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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전 세계적으로 대용량 발전용 원자로 수요 시장의 침체와 원자력 에너지 활용 증
진 및 활용 다변화 추구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그 개발 노
력이 경쟁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소형 원자로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 활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수요 시장 형성 전망
이 매우 밝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7년부터 소규모 전력생산과 아울러 해수담수화 에너지원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출력

330

MW급

일체형

원자로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와 기술활용 시스템을 개발해왔
다.

SMART 시스템은 에너지 생산계통, 담수생산계통, 전력계통으로 구성되며

MED-TVC 공정을 이용하여 하루 40,000톤의 담수생산과 약 90MWe 의 전력을 생
산할 수 있다. SMART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SMART의 산업적 활용범
위는 열병합, 소규모 전력생산,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대형
물동량 시대를 대비한 선박추진 동력원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다목적 활용의 SMART 원자로 기술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가압 경수로 기술에
근거하고 있지만 고유안전성 기술, 피동안전기술, 계통 단순화 및 모듈화 기술, 신
개념 제작 및 설치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SMART 안전성의 획기적 제고, 경제성 향상, 환경친화성 증대로 이어진다.
본 설계보고서는 SMART 원자로계통(NSSS) 기본설계의 주요 내용과 SMART
에 접목된 신기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보제공의 범
위는 원자로계통에 국한된다. 이차계통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차계통과의 연계에 대한 정보만 기술된다. 그 외에 SMART의 활용과 관련하여
해수담수계통 기본설계 정보와 활용 경제성평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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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long-standing worldwide depression in the market for large-scale nuclear
power reactors, and efforts to promote and diversify the utilization of the
nuclear energy has nurtured an atmosphere favourable to small and medium
capacity nuclear reactors (SMR). Consequently, a number of SMR designs are
being

developed

and

ate

competing

for

deployment.

Since

SMRs

with

significantly improved safety can be used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 their
prospect in the market is promisi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been developing a
330MWt

integral

reactor,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and its application system since 1997. SMART is being developed for
use as an energy source for small-scale power generation and seawater
desalination. The SMART system can produce portable water of 40.000m3/day
using the MED-TVC desalination process and about 90MW of electricity. As
SMART technology matures, its area of application is expected to include
dedicated full-time electricity generation, electricity co-generation, seawater
desalination, district heating. and ship propulsion.
Although the design of SMART is based on the current pressurized water
reactor technology, new technologies such as inherent safety and passive safety
have been applied, and system simplification and modularization, innovations in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culminating
in a design that has enhanced safety and economy, and is environment-friendly.
The objective of this design report is to provide the overall information on the
basic design of SMART NSSS, and the applied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covers mainly NSSS design with some information on the desalination system.
For the secondary system, only the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coupling
with NSSS are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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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개요
전세계적으로 동력로(Power Reactor)는 전력생산 목적의 대용량 규모의 원자로가
대부분이며 개발 및 기술개선도 대용량 원자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소형 원자
로는 전력생산 관점에서 경제성이 대용량에 비해 떨어지므로 발전용으로는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열병합, 해수담수화 에너지원, 지역난방, 선박추진 동력원 등에 사용을
위한 소형원자로 개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형 규모의 원자로 시장형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따라 국제적인 개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일찍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다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 전
력생산과 해수담수화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경제성이 향상된 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 설계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설계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설계 개발한 소형 일체형(integral
type) 원자로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원자로계통
(NSSS) 기본설계개발의 모든 주요 설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이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정보 범위는 원자로계통에 국한되며 이차계통에 대해서
는 설계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일차계통과 연계된 개념에 관한 설계정보만 기술된
다. 그 외에 SMART의 활용과 관련하여 해수담수계통에 관한 기본설계정보와
SMART 활용과 관련한 경제성평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MART는 소형 일체형 원자로로 열출력 330MW급의 동력로이다. 개발의 목적은
소규모 전력생산과 아울러 SMART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바닷물 담수화에 이용하
는 것이다. SMART로부터 에너지(증기)를 공급받는 담수계통에서는 하루 40,000톤
의 담수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수 담수화와 함께 전력계통에서는 약
90M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SMART 원자로계통 및 원자력 해수담수계통 기본설계개발은 정부의 원자력 중
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전
력기술주식회사,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학계 등의 부분적인 협력으
로 추진되었다.

1.2 SMART 특성
SMART는 일체형 원자로로 기존의 분리형(loop type) 원자로와는 달리 노심, 증
기발생기, 가압기, 주냉각재 펌프 등이 배관 연결 없이 한 개의 압력용기 안에 내장
된 원자로이다. 따라서 분리형 원자로의 주요한 설계기준사고인 대형 냉각재상실사
고(LBLOCA)를 근본적으로 배제하였다.
SMART 설계개발에는 기본적으로 입증된 경수로 설계기술을 이용하고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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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고유안전성 개념 및 피동안전 개념 등의 혁신적인 안
전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신기술은 개별 실험 또는 시험을 통해 입증될 예정이다. 또
한 소형 원자로가 가지는 경제성 약점을 보완하며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개
념이 도입되었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특성은 고유안전성, 피동안전성, 계통 단순화, 첨단 인간
공학 연계설계 등으로 요약되며 그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고유안전성 설계특성
- 일체형 배열에 따라 대형 배관이 없으므로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근원적
배제
- 무붕산 노심설계에 따른 큰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
- 낮은 노심출력밀도에 따른 출력 천이상태 자체흡수 용이와 큰 열적 여유도
- 다량의 일차냉각수 및 큰 가압기 부피에 의해 thermal inertia가 크므로 출
력변화에 대한 열적 저항성 및 수용성 여유도
◦피동안전 설계특성
- 피동안전개념의 공학적 안전설비 (피동 잔열제거계통, 피동 노심냉각계통,
피동 원자로 과압보호계통 등)
- 원자로 안전보호 용기에 의한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시 방사성 압력균형에
따른 노심 누출 방지 및 방사성 물질 누출 배제
◦계통 단순화
- 피동안전개념을 도입함으로 각종 계통이 단순화되고 이에 따라 계통의 운
전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전성 제고
◦첨단 인간기계 연계설계
- 디지탈 기술, MMI 기술 접목으로 제어기능 향상에 따른 계통 안전성 제고
SMART의 용량은 대령 원자로 용량에 비해 1/10 이상으로 작다. 즉 단위 출력당
경제성이 매우 낮다. 이는 경제성 측면에서 소형 원자로가 가지는 원천적인 단점이
다. SMART에는 이러한 경제성 단점을 보완하고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는 설계개념
이 도입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통의 단순화
- 피동계통 접목으로 안전계통의 단순화와 밸브, 펌프, cables, pipes 등의 절
대적인 숫자 감소
- 무붕산 운전 노심 설계로 CVCS 계통 및 관련 액체 폐기물 처리계통의 최
소화
◦계통 및 기기의 모듈화, 소형 기기의 공장제작 및 현장 직접설치에 의한 건설
공기 단축
◦60년 설계수명 및 재장전 주기 3년 이상으로 경제성 향상
◦낮은

준위의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

95%

(availability), 년 1회 미만의 불시정지운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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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플랜트

가동성

◦기타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는 설계개념으로 실시간 디지털 감시 및 보호계통,
첨단 MMI 기술 등
소규모 전력생산과 동시에 해수담수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SMART의 이점은 동력로의 중소형 원자로가 가지는 이점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모듈식 다 수기 건설이 가능하며 건설소요부지가 작음
◦소규모 전력망에 연결이 용이
◦도서지역, 격리지역 등 전력망이 없는 곳에 활용이 용이
◦대규모 전력망에 연결 시 계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음
◦안전성이 매우 높아 도시 인접 건설 가능
◦초기 투자비가 작아 투자의 위험부담요소가 낮음
이와 같은 SMART의 높은 안전성, 향상된 경제성, 투자비 보호성 및 다양한 활
용성의 특성과 장점은 타 중소형 규모의 원자로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며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SMART 개발일정
한국원자력연구소는 SMART의 본격적인 설계개발 전에 신형원자로에 대한 핵심
기술개발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1994년 7월부터 1997년 7월까지 3년간
수행하였다. 동 연구개발에서는 고유안전기술, 피동안전기술 및 피동적으로 작동하
는 기기 개념에 대한 연구 개발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들 기술이 접목된 노
형연구, 원자로의 다목적 활용연구 등이 병행되었다. 동 연구결과로 원자력 에너지
의 해수 담수화에의 이용과 전력생산의 열병합 목적과 피동형 중소형 원자로 개발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노형은 가압경수로로 획기적으로 안전성이 제고되는 일체형
원자로로 선정되었다.
상기 연구의 중간 결과를 활용하여 열출력 330MWt 급의 일체형 원자로 SMART
에 대한 개념개발 연구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으로 1996. 11월부터 1997. 7월까지
추진되었다. 두 연구의 결과로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개발 가능성과 지속적 개발의
타당성이 확인되어 SMART 설계개발이 1997.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원
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SMART의 설계개발은 2단계 약 5년간 수행
되었으며 그 개발 일정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립되었다.
◦제 1 단계 (1997. 7 - 1999. 3) : SMART 원자로계통 개념설계
◦제 2 단계 (1999. 4 - 2002. 3) : SMART 원자로계통 기본설계개발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원자로계통 개념설계와 이차계통에 대한 개념정립이 수행되
었으며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설계 및 해석기술 개발이 병행되었다. 또한 개념의
기술적 성립을 확인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열수력 실험이 다수
수행되었다. 설계에 적용한 기술기준과 관련하여서는 KEPIC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일체형 노형의 특성으로 인해 기준 만족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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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보완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원자로계통에 대한 본격
적이 기본설계개발과 담수계통에 대한 기본설계 개발이 추진되었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설계에 대해 기존 인허가 기준 및
지침 대비 비교 평가를 통한 현안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설계개발에 반영하는 방안
을 강구하였다.
기본설계개발의

이후의

개발에

SMART 설계 및 기술에 대한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전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학회가 주관이 되고 정부,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로 2000년 8월
부터 8개월간 SMART 설계현황, 기술, 활용성 전반에 걸쳐 기술성, 인허가성, 경제
성 등을 평가한 결과 지속 개발 타당성 및 기술실증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SMART-P) 건설 필요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SMART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였
다. SMART 기술의 실증을 위한 파일럿 원자로의 열출력 용량 규모는 SMART 용
량의 1/5 규모인 65MWt 하며 활용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설계의 유연성을 확대하
도록 하였다. 수립된 SMART 개발사업의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3 단계 (2002. 4 - 2005. 3) 파일럿 플랜트 설계 및 기술실증
◦4 단계 (2005. 4 - 2008. 3) 플랜트 건설 및 시운전
파일럿 플랜트의 설계 및 건설사업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도 산업계의 주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
로계통 및 핵연료 분야의 설계 책임을 맡게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내의 원자력
기기 제작, 설계 및 엔지니어링, 건설분야의 원자력 산업계가 직접 참여하고 업무분
장에 따라 해당 역무를 수행하게 되며 필요한 소요재원도 정부와 산업계가 분담하
여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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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계기본요건 및 기술기준
2.1 일반설계요건 및 설계원칙
일반 설계기본요건 및 설계원칙은 SMART 설계개발의 기본목표인 안전성 제고
와 경제성 향상을 구현하고 SMART와 유사한 해외의 중소형 원자로와 경쟁하여
기술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SMART의 설계개념 방향 제
시에 활용하고 설계개발 시 기본요건과 원칙으로 사용하였다.

2.1.1 일반설계요건
최상위 설계요건으로 Design Philosophy에 해당하며 모든 원자로계통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를 만족하여야 한다.
◦SMART는 가압기, 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주냉각재펌프 등 주기기
가 노심과 같이 동일한 한 개의 압력용기에 설치되는 일체형 원자로로 설
계
◦핵증기 공급계통(NSSS)의 열출력은 330MWt로 설계
◦핵증기 공급계통은 소내 전력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핵증기 공급계통의 설계는 최대한 단순화하고, 주요 기기들을 모듈화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가능하면 모든 안전계통은 압축공기, 중력 및 스프링 등 자연력을 이용한
피동작동개념을 도입하여 안전계통의 작동 시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설계
◦충분한 설계여유도를 확보하고 입증되고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
◦안전정지 지진요건은 0.3g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내 임의의 부지에도 건설
할 수 있도록 설계

2.1.2 설계원칙
SMART 설계개발의 일반설계요건을 만족시키는 설계개발의 일반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운전 및 보수 측면에서 설계 단순화 추진
- 피동안전개념 도입으로 각종 계통의 단순화 및 기기 수 축소
- 첨단 인간공학 개념 도입으로 운전원의 실수 배제
◦충분한 설계 여유도 확보
- 사고 저항력 증진과 충분한 운전조치 여유시간 제공
◦입증기술 사용
- 기존 가압경수로 설계에서 입증된 기술을 사용
-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은 개별 검증실험 및 시험을 통해 입증

2.2 안전성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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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SMART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목표와 설계개발 시 반영되
어야 할 안전성관련 요건을 기술하였다.

2.2.1 주요 안전성 목표
SMART는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획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목표하고 있는바 이
와 관련된 주요 안전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노심 손상빈도는 10-7/RY 보다 작아야 함
- 지진 및 파업을 제외한 내외부 사건을 포함하고 PSA를 통해 확인
◦방사는 대량 누설사고빈도는 10-8/RY 보다 작아야 함
- 매우 낮은 노심 손상빈도와 안전보호용기를 통한 사고빈도 최소화
◦방사선 방호목표로 부지경계에서 주민의 전신 피폭선량이 0.01SV (1rem)
을 초과할 확률을 10-8/RY 이하로 함
- 사고 시 주민들의 비상 소개 불필요 목표

2.2.2 주요 안전 요건
SMART에 대한 상기의 주요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립되고 설계개발
과정에서 적용된 주요 안전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일체형 원자로 특성에 따른 방사선 조사에 저항력이 충분한 최적의 재료
를 핵증기 공급계통에 사용
◦노심의 열적여유도는 15% 이상 확보
◦사고시 원자로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계통 설계
◦교류 전원 상실사고와 함께 안전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원의 조치
없이 최소한 72시간 동안 원자로심을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어야 함. 또한
72시간 경과 후에도 운전원의 단순 조작만으로도 원자로심의 냉각이 가능
하여야하며, 특히 외부로부터 도움은 최소화 함
◦소내 또는 소외에서 사람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이 국내 관련법에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됨
◦안전 관련 기기는 정상 운전 및 사고 후 환경조건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안전성이 보증되어야 함
◦핵증기 공급계통은 안전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 경보장치와
함께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계통이 구비되어야 함
◦핵증기 공급계통은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계통의 기능 상실과 안전관련 계
통의 단일 고장을 동반한 안전정지 지진과 동시에 소외 전력의 상실로 인
하여 원자로가 정지되었을 경우 36시간 이내에 원자로를 저온정지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저온정지 설비는 EPRI 피동형 원자
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원자로의 안전해석에 사용된 해석적 방법론 및 전산 프로그램은 국내 규
제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론 사용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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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증기 공급계통은 과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며 또한
자동적으로 원자로의 정지가 되지 않는 예상된 과도상태(ATWS) 발생시
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반응도 출력계수가 모든 원자로 상태에서 항상 음이 되도록 원자로를 설
계
◦충분히 개선된 인간기계간 연계계통을 사용하여 가능하면 정상운전중 고
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
◦원자로 운전 또는 안전에 중요한 회전 기기 및 고압계통의 고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누수감시, 진동 및 다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잇는 기
술을 사용
◦배관 파단사고에 대하여 핵연료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정상적인 안전계통 작동신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계통의 작동을 운
전원이 무시하고 안전기능에 반하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설계
◦격납계통은 안전보호용기와 격납용기로 구성되며, 격납계통과 관련한 설계
에 있어서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격납계통을 통한 효율적인 열제거 및 방
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격납계통을 설계하여야 함. 특
히 격납계통의 설계압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냉각재
상실사고 또는 증기관 파단사고를 고려하여야 함
◦설계기준 사고시의 선원항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선원항은 NUREG- 1465
를 기준으로 함
◦설계기준 사고시 UO2 핵연료 경우 피복재의 75%가 산화됨으로써 발생하
는 수소의 양을 포함한 전체 수소량이 격납용기내의 공기량에서 13%를 초
과하지 않도록 수소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격납계통을 구성하는 기기(격납용기 차단밸브 등)는 사고시 격납용기의 건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격납용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
고가 발생한 계통 또는 기기로부터 충분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
계하녀 공통고장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다중 방호개념을 도입하여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격납용기의 누설율이 0.5wt%/일 이하가 되도록 설계
◦설계기준사고 발생 시 사용되는 공학적 안전계통은 냉각수 주입, 원자로심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피동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능동계통을 사용할 수 있다. 피동적 방법에는 중력, 자연순환,
배터리 및 압축 유체에 저장된 에너지, 체크밸브 및 작동에 에너지가 불필
요한 밸브 등을 이용
◦기본적으로 SMART의 계측 및 제어계통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기능을
제외한 일체의 안전 교류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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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SMART는 모든 교류 전력 손실사고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를 위하여 주 발전기로부터 전력공급 외에 외부
로부터 전력공급 등, 최소한 두 개의 비안전 등급 교류 전력원을 확보하여
야 하고 이들 교류 전력원 중 최소한 한 개는 소내 발전기로부터 공급되
어야 함

