사구조물을 이용한 설

계 개념[Sim, Yoon Sub, 2000]은 동시에 사용하여 열전달 증진을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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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과제를 통하여 이렇게 개발된 새로운 

설계개념은 피동형 액체금속로 발전소의 용량한계를 기존피동형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의 500MWe에서 700MWe 이상까지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런 설계 개념은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것임으

로 국내 기술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유체계통 설계 개념 대체안 검토

     액체금속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핵확산 저항성 등과 같은 많은 장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냉각재가 갖는 특성, 즉 물/증기와 격렬하게 

반응하는 성질 때문에 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

니라 이를 대비한 설비 및 계통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발전소의 경제성 저

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들

은 새로운 냉각재에 대한 연구, 계통 및 기기의 단순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기기/재료의 개발과 같은 연구를 통해 기존의 설계/개발된 액체금속로의 안전

성 개선과 함께 경제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기 단계의 액

체금속로 설계개념 개발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제안

하고 있는 주요 대체 설계 개념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고 각 개념에 대한 주요 

평가인자 도출 및 예비 분석을 수행하 다.

 

  1) 대체 냉각재 특성

액체금속로의 냉각재의 열적/화학적 특성은 열전달 계통의 구성 

및 안전관련 설비의 마련과 같이 계통 설계와 접한 관련이 있으므

로 기존 개념의 개선을 위해 냉각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결과로부터 대체 냉각재가 갖추어야할 주요 요

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SGS의 물/증기와 화화적으로 불활성(안정)

 - 높은 끓는점 및 낮은 녹는점.

 - 구조재질과의 양립성(부직/마모등)

 - 좋은 전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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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할 수 있는 경제적 범위

이러한 요건에 따라 고려되고 있는 대체 원자로 냉각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

는 소듐과 함께 납, 그리고 납-비스므스 혼합물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들 각각

의 물성치[Gromov, 1997], [Bruse, 2000]를 비교하여 표 1.6.바-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제시한 금속 외에도 gallium(Ga), mercury(Hg), sodium-potasium(Na-K) 

등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질들인데, 이들 각 각이 높은 가격(Ga), 낮은 끓는

점(Hg), 그리고 소듐과 유사한 성질(Na-K)등과 같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다.

표 1.6.바-1 액체금속 원자로 냉각재의 특성 비교

Na
대체 냉각재

Bi Pb Pb-Bi

 Atomic Weight 22.99 209 207.21 -

 Melting Point ,℃ 97.8 271 327.4 123.5

 Boiling Point, ℃ 892 1560 1737 1670

 
Density

a
,  kg/m

3
970 9800 10700 10200

 Sepecific Heat,  J/kg-K 1270 146 145 146

 Thermal Conductivitya, 

W/m-K
65 14 15.5 14

 Viscosity
a
,  Ns/m

2
2 . 24 × 10 - 4 - 1 . 695× 10

- 3 1 . 19× 10- 3

 Vapor Pressure, mm Hg  9 - - -

 Prantle No. 0.004 - 0.016 0.013

 Volume increase upon meltign, 

%
2.5 -3.32 3.6 0

 Costb, / ton $ 0.17 $ 3.00 $ 0.25 $ 0.55

 Chemical Activity High Low .Low Low

 a : 530 ℃ 기준  b : 1998년 기준

이들 냉각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듐의 경우 우수한 열적/기계적 특성으로 인

해  지금껏 대부분의 액체금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물/공기와 

쉽게 반응하여 화재발생 및 계통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수소를 생성하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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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자로 보호를 위해 중간계통, 누출감지설비를 비롯한 화학반응의 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 되어야하며 이는 건설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

다. 반면 HLMC는 물/공기와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듐에서 야기되었던 문

제들을 해소 할 수 있는데 반해 낮은 전열특성으로 인해 기기의 대형화, 구조

재에 대한 과도한 부하가 예상되며 또한 부식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다.

  2) 대체 유체계통 개념 검토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액체금속로 대체 개념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

은 기존의 개념에서 상존하고 있었던 SWR의 발생 가능성 차단 및 계통

의 단순화를 통해 안전성 및 경제성이 증진된 설계개념을 도출하는데 있

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체 개념 평가를 위해 각 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

념(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개념을 선정하여  각 개념의 특성

을 기술하고 주요 인자에 대해 기존 개념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본  

보고서에서 다른 개념과의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된 개념은 일차, 이차(중

간)계통 그리고 증기발생계통으로 구성되며, 일차계통 및 중간계통의 냉각

재로 소듐을 사용한다. 이 개념은 설계 및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기

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반면 SWR 발생을 대비하여 사고완화를 위한 

계통 및 설비가 구비되어야한다.

   가) 대체 냉각재 중간계통

       전반적인 계통의 구성은 일차계통,중간계통 그리고 증기발생계통과 

같이 기존의 개념과 동일하게 하고 단지 중간계통의 냉각재를 물-증기 등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액체금속으로 대체하는 개념[Arhmaligam, 1999]이다

(그림 1.6.바-1 참조). 이는 액체금속로에서 가동율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기기인 증기발생기에서 SWR(Sodium Water Reaction) 발생 가능성을 제거

함으로써 기존 설계에 비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이차계통의  배관요건 및 

SWR의 완화에 관련된 SGS 보조계통의 단순화 및 삭제가 가능한 설계개념

이다. 계통 및 기기의 단순화는  기계적 손상 및 작동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SG에서 물/증기의 

소규모 누출이 발생 할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 증기발생기의 가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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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전소 가동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6.바-1 대체 냉각재 중간계통

중간계통의 냉각재로 고려 될 수 있는 물질들이 기존의 소듐에 비해 전열

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개념에 비해 

더 큰 전열면적의 IHX가 필요하며, 정량적 비교를 위해  KALIMER IHX 

설계를 기준으로  IHX의  중간계통 냉각재를 Pb-Bi로 대체 하 을 때 전

열특성을 비교하 다. 관통형 열교환기에서의 총괄 열전달 저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Rtot=
1

RCVi+RCD+RCVex
          (1.6.바-1)

Rtot : 총괄 열전달저항 [
o
C/W ]

RCVi : 전열관 내부 대류 열전달저항 [
o
C/W]

RCD : 전열관벽을 통한 전도 열전달저항 [
o
C/W]

RCVex : 전열관 외부 대류 열전달저항 [
o
C/W]

위의 식에서 전열관 내부를 흐르는 중간계통 냉각재만을 대체하는 경우 RCD, 

RCVe는 동일하고 RCVi 만 변화하게 되는데  Pb-Bi의 합금을 사용할 때 전열

관 내부의 대류열전달 계수는 소듐의 약 45%에 해당함으로 RCVi는 2배 이상 

증가하게된다. 따라서 KALIMER IHX 해석결과 (RCVi : RCD : RCVex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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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15.1)[심윤섭, 1998]와 비교하면 전체 열전달 저항은 약 34.3% 증가가 

예상된다.

   나) 이중관 증기발생기

      SG와 IHX를 일체화한 설계개념으로 그림 1.6.바-2에 나타낸 것처

럼 기존 개념의 중간계통을  제거한 대신  전열관을 이중관으로 설계하며 

내관과 외관사이에는 열전달 매질를 채워 기존의 이중관 SG의 열전달 성

능 저하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듐과 물/증기를 격리함으로써 SWR를 방지

하기 위한 설계개념 [JNC, 2000]이다. 열전달 매질이 갖추어야할 요건으로

는 중간계통 냉각재와 마찬가지로 소듐 및 물/증기와 화학적으로 불활성

이면서 좋은 열전달특성(열전도도), 전열관 재질과의 부식특성 등이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이러한 특성을 갖는 매질로는 Pb, Bi, 그리고 Pb-Bi 

혼합물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관 SG의 개념은 열전달 성능과 경제성을 

만족하는 적절한 SG 설계 및 기존의 이중관 SG에서 제기 된 제작 및 유

지/보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림 1.6.바-2 이중관 증기발생기

동일열용량 일 때 이중관 SG는 단일관에 비해 1.5-1.8배 정도의 열전달 표면

적이 필요[AI, 1978]하게 되는데 반해 KALIMER SG를 기준으로 두 전열관 

사이에 전열관 매질(Pb-Bi)을 약 3.5mm 로 채워 넣을 경우, 열전달 저항은 약 

40-43%가 증가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이중관SG에서는 중간계통냉각재 대신 

더 높은 온도의 일차계통 소듐을 증기발생기에 공급 할 수 있기 때문에 S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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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큰 온도차를 기대 할 수 있다. 본 계산에서 중간계통 냉각재(5ll
o
C/339

o
C, 

SGin/SGout)대신 일차계통 냉각재 (529.9oC/381 oC SGin/SGout)가 사용할 경

우 대수평균온도차는 60 oC에서 90 oC 로 약 1.5배 증가하게 되므로 이중관을 

취함으로써 생기는 열전달 저항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직접접촉 증기발생개념

IHX와 SG를 일체화한 개념으로, 원자로 냉각재인 소듐이 IHX/SG

의 일체형 열교환기에 저장되어있는 용융 금속에 열을 전달하고, 급수를 

가열된 용융 금속에 분사하여 용융 금속과의 접촉에 의해 증기를 발생시

키는 개념[KInoshita, 2000] 이다(그림 1.6.바-3참조). 노심을 통과한 소듐

이 열교환기에 있는 용융금속 하단을 가열함으로써 용융금속은 도차에 

의해 자연순환 하게 된다. 또한 소듐 전열관의 파손시에는 용융금속측의 

압력이 소듐전열관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용융금속이 소듐전열

관에 유입되므로 유입된 용융금속이 노심을 통과하더라도 핵적 특성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설계개념은 중간계통의 단순화가 가능하지

만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전열관 파손시 용융금속에 포함된 수분이 전열

관 내부로 유입되지 않음이 입증 되어야하고, 급수로의 전열 현상 및 생성

된 증기의 적절한 제어방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림 1.6.바-3 직접접촉 증기발생개념

소듐측 전열관이 파손되면 용융금속이 소듐측 전열관에 유입되는데 이때 용

융금속에 분사된 물/증기의 동반 유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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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의 파손 위치에 따라 용융금속의 강하속도가 1 ∼ 2 mm/sec 정도일 때 

수증기의 상승속도는 20-30 cm/sec로 매우 빨라서  용융금속의 하향흐름에 

향을 받아 수증기가 소듐측 전열관에 유입될 수 없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

하 다. 또한 분사된 물과 용융금속간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예 : 산

화비스무스, 산화 납 등)의 억제 방법을 검토한 결과 급수 중에 환원제로서 

수소를 용해시켜 산화물 생성량의 감소를 기대 할 수 있다.

   라) IHX-SG 일체형

이 개념은 IHX와 SG를 동일 용기 내에 수용시키는 개념으로써 그림 

1.6.바-4와 같이 PHTS와 SG 유체 전열관 사이의 중간매개금속에 PHTS 전

열관으로부터의 열을 전달하고 매개금속은 탱크 내를 자연 순환하면서 또 다

른 전열관에 있는 급수/증기측에 열을 전달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개념

[Miyazaki, 1987]이다(그림 1.6.바-4참조). 이 개념은 지난 1986년 일본의 대학

(Osaka Univ.,Prof. K.T Miyazaki)에서 제시 된 후 최근까지 개념 정립을 위

해 소규모 실험이 진행되어 왔으며 수은(Hg)과  갈륨(Ga)을 중간 매개 금속

으로 사용하여 각종 열전달 관련 실험식을 생산하 고 현재는 대규모의 실험

시설을 건설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림 1.6.바-4 IHX-SG 일체형 AIHX 

          

일본의 MONJU를 기준 경우로 한 정량적인 평가결과[Miyazaki, 1996]에 

따르면, 동일 열출력에서의 필요 열전달 표면적은 일체형의 경우 M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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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HX와 SG(증발기+과열기)의 전열면적을 합한 것의 약 1.6배에 해당한

다. 그러나 IHX와 SG를 일체화함으로써  배관 및 펌프를 제거하고 또한 

SWR관련 부계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전소의 단순화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개념인  직접접촉 증기발생기에 비해 증기

발생보조설비(유도관, 분리기, 증기드럼 등)를 전열탱크 외부에 설치할 수 

있어 열교환 장치의 크기 및 무게를 줄일 수 있고 급수/증기의 제어가 상

대적으로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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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호 및 계측제어계통 개념설계 정립

1.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설계요건 보완

 가. 계측계통 설계요건 보완

  1) 안전 및 내진등급 분류

     계측기는 연결되는 계통이나 기기에 따라서 설계요건이 결정되므로 계

측기의 등급 또한 해당 계측제어 계통의 “안전 및 내진 등급분류”에 따라 변

한다. 따라서 계측계통 설계요건 보완에서는 각 계측제어 계통의 안전 및 내

진등급 분류 지침을 우선 도출하 다[황인구, 2001].

   가) 계측제어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의 안전등급은 KALIMER의 안전등급 분류 지침이 된 

한국원자력법령 [과학기술처, 1994]과 ANSI/ANS-51.1 [1983]인 "American 

National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를 기본으로 하되 KALIMER의 상위 안전등급 분류지

침 [KAERI, 2000]에 적합하도록 결정하 다. 또한 전기 및 계측제어 기기들

의 안전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등급 3 (Safety Class 

3: SC-3)의 기준에 전기장치를 포함하는 등급분류 요건을 포함시켰다.

기존 원전에서 원자로 보호계통(RPS: Reactor Protection System)은 안전등

급 3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KALIMER 안전등급 분류지침[KAERI, 

2000]에서는 안전등급 1 (SC-1)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기 중에 원자로 불시정

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원자로보호계통은 안전등

급 1 (SC-1)으로 지정하 다. 그 외 원자로 보호계통을 제외한 모든 전기 및 

계측제어 관련 안전계통은 “안전등급 3”에 포함하도록 하 다. 이 등급분류 

방법은 원자로 보호계통을 제외하고는 ANSI/ANS 51.1 [1983]과 일치한다.

   나) 계측제어계통의 설계등급

       KALIMER의 개념설계 원칙과 ANSI/ANS 51.1에 따라 모든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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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계측제어기기 포함)의 설계등급은 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의 원자력 안전계통을 위한 설계

등급인 “Class 1E 기기”로 설정되고 이 Class 1E 기기들을 위한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 보호계통을 포함하는 모든 안전등급 계측제어계

통은 IEEE Class 1E 기기이어야 한다. 그 외의 비 안전 계측제어계통인 제어

계통 및 건전성 감시계통 등은 IEEE Non-Class 1E 기기로 분류하 다. 각각

의 계측기 경우에는 그 계측기가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모 계통의 안전등급

과 일치하도록 하 다.

   다) 내진등급 분류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구조물과 기기들은 내진 성능요건에 따라 

“Seismic Category I (내진 I등급),” “Seismic Category II (내진 II등급)” 또

는 “Non-Seismic (비 내진 등급)”으로 각각 분류된다.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인 원자로 보호계통, 출력 역 핵계측계통 등은 내진 I

등급으로 지정하고, 원자로 정지기간 중에 원자로 중성자 속을 감시하는 선

원 역 노 외 핵 계측계통은 비 안전계통 중에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

므로 내진 II등급으로 지정하 다. 그 외 제어계통을 비롯한 비 안전 계측제

어기기들은 비 내진등급에 포함시켰다. 각각의 계측기들의 경우는 그 계측기

가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계통 중에서 높은 내진등급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내진등급으로 분류되는 전기기기들은 USNRC Regulatory Guide 

1.100 [USNRC, 1988]에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내진 검증이 수행된다.

  2) 계측 설계요건

   가) 계측기 종류 및 기능

       KALIMER 액금로의 계측기는 크게 i) 온도, 유량, 수위, 압력 및 밸

브 개폐 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정계측기(PI: Process Instrumentation), ii) 중

성자 속을 검출하는 핵 계측기(NI: Nuclear Instrumentation), iii) 그리고 방

사능, 소듐 누출, 금속파편 및 진동 등의 발전소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건전성 계측기(II: Integrity Instrumentation)들로 구분하 다. 계측설계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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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계측 및 핵 계측 기능과 관련된 설계요건을 포함시켰으며, 건전성 계

측기는 해당되는 기기 또는 계통의 설계요건에 포함되도록 하 다. 따라서 

계측기의 기능은 공정, 중성자 속 및 건전성 관련 정보들을 계측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각 신호들이 필요한 보호, 제어, 또는 기타 제어반에 위치한 

표시장치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나) 계측기 종속성

       계측기의 설계요건은 계측기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해당 계측제어 계

통, 즉 보호 또는 제어계통 등의 설계요건과 일관성(consistency)을 가져야 한

다. 따라서 보호계통에 연결되는 계측기는 안전기기(IEEE Class 1E) 요건을 충

족해야 하고 제어계통에 연결되는 계측기는 비안전기기(IEEE Non-Class 1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측기가 안전계통과 비 안전계통으로 동시에 공유하고

자 할 때는 반드시 두 계통간의 물리적, 전기적 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핵계측 계통의 주요 설계 요소

       노외 핵계측을 위해서 선원 역(source range)과 출력 역(power 

range) 두 가지 채널로만 구성하고, 중간 역(intermediate range) 계측 개념

은 액금로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다. 출력 역은 IEEE Class 1E인 4채널의 다

중성을 갖도록 한다. 선원 역은 IEEE Non-Class 1E인 3채널의 다중성을 

갖도록 하 고 내진 II등급으로 지정하여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 다. 그리

고 핵계측 계통은 전자기 잡음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다.

   라) 공정계측 주요 설계요소

       보호계통에 연결되는 공정 계측기는 4채널의 다중성을 확보하도록 하

고 "fail-safe" 개념이 적용되도록 하 다. 제어계통에 연결되는 공정 계측

기는 제어계통의 다중성 요건(redundancy requirements)과 일치하되 기본적

으로 이중화하도록 하 다. 안전 및 내진등급은 연결되는 계통의 등급과 일

치하도록 하 다. 온도 측정은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와 

thermocouple을, 압력 측정은 Nak를 채운 봉형 압력 전송기를 사용하도록 

하 다. 수위 계측기는 차압 측정 소자를 이용하되 액금로의 경우 초음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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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duction coil rod를 사용하도록 하 다.

 나. 제어계통 설계요건 보완

     액체금속로의 제어 계통은 반응도 제어 계통, PHTS 유량 제어 계통, 중

간 열교환 유량 제어 계통, 증기 발생기 제어 계통으로 구성되었다[정철

환,2000]. 제어 계통에 사용되는 제어기는 디지털 제어기가 사용되도록 설계가 

되어 아날로그에 비해 내진과 환경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므로 내진과 환경요건

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기전자협회(IEEE)에서 원자력 비안전계통을 위해 제

시한 설계등급인 Non-IEEE Class 1E 와 Rec. Guide 1.100(1988)에서 제시한 

내진설계요건을 반 하 다.  입출력기기와 내부프로세서의 고장시에도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고장허용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기와 프로세서를 이

중화하여 설계요건[박재창, 2001]을 보완하 다.

 다. 보호계통 설계요건 보완

     단일고장기준 및 다중성요건, 통신망 요건, 응답시간 요건, 시험요건, 안전 

소프트웨어 요건에 대해 상세 요건을 설정하여 보호계통 설계요건을 보완하 다.

원자로보호계통은 채널내 기기에 단일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트립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적어도 2개 채널 이상에서 같은 고장

상태가 감지되면 보호동작이 개시되어야 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은 다음과 같은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각 공정변수는 사고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4개의 독립적인 센서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센서에서부터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까지 4

개의 독립적인 채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전체적인 2/4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4채널의 동시논리 프로세서가 

있어야 하고, 각 공정변수에 대해 하나의 변수가 우회되면 2/3 논리

가 적용되어야 한다.

   - 각 채널마다 2개의 차단기로 구성된 원자로 트립차단기를 갖는다.

   - 2 세트의 수동 원자로 트립 누름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각 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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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수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하드와이어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 필수 모선 전원공급계통의 변환기로부터 4개의 독립적인 부스를 통해 

교류전원이 각 채널로 공급되어야 한다. 트립회로차단기에 공급되는 직

류전원은 4개의 독립적인 배터리 부스를 통해 공급된다. 1개의 전원 부

스가 상실되어도 계통의 작동은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은 공통원인에 의해 여러 개의 채널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

음과 같은 다양성 설계를 만족해야 한다.

   - 감시되는 공정변수들은 설계기준사고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호동작과 제어동작의 상호 간섭 및 설계기준사건을 유발시키는 환경

변화로 인하여 사건의 결과 완화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계통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되

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안전해석 시에 고려된 어떤 원자로 트립기능이 작동 불능인 경우 다른 

트립기능이 있어야 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은 채널내, 채널간, 그리고 비안전 계통과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

해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망 고장으로 인해 보호기능 상실사고

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데이터 통신망은 다양성 및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데

이터 통신망은 규정된 시간 내에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실시간 결정론적 프

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된 시간에는 최대 통신 부하에 대한 예측된 시

간 지연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계통의 응답시간은 입력 모듈에서 안전 센서 신호를 취득한 순간부터 트립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의 처리 지연 시간으로 정의한다. 이 처리 지연시간

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 해석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지연 시간에는 통신망의 최대 부하 시에 갖는 지연시간을 포함해야 하

며, 최대 부하를 고려하여 전체 응답시간을 200msec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원자로 운전중이나 정지시에 원자로보호계통에 대한 주기시험이 수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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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기시험은 원자로보호계통의 트립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수행되며, 보

호계통에 입력되는 센서 측정값에서부터 트립 개시신호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은 온라인 자동 주기시험, 수동 주기시험, 그리고 하드웨어 자가 

진단 기능을 가져야 하며, 시험으로 인해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기시험은 중첩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하드웨어 

및 트립 논리에 대해 시험되어야 한다.

보호계통에 적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개발

되어야 하며, 전 생명주기에 대한 V&V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보호계통은 실시

간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정해진 시간에 따

라 동작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각 기능에 대한 동작시간 기준을 지정해야 한다.

2. 제어보호 기능구현

 가. 제어 논리구현 설계

  발전소 운전 제어에 필요한 제어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설계 

단계인 이번 단계 연구에서 NSSS 인자제어에 대한 제어 구현논리를 설정하

다. 즉, 노심출력 제어, PHTS/IHTS 유량 제어, SGS 제어에 대하여 계통

의 동특성 및 제어인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기본논리를 구현하는 제어 구

현논리를 설정하 다.

  1) 제어 계통의 기능

   가) 반응도 제어계통

       원자로 선행모드시는 노심출력이 목표 출력치를 따라가도록 제어봉 

구동신호를 발생한다. 터빈 선행모드시는 노심출구온도가 목표 출력치를 따

라가도록 제어봉 구동신호를 발생한다. 제어봉은 노심설계의 특성에 의해 제

어봉의 운전범위 내에서 작동되도록 제한된다. 원자로 선행모드와 터빈 선행

모드의 목표 출력치를 따라가도록 프로그램 된다. 원자로 급감발에 대한 자

동 및 수동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한 입력 인자는 노심 

출구온도와 중성자속이 사용된다.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한 출력 인자는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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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구동신호이다.

   나) PHTS 유량 제어계통 

       정상운전시 PHTS계통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PHTS EM 펌프를 

구동하는 신호를 내보낸다. PHTS EM 펌프의 제어는 오차에 따라 주파수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펌프의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전압을 설정한

다. 전자 펌프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 주파수 및 전압을 제한한다. EM 펌프 

출구 압력, 일차계통 온도, 고온풀 소듐 액위로 일차측 유량을 계산한다.목표 

출력에 대한 유량을 유지하도록 주파수와 전압을 제어한다. PHTS의 유량을 

제어의 입력인자는 일차측 유량이다. PHTS의 유량을 제어의 출력인자는 주

파수와 전압이다.

   다) IHTS 유량 제어계통

       정상운전시 IHTS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IHTS EM 펌프를 구동하

는 신호를 내보낸다. 전자 펌프의 제어는 오차에 따라 주파수를 먼저 설정하

고 이에 대응하는 펌프의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전압을 설정한다. 전자 펌프

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 주파수 및 전압을 제한한다. EM 펌프 출구 압력, 

계통온도로 IHTS 유량을 계산한다. 목표 출력에 대한 유량을 유지하도록 주

파수와 전압을 제어한다. 런백시에는 PHTS 유량 펌프정지에 따라 일정지연

시간후에 정지된다.IHTS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인자는 IHTS 유량이

다. IHTS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출력인자는 주파수와 전압이다.

   라) SGS 제어계통

       SGS 급수제어계통은 SGS에 공급되는 유량과 압력을 제어한다. 압력

은 15.5Mpa을 유지하도록 급수 제어 밸브(CV)와 펌프속도를 제어한다.원자

로 선행모드나 터빈선행모드의 증기 압력은 터빈으로 유출되는 증기량에 의

해 제어한다. 급수량은 증기발생기 후단의 증기압력을 목표치를 따라가도록 

급수 CV의 개도를 제어하고, 새로운 개도에서의 급수 CV 차압을 목표 CV 

차압으로 유지하기 위해 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하도록 한다. SGS의 제어입력

인자는 SG 후단 헤더 압력, 터빈 1단 압력, 급수량이다. SGS의 제어출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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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급수 개도, 펌프 회전수이다.

  2) 제어 대상 기능 및 특성 조사

     액체금속로의 제어 계통은 반응도 제어 계통, PHTS 유량 제어 계통, 중

간 열교환 유량 제어 계통, 증기 발생기를 포함하는 BOP 제어 계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의 취급대상인 온도, 압력, 유량의  기본적인 제어 특성 및 사

례[김종식, 1995]를 조사하 다.

   가) 온도

      . 액금로 적용 : 노심 츨력 제어

      . 통상 사용되는 제어기 : 비례적분미분 제어기(PID) 

      . 특징 : 온도는 응답이 느린 공정 변수로서 응답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분제어기를 정상상태 오차를 제어하기 위해 적분제어기가 

함께 사용됨

   나) 유량

     . 액금로 적용 : PHTS 유량제어, 중간열교환유량제어, 급수제어

     . 통상 사용되는 제어기 : 비례적분 제어기(PI) 

     . 특징 : 유량은 응답이 아주 빠른 공정 변수로서 통상적으로 응답속도

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고 정상상태 오차를 제어하기 위해 적

분제어기가 함께 사용됨

   다) 압력

     . 액금로 적용 : 터빈입구압력제어

     . 통상 사용되는 제어기 : 비례적분 제어기(PI) 

     . 특징 : 압력 역시 응답이 아주 빠른 공정 변수로서 응답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으며 정상상태 오차를 제어하기 위해 적분제어기가 

함께 사용됨

  3) 계통 온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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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통온도 제어 특성 사전 분석

       KALIMER는 pool 형이기에 커다란 열용량을 지니게 되고 또한 노심

의 열이 중간 열교환 계통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전달되므로 계통이 긴 지연시

간을 갖게 됨으로 이런 긴 지연시간이 제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송순자, 2001]. 온도제어 구현논리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연

효과가 잘 나타나는 단순계의 모형을 세워 이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지연효과를 조사하는 데 사용된 간이 모형은 다음 그림 2.2.가-1과 같다.

그림 2.2.가-1 시간지연 특성조사를 위한 모형

여기서, 유체는 상자 ‘가’에서 C라는 열의 입력에 의해 T1인 유체가 τ1 시간을 

거쳐서 T2로 가열되고 상자 ‘나’에서 온도 Ts인 주변과 열전달이 이루어져 T3

로 냉각되어 상자 ‘다’를 거쳐 상자 ‘가’로 돌아 오는 폐회로이며 상자 ‘가’에서

는 τ1 만큼의 지연이 발생되고 상자 ‘다’에서는 τ2만큼의 지연이 발생된다.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 2(t)=T 1 (t-τ1)+C       (2.2.가-1)

    T 3(t)=Ts+(T 2 (t)-Ts )y,y=1/exp(d)       (2.2.가-2)

    T 1(t)=T 3 (t-τ2)       

(2.2.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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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KALIMER의 경우에 적용하면, 상자 ‘가’는 노심, ‘나’는 IHX/IHTS, ‘다’

는 PHTS의 잔여 기기에 해당되며 τ1은 노심의 시간지연, τ2는 PHTS 나머지 

유로에서 발생되는 시간지연, C는 노심의 열출력, d는 IHX/SG등의 열교환기

기의 성능지수(예: UA)이다.  제어는 다음 그림 2.2.가-2 에 보인바와 같이 C의 

제어를 통하여 계의 온도를 일정량만큼 올리고 내리는 것이 되고 이러한 제어의 

특성을 작동치 설정의 사전 작업으로 조사한다.

그림 2.2.가-2 사전 분석 계의 제어논리도

온도 제어 대상 변수Tx로 T1과 T2의 사용 효율성을 조사하 다. 두 인자에 대

하여 예상되는 상대적 장단점은 T1은 계의 온도변화 전체가 반 됨에 비하여 

C 변화에 대한 응답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으며 T2는 T1과는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조사 결과 그림 2.2.가-3, 그림 2.2.가-4 에 보인 바와 같이 T1, T2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목표치에 도달은 하지만 T1경우는 중간과정 중에 매우 심한 

진동이 나타나 제어 대상인자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PHTS의  

온도제어시의 대상 온도는 노심 입구온도보다는 노심 출구온도로 설정하는 것

이 적절할 수 있음을 파악하 다.

T2를 제어 대상 변수Tx로 사용하면 비록 T1의 경우에 비하여 제어성이 나아지

는 것은 사실이나 초기에 온도의 진동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조사를 지연시간과 계의 열전달 특성 지수인 d 즉 y에 대한 향을 조

사하 다. 지연시간은 제어 응답 결과의 응답의 속도에 관련되고 열전달 특성

지수 y는 노심에서의 변동에 대한 계의 고유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

니다. 상자 ‘가’에서의 변동폭 δΤ는 ‘나’에 와서는  y.δΤ가 됨으로 y가 작을수록 

계는 더욱 더 고유적인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하 다.



- 177 -

그림 2.2.가-3 T1이 Tx일 

경우의 제어거동

그림 2.2.가-4 T2가 Tx일 

경우의 제어거동

그림 2.2.가-5 y=0.25 τ1=2, 

τ2=5일 때의 제어특성

그림 2.2.가-6 y=0.25 τ1=2, 

τ2=150 일 때의 제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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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가-5, 그림 2.2.가-6에서 y가 작아지고 τ가 커지는 경우 안정성이 

좋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 모형에 해당되는  KALIMER 계통

의 인자 값들은 정격운전 조건 경우 d≈0.25, c≈150 C, τ1≈10초, τ2≈200초 정

도이다. 또한 제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정된 결과를 얻은 비례제어기

를 바탕으로 변화율에 대비하기 위한 미분항을 추가하여 시험해 보았지만 조

사 조건내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 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부

터 KALIMER 계통의 큰 시간 지연에 대하여 비례제어기로서 양호한 제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나) 노심 핵적 출력모형과 비례 제어

       위와 같은 사전 분석 작업 결과를 활용하여 계통 과도해석 코드인 

LSYS의 초기 노심핵적 특성 모형에 대한 온도 편차에 노심 출력 제어를 비

례제어를 구현논리로 사용하여 제어를 시도하 을 때 안정적인  제어결과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노심 핵적 특성모형에는 반응도의 누적효

과가 너무 단순화되어 묘사되었기에 이의 모형에 반응도의 누적효과를 현실

적으로 반 하는 앨고리즘이 도입되었고 이 모형의 계통에 대해서 비례제어

기의 성능은 만족스럽지 못하 었다. 이는 사전 분석작업에서 취급되지 않았

던 제어봉 움직임을 통하여 주입되는 반응도와 출력간의 시간적 지연 및 반

응도 누적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예측․수정 개념의 제어논리

       반응도의 누적효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응도 누적효

과와 출력간의 상관성을 반 하는 수식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특정 제

어 오차를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반응도를 계산하여 반옹도를 제어하는 예

측․수정 개념의 제어 구현논리를 개발하 다. 이러한 제어 구현논리의 도입

은 KALIMER의 제어계통이 digital식으로 설계되는 특징을 활용하는 점이 

되기도 한다. 이 제어 구현논리 방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반응도와 노심 출력 간의 기본 특성 형태는 운전제어와 같이 작은 반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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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경우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 t)=P( t-Δt) exp(Sc (t)⋅Δt)       (2.2.가-4)

이 식에서 Sc는 매 시각 주입되는 반응도에 의한 주기의 역수의 합을 의미하

며 이 식으로부터 특정 시각의 제어인자의 오차를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반

응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Sc (t)=
1
Δt [ ln

P( t)
P( t-Δt) ]       

(2.2.가-5)

이 식의 Log 함수 내의 인자는 바로 오차 크기의 의미를 지니기에 운전제어 

모드에 따라 출력 오차 또는 온도 오차로부터 이 인자의 크기를 계산하여 제

어 시점의 오차 보상에 필요한 Sc를 계산하고 계산된 Sc로부터 특정 시각에 

추가적으로 주입되어야 할 반응도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는,

    ΔSci=ΔSc (t)-Sc (t i -Δ t= t i-1 )=Sci-Sci-1     

(2.2.가-6)

Sc는 정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되며 이로부터 주입될 반응도는 다음 식으

로 계산된다.