2.2.3 중대사고관련 주요 안전요건
한국에는 아직 중대사고와 관련된 인허가정책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SMART는 매우 낮은 노심손상빈도 등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근본적
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사고를 대비한 방호설비 설계대신 완화설계를
요건으로 정립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NUREG-1070 요건 만족
- SMART 핵증기 공급계통 설계개발 시 NUREG-1070 요건에 의한 인
허가 과정 중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
- 핵증기 공급계통은 TMI 요건에 따라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
- 핵증기 공급계통은 USI, 상위 및 중위의 GSI에 대하여 제안된 기술적인
해결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
- 핵증기 공급계통은 가능한 한 중대사고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
- SMART에 적용되는 확률론적 위험평가(PSA) 레벨 I을 수행
◦격납계통 설계 방안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격납계통이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격납계통의 성능은 원자로 부지 외부에
서 방사선량의 제한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격납계통의 기밀
유지성이 확보되어야 함
◦중대사고 선정 방안
- 중대사고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의하여야 하며, 이들 중대사고 선정
과정에서 중대사고 완화를 위하여 작동이 필요한 순서 및 해석을 수행
하여 이들 결과가 중대사고를 완화하기 위한 격납용기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야 함
◦ 부속장비 접속 방안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 또는 외부
의 도움이 필요한 임의의 장비를 접속 및 사용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방
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도록 영구적인 부속장비 접속 설비를 갖추어야
함

2.3 성능관련 요건
SMART가 목표하는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계개발 시 기술적으로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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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주요 성능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다.
◦SMART 설계수명은 60년으로 설계
- 설계수명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기기를 교체할 수도 있으며 재료의
피로, 부식, 열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취성 등 재질의 특성변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따라서 기기의 교체가 용이하고 재질의 설계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해석과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핵증기 공급계통은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전 출력 운전에서 원자로/터빈 정지 없이 소내부하로 운전모드의 변경 가
능
- 원자로 불시정지회수를 1회/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안전에 관
계되는 원자로 정지 신호의 최소화
- 원자로 기동 운전 시 자동운전모드에서 원자로 냉각계통의 가열은 원자로
심의 핵분열 출력에 의해 기동
- 20% 이상의 출력운전시 5%/분의 출력변동이 가능한 부하추종능력
- 90% 노심수명 운전 시 일일부하추종능력 확보
- 교류 상실사고 발생 시 72시간 동안 SMART 계통 및 기기는 설계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원자로 냉각계통은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핵증기 공급계통은 일차계통의 냉각재가 자연순환에 의하여 순환 시 정격
출력의 25% 까지 출력 생산
-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연결된 모든 배관에는 내경 7mm, 길이 25mm의 유
량 제어장치를 설치
◦원자로심은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무붕산 노심 운전
- 최소 36개월의 재장전 운전주기
- 핵연료는 UO2 세라믹 기술 이용
◦증기발생기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10%의 관막음 여유도를 가질 수 잇도록 전체 전열면적 설계
- 정상운전 중 출구에서의 증기온도는 최소 40℃ 이상의 과열상태를 유지
- 전열관 내에서 유동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됨
- 증기발생기를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
기를 통한 압력강하를 가능하면 작게 할 것
- 증기발생기가 압력용기 내부에 설치되므로 증기발생기에 피폭되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사선 피폭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 사용 및
적절한 방사선 차폐체를 설치할 것
◦가압기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가압기를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설치하고 기능의 단순화를 위해 가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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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이용한 자기가압 방식 채택
-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저온 정지상태로부터 전 출력 운전에 도달할 때까
지 충수 및 냉각재 추출이 없도록 원자로 냉각재의 열팽창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
- 원자로심 출구온도 변화에 대해 가압기 내부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원자
로 출력 변화에 따른 일차계통의 압력 변동을 최소화 할 것
◦주냉각재펌프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축 밀봉재와 관련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캔드모터(canned motor)를
사용
- 주냉각재펌프를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설치 후 냉각재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torus seal ring으로 용접할 것
- 펌프축의 진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제거할 것
- 고속 및 저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 펌프의 회전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펌프 모터에 공급하는 전원은 주파
수제어 인버터를 사용
◦제어봉구동장치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반응도 조절 수단으로 원자로 냉각재에 붕산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출력
변동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미세 반응도 제어 능력을 보유
- 제어봉구동장치는 안전해석 결과에 의해 요구되는 원자로 정지가 가능하
도록 신속한 삽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 제어봉구동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된 경우 제어봉은 중력과 같은 자
연적인 힘에 의하여 원자로심에 삽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방사성 폐기물처리 계통, 수처리 계통 및 방사선 차폐설계 기준 설정 시 규
제요건과 일치하는 핵연료 비율을 사용
◦SMART 전체 운전기간 중 운전 및 보수와 관련하여 종사원에 대한 평균 방
사선 피폭량은 1 Man-Sv/년 (100 Man-rem/년)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상의 SMART 설계개발에 적용된 일반설계요건, 설계원칙, 안전성관련 요건 및
성능관련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2.3-1]에 기술되어 있다

2.4 기술기준
원자로의 개발 또는 설계 시에는 요구되는 기능요건과 안전요건을 동시에 만족하
는 개발 또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인허가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
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계통의 설계분야인 핵연료, 노심, 방사선차폐, 유체계통, 기
계구조, 안전 및 사고해석, 계측제어계통 분야에서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선
정한 법규 및 규제요건, 산업코드(Codes & Standards)등이 적용된 개발 또는 설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 법규 및 기술기준의 대부분이 일체형 원자로인 SMART에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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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겠지만 일체형 원자로의 고유한 기술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분의 법규 및 기술
기준은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규 및 기준을 대상으로
SMART에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정
립 또는 개발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SMART 설계개발은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였으며, 적용이 어려운 부
부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는 방향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조사․평가가 이루어진 대상 법규 및 기준은 아래 표 2.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종류 180가지에 달한다. 이 중 총 152종에 이르는 법규 및 기술기준이
SMART 설계에 문제없이 적용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28종의 법규 및 기준
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체형 원자로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한적으로 적용이 될
법규 및 기준항목에 대하여 각 설계분야별로 세부적인 기술검토를 하였다. SMART
설계개발에 대하여 고려된 법규 및 기술기준, 적용 가능성 평가내용 및 기술검토
내용 등은 참고문헌[2.4-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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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SMART에 적용될 법규 및 기술기준

번호

조사 적용가능
주 관련분야
항목수 항목수

기술 기준법

1

대한민국 원자력법

3

참고용

전 설계분야

2

한국전력기술기준

1

참고용

기계설계,
기기개발

3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0

14

전 설계분야

4

US NRC Regulatory Guide

58

50

전 설계분야

5

미국 기계학회 기술기준 (ASME Code)

9

7

기계설계,
기기개발

6

미국 국가표준협회 기준 (ANSI Standard)

22

19

전 설계분야

7

미국 원자력학회 기준v(ANS Standard)

4

4

노심설계,
안전해석

8

미국 시험 및 재료학회 기준
(ASTM Standard)

12

12

기계설계,
기기개발

9

미국 전기 및 전자협회 기준
(IEEE Standard)

26

21

계통설계,
MMIS설계

10

미국 강 구조학회 기준 (AISC)

1

1

계통설계,
기계설계,
기기개발

11

미국 계측협회 기준 (ISA)

2

2

계통설계,
MMIS설계

12

미국 용접학회 기준 (AWS)

1

1

기계설계,
기기개발

13

미국 군사규격

1

1

MMIS설계

14

미국 전력연구원 기준

3

3

MMIS설계

15

Standard Review Plan

5

5

노심설계

16

NUREG

10

10

MMIS설계

17

SECY

2

2

MMIS설계

160

152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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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MART 설계
3.1 SMART 원자로계통 Overview
3.1.1 원자로계통 일반구성
SMART 원자로는 일반적인 가압경수로형 Loop형 원자로와는 달리 일차냉각
재계통 및 주기기가 연결 배관 없이 한 개의 압력용기 내에 배치되어 일차계통 유
로를 형성하는 일체형원자로(Integral Reactor)이다. 즉, 핵연료 및 노심, 12개의 증
기발생기, 1개의 저온 자기가압기, 12개의 제어봉구동장치와 4개의 주냉각재펌프가
한개의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로이다. 주기기간 배관 연결 없이
주기기를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Loop형 원자로가 가지는 대
형 냉각재 상실사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1의 SMART 핵증기공급계통 구성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노심에서
생성된 열을 증기발생기를 통해 이차측으로 전달해주는 일차계통은 매우 단순하다.
일차냉각재계통의 유로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서만 형성되고 압력용기 내에 설치
되어 있는 증기발생기 세관 내부를 흐르는 이차계통 급수에 열을 전달하게 된다.
SMART 원자로 계통 구성은 일차계통 유로가 형성되는 원자로 집합체를 포함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잔열제거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비상붕산수주입계통, 충수계통,
정화계통, 기기냉각계통 및 안전보호용기로 이루어진다. 잔열제거계통은 4 개의 계
열로 이루어져 증기 추출, 급수공급 중단사고, 전원공급 상실사고 등의 경우에 원자
로 노심붕괴열을 제거한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제어봉에 의한 원자로 운전정지
불능시 원자로 정지를 위한 계통이며 충수계통과 연결되어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은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등의 경우에 노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냉각수 주입을 통
한 노심 냉각기능을 수행하며 2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충수계통과 연결되어 있다.
충수계통은 운전초기의 일차 냉각재 및 운전중 일차 냉각재의 누설량을 보충하는
주기능을 가지며 2개의 계열로 이루어진다. 원자로가 계획정지 또는 보수를 위한
정지 운전시 원자로 냉각재의 수질을 제어하고 정화하기 위한 정화계통은 off-line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SMART 원자로의 정상 운전 증 주냉각재 펌프, 제어
봉구동장치, 가압기, 내부차폐수조의 냉각기 등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기기에서 발생
하는 열을 제거하는 기기냉각계통이 있다. SMART 원자로계통에서 특이하게 존재
하는 안전보호용기는 사고시 노심손상을 방지하고 방사능 물질의 외부 노출을 억제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부분의 원자로계통을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각 계통의
상세한 설계개념 및 설계내용은 본 보고서의 해당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1-2는 SMART 일차계통과 연결되어 전달된 과열증기로 터빈을 구동하게 되는
이차계통의 개념 구성도를 보여준다.

3.1.2 주요 설계변수
일체형원자로 SMART의 원자로계통에 대한 기본설계 개발을 통해 주요 설

- 13 -

계변수들이 확정되었으며 추후 최적화 및 상세설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
다. 주요 계통별 설계내용 및 설계변수는 본 보고서 해당 절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SMART 원자로계통의 주요설계변수는 표 3.1-1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3.1-1 SMART 주요 설계변수
주요 설계변수

항목

330 MWt

원자로심 출력

60 년

설계수명

36 개월

재장전 주기

90 %

평균 이용율

17 MPa

일차계통 설계압력

15 MPa

일차계통 운전압력

℃ 270

원자로심 입구온도

℃ 310

원자로심 출구온도

3.0 MPa

주증기 압력

℃ ≥274

주증기 온도

℃ 180

주급수 온도

152.5 kg/s

2차계통 증기생산 능력

ڄڏۓڃڮڭڣڭګ
ۇۀێێۀڱٻڿۍڼېۂۀہڼڮ
گڞ

گڞڠ

ڄڍۓڃۈۀۏێ۔ڮٻۋېۀۆڼڨ

ڄڍۓڃڮڞڞڠ

ۋېۀۆڼڨ
ۆۉڼگ

ٻڞڞڠ
ۆۉڼگ

۔ھۉۀۂۍۀۈڠ
ۉۊۍۊڝ
ۉۊۄۏھۀۅۉڤ
ۆۉڼگ

ڄڎۓڃۍۀڿۉۄۇ۔ڞٻێڼڢ
ۋېۀۆڼڨ
ۋۈېګ

ڄڎۓڃڱڭڮڪګ
ۀۉۄڧٻۈڼۀۏڮ
ۀۉۄڧ ۍۀۏڼےڿۀۀڡ
ۀۏڼێۉۀڿۉۊڞ
ۋۈېګ

ۇڼھۄۈۀۃڞ
ٻۉۊۄۏۄڿڿڜ
ۆۉڼگ

ۍۀێۉۀڿۉۊڞ

ۈۀۏێ۔ڮٻۉۊۄۏڼھۄہۄۍېګ

گڮڤ

ڨڟڠڞ
ڄڔڏۓڃ

ګڞڨ
ڄڏۓڃ

ڭڵګ
ٻۉۊۄۏڼھۄہۄۍېګ
ۋۈېګ

ۈۀۏێ۔ڮٻۂۉۄۇۊۊڞٻۏۉۀۉۊۋۈۊڞ
ۈۀۏێ۔ڮٻۏۉڼۇۊۊڞٻۍۊۏھڼۀڭ

Normally Opened
Normally Closed

그림 3.1-1 SMART 핵증기공급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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ۈۀۏێ۔ڮٻۂۉۄۇۋۈڼ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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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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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이차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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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자로집합체 및 내부구조물
3.2.1 설계기준 및 요건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설계요건은 성능 및 기능 요건, 설계 요건, 시험 및
검사 요건, 재료 및 제작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3.2.1.1 성능 및 기능 요건
∙핵증기공급계통(NSSS)을 구성하는 기기와 계통은 설계수명 동안 발생하
는 모든 정상상태 및 과도운전상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수명은 60년
이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노심 및 주요 기기를 담는 단일 용기의 기능을 수행하
며, 외부 하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상운전 및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의 역할을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은 노심지지구조물과 내부구조물로 분류되며, 노심을 지
지하고 제어봉을 안내․지지․보호하며 냉각재의 유동통로를 제공한다.
∙원자로 지지구조물은 원자로집합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며, 설계기준사
고 및 설계기준 초과사고시 원자로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흡수한다.
∙가압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되어 정상운전 중 냉각재의 열팽창을
흡수하며, 별도의 스프레이나 가열기 없이 계통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정상운전 중 요구되는 운전성을 제공하며, 비상상태나 사고시에도 요구되
는 운전성을 제공하고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자로집합체의 부품과 내부구조물은 빠른 시간에 분해가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지지구조물은 운전 중에 원자로 압력용기가 수직 축에 대해 회전하지 않
도록, 그리고 다른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노심 형상을 유지하여 제어봉 삽입요건
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기기는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조건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3.2.1.2 설계 요건
원자로집합체 주요 기기의 설계는 각 기기의 분류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한다. 기기의 분류는 그 기기의 역할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하중상태 등
을 고려하여 분류되는데 주요한 분류로는 안전등급, 내진범주 및 기기등급이 있다.
3.2.1.2.1 안전등급 (Safety Class)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기기는 과기부고시 제 94-10호
및 ANSI/ANS 51.1에 따라 안전등급이 분류된다. 안전등급 1, 2, 3 및 비안전등급
(NNS)은 각각 USNRC Reg. Guide 1.26의 품질그룹 A, B, C, D와 동등하다. 이 기
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규정하고 기기의 설계와 제작을 위한 코드, 표준 및 품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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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조항을 선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각 기기별 안전등급의 분류는 다음

과 같다 :
∙원자로 압력용기, 지지구조물, 내부차폐탱크는 ANSI/ANS 51.1에 따라
안전등급 1의 요건에 따라 설계한다. 계통의 안전등급과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의
안전등급은 동일하지만, 일부 기기가 연관 계통의 안전등급과 다르게 정의될 경우
에는 각 기기에 대한 안전등급을 별도로 정의한다.
∙가압기의 경우 중앙덮개는 안전등급 1, 그리고 나머지 부품은 안전등급
3으로 분류한다.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로 분류된 기기는 안전등급 3의 요건에
따라 설계한다.
3.2.1.2.2 내진범주 (Seismic Category)
원자로집합체 구조물은 기능의 손상 없이 지진 영향에 견딜 수 있는가
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설계기준이 되는 안전정지지진 하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
여야 한다. 10CFR50， 부록 A,

일반설계기준 2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USNRC

Reg. Guide 1.29의 내진 요건에 따라 설계되며. 내진범주 I, II 및 III의 3개 등급으
로 분류한다. 원자로집합체 부품은 내진범주 I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
3.2.1.2.3 하중분류 및 조합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기기의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및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의 요건에 따라서 수행
되어야 한다. 특히 “해석에 의한 설계(design by analysis)” 방법에 따라 구조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기기들은 운전중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들 기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정의하기 위하여
ASME Code 및 전력산업기술기준에 정의된 하중과 조합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만
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동적 하중의 조합은 NUREG-0484에 준하여야 하며, 동
적해석 방법은 적용할 기술규격에서 승인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
3.2.1.2.4 환경 요건
∙압력용기집합체는 정상운전중 존재하는 가장 가혹한 온도, 압력, 습도
및 방사선 조사의 조건에서 60년의 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용기집합체는 설계기준사고 동안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가장 가혹
한 온도, 압력, 습도 및 화학재 살수(chemical spray)의 환경조건 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며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용기,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일차냉각재의 화학적 환경
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2.1.2.5 기타 요건
그 외에도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원자로 압력용기 및 내부의 모든 부품의 검사, 정비, 수리가 가능하도록

- 17 -

설계하여야 한다.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한계는 ASME Code Section III의
Appendix G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과압보호 요건 : 원자로계통은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
치를 가져야 한다.
3.2.1.3 시험 및 검사 요건
3.2.1.3.1 시험 요건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기기는 요구되는 모든 시험 요건을 만족하여
야 하며, 상세한 절차를 수립,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에 해당하는 압

력용기집합체 및 그 부품은 IEEE 344-1987에 따라 내진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3.2.1.3.2 검사 요건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기기와 계통의 설계는 ASME Code Section
XI로 요구되는 가동중검사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검사를 요하
는 해당 기기에 대한 검사 절차와 평가방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 압
력용기 및 그 부품에서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모든 용접면에 대한 가동전 및 가동

중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ASME
Code Section XI의 검사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2.1.3.3 종합 진동평가 프로그램 (Comprehensive Vibrational Assesment
Program)
정상운전

및

과도

운전상태에서의

유체유발진동

(flow-induced

vibration)에 대해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운전
(pre-operation) 및 초기출력시험 (initial startup test) 기간 중에 종합 진동평가 프
로그램을 수행한다. SMART 원자로는 USNRC Reg. Guide 1.20의 규정에 따라서
원형 (prototype)으로 분류되며 원자로내부구조물은 원형(prototype)에 준하는 해석,
측정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2.1.4 재료 및 제작 요건
3.2.1.4.1 재료요건
원자로 계통 및 지지구조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부식 및 침식에
저항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표면에 방사능 오염이 잘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또한 원자로 공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제염방법을 사용하여 방사선 수준

을 허용치까지 낮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일차계통의 냉각재와
접하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내면은 운전기간 동안 그 물리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내부식성 재질을 피복한다.
원자로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ASME Code, Section III 또는 전
력산업기술기준(KEPIC) MN 요건을 따라야 한다.
3.2.1.4.2 제작 요건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제작에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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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통의 기기는 그 제작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원자로 계통의 기기는 일관된 공정과 품질보증계획에 의하여 그 품질이
보증되어야 하며, 기기분류에 적합한 품질보증 및 검사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냉각재 순환계통의 연결부는 일반적으로 용접으로 밀봉하여 누설 가능
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원자로계통의 기기는 균열이나 거친 면, 접근이 불가능한 공간 등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3.2.2 원자로집합체 전체 배치
3.2.2.1 핵증기공급계통의 구성
SMART 핵증기공급계통의 기본적인 전체 배치 개념은 그림 3.2.2-1과 같
다. 주요 기기는 격납용기 내부에 설치되며, 일차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는 안전
보호용기 내부에 설치된다. 안전보호용기는 이차계통을 둘러싸는 원통형 구조물이
며, 내부에는 원자로집합체가 설치된다. 안전보호용기 외부에는 이차계통과 관련된
구조물, 배관, 탱크, 핵연료 저장조와 같은 재장전 관련 구조물 등이 배치된다. 안전
보호용기는 내부차폐탱크의 상부에 설치하여 원자로집합체를 주변 기기와 격리시키
며, 내부에는 각종 계통을 구성하는 배관과 압력용기의 지지점을 제공한다. 안전보
호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핵증기공급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집합체 (Reactor Vessel Assembly, RVA)
∙내부차폐탱크 (Internal Shielding Tank, IST)
∙외부차폐탱크 (External Shielding Tank, EST)
∙안전보호용기 (Safeguard Vessel, SV)
3.2.2.2 주요 기기의 구성 및 기능
3.2.2.2.1 원자로집합체
SMART는 분리형 원자로와 달리 일차계통 주요 기기 및 연결 배관, 그
리고 가압기를 단일 압력용기 내부에 설치한다. 따라서 전체 배치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압력용기 내부에 설치될 기기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원자로 압력용
기는 핵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주요 기기가 설치된 단일 압력용기이며, 내부차폐탱
크의 상부에 설치한다. 그림 3.2.2-2는 SMART 원자로집합체를 표시한 것이며, 주
요 기기가 압력용기 내부에 배치된 형태를 보여 준다. 압력용기는 환형덮개, 원통형
쉘, 하부 타원형 쉘 및 원추형 지지 스커트로 구성되며, 내부차폐탱크의 상부를 이
용하여 지지된다.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에는 4개의 주냉각재펌프(MCP), 49개의 제
어봉구동장치(CEDM) 및 각종 노즐과 배관이 설치된다. 가압기는 중앙덮개와 일체
로서 환형덮개 상부로부터 설치되며, 가압기 아래에는 핵연료 및 노심 관련 구조물
이 설치된다. 증기발생기는 압력용기와 노심지지배럴 사이의 환형 공간에 동심원으
로 12개가 배치되며, 냉각재 순환과 관련된 구조물과 증기발생기 주변 구조물이 증
기발생기를 중심으로 설치된다. 노심 주위에는 압력용기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선량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면차폐통집합체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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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핵증기공급계통 전체 배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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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SMART 원자로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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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2 내부차폐탱크
내부차폐탱크는 그림 3.2.2-3과 같은 원통형 구조물로서 원자로집합체의
지지점을 제공하며, 압력용기의 하부를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내부차폐탱크는 운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을 차단하여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방사선 환경요건을
유지하고, 압력용기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냉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내부차폐
탱크는 원자로 과압보호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포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차폐탱크의 내부에는 방사능 차폐를 위한 차폐체가 동심원으로 설치되고,
압력용기로부터 전달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냉각수 순환을 위한 독립적인 기기
냉각계통을 설치한다. 차폐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부에는 별도의 강화 구조물과
냉각수 유동을 위한 유로가 설치된다. 내부차폐탱크 내벽과 압력용기 사이에는 적
정한 공간을 두어 압력용기에 대한 단열 기능을 제공한다.

䞌䝉⒢ᵐ

⇨⺴㵜䔄䈥䆠
㫴㫴G㏘䀘䏬
㵜䔄㷨

㚉⥙㟝ὤ

그림 3.2.2-3

내부차폐탱크와 압력용기의 설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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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3 외부차폐탱크
외부차폐탱크는 내부차폐탱크의 외곽을 둘러싸는 원통형 구조물로서 내
부차폐탱크와 외측을 공유하여 제작한다. 외부차폐탱크는 안전보호용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점을 제공하며, 핵증기공급계통을 구성하는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점
으로 사용된다. 또한 외부차폐탱크는 내부차폐탱크의 냉각기능을 지원하고 추가적
인 방사능차폐 기능을 수행한다. 외부차폐탱크의 상부는 핵증기공급계통을 구성하
는 각종 기기의 설치를 위한 지지점이 설치되며, 내부에는 원자로집합체 감압계통
과 연결된 배관이 설치된다. 외부차폐탱크는 내부차폐탱크의 설계 목표에 따라 부
분적인 변형을 통하여 내부차폐탱크로 대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도록 개발되었
다.
3.2.2.2.4 안전보호용기
안전보호용기는 핵증기공급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용기이다. 안전방호용기는 일차 계통에서 누출되는 방사능을 일차적으로 용
기 내부로 제한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므로 설계기준 사고시 원
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방출되는 모든 방사능 물질은 일차적으로 안전보호용기에 의
하여 차단된다. 또한 지진이나 외부 하중의 영향으로 인해 격납용기 내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산물로부터 원자로집합체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
전방호용기의 상부에는 원자로집합체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통로(hatch)가 설치되
며,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냉각과 공기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계통이 외벽에 설치된
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에는 각종 계통과 관련된 압력용기, 배관 및 밸브의 지지점을
제공한다.
3.2.2.3 주요 기기의 설계 요건 및 하중
핵증기공급계통을 구성하는 기기와 계통은 설계수명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
상상태 및 과도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설계수명은 60년이다. 기기와 계통
의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및 KEPIC MN의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주요 기기는 안전
등급 1의 요건과 내진등급 I의 요건을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내부차폐탱크 및 외부
차폐탱크는 지지구조물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내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지지구조
물로 구분하지 않고 안전보호용기와 같이 압력용기의 범주로 분류하며, 원자로집합
체 지지 스커트는 지지구조물로 분류한다.

3.2.3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
3.2.3.1 원자로 압력용기
3.2.3.1.1 구조, 기능 및 재질
원자로 압력용기는 노심과 주요 기기들을 지지, 보호하기 위한 원통 쉘
모양의 압력용기로서 일차계통의 주요한 기기 - 가압기,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
등 - 가 용기 내에 위치한다. 즉, 압력용기집합체는 일차계통의 주요 기기들을 하나
로 일체화하여 위치시키고 운전중 이를 보호하며 내부 압력에 대한 압력경계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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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한다. 또한 필요한 운전인자를 제공하고 방호벽을 형성하여 방사성 부산물
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 용기는 2개의 원통 쉘과 타원형의 바닥 및
플랜지를 용접하여 구성한다. 한편 용기의 덮개는 내장형 가압기의 일부분을 구성
하는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의 두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용기 내면과 덮개의 내
면은 일차계통 냉각재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스테나이트강
재질의 피복을 한다. 용기의 측면에는 증기 및 급수의 통로인 12개의 노즐이 설치
된다. 이들은 용기를 관통하는 구멍의 수 및 크기를 줄이기 위해 동심의 이중관 형
태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압력용기(그림 3.2.2-2) 의 설계는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 내진등급 I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수행된다.
압력용기의 제작은 단조, 피복용접, 기계가공에 의하여 낱개의 부분을 제작한 후
완전용입 용접으로 이들을 접합하고 후 열처리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원자로용기의 접합 순서는 하부원통과 하부덮개의 접합, 상부원통과 플랜지의 접합,
상부원통과 하부원통의 접합 순이다.
3.2.3.1.2 환형덮개
환형덮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부에 위치하여 증기발생기와 주냉각재
펌프의 설치공간을 제공하며, 원자로 압력용기, 중앙덮개와 함께 압력경계를 형성하
는 환형의 구조물이다. 환형덮개는 운전중에는 압력경계의 상부를 형성하며 보수시
원자로내부구조물과 증기발생기 설치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며, 원자로용기와의
체결은 스터드볼트를 이용한다. 중앙덮개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탈착이 용이해야
하므로 환형덮개에 호형(弧形) 걸쇠홈을 마련하여 체결한다.

한편 방사성 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용기와 환형덮개의 연결부위는 밀봉환(seal ring)을 사
용하여 밀봉한다. 환형덮개의 재질은 SA508 Class 3이다. 환형덮개에는 4개의 주냉
각재펌프, 2개의 충수계통배관 연결노즐, 2개의 정화계통배관 연결노즐, 50개의 스
터드볼트 구멍, 4개의 노심입구 온도 계측기(증기발생기 출구), 4개의 노심출구 온
도 계측기(증기발생기 입구), 및 4개의 원자로 수위측정기, 노내계측기 (ICI) 설치를
위한 4개의 노즐 등이 설치된다.
환형덮개의 설계는 내진등급 I,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수
행된다. 환형덮개의 제작은 단조 - 구멍가공 - 피복용접 - 재가공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가공방법 및 공차, 열처리 등은 원자로용기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
3.2.3.1.3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의 기기배치
표 3.2.3.1-1과 표 3.2.3.1-2는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 상에 설치되는 노즐
및 각종 기기의 종류와 위치를 나타낸다. 스터드볼트와 주냉각재펌프 설치구 등은
환형덮개에 배치되며, segment gate 설치구는 중앙덮개에 동심원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제어봉구동장치 설치구는 중앙덮개 상에 214.05 mm의 피치를
가진 사각형 배열로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표 3.2.3.1-1과 표 3.2.3.1-2에 제시된
기기, 배관 및 계측기 설치를 위한 노즐들이 원자로 내․외부의 구조물과의 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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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여 배치되어 있다.

표 3.2.3.1-1 노즐 및 주요 배관, 계측기의 종류와 위치 (중앙덮개)

중앙덮개
기기 및 계측기

위치 (좌표)

(R: mm, θ: deg)

R

1,150

1,150

1,150

1,150

덮개 여닫음 장치

θ

0

45

90

135

(segment gate)

R

1,150

1,150

1,150

1,150

θ

180

225

270

315

제어봉구동장치

R

215.04의 피치로 49개 배열

θ
R

1,100

1,100

1,100

1,100

θ

10

190

170

350

X

650

Y

650

X

215

-215

-860

-860

Y

860

-860

215

-215

가압기 중앙공동

X

-215

(냉각재)의 온도

Y

860

가압기 중앙공동

X

(질소개스)의 온도

Y

가압기 냉각수 배관

개스실린더 연결관

가압기 압력 계측기

가압기 중앙공동 수위

위와 같은 위치에 다른 높이로 설치

X

-860

860

Y

-21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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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2 노즐 및 주요 배관, 계측기의 종류와 위치 (환형덮개)

환형덮개
기기 및 계측기
주냉각재펌프

스터드볼트 구멍

위치 (좌표)

(R: mm, θ: deg)

R

1,700

1,700

1,700

1,700

θ

0

90

180

270

R

2389 반경의 원에 50 등분하여 설치,

θ

시작 위치는 0도

R

1,900

1,900

θ

165

345

R

1,900

1,900

θ

75

255

노심입구 온도 계측기

R

1,640

1,640

1,640

1,640

(증기발생기 출구)

θ

20

110

200

290

노심출구 온도 계측기

R

1,900

1,900

1,900

1,900

(증기발생기 입구)

θ

45

135

225

315

R

1,500

1,500

1,500

1,500

θ

75

165

255

345

정화계통 배관연결노즐

충수계통 배관연결노즐

노심수위계측기

노외계측기 (ECD)

R
θ

3.2.3.1.4 원자로 압력용기 덮개의 체결장치
원자로 압력용기의 덮개는 환형덮개와 중앙덮개의 두 개로 구성된다.
이들 덮개 중 중앙덮개는 핵연료 재장전시 개폐하여야 하며, 환형덮개는 증기발생
기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열어야 한다. 손쉽게 덮개를 여닫기 위해서 두 개의
덮개는 segment gate에 이용하여 체결한다. 이 장치는 8개의 걸쇠(segment gate)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랙-피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걸쇠는 중앙덮개에 위치한 홈
안에 장치되어 있으면서, 피니언을 회전시키면 랙-치차 구동장치에 의해서 홈 내를
반경방향으로 움직여 환형덮개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걸쇠의 단면은 사각형으로서
주로 전단력을 받도록 설계된다.
이들 덮개사이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환형밀봉 용접을 사용한다. 환형밀봉용접은
누설발생시 일차압력경계를 형성하여 내압에 대하여 높은 내성을 가지면서도 덮개
의 상대 운동에 대하여 유연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용접에 의하여 밀봉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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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므로 누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3.2.3.1.5 압력용기 집합체의 재료
압력용기 집합체의 재질은 설계요건 및 기준에 제시한 요건 사항을 만
족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각 부품의 재질은 표 3.2.3.1-3과 같다.

표 3.2.3.1-3

원자로 압력용기집합체의 재료

부품 명

재료

환형덮개 (Annular Cover)
환형덮개 스터드볼트
(Annular Cover Stud Bolt)
환형덮개 환형밀봉체
(Annular Cover Torus Seal)

SA508 Class 3
SA540 Gr B24 Class 3

SA240 Type 321

중앙덮개 (Central Cover)

SA240 Type 321

중앙덮개 Segment Gate

SA276 Type 321

원자로용기 (Reactor Vessel)
원자로용기 지지 스커트
(Reactor Vessel Support Skirt)
원자로용기 피복
(Reactor Vessel Cladding)

SA508 Class 3
SA508 Class 3

AWS A5.9 ER 309

3.2.3.1.6 원자로 압력용기의 일반 설계요건
SMART 압력용기 집합체의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B의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 문

서의 NB-3200, design by analysis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성해석 설계방법을
따라야 한다.