    ρ i =
ΔSci ⋅β

α+ΔSci
      (2.2.가-7)

이러한 논리를 사용하는 KALIMER의 노심 출력제어 논리도는 다음 그림 

2.2.가-7과 같다.

그림 2.2.가-7 노심출력 제어 논리도

Σ

τ

  ∆ ρ ε
  ∆ ∆ρ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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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노심 출구 온도 측정 위치 인자에 대한 고려

       제어 논리에는 노심 출구 온도를 제어 대상으로 하여 제어가 이루어지

도록 되어 있어 노심 출구 온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고 이 온도는 각 집합체

에서 빠져 나오는 소듐이 일차적으로 합쳐지는 곳으로 노심 출구지역에서의 측

정과 이보다는 좀 더 위인 UIS와 Support Barrel 사이의 환형 공간에서의 측

정을 생각할 수 있는 데 후자의 경우는 소듐 온도의 혼합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의 넓은 공간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온도 sensor의 설치 및 

감시/보수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에서 온도를 측

정하여 온도제어 인자로의 사용이 제어관점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 조사는 Ramp change와 동일한 과도경우에 대하여 제어 

대상 측정위치만 달리하여 LSYS2 계산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거의 동일

하게 나타나 노심 출구 온도 측정 위치 인자는 제어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념설계 단계인 현 설계 단계에서는 구현 제어의 기본을 

설정하는 것이 주 관심사임으로 논리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심 출구

온도를 제어대상 측정 인자로 설정하 다.

  4) 계통 유량 제어

     노심출력제어, PHTS유량 제어, IHTS 유량제어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제의  KALIMER 제어에 사용될 유량제어 구현논리 설정을 위

한 예비작업으로서 비례제어기와 비례적분제어기 경우에 대한 제어 성능을 

KALIMER의 IHTS 유량만을 상대로 하여 IHTS 소듐의 구동 펌프인 전자펌

프의 전력요소인 접압과 주파수 중 전압 제어만을 상대로 평가하 다.

   - 비례제어기 : 유량 제어에는 유체의 특성에 의해 잡음 신호가 발생하므로 

이 신호를 줄이기 위해 PI제어기의 비례대로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초기 

비례대를 고려하여 PB=150정도로 하 으며 이때의 비례 이득 Kc는 100/150이

므로 0.66이 된다. 이렇게 하 을 경우 실험 결과는 그림 2.2.가-8 과 같다. 유

량이 초기에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 매우 신속하게 제어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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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가-8 비례제어기 실험 예

(비례이득 KC = 0.66)

   - 비례적분제어기 : 비례 이득은 Ziegler Nichols 표값에 유량의 특성

[Ogunnaike 외, 1994]을 고려한 산업표준치인 Kc=0.66을 최적 비례이득으로 

설정하고 비례적분제어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2.2.가-9와 같으

며 전체적인 제어 특성은 비례제어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가-9 비례적분제어기 실험 예

(비례이득 KC=0.66 적분시간 T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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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IMER 유량 제어기 : 이상과 같은 사전 조사 결과, 성능은 양제어기

가 유사하지만 구조는 비례제어기가 더 단순하기에 비례제어기를 계통성능분

석 코드인 LSYS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경우에 적용한 결과 만족스러운 성능을 

나타내어 KALIMER 유량 제어 구현논리로서 비례제어기를 사용하는 논리로 

설정하 으며 이에 따른 유량제어 논리도는 다음 그림 2.2.가-10과 같다.

그림 2.2.가-10 유량제어 논리도

Σ
ε

 나. 제어계통 작동치 설정

  1) 노심출력/PHTS 온도제어

   앞 항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노심출력 제어는  예측․수정 개념의 논리를 

사용하기에 전통적인 개념의 제어계수의 별도 설정은 필요 없다. 그러나 제

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삽입되는 반응도의 크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개발된 제어논리를 계통과도 해석 코드인 LSYS에 설치하여 시산을 

통하여 적정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예측․수정 개념논리에 의한 삽입 예정의 반응도 최소 주기 : 350초

   - 최대 양의 반응도  : +3 cent

   - 최대 음의 반응도  : -3 cent

이 설정치는 기본적으로 예측․수정 개념의 특성상, 노심 출력이 제어 대상

이 되는 운전모드인 원자로 선행 모드시의 제어나 노심 온도가 제어 대상이 

되는 운전모드인 터빈 선행 모드시 제어 모두에게 똑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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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두가지 운전 모드 경우 모두 다 만족스러운 제어결과를 보여 이들 값

을 KALIMER의  작동치로 설정하 다.

  2) 유량제어

     설정된 제어 구현논리를 LSYS에 적용하여 전자펌프 전력의 주파수에 

대한 비례제어기의 비례계수 K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이떄의 K는 무차

원이지만 [상대주파수변화폭/상대 유량 오차] 단위의 의미를 지닌다. 

   - PHTS 유량 : 0.2

   - IHTS 유량 :  0.2

그리고 전자펌프 전력의 전압은 KALIMER 전자펌프의 성능 분석결과에 의

해서 결정된, 주파수와 최적 전압간의 상관식인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xVppP=(avf1p*xFppP+avf2p)*xFppP

 다. 제어 논리구현 설계 적정성 평가

    이상과 같이 각 제어 대상의 특성을 반 하여 설계된 제어 구현논리 설

계를 계통 출력변화 과도기에 적용하여 이들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다. 평가 결과의 예로 제어 구현에 부하가 큰 10% step 출력변화 경우의 

결과를 보면 다음 그림 2.2.다-1, 2.2.다-2와 같다. 그림에 보인 바와 step 변

화의 급격한 출력변화 요구를 제대로 제어구현하고 있으며 유량제어 역시 목

표치가 급격하게 변하지만 이를 실제치가 목표치와 동일 곡선으로 표시될 정

도로 Step 변화의 목표치를 잘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계된 제어 구현논리를 사용하여 KALIMER에 대한 성능분석이 수

행됐으며, 이 보고서 3장 1절 ‘3.라’ 항의 발전소 성능분석’에 제시된 여러 가

지 결과로부터도 설계된  제어 구현논리 설계의 적절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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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다-1 Step 출력변화시의 

출력 및 온도제어 적절성

     

그림 2.2.다-2 Step 출력변화시의 

유량 제어 적절성

 라. 보호 논리구현 설계

    보호계통 구현 논리는 중성자 속(neutron flux), 노심 입구 및 출구 측 온

도, 주 냉각재 펌프(primary coolant pump) 출구 압력, 원자로 풀(pool) 소듐 액

위, 격납용기 방사능 준위, 그리고 IHTS 압력과 같은 안전변수를 입력받아 미

리 정해진 설정치와 비교하는 바이스테이블 논리와 2 채널 이상이 트립 상태일 

때 원자로 정지를 발생시키는 동시논리로 구성된다.

바이스테이블 논리(Bistable Logic)는 트립 설정치 계산 논리, 비교 논리, 운전우

회 논리로 구성된다. 설정치 계산 논리는 고정 설정치와 운전 조건에 따라 가변

되는 가변설정치를 계산한다. 비교 논리는 취득된 안전변수 신호와 정해진 설정

치와 비교하여 예비트립(Pre-trip) 및 트립 신호를 발생시킨다. 모든 설정치는 

측정잡음에 의한 향을 고려하기 위해 조정이 가능한 트립 및 예비트립 히스테

리시스(hysteresis) 값을 가지도록 구현하 다. 운전우회 논리는 발전소 정지, 기

동, 그리고 저 출력 시험 운전시 원치 않는 원자로 트립 방지를 위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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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 및 예비트립 고정 설정치는 발전소의 상태 변화와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트립 설정치를 출력한다. 운전원은 설정치 및 히스테리시스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트립 및 예비트립 가변설정치는 수동 리셋형 가변설정치(variable set 

point with manual reset)와 자동 비율제한치 가변설정치(variable set 

point with automatic rate limiting)로 구성된다. 수동 리셋형 가변설정치

는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입력인 공정변수의 함수로 계산되며, 운전원이 

수동으로 트립 설정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설정치 감소는 주제어실 및 원

격정지반의 운전원 모듈, 캐비닛에 설치된 운전원 모듈에서 수행될 수 있

도록 구현하 다. 운전원이 설정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정치 리셋 스위치

를 작동시키면, 설정치 알고리즘은 그 순간에 입력된 실제 공정 입력 값 

보다 일정한 크기의 낮은 값으로 설정치를 감소시킨다. 공정변수가 예비트

립 설정치에 도달할 때마다 운전원이 연속적으로 설정치 리셋을 개시함으

로써 불필요한 보호 동작없이 발전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공정변수가 마지막으로 리셋을 개시했을 때 값 보다 증가하게 되면 가변

설정치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공정변수의 함수로 설정치를 증가시킨다. 만

약 공정변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그 값을 따라 가기 위해 운전원은 수

동으로 설정치 리셋을 다시 개시해야 한다. 각 가변설정치 알고리즘에는 

미리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리셋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타이머를 가지고 있다.

자동 비율제한치 가변설정치는 공정변수가 변하는 것에 따라 설정치를 자

동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상상태에서는 공정변수와 설정치 간의 

차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한다. 공정변수의 값이 설정치 변화율보다 크게 

변하여 공정변수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트립이 발생된다. 이때 트립 조건이 

해제될 때까지 설정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동 비율제한치 가변설정치는 

두 종류로 구현하 다. 하나는 설정치가 공정변수보다 더 높은 경우로, 공

정 변화가 설정치 보다 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 다른 하나는, 설정치가 공정변수보다 낮은 것으로 공정변수가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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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급격히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설정치 변화율은 운

전원이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공정변수가 운전우회 허용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 운전우회 알고리즘에서

는 운전우회 허용신호(permissive signal)를 자동으로 발생시킨다. 이 신호

와 운전원이 요구한 운전우회 수동 요구신호(request signal)를 논리적 

AND　로 결합하여 운전우회 허용신호가 발생했을 때 수동으로 운전우회

를 요구하면 관련 트립 기능은 운전우회가 개시되도록 구현하 다. 만약 

공정변수가 운전우회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운전우회 허용신호는 사라

져 운전우회가 자동으로 제거되도록 하 다.

비교논리는 설정치 알고리즘에서 계산된 설정치와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입력단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공정변수를 비교하여, 그 결과가 트립 조건이

면 트립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예비트립 설정치에 의한 예비트립 신

호는 트립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고, 경보신호만 발생시키도록 구현하 다.

동시 논리는 각 채널의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에서 전송된 트립 상태 신호를 

입력받아 2/4 보팅 논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한 채널이 고장 또는 보수로 인해 

트립채널우회가 개시되면,  2/3 보팅 논리로 재구성되도록 구현하 다. 트립채

널 우회논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채널이 우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IFO(First-In-First-Out)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그림 2.2.라-1은 구현된 동

시논리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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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라-1 동시논리 알고리즘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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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호 계통 작동치 설정

  1) 계통 작동 불확실성 평가

   가) 불확실도 평가 방법 설정

       액금로 원자로보호계통은 중성자속,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 원자

로 소듐 풀의 액위, IHTS 압력, PHTS 전자펌프의 차압(유량), 격납용기 

방사능 준위와 같은 안전변수를 센서로부터 입력받아 그 값이 정해진 설

정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트립시키거나 중간열교환전송계통(IHTS) 

격리 밸브를 차단한다. 원자로보호계통 각 트립 변수 채널은 그림 2.2.

마.1-1과 같은 구성품으로 연결된다.

그림 2.2.마.1-1 원자로보호계통 채널에 연결된 일반적인 각 구성품들

여기서, 각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a : Primary Element, RTD, T/C, Transmitter etc.

  b : Signal Conditioner

  c : Input Module

  d : Bistable & Coincidence Processor Module

  e : Digital Output Module

  f : Trip Breaker

  i : Cable

액금로 원자로보호계통 각 채널에 대해 불확실성 해석 및 트립 설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표 2.2.마-1과 같이 각 트립 변수의 운전범위와 최대 허용 

불확실도를 설정하 다. 이 들은 계통의 운전 동특성과 설계 여유(margin)

로부터 결정된 값이다. 최대 허용 불확실도는 worst case normal 상태시 

전 채널(센싱단에서부터 정지차단기까지) 불확실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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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마-1 각 트립 변수의 운전범위 및 전 채널 허용 불확실도

    Uncertainty
정지변수

최대 운전 범위 최대 허용 불확실도

1. Neutron Parameter
0 ∼ 130%

(원자로 출력기준) +2%

2. EM Pump Discharge Pr. 0 ∼ 1.0 Mpa -0.1Mpa

3. Core Inlet Temp. 250 ∼ 500 °C +10 ℃

4. Core Outlet Average Temp 300 ∼ 600 °C +5 ℃

5. Primary Sodium Level 0 ∼ 2.0 m -0.1 m

6. IHTS Pr 0 ∼ 2.0 Mpa +0.2 Mpa

7. CTMT Radiation Level TBD TBD

보호계통의 불확실도 계산은 그 채널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구성품에 대

해 각각의 불확실도를 계산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전 채널 불확실도를 산

출해야 한다. 각 구성품에 대한 불확실도 계산은 ISA-RP67.04-1994, Part 

II에 따라 다음의 식 2.2.마-1 또는 식 2.2.마-2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식 

(5-1)과 (5-2)는, SRSS(Square Root Sum of Square)를 사용하여 랜덤 불

확실도를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이 결과에 논-랜덤(non-random) 불확실도

를 대수적으로 더하여  불확실도를 계산한다.

    e+ = + RA 2+DR 2+TE 2+RE 2+SE 2+HE 2+SP 2+MTE 2+B+    

(2.2.마-1)

    e- = - RA 2+DR 2+TE 2+RE 2+SE 2+HE 2+SP 2+MTE 2-B-    

(2.2.마-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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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각 구성품의 불확실도

    B : 바이어스 오차(논-랜덤(non-random) 불확실도)

전 채널 불확실도는 그 채널에 연결된 각 구성품의 불확실도를 식 2.2.마

-1 및 2를 통해 각각 구한 후 이들을 SRSS 식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

러나 채널의 구성품 중에 scalers, amplifiers, square root extractors, 

multipliers 등과 같은 비선형성 신호조절 모듈이 포함되면,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특정한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액금로 보호계

통에서는 디지털 RPS 장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처리하기 때

문에 모든 구성품이 선형적 기능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다음 식과 같이 전 

채널 불확실도를 계산한다.

 TCU+ = +[PM 2+PE 2+ module21+ module
2
2+…+module

2
n]
1/2
+B

+
t   

(2.2.마-3)

 TCU- = -[PM 2+PE 2+ module21+ module
2
2+…+module

2
n]
1/2-B-t   

(2.2.마-4)

여기서, 

  TCU  : 전 채널 불확실도 

  PM  : 공정 측정 불확실도로 온도 성층화, 도변화, 압력변동 등에 의

한 공정의 실제 조건 변화

  PE  : Primary Element 정 도

  module n  : 각 구성품(모듈)의 전체 랜덤 불확실성

  B+t  : 전 채널에 연결된 모든 구성품들의 + 바이어스 오차의 합

  B-t  : 전 채널에 연결된 모든 구성품들의 - 바이어스 오차의 합

   나) 채널 불확실도 계산

       액금로의 경우 가압경수로와는 다른 유체 특성을 가지며, 국외에서

도 상용화된 발전소가 많지 않아 채널에 연결된 각 구성품들의 제작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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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센싱 및 전송기 부분과 signal 

conditioner는 기존 가압 경수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IEEE Class 1E 제품 

사양서를 근거로 불확실도를 계산한 후 엔지니어링 여유(margin)를 보수

적으로 고려하 다. 그리고 디지털 RPS 캐비닛은 ERRI에서 발간한 원전 

보호계통에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PLC 장비가 만족해야 할 일반 성능요

건을 기준으로 불확실도를 산출하 다.

채널 불확실도를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은 다음과 같고, 표 2.2.마-2

는 각 공정변수별로 계산된 전 채널 불확실도를 나타낸다.

   - Sensing elements, Transmitter: 격납용기내에 설치. 사고 해석 필요 

   - Signal Conditioner 및 Digital RPS Cabinet : 격납용기 외부의 항온  

및 항습장치가 설치된 Electric Equipment Room(EER)에 설치되며 

사고 향 없음

   - 트립 차단기 : 격납용기 외부에 설치되며 사고 향 없음

   - 센싱, 전송기, Signal conditioner에 대한 사양은 가압경수로 원전에  

사용되는 제품사양 적용

   - 온도측정은 열전대(T/C)를 사용하고, signal conditioner를 거치지    

않고 RPS 캐비닛의 T/C 입력모듈로 보상도선을 통해 직접 연결

   - 압력 측정치는 signal conditioner를 거쳐 디지털 RPS 캐비닛의 전압  

입력모듈로 연결

   - 펄스신호는 signal conditioner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RPS 캐비닛의  

펄스 입력모듈로 연결 

   - Measurement and Test Error(M&TE)는 Accuracy의 2배로 가정

   - Vendor에서 제공한 ±값은 상관관계가 없는 랜덤오차로 가정

   - Ambient Temperature Error(ATE)는 동작 온도구간에서 선형으로 가정

   - Power Supply Effects(PSE)의 계산시 전원장치의 출력 오차가 5%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예 : 24Vdc의 경우 PSE는 1.2Vdc)

   - Seismic Error(SE)는 URL(Upper Range Limits)의 0.5%로 가정

   - Background Radiation Error(BRE)는 구성품이 설치되는 환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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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압력 전송기에 대한 과압의 향은 무시

   - 불확실도 및 트립 설정치는 worst case normal 운전에 대해서만 계산

   - 드리프트는 24개월 교정주기에 대해 linearly extrapolation 방법을 통해 

계산. 예를 들어, 공급자의 사양서에 교정주기 12개월에 대한 드리프트가 

0.25%이고 교정주기 24개월일 때는 ±0.5%(0.25%×(24개월/12개월))이다.

표 2.2.마-2 원자로보호계통 트립 변수별 전 채널 불확실도 계산 결과표

   

정지변수

최대

허용오차
운전범위

a+b+i

(Span)

c+d+e+f

(Span)

전 채널 

불확실도
기 타

1
 Neutron

 Parameter
+2% 0-130%

±1.7% ±0.1% ±1.7% Span 저출력시

±1.67% ±0.32% ±1.7% Span
출력

운전시

2
 EM Pump

 Discharge Pr.
-0.1Mpa 0-1.0Mpa ±1.85% ±0.32%

±1.88% Span

(±0.0188Mpa)

3
 Core Inlet

 Temp
+10℃ 250-500°C ±0.6% ±0.5% 

±0.8% Span

(±2 ℃)

4
 Core Outlet

 Average Temp
+5℃ 300-600°C ±0.6% ±0.5% 

±0.8% Span

(±2.4 ℃)

5
 Primary        

 Sodium Level
-0.1m 0-2.0m ±1.85% ±0.32%

±1.88% Span

(±0.0376m)

6  IHTS Pr +0.2Mpa 0-2.0Mpa ±1.85% ±0.32% 
±1.88% Span

(±0.0376Mpa)

                 * a+b+i : 센싱 및 전송기+Signal Converter+Cable 및 기타 불확실도

                 * c+d+e+f : RPS 캐비닛 입력모듈+RPS 프로세서+트립차단기의 불확실도

원자로보호계통 구성시 실제 구현 가능한 계측기 및 각 기기들의 불확실

도를 사용하여 전 채널 불확실도를 계산한 결과 계통 동특성에서 요구하

는 최대허용오차 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에서 액금

로 원자로 특성상 센싱 및 전송기의 오차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계산

시에 어느 정도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액금로 상세 설계 시점에서는 이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Signal Conditioner는 광 3&4호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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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기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타입을 사용하여 계산하 지만, 액금로 상

세 설계 시점에서는 이들 장비가 디지털로 변환되기 때문에 표 2.2.마-2의 

결과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계통 작동치 설정

     원자로보호계통 계통 작동치는 ISA-RP67.04-1994, Part II에서 제시

한 3가지 방법 중 1차 년도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정상운전

(worst case normal) 상태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림 2.2.마-1 트립 작동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먼저, 원자로보호

계통 캐비닛의 주기시험에 따른 오차(PTE)를 고려하지 않고 전 채널 불

확실성을 구하고, 이를 분석 제한치(또는, 안전성 관점 요구 트립치)에 더

한 값(또는 뺀 값)으로 허용치를 구한다. 트립 설정치는 계산된 허용치에

서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의 주기 시험에 따른 오차(PTE)를 더한 값(또는 

뺀 값)이다. 그 이유는 주제어실 근처의 Electric Equipment Room에 설치

되는 디지털 RPS 캐비닛만 주기시험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Allowable Value(AV) for Worst Case Normal(AVwcn)

       AVwcn = Analytical Limit for Normal(ALn)

                  + Total Channel Uncertainty for Worst Case Normal(Ewcn)

   - Trip Setpoint Calculation(TS)

       TS = AVwcn - PTE

그림 2.2.마-1 허용치 및 트립 설정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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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 작동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트립 변수별 채널 불확실도, 분석 제

한치(Analytical Limit), 그리고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의 주기 시험 오차

(PTE)가 필요하다. 채널 불확실도는 앞 절에서 계산한 값을 사용한다. 분

석 제한치는 계통 동특성으로부터 결정된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원자로보

호계통 캐비닛의 주기시험오차는 압력 및 중성자속 채널은 불확실도의 

1.12배, 온도 채널의 경우는 1.375배로 설정하 다. 일반적으로 주기시험오

차는 불확실도의 100%로 선정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

하기 위해 더 큰 값을 사용하 다. 표 2.2.마-3은 각 트립변수별로 결정된 

주기시험오차 및 분석제한치를 나타내고, 표 2.2.마-4는 이들 값을 사용하

여 계산된 트립 설정치를 나타낸다.

표 2.2.마-3 트립 변수별 주기시험오차(PTE) 및 분석제한치(AL)

    Uncertainty

정지변수
운전범위

전 채널 

불확실도

주기시험오차

(PTE)

분석제한치 

(안전성 관점 

요구 트립치)

1
 Neutron

 Parameter
0-130 % ±1.7% Span ±1.9% Span 115 %

2
 EM Pump

 Discharge Pr.
0-1.0 Mpa

±1.88% Span

(±0.0188Mpa)

±2.1% Span

(±0.021Mpa)
0.5 Mpa

3
 Core Inlet

 Temp.
250-500 °C

±0.8% Span

(±2 ℃)

±1.1% Span

(±2.75 ℃)
430 °C

4
 Core Outlet

 Average Temp.
300-600 °C

±0.8% Span

(±2.4 ℃)

±1.1% Span

(±3.3 ℃)
545 °C

*

5
 Primary

 Sodium Level
0-2.0 m

±1.88% Span

(±0.0376m)

±2.1% Span

(±0.042m)
0.6 m

6  IHTS Pr 0-2.0 Mpa
±1.88% Span

(±0.0376Mpa)

±2.1% Span

(±0.042Mpa)
1.5 Mpa

                                            * : EM Pump 입구 압력 대비 상대 압력

설정치 작업 결과로부터 분석 제한치와 트립 설정치 간에 충분한 운전 여

유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계통 개념설계 및 계측설계가 적절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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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마-4 원자로 트립변수 트립 설정치

    Uncertainty

정지변수
운전범위

전 채널 

불확실도

가정된

주기시험

오차(PTE)

분석제한치 

(안전성 관점 

요구 트립치)

트립 

설정치

1
 Neutron

 Parameter
0-130% ±1.7% Span

±1.9% 

Span
115% 111.4

2
 EM Pump

 Discharge Pr.
0-1.0Mpa

±1.88% Span

(±0.0188Mpa)

±2.1% Span

(±0.021Mpa)
0.5Mpa 0.5398Mpa

3
 Core Inlet

 Temp.
250-500°C

±0.8% Span

(±2 ℃)

±1.1% Span

(±2.75 ℃)
430°C 425.25°C

4
 Core Outlet

 Average Temp.
300-600°C

±0.8% Span

(±2.4 ℃)

±1.1% Span

(±3.3 ℃)
545°C 539.3°C

5
 Primary

 Sodium Level
0-2.0m

±1.88% Span

(±0.0376m)

±2.1% Span

(±0.042m)
0.6m 0.67m

6  IHTS Pr 0-2.0Mpa
±1.88% Span

(±0.0376Mpa)

±2.1% Span

(±0.042Mpa)
1.5Mpa 1.42Mpa

 바. 보호 논리구현 설계 적정성 평가

    개발된 비교논리, 고정 및 가변 설정치 계산논리, 운전 우회논리, 동시논

리, 트립채널 우회논리에 대해 프로토타입을 통해 기능 확인과 보완 업무를 

수행하 다.

그림 2.2.바-1은 고정설정치를 갖는 안전변수를 위해 개발된 비교논리의 적정

성을 시험평가한 결과이다. 임의의 입력변수를 모사하기 위해 (a)와 같은 정

현파 입력신호를 인가하 다. 이때, 트립 설정치를 45%로 설정하고, 예비트립 

설정치를 50%로 설정하 다. 입력변수값이 50%에 도달할 때마다 그림 (b)와 

같이 예비트립 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입력변수가 45%에 

도달할 때는 그림 (c)와 같이 트립신호를 발생하 다. 이 결과로부터 고정설

정치에 대한 비교논리는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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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변수값

0 1 2 3 4 5 6 7 8 9 10

-3

-2

-1

0

1

2

3

Time(sec)

(b) 예비트립신호

0 1 2 3 4 5 6 7 8 9 10

0

1

Time(sec)

(c) 트립신호

0 1 2 3 4 5 6 7 8 9 10

0

1

Time(sec)

그림 2.2.바-1 고정설정치에 대한 비교논리 시험결과

그림 2.2.바-2는 구현된 수동 리셋형 가변설정치 알고리즘의 비교논리의 적정

성을 시험평가한 결과이다. 수동 리셋형 가변설정치는 발전소 출력을 감소시

킬 때 불필요한 트립을 발생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력을 감소시키기 위

해 것으로 안전변수가 예비트립 설정치에 도달하여 운전원이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정해진 크기만큼 설정치가 낮아져야 한다. 운전원이 마지막으로 리셋 

스위치를 눌 을 때 보다 안전변수 값이 증가하게 되면 설정치는 자동으로 

그 안전변수값을 따라 일정하게 증가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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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변수를 그림 x와 같이 변화시켰다. 안전변수 값이 예비 트립 설정치

에 도달했을 때 리셋 스위치를 개시한 결과 그림과 같이 예비트립 및 트립 

설정치가 정해진 양만큼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마지막으로 리셋 

스위치를 개시했을 때 보다 공정변수값(1200)이 증가하게 되면, 설정치가 공

정변수값을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 결과로부터 수동 리셋형 

가변 설정치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바-2 수동리셋형 가변설정치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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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바-3은 구현된 자동 비율제한형 가변설정치 알고리즘의 비교논리의 

적정성을 시험평가한 결과이다. 자동 비율제한형 가변설정치는 설정치 변화

비율이 안전변수의 함수로 계산된다. 이 설정치는 안전변수의 변화율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치 변화율을 계산하지만 최대 변화율은 제한되어 있다. 만약, 

안전변수가 최대 변화율보다 더 급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예비트립 및 트

립신호를 발생시킨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의 안전변수를 그림 x와 같

이 변화시켰다. 안전변수값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예비트립 설정치에 도달했

을 때 예비트립 신호가 발생하 고, 트립 설정치에 도달하 을 때는 트립신

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변수가 급격하게 변하여 예

비트립 설정치에 도달하면, 예비트립 설정치는 더 이상 증가/감소하지 않고 

정해진 크기의 히스테리시스 값만큼 감소/증가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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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안전변수에 포함된 잡음 등의 향으로부터 

보다 보수적으로 트립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려한 히스테리시스 특성도 잘 만

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자동 비율제한형 가변 설정치 알고

리즘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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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바-3 자동 비율제한형 가변설정치 시험결과

그림 2.2..바-4는 동시논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시험평가 결과

이다. 2/4 보팅논리로 구성된 동시논리에 그림 (a)∼(d)의 입력을 인가하 다. 

(a)는 채널 A에 인가된 입력신호이고, (b)는 채널 B, (c)는 채널 C, 그리고 

(d)는 채널 D에 인가된 입력신호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동일한 시간에 각 채

널 입력신호가 동시논리에 인가되었을 때, 2개 이상의 입력신호가 1일 때에

만 그림 (e)와 같이 동시논리 출력이 1 인 값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2/4 동시논리가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다음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동시논리는 4개의 다중 채널로부터 받은 비교논리 트립신호 중에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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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채널 신호가 트립상태를 나타내면 트립출력 신호 발생

   - 2/4 동시논리는 트립채널 우회요구시 자동적으로 2/3 동시논리로 재구성

   - 2개 채널 이상에서 동시에 트립채널 우회를 요구하 을 때 FIFO 논리

를 수행하여 가장 먼저 요구한 채널만 우회되고, 다른 채널에는 경보가 

발생한다는 이들 결과로부터 원자로보호계통 동시 논리가 적절하게 구

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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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바-4 각 채널 입력신호 및 2/4 동시논리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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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보호계통 신뢰성 평가

  1) 디지털 보호계통 신뢰성 평가 기술현황 분석

     액금로 디지털 보호계통의 안전성 현안들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을 위한 기술들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이장수 외, 2001]를 

발간하 다. 기술현황 분석을 통해서 그림 2.2.사-1과 같이 디지털 보호계통 신

뢰성 평가 체제를 구축하 다. 액금로와 같은 신형원자로에 적용되는 디지털 계

측제어 계통은 디지털화 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계통에 비해 데이터 전송 및 

처리능력이 월등하며, 낮은 표류현상(low drift), 정확성, 신뢰성, 유연성

(flexibility)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resource)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자원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계통은 아날로그에 비해 주변환

경(즉, 온도, 습도, 방사선, 전자파 등)에 민감하고 설계 및 프로그래밍 오류에 

취약하여 공통모드 고장(CMF: Common Mode Failure)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보호계통 개발 시 대두되는 공통모드 고장의 대책 

기술로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D-in-D&D: Defense-in-Depth & Diversity) 기

술 등에 대해서 분석하 다.

그림 2.2.사-1 디지털 보호계통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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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Modes and Effect Analysis (FMEA) 기술, Hazard and Operability 

(HAZOP) 기술, Fault Tree Analysis (FTA) 기술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

다. 소프트웨어 FMEA 기술로서 국 York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과 노르웨

이 Halden 원자로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기술을 비교하 다. 또한 소프트웨어 

HAZOP 기술들 중 Data Flow 기반 HAZOP 기법, Burns and Pitbaldo 방법, 

Pumfrey and McDermid 방법, Computer Hazard and Operability 

(CHAZOP), Software Hazard and Operability (SHAZOP), MoD HAZOP 등

을 분석하 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디지털 보호계통의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없는 실정이다. 품질보증, 수학적 검증, 안전성 평가, 형상관

리, 확인 및 검증, 신뢰성 분석, 심층방어 및 다양성 기술 등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철저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전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수용 가능(acceptable)하게 높임으로써 설계 인증 및 운전 허가를 받게 된다.  

  2) 보호계통 FMEA 체제 설정

     개념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디지털 보호계통의 하드웨어적 구성에 대한 

단일 고장(single failure) 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 하기 

위해 단일 고장 분석 방법론을 조사하 다. 고장유형 및 파급효과 분석(FMEA: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ANSI/IEEE Std 352, 1987] 방법이 보호

계통 개념설계 단계에서 정성적인 방법으로 단일고장 기준(Single-Failure 

Criterion) [Regulatory Guide 1.53, 1973]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

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액금로 보호계통에 대한 FMEA 방법에 대한 체제를 구

축하 고, 이 방법을 통해 보호계통 개념 설계 구성에 적용하 다.

FMEA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기기들에 대해 발생 가능한 고장유형들을 

규명하기 위한 정성적인 분석방법으로 분석 시 완전하게 구성되는 집합체 기기

들만 고려하고 각 기기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원공급기를 구성하고 있는 코일, 콘덴서, 저항 등과 같은 부품에 대

한 각각의 고장은 고려치 않고 전원공급기에 대한 고장유형인 “no output,”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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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또는 “high output”과 같은 상태만 고려해서 분석한다. 또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고장유형도 마찬가지로 PLC 내부의 고

장유형은 고려치 않고 통신포트 고장, CPU 정지와 같은 고장유형만을 고려한다. 

디지털 보호계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FMEA 분석을 수행한다.

   가) 보호계통 설명서 작성

       개념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보호계통의 구조, 블록도, 트립 로직도, 계

통 설명서 등을 근간으로 보호계통을 기술한다.