압력용기 집합체는 설계수명 동안에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

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용기 집합체의 수명(calendar
year)은 60년이다. 압력용기 집합체, 지지구조물 및 가압기는 정상운전 중 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비정상상태나 사고 시에도 요구되는 운전성과 건전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 압력용기 집합체 및 그 부품은 용기 내에 설치되는 부품의 정비, 검사, 수
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압력용기 집합체 및 기타 주요 기기의 치수는 공
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조재는 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중에 견뎌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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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일차순환계통의 연결부는 일반적으로 용접에 의
해 밀봉한다. SMART 압력용기 집합체는 내부구조물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분
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지구조물은 운전 중에 압력용기가 수직 축에
대해 회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압력용기가 변형하여 다른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도
록 설계한다. 운전기간 동안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차계통의
냉각재와 접촉되는 압력용기의 내면은 내부식성 재질로 피복한다. 용접면에 대한
가동 전 및 가동중검사가 가능하도록 용기를 설계한다. 재질과 설계는 방사선에 잘
오염되지 않으며 제염이 손쉬워야 한다
3.2.3.1.7 기계적, 열수력학적 주요 설계 제원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전반적 치수는 그림 3.2.3.1-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주요 설계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설계수명 : 60년
․설계압력 : 17 MPa
․정상운전압력 : 15 MPa
․설계온도 : 350 ℃
․100% 출력시 노심 출구온도 : 310 ℃
․100% 출력시 노심 입구온도 : 270 ℃
․전출력에서의 주냉각재펌프 유량 : 1,585 kg/s
․압력용기 높이 : 10,625 mm
․압력용기 노심 부위에서의 외경 : 4,628 mm
․압력용기 노심 부위에서의 내경 : 4,100 mm
․원자로 압력용기 무게 (approx.) : 445 ton
․원자로집합체 무게 (노심 제외, approx.) : 820 ton
3.2.3.1.8 하중분류 및 조합
원자로 압력용기의 설계는 ASME Code Section III에 정의된 하중과 조
합을 사용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품별로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시방서에 명시된다. 설계에 사용되는 주요 하중분류는 다음과 같다.
․Normal Operating Design Data
․Plant Operating Transient Design Data
․Design and Service Loads
․Shipping and Handling Loads
․Hydraulic Loads
․Thermal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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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mm

그림 3.2.3.1-1 SMART 원자로집합체 Dimens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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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내부차폐탱크 및 지지구조물
3.2.3.2.1 원자로집합체의 지지 개념
SMART 핵증기공급계통의 지지 개념은 주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압
력용기를 지지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분리형 원자로에서는 주요 기기가
공간적인 배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각각의 기기 특성을 고려한 지지 개념이 도입될
수 있으나, SMART의 경우에는 하나의 압력용기만을 지지하는 개념을 고려한다.
SMART는 일차 냉각재가 흐르는 별도의 배관이 없기 때문에 열팽창이 압력용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압력용기의 질량이 매우 큰 설계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배관이나 노즐을 이용하는 기둥 형태의 지지 개념은 구현하기 복잡하므로
원통형 지지 구조물을 도입하여 지지 개념을 단순화하였다. 원통형 구조물은 압력
용기와 일체로 제작하기 용이하며, 외부사건에 대한 지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
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2.3.2-1은 원자로집합체의 지지 개념을 간략히 도
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집합체 지지구조물은 압력용기에 설
치된 원추형의 지지 스커트와 이를 지지하는 내부차폐탱크로 구성된다.
3.2.3.2.2 내부차폐탱크의 구성과 기능
내부차폐탱크는 그림 3.2.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에 차폐체가 설
치된 원통형 구조물로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과 방사능을 차폐하고, 원자로집
합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내부차폐탱크의 중앙부는 압력용기와 일
정한 간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외부는 원통형상을 유지한다. 차폐탱크의
상부 환형평판은 외측 원통 및 내측 원통과 연결되며, 지지 스커트와 볼트로 연결
하여 원자로집합체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내부차폐탱크는 수직방향으로의 유연성이
큰 구조적 특성을 가져야 하며,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에 맞추어 설계 인자를 최적
화하여야 한다.
차폐탱크의 내부는 냉각수를 채우고, 압력용기 하부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
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두께의 차폐체를 동심원으로 설치한다. 압력용기와 내측 원
통 사이의 공간은 압력용기의 단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차폐
탱크는 지지 구조물의 기능과 함께 과압 보호 계통이 작동될 경우 원자로집합체로
부터 방출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 및 냉각수를 포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차폐탱크는 적정한 크기의 열 용량을 가져야 하며, 운전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차폐탱크는 지지 구조물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내부 압력을 고려하여 압력용기로
분류한다. 차폐탱크 내부의 냉각수는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과 열 전달로
인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기 냉각계통을 설
치한다. 내부차폐탱크의 외곽에는 안전보호용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점을 제공하
며, 설계 목적에 따라 내부차폐탱크의 외측 원통을 공유하는 외부차폐탱크를 설치
할 수 있다.
3.2.3.2.3 지지 스커트
원자로집합체 지지 구조물은 원추 형상의 스커트 구조물로서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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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즐 부분 아래쪽에 용접하여 설치된다. 지지 구조물의 하단에 플랜지를 가공하
고 볼트를 사용하여 내부차폐탱크의 상부 평판과 연결한다. 지지 스커트는 지지구
조물로 분류하여 설계, 제작한다.
3.2.3.2.4 일반 설계 요건
내부차폐탱크 및 지지구조물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는 설계수명 동안 발
생하는 모든 정상상태 및 과도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설계수명은 60년으
로서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및 KEPIC MN의 요건
에 따라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내부차폐탱크는 운전 압력을 고려하여 압력용기
로 분류하고, 지지 스커트는 지지구조물의 규정을 따른다. 내부차폐탱크와 지지 스
커트는 안전등급 1 및 내진 등급 I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차
폐탱크내부에 설치되는 차폐체는 안전등급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차폐탱크의 재질
은 원자로압력용기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내부에는 별도의 클래딩을 사용하지
않는다. 차폐체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질을 사용하며, 볼트를 사용하여 차폐탱크의
하단에 고정한다.

㵜䔄㷨

그림 3.2.3.2-1

⇨⺴㵜䔄䈥䆠

㫴㫴G㏘䀘䏬

내부차폐탱크 및 지지 스커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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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가압기집합체
3.2.3.3.1 가압기집합체의 구성
가압기집합체는 SMART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위치하며 중앙덮개, 가
압기 용기, 가압기 내부벽, 일차 밀림관, 이차 밀림관, 제어봉집합체연장봉 안내관,
냉각관 및 습식단열재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중앙덮개는 가압기의

덮개와 동일하다. 가압기집합체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2.3.3-1 및 그림 3.2.3.3-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통해서 연결된다.

가압기는 밀폐된 용기로서, 내부와 외부는 두 개의 밀림관을

즉, 원자로용기 상부의 환형공동과 가압기 주변공동(intermediate

cavity)을 연결해 주는 일차 밀림관, 그리고 주변공동과 가압기 중앙공동(end
cavity)을 연결하는 이차 밀림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압기 내의 가스가 밖으로 빠
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원자로 환형공동(upper annular cavity)이란 가압기 용
기와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의 주냉각재펌프가 위치한 공간을 뜻한다.

그림 3.2.3.3-1

가압기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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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덮개

2. 제어봉집합체연장봉 안내관

4. 가압기 내벽 5. 가압기 중간지지판
7. 일차밀림관

8. 이차밀림관

3. 가압기 용기

6. 가압기 하부판

9. 냉각관

10. 습식단열재

그림 3.2.3.3-2 가압기 집합체 단면도

․가압기 용기
SMART 가압기는 자기가압(self-pressurization) 방식으로서 원자로 용
기 상부에 가압기 용기를 설치하여 기체공간을 두어 가압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압기 내부는 완전히 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상부가 수증기와 질소가스의 혼
합물로 채워진다.

또한 원자로 기동시의 열팽창으로 인한 일차계통 체적증가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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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기 위해 원자로 용기 외부의 질소탱크와 연결되어 있다.

원통형 용기인 가압

기 용기는 상부에 위치한 중앙덮개로 밀봉되고 가압기 용기 중간 위치에는 제어봉
집합체연장봉 안내관을 지지하는 가압기 중간지지판이 있다.

가압기 용기 하단에

는 가압기 하부판이 용접된다. 가압기 용기는 그림 3.2.3.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2.3.3-3

가압기 용기 및 내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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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덮개
가압기 덮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중앙덮개와 동일하다.
원자로용기 환형덮개와 플랜지 없는 이음장치로 체결된다.

중앙덮개는

이 고정장치는 6 개의

걸쇠(segment gat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걸쇠는 중앙덮개에 위치한 홈 안에
장치되어 있으면서 랙-피니언 구동장치에 의해서 환형덮개의 홈 내로 움직이게 된
다.

두 덮개 사이는 환형의 밀봉체로 용접된다(torus seal weld).

환형 밀봉체 및

중앙덮개의 재질은 오스테나이트 강이며 걸쇠의 재질은 내부식성 고강도 강이다.
중앙덮개(가압기 덮개)에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설치를 위한 노즐, 걸쇠의 랙-피니언
구동장치의 지관, 가압기의 냉각관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지관,

수위계의 지관, 저

항온도계의 지관 및 가압기와 질소가스 실린더를 연결하는 지관 등이 설치된다.
중앙덮개는 그림 3.2.3.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2.3.3-4

중앙덮개 단면도

․가압기 내부벽
가압기의 공간은 중앙공동, 주변공동으로 구성된다.

가압기 용기의 안

쪽에는 내부벽이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주변공동을 만드는데, 이 공간에 가압기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관이 설치된다.

가압기 바깥에 있는 원자로 환형공동과 가압기

주변공동은 일차 밀림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원자로 환형공동(upper annular

cavity)이란 가압기 용기 외부의 주냉각재 펌프가 위치한 부분의 공간을 뜻한다.
가압기 주변공동과 중앙공동은 가압기 내부벽에 의하여 분리되며, 이차 밀림관에
의하여 유로를 형성한다. 가압기 내부벽은 그림 3.2.3.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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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관
냉각관은 가압기의 주변공동에 설치되며 기기냉각계통으로부터 냉각수
o

를 공급받아 가압기의 내부온도를 적정온도(100 C 이하)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냉각관의 직경은 12 mm 이며 가압기 하부에 설치된다 (그림 3.2.3.3-5).

그림 3.2.3.3-5 가압기 밀림관 및 냉각관

․일차 밀림관
원자로용기 상부의 환형공동과 가압기 집합체의 주변공동 사이에 파이
프를 설치하여 일차 밀림관을 형성한다.

일차 밀림관의 직경은 34 mm 이며, 모두

6개가 설치된다.
․이차 밀림관
가압기 주변공동과 중앙공동 사이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냉각재의 유로
인 이차 밀림관을 형성한다. 이 파이프의 직경은 70 mm이며 2개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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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은 제어봉의 통로가 되며 가압기의 중앙공
동을 위에서 아래로 관통한다.

연장봉 안내관의 지지를 위해 중간 지지판이 가압

기 중앙공동 중간부위에 설치된다.

연장봉 안내관은 가압기의 중앙덮개와 하부판

에 용접으로 고정되는데, 열팽창을 흡수하기 위하여 주름관(bellows)이 설치되어 있
다. 제어봉집합체 연장봉 안내관은 그림 3.2.3.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습식 단열재
가압기는 과도운전시 내부의 압력변화를 줄이기 위해 일정 온도를 유지
해야 하나 가압기가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노심으로부터의 높은 온
도를 단열할 필요가 있다.

즉, 냉각재로부터 가압기 중앙공동으로의 열전달을 막기

위해 냉각관 이외에 별도의 단열재를 설치한다. 가압기 용기 외부벽에 얇은 티타늄
판을 적층한 단열재를 설치하며 이를 습식 단열재(wet thermal insulator)라 한다.
3.2.3.3.2 가압기의 기능
가압기는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되며, 원자로 정상운전시 원자로 내의
일차냉각재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적을 갖도록 설계된다. 가압기에
는 heater나 spray system이 없으며, 가압기 내의 증기-가스 혼합물의 탄성압축만
으로 일차계통의 압력을 스스로 조절한다. 냉각재 쪽으로 전달되는 가스의 양을 최
소화하기 위해 가압기 내에 주변공동이 설치되어 있다. 가압기 내에 제어봉집합연
장봉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어 제어봉의 통로를 제공한다.
3.2.3.3.3 설계 요건
가압기의 중앙덮개는 ANSI/ANS-51.1의 안전등급 1, 나머지 부품은 안
전등급 3의 요건을 따른다. 그리고 가압기의 중앙덮개는 ASME Code Section III의
Subsection NB, 그 외의 부품은 Subsection NG의 요건을 따른다.

가압기는 설계

수명 동안에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은

o

각각 350 C, 17 MPa이며, 가압기집합체의 수명(calendar year)은 60년이다.
가압기집합체는 일차 냉각재의 수화학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가압기집합체는 정상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혹한 온도, 압력, 습도 및 방사
선 조사의 조건에서 60년의 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압기의 설계는 ASME Code Section III에 정의된 하중과 조합을 사용하고, 이
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품별로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시
방서에 명시된다. 설계에 사용되는 주요 하중에는 정상운전 온도차, 정상운전 압력
차, 유동하중, 자중, 반력 및 중첩하중, 진동하중, 예상 과도천이하중 등이 포함된다.
3.2.3.3.4 가압기집합체의 재료
가압기집합체의 재질은 설계요건 및 기준에 제시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선택한다. 가압기집합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3.2.3.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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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3-1 가압기집합체의 재료

부품 명

재료

중앙덮개

SA336 Class F321

가압기 용기, 내부벽, 중간지지판,
하부판

SA240 Type 321

일차, 이차 밀림관

SA-312 Grade TP321

제어봉집합체 연장봉안내관

SA-312 Grade TP321

계측케이블 보호관

SA-312 Grade TP321

가압기 냉각관

Ti Alloy PT-7M

습식단열재

Ti Alloy PT-3V

3.2.3.4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로
분류되는 구조물은 그림 3.2.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측면차
폐통집합체, 상부안내구조물, 하단차폐판집합체, 그리고 충전판 및 흡입헤더집합체
등으로 구성된다.

노심지지배럴집합체는 그림 3.2.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지

지배럴, 노심슈라우드집합체, 하부 노심지지판, 유동분배판, 유동거름판집합체, 그리
고 하단차폐판집합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지지배럴집합체는 원자로 압

력용기 내부에서 노심과 제어봉집합체를 안내하고 지지하며 냉각재의 유동 통로를
제공하고, 냉각재의 유동으로 인하여 연료집합체과 제어봉집합체에 생길 수 있는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노심지지배럴집합체의 설계는 ASME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G의 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
며 특히 ASME Section III, NG-3200의 design by analysis에 제시된 탄성해석 방
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원자로의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설계수명 동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상상태 및 과도운전 상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원자로의 노심지지구조물인 노심지지배럴집합체는 안전등급 3, 내진범주 I
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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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1 원자로내부구조물

그림 3.2.3.4-2 노심지지배럴집합체와 노심지지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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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1 노심지지배럴
노심지지배럴의 역할은 냉각재의 유동경로를 제공하며, 노심의 기하학
적 건전성을 유지해 주고 노심의 연직방향 하중을 원자로 덮개와 원자로 압력용기
에 전달하는 것이다.

노심지지배럴은 그림 3.2.3.4-2에서 보는 것과 같은 원통형 쉘

구조물로서 내부에는 여러 개의 턱이 형성되어 있고 이 턱을 사용하여 노심지지배
럴 내부에 설치되는 상부안내구조물, 하부노심지지판, 노심슈라우드집합체 등을 지
지한다.

또한 노심지지배럴의 하단부에는 유동분배판과 유동거름판집합체가 볼트

와 용접으로 결합되어 있다.

노심지지배럴은 크게 상부 노심지지배럴과 하부 노심

지지배럴로 나뉘어지며 상부 노심지지배럴의 직경이 하부 노심지지배럴의 직경보다
약간 크다.

상부 노심지지배럴의 상부에는 24개의 사각형 구멍이 있어 노심지지배

럴의 하단으로부터 유입된 냉각재가 빠져나가는 출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 출구의

바깥쪽에는 주냉각재펌프의 흡입헤더가 둘러싸고 있어서 냉각재를 주냉각재펌프로
안내한다.

상부 노심지지배럴의 상단에는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노심과 노심

지지배럴, 상부안내 구조물, 노심슈라우드집합체, 유동거름판집합체와 노심지지판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은 이 플랜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자로 용기와 원자로용기
덮개에 전달된다.

상부 노심지지배럴 내부 위쪽에는 가압기가 위치하고, 바깥쪽으

로는 주냉각재펌프와 펌프를 둘러싸고 있는 펌프 덕트가 들어 있다.

하부 노심지

지배럴의 내부에는 노심슈라우드집합체와 57개의 핵연료집합체들로 구성된 노심이
위치한다.

노심이 위치한 부분의 노심지지배럴 바깥쪽에서 노심을 감싸는 측면차

폐통집합체는 노심에서 발생하여 압력용기로 방출되는 열과 방사선을 완화시킨다.
상부 노심지지배럴의 내부 중간 부분에는 상부안내구조물이 설치되고, 그 바깥쪽에
는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증기발생기 충전판이 자리잡고
있다.
3.2.3.4.2 하부 노심지지판
하부 노심지지판은 57개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된 SMART의 노심을
지지하는 다공 원판 형상의 구조물로서 그림 3.2.3.4-2에서와 같이 노심지지배럴 하
단부에 형성된 돌출 턱에 얹혀서 노심의 수직하중을 지지하며 용접 및 고정핀을 체
결하여 노심지지배럴에 고정된다.

하부 노심지지판의 형상은 그림 3.2.3.4-3과 같으

며 노심 내부로 유입되는 냉각재가 핵연료집합체 하부로 유입되도록 57개의 핵연료
집합체가 설치되는 아랫부분에 사각형 구멍이 뚫려있다.

57개의 사각형 구멍의 외

곽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2개의 지지핀이 설치되고 이 지지핀에 핵연료집합체의 하
단부가 삽입되어 핵연료집합체의 수평방향 움직임이 구속되어진다.

원형 단면의

노심지지배럴과 외곽의 단면이 주름상자 형상인 노심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을 채우
고 노심의 측면을 지지하는 노심슈라우드 집합체가 노심의 외곽에 설치되며, 노심
슈라우드 집합체의 하단부는 하부노심지지판에 얹혀져서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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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3 하부 노심지지판

3.2.3.4.3 유동거름판집합체
유동거름판집합체는 노심지지배럴의 하부와 하단 차폐판 사이에 위치하
고 있으며 두께 5mm의 얇은 환형 금속판 23개가 유선형 지지구조물 에 삽입되어
5mm의 간극을 유지하며 상하로 적층된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그림 3.2.3.4-4와 같
다.

23개의 얇은 환형 금속판은 유선형 지지구조물은 한쪽 측면에 형성된 빗살 모

양의 틈새에 삽입되어 상하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고정된다.

유선형 지지구조

물은 환형금속판의 원주주위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24개가 배치되어 유동거름판
의 환형 금속판들을 지지해 준다. 이 유동거름판집합체는 기계적인 여과기 기능을
가지며, 원자로 조립, 설치 및 운전시 노심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심을 보호하고 또한 노심 내부로 진입하는 냉각재
의 유동분포를 고르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림 3.2.3.4-4 유동거름판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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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4 유동 분배판
유동 분배판은 많은 구멍이 균일하게 뚫린 다공 원판으로서 노심지지배
럴 내부에서 하부 노심지지판과 유동거름판집합체 사이에 설치되어 유동거름판 집
합체를 통하여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흐름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들어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동 분배판의 형상은 그림 3.2.3.4-5와 같으며, 구멍이 균

일하게 가공된 원판 하부에 링 형상의 하부판을 용접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되며, 환
형 링 모양의 하부판 가장자리에 등간격으로 형성한 구멍을 이용하여 유동거름판집
합체와 함께 노심지지배럴의 하부에 부착된다.

그림 3.2.3.4-5 유동 분배판

3.2.3.4.5 노심슈라우드집합체
노심슈라우드집합체(그림 3.2.3.4-6)는 57개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는
노심의 단면형상이 사각형 주름상자 모양을 갖는 반면 노심을 지지하는 노심지지배
럴의 단면형상은 원형을 가지므로 노심과 노심지지배럴 사이에 형성되는 여분의 공
간을 채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노심 우회유량(bypass flow)
을 줄이고 노심의 측면을 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노심슈라우드집합체 안쪽의 형

상은 노심 외곽의 형상과 동일하며, 노심슈라우드 상판, 노심슈라우드 바닥판, 노심
슈라우드 충전체, 주름상자 및 지지핀으로 구성된다 .

노심슈라우드 주름상자는 노

심의 바깥쪽에서 핵연료 집합체를 직접 지지하고, 핵연료 재장전 작업시 핵연료집
합체의 삽입과 인출을 쉽게 하고 또한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동경로가 노
심외부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판을 구부려서 노심의 외곽 형상과 동
일하게 제작하여 노심의 측면을 지지한다.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상판과 바닥판 사

이의 중간부분에는 주름상자 바깥쪽에 20개의 원판형 충전체를 간극끼움쇠로 조립
하여 지지핀으로 고정하며, 사각형 주름상자, 상판 및 바닥판의 상호 접촉 부분은
용접하여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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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6

노심슈라우드집합체

3.2.3.4.6 하단차폐판 집합체
하단차폐판집합체(그림 3.2.3.4-9)는 노심지지배럴의 하단부에서 유동거
름판집합체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구조물로서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열과 방사능을
차폐하여 원자로 용기를 보호하고, 원자로 용기 밖으로 열과 방사능이 과도하게 유
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단차폐판집합체는 3겹의 원판이 적층된 형태를 유지하며
각 차폐판들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지지핀으로 고정하고, 상부에 위치한 차폐판 외
곽은 측면차폐통집합체의 외곽차폐통의 하단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3겹의 두꺼

운 원판으로 구성되는 하단차폐판집합체는 원판 사이에 간극끼움쇠를 삽입하여 일
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폐판의 중앙에 끼워지는 1개의 지지핀과 중간부분
에 끼워지는 6개의 지지핀들이 3개의 차폐판을 관통하여 설치되므로 각 차폐판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게 된다.

하단차폐판의 상판과 원

자로 압력용기 하부의 공간에 위치하는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원판 사이로는 냉각재
의 유동경로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거의 정체된 상태인 냉각재가 채워져 있다. 따라
서 차폐판 사이에 정체되는 냉각재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면차폐
통집합체와 인접하는 부분에는 여러 개의 작은 유동구멍이 뚫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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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7 하단차폐판집합체

3.2.3.5 측면차폐통집합체
측면차폐통집합체는 그림 3.2.3.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내부 측면차
폐통, 외곽 측면차폐통, 측면차폐통 상판, 외곽플랜지, 간극끼움쇠 및 지지핀 등으로
구성되며 그 형상은 그림 3.2.3.5-2와 같다.

이 구조물은 노심지지배럴의 하부에서

노심 대역의 측면을 여러 겹의 원통형 실린더가 동심원 형태로 감싸고 있는 구조물
로서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열과 방사선을 차단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하고,
압력용기 밖으로 방사선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냉각재펌프로부터 토출되어 증기발생기를 통과하여 나온 냉각재를 노심으로 유도
하는 유로를 형성시키며,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하단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측면차폐통집합체의 설계는 ASME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G 혹은

이와 동등한 요건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하며,

ASME Section III, NG-3200 design

by analysis 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성해석에 따른 설계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

자로의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설계수명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
상상태(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측면차폐통집합체는 안전등급 3, 내진범주 I
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하여야 한다.
3.2.3.5.1 내부 차폐통
내부 차폐통은 그림 3.2.3.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면차폐통집합체의
내부에 위치하는 동심원 형태의 5겹의 원통형 구조물로서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열과 방사선을 차폐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하고, 원자로 압력용기 밖으로 방
사선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내부 차폐통과 외부 차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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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형성되는 환형공간은 냉각재 유동의 주요 통로가 된다.

내․외부 차폐통은

6개의 원형 실린더가 여러 개의 지지핀과 간극 끼움쇠로 차례로 연결․고정되어 있
는 구조물로서 실린더 사이로는 냉각재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
즉 차폐통 내부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내부 차폐통의 사이에 형성

되는 좁은 환형공간의 상단부는 증기발생기 카세트에서 토출되는 냉각재가 유입되
기 때문에 상단부의 단면 형상은 쐐기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차폐통의 하단부
는 원활한 냉각재 유동경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둥글게 모따기가 된 형태를 갖고 있
다.

내부 차폐통 사이에 설치되는 간격끼움쇠는 각각의 원통형 실린더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가공되며, 그 구조는 차폐통 외곽에 수직방향으
로 부착되는 가늘고 긴 얇은 띠 형상으로 얇은 금속판을 용접하여 부착하고 길이방
향 양 끝단을 쐐기형으로 가공하여 냉각재의 유동저항을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간

극끼움쇠로 맞닿게 되는 인접하는 내부차폐통에 대해서 동일 위치에서 원통의 중심
방향으로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 지지핀을 삽입․고정하여 인접하는 차폐통을 상호
고정시킨다.

지지핀은 수력학적 하중, 내부 하중 및 외부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간극끼움쇠와 함께 설치된다.
3.2.3.5.2 외곽 차폐통
외곽 차폐통은 그림 3.2.3.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차폐통 바깥쪽에
위치하며 증기발생기 하부에서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원만한 유동경로를 제
공한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용기와 유사한 곡면을 형성하도록 상단부는 원통 형상

을 가지며 하단부는

타원 곡률을 가진 구면 형상을 가지고 있다. 외곽 차폐통의

하단부분에는 하단차폐판 집합체의 상판을 부착하여 고정시킨다. 외곽 차폐통은 노
심이 횡방향으로 과도한 이동과 진동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중간부분에는 바깥쪽으
로 돌출부가 형성되어 원자로 압력용기 쪽에 형성된 돌출부와 맞닿도록 설계되어
있다.

외곽 차폐통은 다른 내부 차폐통과는 달리 대부분의 냉각재 유동이 차폐통

안쪽에서 일어나며 외곽 차폐통과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에는 거의 정체
된 냉각재가 채워 있게 된다. 외곽 차폐통의 상단 외곽에는 얇은 이중 원통인 외곽
플랜지를 덧대어 용접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와 측면차폐통 집합체 사이에서 발생하
는 기계적 하중과 열하중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인 외곽플랜지 상단에는

얇은 원통형

바깥쪽으로 돌출된 턱이 형성되어 있어서 원자로 압력

용기 턱에 외곽 측면 차폐통의 돌출된 턱이 얹혀진 상태가 되어 측면차폐통 집합체
의 수직하중을 원자로 압력용기에 전달한다.

외곽플랜지 상단에는 그림 3.2.3.5-3의

형상을 가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고정장치의 돌출부가 원자로 압력용기에 형성된
턱에 걸리도록 하여 측면차폐통 집합체의 수직방향 자유도를 구속시킴으로써 측면
차폐통 집합체가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서 고정된다.

외곽차폐통과 원자로 압력

용기 사이의 좁은 틈새 공간에서 정체되는 냉각재의 과도한 온도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차폐통과 외곽플랜지에 여러개의 작은 구멍을 형성시켜 냉각재의 우회
유량이 외곽 측면 차폐통의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흐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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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1 측면차폐통집합체의 단면구조

그림 3.2.3.5-2 측면차폐통집합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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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3

고정장치

3.2.3.5.3 측면차폐통 상판
측면차폐통 상판은 그림 3.2.3.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의 구멍이
원주방향으로 일정하게 뚫려있는 환형 구조물로서

원판의 내부 가장자리를 따라

가장 안쪽에 있는 내부 차폐통이 용접되고 외부 가장자리를 따라 외곽 차폐통에 용
접되어 고정된다.

측면차폐통 상판에 형성된 12개의 구멍에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의 하단부가 삽입되어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횡방향 자유도를 구속하게 된다.

또한

내부 가장자리 모서리에는 2개의 얇은 금속 링을 부착하여 노심지지배럴을 이 금속
링 내부로 삽입하여 설치함으로써 노심지지배럴과 측면차폐통 사이에 형성되는 냉
각재의 우회유량을 줄이며, 또 두 구조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및 기계적
하중을 완화시킨다.
3.2.3.5.4 간극 끼움쇠 및 지지핀
간극 끼움쇠는 측면차폐통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여러 개
의 원통형 구조물들 상호간의 횡방향 움직임을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간극끼움
쇠를 측면차폐통 사이에 여러 개 설치함으로써 냉각재 유동으로 인한 측면차폐통의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고, 측면차폐통 사이에 냉각재의 유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여 측면차폐통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방지한다.

내부 차폐통 사이에 설치되

는 간극끼움쇠는 얇고 길다란 평판 띠 형태로서 내부 차폐통 외곽에 부착하여 바깥
에

삽입되는 차폐통의 내경과 동일한 곡률로 가공하고 상부와 하부는 쐐기형으로

제작하여 냉각재 유동의 항력을 감소시킨다.

내부차폐통을 상호 고정하는 간극끼

움쇠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인접하는 차폐통과 간극끼움쇠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 지지핀을 삽입하여 인접하는 차폐통들을 상호 고정시킨다.

지지핀이 측

면차폐통에 작용하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24개 정도의 간극끼음쇠와 지
지핀을 설치한다.

외곽 차폐통과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내부차폐통 사이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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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간극끼움쇠는 그림 3.2.3.5-4와 같이 속이 비어있는 사각형 기둥 형상으로 제
작함으로써 냉각재의 주된 유동경로에서 냉각재의 유동저항을 감소시킨다. 내부차
폐통과 외곽차폐통을 고정시키는 지지핀을 간극끼움쇠와 인접하는 내부차폐통과 외
곽차폐통 상호간에 형성된 관통 구멍에 삽입하여 차폐통들을 고정시킨다.

그림 3.2.3.5-4 간극끼움쇠 및 지지핀

3.2.3.6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3.2.3.6.1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구조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그림 3.2.3.6-1)는 노심지지배럴 내부에 위치하는 구
조물로서 위로는 가압기가 있고 아래로는 노심이 위치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집합

체의 하단부에 위치한 핵연료 정렬판이 노심 슈라우드 집합체와 체결됨으로써 상부
안내구조물 집합체가 축방향으로 지지된다.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상부안내구조
물 상판, 제어봉보호관, 지지원통쉘, 핵연료 정렬판, 누름스프링, 상부안내구조물 충
전판, 충전판 연결봉 및 안내부싱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부안내구조물 상판
상부안내구조물 상판(그림 3.2.3.6-2)은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최상단
에 위치하는 두꺼운 판으로 상부구조물을 한 곳으로 모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부 안내구조물 상판의 상단면에는 누름스프링이 놓여 가압기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을 일정한 하중으로 누르기 때문에 원자로 가동중에 냉각재 유동으로 인한 내
부구조물의 요동이 감소된다.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에는 제어봉 보호관, 지지원통쉘,
그리고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이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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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1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그림 3.2.3.6-2 상부안내구조물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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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보호관
제어봉보호관(그림 3.2.3.6-3)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과 핵연료 정렬판
사이에 위치하는 49개의 관으로 상부안내구조물 안에서 제어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노심지지배럴의 하단으로부터 유입된 냉각재가 핵연료 집합체를 따라서 상부
로 유동하다가 제어봉보호관 중간에서 축방향 유동이 횡유동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
다. 이 안내관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에 롤링 결합 후 용접되며 안내관의 하단은
핵연료 정렬판에 끼워져 횡방향의 변위는 구속되는 대신 길이방향의 열팽창은 수용
할 수 있다.