   나) 기능 블록으로 보호계통 세분화 및 분석 수준 설정

       보호계통을 세분화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기기 단위로 나눈 후 각 기

기의 주 기능을 기술하고, 분석할 수준에 따라 이 기기의 고장 유형을 기술

   다) FMEA 분석 테이블 작성 

       FMEA 분석을 위해 기기의 기능, 고장모드의 리스트, 고장모드가 시

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 등을 파악하여 분석 테이블을 작성한다. 표 2.2.사

-1과 같이 분석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표 2.2.사-1 FMEA 분석 테이블 예

No./Name Failure Mode Cause
Symptoms and Local

Effects Including
Dependent Failures

Method of Detection Inherent  Compensating
Provision

Effect Upon
RPS

Remarks and Other 
Effects

a) Low Output
Loss of
power
supply

Loss of data, erroneous data,
Failure to calculate neutron

parameter

Sensor validity test, 3
channel comparison,
periodic manual test

3-channel redundancy (4th
channel in bypass) None

b) High Output

Detector
shorts,

continuous
ionization

Erroneous data, Possible
channel trip for Neutron

Parameter Trip

Annunciating pretrip
and trip alarm

3-channel redundancy (4th
channel in bypass) None

a) Processor fails
off/stalls or

Communication
processor fails

Component
Failure

The ICLs that provide data for
LCL processors in all
channels will be lost,

resulting in the connected
processors treating the

outputs from the procesor as
being tripped. Bypass status

from that processor to the
connectred processor will fail

in the As-is

Annunciation
Second bistable processor

in a channel remains
available.

The other LCL
processor in

every channel
will remain 2/3.

b) Program Failure Compoint
Failure

Processor halts. The ICLs
that provide data for two LCL
processors in all channels
will be lost, resulting in the

connected processors
treating the outputs from the
processor as being tripped.

Bypass status from that
processor to the connected

processor w

Processor self testing
Second bistable processor

in a channel remains
available.

The other LCL
processor in

every channel
will remain 2/3.

ICL (To Same
Channel)

Communication In-
channel ICL fails

Component
failure, cable
failure, loose
connection

The ICL to/from one in-
channel bistable processor

will be lost. Bypass status to
two of the LCL processors in

all channels will retain the
bistable bypass states as of
the last valid communication.

Annunciation;
Maintenance & Test

Panel Display

Redundant channels. 2/4
logic. (2/3 coincidence.

One channel assumed to
be bypassed.) Two

channels required before
any function can be

actuated.

The other LCL
processor in

every channel
will remain 2/3.

As a minimum one
other channel must

generate a trip before
an output device in the

affected channel is
actuated.

To restore the system
logic to 2/3

coincidence, the
operator must restore
the bypassed channel
to operation and then

bypass the failed
channel

BP (Bistable
Processor)

Neutron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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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명칭: 각 기기들의 명칭

  ② 고장유형: 각 기기의 예측되는 고장유형(일시에 발생되는 고장 및 점

진적으로 발생되는 고장 포함)

  ③ 고장원인: 각 고장유형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원인

  ④ 증상 및 국부적 파급효과: 각 고장원인 및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파

급효과에 의한 증상들 나열한다. 각종 경보, 지시계, PLC 상태 또는 

네트워크 고장상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⑤ 고장 감지방법: 고장유형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 고장 

파급효과는 운전원에게 경보나 또는 경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알

릴 수 있다. 고장 감지를 경보로 알 수 없을 때는 운전원이 고장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외부 테스트 기기, 주기적 시스템 성

능 체크 등)을 열거해야 한다. 주로 고장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경보, 

지시계, 운전원 감시 또는 주기 테스트 모듈 등이 해당된다.

  ⑥ 고유의 고장 상쇄 방법(Inherent Compensating Provisions) : 분석하

고자 하는 FMEA 블록 다이어그램 레벨에서 각 고장유형 발생 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기기 또는 기기 집합체 열거. 보호계통에서

는 보통 채널 다중성이나 바이패스 로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⑦ 파급효과: 각 기기의 상위레벨에서의 고장유형의 궁극적인 파급효과 

열거(보호계통에서는 주로 트립 로직의 동작 상황을 기술)

  ⑧ 참고사항 및 다른 파급효과: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에 향을 미치는 

특정 고장유형의 파급효과를 기술한다. 즉, 국부적으로는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스템 또는 연계 시스템 레벨에서 감지되는 파

급효과들을 기술한다.

  3) 보호계통 SW FTA 방법 개발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기술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액금로 보호계통 소

프트웨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고장수목 방법(FTA: 

Fault Tree Analysis) 기법을 개발하 다 [Lee, 2000].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액금로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그 안전성을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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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인지적 요구분석 체계를 개발하 다. 이 체계는 그림 2.2.사-2와 같이 

요구사항 명세를 위한 인지적 정형기법 (QFM: Qualitative Formal Method)

과 원인결과 요구사항 안전성 분석기법 (CRSA: Causal Requirements 

Safety Analysis)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사-2 소프트웨어 FTA 방법 (CRSA)

CML:   Compositional Modeling Language
CFRL: Causal Functional Representation Language
DME :  Device Modeling Environment

Real world

Plant and 
Controller 

Models (CML)
QFM

Requirements 
Engineering

System
Engineering

QFM2

Requirements
(CFRL)

QFM3
Qualitative 

Simulation (DME)

State Trajectory

QFM4

CRSA
Safety 

Goal Tree Fault Tree Combined 
Fault Tree

CRSA1 CRSA2

CRSA3

CML:   Compositional Modeling Language
CFRL: Causal Functional Representation Language
DME :  Device Modeling Environment

Real world

Plant and 
Controller 

Models (CML)
QFM

Requirements 
Engineering

System
Engineering

QFM2

Requirements
(CFRL)

QFM3
Qualitative 

Simulation (DME)

State Trajectory

QFM4

Qualitative 
Simulation (DME)

State Trajectory

QFM4

State Trajectory

QFM4

CRSA
Safety 

Goal Tree Fault Tree Combined 
Fault Tree

CRSA1 CRSA2

CRSA3

QFM의 특징은 요구사양 설계자와 분석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된 정성추론, 특히 인과추론 이론을 정형명세에 도입

한 것이다. 즉, 연속시간과 이산시간 속성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실시간 계통

을 표현하기 위해 정성적 정형언어인 합성명세언어 CML (Compositional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 고, 요구되는 기능요건과 안전요건을 표현하

기 위해 원인-결과 기능표현언어 CFRL (Causal Functional Representational 

Language)을 사용하 다.

CRSA는 고전적인 소프트웨어 FTA 기법을 사용하지만 QFM에서 생산된 원

인-결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전의 소프트웨어 FTA 기법들이 가지는 분

석자의 주관과 시스템 이해능력에 의존하는 단점을 보완하 다. 또한 QF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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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생산된 원인-결과 정보의 활용은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결함이 시스템

의 물리적 안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안전

해석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을 연결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인지적 요구분석 체계의 기본 틀은 인지시스템공학의 목적-수단 조직단계 

(Means-Ends Hierarchy)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QFM과 

CRSA는 기존 기법들이 가지는 입출력 중심 명세와 안전해석 기법의 단

점을 보완한 인간중심 목표기반 (Goal-based) 명세 및 안전성 분석 기법

이라 할 수 있다. CRSA에서는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고장의 원인을 동작

의 오류 인과관계에 따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태 인과관계에 의

한 고장수목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하 다.

  4) 보호계통 공통모드고장 분석 방법 개발

   가) 보호계통 CMF 발생 원인/대처방안 분석

       디지털 보호계통에 대한 CMF 발생 원인 및 대처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기인한 원인 및 대처방안으로 나누

어서 분석하 다 [천세우, 2002].

    (1) 하드웨어에 의한 고장원인/대처방안

       보호계통 하드웨어의 고장에 기인한 CMF 발생 원인들은 크게 i) 

먼지, 주변온도, 습도, 진동 같은 외부 환경 향, ii) 설계결함, iii) 운전 

및 보수 결함, iv) 홍수, 화재와 같은 외부적인 재난 및 v) 기능적 결함 등

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NS/AR-541, 1998]. 하드웨

어에 의한 CMF 발생은 기능적 다양성, 기기 다양성, 물리적 격리, 설계 

관리 통제, 기기/계통이 안전한 상태로 되도록 고장모드 채택, 그리고 운

전 관리 통제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표 2.2.사-2 참조).

    (2) 소프트웨어에 의한 고장원인/대처방안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에 의한 CMF 발생 가능 원인들은 크게 다음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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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된 소프트웨어 모듈, 구조, 알고리즘, 도구 및 구축방법 사용, 또

는 동일한 개발 팀 투입 또는 동일한 조직 운 체계 적용,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또는 잘못 적용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시방서 사용,

   - 공통된 훈련 프로그램, 조직, 사고 과정(thinking processes) 및 설계 

접근방법 사용,

   - 품질 중요도에서 우선 순위가 낮은 소프트웨어 모듈과의 연계.

표 2.2.사-2 하드웨어 CMF 발생원인/대처방안 분류

Functional diversity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Equipment diversity

(a) Misunderstanding of process variable behavior
(b) Inadequacy of designed protective action
(c) Inappropriate instrumentation

Functional 
deficiency

Functional diversity
Physical separation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Equipment diversity

(a) Tornado
(b) Fire
(c) Flood
(d) Earthquake

External 
catastrophe

Functional diversity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Equipment diversity

(a) Miscalibration
(b) Inadequate or improper testing
(c) Outdated instructions or prints
(d) Carelessness in maintenance
(e) Other human factors 

Operation and 
Maintenance 
Errors

Functional diversity
Physical separation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a) Unrecognized interdependence between “independent”
subsystems, components

(b) Unrecognized electrical or mechanical dependence on common 
element

(c) Dependence on equipment or parameters whose failure or 
abnormality causes need for protection

Design 
Deficiency

Functional diversity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Proven design
Standardization
Equipment diversity

(a) Dust dirt
(b) Temperature
(c) Humidity moisture
(d) Vibration
(e) Electrical interference

External Normal 
Environment

Possible Preventive MeasureCausative Factors

Functional diversity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Equipment diversity

(a) Misunderstanding of process variable behavior
(b) Inadequacy of designed protective action
(c) Inappropriate instrumentation

Functional 
deficiency

Functional diversity
Physical separation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Equipment diversity

(a) Tornado
(b) Fire
(c) Flood
(d) Earthquake

External 
catastrophe

Functional diversity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Equipment diversity

(a) Miscalibration
(b) Inadequate or improper testing
(c) Outdated instructions or prints
(d) Carelessness in maintenance
(e) Other human factors 

Operation and 
Maintenance 
Errors

Functional diversity
Physical separation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a) Unrecognized interdependence between “independent”
subsystems, components

(b) Unrecognized electrical or mechanical dependence on common 
element

(c) Dependence on equipment or parameters whose failure or 
abnormality causes need for protection

Design 
Deficiency

Functional diversity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Proven design
Standardization
Equipment diversity

(a) Dust dirt
(b) Temperature
(c) Humidity moisture
(d) Vibration
(e) Electrical interference

External Normal 
Environment

Possible Preventive MeasureCausative Factors

 

소프트웨어에 의한 CMF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품위의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절차나 심층방어 및 다양성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NUREG/CR-6303, 1994]. 여러 문헌들을 참고로 하

여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성 개념들은 크게 기능적 다양성, 

동일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설계 시방서 구축, 서

로 다른 하드웨어 모듈, 언어 및 알고리즘 채택,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개발 

팀 등의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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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성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IEC,  

1999],[IEC, 1997].

   ◦ 중요도에 있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특성 구현

     - 기능적 다양성(functional diversity)

     - 동일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설계 시방서 적용

     - 동일 시방서에 대해서 기능을 서로 다르게(N-version Software) 구현

   ◦ 시스템 레벨에서의 다양성 구현

     - 서로 다른 시스템 구동 기준(actuation criteria)에 따라 독립된 시스

템 적용

     -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 또는 하드웨어 기반 설계 같은 서로 다른 기

본 기술 적용

     - 컴퓨터, 하드웨어 모듈, 또는 주요 설계개념이 서로 다른 것을 적용

     - PLC,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미니컴퓨터와 같이 서로 다른 등급

의 전산기술 적용

   ◦ 설계 접근 방법 특성 및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적용

     - 처리 알고리즘

     - 형식설정(configuration), 계량(calibration) 및 기능(functionality)에 

대한 데이터

     - 신호 입력 하드웨어

     - 하드웨어 연계 및 통신

     - 입력 샘플링 공정

     - 프로그램 수행시간 순서

     - 타이밍 절차

     - 이력정보, 래치(latches) 및 변화율 사용

     - 설계 및 구축 방법의 다양성

     - 언어

     - 컴파일 체계

     - 소프트웨어 도구

     - 프로그래밍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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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구조

     - 동일 소프트웨어 모듈의 다른 사용방법

     -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

   ◦ 테스트 중 다양성 구현(back to back testing)

   ◦ 운 상의 다양성 접근

     - (강제성을 띠고)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계

     - 설계 팀 간의 격리 및 팀 간의 교류 제한

     - 요구사항이나 시방서에서의 애매한 사항들을 팀 간의 공식적인 교

류로 해결

     - 서로 다른 로직 정의 절차 적용

     - 서로 다른 스텝 운

   나) 심층방어 및 다양성 관련 규제요건 및 지침

       원전 분야에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구축과 관련된 평가는 그림 2.2.사

-3과 같이 1979년 미국 Westinghouse사에서 개발한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IPS)을 대상으로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위해 

NUREG-0493 [USNRC, 1979] 지침 개발을 시초로 해서, SECY 91-292 

[USNRC, 1991]에서 처음으로 신형로 대상 디지털 전산계통에 대한 공통모드 

고장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면서 SECY-93-087 [USNRC, 1993], SECY-93-087

에 대한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SRM) [USNRC, 1993] 등을 거치

면서, 최종적으로 US NRC에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에 대한 네 가지 규제

요건을 발표했다. 이 규제요건들은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대한 바이블 지침이

라고 할 수 있는 NUREG/CR-6303 [USNRC, 1994] (NUREG-0493을 기반으로 

작성)과 NUREG-0800, BTP HICB-19 [USNRC, 1997]에도 반 되었다.

US NRC에서는 신형로 디지털 I&C 계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심층

방어 및 다양성 구축 요건(four-point position on D-in-D&D)들을 제안하고 

있고 국내 KINS에서도 이 요건들을 현재 수용하고 있다 [KIN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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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인허가 신청자는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취약점(vulnerabilities)들을 정확하

게 기술하 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상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결함은 평가에서 공통모

드 고장 발생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NUREG-0493 SECY 91-292

Draft BTP on D-in-D&D

NUREG/CR-6303SECY 93-087

For RESAR-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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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ABW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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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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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tat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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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s 4 point positions
• Delete RESAR-414 contents
• More detailed guidelines 

than NUREG-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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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D&D Analysis”

“Revised and extended to”

Staff concerns on D-
in-D&D in advanced 
reactors were 
Initially set forth

SRM on 
SECY 93-087

Initial statement of 
NRC’s 4 point positions

Modified 
4 point positions

SRP BTP-19

그림 2.2.사-3 심층방어 및 다양성과 관련된 규제요건 및 지침

ꊲ 벤더 또는 신청자가 평가를 수행 할 때, 최적평가 방법(best-estimate 

methods)을 사용해서 안전분석보고서(SAR: Safety Analysis Report)

의 사고분석 Chapter 15에서 평가 대상 사고들에 대해서 예견되는 공

통모드 고장들을 분석해야 한다. 벤더 또는 신청자는 각 사고에 대해

서 적절한 다양성 기법들이 설계에 반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ꊳ 예측 가능한 공통모드 고장이 원자로 보호계통과 같은 안전기능을 불능으

로 만들 때, 다양성을 갖춘 수단이 같은 공통 모드 고장으로 인해 향을 

받지 않으면서 동일한 안전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안전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문서 기반으로 보여야 한다. 비안전 계통이라도 다양성을 

갖추거나 또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 연관된 사고 조건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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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면 무방하다 (다양한 수단으로는 다

른 디지털 계통이나 또는 아날로그 계통도 수용 가능하다. 주제어실내 운

전원의 수동 조치사항도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제공된다면 수용 가능하

다. 다양성 구축의 형태와 정도는 각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르고 개별적으

로 평가된다).

ꊴ 계통 수준에서의 필수안전 기능들에 대한 운전원 수동 조치 및 안전 기능

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들을 감시하기 위해 주제어실내 표시장치 및 제어

기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표시장치 및 제어기들은 디지털 안전계통으

로부터 독립적이고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규제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 신청자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취약점들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 평가에서 가능한 공통모드 고장은 Chapter 15에 기술된 각 사고와 연

관시켜서 예측해야 한다.

   ◦ 공통모드 고장과 연관된 사고 전개과정에 대한 향 평가는 최적평가 

기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 분석은 적절한 다양성을 입증해야 한다.

   ◦ 다양성 기기/계통들은 고장 시 동일한 공통모드 고장을 일으키지 않도

록 해야 한다.

   ◦ 다양한 기기/계통들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고 품질, 비 안전기기들은 공통모드 고장에 대비한 다양한 기기로 취급

될 수 있다.

   ◦ 필수안전 기능들을 계통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해 (동일 공통모드 고장을 

유발하지 않는) 수동 제어기 및 표시장치들이 주제어실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CMF 분석 절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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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EG-0800, BTP HICB-19 [USNRC, 1997]에서 제안하고 있는 디

지털 기반 보호계통에서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절차는 그림 2.2.사-4와 

같다. 예측 가능한 초기유발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심층방어 계층(echelon)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운전원에게 다양성 표시장치 

및 수동 제어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성 검토에서는 검토자의 주관적 판

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적인 검토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작업보고서에서는 그림 2.2.사-4의 절차와 함께 그림 2.2.사-5와 같이

NUREG/CR-6303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침들을 참고해서 그림 2.2.사-6과 

같이 디지털 보호계통 공통모드 고장 분석 절차를 최종적으로 도출하 다.

그림 2.2.사-4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절차

Review of defense-
in-dep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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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made b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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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록 다이어그램 개발

       일반적으로 NUREG/CR-63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층방어 및 다양



- 212 -

성 분석을 위해서 보호계통과는 별도로 다양성을 띤 완화계통(mitigation 

system)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I&C 계통 블록 다이어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NUREG/CR-6303, Guideline 4에서 기술한 네 가지 심층

방어 계층(four echelons of defense in depth)을 나타내야 한다. 여기서 I&C 

계통에서의 네 가지 심층방어 계층이란 i) 제어계통, ii) 원자로보호계통, iii)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액금로에서 현재로서는 해당사항 없음) 및 iv) 감시 및 

지시계통을 말한다.

G1: Choosing BlocksG1: Choosing Blocks
• Physical failure containment
• Logical failure containment

G2: Determining DiversityG2: Determining Diversity
• Design diversity
• Equipment diversity
• Functional diversity
• Human diversity
• Signal diversity
• Software diversity

G3: System Failure TypesG3: System Failure Types
• Type 1 failures
• Type 2 failures
• Type 3 failures

G4: Echelon RequirementG4: Echelon Requirement
• Control echelon
• Reactor trip echelon
• ESFAS echelon
• Monitoring and indication echelon

G5: Method of EvaluationG5: Method of Evaluation

G6: Postulated CMFs of BlocksG6: Postulated CMFs of Blocks

G7: Use of  Identical H/W and S/W ModulesG7: Use of  Identical H/W and S/W Modules

G8: Effect of Other BlocksG8: Effect of Other Blocks

G9: Output SignalsG9: Output Signals

G10: Diversity for AOOsG10: Diversity for AOOs

G11: Diversity for AccidentsG11: Diversity for Accidents

G12: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G12: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

• Control/Reactor Trip Interaction
• Control/ESFAS Interaction
• Reactor Trip/ESFAS Interaction

G13: Plant MonitoringG13: Plant Monitoring

G14: Manual Operator ActionG14: Manual Operator Action

Event R
esponses

G1: Choosing BlocksG1: Choosing Blocks
• Physical failure containment
• Logical failure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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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사-5 NUREG/CR-6303에서 기술된 Guideline 구성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NUREG/CR-6303, Guideline 13과 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운전원을 위한 표시장치 및 수동 제어기

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NUREG/CR-6303, Guideline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블록 내부의 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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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블록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공통 설계 결함으로 인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통 내 블록을 선정해야 한다. 

블록들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통 내 최소 부위로 나눌 수 

있지만 범위가 큰 블록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블록들 간의 모든 입출력 연계사항들을 나타내야 한다. 

연계관계는 간단하게 기술해야 하지만 분석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전달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S1: Develop an I&C system block diagram.

S2: Determine diversity.

S3: Determine the system effects of CMF.

S4: Determine the plant response
in the presence of CMFs.

S5: Analyze diverse displays and manual controls

S6: Summary findings on vulnerabilities

S7: Documentation in a report

• Selection of blocks: G1
• Depiction of four echelons of D-in-D&D: G4
• Consideration of the operator displays and controls: G13 & G14

• Examination of candidate blocks: G2
• Which blocks are identical for analysis purposes?: G7
• Which will be considered diverse?: G7

• Postulation of concurrent failure for each set of 
identical blocks:  G5, G6 and G7

• The effect on the system: G8 and G9
• Consideration of failure types: G3

• To detect vulnerabilities to the three system failure types (as defined in G3)
• For AOOs: G10
• For DBAs: G11
• Demonstration of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 G12

• Analysis of the diverse displays: G13
• Analysis of the diverse manual controls: G14

• Summary and discussion identified by the analysis
• Each vulnerability should be examined and resolved.

S1: Develop an I&C system block diagram.

S2: Determine diversity.

S3: Determine the system effects of CMF.

S4: Determine the plant response
in the presence of CMFs.

S5: Analyze diverse displays and manual controls

S6: Summary findings on vulnerabilities

S7: Documentation in a report

• Selection of blocks: G1
• Depiction of four echelons of D-in-D&D: G4
• Consideration of the operator displays and controls: G13 & G14

• Examination of candidate blocks: G2
• Which blocks are identical for analysis purposes?: G7
• Which will be considered diverse?: G7

• Postulation of concurrent failure for each set of 
identical blocks:  G5, G6 and G7

• The effect on the system: G8 and G9
• Consideration of failure types: G3

• To detect vulnerabilities to the three system failure types (as defined in G3)
• For AOOs: G10
• For DBAs: G11
• Demonstration of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 G12

• Analysis of the diverse displays: G13
• Analysis of the diverse manual controls: G14

• Summary and discussion identified by the analysis
• Each vulnerability should be examined and resolved.  

그림 2.2.사-6 도출된 디지털 보호계통 공통모드 고장 분석 절차

    (2) 다양성 결정

        각 계통, 하부계통 및 블록들은 블록 다이어그램 내에서 다른 요

소와 다양성을 띠고 있는가 평가해야 한다. NUREG/CR-6303, Guideline 2

에서는 어떤 블록의 그룹들이 공통모드 고장에 취약한가, 취약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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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이 분석을 할 때는 각 블록에 대해

서 먼저 기술하고, 선정된 블록과 다른 블록에 향을 미치는 공통모드 고

장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면 된다.

NUREG/CR-6303에 의하면 다양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성 

인자들로 나눌 수 있다.

   ◦ 설계 다양성(Design Diversity)―인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같은 요구사

항을 만족하는 두 설계 사이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요인 (감소 순서)

     - 서로 다른 기술(예를 들어 아날로그 대 디지털)

     - 같은 기술 내 서로 다른 접근방법(예, transformer-coupled AC 계측

기 및 DC-coupled 계측기)

     - 서로 다른 구조 (즉, 기기의 배치 및 연결 방법)

   ◦ 기기 다양성(Equipment Diversity)―기기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 순서)

     - 기본적으로 다른 설계방식(다른 제조사 기기 채택)

     - 기본적으로 다른 설계방식(동일 제조사 기기 채택)

     - 동일 설계지만 서로 다른 제조사에 의해 제작

     - 동일 설계지만 서로 다른 버전

   ◦ 기능 다양성(Functional Diversity)―기능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 순서)

     - 서로 다른 메커니즘 구현(예, 자연 대류방식 대 펌프에 의한 강제순

환 방식, 제어봉 삽입 대 붕소 독소주입(boron poisoning))

     - 서로 다른 목적, 기능(예, 정상적인 제어봉 제어 대 원자로 트립을 위

한 제어봉 삽입), 제어 논리 또는 조작 수단 사용

     - 서로 다른 응답시간 범위(예, 일차계통의 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지

속되면 이차계통의 운전에 의해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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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다양성(Human Diversity)―설계에 인간공학적 다양성을 증가

시키는 요인(감소 순서)

     - 서로 다른 설계 조직(예, 회사)

     -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조직

     - 서로 다른 설계사, 엔지니어 또는 프로그래머

     - 서로 다른 검증요원, 설치요원 또는 인증 요원

   ◦ 신호 다양성(Signal Diversity)-신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감소 순서)

     - 서로 다른 물리적 작용(예, 압력 또는 중성자 속)에 의해 감지되는 서

로 다른 원자로 또는 공정 변수들

     - 동일 물리적 작용(예, 압력 대 수위 또는 다른 압력 센서에 의해 감

지되는 유량)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원자로 또는 공정 변수들

     - 유사한 센서(예, 보호기기의 다양한 설계를 위해 4채널의 다중 수위센

서들)의 다중 세트에 의해 감지되는 동일한 원자로 또는 공정 변수들

   ◦ 소프트웨어 다양성(Software Diversity)―인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간의 다양성을 증가시

키는 요인 (감소 순서)

     - 서로 다른 알고리즘, 논리, 그리고 프로그램 구조

     - 서로 다른 시간 순의 프로그램 수행

     - 서로 다른 운 체계(OS) 채택

     - 서로 다른 전산언어 채택

각각의 다양성 특성 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양성 

특성 인자들 중 어떤 인자가 가장 중요한 지를 결정해야 한다.

   ◦ 두 가지 하부 계통간의 다양성 인자 중 가장 뚜렷한 것은 설계 다

양성이다. 아날로그 하부 계통은 디지털 하부 계통에 대해서 별도의 

다양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두 가지 디지털 계통(제한된 설계 다양성)간에는 얼마간의 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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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다양성 또는 소프트웨어 다양성이 갖추어 졌을 때 서로 다른 

제조사(인적 다양성)에 의해 제작된 전산기기(기기 다양성)들은 다

양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동일 제조사(제한된 인적 다양성)와 동일 기기(제한된 기기 다양성)

의 경우는 기능적 다양성 또는 신호 다양성과 결합한 소프트웨어 

다양성 추구가 두 하부 계통들을 서로 다양성을 띠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 결정시 어떤 경우에든 각각의 다양성 특성 인자들을 고려해서 종

합화해서 충분한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3) 공통모드 고장의 계통 향을 결정

       보호계통 내 동일 블록의 각 세트에 대해서 동시 발생 고장은 

NUREG/CR-6303, Guideline 5, 6, 7에 따라 예측해야 한다. 보호계통에 대

한 향은 Guideline 8, 9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분석에서는 

Guideline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장유형(failure type)을 고려해야 한다.

계통 기기에 대한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규명되면 설계기반 

사고에 대해 보호계통 응답에 대한 향을 평가한다. 발전소 안전분석에서 

분석한 각 사고와 이 사고에 향을 미치는 공통모드 고장에 대해서 분석

해야 한다. 각 사고와 더불어 발생하는 공통모드 고장에 대해서 적어도 하

나 이상의 다양한 보호 메커니즘이 가용 한 지를 분석해야 한다.

    (4) 공통모드 고장 상황 하에서 발전소 응답을 결정

        NUREG/CR-6303, Guideline 10에 기술된 일차 보호계통 고장과 결

부된 "예상 과도현상(AOO: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발생 시, 

최적평가기법을 사용한 심층방어 분석의 목적은 USA 10 CFR 100 dose 

limit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차 냉각재 압력 경계의 건전성

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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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CR-6303, Guideline 11에 기술된 "설계기반 사고(DBA: Design 

Basis Accident)"에 대해서는 최적평가기법을 사용한 심층방어 분석의 목적

은 USA 10 CFR 100 dose limit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차계통 압

력 경계의 건전성 및 격납용기 건전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다양성 표시장치 및 수동 제어기 분석

       백업으로 제공되는 다양성 표시장치 및 수동제어기는 NUREG/CR-6303, 

Guideline 13, 14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이것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분석해서 수

행한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감시를 위한 연계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계통의 신뢰

성을 떨어뜨리던가 복잡성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감시나 표시장치의 

고장이 보호계통 기능에 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분석 시 감시장치의 고장으로 운전원이 발전소를 안전 제한치 또는 운전 

제한 조건을 어기면서 운전을 시도할 때 보호계통 기능으로 보호할 수 있

음을 보이거나, 운전원에 의해 발생되는 이런 과도상태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발전소에 악 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US NRC의 네 번째 요건에서는 운전원들이 필수안전기능에 대해 계통 수

준에서의 조작을 위해 독립적이고 다양한 표시장치 및 수동제어기가 가용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수안전 기능들을 규

명하고 Regulatory Guide 1.97 [USNRC, 1983]을 지침으로 해서 운전원 

판단에 필요한 변수들을 규명하고, 필요한 센서 채널, 표시장치, 그리고 수

동제어기가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으로부터 다양하고 독립적인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수동 운전원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만족하면 예

견되는 공통원인 고장에 대해 다양한 대처수단으로 볼 수 있다.

   ◦ 예견되는 CMF 및 이 향들이 운전원 조치사항을 위해 표시되는 

정보 및 운전원 수동 조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충분한 정보가 운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운전원이 분석하고,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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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 운전원이 운전원 기능에 대해 적절히 가능한 오류를 검출하고, 분석

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정보와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6) 취약점에 대한 요약 정리

       분석 시 규명된 취약점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술해야 한다. 취약

점 발견사항을 요약하기 위해 차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각 취약점들에 대

해서 분석하여 해결을 해야 한다.  해결방안은 계통 수정을 하거나 취약점

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면 된다.

    (7) 보고서로 문서화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결과는 최종적으로 문서화 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정보들은 분석 시 각각 취합하여 최종보

고서로 작성할 때 정보들을 최종 형태로 정리하면 된다.

   라)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 항목 도출

       CMF 방어를 위해서는 디지털 보호계통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심

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관련 문건들을 분석하여 인허가 차원에서 체크해야 할 평가항목들을 다음

과 같이 도출하 다.

    (1) 분석 데이터의 가용성 및 완전성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 시 신청자의 안전분석보고서(SAR: Safety 

Analysis Report)가 필요하다. 특히 Chapter 7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기술), 

Chapter 15 (설계기반 사고에 대한 기술) 및 Chapter 18 (비상운전절차에 대

한 기술)이 평가 시 분석 데이터로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항목들이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는가를 체크 해야 한다.

    (2) 분석 시 가정

       분석 시 가정(assumptions)은 NUREG/CR-6303의 Section 6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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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항 종류(Worst-Case Assumptions, Assumptions Based on System 

Structure, Assumptions for Echelon of Defense-in-Depth, Evaluation 

Criteria 등)별로 기술해야 한다. 신청자는 설계 불확실도 관점에서 제기된 가

정 사항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3) 분석 방법

        NUREG/CR-6303의 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분

석방법에 수정이 있을 시는 이를 기술하고 수정된 방법이 적절하고 기술

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계통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 표현방법

       평가 대상 계통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고 블록 내 

연관관계는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예측 가능한 

CMF 발생에 대해서 분석할 기본적인 계통 모델이 된다. 블록 선택은 

NUREG/CR-6303의 Guideline 1에 따라야 수행한다.

    (5) 블록 고장의 예측

       선택된 블록에 대해 가능한 고장 유형을 기술해야 한다. 

NUREG/CR-6303 Guideline 3에 각 고장 유형(Type 1, Type 2 및 Type 

3 고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보호계통 내 블록 고장으로 인한 공통모

드 고장을 예측하는 방법 (Guideline 5, 6에서 기술)에 따라 각 고장 유형

을 계통 모델에 적용시켜야 한다.

    (6) 동일 블록

       어떤 블록이 동일한 블록인 지를 결정하고 블록의 다양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7) 다른 블록의 향

       예측 가능한 블록 고장이 다른 정상적인 블록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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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블록의 출력 신호

       블록의 출력신호는 한쪽 방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즉, 고장 

파급이 역으로 이전 블록의 출력 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아

울러 전기적 격리와 통신 격리가 요구된다.

    (9) 발전소에 대한 별도 트립 방법 또는 사건 개시 전개과정 규명

       일차 원자로 트립 계통이 원자로를 트립 시키는데 실패했을 때 발

전소 사건 전개과정에 대한 적절한 열수력학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사

용되는 분석 도구 및 방법들은 발전소에 대한 다른 안전성 분석에서 사용

되는 것과 일치해야  하지만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에서는 보수적인 방

법과 가정보다는 최적평가(best-estimate) (실제적인 가정) 방법을 사용한

다. 일차적인 트립 채널이 고장났을 때 SAR Chapter 15에서 열수력학적

으로 분석된 사건 개시 전개과정을 규명하면 된다. 평가에서는 적용된 최

적평가 방법 및 가정 사항들이 수용 가능한 가를 검토한다.

    (10) 발전소에 대한 별도 완화 대처능력 규명

         각 설계기반 사고에 대해서 별도의 발전소 완화 기능(mitigation 

capabilities)이 제공되는가 고려해야 한다. 공통모드 고장이 일차적인 원자

로 트립 계통 내에서 발생되어 이 트립 계통이 불능일 때 자동 동작으로 

별도의 안전 기능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적절히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건 대응에 대해서 운전원 조작이 별도의 다양한 대처기능일 때는 운전

원이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하게 정보(지시계)가 제공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11) 수동 표시장치 및 제어기들에 대한 정확성 

         US NRC의 네가지 규제요건(NRC's four point position)에 따라 

수동제어기 및 표시장치들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하거나 별도의 분석을 통해 수

행할 수 있다.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고 운전원이 발전소를 고온정지 상태



- 221 -

로 돌릴 수 있도록 수동제어기 및 표시장치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동제어기 및 표시장치들은 발전소 필수안전 기능들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동 대처능력은 하드웨어로 구성되고, 계통 

수준에서의 제어 및 표시장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수동 제어기는 발전소 디지털 계측 안전계통 출력 단 하위 계층

(downstream)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현장 전기, 전자 캐비닛과 발전소의 

전자기 기기 사이의 연결 케이블이나 연계 부분의 건전성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안전계통 구성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계통 수준의 조작을 

위해서 제어기는 아날로그 기기나 간단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전용기기에 

연결될 수 있다.

인간공학적인 원칙 및 기준들이 표시장치와 제어기 선정 및 설계에 적용

되어야 한다. 인간수행도 요건들은 발전소 안전 기준사항과 연관해서 기술

해야 한다. 인간공학 수행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입증된 인간공학 

Standard와 설계기법들을 적용시켜야 한다.

    (12) 공통모드 고장 원인에 대한 취약점 도출

         예측된 공통모드 고장 상황하에서 트립 불능 또는 조작 불능 같

은 발전소 상황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분석에서 NUREG/CR-6303의 Guidelines 10, 11, 12 에서 제시된 허용 기

준들을 만족하는데 실패했을 때 취약점(vulnerabilities)이 존재한다. 상세 

분석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결과에 반 하기 위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신중히 분석을 해야 한다.

    (13) 분석에 대한 결론 사항 도출

         모든 요구사항들이 설계변경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안하고도 만

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론 사항들에 대해서 도출해야 한다.

    (14) 해결치 못한 특정 취약점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의 정당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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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된 어떤 취약점이 별도의 트립, 개시 또는 완화 기능 등으로 대

처할 수 없을 때 이에 대한 설계 정당성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 정당성 

기술은 분석 시 관심 대상 계통 범위를 벗어나서 사건의 전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통의 가용성을 기술하는데 주안을 두면 된다. 예를 들어,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나 주 증기관 파단사고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응에 향을 주는 I&C 

계통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허용되어 왔다. 허용된 이유는 일차 및 이차 냉각

재 계통 누출 탐지와 운전원이 작은 누출을 감지하고 대형 누출이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전절차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마) CMF 취약점에 대비한 보호논리 도출

      보호계통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출하여 NUREG/CR-6303에 기술

된 기능블록분석(FBA: Functional Block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논리 

및 기능에 대한 취약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CMF에 대한 

현재 규제기관의 정책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보호계통에서 예측 가능

한 CMF와 함께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리 정의된(predefined) 가

상 사고들에 대해서 발전소가 충분히 안전한 상태로 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디지털 보호계통 CMF 발생에 대

한 취약점 및 대처방안은 표 2.2.사-3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1) 발전소 레벨에서의 취약점/대처방안

        표 2.2.사-3과 같이 발전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보호계통 내 

CMF 발생으로 보호계통의 트립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적어

도 두 가지 이상의 CMF 다양성 완화 계통(diverse mitigation system)이 요

구되고, 허용된 시간 내에 운전원이 CMF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성 표시

장치 및 수동제어기가 요구된다 [USNRC, 1997].

    (2) 계통 레벨에서의 취약점/대처방안

        보호계통 내에서 CMF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능적 다양성 구현, 

물리적 격리 및 검사/테스팅 기능 구현, 안전한 방향으로의 고장유형이 되도

록 설계하고 관리적인 통제방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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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사-3 보호계통 CMF 발생 취약점/대처방안 분석 테이블 도출

Refer to IEEE Std 352.

1. Physical separation and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2. Periodic inspection and 
testing

1. Common Elements
2. Unrecognized Interdependency

1. Refer to Draft IEC 60880
2. Software quality control in 

PLC programs, N
programming, software 
tolerant methods, etc.

1. Software quality control 
during the software life 
cycle

2. Implementation of Software 
diversity (different 
algorithms, logics and 
program architecture, 
different timing, order of 
execution, different 
operating system, and 
different computer 
language)

1. Errors in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design and manufacturing

2. Common architecture, 
algorithms, development 
methods, tools, 
implementation methods, 
staffing and management

3. Connection to lower quality 
software

Software Level

1. Refer to Draft IEC 60880
2. Refer to CMF Technical 

Working Report

1. Function diversity
2. Physical separation
3. Inspection/testing
4. Safe failure mode design
5. Administrative controls

CMFs in RPSSystem Level

1. Refer to NRC four -point 
positions in BTP

2. D-in -D&D analysis 
procedure: refer to 
NUREG/CR -6303.

1. At least, two diverse 
mitigation systems required.

2.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trip actuation failurePlant Scope Level

RemarksCMF DefensesCMF Causative Factors/
Vulnerabilities

System Levels/Failure 
Modes or Equipments

Refer to IEEE Std 352.

1. Physical separation and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2. Periodic inspection and 
testing

1. Common Elements
2. Unrecognized Interdependency

HW Level 
(Trip breaker

logics)

1. Refer to Draft IEC 60880
2. Software quality control in 

PLC programs, N-version
programming, software 
tolerant methods, etc.

1. Software quality control 
during the software life 
cycle

2. Implementation of Software 
diversity (different 
algorithms, logics and 
program architecture, 
different timing, order of 
execution, different 
operating system, and 
different computer 
language)

1. Errors in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design and manufacturing

2. Common architecture, 
algorithms, development 
methods, tools, 
implementation methods, 
staffing and management

3. Connection to lower quality 
software

1.
2.
3.
4.
5.

Refer to NRC’s four -point 
positions in BTP-19

-Diverse displays and manual
controls required for
operators to mitigate the CMF
within allowable time. 

RemarksCMF DefensesCMF Causative Factors/
Vulnerabilities

System Levels/Failure 
Modes or Equipments

Refer to IEEE Std 352.

1. Physical separation and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2. Periodic inspection and 
testing

1. Common Elements
2. Unrecognized Interdependency

1. Refer to Draft IEC 60880
2. Software quality control in 

PLC programs, N
programming, software 
tolerant methods, etc.

1. Software quality control 
during the software life 
cycle

2. Implementation of Software 
diversity (different 
algorithms, logics and 
program architecture, 
different timing, order of 
execution, different 
operating system, and 
different computer 
language)

1. Errors in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design and manufacturing

2. Common architecture, 
algorithms, development 
methods, tools, 
implementation methods, 
staffing and management

3. Connection to lower quality 
software

Software Level

1. Refer to Draft IEC 60880
2. Refer to CMF Technical 

Working Report

1. Function diversity
2. Physical separation
3. Inspection/testing
4. Safe failure mode design
5. Administrative controls

CMFs in RPSSystem Level

1. Refer to NRC four -point 
positions in BTP

2. D-in -D&D analysis 
procedure: refer to 
NUREG/CR -6303.

1. At least, two diverse 
mitigation systems required.

2.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trip actuation failurePlant Scope Level

RemarksCMF DefensesCMF Causative Factors/
Vulnerabilities

System Levels/Failure 
Modes or Equipments

Refer to IEEE Std 352.

1. Physical separation and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2. Periodic inspection and 
testing

1. Common Elements
2. Unrecognized Interdependency

HW Level 
(Trip breaker

logics)

1. Refer to Draft IEC 60880
2. Software quality control in 

PLC programs, N-version
programming, software 
tolerant methods, etc.

1. Software quality control 
during the software life 
cycle

2. Implementation of Software 
diversity (different 
algorithms, logics and 
program architecture, 
different timing, order of 
execution, different 
operating system, and 
different computer 
language)

1. Errors in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design and manufacturing

2. Common architecture, 
algorithms, development 
methods, tools, 
implementation methods, 
staffing and management

3. Connection to lower quality 
software

1.
2.
3.
4.
5.

Refer to NRC’s four -point 
positions in BTP-19

-Diverse displays and manual
controls required for
operators to mitigate the CMF
within allowable time. 

RemarksCMF DefensesCMF Causative Factors/
Vulnerabilities

System Levels/Failure 
Modes or Equipments

 

    (3)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취약점/대처방안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동일 기기나 기기간의 종속성들을 채널간의 물

리적 격리 등으로 CMF에 대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는 소프트웨

어 품질보증을 소프트웨어 수명기간 동안 철저히 하고, 알고리즘 로직, 프로

그램 구조, 운 체제 또는 구축 언어에 대한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다.

  5) 보호계통 신뢰성 평가

   가) FMEA 평가

       FMEA 분석 시 각 채널의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들은 채널 바이패스 

상태 정보를 독립적인 데이터 링크(ICL)를 통해 타 채널에 전송된다고 가정

하 고, 테스트 로직은 적절한 보호 동작 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

정하 다.

표 2.2.사-4는 FMEA 분석 결과 테이블의 한 예를 나타낸다. FMEA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된 원자로보호계통 구조는 보호계통 구성에 나와 있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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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다-1과 같다.

표 2.2.사-4 FMEA 분석 결과 테이블

A-B A-C A-D B-C B-D C-D

Vital Bus (A) LOW/HIGH 0 + + + + + + + + + + (1/3)
Power Supply  LOW/HIGH + + + + + + + + + + + (2/4)

A/I Module
Entire Module/

Incorrect Conversion/
HIGH/LOW

0/+ + + + 0/+ 0/+ 0/+ + + + + (2/3 or 1/3)

Entire Module/
Single Points Fails OFF 0 + + + + + + + + + + (1/3)
Single Points Fails ON 0 + + + 0 0 0 + + + + (2/3)

Processor Stall 0 + + + + + + + + + + (1/3)
Program Failure (halt) 0 + + + + + + + + + + (1/3)

Incorrect Algorithm 0 + + + 0/+ 0/+ 0/+ + + + + (2/3 or 1/3)
Delayed Output 0 + + + 0 0 0 + + + + (2/3)

ICN Module Fails OFF + + + + + + + + + + + (2/4)
Processor Stall 0 + + + + + + + + + + (1/3)

Program Failure (halt) 0 + + + + + + + + + + (1/3)
Incorrect Algorithm 0 + + + 0/+ 0/+ 0/+ + + + + (2/3 or 1/3)

Delayed Output 0 + + + 0 0 0 + + + + (2/3)
Entire Module/

Single Points Fails OFF 0 + + + + + + + + + + (1/2)
Single Points Fails ON 0 + + + 0 0 0 + + + + (IC 2/4)

Trip (Logic)Path D
Coincidence LogicSingle Failure

Items Path A Path B Path CFailure Mode

D/I Module

Bistable
Processor

Coincidence
Processor

D/O Module

표 2.2.사-4는 채널 A의 하부부품들의 단일고장에 의한 원자로보호계통의 트

립로직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타 채널 즉, 채널 B, C, D의 구조는 채널 A

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단일부품 고장에 의한 전체 트립 로직의 변화는 표 

2.2.사-4와 동일하다. 표 2.2.사-4의 첫 행은 원자로보호계통을 구성하고 있

는 하부부품들을 나타낸다. 두 번째 행은 각 하부부품들의 고장모드를 기술

하고 있으며, 세 번째 행부터 여섯 번째 행까지는 각 하부부품들의 단일고장

모드들이 원자로보호계통의 각 채널(채널 A, B, C, D)에 미치는 향을 나타

낸다. 일곱 번째 행부터 열 두 번째 행까지는 원자로보호계통의 하부부품들

의 고장에 의해 원자로 보호계통의 트립 로직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다. 마

지막 행은 원자로보호계통의 하부부품들의 고장에 의해 전체 원자로 보호계

통의 트립 로직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표에서 사용되는 기호 '0'는 부품의 

단일고장에 의해 해당되는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기

호 '+'는 단일부품의 고장에 의해 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2.2.사-4의 첫줄을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채널 A의 필수모선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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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 Bus)의 경우, 필수모선전원의 고장은 필수모선전원에서 너무 높은 과전

압(High)을 채널 A의 부품들에게 공급하거나, 채널 A의 부품들에게 전원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Low)에 발생한다. 채널 A에 전원을 공급하는 필수모선 

전원이 고장나면, 채널 A의 모든 부품들이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채널 A

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널 A, B, C, D는 서로 독립적인 

필수모선에서 전원을 공급받으므로 채널 A의 필수모선이 고장났더라도 채널 

B, C, D는 전혀 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원자로보호계통의 설계개념 중에 

하나는 필수모선전원의 전원이 차단되면, 원자로보호계통은 해당 채널은 트립

신호를 발생하게 하게 하는 "fail-safe" 개념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채널 A의 

필수전원모선이 고장나면, 채널 A는 자동적으로 트립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러

므로, 원자로보호계통의 트립 로직 중에 채널 A가 관련된 트립 로직의 결과

는 타 채널 즉, 채널 B, C, D의 트립신호 결과에 의존하지만 트립신호 발생에

는 향을 주지 않는다. 본 원자로보호계통은 2-out-4 (4채널중에 2채널이상

에서 트립신호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트립시킴) 로직으로 설계되었다. 채널 A

의 필수모선이 고장나면, 원자로보호계통의 전체 트립로직은 1-out-of-3 로직

으로 변환되며 원자로 트립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평가결과 표 2.2.사-4에서 보듯이, 단일부품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전체 트립로직이 변화되지만, 원자로 트립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이 판명났다. 전체적으로 FMEA를 수행한 결과 각 프로세서 모듈, 입/출력 

신호모듈, 통신 모듈, 전원 모듈, 광 격리기, 트립 브레이크 등에서 단일 고장

이 발생하더라도 보호계통의 정상적인 트립 기능 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음

을 확인하 다.

   나) CMF 평가

      본 연구에서는 보호계통 내 각 가능한 CMF 발생 취약점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양성 대처방안들을 고려해서 디지털 보호계통 개념 설계에 대

한 Fine Tuning 작업을 수행하 다. 즉, 입력신호 다양성, 보호계통 소프트웨

어 요건, 트립 신호 전달체계, 채널 구성방법 및 트립 브레이커 구성 방법, 

각 모듈간 입출력 신호 전달 방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CMF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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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 다.

보호계통 구성에 나와 있는 그림 2.3.다-1은 단일고장 기준 및 CMF 발생 취

약점을 고려하여 개념설계에 반 하여 도출한 기본적인 보호논리 다이어그램

이다. 보호계통의 각 모듈로 공급되는 전원공급 모듈을 각각 독립적으로 공

급하도록 하 으며 채널간의 물리적인 격리 및 통신 네트워크를 단 방향으로 

구현하여 네트워크 고장으로 인한 CMF 발생 요인을 최대한 줄 다. 또 주기

적인 테스팅 모듈을 두어 CMF 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 다. 

PLC 내 소프트웨어의 각 모듈은 명료한 소프트웨어 시방서에 따라 작성하

고 각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다양성을 띠도록 구축했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소프트웨어 자체로는 결함에 완전 무결할 수 없고 따

라서 CMF에 민감하다. 고 품질, 심층방어 및 다양성 구축이 공통모드 고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층방어 및 다

양성 구축 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 분석을 적절히 하는가가 공통모드 고장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발전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공통원인 고장 분석 체계에 따라서 각종 취약점 및 대처방안들

을 규명하여 액금로 보호계통 개념 설계에 최종적으로 반 하 다.

3.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구성

 가. 계측계통 

  1) 핵계측계통 구성

     핵계측계통은 기본적으로 그림 2.3.가-1과 같이 검출기(detector), 전치 

증폭기(pre-amplifier) 및 신호처리장치(signal processor)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PCS: plant control system) 또는 보호계통(PPS: plant protection 

system)으로 보내지는 신호는 4-20 mA 또는 0-10 V 등과 같이 각 계통의 

입력모듈에 적합하도록 변환되어 전달된다.

KALIMER의 핵계측계통은 기동 역과 출력 역의 두 계통으로 구성한다. 

기존 경수로의 핵 계측계통에 사용되는 중간 역계통은 중성자 검출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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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으로 출력 역으로 흡수하 다.

그림 2.3.가-1 핵 계측 신호 전달 개념도

   가) 선원 역

       선원 역(source range flux monitoring)에 대한 계측은 3개의 중성자 

검출기에 의해 원자로 정지기간 중의 노심 미임계 및 중성자 속 크기를 측정

한다. 중성자검출기에 의해 감지된 중성자 검출신호는 전기적 펄스 신호이며 

이것은 전치증폭기에 의해 충분히 증폭되어 신호처리장치로 보내진다. 신호

처리장치에서는 전치증폭기에서 보내진 전기적 펄스 신호를 가공하여 

cps(count per second) 단위로 표현될 수 있도록 로그 스케일로 변환한다. 이 

신호처리장치에서는 운전원과 원자로 주변 작업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음

향신호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다.

   나) 출력 역

      출력 역(power range flux monitor)에 대한 계측은 4개의 독립된 중

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1x10
-6
부터 130% 출력까지 전 범위의 원자로 중성

자 속을 계측하여 원자로의 출력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출력증발의 경우 

원자로 정지를 시키기 위한 원자로 트립변수의 하나인 원자로 출력신호를 

RPS의 각 채널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출력 역은 출력신호를 대수적

(logarithmic)과 선형적(linear)으로 모두 표시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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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계측 구성

     모든 계측기는 그림 2.3.가-2와 같이 직접 i) 보호 또는 제어계통으로 전

달되는 경우, ii) 안전계측 캐비넷에서 신호처리를 수행한 후 표준신호로 전송

하는 경우, 그리고 iii)비 안전계측 캐비넷에서 신호처리 후 공급되는 세 가지 

경로로 구성하 다. 그러나 온도, 유량, 수위, 압력의 4대 변수를 측정하는 계

측기들은 직접 제어 또는 보호계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 다.

그림 2.3.가-2 계측신호 연결 개념도

   가) 온도

       노심 출구 등과 같이 고온이 측정되는 곳은 열전대(thermocouple)를 적

용하고, 비교적 저온이면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곳에는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를 사용한다. 온도 계측소자의 출력은 제어 또는 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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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입력모듈에 직접 연계되도록 하 다.

   나) 압력

       4-20 mA의 전기신호를 내는 capacitance 또는 strain gauge 형태의 

압력 전송기(pressure transmitter)를 사용하여 압력 값을 측정한다. 소듐의 

압력 측정의 경우에는 NaK가 봉된 특수한 전송기를 사용하도록 하 다.

   다) 수위

       소듐의 수위는 Induction Rod 형태 또는 초음파 수위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물의 수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D/P(Differential Pressure) 셀을 사용하

도록 하 다.

   라) 유량

       금속관에 액체 소듐이 흐르는 경우에는 소듐의 누설 염려가 없는 전자

식 유량계(Magnetic Flow Meter)를 적용하도록 하 다. PHTS의 유량은 펌프

의 방출 압력 등을 측정하여 유량을 산출하도록 하 다. 물의 유량을 측정할 때

는 벤튜리 혹은 오리피스 소자를 이용하는 D/P Cell로부터 유량을 계측한다.

   마) 밸브 개폐 상태

       밸브의 개폐 상태는 LVDT(Linera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같은 위치 센서나 밸브 스템에 부착된 potentiometer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3) 건전성 계측 구성

     소듐 특성을 반 한 주요한 계통 및 기기들의 건전성(integrity)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건전성 계측기들을 검토하 다.

   가) 소듐 누출 탐지

      소듐 누출을 확인하기 위해 소듐 누출 시 발생되는 개스를 검출할 수 

있는 소듐 이온 검출기와 방사능 이온 검출기가 검토되었고 소듐 누출이 커질 

경우엔 신속하게 소듐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음향 감시기가 검토되었다.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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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 및 증기 소듐의 누출은 원자로 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의 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다.

   나) 방사능 감시

       방사능 감시 계측기는 발전소 가동 중, 정지, 비정상 및 사고 등 모든 

조건 하에서 방사능 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사능 감시 계측기 

설치 위치로 가능한 곳은 원자로 모듈을 감싸고 있는 역, 헤드 부분, 안전 

품질 보증된 기기 vault 및 사이트 경계선 등이다.

   다) 불순물 감시

       일차계통 소듐 불순물 감시를 위해 불순물 감시가 필요하다. 소듐 불순

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Plugging 온도 지시계가 사용될 수 있다. 소듐 감시

와 샘플링은 원자로 정지 기간 중에만 수행되고 샘플링은 원자로 용기에서 분

리된 회수 라인을 통해 소듐 일차펌프를 채택하여 추출할 수 있다.

   라) 핵분열 개스 감시

       핵연료 핀(Clad) 파열을 감지하고 노심내 파열된 핵연료 핀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핵분열 개스 감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감시기는 원자로 상부 개스를 샘플링해서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방

출된 핵분열 개스의 농도를 측정해서 파열된 핵연료 핀의 위치 및 개수를 추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스 태깅(tagging)은 파열된 핵연료 핀을 포함하는 어셈블리를 규명하기 위해 

각 어셈블리에 대해서 특정한 동위원소 혼합비율로 미량의 개스를 핵연료 핀

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핵연료 핀 피복재가 파열되었을 때 태그 개스가 방출되

어 원자로 커버 개스의 질량 스펙트럼을 통해서 파열된 어셈블리를 규명할 수 

있다. 가능한 태그 개스 동위원소로는 Ne-20, Ne-21, Ne-22, Ar-36, Ar-38 및 

Ar-40 등이 있다.

   마) 금속 파편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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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파편 감시(LPM: Loose Part Monitor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차

계통 내 소듐 유량에 있는 금속 파편을 초기에 감지하여 일차계통 기기가 손

상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LPM 시스템은 PHTS내 펌프 방출구와 IHX 입

구에서 음향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바) 진동 및 음향 감시

       원자로 감시를 위해 진동 및 음향 분석(Acoustic Monitoring)에 기반을 

둔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PHTS 내 기기의 지진 가속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3개의 원자로 축 방향으로 지진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사) 물/증기 누출 탐지

       물/증기 누출 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탐지기들이 검토되었다.

   ◦ 소듐의 수소기체 탐지기―증기발생기 소듐 출구 배관에서 계측을 하며 

확산막식 수소기체 탐지방법을 채택하여 물/증기가 소듐 내로 누출이 

있는 지를 탐지한다. 소듐 내의 수소농도를 연속 측정, 기록 및 경보

를 소듐-물 반응제어계통의 입력신호로 제공한다. 보통 소듐내 수소 

농도는 200 ppb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

   ◦ 커버 개스의 수소기체 탐지기―증기발생기 상부 커버 개스 공간에서 

계측을 하며 알곤 개스내의 수소 농도를 측정하여 물/증기의 소듐내로 

누출 탐지 및 커버개스 내의 수소농도를 연속 측정하여 소듐-물 반응 

제어계통의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 소듐 내 산소 기체 탐지기―증기발생기 출구 소듐 배관에서 소듐 내 

산소 농도를 계측하여 물/증기의 소듐 내로 누출 탐지 및 소듐 내의 

산소농도를 연속 측정하여 소듐-물 반응제어계통의 입력신호로 제공

된다. 계측기 형태는 산소화학전지의 전위차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 음향 탐지기―증기발생기 외벽 상하부에 위치하며 증기발생기의 음파를 

측정하여 물/증기의 소듐 내로 누출을 탐지하고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

는 음파를 연속 측정하여 소듐-물 반응제어계통의 입력신호로 제공한다.

건전성 계측은 비 안전계측기로 분류하 으나 방사능 준위 등은 안전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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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전달되도록 설계하 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액금로 건전성 계측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 제어계통

    제어계통은 제어 논리 처리기, 입력모듈과 통신 모듈 그리고 제어작동기

로 신호를 보내는 출력 모듈로 구성하 으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어논리 처리기는 제어 요구치를 통신망을 통해 받은 신호와 디지털로 변환

된 sensor로부터 신호를 사용하여 제어논리를 처리한 후, analog 신호로의 변

환기를 거쳐 계통 운전인자 제어용 작동기의 작동신호를 제어 작동기로 전송

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2.3.나-1 제어 계통 하드웨어 구성 개략도

PHTS/IHTS 유량 제어 계통은 주급수 소듐 유량 제어 논리 처리기, 아나

로그 입력 모듈, 디지털입력모듈과 통신 모듈 그리고 주급수 및 중간열교

환 계통의 EM 펌프로 신호를 보내는 출력 모듈로 구성하 다. 주급수 및 



- 233 -

중간열교환 소듐 유량 제어 논리 처리기는 출력 목표치와 계측된 유량의 

차를 보상하기 위해  유량제어 논리를 수행하여 계산된 주파수와 전압이 

출력모듈로 전송되도록 설계하 다.

SGS 제어 계통은 증기발생계통 제어 논리 처리기, 아나로그 입력모듈, 디

지털 입력모듈과 통신 모듈 그리고 증기발생계통의 기기에 신호를 보내는 

출력 모듈로 구성하 다.  증기발생계통 제어 논리 처리기는 증기발생계통

에 공급되는 유량과 압력을 제어하도록 구성되었다.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급수 제어 밸브와 급수 펌프로 가는 제어 신호가 출력모듈로 전송되도록 

설계하 다.

 다. 보호계통

    1단계 개념설계에서 개발된 원자로보호계통 구조에 대한 단일고장 향을 

분석하기 위해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ANSI/IEEE Std 

352-1987)를 수행하 고, 수행 결과 통신망의 단일 고장 시 원자로 정지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원자로보호계통 

구조는 그림 2.3.다-1과 같다. 이 그림은 4 채널의 보호계통 중 한 채널을 나타

내며, 나머지 3 채널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원자로보호계통 각 채널은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동시논리 프로세서, 연계시

험 프로세서, 유지보수패널, 운전원모듈, 그리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 

통신망으로 구성된다.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력 모듈, CPU 모듈, 안전 데이

터 네트워크(SDN), 채널간 링크(ICL)로 구성된다. CPU 모듈은 바이스테이블 

로직을 수행하며, 채널간 링크는 수행된 바이스테이블 로직 결과를 자기 채널 

및 타 채널의 동시논리 프로세서로 각각 전송한다. 이 링크는 전기적 격리를 위

해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고, 단 방향성 및 하드 실시간 프로토콜을 가진다. 바

이스테이블 논리의 결과와 정보데이터는 안전 데이터 네트워크을 통해 운전원

모듈 및 각 프로세서 모듈로 전송된다. 원자로보호계통은 각 채널 당 하나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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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테이블 프로세서를 갖으며,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내의 소프트웨어 비교논

리에 의해 트립 또는 예비 트립 신호가 발생된다. 보수시험반에서 개시된 운전

우회는 안전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로 전달된다. 바이

스테이블 프로세서는 운전우회가 개시된 안전변수에 대해서는 트립 또는 예비 

트립 상태를 무시된다. 보수시험반에서 입력된 트립 설정치는 안전 데이터 네트

워크를 통해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그러나 설

정치 변경시에는 안전을 위해 허용된 사람이 접근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동시논리(LCL) 프로세서는 CPU 모듈, 디지털출력 모듈, 안전 데이터 네트워

크, 채널간 링크로 구성된다.  CPU 모듈은 채널간 링크를 통해 들어온 자기 채

널 및 타 채널의 바이스테이블 결과 신호들을 모아서 2/4 트립 로직을 수행하

며, 수행된 결과는 디지털 출력 모듈을 통해 트립 브레이크로 전송된다. 이때, 

디지털 출력 모듈과 트립 브레이크간에는 하드와이어로 연결된다. 동시논리 결

과와 정보데이터는 안전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운전원 모듈 및 각 프로세서 

모듈로 전송되도록 설계하 다. 원자로보호계통은 채널 당 하나의 동시논리 프

로세서를 갖는다. 운전원 모듈에서 개시된 트립채널우회는 안전 데이터 네트워

크를 통해 동시논리 프로세서로 전달된다. 동시논리 프로세서는 트립채널우회

가 개시된 안전변수에 대해서는 2/3 동시논리로 재구성하여 트립 개시신호를 

발생시킨다.

보수시험반은 각 채널의 보수와 시험을 위한 패널로 IEEE Class 1E 산업용 

컴퓨터와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다. 보수시험반은 각 채널 캐비닛 전면부에 

설치된다. 보수시험반 운전원 화면에서는 주기시험 개시, 설정치 입력, 운전

우회 개시, 트립채널 우회 개시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결과와 채널의 

운전상태도 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 화면은 주제어실이나 원격정지반에 위

치한 운전원 화면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 채널의 보수시험반은 그 채

널의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동시논리 프로세서, 연계시험 프로세서와 안전 데

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각 프로세서의 상태와 시험 정보를 서로 공유

하게 된다. 보수시험반의 통신 고장이나 표시장치의 고장이 바이스테이블과 동

시논리 프로세서가 운자로 트립 작동신호를 개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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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험반에는 원자로보호계통 정보를 비안전계통으로 전송하는 게이터웨

이(Gateway)로 사용되고, 보수시험반의 안전 데이터 전송망(SDTN)을 통해 

제어계통 및 정보처리계통으로 안전계통의 정보가 전송된다. 안전 데이터 

전송망은 비안전계통과의 전기적 격리를 위해 광격리 소자로 결합되고, 안

전계통에서 비안전계통으로 단방향 전송이 이루어진다. 보수시험반은 IEEE 

Class 1E, 내진 1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단일 고장이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연계시험 프로세서는 보수시험반에서 개시된 주기시험요구에 따라 시험 시

나리오와 시험 데이터 패턴을 발생시킨다. 이 데이터 패턴에 의해 바이스테

이블 프로세서 및 동시논리 프로세서의 작동 논리가 시험되고, 그 결과는 보

수시험반의 운전원화면에 표시된다.연계시험 프로세서에서 전송된 시험 데

이터는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로 안전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다.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는 시험신호와 트립 설정치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연

계시험 프로세서로 전송한다. 연계시험 프로세서는 이 결과를 분석하여 바

이스테이블 프로세서의 논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

시논리 프로세서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한 채널을 우회시키고 시험을 수행한

다. 연계시험 프로세서에서 전송된 다른 채널의 트립상태와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에서 전송된 트립 신호를 동시논리 프로세서가 받아서 2/4 동시논

리를 거친다. 2/4 동시논리 결과는 연계시험 프로세서로 전송된다. 이때, 트

립 브레이크가 연결된 디지털 출력모듈의 포인터(point)가 아닌 시험전용 포

인터로 출력하고, 그 결과는 연계시험 프로세서의 디지털 입력모듈에서 읽

어 들인다. 또한, 연계시험 프로세서는 타 채널의 연계시험 프로세서와 채널 

전송망(CTN)을 통해 연계된다. 이것은 채널간에 시험정보를 공유하고, 채

널의 상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운전원 모듈은 각 채널의 안전 데이터 네

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채널내의 각 프로세서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디스

플레이와, 설정치 변경, 운전우회 및 트립채널 우회를 개시할 수 있는 조작 

패널을 가진다. 운전원 모듈에는 원자로를 수동정지할 수 있는 스위치 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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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으며, 이 스위치들은 수동 트립 브레이크와 하드와이어로 직접 

연결된다.

그림 2.3.다-2는 원자로보호계통간 및 타 계통과의 연계를 나타낸다. 바이스테

이블 프로세서는 IEEE Class 1E 안전변수와 사고후 감시변수(Post Accident 

Monitoring) 신호를 읽어들인다. 이들 신호는 신호 변환기를 거쳐 바이스테이

블 프로세서 입력모듈로 입력된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이 값과 정해진 설

정치와 비교된다.

비교논리 프로세서의 출력은 동일 채널 및 3개의 타 채널의 동시논리 프

로세서와 채널간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이 링크는 채널간 전기적 격

리를 위해 광케이블을 사용하며, 단방향 즉,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에서 

동시논리 프로세서로만 트립상태 신호를 전송한다. 또한, 이 링크는 정해

진 시간동안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결정론적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각 채널의 운전원모듈(주제어실 및 원격정지반에 설치된)은 안전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는 채널내의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동시논리 프로세서, 연계시험 프로세서, 보수시험반이 연결되어 

있어 각 프로세서의 상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각 채널의 연계시험 프로세서에는 채널 전송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각 

채널의 시험설계나 트립채널 우회 사태 등을 공유한다.