제어봉보호관의 중간과 하단에는 지지판이 용접되어 있어서 제어봉을

안내하며 제어봉의 삽입과 인출시 과도한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3.2.3.6-3

제어봉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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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원통쉘
지지원통쉘(그림 3.2.3.6-4)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과 핵연료 정렬판 사
이를 연결해 주는 얇은 원통형 쉘 구조물이다. 지지원통쉘의 상단은 상부안내구조
물 상판에 용접되며 하단은 핵연료 정렬판에 용접된다. 이 구조물은 상부안내구조
물 집합체의 구조적 강성을 증대시키면서 노심을 통과하여 상승한 냉각재를 지지원
통쉘과 노심지지배럴이 이루는 환형공간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원통쉘의 하단부에
는 많은 수의 구멍이 뚫려 냉각재가 흘러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2.3.6-4 지지원통쉘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그림 3.2.3.6-5)은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과 열을 차단시켜 가압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일차 냉각재의 재고량을 줄임으
로써 가압기의 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 사이에는 끼움
쇠가 끼워져 충전판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끼움쇠가
충전판 사이의 냉각재 유동이 원할 하도록 하여 방사선 조사로 인한 충전판의 과도
한 온도상승을 억제시킨다. 여러 개의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을 충전판 연결봉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제작과 조립을 용이하게 한다. 상부구조물 충전판에는 제어봉보호
관이 통과하는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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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5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

․핵연료 정렬판
핵연료 정렬판(그림 3.2.3.6-6)은 노심 상단에 위치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횡방향 및 상하방향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 핵연료 정렬판에는 다수의 구멍이 있
는데 그 중에는 냉각재의 유동을 위한 것과 제어봉 보호관의 관통을 위한 것을 위
한 것이 있다. 핵연료 정렬판은 지지원통쉘을 지지하며 상부안내구조물의 하중을
노심지지배럴에 전달한다. 또한 이 판은 핵연료 집합체 상단에 있는 판스프링의 하
중을 지지하게 되며 핵연료 정렬판은 각각의 핵연료 집합체 상단에 위치한 두 개의
핀구멍을 고정시켜 지지하게 된다. 이 판의 모서리에는 6개의 홈이 등간격으로 나
있어서 노심슈라우드집합체 안내턱과 끼워져 체결된다.
․누름스프링
누름스프링은 상부안내구조물 상판과 가압기 사이에 위치하는 링형 스
프링으로 상부안내구조물의 상방향 하중을 지지한다. 누름스프링은 가압기와 상부
안내구조물 상판을 일정한 하중으로 누르기 때문에 원자로 가동중에 냉각재 유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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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내부구조물의 요동이 감소된다. 누름스프링의 횡방향 움직임은 상부안내구
조물 상판의 돌출부가 제한한다.

그림 3.2.3.6-6 핵연료 정렬판과 누름 스프링

3.2.3.6.2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기능
상부안내구조물의 각 부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핵연료 정렬판
핵연료집합체를 정렬하고 연직방향으로 상승하는 냉각재 유동하중을
지지하며, 제어봉 보호관을 하단에서 횡방향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핵연료 정렬판
은 지지원통쉘을 직접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지원통쉘
상부 안내구조물 집합체의 구조적인 강성을 증가시키면서 핵연료 집
합체를 따라서 연직방향으로 상승한 냉각재를 지지원통쉘과 노심지지배럴이 이루
는 환형공간으로 안내한다. 지지원통쉘은 노심에 작용하는 일차 냉각재의 상방향
하중을 수용하여 가압기로 전달하며 핵연료 정렬판과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을 지
지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상판
지지원통쉘과 제어봉보호관을 지지하며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을 구
조적으로 지지하며 누름스프링을 안내하고 지지한다. 또한 상부안내구조물 상판
은 제어봉 집합체 및 제어봉 연장축 (control element assembly extension
shafts)의 이동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부안내구조물 상판은 가압기로 방출되
는 방사선을 완화시킨다.
․제어봉 보호관
제어봉집합체 및 제어봉연장축의 이동 통로를 제공하고 제어봉들의
과도한 굽힘 변형을 억제한다. 또한 제어봉 보호관은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상승
한 일차냉각재를 반경방향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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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
제어봉집합체 및 제어봉연장축의 이동 통로를 제공하고 가압기로 방
출되는 방사선 영향을 완화시킨다. 덧붙여 상부안내구조물 충전판은 냉각재 재고
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가압기의 용량을 줄여준다.
․누름스프링
노심에서 올라오는 상향하중을 받아서 가압기 바닥으로 전달하고 완
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냉각재의 상방향 우회유동을 억제한
다. 또한 누름스프링은 상부안내구조물의 과도한 축방향의 변형을 억제한다.
3.2.3.6.3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성능 요건
가. 구조적 건전성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설계는 ASME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G의 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Subsection NG-3200 design by analysis의 규정이나 KEPIC MNG-3200에서 제
시하고 있는 탄성해석 설계방법을 따른다.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설계
수명 동안에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원자로의 상부안내구조물 집합
체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나. 반응도 제어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다른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과 함
께 충분한 반응도 제어를 허용할 수 있는 노심 형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
한다.
다. 제어봉의 삽입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다른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과 함
께 제어봉 삽입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라. 검사 요건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ASME Code Section XI 또는 KEPIC MI
의 가동중검사 요건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기기분류 및 등급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안전등급 3, 내진범주 I의 요건을 따른다.
3.2.3.6.4 설계 요건
가. 내진동 요건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가동중에 여러 가진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주요한 계의 가진주파수와 이들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일치하지 않
도록 설계된다. 주요한 계의 가진주파수에서 생기는 동적응답을 설계시 반영한다.
나. 내진 요건
원자로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는 가동 중에 수평방향으로 설계응답
스펙트럼의 ZPA(zero period acceleration) 값이 0.3g 인 SSE 하중이 가해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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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노심이 보호되고 안전하게 원자로가 가동정지 되어야 한다.
다. 하중 분류 및 조합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설계는 ASME Code Section III에 정의된
하중과 조합을 사용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품별로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시방서에 명시된다. 설계에 사용되는 주요 하중에는
정상운전 온도차, 정상운전 압력차, 유동하중, 자중, 반력 및 중첩하중, 진동하중,
예상 과도천이하중 등이 포함된다.
라. 변형 한도
제어봉집합체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상부안내구조물의 변형은 제어
봉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소 변형의 80% 미만으로 제한된다.
마. 환경 요건
상부안내구조물은 일차 냉각재의 온도, 압력 및 수화학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상부안내구조물은 방사선조사 환경에서 60년 동

안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3.2.3.7 펌프덕트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3.2.3.7.1 계통의 구성
펌프덕트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노심을 통과한 일차 냉각재
를 증기발생기로 유도하기 위한 유로를 형성하며, 주냉각재펌프와 증기발생기의 지
지점을 제공한다. 펌프덕트구조물은 냉각재를 주냉각재펌프로 유도하기 위한 덕트
구조물과 펌프를 통과한 냉각재를 증기발생기로 분배하기 위한 유동 분배판으로 구
성된다.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증기발생기 주위를 감싸는 적층판의 형태로 구성되
어 냉각재가 유효 열전달 영역 밖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
전달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그림 3.2.3.7-1은 펌프덕트구조물 및 증기발생
기 주변기기의 배치 영역을 표시한 것이며,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다.
- 펌프덕트구조물
냉각재 유도용 덕트, 방출 노즐, 유동 분배판
-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내측 충전판집합체 지지원통, 외측 및 내측 충전판집합체
3.2.3.7.2 구조 및 기능
․펌프덕트 구조물
노심을 통과한 냉각재를 주냉각재펌프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펌
프덕트구조물은 그림 3.2.3.7-2와 같이 주냉각펌프가 설치되는 안내덕트, 냉각재를
펌프로 유도하는 흡입덕트 부분, 냉각재를 방출하는 방출 노즐과 냉각재를 분산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동분배판으로 구성된다. 안내덕트는 주냉각재펌프의 임펠러
부분이 펌프덕트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흡입덕트를 통과한 냉각
재를 임펠러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흡입덕트는 가압기와 노심지지원통 사이
의 공간을 통과한 냉각재를 펌프로 유도하기 위하여 노심지지원통의 외곽을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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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통형 구조물이다(그림 3.2.3.7-3). 흡입덕트의 상부에는 안내덕트가 설치되며,
하부에는 방출노즐을 설치한다. 방출노즐은 임펠러를 통과한 냉각재를 증기발생기
의 상부 공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냉각재펌프와 펌프덕트구조물에 설
치될 수 있는 지지점을 제공한다. 유동분배판은 방출노즐을 통과한 냉각재가 방출
노즐 하단의 증기발생기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전판집합
체 지지원통에 설치한다. 펌프덕트구조물의 지지는 흡입덕트의 상/하부를 충전판집
합체 지지원통의 상/하부와 용접하여 지지하며, 안내덕트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내 원통의 상부를 환형덮개와 용접한다.

그림 3.2.3.7-1 펌프덕트구조물 및 증기발생기 주변기기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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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2 펌프덕트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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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덕트구조물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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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덕트구조물 하부

그림 3.2.3.7-3 펌프덕트구조물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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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주변기기의 구성 및 기능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그림 3.2.3.7-1에 표시한 것과 같이 증기발생
기 주변을 에워싸는 내측/외측 충전판집합체와 이를 지지하는 원통으로 구성되며,
지지원통 주위에는 펌프덕트구조물이 설치된다. 그림 3.2.3.7-4는 증기발생기 주변기
기를 조립한 상태를 표시한 것이며, 기기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충전판집합체 지지원통
지지원통은 상부 및 하부로 나누어지며, 두 부분은 펌프덕트구조물
을 통하여 연결된다. 지지원통은 충전판집합체의 전체 무게를 지지하며, 냉각재의
유로를 제공한다. 지지원통의 상부는 충전판집합체를 설치하기 위한 플랜지를 가공
하고 환형덮개의 하부와 볼트로 연결한다. 지지원통의 하부에는 내측충전판집합체
를 연결하기 위한 상부 플랜지와 유동 분배판을 용접하여 설치한다.
- 충전판집합체
펌프덕트구조물을 통과한 냉각재는 증기발생기 상부 공간을 통과하
여 증기발생기 내부로 유입된다. 증기발생기는 12 개가 동심으로 배치되므로 냉각
재는 증기발생기 사이와 내부를 동시에 흐르게 되어 열전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
한다. 충전판집합체는 증기발생기의 주변으로 냉각재가 흐르지 않도록 공간을 채우
는 기능을 수행하며, 증기발생기의 부가적인 지지점을 제공한다. 증기발생기 충전판
집합체는 증기발생기의 설치를 고려하여 그림 3.2.3.7-4와 같이 내측충전판집합체와
외측 충전판집합체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내측충전판 집합체는 지지 원통의 하부에
용접된 내측충전판집합체 상판을

이용하여 12개의 집합체로 구성된다. 각각의 집

합체는 36개의 표준충전판으로 구성되며, 각 충전판은 연결봉과 연결용 부싱을 이
용하여 일체로 구성된다. 내측충전판집합체는 지지원통과 연결하여 증기발생기를
설치한 후 환형덮개와 함께 일체로 설치된다. 외측충전판집합체는 내측충전판집합
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부는 원자로내벽에 잠금쇠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하부는 그림 3.2.3.7-4와 같이 하나의 평판을 이용하여 일체로 구성하여 연결한다.
충전판집합체를 원자로내벽에 고정하기 위하여 잠금쇠를 사용하며, 위쪽의 충전판
은 잠금쇠를 수용하기 위하여 일부분을 절개한 형상으로 제작된다. 충전판집합체는
34개의 표준 충전판을 연결봉을 사용하여 연결하며, 각각의 충전판집합체는 하나의
하부 평판으로 연결하여 전체 집합체의 운동을 억제한다. 외측충전판집합체는 증기
발생기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설치 과정에서 간섭을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3.2.3.7.3 일반 설계요건
펌프덕트구조물과 증기발생기 주변기기는 원자로내부구조물로 분류하며,
안전등급 3과 내진 등급 I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 제작한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충전판집합체는 운전 조건에 따른 열팽창으
로 인하여 증기발생기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간극이 지나칠 경우에는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량이 감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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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3.2.3.7-5는 충전판집합체의 배치를 위한 압력용기 내부의 배치 형상을
보여준다. 유동 분배판은 방출 노즐로부터 발생하는 냉각재 수력하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펌프 맥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을 제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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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4 증기발생기 상부구조물 및 충전판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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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5 증기발생기 주변기기 배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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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급수 및 증기 배관 계통
증기발생기 카세트로 급수(feedwater)를 공급하고 또한 생산된 증기를 2차
계통으로 전달하는 급수배관 및 증기배관은 8개의 배관 그룹으로 구성된다.

각 배

관 그룹은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으로 돌출된 노즐에서 연결되는 분지관 3개와 3개
의 분지관이 결합한 1개의 모관으로 구성되며, 각 모관은 안전보호용기 벽을 관통
하여 설치된다.

즉, 각 배관그룹은 3개의 분지관을 엘보우(elbow)와 크로스(cross)

를 사용하여 굽히고 연결하여 하나의 모관으로 합쳐서 구성되며 하나의 독립된 급
수의 유동경로를 제공한다.

예로서 1개의 급수배관 그룹은 원자로 압력용기 급수

노즐에 부착되어 원자로 용기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배치되는 급수 분지관 중에서
인접하는 3개의 분지관을 각각 굽히고 결합하여 1개의 모관으로 합쳐치고 이 모관
은 안전보호용기를 관통하여 2차 계통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급수배관은 4개의 배

관그룹을 형성하며 증기배관도 동일한 방법으로 배치되어 4개의 배관그룹을 형성한
다.

즉 급수 및 증기배관은 압력용기 측면에 위치한 총 24개의 급수 및 증기노즐

에서 방사형으로 연결되는 24개의 분지관이 8개의 모관과 결합하여 8개의 배관그룹
을 형성하고 안전보호용기 벽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모관과 연결되어 각각 독립된
유동경로를 형성하는 배관군을 구성하며 원자로 압력용기와 안전보호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에 설치된다.
3.2.3.8.1 급수 및 증기배관의 배치 개념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형성된 12개의 급수노즐과 12개의 증기노즐에
연결되는 급수배관 및 증기배관의 기본적인 배치개념은 그림 3.2.3.8-1과 같이 인접
하는 3개의 배관을 결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배관군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각각 4개의 독립된 급수배관 그룹과 증기배관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각
배관그룹은 노심의 열출력을 25% 씩 분담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측면에 위치한

급수노즐에 용접된 급수배관을 통하여 증기발생기에 냉각재를 공급하는 급수 분지
관은 원자로 노심의 중심에서 방사형 방향으로 설치된 다음, 인접하는 3개의 급수
분지관이 모여서 한개의 모관으로 연결된다.

인접하는 3개의 분지관 중에서 중앙

에 위치하는 분지관의 연장선 방향으로 모관을 배치하고 좌우에 위치한 2개의 분지
o

관은 엘보우를 사용하여 모관 방향으로 90 굽힘 배치를 한 다음 크로스를 사용하
여 3개의 분지관을 1개의 모관에 결합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형성된 급수 및 증기노즐은 그림 3.2.3.8-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증기노즐 하부에 급수노즐이 위치하고 증기노즐과 급수노즐이 위치하는 수
평면 상에는 증기배관군과 동일한 형태로 급수배관군이 배치된다.

급수배관은 증

기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배관의 직경이 작으므로 증기노즐과 급수노즐의 사이
의 수직공간이 좁을 경우 급수배관을 아래로 굽혀서 배치할 수 있으나 급수노즐과
증기노즐 사이의 수직거리가 757 mm로서 두 배관의 설치공간이 충분할 것으로 판
단하고 급수배관과 증기배관을 급수노즐과 증기노즐의 수평면 상에 배치하였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측면에 위치한 12개의 급수노즐에 용접으로 연결되는 급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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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은 원자로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노즐에서부터 925 mm 직관으로 배치한 다음
인접하는 3개의 분지관 중에서 양쪽 측면에 위치한 2개의 분지관을

중앙에 위치한

o

분지관 방향으로 엘보우를 사용하여 90 굽혀서 배치시키고, 중앙에 위치한 분지관
끝에서 크로스를 부착하여 모관과 인접하는 분지관을 결합하였다.

크로스 양쪽 측

면에 부착되는 분지관은 크로스의 접합면과 수직으로 배치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
여 엘보우에서 연결되는 분지관의 연장선과 크로스에서 연결되는 분지관의 연장선
이 교차하는 부분은 반경 1,500 mm로 굽힘 배치하였으며 급수배관의 평면배치도는
그림 3.2.3.8-3과 같다.
증기배관의 배치개념도 급수배관의 배치개념과 동일하며 12개의 증기노즐에 용접
으로 연결되는 증기 분지관은 원자로 노심의 중심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노즐에서
1,175 mm 직관으로 배치하고, 양쪽 측면에 위치한 2개의 분지관을 중앙에 위치한
o

분지관 방향으로 엘보우를 사용하여 90 굽힘 배치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분지관

끝에는 크로스를 부착하여 모관과 연결시키고 양쪽에 측면에서 부착되는 분지관을
크로스 측면에 수직으로 접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크로스의 접합면의 연장선과 엘보
우의 연장선이 교차하는 부분을 반경 1,500 mm로 굽혀서 배치하였으며 증기배관의
평면배치도는 그림 3.2.3.8-4와 같다.
3.2.3.8.2 배관의 설계요건
원자로 압력용기에 측면에 형성된 급수노즐과 증기노즐에 부착된 급수
배관과 증기배관은 일차 냉각재의 압력경계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SME
Code Class 2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ASME Section III, NC-3600 배관설계 기준에

따라 내압이 작용하는 배관의 설계요건인 NC-3640을 적용하여 배관의 규격을 선정
하였고 ASME Section III, NC-3132에 수록된 표준에 따라 제작된 플랜지형 엘보
우를 적용하여 배관의 연결부를 결정하였다.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C의

Table NC-3132-1에 따라 설계조건에 적합한 압력-온도 등급에 해당하는 플랜지
형태의 이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ASME/ANSI B16.5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s)의 Appendix D를 적용하여 급수 및 증기배관에는 압력-온도 등급 1500의
엘보우와 크로스를 적용하였다.

SMART 급수배관 및 증기배관의 운전요건은 급수

o

3

o

온도 180 C, 급수압력 5.2 MPa, 급수밀도 1,000Kg/m , 증기온도 274 C, 증기압력
3

3.0 MPa, 증기밀도 14.73 kg/m 이다.
3.2.3.8.3 배관의 규격 선정
SMART의 급수 및 증기배관은 증기발생기 노즐에 급수 및 증기배관이
용접되므로 배관의 재질은 노즐의 재질과 동일한 SA312 TP321 (18Cr-10Ni-Ti) 스
테인레스 강을 선정하였다.

배관의 규격은 ASME Section III, NC-3640의 배관 설

계요건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급수 분지관 : 직경 3inch, Schedule 160
- 급수 모관 : 직경 6 inch, Schedule 160
- 증기 분지관 : 직경 6inch, Schedule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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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 모관 : 직경 10inch, Schedule 140

그림 3.2.3.8-1

급수 및 증기배관의 배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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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2 원자로집합체 측면에서 급수 및 증기노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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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3 급수배관의 평면 배치

그림 3.2.3.8-4 증기배관의 평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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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기발생기
3.3.1 설계요건 및 기준
3.3.1.1 설계등급의 분류
설계의 절차를 마련하고 방법적인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형
발전로의 설계에 적용하는 규정과 기술기준을 일체형원자로 SMART 증기발생기
설계에 준용하였다. 증기발생기는 ANSI/ANS 51.1에 준해 기기의 안전등급을 1등급
으로 분류한다. 증기발생기의 기기 설계등급은 1등급으로 분류하여 ASME Section
III의 NB 혹은 KEPIC MN의 MNB를 준용하여 설계한다. 품질등급은 Reg. Guide
1.26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하고 ASME NQA를 준용한다. 단, 일체형원자로의 특성
상 전술한 기술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사례 혹은 별도의 기준을 개발
한다.
3.3.1.2 핵심 설계요건
설계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요건서[3.3.1-1]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중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기발생기는 Capacity Factor 0.9로서 설계수명이 30
년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피로해석으로 이를 입증해야한다. 증기발생기 설계압
력은 17MPa이며 증기발생기의 설계온도는 350℃이다. 증기발생기는 티타늄합금으
19

2

로 설계하며 증기발생기가 받는 중성자 조사량은 수명동안 10 neutron/cm 이하여야
20

2

된다. 중성자 조사량이 10 neutron/cm 를 초과할 경우 전열관 재료의 인성치가 급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1-2]. 증기발생기는 정상운전 중에 최소한 4
0℃의 과열증기를 생산해야하며 출력운전 중의 천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10℃ 이상
의 과열증기를 생산해야 한다. 증기발생기의 설계하중 조합은 설계시방서에 따르며,
원자로의 특성상 전술한 기술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사례 혹은 별도
의 기준을 개발한다. 증기발생기 설계에는 플랜트 운전하중, 지진하중, 자연재해로
인한 하중을 고려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운전 상태나 사고에 대해서도 증기발생기의
운전성, 구조적 건전성과 강도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전열관에 누설이 감지될
경우 일정한 전열면적에 대해 관막음 할 수 있어야 한다.

3.3.2 계통 기능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집합체에 내장하여 터빈을 회전시키기 위한 과열증기를 생산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이차측 냉각재가 전열관의 안쪽을
흐르고 일차측 냉각재가 전열관 사이의 공간을 흐르는 관류형(once-through type)
이며 일차측 냉각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차측 냉각재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
다.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증기발생기의 높이가 낮고 조밀한 설계가 되도록 나선
형으로 감겨 있으므로 단위 체적당 전열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증기발생기 카
세트는 전열관, 지지원통, 카세트노즐, 노즐헤더로 구성되며, 원자로집합체 바깥쪽에
위치한 급수배관과 노즐헤더가 직접 연결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원자로집합체
내벽과 노심지지원통의 외벽사이의 환형공간에 위치하며 동일한 간격으로 12개가
배치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에는 6개의 모듈과 324개의 전열관이 있다. 따라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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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72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6개의 모듈이 합쳐져서 1개의 카세트노즐을 통
해 원자로용기를 관통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에 대한 주요 설계제원은 표 3.3.2-?
과 같다[3.3.2-1].
증기발생기 카세트집합체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바로 원자로집합체에 장착하는 개
념이다. 원자로집합체에서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배열 및 형상 설계는 노심의 크기
결정에 이어서 수행된다. 노심의 크기가 결정되면 노심지지원통의 크기가 결정되고
증기발생기를 배치할 수 있는 환형공간의 내부직경이 결정되므로 여기서 증기발생
기 카세트의 초기 형상이 결정된다.
급수관에서 공급된 이차냉각수가 원자로용기 측면에 배치된 노즐헤더에서 전체
모듈 수만큼 분리되어 모듈급수관을 통해 모듈급수헤더로 연결되며 여기서 나선형
으로 감겨진 여러 개의 전열관으로 분배된다. 전열관에서 과열증기가 되어 모듈증
기헤더에서 합쳐진 후 모듈증기관을 통해 노즐헤더에서 합쳐져서 증기관과 연결된
다. 노즐헤더의 안전단에서 연결된 12개의 급수배관은 인접한 3개씩 연결되어 전부
4개의 독립적인 섹션을 구성한다. 증기배관은 압력용기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증
기발생기 카세트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 개개의 섹션은 별도의 누설감시 시스템
을 갖고 있으며 각각 개별적 격리가 가능하다.
표 3.3.2-1 증기발생기 카세트 주요 설계 제원
ࣜࣜࣜࣜࣜࣜࣜ

- 기능 : 과열증기 생산
- 특징 : 일체형원자로에 내장
- 종류 :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 형태 : 12개의 카세트
- 열용량 : 27.5 MWt/카세트
- 등급 : 안전/설계/내진/품질 (1등급)
- 설계 온도, 압력 : 350℃, 17MPa
- 급수 온도, 압력 : 180℃, 5.5MPa
- 증기 온도, 압력 : 284℃, 3.5MPa
(과열도 40℃)
- 전열관 재질 : PT-7M (티타늄 합금)
- 전열관 외경x두께 : 12x1.5 mm
- 구조재 : PT-3V(티타늄 합금)
- 카세트당 모듈수 : 6 개
- 전열관 평균길이 : 15.8 m
- 전열관 수 : 324 개
- 전열면적(평균직경 기준) : 168.8 m

2

- 카세트 무게 : 2000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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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를 계통을 최적화하여 증기발생기 노즐급수헤더와 증기헤더를 원자로
집합체 측면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모듈관이 서로 다른 노즐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교체가 가능하다. 노즐급수헤더는 노즐증기헤더의 중앙
에 위치하지만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노즐증기헤더가 원자로용기에 용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노즐헤더를 원자로집합체 측면에 배치함에 따라 우회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링밀
봉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장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부
분의 밀봉개념을 고안하였다. 지그를 사용하여 스프링이 부분적으로 압축된 상태로
서 하부지지판보다 위로 올라간 상태로 장착위치까지 이동한다. 장착위치에서 지그
를 제거한 상태로서 스프링이 부분적인 압축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면에서 면밀봉
이 되는 개념이다. 증기발생기 하부 스프링이 이완된 상태로서 증기발생기 하부지
지판보다 아래쪽까지 내려온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교체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그림 3.3.2-1 증기발생기 카세트 형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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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계통 및 기기 설명
3.3.3.1 부품 명칭 및 기능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주요 부품의 위치는 그림 3.3.3-?에서 보여주며 각 부
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3-1 주요부품의 위치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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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 전열관
전열관은 노심에서 가열된 일차측 냉각재의 열을 받아서 이차측 냉각재
를 가열하여 과열증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열관에는 내식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PT-7M을 사용한다. 전열관의 한쪽 끝은 전열관오리피스와 용접되며 다른 쪽
은 모듈증기헤더튜브시트에 용접된다. 전열관은 단위 카세트 당 324개로 구성되며
외경이 12mm이고 두께가 1.5mm이다. 전열관의 피치는 반경방향이 17mm이며 축방
향이 13.5mm이다. 전열관 배열은 최대한 조밀하고 각 전열관의 길이차이가 크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반경방향의 각 열에서 전열관의 수를 달리 하였다.
한 개의 카세트에서 각 열의 전열관 수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계산되며 표 3.3.3-?
과 같다. 관류형 증기발생기에서는 이차측이 전열관의 내부를 흐르므로 외압에 의
한 하중을 강도계산 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모듈급수헤더에서 나온 전열
관은 동일한 모듈증기헤더와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단위 모듈의 격리 혹은 밀봉이
가능해야 한다. 전열관을 굽힐 때는 최소 곡률반경이 전열관직경의 5배 이상이 되
어야 한다. 제작 측면에서는 인장하중을 가하면서 전열관을 감아야 하며 전열관을
코일링 한 후에는 잔류응력을 이완하기 위한 열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각 열에서
의 치수가 엄격히 규제되어 코일링 후에 누적공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
다. 전열관을 코일링한 후에 전열관의 두께 감소는 5%이내, 진원도는 8%이내, 스프
링백은 3mm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 3.3.3-1 전열관 배열 설계
열 번호

나선경(mm) 전열관 수

나선각(도) 전열관 길이(m)

1

182

8

10.7

16.0

2

216

9

10.2

16.1

3

250

11

10.7

16.0

4

284

12

10.3

16.0

5

318

14

10.7

16.1

6

352

15

10.4

16.1

7

386

16

10.1

16.0

8

420

18

10.4

16.0

9

454

19

10.2

15.9

10

488

20

10.0

16.0

11

522

22

10.3

16.1

12

556

23

10.1

15.9

13

590

25

10.3

16.0

14

624

26

10.2

15.9

15

658

27

10.0

16.0

16

692

29

10.2

15.8

17

726

30

10.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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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2 전열관지지대
전열관지지대는 전열관과 전열관 사이의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해 주고
유체기인진동 및 기타 지진하중이나 다른 동적 하중으로부터 전열관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한다. 전열관이 감긴 형태가 원형이 보존되도록 전열관 지지대가 배치된다. 전
열관지지대는 비교적 낮은 강도의 티타늄합금을 사용하여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는
데, 높은 강도의 지지대를 사용할 경우 전열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전열관 지
지대의 배치 간격은 150mm 내외로 사용하였는데 본 증기발생기 경우에는 설계/제
작과정에서 검토 결정될 예정이다. 전열관 지지대는 그림 3.3.3-?에서 보는 것과 같
이 구부려서 전열관에 밀착한다. 전열관과 전열관 사이의 간격이 5mm이므로 두께
가 1.5mm인 판과 두께 3.5mm인 판을 용접하여 5mm의 지지대로 사용한다. 두께가
1.5mm인 판은 스탬핑을 하여 전열관과 전열관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차측 유로 단면적에서 전열관 지지대에 의해 줄어드는
면적이 12%가 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전열관을 코일링하는 과정에서 전열관이 원
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열관지지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전열관지지보 바로 아래
에 위치한 전열관지지대는 밖에서 끝을 구부려서 고정한다.
3.3.3.1.3 전열관오리피스
전열관오리피스는 증기발생기의 유동불안정을 방지하고 전열관의 길이
차이로 인한 압력강하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개개의 전열관에 장착되는 오리피
스를 의미한다. 전열관 오리피스는 오리피스 외피와 오리피스 스크류 그리고 오리
피스 스크류와 오리피스 외피 사이의 오리피스 내피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류와 내
피는 가는나사로 체결된다. 사각 나사홈을 만들어 유로를 형성하고 나사산을 따라
나선형으로 내피와 가는나사로 체결되도록 하였으며 틈새로 유로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사각나사오리피스는 좁은 유로를 형성하여 압력강하를 야기하도록 설계
하여 짧은 길이 내에서 필요한 저항을 얻을 수 있으며 조립과 설치가 쉬운 것이 특
징이다. 일반적으로 압력강하에 대한 설계 값은 결정되어도 제작오차 등으로 인해
모든 전열관의 압력강하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작 후에 재가공을 해 주어
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전열관 오리피스는 사각나사부의 길이에 따라 압력강하 값
이 결정되므로 완제품을 제작한 후에 길이를 조금씩 잘라 냄으로써 전열관이 요구
하는 값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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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전열관지지대 설명도

3.3.3.1.4 카세트원통
카세트원통은 티타늄합금으로 제작되며 유효전열지역으로 일차측유로가
형성되도록 하고 전체 전열관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증기발생
기와는 달리 카세트 원통 자체는 압력경계가 아니다. 카세트 원통은 카세트상부, 카
세트하부원통집합체, 그리고 5mm두께의 카세트 원통으로 제작 된 후에 용접으로
연결된다. 안쪽은 6개의 전열관 지지보와 용접된다. 카세트상부원통은 3개의 카세트
지지대에 의해 카세트노즐에 고정된다.
3.3.3.1.5 카세트내통
카세트내통은 증기발생기카세트에서 일차냉각재의 유로를 형성하고 모듈
급수관을 보호하며 일차냉각재의 열이 모듈급수관 안을 흐르는 이차냉각재로 전달
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내통은 제작 절차의 편의를 위해 2개로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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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래에 위치한 내통은 전열관이 감기는 맨드렐역할을 하며 상부내통은 전열
관을 다 감고 난 후에 끼우도록 되어있다. 상부내통에는 모듈급수관을 지지하는 지
지대가 용접되어 얹히도록 설계되었다. 상부내통을 끼운 후에 부분적인 태그용접을
하여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내통은 열차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열측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미소유량이 흐를 수 있다. 증기발생기 주변을 우회하는 일차냉각
재의 by-pass유량은 유체계통설계의 요건에 따라 3%이하로 규제되지만 내통을 통
과하여 흐르는 유량은 이 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세트 내통은 유효전열지역에서
상하부 전열관지지보와 용접되어있다. 또한 아래쪽의 끝단 부위는 막혀있으며 단지
6개의 원공이 뚫어져서 모듈급수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부위는 필요
시 중앙에 미소한 원공을 뚫어 일차측냉각재가 미량만 통과하도록 한다.
3.3.3.1.6 전열관지지보
전열관지지보는 카세트의 아래쪽에 6개, 카세트의 윗 쪽에 6개씩 설치한
다. 전열관지지보는 전열관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며 전열관 집합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카세트 원통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열관지지보의 한 쪽
은 카세트 내통과 용접되며 다른 한쪽은 카세트 원통과 용접된다. 전열관지지대가
전열관지지보에 용접되어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3.3.1.7 면밀봉장치 및 압축스프링
증기발생기 카세트 밖으로 일차냉각재가 우회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단순히 링으로 밀봉하는 개념이 가능하지만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평행
하게 장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그를 사용해야한다. 그림 3.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먼저 스프링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지그를 면밀봉장치의 러그 아래로 삽
입한다. 지그를 들어올리면 스프링은 압축되면서 면밀봉장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원자로의 측면차폐체 맨 윗면보다 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하여
설치한 다음 지그를 제거하면 스프링이 면밀봉장치를 밀어주게 되어 자연스럽게 밀
봉이 된다. 증기발생기를 해체할 때는 먼저 지그를 러그 아래로 삽입하여 들어올린
다음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제거하면 된다. 압축스프링은 정상운전 중에 밀봉장치를
밀어주어 면밀봉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압축스프링의 재료는 인코넬 X750을 사용한
다. 면밀봉장치는 횡방향 동적하중이 가해졌을 때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OPG ㏘䘸⫵G 㠸㾌SGδXGG

G G G OPG ㏘䘸⫵G 㠸㾌SGδZG

G

그림 3.3.3-3 밀봉스프링의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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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 ㏘䘸⫵G 㠸㾌SGδYG

3.3.3.1.8 카세트밀봉링
증기발생기 카세트 바닥에 위치하며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증기발생기 면
밀봉장치 사이를 밀봉한다. 자동차엔진의 피스톤링과 같이 한 쪽이 절단된 두 개의
링으로 되어 있으며 카세트 원통의 하단부에 약간의 유격을 유지하며 끼워져 있다.
조립은 그림 3.3.3-?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상부링을 끼운 후 간격을 유지하는 링격
자를 끼우고 다시 하부 링을 끼운 다음 밀봉링 고정자를 나사로 조립하고 태그용접
을 한다.
3.3.3.1.9 카세트오리피스
증기발생기 상부에는 주냉각재펌프의 토출부가 위치하고 일차측 냉각재
가 분배된다. 증기발생기 설계요건에서는 각 카세트의 유량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일정값에 해당하는 카세트 일차측 압력강하를 요구한다. 이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하여 카세트오리피스가 카세트 하단부위에 설치되었다. 이는 링 형상으로
써 나사로 끼우도록 제작되었다. 일차 측의 성능시험 후에 오리피스원공의 크기를
가공함으로써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
3.3.3.1.10 모듈급수관
모듈급수관은 노즐급수헤더에 있는 이차측 급수를 각 카세트의 모듈급수
헤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듈급수관은 노즐급수헤더튜브시트와 용접된 부분
에서

모듈급수헤더와

용접된

부분까지를

의미한다.