원자로보호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연계를 위해 보수시험반에는 안전데이

터 전송망이 있고, 이 통신망을 통해 경보계통이나 정보처리계통으로 보호

계통 데이터가 전송되고, 원자로 트립시 전자기 펌프를 정지시키기 위해 

이 통신망을 통해 보호계통의 트립신호를 관련 제어계통으로 전송한다. 발

전소 안전계통 요건에 따라 이 통신망은 원자로보호계통에서 비안전계통

으로 단방향 전송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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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다-1 원자로보호계통 채널 A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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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다-2 원자로보호계통과 타 계통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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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계통 통합 기능정립

 가. 계측계통 주요 설계요건 및 연계사항

     KALIMER의 계측 계통은 핵계측 계통, 공정계측 계통 및 건전성계측 

계통으로 구성하 다. 계측기는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의 설계 요건과 일치시

킨다. 계측기의 주요 설계 요건은 안전 계측계통과 비안전 계측계통으로 나

누어 두 계통간에 물리적 전기적 분리장치를 하도록 한다.

핵계측계통은 기동 역과 출력 역으로 구분된다. 출력 역은 4채널로 구성되

었고 기동 역은 3채널로 구성되었다. 핵계측은 중성자 검출기로 중성자속을 

계측하여 안전계측 캐비닛을 통해 원자로 보호계통과 제어 계통 및 다른 (추

후 결정) 계통으로 하드와이어와 통신망으로 연계된다. 공정 계측을 위한 온

도, 유량, 액위, 압력은 직접 제어계통 또는 보호계통으로 연결된다. 보호 계통

으로의 연계는 4채널이며 제어계통은 기본적으로 이중화되어 연계된다.건전성 

계측의 계측 신호 중 방사선준위등은 안전계측 캐비닛을 통해 보호계통 및 다

른 계통(추후 결정)으로 연계되도록 하 다. 소듐 누설 감시, 내진 측정 등의 

계측 신호는 비안전캐비닛을 통해 다른 계통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나. 제어계통 주요 설계요건 및 연계사항

     제어계통은 기능적으로 분산된 분산제어 처리를 하도록 설계되었다. 계

측계통으로부터 아나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표준 출력신호를 

내보낸다. 또한 설정치, 운전모드, 상태정보등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해두어

야 한다. 통신망은 제어계통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내부통신망과 다른프로세

서 모듈들과 연결되는 외부데이터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연결되어진다. 각계통

은 보완된 설계요건을 반 하여 IEEE Non-Class 1E로 구분된 계측신호중에

서 중요한 것은 다중화 채널로 구성하고 입출력기기와 내부프로세서는 고장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화로 설계되었다.

반응도 제어 계통은 반응도 제어 로직 처리기, 아나로그 및 디지털 입력모듈

과 통신 모듈 그리고 제어봉으로 신호를 보내는 출력 모듈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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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 제어 논리 처리기는 출력 변경 요구를 통신망을 통해 신호를 받은 후 

출력변경 논리를 처리한후 제어봉의 삽입 및 인출 속도 신호를 제어봉 구동

기 모듈에 전송된다.  반응도는 계측 계통과 연계되어 노심 출구 온도 및 중

성자속의 크기를 입력받아 논리를 처리한 후 제어봉 제어계통에 연계되어 제

어봉을 구동한다. 목표출력치와 상태정보등은 통신망을 통해 같은 제어계통

모듈, 운전원 모듈 및 다른 프로세서모듈과 연계되도록 하 다.

PHTS/IHTS 유량 제어 계통은 주급수 소듐 유량 제어 논리 처리기, 아나

로그 입력 모듈, 디지털 입력모듈과 통신 모듈 그리고 주급수 및 중간열교

환 계통의 EM 펌프로 신호를 보내는 출력 모듈로 구성하 다.  주급수 

및 중간열교환 소듐 유량 제어 논리 처리기는 감독자제어기에서 전달되는 

출력 목표치와 계측된 유량의 차를 보상하기 위해  유량제어 논리를 수행

하여 계산된 주파수와 전압이 출력모듈로 전송되어 구동기를 구동한다.  

입력신호인 유량신호는 계측계통과 연계되고 목표출력치와 상태정보 등은 

통신망을 통해 같은 제어계통모듈, 운전원 모듈 및 다른 프로세서모듈과 

연계되도록 하 다. 보호계통과 연계되어 원자로의 불시정지신호가 있을 

경우 또는 런백시에는 EM 펌프를 즉시 정지시키도록 한다.

증기발생계통 제어계통은 증기발생기 제어 논리 처리기, 아나로그 입력모듈, 

디지털입력모듈과 통신 모듈 그리고 증기발생계통 제어계통의 기기에 신호를 

보내는 출력 모듈로 구성하 다.  증기발생계통 제어 논리 처리기는 증기발

생계통에 공급되는 유량과 압력을 제어하도록 구성되었다.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급수 제어 밸브와 급수 펌프로 가는 제어 신호가 출력모듈로 전송되게 

하 다. 또한 목표출력치와 상태정보 등은 데이터통신망을 통해 같은 제어계

통모듈, 운전원 모듈 및 다른 프로세서모듈과 연계되도록 하 다.

 다. 보호계통 주요 설계요건 및 연계사항

    원자로보호계통의 각 채널을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동시논리 프로세서, 

연계시험 프로세서, 유지보수패널, 운전원 모듈, 그리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

는 데이터 통신망으로 구성하 으며 설계된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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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바이스테이블(B/S) 프로세서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력 모듈, CPU 모듈, 

안전 데이터 링크(SDL), 채널간 링크(ICL)로 구성하 다. CPU 모듈은 바

이스테이블 로직을 수행하며, ICL은 수행된 바이스테이블 로직결과를 자

기 채널 및 타 채널의 동시논리 프로세서로 각각 전송한다. 이 링크는 전

기적 격리를 위해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고, 단 방향성 및 하드 실시간 

프로토콜을 가진다. 바이스테이블 논리의 결과와 정보데이터는 SDL을 통

해 운전원 모듈 및 각 프로세서 모듈로 전송되도록 연계하 다.

동시논리(LCL) 프로세서는 CPU 모듈, 디지털출력 모듈, 안전 데이터 링

크(SDL), 채널간 링크(ICL)로 구성하 다. CPU 모듈은 ICL을 통해 들어

온 자기 채널 및 타 채널의 바이스테이블 결과 신호들을 모아서2/4트립 

로직을 수행하며, 수행된 결과는 디지털 출력 모듈을 통해 트립 브레이크

로 전송된다. 이때, 디지털 출력 모듈과 트립 브레이크간에는 하드와이어

로 연결된다. 동시논리 결과와 정보데이터는 SDL을 통해 운전원 모듈 및 

각 프로세서 모듈로 전송되도록 연계하 다.

보수시험패널(MTP)은 각 채널의 보수와 시험을 위한 패널로 터치 화면을 통

해 주기시험을 개시하고, 시험결과를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도

록 설계하 다. 또한, 이 패널을 통해 설정치를 입력할 수 있고, 운전우회, 트

립채널 우회를 개시할 수 있다. 이 패널은 비안전계통으로 안전계통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한 게이터웨이(Gateway)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 다.

연계시험 프로세서(ITP)는 보수시험패널에서 개시된 주기시험요구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와 시험 데이터 패턴을 발생시킨 후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및 동시논리 프로세서의 작동 논리를 시험하여 그 결과 정보를 MTP에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또한, 시험 정보는 채널 전송망(CTN)을 통

해 타 채널의 ITP로 전송되어 각 채널에서 타 채널의 고장상태, 운전 우

회, 트립채널 우회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연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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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실 및 원격정지반에 설치된 운전원 모듈은 각 채널의 SDL을 통해 연

결되며, 채널내의 각 프로세서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설정치 

변경, 운전우회 및 트립채널 우회를 개시할 수 있는 조작 패널을 가지도록 구

성하 다. 이 연계화면 및 조작 패널은 MTP의 화면과 동일한 설계 개념을 

가진다. 운전원 모듈에는 원자로를 수동 정지할 수 있는 스위치 쌍이 설치되

어 있으며, 이 스위치들은 수동 브레이크와 하드와이어로 연결되게 하 다.

 라. 계측제어보호 계통 통합 연계

    도출된 계측계통 연계사항[황인구, 2001], 제어계통 연계사항[박재창, 

2002][송순자, 2002], 보호계통 연계사항[김창회, 2002]을 기능적으로 크게 구

분하여 최상위 연계구성을 설정하여 그림 2.4.라-1과 같이 통합구성 연계도를 

작성하 다. 여기에 각 신호의 입출력 방향 및 통신망과 다른 계통과의 연계

를 상세하게 표시하여 그림 2.4.라-2와 같이 계측제어보호계통 통합구성 연계 

상세도를 작성하 다.

그림 2.4.라-1 계측제어보호계통 통합구성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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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라-2 계측제어보호계통 통합구성 연계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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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 개념설계 보고서 작성

이 보고서에 기술된바와 같이 개발된 KALIMER의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개념설계 결과를 별도의 KALIMER 개념설계 보고서의 해당 항목에 기술

하여 KALIMER 기술개발과제 전체 차원에서 개발된 KALIMER의 개념설계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제 4 절 계통 설계문서 작성

2단계에 수행된 계통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보완의 내용을 계통별로 설계요건

서와 계통기술서, 그리고 설계연계 요건서를 작성하여 문서화하 다. 특히 설

계요건서와 계통기술서는 설계문서의 핵심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협

력기관인 프랑스 Framatome 사의 검토를 받아 검토 의견을 반 하여 작성

하 다.

1. 유체계통설계 기술서 작성

 가. PHTS

     PHTS 계통 기술서[김성오, 2002]는 2단계 업무를 통하여 보완된 PHTS 

계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추가하 다. 대표적인 보완사항으로 격납돔 

냉각계통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PHTS 계통은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중간계통(IHTS)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노심에서 발생되는 방

사능 물질이 원자로 계통 외부로 확산되는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방사능 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PHTS 계통은 강철 재질의 

격납용기와 격납돔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원자로 용기와 원자로 헤드로부터 

격납용기와 격납돔으로 열전달이 발생한다. 원자로 용기를 덮고 있는 격납용기

는 잔열제거계통인 PSDRS의 일부분을 구성하므로 열전달이 용이하게 발생하

나 원자로 헤드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돔은 폐된 격실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자로 헤드를 통하여 전달된 열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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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격납돔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원자로 헤드 봉씰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격납돔 내부 및 원자로 헤드 표면을 냉각시키기 

위한 격납돔 냉각계통이 필요하다. 격납돔 냉각계통은 그림 4.1.가-1과 원자로 

헤드를 포함한 격납돔 바닥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완전히 봉하고 원자

로 헤드 중심부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원자로 헤드를 냉각하고 가열된 공기를 

냉각기를 통하여 냉각시키는 설계개념이다. 이와 같은 설계 개념은 원자로 헤

드에서 가열된 고온의 공기가 격납돔 내부에 유출되지 않고 냉각기에 직접 흡

입되므로 핵연료 제어봉 구동장치의 냉각이 양호하고 격납돔 내부의 환경이 

쾌적하며 원자로 운전 중 원자로 헤드 부근에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림 4.1.가-1 KALIMER  격납돔 냉각계통 개념도

 나. IHTS

     2단계 설계업무를 통하여 배관크기, IHTS 체적 및 소듐양, 커버개스 압

력, 전자펌프 요구 NPSH 및 개념도, 파열판 형태, 그리고 IHTS 설계압력 등

을 정리.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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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GS 

    증기발생기(SG) 및 관련 부계통에 대한 설계 개선 사항 및 설계 변수의 

조정된 값을 반 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G의 설계 여유도 평가를 통해 적절한 SG크기 산정 결과 및 형상.

  -  SGAWT에 대한 기능요건 설정 및 설계 결과

  -  SGS 운전모드에 따라 급수공급을 위한 기기의 작동 절차

 라. RHRS

2단계 설계업무를 통하여 설정된 RHRS 표면 방사율 및 허용 변화 폭

을 이용하여 PSDRS를 통해 제거되는 열량 계산을 보완하고, 증기발생기 보

조냉각계통(SGACS)에 대한 설계를 보완하 으며, 보완된 설계 개념을 통해 

원자로 정지시의 잔열제거 운전 전략을 수립하 다.

2. 유체계통 설계연계요건서 작성

 가. PHTS

    PHTS 연계요건서[김성오, 2002]는 PHTS 계통의 원할한 작동을 위해 직

접 물리적으로 연결된 중간계통(IHTS) 및 PSDRS계통 뿐만아니라 보조계통

과 계측 및 제어계통 등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요건을 설정하는 설계문서

로서 주요한 연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IHTS 연계요건

    ․IHTS 계통의 성능은 노심에서 발생되는 열이 충분히 제거 될 수 있도

록 설정되어야 함

    ․IHTS 설계 및 운전 압력은 IHX 튜브 파손사고로 인해 일차계통 소듐

이 IHTS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함

    ․IHTS 계통 배관 및 기기 배치는 소듐-물 반응사고에 의해 중간열교환

기의 건전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PSDRS 연계요건

    ․PSDRS 계통의 성능은 원자로 정지시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충분

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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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DRS는 원자로 정상 운전시 과도한 열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야함

  - 일차계통 소듐 정화 및 공급계통

    ․일차계통 소듐 정화 및 공급계통은 원자로 정지시 소듐 산화물과 같은 

용해성의 불순물을 정화할 수 있어야 함

    ․일차계통 소듐 정화 및 공급계통은 핵연료 손상사고시 발생하는 세슘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온추출장치(=Cold trap)와 같은 장치를 갖추어야 함

  - 일차계통 불활성 가스 정화 및 공급계통

    ․일차계통 불활성 가스 정화 및 공급계통은 원자로 정지시 커버가스를 

정화하고 오염된 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함

 나. IHTS

     2단계 설계업무를 통하여 커버개스 설정압력, IHTS 배관 배치요건 등

을 정리.보완하 다.

 다. SGS

     SG 크기 변화에 따른 IHX와의 전열중심 차이 등 SGS 기능 구현을 위

하여 타 계통에서 지원할 사항을 연계요건서로 작성 기술하 다.

 라. RHRS

2단계 설계업무를 통하여 수립한 RHRS 설계요건을 타 계통과의 연계사

항을 고려한 설계 연계요건으로 생산하 다. RHRS 연계요건의 구체적인 내

용은 PSDRS 및 SGACS 공기측 열제거 유로의 간격 요건, 공기유로 분리기

의 단열요건, PSDRS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 및 그 허용 변화 폭 등이며, 이러

한 요건들을 포함하여 유체 계통 설계시의 필요 연계 data와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사항들을 연계요건으로 작성하 다.

3.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설계 기술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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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측 계통 설계 기술서 보완

     계측계통에 대한 설계 기술서는 크게 핵 계통 계측기, 공정계측기, 그리

고 건전성 계측기들에 대한 계통 기능 및 설계 기술, 운전 및 품질보증, 불확

실성 분석 등에 대해서 보완하 다. 그리고 그림 4.3.가-1과 같이 KALIMER

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각 계통 별 계측기들에 대한 설계 사양 테이블을 부록

에 기술하 다.

그림 4.3.가-1 도출된 계통 별 칼리머 계측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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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계측 계통 설계

     핵계측 계통을 설계 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도출하 다.

◦저출력에서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개의 분열함(fission chamber)

을 병렬로 연결하여 두 개의 센서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합하여 선

원 역에 사용하고 출력 역에서는 독립적으로 신호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센서 및 연결 케이블에서 형성되는 전위 차에 의해서 전치증폭기

의 입력단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연결 시에는 두 도체를 방

전시킨 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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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Loop에 의한 외부신호 간섭을 막기 위해서 단일점 접지

(one point grounding)를 적용한다.

◦센서와 센서 신호 수신부 간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신호 대 잡음비

가 감소하게 되므로 거리 증가에 따른 신호 감쇠를 최소화하는 케

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Fission chamber의 성능 향상으로 장 수명, 무 교체가 가능하고 

충분한 검출 감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최근의 원자로에는 중성자 

검출기로 개선된 fission chamber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KALIMER의 노외 중성자 검출기도 fission chamber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정계측 계통 설계

     공정계측 계통을 설계 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도출하 다.

◦빠른 응답시간과 고온을 측정해야 하는 노심 출구 측 온도는 k형 

열전대(termocouple)를 사용하고 비교적 저온의 측정인 경우는 신

뢰성이 좋은 저항온도 계측기(RTD)를 사용한다. 열전대의 경우 응

답시간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접지형을 사용한다.

◦압력전송기는 capacitance형 또는 strain gague형을 사용하되 액체 

소듐 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NaK를 채운 중간 튜브를 사용하

여 액체 소듐의 누설에 대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탱크의 수위는 높은 D/P(Differential Cell)를 사용한다. 그러나 소

듐의 경우는 impulse 관을 만들기가 곤란하므로 induction rod 또

는 초음파 수위계를 사용한다.

◦관에 흐르는 소듐의 유량은 소듐 누설의 염려가 없는 전자식 유량

계를 채택하 다. 단 PHTS의 경우는 일차 EM 펌프의 방출압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한다. 그 외 물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orifice 또는 venturi를 이용하는 유량계를 

채택하 다.

 

  3) 건전성 계측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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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MER에서 가능한 건전성 계측기들에 대한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

은 가능한 계측기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소듐 누출을 확인하기 위해 소듐 누출 시 발생되는 개스를 검출할 수 

있는 소듐 이온 검출기와 방사능 이온 검출기를 검토하 다.

◦방사능 감시 계측기는 발전소 가동 중, 정지, 비정상 및 사고 등 모든 조

건하에서 방사능 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원자로 모듈을 감싸고 있는 

역, 헤드 부분, 안전 품질 보증된 기기 Vault 및 사이트 경계선 등에 

설치되어야 한다.

◦일차계통 소듐 불순물 감시를 위해 불순물 감시가 필요하다.

◦핵연료 핀(Clad) 파열을 감지하고 노심 내 파열된 핵연료 핀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핵분열 개스 감시기가 필요하다.

◦일차계통 내 소듐 유량에 있는 금속 파편을 초기에 감지하여 일차계통 

기기가 손상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파편 감시(LPM) 시스템이 필

요하다.

◦원자로 감시를 위해 진동 및 음향 감시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물/증기 누출 탐지를 위해 소듐의 수소기체 탐지기, 커버 개스의 

수소기체 탐지기, 소듐 내의 산소 기체 탐지기, 음향 탐지기 등이 

필요하다.

 나. 제어 계통 설계 기술서 보완

     2단계 설계 업무를 통해 1단계에서 설정된 제어 계통의 구조와 설정된 

자동운전 모드를 보완하 다. 1단계의 발전소 제어 계통의 구조는 분산제어

계통으로만 설계되었다. 2단계에서는 발전소 제어계통의 구현 논리를 개발하

고 이를 반 하여 제어계통을 크게 감독자 제어 계통, NSSS의 반응도 제어 

계통, 소듐 유량 제어계통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BOP는 증기 발생기 및 터

빈 제어 계통으로 구분하여 설계를 보완하 다. 발전소 운전.제어 기본논리 

설정[심윤섭 외, 2002]에 의해 자동 운전 모드인 터빈 선행모드와 출력 선행

모드를 추가하여 설계기술을 보완하 다.

 다. 보호 계통 설계 기술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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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개념설계에서 개발된 원자로보호계통 구조에 대한 단일고장 향

을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ANSI/IEEE Std 352-1987)를 

통해 분석한 결과 통신망의 단일 고장 시 원자로 정지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확인하 고, 자동주기시험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채널내, 각 채널간,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에서 LCL 프로세

서간, 그리고 비안전계통과의 통신을 새롭게 규명하 다. 새로 구성된 보호계

통 구성은 그림 2.3.다-1과 같다.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에서 LCL 프로세서로의 통신(ICL)은 데이터 링크로 구

성하 다. 이 링크는 바이스테이블에서 결정된 트립 신호가 LCL로 전송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가 전송된다. 보호계통 내 다른 통신이 모두 

고장이 나더라도 이 링크만 건전하다면 보호계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링크는 안전 통신망 요건에 따라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에서 LCL 프로세서로 

단방향으로 통신한다.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핸드쉐이킹을 하지 않는 

broadcasting 통신을 수행한다. 통신 시간은 결정된 시간(hard real-time)내에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고, 채널간 전기적 격리를 위해 광케이블을 사용한다.

각 채널내 통신(SDN)은 중요도가 덜한 정보 및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으로 규

정하 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채널내 각 프로세서들의 정보가 서로 연계된다. 

특히, 이 네트워크를 이중화함으로써 보다 높은 신뢰도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설정하 다.

각 채널간 통신(CTN)은 각 채널간의 상태 데이터를 전송한다. 각 채널에서 트

립채널우회 상태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다. 또한, 아날로그 입력모듈의 

건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각 채널에서 취득한 안전변수 값을 이 네트워크를 통

해 연계시험프로세서(ITU)로 전송한다. 연계시험 프로세서는 각 채널의 안전

변수 값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고장난 채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전

기적 격리를 위해 광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어떤 채널이 시험중일 때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타 채널로 시험중인 상태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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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보호계통 각 채널의 정보를 비안전관련 계통으로 전송하기 위해 안전 데

이터 전송망(SDTN)을 설정하 다. 이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비안전 제어계통, 

정보 및 경보처리계통 등으로 안전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 네트워크는 안전 통

신망 요건에 따라 안전계통에서 비안전계통으로 단방향 통신을 수행하며, 전기

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관 격리기를 사용한다. 이 통신망의 게이터웨이는 시험

보수반이 담당한다.

연계시험 프로세서는 자동주기시험을 수행한다. 보수시험반에서 개시된 주기시

험요구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와 시험 데이터 패턴, 그리고 트립채널우회 신호

를 발생시켜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및 동시논리(LCL) 프로세서로 전송한다.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에서는 이 신호가 전송되면, 공정의 안전센서 신호를 우

회시키고, 연계시험 프로세서에서 전송된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논리를 

수행한다. 비교시험 결과는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 후단에서 SDN을 타고 연계

시험 프로세서로 피드백된다. 이 시험에 따라 바이스테이블 프로세서의 설정치 

논리, 비교논리, 운전우회논리 등이 시험된다. 동시논리는 ICN을 통해 전송된 

연계시험 프로세서의 타 채널 모의 트립신호를 받아서 2/4 동시논리를 수핸한

다. 이 결과는 트립 브레이크와 연결되지 않은 디지털 출력모듈을 통해 연계시

험 프로세서 디지털 입력모듈로 피드백된다. 연계시험 프로세서는 이 피드백 

신호로부터 동시논리(LCL) 프로세서의 2/4 동시논리와 트립채널우회 논리의 

건전성을 시험하고, 동시논리 프로세서의 출력모듈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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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유체 계통 전산 체제 개선

1. 증기 발생기 상세 해석 및 안정성 해석 체제 개발

 가. 증기발생기 상세해석 체제 보완

증기발생기 통(shell)측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므로, 온도의 불균일성이 존재

하게 되며 이러한 불균일성은 전열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 즉 증기의 온도를 달

리하여 정도에 따라 이들 유체가 모아지는 전열관 tube sheet에 열적하중을 유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일성 정도의 파악 및 shell 측의 열유동의 상세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기 위하여 통(shell)측의 이차원적 열유동분포 및 전열관 지역

별 온도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체제를 1단계에서 개발하 고, 이번 단계에서는 

이 체제의 통 측 유동저항 모형, 해석 격자 배치모형, 난류해석 모형 및 전열관의 

온도계산 모형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열관을 유체적으로 상호 연결시켜 동일한 압

력손실이 구현되는 유동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높혔다.

  1) shared tube row 모형에서의 노드 배치모형 보완

shell측 mesh와 튜브의 상대위치는 두개의 shell측 mesh사이에 튜브가 

위치하여 양쪽 shell mesh에 튜브의 반쪽씩 포함되도록 하여, 각 튜브의 튜

브벽을 통한 열전달량의 1/2만큼 인접 shell측 mesh 에너지 보존식의 생성항

으로 처리되도록 COMMIX코드를 수정하 다. 그림 5.1.가-1은 tube bundle

에 대한 shared tube row 모형에 관한 그림이다.

그림 5.1.가-1 Tube bundle modeling

Bundle Cells

Bypass Gap Cells

Inner
Shroud

Outer
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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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hell측 압력손실 모형 보완

shell 측의 압력강하식은 헬리컬 튜브의 기울기 각도가 약 6°이므로 튜

브에 대한 소듐의 유동은 cross flow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 상관식은 아래의 

Gunter-Shaw 상관식을 적용한다. inner shroud와 outer shroud wall면에 의

한 마찰저항은 무시하고, shroud면 인접한 튜브에 의한 유동저항은 벽면 반

대편에 가상의 튜브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관식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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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ell측 난류모형 보완

증기발생기 내부 열유동 해석시 shell측 유동장에 미치는 향은 지배식에서 

확산항에 의한 것보다는 tube같은 내부구조물 때문에 발생하는 유동저항이나 heat 

source에 의한 생성항이 보다 지배적이다. 따라서 확산계수와 관련한 정교한 난류

모델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해석에서는 난류 모델중에서 가장 간단

한 constant turbulent viscosity and conductivity 모델을 적용하 고, 상관식은 다

음과 같다.

    max007.0 UCt ρµ =   (5.1.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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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4.0=    (5.1.가-7)

    ( )[ ]333.05 PrRe106exp1
8.0

−∗−−
= tp

t

C µ
λ

   (5.1.가-8)

여기서, tµ 는 turbulent viscosity이고, tλ 는 turbulent conductivity이다. Cp와 

Pr은 유체의 비열 및 프란틀수이다. Dh는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 다.

  - tube bundle지역 : Dh = 튜브사이 유로에 대한 수력직경

  - tube bundle의 윗지역 : Dh = inner shroud와 outer shroud사이의 반경거리

  - tube bundle의 아랫지역 : Dh = outer shroud의 반경

  4) 튜브측 해석체제 보완

튜브측의 열전달계수는 단상냉각수, 포화상태의 2상유동, 과열증기의 유

동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헬리컬코일 형태의 튜브를 직관형태로 

모의함으로 열전달 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헬리컬 코일튜브 길이 

대비 직관의 높이 비율만큼 곱한 값이 열전달면적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상변

화지점 노드의 열전달계수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양 역의 열전달 

표면적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아래의 수식과 같이 평균 열전달계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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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h 는 노드의 평균 열전달계수이다. Φ1h 와 Φ2h 는 노드 i의 단상 역과 

이상 역의 열전달계수이고, 인접노드의 값 즉 노드 i+1와 i+2, i-1와 i-2의 

열전달계수에서 extrapolation으로 구한다. 또한 Φ∆ 2P 와 Φ∆ 1P 는 노드 i의 경

계면에서 포화압력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 ) Φ∆∆ 2PL 와 ( ) Φ∆∆ 1PL 는 인접노드 

i-1와 i+1에서의 압력변화율의 역수이다. 노드i의 포화압력은 포화 엔탈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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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노드i 양쪽 경계면의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 액체엔탈피 (포화상태에서 과열증기로 변화는 노드의 경우는 

포화기체 엔탈피)를 구한 후 인접노드의 엔탈피 대비 압력의 변화율을 기울

기로 삼아 extrapolation으로 구하 다.

그림 5.1.가-2 단상 및 이상 역을 포함한 mesh 형상

i-1/2 i+1/2

i-1 i i+1      control volume index

     node index

전열관의 유동 경계조건으로 주어지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입구온도

-입구압력

-유량

각 튜브의 유량은 shell측의 열유동조건에 따라 튜브측의 유동변화에 차이

가 나므로 각 튜브의 유량 또한 다르다. 각 튜브의 유량은 전체튜브유량의 

합은 총튜브측 유량과 같고, 튜브의 양단에 걸리는 압력강하치는 동일하다

는 조건을 적용하여 결정하 다.

튜브측의 경계조건은 튜브측 해석프로그램의 서브루틴 TUBEMDOT,  

TUBEPTTT에서 계산된다. 서브루틴 TUBEMDOT에서는 먼저 가정으로 주

어진 총압력강하치에 상응하는 각 튜브별 유량을 결정한 후, 튜브별 유량을 

모두 합한 총튜브유량을 결정한다. 서브루틴 TUBEPTTT에서는 서브루틴 

TUBEMDOT에서 구한 총튜브유량이 경계조건으로 주어진 유량과 같은 값

이 되는 총압력강하치를 결정한다. 두 서브루틴에서 총압력강하치와 튜브별 

유량을 결정하기위한 계산방법은 SHOOTING METHOD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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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동 안정성 해석체제 개발

     KALIEMR의 증기발생기는 계통의 작동 압력 특성에 따라 PWR 경우

와는 달리 상변화가 일어나는 물이 전열관 내부를 흐르기 때문에 다수의 병

렬 유동회로에서 상변화가 일어남으로 증기발생기 작동 안정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개념 설계된 KALIMER 증기발생기의 작동안정성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전산코드가 필요하다.

증기발생기 작동 안정성 분석을 위하여 비교적 단순한 모형인 균일열속 선형

모형을 바탕으로 한 SGSTA를 개발하 다. 이는 소듐측을 주어진 열속의 분

포로 가정한 모형이지만 증기발생기 안정성 분석에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단계에서 설정된 안정성 예비 선형 모형을 기본

으로 하여 계통 특성에 타당한 불안정성 유발 인자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

여 관련 모델을 보완하 으며 전산 프로그램화한 해석 모형으로 불안정성 현

상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증기발생기 작

동 안정성 해석 체제를 개발하 다.

2.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거동 해석 코드 개발

KALIMER 증기발생기 및 중간열전달계통(IHTS)의 안전성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듐-물 반응 사고의 해석을 위해 초기 압력 Spike 

이후의 중/후반기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KALIMER 증기발생기 전열관

(tube)측에서 발생하는 물/증기의 누출에 의한 소듐-물 반응 사고의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 으며, 타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중

/후반기 거동 분석 모형을 설정하 다. 또한,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해

석모형 설정에 사용한 가정들의 타당성 평가와 해석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가. 소듐-물 반응 후반기 거동 특성 조사

  1) 소듐-물 반응

KALIMER 증기발생기는 고온의 소듐을 열전달 매체로 하여 2차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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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를 가열하며 고온 고압의 급수측 물/증기와 상대적으로 저압인 shell측 

액체소듐이 전열관(tube) 을 사이로 격리되어 흐르고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전열관(tube)의 결함 등이 발생하면 소듐과 물의 직접 접촉에 의한 발열반응

으로 인해 많은 양의 수소가 생성되어 계통의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소듐과 물의 반응으로 인한 계통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소듐-물 반응은 반응 요인인 물/증기의 소듐상으로의 유입률에 

따라 계통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편의상 물 누출율에 따라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M.Hori, 1980). 소듐-물 반응시, 소듐 상으로 지속적으

로 유입되는 물/증기에 의한 격렬한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수소는 소듐상을 

어내면서 증기발생기 내부의 압력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반응 생성물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는 초기에 구형의 단일 기포를 형성하여 성장하다가 

안정성을 잃으면 수소와의 균질 2상 흐름을 형성하고, 물의 누출이 더 증가

하면 기체상의 수소, 액상의 소듐, 그리고 이 두가지 상이 공존하는 비균질 

2상 유동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규모 물 누출 사고의 해석은 반응 초기의 압

력 Spike와 그 이후 발생하는 2차 압력 상승기간 이후의 중/후기 준정상상

태(quasi steady state) 압력 거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본 분

석에서는 준정상상태(quasi steady state)에서 Rupture Disk 파열 이후의 사

고 종료시점까지의 증기발생기 및 압력방출계통의 압력 변화에 대한 해석 

모형과 이를 이용한 해석 코드를 개발하 다.

  2)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 코드

대규모 물 누출에 의한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의 압력과도 현상을 분

석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에서 액체금속로(LMFBR) 증기발생기의 

안전성 해석을 위한 코드를 개발해 왔으며 test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코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을 경주하 다. 코드의 개발은 소듐-물 반응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가정과 적절한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본 분석에서 관심

이 있는 소듐-물 반응시의 중/후반기 해석이 가능한 코드들로는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PFBR)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개발된 SWEPT 코드

[A.K. RAJPUT, 1980s], 일본의 PNC에서 개발한 SWACS 코드[O. Miyake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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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에서 개발한 SWAAM-LT 

코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SWAAM-LT 코드는 초기 압력 Spike 이후

의 중/후기 계통거동 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Shin, Y. W. 외, 1990]. 

이 밖에도, GE에서 개발한 HISTAM 및 TRANSWRAP Code 등이 있으며, 

HISTAM 코드는 증기발생기 Loop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계통과도 현상 분석

을 목적으로 초기의 급격한 계통과도 해석용인 TRANSWRAP 코드를 변형

하여 개발한 것으로 각각 반응 현상에 따른 적절한 해석 용도를 가지고 개발

되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코드들은 초기 압력 상승 및 2차 압력상승부터 압

력방출 계통의 작동 이후 기간까지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코드 또는 초기 

거동보다는 후기 거동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코드로써 계통의 압력과도 현상

에 대한 분석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석 모델 및 그 기능상의 특징을 간략히 표 5.2.가-1에 정리하 다[어

재혁, 2001].

표 5.2.가-1. 소듐-물 반응사고 후기 분석코드의 해석모델 비교

SWEPT SWACS SWAAM-LT TRANSWRAP HISTAM

개발국(기관) INDIA 일본(PNC) 미국(ANL) 미국(GE) 미국(GE)

초기 압력 Spike ○ ○ X ○ X

Relief System ○ ○ ○ X ○

물주입 Model ○ ○ ○ ○ X

Bubble Dynamics ○ ○ X ○ X

Flow

Model

Sodium

o 초기 :
  1-D, 1-P,
  압축성

o 초기 :
  1-D, 1-P
  압축성
 Fluid hammer

o 후기 :
  1-D, 1-P
  비압축성
o 반응경계면  
추적

o 1-D, 1-P,
  압축성 유동
o wave 
propagation

o 1-D, 1-P,
o 비압축성

o 후기
  1-D, 2-P,
  비압축성

o 후기 :
  비압축성
  1-D, 2-P
  (with slip)

Gas

o Ideal Gas 
Model

o Adiabatic 
Expansion

o 압축성

o Ideal Gas 
Model

o Isothermal 
Expansion

o 압축성

o Ideal Gas 
Model

o 1-D, 1-P,
o Adiabatic
o 압축성 :
  국부적용

o 압축성
o 1-Phase
o Adiabatic 
Expansion

o 압축성
o 1&2-Phase
o Adiabatic 
Expansion

후반기 해석기능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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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석 모형 설정

  1)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모형 설정

소듐-물 반응 사고시 후반기 거동 해석은 장기간의 계통 거동 해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초기의 wave propagation 을 포함하는 초기(수 msec) 

급격한 계통과도 현상보다는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의 

SWRPRS 및 관련 배관계통 전체에 대한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수 sec)

의 계통 거동 해석에 주안점을 둔다. 실제로 소듐-물 반응시 2차계통 내부

는 액체상의 소듐 및 수소기체의 혼합상이 존재하므로 2상유동 모델이 필요

하지만, 해석의 단순화와 wave propagation의 향이 감소하는 소듐-물 반

응의 후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 기

체와 액체 소듐은 완전히 분리되어 수소기체와 소듐의 경계면이 수소기체의 

팽창에 의해 이동하면서 수소기체의 팽창에 의해 계통이 과압되는 형태의 

비교적 단순한 해석모형을 설정하 다.

증기발생기 내부에서의 전열관(tube) 파손으로 인해 고온/고압의 물/증기가 

상대적으로 저압인 고온의 액체 소듐으로 유입되면 소듐과 물의 급격한 발열

반응으로 인해 많은 양의 수소기체와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러한 반응은 물

리적/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반응으로 인한 향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반응 모형에 대한 적절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듐 

상으로 유입되는 물은 모두가 소듐과 반응하여 수소 및 반응 생성물을 형성

하므로 수소기포 내부에 수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때 생성되는 수

소의 양은 물에서 수소로의 전환비(Conversion Ratio)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실험적으로 입증된 값을 사용한다. 일단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 액체 소듐

의 단상이던 증기 발생기 내부는 반응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수소기포와 소듐

의 두가지 상이 공존하게 되고, 소듐상 내에서의 수소기포의 성장 및 팽창에 

의해 계통이 과압된다. 이 때 반응 부위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수소 기포가 

형성되며, 초기에는 많은 수의 구형의 작은 수소 기포를 형성하다가 기포들

이 서로 합쳐지거나 각각의 기포 크기가 커지면서 piston type의 형태를 취

하게 되어 점차 상/하 방향으로 길어져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안정성을 

잃고 다시 여러 개의 작은 기포로 분리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기체상의 수소



- 261 -

기포와 액체상의 소듐의 2상 유동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d A. 

Green, 1972). 소듐-물 반응 사고시 계통의 압력 과도 현상은 반응에 의해 생

성되는 수소기포에 의해 가장 지배적인 향을 받으며, 수소 기포의 팽창(성

장)은 수소기포의 생성률에 의존하고, 수소 기포의 생성률은 파손된 전열관을 

통한 물/증기의 누출률과 소듐과 반응하는 면적의 함수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모형 설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 다.

   ꋼ 소듐과 물은 동일 공간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 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Instantaneous Reaction Model), 소듐상으로 유입된 물은 모두 소듐과 

반응한다.

   ꋼ 미반응의 물/증기는 반응 공간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소 기포 

내부에 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ꋼ 반응시 생성되는 수소의 양은 물에서 수소로의 전환비(Conversion ratio)의 

함수이다.

   ꋼ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즉 반응에 의해 수소기포가 생성되는 기간(수 msec) 

동안의 소듐의 유동은 없다. (Stagnant Sodium Flow Model)

이러한 단순 해석모형의 적용을 위해서 소듐-물 반응사고에 대한 물리적 특

성 및 기존 연구결과에서 사용한 접근 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KALIMER 분석에 적절한 해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예비적으로 설정하고 사

용한 가정의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 다.

  2) 해석모형 타당성 평가

반응시 생성되는 기포 내부에는 순간 반응모델을 적용함에 따라 수소만

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러한 단순 해석 모형의 타당성 평가 결

과, 기포 경계면을 통해 증발/확산 등에 의해 기포 내부로 유입될 것으로 예

상되는 기상 소듐의 분압은 참고문헌 [Holman, 1986]을 참조하여 최대 5% 

정도로 계산되었다. 또한, 기포 내부의 소듐 분압은 기포온도 증가에 비례하

여 증가하고, 기포의 크기 및 압력 증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T.Rauch, 1978]을 참조하여 초기 기포의 압력과 반경을 각각 8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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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라고 가정할 경우, 참고문헌 [M.Hori, 1980]과 참고문헌 [김연식, 1999]

를 참고하면 이 때의 온도는 약 1000℃∼1300℃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의 기포내부 소듐분압을 계산하면 약 0.03%∼0.3% 사이의 값을 나타내므

로 기포는 99% 이상의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듐-

물 반응시 생성되는 기포는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 부위를 중심으

로 다수의 작은 크기의 수소기포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석적 접근을 

가능케 하기 위해 생성 수소기포의 총 부피에 해당하는 가상의 단일 수소기

포로 간주하여 기포의 성장을 모사하는 분리 이상유동(discrete two-phase 

flow) 모형을 설정하 다. 또한, 지속적인 반응에 의한 수소 생성으로 기포가 

증기발생기 내부 직경까지 성장하면 그림 5.2.나-1과 같이 구형에서 환상판형

(Pan cake)으로 전환되어 축방향으로 팽창하면서 계통을 과압시키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H2 Bubble

SodiumSodium

SG Shell

Leak point

Ruptured tube

x

a

R
(a)

(b)

(c)

H2 Pan cake
Sodium

Sodium

SG Shell

Leak point

Ruptured tube

x

R

Downstream
Interface

Upstream
Interface

H2 Pan cake
Sodium

Sodium

SG Shell

Leak point

Ruptured tube

x

R

Downstream
Interface

Upstream
Interface

그림 5.2.나-1. 수소기포 성장에 따른 압력전파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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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설정한 소듐-수소간의 분리 이상유동(discrete 

two-phase flow) 모형은 중/후반기 소듐-물 반응시의 특성을 고려하는 경

우, 보다 단순한 해석 모형 설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소듐-물 반

응시의 중후반기 계통 거동은 mass transfer에 의한 2차 압력 상승 등이 주

를 이루므로 초기 급격한 압력파의 전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현

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반응부위에서 형성되는 수소 기포 군의 거동 등

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모형 없이 보다 단순한 해석 모형 설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소듐-물 반응시 반응 부위에서 발생하는 계통의 물리적/화학적

으로 복잡한 현상은 결국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기포의 총 부피 및 반

응열에 등가하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cover gas의 부피 및 온도 증가에 의한 

압력변화로 이어져 중간열전달계통(IHTS) 및 증기발생계통(SGS)의 과압 형

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앞서 분석한 소듐-수소간의 분리 이상유동(discrete 

two-phase flow) 모형을 통해 그림 5.2.나-2와 같이 소듐-물 반응시 생성되

는 모든 수소기포가 발열반응에 의한 반응열과 함께 cover gas 역으로 유

입되어 궁극적으로는 cover gas의 압력 변화로 이어지는 보다 단순한 중/후

반기 계통 해석모형을 설정하 다.

Cover gas

H2 Bubble

Leak Site

Free
Surface

그림 5.2.나-2 cover gas 압력 변화를 이용한 단순 해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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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소듐은 비압축성(incompressible) 유체로 가정하여 온도변화에 의해서

만 부피 팽창 등의 열역학적 성질이 결정되며, 증기발생기 내부의 cover gas 

및 소듐-물 반응시 발생하는 수소기포 등은 모두 이상기체로 가정하여 앞서 

언급한 소듐-물 반응시의 단순 계통 과압모형과 비교하여 보다 단순한 중/후

반기 해석 모형을 설정하 다. 또한, 소듐-물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기

발생기 shell측 소듐과 급수측이 완전히 격리되어 사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증기발생기 외벽 또는 cover gas 역을 통한 에너지의 입/출입이 없는 단열

계(adiabatic system)로 가정하여 해석의 단순화를 도모하 다. 이 경우 해석

역의 압력방출계통(SWRPRS)까지로의 확장이 용이하여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및 이후의 shell 측 소듐 배출 등의 해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

로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해석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반응부위 수소기포 생성, 압력전파 및 계통과압에 

관련한 단순 해석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해 KALIMER 증기

발생기 내부의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계통 단순 해석모형을 다음과 같

이 개발하 다. 먼저, 소듐-물 반응에 의해 반응 부위 주변에 생성되는 기포

는 수소기체의 단상 기포이므로 반응시의 증기발생기 내부는 shell측 소듐과 

생성 수소기포 간의 분리 이상유동(discrete two-phase flow) 형태이며, 지속

적인 반응으로 인한 수소 기포의 성장은 반응 면적과 손상된 전열관의 물/증

기 누출율의 함수로 주어지는 수소 생성률에 의존하고, 이러한 단순 해석 모

형에서 계통의 압력 과도는 생성된 기포의 총부피에 등가하는 Pan cake 형태

의 수소기포가 축방향으로 액체상의 소듐을 어내는 형태가 된다. 또한, 소듐

-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계통 특성상 반응시 생성되는 수소기포 및 반응열은 

이에 등가하여 증기발생기 내부 cover gas의 압력 변화로 이어지므로, 반응부

위의 기포 형성에 관계없이 증기발생기 내부의 손상된 전열관으로부터 shell

측 소듐으로의 물/증기 누출률의 함수로 주어지는 수소 생성률에 의해 증기발

생기 내부의 cover gas 역의 압력 변화를 계산하고 이에 의해 계통의 전체

적인 과도압력을 계산하는 형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순 해석 모

형을 개발하고, 이를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해석코드 개발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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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석코드 개발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 손상에 의해 shell 측 소듐으로 tube 측의 물/

증기가 누출되면 많은 양의 수소와 반응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통의 온

도 및 압력 상승이 초래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spike 압력 이후의 2차 압

력 상승을 포함하는 계통의 전체적인 압력 거동 분석을 위해 소듐-물 반응

시의 물리적,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현상을 적절한 가정을 통해 단순 모형

화하여 소듐-물 반응 사고 중후반기 해석 코드를 개발하 으며, 소듐-물 반

응사고 초기 압력파의 전파 계산용으로 기 개발된 SPIKE 코드의 계산 결과

를 초기조건으로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소듐-물 반응시의 초기 압

력파 전파 현상과 중/후기 계통 과압 현상간 해석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

도록 하 다.

  1) 기본 지배방정식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해석코드 개발을 위한 해석모형은 복잡한 

소듐-물 반응 현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증기발생기 내부의 전열관 다발에

서 누출되는 물과 shell측 소듐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가 모두 증기

발생기 상부의 cover gas 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반응에 의한 

계통의 압력 증가를 cover gas의 압력 증가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다. 해

석코드는 증기발생기 shell 측 소듐에 대하여 비압축성(incompressible), 1차

원 비정상 점성유동(one-dimensional unsteady viscous flow)을 적용하 으

며, 증기발생기 상부에 채워져 있는 cover gas와 소듐-배출 탱크의 비활성 

기체는 이상기체(ideal gas)로 가정하여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하 다. 또

한,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특성을 반 하여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의 소듐 배출현상 및 물/증기 측과 shell측 소듐이 격리되어 반응

이 종료되는 사고 종료시점 계산 기능을 포함하도록 개발하 다. 본 절에서

는 소듐-물 반응 사고시의 복잡한 계통 거동을 중/후반기 현상 해석에 적합

하도록 단순화하고, 소듐-물 반응에 의해 변화되는 계통의 전체적인 에너지 

수지를 이용하여 계통과도 모사를 위한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 다. 각각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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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Cover gas 역의 에너지 변화

cover gas 역은 정상운전 중에는 0.1MPa, 약 500℃의 Helium 기

체가 채워져 있으며, 소듐-물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생성된 수소기체가 

cover gas 역으로 유입되므로 수소와 헬륨의 두가지 기체가 공존하게 된

다. 이 때의 에너지 수지는 다음과 같다.

    outinkgen
totCG QQWQQ

t

E
−+−−=

∂
∂

sin
,

      (5.2.다-1)

여기서, ECG, tot은 cover gas의 총 에너지이며, Qgen과 Qsink는 각각 계 내에

서 발생하는 열량과 소멸되는 열량을 나타낸다. 또한, W는 계가 외부에 행

하는 일, 그리고, Q in과 Qout는 각각 계로 유입되는 열량과 빠져나가는 열량

을 의미한다. 소듐-물 반응 중후반기 단순 해석 모형의 경우, cover gas를 

기준으로 볼 때, 생성되는 열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Qgen은 0이며, Qsink는 

cover gas 역으로부터 증기발생기 내부의 shell 측 소듐으로의 열전달량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앞선 가정에 의해 증기발생기 외부가 단열된것으로 가

정하여 증기발생기 외벽 또는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한 외부로의 열손실은 무

시하므로 Qout은 0이 되며, 이 때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은 정체된 것으로 

가정하여 IHTS를 순환하는 소듐유동은 무시하 다. 이러한 가정은 100% 정

상출력 운전중 KALIMER IHTS의 소듐이 Loop 전체를 1회 순환화는 시간

이 약 74초 정도인데 반해 소듐-물 반응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인해 

Rupture Disk가 파열되는 시간이 3초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가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 (5.2.다-1)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온도는 cover gas 역에서 cover gas의 온도와 순간

적으로 동일해 지는 것으로 가정하면, 소듐-물 반응시 cover gas 역의 총 

에너지는 식 (5.2.다-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QQ

t

E
kin

totCG −−=
∂

∂
sin

,

      (5.2.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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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다-3)

여기서, mHe와 m
acc
H 2
는 각각 cover gas 내부에 존재하는 헬륨 기체와 수소 

기체의 질량이며, c PHe와 c P H 2

는 각각 헬륨 기체와 수소 기체의 열용량(heat 

capacity), 그리고 TCG는 cover gas 의 온도를 나타낸다. 또한, 하첨자 “o"

와 상첨자 ”acc"는 각각 초기값과 누적량을 의미하며, T CG,o
는 계통의 에너

지 변화에 대한 초기 기준온도이다. 식 (5.2.다-3)에서 소듐-물 반응에 의한 

과도기 cover gas 내부의 총 에너지 변화는 다음 식 (5.2.다-4)와 같다.

    dt
dT

cmcmTT
dt

dm
c

t

E CG
PH

acc
HPHeHeoCGCG

H
pH

totCG }{)(
22

2

2 ,
, ++−=

∂
∂

      (5.2.다-4)

또한, 식 (5.2.다-2)에서 우변의 각 항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 식 (5.2.다-

5)∼식 (5.2.다-7)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먼저, 소듐-물 반응에 의해 cover 

gas 내부로 유입되는 열량은 식 (5.2.다-5)와 같으며, TH 2는 소듐-물 반응

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의 온도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1300K로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증기발생기 내부 cover gas로부터 소듐 측

으로 전달되는 열량은 다음 식(5.2.다-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22 , CGHHPHin TTcmQ −=       (5.2.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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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다-6)

여기서, ΔmCG는 cover gas 내부에 존재하는 헬륨과 수소기체의 변화량으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기체가 cover gas 내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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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를 겪게되는 항이며, TNa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의 온도를 나타낸

다. 또한, 계통과도시 cover gas의 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GCGCGCG
CG

CG
CG

CGCGCG PVVP
dt

dP
V

dt
dV

PVP
t

W +=+=⋅
∂
∂= )(

      (5.2.다-7)

이 식에서, VCG와 PCG는 각각 cover gas의 부피와 압력을 나타내며, 본 연

구에서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소듐을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 으므로, 압

력개방판(Rupture disk)이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cover gas

와 소듐 자유표면 간의 경계면을 rigid boundary로 설정하여, ΔVCG는 “0”으

로 간주하고,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에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

듐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cover gas 부피의 변화량을 고려하 다.

   나) Cover Gas 과도기 온도 계산

위의 과정을 통해 설정한 소듐-물 반응시의 cover gas의 온도 및 압력

과도 관계식인 식 (5.2.다-4)에서 식 (5.2.다-7)을 식 (5.2.다-2)에 대입하고 시

간에 대하여 차분화하면 식 (5.2.다-8) 및 식 (5.2.다-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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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cover gas 부피변화에 수행하는 일에 관련한 TCG4의 2번째 항

은 계통의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시점 이후부터 계산되므로, 압력

개방판(Rupture disk) 파열시점 이후부터는 계통의 온도 감소 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잘 모사하고 있다.

   다) shell 측 소듐 온도 계산

소듐-물 반응은 수 msec의 매우 짧은 순간에 발생하므로 해석의 단

순화를 위해 반응 기간 중에는 중간열전달계통(IHTS)의 유동은 다음 식 

(5.2.다-10)과 같이 증기발생기(SG) 유입 소듐 유량과 증기발생기(SG) 유출 

소듐 유량이 동일하다는 유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outflowSGlowSG QQ ,inf, =      (5.2.다-10)

또한, 계통은 단열계(Adiabatic System)라는 가정에 의거하여 증기발생기 상

단의 cover gas 역으로부터 소멸되는 열량이 shell측 소듐으로의 전달되는 

열량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식 (5.2.다-11)의 관계가 성립한다.

    Naaddk QQ ,sin =−    ññ =−∴
t Naaddt kCG dtQdtQ ,sin,      (5.2.다-11)

여기서, 하첨자, “add"는 계로 가해지는 열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기발생

기 내부의 shell측 소듐에 전해지는 에너지는 식 (5.2.다-12)와 같으며, 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식 (5.2.다-13)과 같이 소듐-물 반응시 shell측 소듐으

로 가해지는 열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 NaCGNaPNaNaadd TTcmE −=      (5.2.다-12)

    
)()( ,,,sin, NaCGNaPNaNaCGNaP

Na
CGkNaadd TT

dt
d

cmT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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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Q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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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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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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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pNa는 소듐의 열용량(heat capacity)이며, mNa와 TNa 는 각각 shell

측 소듐의 질량과 평균온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시간에 대하여 차분

화하면, 다음 식 (5.2.다-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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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다-14)

   라) Cover Gas 압력 계산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소기체와 반응열로 인해 증기발생

기 상단의 cover gas 역은 급격한 압력과도를 겪게 된다. 이 때 cover 

gas 역의 수소와 헬륨 기체는 이상기체로 가정하 으며, 증기발생기 내부 

shell측의 소듐은 비압축성(incompressible)으로 가정하여 소듐-물 반응 기간 

동안 소듐의 온도 증가에 의해서만 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

다. 따라서, 계통의 압력은 cover gas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전 단계

에서는 cover gas의 부피 변화가 없고( 0/ =dtdVCG ),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부터 cover gas 부피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경우,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전 단계에서는 일정한 cover gas 

부피에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 기체와 반응열이 가해지므로 다소 보수

적인 압력 상승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 식 (5.2.다-15)에서 식 (5.2.다-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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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2.다-16)은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전까지의 cover gas 압력 

변화를 의미하며, 식 (5.2.다-17)은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의 

증기발생기 내부 소듐의 배출로 인한 cover gas 부피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

의 압력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 관계를 시간에 대하여 차분화하면 다음 식 

(5.2.다-18)과 식 (5.2.다-1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5.2.다-18)과 식 

(5.2.다-19)는 각각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전과 후의 cover gas 압

력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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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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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듐 배출탱크(SDT) 압력 계산

소듐-물 반응시 계통의 압력이 상승하여 rupture disk의 파열 설정압

력(2.5MPa)에 도달하면, 계통의 압력개방판(Rupture disk)이 파열되고 증기

발생기 내부와 소듐 배출 탱크(SDT ; Sodium Drain Tank)와의 큰 압력차

로 인해 shell 측 소듐은 소듐 배출탱크로 급격히 배출된다. 따라서, 상압으

로 유지되고 있던 소듐 배출 탱크는 고온의 소듐으로 인해 급격한 온도 및 

압력 과도를 겪게 되고 따라서, 탱크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탱크 내

부는 비활성 기체(noble gas)로 채워져 있으므로 탱크의 압력 계산에도 앞선 

증기발생기 내부의 cover gas 역과 동일한 가정을 이용하여 이상기체 방

정식을 적용하 으며, 소듐 배출 탱크는 외부가 단열된 것으로 가정하여 탱

크 내부로 유입된 소듐의 열손실을 무시하고 탱크 내부의 비활성 기체

(noblw gas)로의 열전달만을 고려하여 탱크 내부의 기체 온도는 소듐의 온

도와 순간적으로 동일해 지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해석에 보수성을 부여하

다. 소듐 배출탱크는 중간 열전달 계통의 소듐을 모두 수용할 만큼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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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해야 하므로, 탱크의 부피는 약 150 m
3
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설정

되어 있다(김연식, 2002). 또한, 탱크 내부는 증기발생기 상부의 cover gas 

역과 동일하게 헬륨 기체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초기 압력은 

0.1 MPa이며, 소듐이 배출되기 전의 탱크 내부의 온도는 고온의 소듐 배출

시의 열충격 완화를 위해 약 200℃로 가정하 다. 따라서, 이상기체 방정식

을 적용하면, 탱크 내부의 압력 변화는 다음 식 (5.2.다-20) 및 식 (5.2.다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G

NG

NG
NGNG TR

M
m

VP ⋅⋅=⋅
     (5.2.다-20)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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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G ⋅−⋅⋅=
     (5.2.다-21)

    
o

SDT
o

NG VV =      (5.2.다-22)

여기서, 하첨자 “NG"는 소듐배출탱크 내부의 비활성기체(noble gas)를 의미

하며, 식 (5.2.다-22)와 같이 초기의 탱크 내부 비활성기체 부피는 소듐 배출

탱크의 부피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 다. 이를 이용하여 과도기 압력 변화 

계산을 위해 이를 시간에 대해 편미분하고 차분화하면 소듐배출 탱크 내부

의 압력은 다음 식 (5.2.다-2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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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소듐 배출유량 및 계통 감압 계산

계통의 압력개방판(rupture disk)가 파열되면,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

듐이 소듐배출탱크(SDT ; Sodium Drain Tank)로 배출된다. 이 때의 주된 

소듐 배출 구동력은 계통의 높은 압력과 소듐 배출탱크의 압력차 및 소듐 

배출 배관의 압력손실의 함수가 되며, 배출되는 소듐의 유량을 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 식 (5.2.다-2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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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다-24)

여기서, exm 는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로 인해 소듐배출탱크로 빠져

나가는 소듐 유량이며, SYSP 는 cover gas의 압력 상승에 기인하는 계통의 총 

압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선 가정을 통해 증기발생기 내부 shell측 소듐을 

비압축성으로 가정하 으므로, cover gas의 압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NaSTP ,∆ 와 pipeDRC ,/ 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존재하는 소듐의 정압(static 

pressure)과 소듐 배출 배관의 압력손실 계수로 다음 식 (5.2.다-25) 및 식 

(5.2.다-2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tHgTtP NaNaNaNaST ⋅⋅= ρ      (5.2.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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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aρ 는 소듐의 도, g는 중력가속도, )(tH Na 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과도기 소듐 액위를 나타내며, pipeL , pipeD  및 pipeA 는 각각 소듐 배출 배관의 

길이, 직경, 및 단면적을 의미한다. 또한, f 는 배관의 마찰계수이며, K는 소

듐 유로에서의 배관 입구, 출구, 그리고 90°elbow 등의 유동 형상손실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의 계통 감압은 식 (5.2.

다-27)과 같이 유동저항계수(flow resistance coeff.), C를 이용하여 계산하

며, 따라서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계통 압력

은 식 (5.2.다-2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 expipeDRdepress mCP ⋅=∆      (5.2.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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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 PPP ∆−=+1
     (5.2.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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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소듐배출 및 기체공간 부피 계산

계통의 압력 증가로 인해 압력개방판(Rupture disk)이 파열되면 증기

발생기(SG) shell측 소듐이 소듐 배출탱크로 급격히 방출되면서 cover gas 

부피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cover gas의 부피는 전적으로 배출 소듐

의 부피에 의존하므로 소듐 배출 유량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내부에 잔류

하는 소듐의 부피를 다음 식 (5.2.다-29)와 같이 계산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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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o
NaexNa

o
NaN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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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VVtV

ρ
ñ

−=−=
     (5.2.다-29)

여기서, Naρ 는 소듐의 도로서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며,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결국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내부의 잔류 소듐 부피는 초기 정상운전중의 소듐 부피에

서 시간당 배출되는 소듐 부피의 누적량을 제한 값이 된다. 또한, 초기 정상운

전중의 증기발생기 내부 cover gas 및 소듐 부피의 합이 일정하므로 다음 식 

(5.2.다-30)이 성립하며, 이를 이용하여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 이후의 

cover gas 부피 증가를 계산하면 식 (5.2.다-3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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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다-31)

여기서, 하첨자, “f" 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구조물 등을 모두 제외한 shell 측 순 

유동 역이며, 상첨자, ”o"는 초기 또는 일정한 값을 갖는 변수를 의미한다.

소듐 배출탱크는 압력개방판(Rupture disk) 파열과 동시에 증기발생기(SG) 

shell측 소듐이 유입되어 기체공간의 부피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고온의 소

듐에 의해 급격한 온도 및 압력과도를 겪게된다. 탱크 내부의 기체공간 부피

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cover gas 부피와 마찬가지로 배출되는 소듐 유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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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가 되므로, 이 관계를 다음 식 (5.2.다-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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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다-32)

여기서, 하첨자 “NG"는 소듐배출탱크 내부에 채워져 있는 비활성기체(noble 

gas)를 의미한다.

   아) 증기발생기 내부 소듐 액위 계산

소듐-물 반응사고는 전열관(tube)측과 shell측이 완전 격리되어 반응요

인이 제거되면 종료되므로 전열관측 급수 차단과는 별도로 shell측 소듐의 소

듐배출 탱크로의 배출 여부를 계산하여 사고 종료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소

듐 액위의 계산은 그림 5.2.다-1과 같이 증기발생기(SG) 내부의 유체 공간을 

기준으로 소듐의 배출에 따른 자유액면 액위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에

서 역 I, II, III 및 IV는 각각 cover gas 역, 상부 플레넘(upper plenum), 

tube bundle 역, 그리고 하부 플레넘(lower plenum)이며, V, A, H는 각각 

해당 역의 부피, 유동 면적, 그리고 높이를 의미한다. 특히, 유동면적 “A”

는 증기발생기 내부의 구조물 등에 관계없이 유체가 이동할 수 있는 순 유

동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기발생기(SG) 내부 소듐 액위 계산에 가장 지

배적인 향을 미치는 설계인자로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계산에 활용하 다

[위명환, 2002].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 액위는 

다음 식 (5.2.다-3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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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다-1 증기발생기 유동 역 설정

  î
î
î

í

î
î
î

ì

ë

<<−++

<<−++

<<−++

=

)(,))((

)(,))((

)(,))(()(

IIINaIV
IV

exIVIIIII

IINaIII
III

exIIIII
IV

INaII
II

exII
IVIII

Na

HHHfor
A

tVVVV

HHHfor
A

tVVV
H

HHHfor
A

tVV
HH

H

     (5.2.다-33)

여기서, )(tVex 는 식 (5.2.다-29)에서 계산된 소듐 배출유량이며, 해당 시간에

서의 증기발생기(SG) 내부의 기준 잔류소듐부피를 유동 면적으로 나누어 소

듐의 액위를 계산하도록 설정하 다. 이 때, 소듐의 배출 유량은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소듐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소듐 자유액면 액위 역시 이

에 준함을 알 수 있다.

   자) 소듐배출탱크 압력개방판 압력 설정

소듐배출탱크(SDT) 내부로 방출된 증기발생기(SG) 내부 shell 측 소

듐에 의해 탱크 내부는 과압되며, 증기발생기(SG) 내부의 소듐 방출 이후에 

다량의 수소 기체가 탱크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폐된 탱크 공간에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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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국부 농도 증가로 인해 폭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림 5.2.다-2

와 같이 소듐배출탱크(SDT)에 gas discharge line을 설치하고 압력개방판

(Rupture disk)을 설치하여 탱크 내부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압력

개방판(Rupture disk)을 개방시켜 탱크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감소시키

도록 하 다.

SDT Pressure Relief
Stack

SG

SDT

Cover
Gas

그림 5.2.다-2 소듐 배출탱크 압력 조절 계통도

탱크 내부의 기체 배출은 주로 굴뚝(stack)을 활용하며, 설계에 따라 굴뚝에 

수소 연소기(Hydrogen igniter)를 설치하여 배출 수소기체를 연소시키기도 

한다. 해외 참고자료를 참조하면 소듐배출탱크(SDT)의 압력개방판(Rupture 

disk) 개방 압력은 약 0.22∼0.25 MPa 정도[심윤섭 외, 2002]로 설정하 으며, 

수소 농도의 국부농축 방지를 위해 설정 압력 도달시 압력개방판(Rupture 

disk)을 개방하는 소듐배출탱크 압력조절 모형은 다음 식 (5.2.다-34)와 같이 

코드에 모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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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ANKP 와 ENVP 는 각각 소듐배출탱크 압력과 대기압이며, SDTDRP ,/ 는 소

듐배출탱크의 압력개방판 개방 압력을 의미한다.

   차) 수소생성 모형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의 초기 복잡한 압력파의 거동은 기 개발된 

바 있는 SPIKE 코드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본 코드의 초기 조건으로 활

용하 으며, 계산의 source 항으로 사용되는 소듐-물 반응시의 수소 생성량

은 전적으로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으로부터 shell측 소듐으로의 물 누출량

에 의존하게 되므로, 이 관계를 코드에서는 다음 식 (5.2.다-35) 및 식 (5.2.

다-36)과 같이 모형화하 다.

    )(,)](exp[ ,, endleakendleak
o
leakleak ttforttmm ≥−⋅−⋅= γ      (5.2.다-35)

    )](exp[ ,endleak
o
leakleakPRH ttmmm −⋅−⋅⋅⋅=⋅⋅= γβαβα      (5.2.다-36)

여기서, 
o
leakm 는 전열관측으로부터 누출되는 초기 물 누출량을 의미하며, 소

듐-물 반응사고 종료시 inertia를 고려하여 물 누출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

을 모사하기 위해 초기 물 누출량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항을 곱할 수 있

도록 모형화하 다. 이 때, γ 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입

력하기 위한 상수이다. 또한, PRHm 는 shell측 소듐으로 누출된 물로부터 생

성된 수소 생성량이며, α와 β는 각각 물에서 수소로의 전환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소 생성량은 대규모 물누출 사고시의 초기 물 누출량, 
o
leakm 에 의존

하게 되며 KALIMER 소듐-물 반응사고의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Event)인 전열관 양단파단(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경우의 초기 물 

누출량은 다음 식 (5.2.다-37)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Nahvandi, 1962].

    )195.430(62708.1
53.0

−×
×=′′

g
crit h

P
m

     (5.2.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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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critm ′′ 는 단위면적당 임계유량으로 단위는 [kg/m2-sec]이며, P는 계통 

압력으로 [MPa] 단위이다. 또한, gh 는 누출되는 물/증기의 엔탈피이며 단위

는 [kJ/kg]이다. 따라서, 누출 유량은 식 (5.2.다-38)과 같이 파단 면적을 곱

하여 사용하되, 양단파단(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임을 감안하여 파

단면적을 LEAKA×2 로 사용한다.

    critleak
o mAm
leak

′′⋅×= 2      (5.2.다-38)

이를 이용하여 KALIMER 중간열전달계통(IHTS) 및 증기발생계통(SGS)의 

설계인자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초기 물 누출량은 7.19 kg/sec이며, 

KALIMER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Event)인 세 개의 전열관이 양단파

단되는 3DEGF를 가정하면 총 물누출량은 21.57 kg/sec가 된다. 소듐-물 반

응사고 중/후반기 해석코드 계산의 source 항으로 적용되는 수소 생성량은 

다음 그림 5.2.다-3과 같은 물/증기의 누출율을 토대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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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다-3 물/증기 누출량 변화

그림 5.2.다-3은 물 누출이 끝나는 시간인 endleakt , 까지의 물 누출률을 나타낸 

그림으로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듐이 배출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반응요

인이 제거되었을 경우의 inertia 항에 의해 물 누출이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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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응요인 제거 이후의 물누출 감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nertia 상수, γ 에 의해 그 기울기가 결정된다. 또한, 물 누출량은 계산

의 source 항으로 사용되는 수소 생성량 계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소듐-물 반응사고 초기 계통거동 해석을 위한 SPIKE 코드와 연계가 가능하

도록 초기 1초까지는 SPIKE 코드의 결과를 이용하 다.

  2) 수치해석 및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해석 코드는 계통의 과

도현상 분석을 위해 time step, "t"에서의 압력(pressure), 유량(flowrate), 수두

(elevation), cover gas 부피 등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rate of change)을 계산

하고 이를 과도기 계산을 위한 시간 간격, " Δ t "에 대해 고려하여 " t + Δ t "

에서의 새로운 값을 계산한다. 본 계산에서 Δ t는 그림 5.2.다-4의 예와 같이 

계산의 수렴 조건에 의해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변화하도록 설정하 으며, 압

력의 급격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시간대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계산을 수행하도록 설정하여 수치해석 상의 안정성을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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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다-4. 계산시의 time step 변화 예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해석 코드인 SELPSTA 코드의 계산 흐름도

(flow chart)는 다음 그림 5.2.다-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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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다-5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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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계통 설계인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

을 통해 소듐-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계통 거동 해석코드의 입력으로 사용

되는 입력자료를 생산 및 보완하고, 반응 부위와 계통 배관의 상세묘사 기능 

및 반응 경계면 이동 등의 물리적, 화학적으로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자 펌프, 관성 보완 장치 성능 해석 체제 개발

 가. 실험요건 설정

     KALIMER 전자펌프는 PHTS 계통 기술서[김성오, 2002]에 기술된 바

와 같이 원자로 운전 중 전력공급이 중단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노심 냉각

을 위한 Coastdown flow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펌프는 기존 

경수로 원심펌프처럼 자체적인 관성모멘트가 없으므로 펌프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시에 노심에서 소듐의 비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심 열 출력에 

대응되는 적절한 유량 공급을 위한 관성보완장치가 필요하므로 그림 5.3.가-1

과 같이 별도의 관성보완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 5.3.가-1 KALIMER 관성보완장치 개념도

전자기 펌프 관성보완 장치 실험을 위한 실험 사양을 설정하기 위한 계산을 

수행한 결과 [김성오, 2000] 다음과 같은 실험 요건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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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 전자기펌프 인자

    ․정격운전 상태의 전자기 펌프 유량 및 양정

    ․공급전압의 주파수 및 전압변화에 대한

      ‥펌프 유량 및 양정 변화

      ‥펌프 효율 변화

  - 실험 관성보완장치

    ․정격운전 상태(1800RPM)의 동기모터 효율

    ․시간 변화에 따라 

      ‥관성체 회전수 변화

      ‥동기모터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주파수 및 전압변화

      ‥관성보완장치 효율 변화

  - 계통 유동저항

    ․전자기 펌프 내부 압력손실

    ․전자기 펌프의 구동력에 의해 소듐이 순환되는 계통 압력손실 자료

 나. 전자 펌프 해석 모형 보완

     전자기 펌프 설계를 위한 설계 및 해석 방법론[김성오, 2001]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기 펌프 특성해석 기본방법

     전자기 펌프의 작동방법 해석은 전자기 펌프 내에서 움직이는 매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론과 전기 연결방법 해석을 위한 전기 회로 해석 방법론

으로 구성된다. 움직이는 매질에서의 전자기장 이론은 펌프 양정, 유량 및 유

동손실과 같은 기계적 펌프 설계인자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전자기장 세기 및 

전기출력과 같은 전자기적 설계인자를 도출한다. 또한 전기회로 이론을 이용

하여 전자기 펌프에서 발생하는 저항 및 리액턴스를 계산하여 전자기 펌프 

작동에 필요한 전류 및 저항을 계산하게 된다 [I.R.Kirillov,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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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기장 해석

     일반적으로 전자기 펌프를 통과하는 유체의 통로는 유체 통로의 평균직

경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전자기 펌프의 해석시 액체금속이 무한 평판사이의 

매우 작은 간격의 유동통로를 통과하는 통과하는 형태로 가정하여 해석을 할

지라도 큰 오차가 없게되므로 전자기 압력에 대한 다음 식을 유도하 다 

[Reiz, 1992].

    pem, id=
π
μ o
RmospnB

2
m     ,L=2pnτ,   

Lα
2
= pnπ

(5.3.나-1)

또한 액체금속에서 전류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은 Plm과 코일로부터 액체금

속으로 전달되는 전력 Pem은 다음의 두 식과 같이 계산된다.

    Plm, id =
1
2
RlmI yI

*
y=
1
2
1
σ lm

dy
A
IyI

*
y=

Rmoωs
2
B
2
mV

2

(5.3.나-2)

    Pem, id=
1
2
VyI

*
y=
1
2
⌠
⌡V
Eydy j

*
y dxdz=

RmoωsR
2
mV

2μ o
= pemQ+Plm  

(5.3.나-3)

실제 전자기 펌프에서는 비교적 큰 액체금속 유동공간, 전자기 펌프의 제작 

특성상 필요한 외부 및 내부 Duct와 제작상 피할 수 없이 수반되는 구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에 의한 효과를 보상하기 위한 길이 방향 및 높이 방향

을 고려하여 2차원 계산을 수행한다. 또한 자성체 사이에 있는 액체 금속과 

덕트의 전기 전도도 차이로 인한 효과 및 전기 전도도가 거의 없는 기체 공

간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의 전자기 펌프의 길이는 유한하여 액체금속의 입구 및 출구에서

는 액체금속의 구동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출구에서는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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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액체금속 입자가 자기장 밖으로 떠나므로 자기장과 작용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입구에서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액체 금속

이 유입되므로 구동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경우를 기본으로 반경방향과 길이방향의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을 설정하 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설정된 최종식은 다음과 같다.

  - 전자기 압력 :

    pem= pem, idk sck kend2= p +p

(5.3.나-4)

  - 코일에서 액체금속에 전달되는 power :

    P 2= pemQ (5.3.나-5)

  - 덕트에서 손실되는 power :

    Pd=Pemσ
* [s+σ

*
+(1-s)

k end2
k end1 ]

(1+σ*)(s+σ*)

(5.3.나-6)

  - 코일에서 전달되는 총 power :

    Pem=Pem, id
b
δ' (1+

σ*

s )ksckend1 (5.3.나-7)

  - 액체금속에서 전기저항으로 손실되는 power :

    Plm=Pem-P 2-Pd

(5.3.나-8)

    σ*=
σ dt d
σ lmb

   ,   δ'=δk δkμ (5.3.나-9)

그런데, 대형전자기 펌프에서는 압력-유량의 비가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고, 

전자기 펌프 원주방향 속도분포가 일정하지 않으며 낮은 주기의 전자기 펌프 

유량 및 압력의 맥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전자기 펌프

의 작동 주파수를 낮추거나 다른 설계인자를 적절히 조절하여 Rm*s<1의 조

건을 만족시켜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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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회로이론[Kostenko&L.Piotrovsky]

     비동기 모터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자기 펌프의 개괄적인 특성을 분석한

다. 그림 5.3.나-1과 같이 한 개의 상(=Phase)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와 같이 전자기 펌프의 코일에서의 저항(rp)과 누설 reactance(xs), 주

유도 reactance(xm), 덕트 벽면저항(rd), 자기코아 저항(rfe) 및 소듐의 저항

(r2)을 설정하는 일이 전자기 펌프의 설계에 주된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계인자 설정은 전자기 펌프 설계요건인 양정 및 유량을 

만족시키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먼저 각 위치에서의 저항치는 앞절에서 계산

된 Pem, Pd 및 Pfe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코일의 상 

개수이고 E1은 전기 동기력(=Electromotive force)이다.

    r 2/s=
mE

2
1

Pem-Pd
,   rd=

mE
2
1

Pd
,   r fe=

mE
2
1

Pfe
      (5.3.나-10)

그림 5.3.나-1 전자기 펌프 등가회로

rp xs

xm
rd rfe

rd/s
E1Vp

Ip

I2

Im

A

  4) 전자기 펌프 설계

     전자기 펌프의 설계는 필요한 펌프를 설계하기 위하여 주어진 유량, 양정, 액

체금속의 물성치와 공급되는 전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펌프의 효율을 최대화

하거나 기하형상이나 펌프의 무게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펌프 주요 설계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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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간극, 액체금속의 유속 및 펌프 슬립(s)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가) 기본설계입력자료

       전자기 펌프의 설계를 위한 기본 입력자료는 펌프를 필요로하는 계통

의 특성이나 주변환경에 의해 펌프 설계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를 말하는 것으

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다.

     - 전자기 펌프에 의해 생산되어야 될 펌프 양정(p)

     - 전자기 펌프 유량(Q)

     - 전자기 펌프에 제공되는 전원의 상전압(=Phase voltage)(Vp)

     - 전자기 펌프에 제공되는 전원 주파수(f)

     - 전자기 펌프가 사용될 액체금속 형태와 물성치

     - 자기 구조물 및 코일의 물성치

   나) 설계인자 초기치 및 설계인자 변화폭

       설계 경험에 의해 소듐에 사용되는 전자기 펌프의 주요 설계치는 다

음에 기술된 값으로 설계를 시작하고 설계인자도 제공되는 범위내에서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액체금속 유속 :  6<vf≤<12 m/sec

     - 전자기 펌프 슬립 :  0.2<s≤0.6

     - 액체금속 유로두께 :  6<b≤50 mm

     - 펌프 덕트 두께 :  펌프 토출압력 및 기계구조 측면에서 결정

     - 유동저항계수 :  펌프 입출구 및 유동 회전부위 등의 유동

특성 고려

     - 코일 극수 :  6<2pn≤16

                               (펌프의 양정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음)

     - 공급되는 전원 상 및 극 개수당 고정자 슬롯갯수 :  1≤Nspp≤3

     - 자화계수 초기치 :  1.1≤k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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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범위 내에서 전자기 펌프의 출력이 클수록 액체금속의 유속(vf) 

통로두께 b의 값을 증가시키고 슬립(s)의 값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펌프의 슬립(s)는 대형 전자기 펌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Rm*s≤1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고 유동통로의 두께(b)는 자기장의 감소효과 

때문에 최대 범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 설계제한사항

       전자기 펌프의 적절한 설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성체의 물성치에 따

라 고정자의 Tooth, Outer core, Inner core에 대한 최대값을 설정하여야 하

고 고정자 코일의 특별한 냉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펌프 코일에 흐르는 

최대 전류 도를 3∼5 A/mm
2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설계인자 설정 흐름

       전자기 펌프를 설계하는 일은 몇 개의 기본인자를 바탕으로 전자기 

펌프의 외형크기, 무게, 펌프 작동환경 및 기타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효

율을 극대화시키도록 여타의 다른 설계인자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절

에 기술된 기본이론에 따라 여러 가지 설계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보고서

에서는 그동안 전자기 펌프 설계경험이 풍부한 러시아 Sintez연구소의 설계

절차[Kirillov등, 2000]를 기본으로 그림 5.3.나-2와 같은 설계절차를 설정하

으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관련식을 각 항목별로 기술한다. 그리고 본 보고

서에 사용되는 모든 전류, 상전압 및 전기구동력 등은 상당 값(=effective 

value)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 방법론 평가

     전 절에 기술된 방법론을 평가하고 계산된 결과와 실험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액체금속로 발전소의 전자펌프에 대하여 오랜 설계 및 개

발 경험이 있는 러시아의 Sintez연구소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이들이 보유하

고 있는 실증자료 및 설계자료를 입수하여 우리가 개발한 전자펌프 설계 및 

해석 방법론을 검증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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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나-2 전자기 펌프 설계 흐름도

 ,
,

,

, ,
, ,

, ,
,

,
  power

Power factor

Sintez 연구소에서 제작/실험이 완료된 펌프 중에서 PHTS 계통에 사용될 전

자기 펌프의 양정과 유사하고 중앙회귀형의 유동특성을 갖는 CLIP-8/1200 펌

프를 반복설계하 다. CLIP-8/1200 펌프의 설계 기준점은 377볼트의 전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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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Hz의 주파수로 공급되는 전원에서 유량 16.85m3/분(0.281m3/초), 압력 

0.876MPa이다. 이와같은 설계 값은 PHTS 계통의 요구 양정과는 거의 동일하

며 유량은 PHTS 계통 요구유량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설계된 CLIP-8/1200 펌프에 대하여 그림 5.3.나-3과 같이 실험된 자료와 비교

한 결과 설계기준 전압인 377V에서는 실험된 범위에서 계산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압이 낮아질수록 펌프 유량이 많은 

곳에서는 계산결과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으나 유량이 작고 양정이 높

은 곳에서는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같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험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자기 

레이놀수 수와 펌프 슬립의 곱(Rmo*S)의 값이 1이 이상인 지역에서 주로 발

생하는 대용량 전자기 펌프의 유동 불안전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CLIP-8/1200의 경우 펌프 설계자료를 이용하여 Rmo*S의 값을 계산

한 결과 1 이하인 경우는 유량이 대략 20m3/분(0.33m3/초)이상인 경우로서 

고전압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전압이 낮아질수록 대

부분의 실험 범위가 Rmo*S의 값이 1이상인 구역에 해당되어 펌프 내부에서 

유동 불안정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구역에 해당된다.

대용량 전자기 펌프에서 발생하는 유동 불안정성 현상은 원주방향으로 펌프 

유동속도가 균일하지 않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한

쪽에서는 속도가 반대방향으로 발생하여 펌프내부에서 액체금속이 축방향의 

회전 유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전자기 펌프 유동은 유동통로의 폭과 

높이의 차가 심한 유동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불안전성 현상의 일종으로 판단

된다. 그런데 전자기 펌프의 경우 현재까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상세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유체의 유동속도 변화는 유체 유

동을 구동시키는 자기장 및 펌프 유도전류에 향을 주어 특히 심한 유동 불

안정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험결과와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Rmo*S의 값이 1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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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유동이 상당히 안정적이므로 KALIMER 전자기 펌프의 설계점을 

Rmo*S 값을 1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펌프 유량 

변화도 이와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자기 펌프의 Rmo*S의 값은 펌프에 사용되는 재질, 펌프 내부 전극

과 전극 사이의 길이, 펌프에 제공되는 주파수 및 액체금속의 유동속도에 의

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KALIMER 전자기 펌프는 펌프 내부 전극사이의 길

이의 최적값을 찾아서 설계해야되며 공급되는 전원의 주파수가 가급적 낮은 

역에서 운전되도록 설정해야 하고 액체금속의 유동속도는 유동손실과의 관

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한 설계라고 판단이 된다.

또한, 펌프 운전중 유량을 조절할 경우에는 전압뿐만 아니라 펌프에 공급되

는 전원의 주파수도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 펌프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

며 펌프에서 발생하는 유동 불안정 현상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나-3 CLIP-8/1200 전자기 펌프 실험 및 계산 결과 비교

 다. 관성보완장치 모형 설정

     KALIMER PHTS 전자펌프 관성보완장치 관성체 크기 및 Coastdown 

유량설정보고서[김성오, 1999]에 기술된 것처럼 PHTS 전자기 펌프 관성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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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위해 사용된 관성보완장치의 형상은 그림 5.3.다-1과 같이 동기모

터와 관성체가 일정한 비를 갖는 치차에 연결된 개념이다. 동기모터와 관

성체는 직경비가 1:3의 치차에 연결되어 있으며 동기모터는 4극이다. 관성

체의 크기는 관성모멘트에 따라 변화되는데 관성체의 두께를 0.3m로 설정

할 경우 관성체의 직경은 식 (5.3.다-1)과 같이 계산되며 각 관성모멘트에 

대한 직경은 표 5.3.다-1에 정리되었다. 관성체 재질을 SS404로 가정하여 

직경계산에 사용되는 도는 7841㎏/㎥의 값을 사용하 다.

    D=( 32Iρπt )
1/4

(5.3.다-1)

그림 5.3.다-1 KALIMER 전자펌프 관성보완장치 개략도

표 5.3.다-1 관성모멘트별 관성체 직경

관성모멘트(㎏-㎡) 관성체 직경(m)

204 0.97

306 1.07

408 1.15

510 1.22

612 1.28

714 1.33



- 293 -

 라. 전자기 펌프와 관성보완장치 모형의 상호 연결

     관성보완장치는 관성체에 저장된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자기 펌프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관성체에 저장된 에너지

는 관성체의 관성모멘트와 관성체의 초기 회전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양의 에너지다. 전자기 펌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계통에 순환되는 소듐의 

유량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계통 압력손실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력공급 중단 

사고시 노심에 제공되는 Coastdown 유량은 전자기펌프특성과 관성보완장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림 5.3.라-1과 같이 각 기기에 대한 특성을 반복적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림 5.3.라-1 관성유량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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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자펌프관성보완장치 성능특성 자료 확보 및 해석방법론 검증

     관성보완장치 성능특성 분석용 코드인 EMPCOAST의 검증을 위해 소듐

기술분야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남호윤, 2001]와 EMPCOAST 계산 결과와 비

교하 다. 관성보완장치의 대표적 특성인 주파수와 전자기 펌프의 대표적 특성

인 유량을 계산한 결과 그림 5.3.마-1 및 그림 5.3.마-2와 같이 계산결과와 실

험에 의한 측정치와 거의 일치하 다. 이와 같은 비교결과에서 EMPCOAST의 

해석방법론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마-1 시간변화 대비 주파수 변화

 

그림 5.3.마-2 시간변화 대비 계통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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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ol 소듐과 구조물간 열전달 해석 체제 개선

 가. pool 상부지역

     원자로 내부 지역과 격납 돔 지역을 구분 짓는 원자로 상부의 deck은 

구조적으로 열하중이 많이 걸리는 지역임으로 이 지역 기계적 건전성 평가의 

입력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1단계에서 개발된 범용 전산열유체 해석

코드인 CFX4.3(1997)를 이용하는 체제의 복사열전달 해석모형을 단순모형에

서 실제성이 있는 모형으로 개선하 다.

풀 상부지역에서는 열전달 현상은 전도, 대류, 복사 와 증발 및 응축 열전달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해석을 위한 정확한 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도 열전달 현상은 해석 방법론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하고 대류, 복사와 증발 및 응축

에 대한 열전달에 대한 사항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원자로 상부에서 발생하는 대류 열전달 현상은 헬륨가스의 자연대류 유동에 

의한 것으로 난류 해석 모형은 자연대류 효과를 감안한 가장 일반적인 κ-ε

난류 열전달 해석 모형을 사용한다. 국부적인 위치에 따라서 헬륨가스의 자

연대류 유동속도가 매우 낮아서 동 모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예

비 분석결과 원자로 상부 지역의 중심부에서의 유동속도는 거의 1m/초에 이

르므로 κ-ε모델을 사용하면 해의 정확성은 낮은 Reynolds 수에 대한 모델

에 비해 다소 떨어지더라고 해의 수렴이 용이하며 비교적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사 열전달 계산을 위해서는 CFX 복사 열전달 모듈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

행한다. CFX 복사 열전달 모듈에는 Monte Carlo Method와 Shah Method의 

2가지 복사 열전달 모델이 있다. Monte Carlo Method는 통계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모델로서 계통을 통과하는 많은 수의 양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동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복사 열전달 현상에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장점이 있으나 해석대상의 물리적 현상을 동일한 개념으로 



- 296 -

설정하게 되므로 거의 모든 해석대상에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

다. 반면에 Shah Method는 discrete transfer 방법을 사용하는 모델로서 양자

의 이동 경로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방법이다. 동 모델은 양

자의 반사 방향이 균일하다는 가정으로 설정되어 비균일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본 계산과 같이 균일 반사의 특성을 갖는 벽면복사만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고 계산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이와같은 각 모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계산에서는 Shah 

Method를 사용하여 복사 열전달을 계산한다.

증발 및 응축에 의한 열전달 효과는 정량적인 효과가 무시 할 수 없을 정도

이므로 달톤의 분압법칙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유도된 벽면의 응축 및 

증발 관련 식을 사용한다.

 나. pool 구조물 해석체제 보완

pool 구조물에서 원자로 용기와 같이 소듐 액위면에서 온도차가 클 경우 

길이방향의 온도구배에 의한 열하중이 발생한다. 이 온도구배는 pool 해석시

에 COMMIX코드에서 해석이 되나 코드의 기능상 구조물내부에서 일어나는 

축방향 열전도효과가 고려되지 않아 온도구배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단계 작업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2DCRAD에 헬륨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복사열전달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이 부분의 복사열

전달 에너지 평형식의 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DCRAD와 결합하

다. 그림 5.4.나-1는 해석대상에 대한 그림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동장 내부구조물에 대한 COMMIX의 온도

계산은 유체와 인접한 구조물면사이의 두께방향 열전도만 해석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에 수직한 축방향 열전도해석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baffle로 인한 복사열 차폐 역과 저온풀 정상액위면 위치에서 원자로용기

온도는 온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축방향 전도가 함께 고려되면 

급격한 온도변화가 보다 완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COMMIX의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축방향 전도까지 고려한 2차원 열전도해석을 원자로용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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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Insulation plate

Lower Helium gas region

Air

Ar

그림 5.4.나-1 2차원 열전달해석 역

이를 위하여 주어진 교점과 인접교점사이의 열전달에 대해 열저항개념을 적용하

고, 주어진 교점에 대한 에너지평형을 구해보면, 정상상태시에 주어진 교점 i 로 

들어가는 열전달은 0이 되어야 한다. 즉, 식 (5.4.나-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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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에서 iq는 ijR 는 대류경계조건이나 물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전도 

등의 열저항을 나타낸다. 복사열전달에 의한 열전달은 복사포텐셜차를 표

면저항과 공간저항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즉, 표면 1에서 표면 2에 도달

하는 에너지 양은 열원이나 복사열 등으로 인하여 교점 i 로 들어가는 열

량이고, 다음 식 (5.4.나-2)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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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한평판의 경우 F12 =1,  A1=A2 ,  1=2 이면, 식 (5.4.나-2)는 식 

(5.4.나-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TT
qradiation

ε
ε

σ
)2(

)( 4
2

4
1

−
−=

   (5.4.나-3)

대류경계조건에 의한 열전달은 식 (5.4.나-4)와 같으며, 물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전도에 의한 열전달은 식 (5.4.나-5)와 같이 표현된다.

    yh
TT

qconvection ∆
−= )( 21

   (5.4.나-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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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5.4.나-5)

경계조건은 COMMIX의 결과에서 baffle과 격납용기의 표면온도를 복사열

전달 열원온도로 적용하고, 원자로용기 인접유체의 온도와 대류열전달계수

를 대류경계조건으로 사용한다.

Hot Pool Sodium

Insulation Plate

Reactor Baffle
Reactor Vessel

그림 5.4.나-2 헬륨공간 복사에너지 전달 경로

그림 5.4.나-2의 헬륨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복사열전달 현상의 복사열전달 

에너지 평형식은 다음 식 (5.4.나-6)에서 식 (5.4.나-13)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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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하첨자 b와 bottom은 고온풀 표면, air는 절연판위의 공기 역, 

1은 원자로용기내면중에서 배플top위의 역, 2는 고온풀 표면위에 돌출된 배

플의 내면, R은 원자로용기내면중에서 고온풀 표면위에 돌출된 배플와 같은 

위치의 역, t는 하부절연판 표면을 나타낸다. J와 F는 radiosity(방출되는 

전 복사에너지)와 view factor를 뜻한다. UT 는 상부에 위치한 절연판의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이다.

원자로용기에 주어지는 열유입측 경계조건은 COMMIX해석결과로 주어지며, 

열제거측 경계조건은 PSDRS 간이모형을 적용하 다. PSDRS 간이모형은 원

자로용기의 평균온도 및 소듐풀의 평균온도에 의해 결정되며, 공기측 평균온

도와 공기측 입구온도의 함수로 제안된 식이다.

그림 5.4.나-3은 공기측 입구온도를 적용하 을 경우의 해석결과로, 그림에서 

온도구배가크게 발생하는 각 액위면과 reactor baffle에 의해 복사열전달 차

폐가 이루어지는 고온액위면 상단부분의 온도가 COMMIX에 의한 결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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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4.나-3 원자로용기 온도분포 2DCRAD 해석결과

5. thermal striping 열유체 해석 기본체제 설정

 가. Thermal striping 열유체 해석 기본체제

     Thermal striping 해석 기본체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Thermal striping현상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자료의 조사를 통하여 Thermal striping현상

은 비정상상태의 유동으로 난류유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요 지배인자는 

Thermal striping이 발생하는 부분의 형상과 크기로 대표되는 기하학적 요인과 

이 때의 유동 속도 및 난류 강도 등으로 대표되는 유동 요인을 정리된다. 이와 

같은 Thermal striping 현상을 분석하는데는 전통적인 시간 평균화된 난류 해

석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그런데 Thermal striping 현상 자체가 요동 성

분의 time history의 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온도요동성분의 크기와 시간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LES(=Large 

Eddy Simulation)를 적용하는 방법론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LES 해석 방

법론의 현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magorinsky LES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프랑스 Phenix에서 보인 T-junc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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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관 유동의 경우를 해석하 다. 해석하고자 하는 기하형상은 그림 5.5.가-1

과 같이 저온의 액체가 흐르고 있는 주 배관에 고온의 액체가 곁에서 주입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기하형상에 대해 해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5.5.가-2 및 그

림 5.5.가-3과 같이 시간에 따른 속도/온도장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5.5.가-1 Phenix T-Junction 유동 기하형상

그림 5.5.가-2 T-Junction 속도벡터

0.8 0.9 1 1.1
Z

0.2

0.3

0.4X

t=1 .0s e c, y=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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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가-3 시간에 따른 T-junction 온도장 변화

t=0.1sec t=0.6sec

t=0.3sec

t=0.5sec

t=0.7sec

t=0.9sec

t=0.8sec

t=0.4sec

t=0.2sec

t=1.0sec

X=0.22m

t=0.1sec t=0.6sec

t=0.3sec

t=0.5sec

t=0.7sec

t=0.9sec

t=0.8sec

t=0.4sec

t=0.2sec

t=1.0sec

X=0.22m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Work-station급 전산기를 약 27시

간동안 가동하여 계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실제 원자로와 같은 대형 구조물의 

경우 요구되는 계산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LES 해석방법 역시 원자로 

설계에 직접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

본 JNC(=Japan Nuclear Fuel Cycle)에서 사용하고 있는 DNS 방법의 현실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5.5.가-4와 같은 Tripple-jet 실험장치에 대한 DNS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 그림 5.5.가-5와 같은 속도벡터 및 온도분포를 

얻었다. 또한,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저온제트 수직 중심선을 

따라 시간평균 온도분포 및 온도 요동장 분포를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는 그

림 5.5.가-6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해석결과 및 실험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결과를 얻기 위하여 약 120시

간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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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가-4 Tripple-Jet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5.5.가-5 Tripple-jet 실험장치 속도벡터 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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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가-6 시간 평균 온도분포 및 온도장 요동분포(분사방향)

( ) (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LES와 DNS방법을 원자로 내부 유동장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자

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원자로 전체 유동장에 전통적인 

시간평균 난류유동 모델을 적용하여 과도 계산을 수행한 후 온도 요동장의 

진폭 및 과도상태 자료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Thermal striping에 의한 구조

물의 건전성이 가장 의심되는 곳에 대하여 LES나 DNS계산을 수행하는 것

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DNS의 경우 전산해석 격자의 크기가 

난류 요동에 의한 와류 크기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격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므로 LES에 비해 계산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온도 요동항의 Non-steady 효과를 볼 수 있고 적절한 

크기의 격자를 사용하면서 각 격자내부에 Sub-grid model을 채택하고 있는 

LES 해석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나. 난류 특성 분석 방법론 예비 설정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난류모델을 사용한 Thermal Stripping 현상

의 해석에서 사용한 난류모델은 k-ε  모델과 비등방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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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Algebraic stress model)이나 RSM(=Reynolds stress model)을 사용하

고 있다. 액체금속로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에는 Thermal Stripping 현상의 해석에서 우선 전체 유동장에 대

한 난류유동해석(AQUA Code)을 통하여 난류의 효과가 가장 큰 역을 찾아

낸다. 여기서 사용된 난류 모델은 비등방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표준형

의 ASM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벽함수를 사용함으로서 제일 중요한 경계

면에서의 열전달 효과의 예측에 큰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Thermal Stripping 현상의 해석을 기존의 액체금속로의 각종 

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k-ε 혹은 Full 

Reynolds Stress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
(1)하 으며 그 결과에서는 비

등방성을 반 할 수 있는 Full Reynolds Stress 모델 등을 추천하 다. 아울

러 벽면근처의 경계면이 유동장과 고체면과의 온도 변화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역이므로 여기서의 혼합효과를 올바로 반 할 수 있는 Near-Wall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한 결과, Thermal striping이 발생하는 위치에서는 상

세분석 모델인 LES나 DNS를 사용하게 되므로 벽면열전달 효과의 부적확성

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므로 원자로 전체 유동장 해석에는 난

류의 비등방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고차 난류 모델인 ASM모델이나 RSM모

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차 난류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ALIMER에 대한 전체 유동장 

온도 요동 분포를 예비적으로 계산하 다. 사용된 난류 모델은 ASM을 사용

하 으며 과도상태 계산을 100초까지 수행하 다. 해석하고자 하는 기하형상

은 측면형상의 경우, 그림 5.5.나-1과 같이 원주방향의 경우 노심이 60°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이므로 그림 5.5.나-2와 같이 설정되었다. 해석결과, 그림 

5.5.나-3에서와 같이 원주방향 각 단면에 대하여 온도 요동장 분포를 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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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상했던 것과 같이 온도 요동장 진폭이 가장 큰 곳은 UIS 하단면이고 

UIS 부근 원자로 배플 역시 진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난류유동 모델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예비 계산을 수

행한 결과 ASM 난류모델이나 RSM 난류모델과 같이 난류 비등방성 난류특

성을 계산할 수 있는 난류유동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Thermal striping 난류 

유동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ASM, RSM 

난류모델 해석 방법론을 Thermal striping 난류해석 방법론으로 설정하 다.

E95

E185

E615

E650
E655

E705

E740

E925

R37 R70 R172 R341R314R214R182

z rE 0

IHX

UIS

Free Surface

Rx Core

그림 5.5.나-1 KALIMER 고온풀 기하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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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나-2 KALIMER 원주방향 핵연료 집합체 배치

Driver fuel

Internal blanket

Control rod

Radial reflector

Driver fuel

Internal blanket

Control rod

Radial reflector

Driver fuel

Internal blanket

Control rod

Radial reflector

그림 5.5.나-3 원주 방향 온도 요동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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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전소 과도기 해석체제 보완

 가. 발전소 과도 해석코드 NSSS 부분 보완

  1) NSSS 기본 구조 모형 보완

     자체 개발된 간이 계통해석코드인 LSYS를 계통 성능 분석용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기본 구조 모형을 보완하여 LSYS2를 개발하 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갖추게 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계산된 값 위치의 모호성 제거

     과거 LSYS는 다른 일반적인 코드와 같이 변수 값이 계산 cell의 중앙에

서 온도가 정의되는 방법의 사용으로 계산된 값의 위치가, 통상적으로 요

구되는 온도의 위치와 달라 계산 결과의 활용에서 모호한 점 내지는 애

로점이 있었다. 예로써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온도는 노심 입구 온도 또는 

출구 온도와 같이 계산 역 경계면의 온도임에 비하여 계산된 결과는 

노심 모형 첫 번째 cell 중앙점의 온도 또는 마지막 cell의 중앙점 온도가 

됨으로 인하여 사용된 cell 길이의 1/2 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

은 특히 배관과 같이 온도변화가 크지 않아 많은 cell의 배치가 부적절하

여 결과적으로 계산 cell이 매우 긴 경우에의 과도기 해석에서 특히 애로

점이 되어 왔었다. 이번 보완된 LSYS2는 이전의 LSYS와는 달리 계산 

cell의 경계점에서 온도를 정의함으로써 이런 애로점을 제거하 다.

  ◦ 계산 기능의 다양화

    - 소듐의 팽창성 고려 기능

      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소듐의 액위 변화의 추종이 가능하고 IHTS가 

작동하는 과도기시 PSDRS 작동에 따른 구조물에 미치는 향의 온도 

특성 해석을 위한 상세해석의 과도 경계조건 생산이 가능해짐.

    - IHTS의 2 loop 묘사 기능

      2 loop묘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IHTS 및 SG 계통의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한 loop가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계통 성능 분석이 

가능해지고 N-1 운전시의 계통 성능을 분석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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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의 비열 효과 고려 기능

      이 고려로 계통의 열적 변동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과도기 거동 특성

을 파악할 수 있게 됨.

    - 제어기능

      NSSS 제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제어 논리의 적절성 평가 및 NSSS의 

계통 성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됨.

성능 분석코드는 설계를 지원하기 코드로서 다양한 경우에 대한 계산의 수행

이 요구되므로 계산에서의 고속성 및 입력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LSYS2는 

계산 모형의 상세성 정도를 모형 대상별로 사전에 평가하여 적절한 상세수준

의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계산 목적에 

필요한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계산의 고속성 및 입력의 단

순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계산 기능의 확장 및 신뢰성 증진

을 위한 해석 모형의 교체 작업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

어 코드의 발전성이 확보되도록 하 다.

LSYS2의 수학적 모형은 energy 식으로 압축성 유체의 일차원 열전달식이 

그리고 유량식으로는 중력항을 포함한 과도기 일차원 유동식이 사용되며 전

자기 펌프의 특성식이 유동식과 결합되어 사용된다. 노심의 동특성은 point 

kinetics의 주된 항을 이용하여 묘사된다.

소듐 팽창/수축은 자유표면이 존재하는 곳에서 흡수되며 자유표면이 존재하

는 곳은 reactor baffle 내부 지역과 reactor baffle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환형

공간 두 곳이 있다. LSYS에서는 이를, 환형공간의 액위는 reactor baffle 내

부 공간의 액위를 기준하여 PHTS 유동저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

하여 PHTS 내부 소듐의 도변화로 인한 질량의 이동은 reactor baffle 내부

의 자유표면지역에서 전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이 

도변화로 인한 계산 cell 내의 질량 유출입량이 유선을 따라 누적되어 다음 

그림과 같이 고온 pool 상부 지역 소듐과 연계되어 처리된다. 이 그림에서 네

모상자는 PHTS 각 지역을 나타내며 HPU는 이런 지역 중 reactor baffle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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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자유표면이 있는 소듐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자간을 연결하는 화살

표는 유량의 방향을 의미하며 화살표의 인자들은 그 화살표에 해당되는 유량

의 종류를 각각 의미한다. IHTS 경우는 증기발생기 dome 지역에서 액위가 

변동이 되어 도변화가 흡수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FRmIHXtPn+/- SdmChP(iu)/dtime 

FrmBanTin {=FRmRVBanN+FrmBanLinTop}. ,  FrmBanLinTop>=0  

FrmpCL+/-SdmChP(iu)/dtime
{FrmpCL=FRmpN}

{FRmIHXtPn = nihx * FRmIHXeBpN – FrmBanLexBot }

FRmIHXtPn 

FRmpCL+/-SdmChP(iu)/dtime 

FRmpCL+/-SdmChP(iu)/dtime 

FRmpCL+/-SdmChP(iu)/dtime 

Min(FrmBanBex,0) 
{FrmBanBex=FRmRVBanN
+FrmBanLexBot} 

FRmIHXtPn + SdmChP(iu)/dtim

FRmpCL 
FrmBanBex+SdmChp(igRVB
an)/dtime 

그림 5.6.가-1 PHTS 소듐 도 변화 및 펌프 수두로 인한 유량의 처리도

또한, 아주 간략히 평균 UA 개념으로 처리되어 있는 기존의 증기발생기 모형 

대신 물 측의 상변화를 실제적으로 반 해가는 새로운 간이 해석모형을 개발하

다. 이 모형에서는 증기발생기 내의 역을 과냉물 역, 포화 역, 그리고 

과열증기 역으로 나누며 역간의 경계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역수가 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쉘측의 제공 열량에 따라 과

냉물 역과 포화 역이 두 역만이 혹은 과냉물 역만이 존재할 수 있다. 

각 역을 나타내는 제어체적 내에는 해당 구조물의 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질량이 반 되어 있으나 온도는 제어체적 내에서 같은 lumped개념으

로 처리되었다. 소듐측의 제어체적 내에는 쉘 구조물의 질량이 그리고 물(증기)

측의 제어체적 내에는 튜브의 질량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된 모형에 대한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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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과열 역→포화 역→과열 역으로의 변화를 주는 경계조건(소듐입구

온도) 변화를 주었을 때의 계산결과를 그림 5.6.가-2 및 그림 5.6.가-3에 나타내

었다. 초기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정상상태와의 편차 때문에 과도기적 거동을 하

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은 물리적으로 타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도상태의 변

화에 따른 증기 튜브측 역의 경계도 타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6.가-2 SG모형 시산결과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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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가-3 SG모형 시산 결과 ( 역경계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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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SSS 제어기능 묘사

    위와 같이 개발된 LSYS2의 열유체적 해석 기능에 ‘2)나) 제어보호 기능구

현’ 항에서 설명된 구현논리를 수식화하여 제어 기능을 묘사하 으며 다음 그림

은 이렇게 LSYS에 묘사된 제어기능을 이용하여 운전 제어 제변수에 대한 제어

가 실제로 이루어진 해석의 한 예로서 20% Ramp 출력 변화의 경우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된 제어기능 모형이 계획된 바와 같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5.6.가-4 LSYS에 설치된 제어기능을 이용한 20% ramp 

출력변화시의 계통제어

 나. BOP 간이 모형 설정

    BOP는 NSSS 과도기 해석에서 과도 경계조건 기능을 수행하기에 NSSS 

과도기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OP의 해석 기능이 필요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가 액체금속로 기술의 개발임으로 NSSS 해석시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과도 경계조건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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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BOP 간이 해석 모형을 개발 설정하 다.

증기급수계통을 포함한 BOP 모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경수로와 화력이나 

액체금속로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사용 증기의 종류에 따른 터빈(TBN)의 특

성과 과열기/재열기 특성 등의 차이만이 있다. 성능해석을 위한 간이 BOP 

모형에는 발전소 출력 제어를 위한 터빈제어밸브(TCV)와 급수 온도를 결정

짓는 응축기와 추출증기에 대한 모형이 필수적이다. 아래 그림은 간이 BOP 

모형에 대한 개념도로서 증기발생기를 포함하여 증기 dome, TCV, 추출배관, 

응축기, 예열기, 급수펌프(FWP), 그리고 급수제어밸브(FWCV)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OP는 단순한 모형을 가지지만 계통의 

운전이나 성능에 향을 많이 미치는 제어개념 즉, 증기압력제어와 급수 유

량제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자세한 제어개념이 반 되도록 하 다.

그림 5.6.나-1 간이 BOP 모형 개념도

Tm

Cm
TC mm +

증기급수계통에 대한 시산은 증기발생기는 단순 경계 조건으로 처리하고 증

기 dome으로부터 증기발생기 입구까지를 해석 대상으로 수행하 다. 증기급

수계통에 대한 증기 압력 제어를 위한 것은 온도 제어와는 달리 엔탈피의 변

화가 크지 않으면 증기 유량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가 현

실성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 그림은 원하는 출력변화를 위하여 TCV의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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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화(100%→70%→100%)시켰을 때 터빈 증기량과 급수량, 그리고 증기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CV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도 증기 dome의 

압력은 목표치를 비교적 신속하게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주요 제어 시상수는 다음과 같다.

    - 급수제어밸브(FWCV) : K=0.1; τ 1=20

    - 급수펌프(FWP) : K=0.1; τ 1=20

    

그림 5.6.나-2 증기급수계통 압력 및 유량 변화

7. PSDRS 해석코드 검증 및 보완

 가. PSDRS 실험요건 조정

KALIMER 잔열제거계통 분석을 위해 개발된 PARS 코드의 검증 자료 생

산을 위한 실험요건 설정을 통해 정량화 된 각 인자들에 대하여, 실제 실험에 

착수할 경우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각 인자간의 상관성 및 그 

변화의 허용 폭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 실험요건을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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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험요건 조정

PSDRS 실험은 KALIMER 피동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의 열유동 거

동 해석을 위해 개발된 PARS 코드를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검증자료의 

생산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며, 자료의 적용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

자로 Pool 해석을 위한 코드의 예비 검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자료생

산을 그 부차적 목적으로 한다. 본 실험에 대한 요건[심윤섭, 1998] 발행 

후 실험분야의 실제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 그리고 Data 측정시의 현실

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PSDRS 실험요건을 수

정하 다. 실험요건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은 기존 실험요건에서와 마찬가지

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ꋼ 노심 및 해석 역의 유사성 유지

      - 축방향 : ΔT in /out

      - 반경방향 : ΔTR

    ꋼ 동일 Flow Regime 유지

    ꋼ 온도 분포의 유사성 유지

  2) PSDRS 실험요건 조정 결과 요약

본 연구를 통해 PSDRS 실험요건을 최종적으로 조정하 으며, 기존의 

실험 사양에서는 공기 냉각유로(Air hot Channel)에서의 유동 발전정도를 고

려하지 않았으나 본 분석을 통해 이를 반 하여 그 간격을 조정하 다. 또한, 

공기유로의 배관 길이를 현실화하여 실험장치 설치시 및 Data 측정시의 문제

점을 보완하 다. 확정된 실험사양을 PARS2 코드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계산

을 수행한 결과는 참고문헌에 제시하 다[어재혁,2000]. 기존 실험사양으로부

터 조정된 PSDRS 실험장치의 최종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자연대류 실험

     - Heater 용량 : 0.05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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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냉각유로(Air hot Channel) 간격 : 0.036 m

     - 굴뚝 직경 : 0.4 m

     - 굴뚝 높이 : 15.0 m

     - 굴뚝 길이 : 45.0 m

     - 노심의 유로저항, Cplst = 12.0

     - 굴뚝의 유로저항 계수: Kchin = 4.6 ,  Kchex = 5.6

   ◦강제대류 실험

     - 공기유로의 강제대류 Fan 용량 : 5 kg/sec

 나. 코드 검증 및 보완

KALIMER 잔열제거계통의 해석을 위해 개발된 PARS2 코드의 검증

을 위해 일본 CRIEPI에서 수행한 실험자료와의 예비 검증을 수행하 으

며, 본 분석에서는 CRIEPI 실험자료를 활용한 PARS2 코드의 검증을 위

해 실험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Nusselt 수를 계산하여 실험 자료와 PARS2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이를 위해 PARS2 코드에서 계산된 q를 이용하

여 실험자료 처리에서와 같이 다음 식으로 Nusselt 수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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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exCVA , 는 격납용기 외벽의 면적,  exCVT , 와  airT 는 각각 격납용기 

외벽의 온도 및 공기의 bulk 온도를 나타낸다. 이 식을 적용하여 PARS2 

코드를 통해 계산된 해석 결과와 CRIEPI 실험자료를 비교하여 그림 5.7.

나-1과 그림 5.7.나-2에 도시하 다. 그림 5.7.나-1는 대류 전열량만을 고

려한 경우의 공기 유로측 평균 Nusselt 수와 Reynolds 수의 관계를 나타

낸다. 그림에서 보인바와 같이 PARS2 코드에서는 대류 열전달 상관식으

로 다음의 Dittus-Boelter 상관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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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0 PrRe023.0=Nu       (5.7.나-3)

공기측의 유동이 활발한, Re # > 105  이상의 높은 Reynolds 수 역에서

는 실험결과와 상호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4 105

102

103

Convection only

Nu = 0.023 Re0.8 Pr0.4

Tw = 500oC

Tw = 400oC

Tw = 300oC
  PARS2

Av
er

ag
e 

  N
u

Re

그림 5.7.나-1 대류에 의한 향

그림 5.7.나-2는 공기 유로측에서 대류에 의한 열량과 복사에 의한 열량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평균 Nusselt 수와 Reynolds 수의 관계를 나

타낸 그림으로 대류에 의한 향만을 고려한 경우에 비하여 가열면의 온

도에 따라 평균 Nusselt 수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기유로에

서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량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가열면의 온도에 의해 

전체 전열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가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역시 PARS2 코드의 열량 계산 및 열전달 상관식은 실험결과와 대

체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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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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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otal = QConv + QRad

Tw = 500 oC  ;      PARS : TCV,ex = 500 oC

Tw = 400 oC  ;      PARS : TCV,ex = 400 oC

Tw = 300 oC  ;      PARS : TCV,ex = 3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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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나-2 대류 및 복사에 의한 향

 이 과정에서 공기측 유량이 작은 경우에 발생하는 계산 수렴성의 문제는 

PARS2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간 양분법에서 해를 찾기 위한 조사 

대상 역의 범위에 관련된 문제로 본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역을 확

대하여 해결하 다. 또한, PARS2 코드의 예비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PSDRS실험 결과와의 비교/검증에 앞서 1차적인 검증이 수행된 바 있는 

PARS1 코드와의 비교를 수행하 으며, 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유량 

계산 방법을 분석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해석을 

가능케 하 다. 물리적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설계인자 및 PARS2 코드

의 입력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비열을 

고려하여 소듐 풀의 혼합 정도를 나타내는 풀 혼합계수를 증가시키므로

써 AGENA 코드를 사용하여 PRISM의 RVACS를 분석한 자료와 비교

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기 상승유로의 

간격 변화를 통해 PSDRS를 통한 열제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확인하 으나, 정상상태시의 열손실량을 고려하여 향후 보다 상세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상운전중의 PSDRS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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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량 계산은 앞서 수행한 유량 계산 방법 보완 및 PARS2 코드의 

버전별 특성을 반 하여 재계산하 으며, 계산에 향을 미치는 설계인

자인 공기 입구온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PSDRS 해석에서 

공기 입구온도의 향은 민감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PARS2 코드의 초기 입력으로 사용되는 PSDRS 시작시간 및 고/저온풀

의 온도는 과도기 COMMIX 해석중 고온 풀의 부피 증가율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계산 결과를 PARS2 코드의 초기조건으로 사용하여 계산

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PARS2 코드의 계산시 일정상수로 사용되던 

소듐의 비열을 온도에 따른 상관식을 개발하여 대체/적용한 결과, 계통

의 전체적인 거동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원자로용기(RV) 외표면

과 격납용기(CV) 내표면의 방사율 변화가 공기와 접하는 부분의 표면 

방사율 변화에 비해 계통의 열제거량 변화에 지배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계통의 열제거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표면 방사율의 

허용 변화폭을 설정하여 설계시에 표면 방사율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8. 중간열교환기 설계해석 체제 보완

 가. 중간열교환기 물모의 실험자료 검토

    중간열교환기 통(shell)측 유동 분포 및 압력손실 해석에 필요한 중간열

교환기 관다발에서의 유동의 경사각도에 따른 압력손실 실험자료 생산이 1,2

차로 나누어져 소듐기술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은 물을 이용하여 중간열

교환기 관 배열에 따른 압력강하 측정을 중심으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에서 사용한 관배열은 정삼각 배열과 회전 정삼각 배열의 두 가지이고, 사용

한 시험부는 사각단면을 가진 5개의 덕트 형상으로 정삼각 배열의 경우 가로

와 세로가 각각 122mm와 203.2mm이고 회전 정삼각 배열의 경우는 140.7 

mm과 203.2 mm이며 내부에 각각 30°, 45°, 60°, 75°및 90°의 경사각을 

가진 관다발이 설치되어있다. 차압 측정위치는 관다발의 유입부, 중심부 그리

고 유출부 등 3곳이고, 경사각에 따른 셀측 압력강하 실험자료가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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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olds 수의 범위는 관직경을 기준으로 정삼각 배열의 경우는 870∼65,000 

이고, 회전 정삼각 배열의 경우는 700∼27,000이다. 생산된 실험자료를 이용

하여 유동마찰계수의 불확실성을 평가한 결과 정삼각배열 실험에 대해서는 

±2.3%의 오차를 가지고, 회전정삼각배열 실험에 대해서는 ±3.2%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남호윤 외, 2001][최석기 외, 2001]. 다음은 정삼각 

배열 실험에 대한 요약결과이다.

표 5.8.가-1 정삼각배열 실험에 대한 요약(Cross flow)

요건서 실험보고서 비고

사각단면 실험부 크기

(W/H/L) m

0.12∼0.14 / 0.2∼0.35 / 

0.18∼0.7

0.1219 / 0.2152 / 

0.36∼0.7

Rod 개수 ~ 80(열개수>13) 115(열개수=23)

Rod 직경 m 0.0127 0.0127

Pitch/rod 1.6 1.6

유량 liter/s 11.1 0.97∼50
Re=870∼65000

(관직경 기준)

유체 소듐 물

튜브경사각 45, 75, 90 30,45,60,75,90

유체온도 °C 460 °C 30, 50, 70 °C

데이터 개수 각경사각별 ∼100개 

표 5.8.가-2 정삼각배열 실험에 대한 요약(Parallel flow)

요건서 실험보고서 비고

원통 실험부 직경, m 0.2115 0.211

Rod 길이, m 0.7 2.

Rod 개수 85 85

Rod 직경, m 0.0127 0.0127

Pitch/rod 1.6 1.6

유량 liter/s 19.5 0.964~60

데이터 개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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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가-3 회전정삼각배열 실험에 대한 요약(Cross flow)

요건서 실험보고서 비고

사각단면 실험부 크기 

(W/H/L) m

0.12∼0.14 / 0.2∼0.35 / 

0.18∼0.7
0.14 / 0.203 / 0.73

Rod 개수 ∼80 (열개수>13) 185 (열개수=21)

Rod 직경 m 0.0127 0.0127

Pitch/rod 1.6 1.6

유량 liter/s 12.9 liter/s 1.8∼60 liter/s
Re=700∼27000

(관직경 기준)

유체 소듐 물

튜브경사각 45. 70, 90 30,45,60,75,90

유체온도 °C 460 °C 30, 50, 70 °C

데이터 개수 각 60

 나. 해석 코드 평가

     중간열교환기 프로그램 ASTEEPL은 shell and tube type 열교환기의 

통측 및 관측의 압력손실 및 유량분포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 통측 압력

손실 분석기법은 유로망해석기법을 바탕으로 한 분석모형이 채택되어 있다. 

ASTEEPL 모형에 대한 평가는 ASTEEPL-H에 대하여 물에 대한 실험자료 

[Halle, 1988]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졌었는데 그 평가 결과는 다음 표5.8.

나-1 및 그림 5.8.나-1과 같다. 비교대상 실험은 실제 크기의 shell-and tube 

형식의 열교환기에서 이루어졌고 여기 인용된 압력손실 측정은  HX 출구 및 

입구의 nozzle 부위를  제외한 관다발에서만의 압력손실이다.  비교에서 서로 

다른 온도 T1과 T2가 나오는 것은 실험시의 유체온도조건이 해당문헌[Halle, 

1988]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에 추정할 수 있는 범위중의 온도를 2개를 선정

하 기 때문이다. 표 5.8.나-1 및 그림 5.8.나-1을 보면 ASTEEPL-H와 측정

치의 차이가 C7-90경우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험상의 측정오차 이내이며, 

C7-90경우도 그 차이가 5∼7%로서 측정오차 5%와 유사한 크기임으로 전체

적으로 ASTEEPL-H의 계산이 실험치와 잘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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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나-1 ASTEEPL-H의 실험측정자료와의 예측치 비교

   

*비고 : T1=21.11C, T2=26.67C

실험   조건
ASTEEPL-H 계산

결과 DP차이

조건 

인식 

기호

baffle

수
Lseg,m

baffle 

cut,%

tube 

배치

각도

Recross
DP 

KPa

DP의 

실험오차

DP.T1

[KPa]

DP.T2

[KPa]

T1

[%]

T2

[%]

C7-30 7 0.448 25.5 30 22,950 36 4% 36.7 36.1 1.9 0.3

C7-90 7 0.448 25.5 90 22,960 27.9 5% 29.7 29.3 6.5 5.0

C5-30 5 0.597 28.9 30 17,220 21.8 7% 21.7 21.2 -0.5 -2.8

C5-90 5 0.597 29.6 90 17,220 16.8 9% 16.9 16.4 0.4 -2.4

그림 5.8.나-1 ASTEEPL-H 계산치와 실험치와의 비교

통측의 여러 흐름중에서 관다발을 교차하는 경사류흐름은 여러 흐름중에서 

가장 많은 유량분포를 가지는 주흐름으로서 통측의 정확한 압력손실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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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경사류흐름에 의한 압력손실의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현재

의 ASTEEPL 경사류의 압력손실모형은 그 흐름성분을 교차류와 평행류로 

나누어 각각 성분에 의한 압력손실을 구한 다음 이들로부터 경사류의 압력손

실을 구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횡류에 대한 상관식은 열교

환기 핸드북의 이상튜브열 압력강하 상관식[Taborek, 1984]을 적용하고, 평행

류의 압력손실은 Idelchik 핸드북의 압력강하 상관식[Idelchik, 1986]을 적용하

고 있다.

중간열교환기 관다발에서 관다발과의 경사각도에 따른 압력손실을 생산된 실

험자료와 기존 상관식과 경사류모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한 그림은 그림 5.8.

나-2, 그림 5.8.나-3, 그림 5.8.나-4, 그림 5.8.나-5와 같다. 대상 경사각은 유

동과 관다발사이의 경사각으로 75°, 60°, 45°, 30° 등이고, 각이 클수록 

횡류에 가까운 형상이다. ASTEEPL의 경사류모형 중 교차류 흐름성분에 대

한 횡류 압력강하 상관식은 열교환기 핸드북[Taborek, 1984]의 이상튜브열 

압력손실 상관식을 적용하 다. 비교를 위해 채택한 상관식은 ESDU와 

Idelchik의 상관식이다. 그림에서 열교환기 핸드북의 이상튜브열 압력손실 상

관식에서와 같이 Re 수에 적용한 속도성분은 tube gap 사이를 통과하는 유

속이고, 특성길이는 튜브의 외경을 적용하 다. 그림에서 전반적인 경향은 실

험을 포함한 4가지 자료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ESDU와 Idelchik의 상관식

의 결과보다 실험치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경사류모형에 의한 결과는 다

른 결과와 비슷한 범위내에 존재하나  경사도 75°일 경우 분포결과의 기울

기가 보다 완만하고, Re수가 1.E4이상부터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KALIMER 

중간열교환기의 경우 작동 Re수는 약 20,000∼40,000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 범위의 실험자료와 비교할 때  약 25∼30%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over-prediction은 설계관점에서는 안전한 쪽의 결과를 주고, 기존 

ESDU 상관식의 경우 이 상관식이 갖는 ±25%의 오차를 감안할 때 큰 차이

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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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나-2 유동경사각 75°관다발의 마찰계수 비교

그림 5.8.나-3 유동경사각 60°관다발의 마찰계수 비교

그림 5.8.나-4 유동경사각 45°관다발의 마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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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나-5 유동경사각 30°관다발의 마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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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단계에서 이루어진 계통 개념설계에 정량적인 근거를 강화하고, 설계 대상 

범위를 넓혀, 전체적으로 계통설계를 개선시켜서 계통 개념설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자체 설계 개념을 적극 개발하 으며, 전산해석 체제의 보완 및 검증

을 수행하여 기능을 확장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계통의 개념설계 및 해석

을 위한 전산해석 체제의 지원능력을 강화시켰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제3장에 설명한 바와 같으며 각 연구 개발 목표별의 

연구개발 실적 및 달성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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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유체계통 개념설계 정립

유체계통 개념설계 정립을 위한 연구의 실적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유체계통 설계요건 

보완

 -각 계통별 유체계통설계안내서 및 계통별 설계 요건 보완

 ․설계 및 해석 결과 반  보완 

 -원자로 pool 자유표면 거동 구속요건

 -PSDRS 구조물 표면 방사율 요건

 계통설계 상세분석

 -원자로 pool 상세 해석

 -원자로 상부 지역 온도 특성 해석

 -증기발생기 해석

 ․작동 안정성 해석

 ․SG 열유체적 다차원 특성 해석

 -잔열제거 전략 해석

 ․SGACS용량 재평가

 ․발전소상태별 잔열제거방법 설정

 계통성능 분석

 -소듐-물 반응사고 초기 계통거동 해석

 ․초기  ․중기/후기

 -유체계통기기 성능 해석

 ․전자기펌프/관성보완장치

 ․SGAWT작동특성분석

 -대표적 과도기에 대한 발전소 성능 분석

보조계통 개념설계
 -일차계통 소듐 및 Helium 취급계통

 -중간계통 소듐 및 Argon 취급계통

 계통의 유체적 

기능 종합

 -발전소 운전, 제어 및 보호 기본논리    설계

 ․발전소 운전, 제어 및 보호 기본논리 설정

 ․발전소 운전조건 급격변화 수용논리 설정

 ․제어 대상인자의 검토 및 조정

 -계통별 설계 기능의 종합적 검토

 유체계통 구성보완

 -IHX 공기 흡입 방지 설계

 -전자펌프관성보완장치 성능특성 자료 확보 

 -PHTS 전자펌프 관성보완 양정 분석

 -격남돔 냉각 설계 

 -IHTS 설계 압력 평가 및 조정

 -PSDRS 전열면적 표면 방사율계수 기준치 및 변화 허용치 설정

 -SGACS 설계 보완

 -thermosyphon을 이용한 PSDRS 용량 증대 개념 개발

 -발전소 성능분석결과 처리

 ․SG의 설계 여유도 평가를 통한 크기의 적정화

 ․전자펌프 관성보완 장치 설계조정

 -유체계통 설계개념 대체안 검토

 ․현재 개발/제안되어 있는 주요개념 검토 및 각 개념의 평가인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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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측제어 계통 개념설계 정립

계측제어 계통 개념설계 정립을 위한 연구의 실적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설계요건 보완
 -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설계요건 보완

 제어보호 기능구현

 -제어/보호 대상 기능 및 특성 조사 

 -제어/보호 구현 논리 설정

 -제어/보호 계통 작동치 설정

 ․반응도. 유량 제어 작동치 설정

 ․보호계통 작동치 불확실성 평가

 ․제어/보호 계통 작동치 예비 설정

 -제어/보호 논리구현설계 적정성 평가

 ․운전방법별 출력제어특성 분석으로 제어논리구현 설계 적정성 

확인

 ․트립논리의 기능 확인 및 보완

 -보호계통 신뢰성 평가

 ․보호계통 FMEA 체제 및 SW FTA 방법 설정

 ․보호계통 CMF 발생 원인 및 대처방안 분석 및 도출

 ․보호계통 CMF 발생 취약점 대비 보호계통 구조변경

 계측, 제어 및 보호 

계통 구성

 -건전성 계측 구성

 ․비안전계통 건전성계측 구성보완

 -시험기능 구성 

 ․트립논리기능확인

 각 계통 통합 기능 

정립
 -설계된 계측제어보호계통의 연계 조건 설정 및 연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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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념설계 보고서 및 계통설계 기술서 작성

개발된 KALIMER의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개념설계 결과를 별도

의 KALIMER 개념설계 보고서의 해당 항목에 기술하여 KALIMER 기술개

발과제 전체 차원에서 개발된 KALIMER의 개념설계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2단계에 수행된 계통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보완의 내용을 계통

별로 설계요건서와 계통기술서, 그리고 설계연계요건서를 작성하여 문서화하

다. 특히 설계요건서와 계통기술서는 설계문서의 핵심에 해담되는 점을 고

려하여 국제협력기관인 프랑스 Framatome 사의 검토를 받아 검토 의견을 

반 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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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유체계통 설계 전산체제 개선

유체계통 설계 전산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의 실적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증기 발생기 열유동 

상세 해석 및 안정성 

해석 체제 개발

 -증기 발생기 상세해석 체제 보완

 ․Shell측 압력 손실 모형 보완 

 ․노드 배치 모형 평가

 ․Tube bundle과 shell 측 유동저항 모형

 ․Tube측 동일압력 경계조건 적용

 -안정성 해석 체제 개발 

 소듐-물 반응 사고 

후반기 거동 해석 

코드 개발

 -소듐-물 반응 후반기 거동 특성 조사

 -분석 모형 설정

 -사고시 복잡한 기포 거동의 단순모형화 기법 개발

 -이차 압력상승 특성해석 모형

 -이차 압력상승 특성해석 코드 개발

 전자펌프 관성보완 

장치 성능해석 체제 

개발

 -실험요건 설정

 -전자펌프관성보완장치 성능특성 자료 확보 

 -관성보완장치 모형 설정

 -전자 펌프 해석 모형 보완

 -전자 펌프와 관성보완장치 모형의 상호 연결

 pool 소듐과 구조물간 

열전달 해석체제 개선

 -pool 상부지역 해석체제

 -pool 구조물 해석체제

 thermal striping 

열유동 해석 기본체제 

개발

 -기존 방법론 비교검토

 -난류해석체제

 ․LES 해석 모형 적용의 구체화 

 ․난류 특성 분석 방법론 예비 설정

 -thermal striping 열유체해석 체제 예비 설정

 발전소 과도기해석 

체제 보완

 -발전소 과도해석코드 NSSS 부분 보완

 ․소듐 팽창성, 다 loop 해석성, 제어기능

 -발전소 과도 해석코드 BOP 간이모형 개발

 PSDRS 해석코드 검증 

및 보완

 -실험자료 분석

 -코드 1차 검증 및 보완

 중간열교환기 

설계해석 체제 보완
 -1차 실험결과 검토 및 2차 실험 개선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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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종  합

이전 단계에서 개발된 개념설계를 기본으로, 해외 유사 설계경우에 대한 분

석결과를 활용하고 자체적인 설계개념 도입을 통해 설계를 보완하여 과제 목

표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 다. 또한 설계 개발의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방

법론의 기능을 확장 강화시키고 개발된 전산코드를 자체생산 및 해외실험자

료를 활용 검증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높 다.

또한 본 개념설계 결과에는 자체적인 계통 설계 개념의 추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잔열제거능력이 대폭 향상되는 개선된 피동형 잔열제거게통 설계 개념의 

개발: 

 - 복사 열전달구조물을 이용한 새로운 잔열제거 계통 설계 개념의 일본 

및 국내 특허 획득

 - thermosyphon 개념을 이용한 또 다른 새로운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

의 개발 및 특허 출원

이러한 새로운 설계 개념을 개발을 통하여 피동형 액체금속로 발전소의 용량

한계를 기존피동형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의 500MWe에서 700MWe 이상까

지로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KALIMER 계통 개념설계 정립과 방법론 개발 및 보완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우수한 파급효과가 있다.

 ◦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념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능력 확보

 ◦ 새로운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개념의 창출 및 적정성 평가 능력 확보

 ◦ 개발된 복사구조물을 이용한 피동 잔열제거설계 개념의 외국 특허 획득으

로 국내 액체금속로 기술의 독자성 확보에 기여

 ◦ 개발된 전자펌프의 성능해석 기술은 화공분야 설비 설계의 국산화에 기여

 ◦ 개발된 코드는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한국 컴퓨터 프로그

램 보호회에 등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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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된 개념설계는 국내에 액금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것

으로서 이 설계는 다음단계 연구의 출발점으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에 액금로 기술이 확보되도록 하여 수입대체효과로 

인한 외화 절약 그리고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활용, 타 원자력 발전소로

부터 방출되는 고준위 폐기물 양의 저감에 기여하여 국내 기반시설에서 

실용 및 사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의 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개발작업은 개념설계 정립까지의 계통설계 기술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전혀 경험이 없어 피상적인 수준이었던 액체금속로 계통설계기술을 전반에 

걸쳐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구사할 수 있을 수준까지의 괄목할 만한 성장

을 이루었으며, 150MWe급 pool 형 노형에 대한 계통의 개념설계가 확보되었

음. 이로써 새로운 노형개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 수행 및 새로운 계통을 개

발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 설계자료 set와 도구를 갖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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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기술에 대한 기반이 국내에 

확보되었음으로 이를 이용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의 액체금속로

의 상용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단계의 연구결과는 액체금속로 계통기술 연구의 다음 단계인 3단계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핵심기술 개발”의 연구

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대상의 구체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 계통 설계

- NSSS의 주요 계통에 대한 개념 설계를 3단계에서 수행 예정인 신개념 

계통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

  ◦ 설계 및 해석 방법론

    -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출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특성평가에 

활용 및 유체계통 전산 해석체제의 성능 개선의 출발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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