모듈급수관은

티타늄합금

PT-7M으로 제작된 부분과 스테인레스 강으로 제작된 부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
는 이종금속결합부위로 나뉜다. 이차측급수가 모듈급수관 내에서 비등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 6개의 모듈급수관은 카세트내통으로 둘러싸여 있다.
3.3.3.1.11 모듈증기관
모듈증기관은 각 카세트의 모듈증기헤더에 있는 이차측 과열증기를 노즐
헤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듈증기관은 모듈증기헤더와 용접된 부분에서 카세
트노즐과 용접된 부분까지를 의미한다. 모듈증기관은 PT-7M의 티타늄합금으로 제
작된 부분과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 부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이종금속결합
부위로 나뉜다. 모듈증기헤더와 모듈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가 용접되고 이종금속결
합부에 모듈증기관(STS321배관)을 용접하고 이를 카세트노즐에 소켓형태로 용접한
다.
3.3.3.1.12 모듈급수관 이종금속결합부
이종금속결합부는 티타늄합금으로 설계된 모듈급수관과 스테인리스로 설
계된 모듈급수관을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수나사부위는 티타늄으로 제작되며 암나
사 부위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다. 이 때 암나사 부위에는 용가재를 넣을 수
있는 치구가 아래부위에 있는데 브레이징을 수행한 후에는 절삭한다. 티타늄을 안
쪽에 위치시키면 브레이징을 수행하는 동안 가열하는 과정에서 암나사와 수나사 사
이의 간격이 증가하여 용가재가 흘러 들어가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열팽창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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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간격이 감소하면서 용가재가 압축을 받게된다. 이종금속결합부위에서 하중
은 나사부가 감당하고 브레이징은 일이차측 사이에 누설이 되지 않도록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금속결합부위를 먼저 제작한 후에 이종금속결합부의
티타늄쪽과 티타늄관 그리고 이종금속결합부의 스테인리스강 쪽과 스테인리스강관
을 각각 용접한다.
3.3.3.1.13 모듈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
티타늄합금으로 설계된 모듈증기관과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모듈증기관을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크기를 제외한 다른 사항은 모듈급수관의 이종금속결합부위
와 동일하며 그림 3.3.3-?와 같다. 두 개의 관을 브레이징을 사용하여 결합하며 열
팽창계수가 낮은 티타늄이 항상 안쪽으로 들어간다. 나사산은 하중을 지지하는 역
할을 하며 브레이징은 밀봉역할을 한다.

그림 3.3.3-4 모듈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 설명도
3.3.3.1.14 모듈급수관 지지구조물
모듈급수관 지지구조물은 상부내통 위에 얹혀있으며 내통의 중앙에 위치
하는 모듈급수관 지지판과 봉 형태로 연결된다. 원주방향으로 6개의 모듈급수관 원
공이 뚫어져있다. 따라서 모듈급수관은 상부내통의 윗면에서 지지되고 내통의 중앙
에서 다시 지지되며 내통의 하부에서 다시 지지된다.
3.3.3.1.15 모듈급수헤더
모듈급수헤더는 모듈급수관에서 이차측 냉각수를 공급받아 각 전열관
에 분배하는 공간으로서 그림 3.3.3-?와 같다. 모듈급수헤더는 티타늄합금으로 제작
되며 각 카세트당 6개로 구성된다. 모듈급수헤더는 덮개, 원통부, 그리고 모듈급수
헤더 튜브시트로 구분된다. 모듈급수헤더 튜브시트와 원통부는 용접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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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로 가공될 수도 있다. 모듈급수헤더 튜브시트는 모듈급수헤더와 전열관을 연결
하는 다공 평판이다. 그러나 모듈급수헤더 튜브시트는 전열관과 바로 연결되지 않
고 전열관 오리피스의 외피와 용접으로 결합된다. 용접이전에 튜브시트의 원공과
전열관 오리피스 외피는 H9/e9의 공차로 결합된다. 모듈급수헤더 튜브시트는 54개
의 원공이 삼각배열로 되어있으며 피치는 24mm이다.

그림 3.3.3-5 모듈급수헤더 형상 설명도
3.3.3.1.16 모듈증기헤더
모듈증기헤더는 각 전열관에서 생산된 과열증기를 모아서 모듈증기관으
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모듈증기헤더는 티타늄합금으로 제작되며 각 카세트당 6
개씩 전체적으로 72개가 있다. 모듈증기헤더는 덮개, 원통부, 그리고 모듈증기헤더
튜브시트로 구분된다. 모듈증기헤더 튜브시트와 원통부는 용접의 편의를 위해 일체
로 가공될 수도 있다. 모듈증기헤더 튜브시트는 모듈증기헤더와 전열관을 연결하는
다공 평판이다. 전열관이 튜브시트에 바로 용접되며 모듈증기헤더와 용접으로 결합
된다. 모듈증기헤더 튜브시트의 원공과 전열관의 외경사이는 간극이 0.1mm이하가
되어야 한다. 모듈증기헤더 튜브시트에는 원공 54개가 피치 18mm의 삼각형태로 배
열되어있다.
3.3.3.1.17 카세트노즐
카세트노즐은 모듈급수관을 감싸는 역할을 하며 원자로용기를 관통한다.
중앙에는 모듈급수관이 지나갈 수 있는 큰 원공이 있으며 그 주위로 6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6개의 구멍은 모듈증기관에서 공급받은 증기를 증기헤더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카세트노즐은 카세트 전체의 하중과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카
세트 지지대가 카세트노즐 상부에 볼트로 고정되어있다. 카세트노즐은 원자로용기
의 클래딩 부위와 용접된다. 용접개선부위 아래에 사각형 형태의 홈을 두고 완전용
입 용접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생성되는 응력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부위에
는 정확한 응력해석을 수행한다. 원자로용기에는 카세트노즐의 한쪽에는 압력용기
관통부 직경보다 약간 큰 턱을 두어 용접부가 파손되어도 냉각재가 많이 누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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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설계하였다. 압력용기 관통부와 조립정밀도는 H9/e9를 사용한다.
3.3.3.1.18 노즐헤더
노즐헤더는 그림 3.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앙에 노즐급수헤더가 위
치하고 그 주변에 노즐증기헤더가 위치한 형태로서 노즐급수헤더와 노즐증기헤더를
총칭한다.
3.3.3.1.19 노즐급수헤더
노즐급수헤더는 노즐헤더 중앙에 위치하며 급수배관에서 공급된 이차냉
각재를 모듈급수관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급수헤더는 급수헤더 튜브시트, 원통
부위, 덮개, 열팽창결합부, 그리고 주급수배관 안전단으로 구성되며 스테인레스 강
으로 설계된다. 급수헤더는 하나의 카세트에서 나온 6개의 모듈급수관과 연결된다.
3.3.3.1.20 노즐증기헤더
노즐증기헤더는 원자로용기와 카세트노즐 및 노즐증기헤더덮개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모듈증기관에서 공급된 증기를 모아서 주증기배관으로 전달하
는 역할을 한다. 증기헤더는 하나의 카세트에서 나온 6개의 모듈증기관과 연결된다.

그림 3.3.3-6 노즐헤더 주요 부품 형상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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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3차원 모델링
증기발생기에 대해 개념설계부터 시작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
므로 설계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필요하며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후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하므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3차원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도면 및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연계하는 I-DEAS의 기본전략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단시간
에 소수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개념설계단계에서 I-DEAS 팀
데이타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점차 확장하면서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증기발생기 부품 중 하나인 모듈급수헤더에 대해 CAE에 기초한
설계에서 열해석, 응력해석, 피로해석까지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방법적인 절차를 확
립하고 이를 향후에 다른 부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형상 설계 후 기술기준의 간단
한 수식을 활용하여 결정된 치수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모듈급수헤더는 전열관을
연결하기 위해 많은 원공이 뚫어져 있으며 형상이 복잡하여 단순한 수식으로 강도
를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시설계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생산된 3-D CAD 모델
을 활용하여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I-DEAS로 3차원 모델을 구현하면, 2차원 도면 및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쉽게 만
들 수 있으므로, 선행 작업의 중복 없이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3차원 모델을 수정하면 2차원 도면 및 유한요소해석 모델도 수정한 값에 연동
하여 자동으로 변하도록 하는 개념이 가능하다. 3차원 모델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
하여 도면을 생산할 수 있으며 증기발생기 카세트에 조립하여 부품 사이의 간섭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유한요소를 생성하면 3차원 모델의
형상변화를 그대로 유한요소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먼저 컴퓨터 상에서 3차원 디지털모형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조립함으
로써 제작성을 검토하고 간섭을 조사하였다.

그림 3.3.3-?에서 그림 3.3.3-? 까지는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조립되어 가는 과정을 컴퓨터 상에서 IDEAS를 이용하여 모
사하였다. 전열관을 감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외통을 삽입하고, 모듈급수헤더와 모듈
증기헤더의 튜브시트를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어서 전열관 오리피스를 조립
하고, 모듈증기관과 모듈급수관을 조립하며 하부헤더부위와 밀봉링을 조립한다. 최
종적으로 카세트 노즐을 조립하고 카세트지지대를 볼트로 고정하면 카세트가 완성
된다. 이후에 노즐헤더와 결합된다. 이러한 조립과정을 컴퓨터에서 동영상으로 제작
하여 실제로 제작되는 순서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열관의
수가 매우 많아서 컴퓨터의 용량문제로 인해 모든 전열관을 실제와 같이 감는 것은
불가능하여 여기서는 2개의 전열관만 나타내었다. 중간과정의 부품조립과정은 생략
하였으며 이는 증기발생기 설계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3차원 모델
링 기술은 전열관과 모듈급수헤더의 배열 결정에도 사용되며 최종적인 제작자료로
사용된다. 조립된 카세트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절개한 모습을 그림 3.3.3-?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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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전열관 코일링

그림 3.3.3-8 카세트 외통 삽입

그림 3.3.3-9 모듈증기헤더 튜브시트

그림 3.3.3-10 모듈급수헤더 튜브시트

조립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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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 전열관
오리피스 조립

그림 3.3.3-12 모듈증기관 조립

그림 3.3.3-13 상부 카세트외통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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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4 모듈급수관 조립

그림 3.3.3-15 모듈급수관 엘보우 조립 그림 3.3.3-16 하부 카세트외통 조립

그림 3.3.3-17 카세트 하부헤더 조립

그림 3.3.3-18 밀봉링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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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9 카세트 노즐조립

그림 3.3.3-20 카세트 지지대 조립

그림 3.3.3-21 지지대 고정 볼트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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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2 조립된 카세트 절개도

3.3.4 설계 및 해석
3.3.4.1 치수결정 계산
표 3.3.4-?은 증기발생기 주요 주위의 설계두께와 러시아 기술기준에서 허용
하는 두께를 비교한 것으로 모든 부위가 허용범위 이내에 포함된다. ASME의 경우
외압을 받는 배관의 해석에 필요한 재료성질이 없으므로 직접 적용 할 수 없다.
SMART증기발생기에 사용되는 전열관과 모듈급수/증기관은 일차측에 의해 압축하
중을 받으므로 좌굴안정성을 표 3.3.4-?에서 검토하였는데 설계압력이 기술기준에서
허용하는 압력보다 낮으므로 타당한 치수설계임을 입증하였다.
표 3.3.4-1 증기발생기 주요 부위의 설계두께와 허용두께
부품

설계두께 [mm]

최소두께 [mm]

튜브시트

60

44

원통

18

17.4

Expansion Joint 원통

5

4.3

덮개

120

83.8

덮개

30

26.9

원통

15

13.7

튜브시트

82

47.9

덮개

15

12.3

원통

15

9.8

튜브시트

50

31.5

전열관

1.5

1.22

모듈급수관

4

3.52

모듈증기관

9

8.29

노즐급수헤더

노즐증기헤더

모듈급수헤더

모듈증기헤더

배관

표 3.3.4-2 전열관, 모듈급수관 및 모듈증기관의 좌굴안정성 비교
배관
재료
전열관 12×1.5
PT-7M
배관 35×4
PT-7M
배관 35×4(L=70)
SS321 steel
배관 83×9
SS321 steel
배관 83×9
PT-7M

임계길이와
길이와의 조건

임계응력,

임계압력,

허용압력,

설계외압,

[MPa]

[MPa]

[MPa]

[MPa]

L>Lcr

1616

404

20.2

17

L>Lcr

1318

298

17.9

17

Lcr=47.5

2798

632

18.8

17

L>Lcr

2910

619

17.7

17

L>Lcr

1238

271

17.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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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동특성해석 및 내진해석
3.3.4.2.1 증기발생기 동특성 해석모델 개발
증기발생기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한 상세유한요소모델과 단순유한
요소모델을 개발하였다. 상세유한요소모델은 증기발생기카세트의 형상을 충실히 모
사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단순유한요소모델은 증기발생기카세트의 개략적
형상과 상세유한요소모델의 해석결과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3.3.4-?은 증기
발생기카세트 유한요소모델과 작성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상세유한요소모델에서는 카세트노즐과 각 모듈증기관들을 보요소로 나타내었으며
카세트외통과 전열관집합체부는 집중질량과 회전관성체로 나타내었다. 보요소의 요
소정보는 대응하는 부분의 물성치와 단면형상을 충실히 모사하여 설정하였다. 상세
모델의 형상은 그림 3.3.4-?에 수록된 바와 같다. 단순유한요소모델은 증기발생기의
전체적 거동을 보다 간편하게 기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증기발생기카세트의 형
상을 최대한 단순화한 형태를 하고 있다. 단순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의 물성치는 상
세모델의 해석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G

YG

G
iG
ZG

XG

iG G

yGsG

sGtG

yGsG

㫑ὤⵐ㈑ὤ

ㇵ㉬㡔䚐㟈㋀⯜⒬

␜㍐㡔䚐㟈㋀⯜⒬

그림 3.3.4-1 증기발생기카세트 유한요소모델 작성과정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상세유한요소모델에서 카세트노즐부와 모듈증기관부를 구성
하는 보요소의 물성치와 단면정보를 표 3.3.4-?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material set
과 element set은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물성치와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 정의한 명칭이다. 표 3.3.4-?는 상세유한요소모델에서 전열관집합체부를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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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용된 집중질량요소와 회전관성요소의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3.4-3 증기발생기 카세트 상세유한요소모델 보요소 정보
MATERIAL ELEMENT
SET
SETS

NH1

NH2

NH3

SP-SUS

NH1

NH2

NH3

SP1-SUS
SP2-SUS
SP3-SUS
SP4-SUS
SP5-SUS
SP6-SUS

SP1J-SUS
SP2J-SUS
SP3J-SUS
SP-J-SUS
SP4J-SUS
SP5J-SUS
SP6J-SUS

SP-J-3V

SP-7M

SP1J-3V
SP2J-3V
SP3J-3V
SP4J-3V
SP5J-3V
SP6J-3V
SP1-7M
SP2-7M
SP3-7M
SP4-7M
SP5-7M
SP6-7M

단면적
[m2]

0.0938

0.06667

0.04736

0.00209

0.00481

0.00319

0.00209

면적모멘트
[m4]
I11

9.95E-04

I12

0

I22

1.55E-03

J

2.55E-03

I11

3.48E-04

I12

0

I22

1.10E-03

J

1.45E-03

I11

9.01E-05

I12

0

I22

6.48E-04

J

7.39E-04

I11

1.45E-06

I12
I22

0
1.45E-06

J

2.91E-06

I11

6.81E-06

I12
I22

0
6.81E-06

J

1.36E-05

I11

2.49E-06

I12
I22

0
2.49E-06

J

4.98E-06

I11

1.45E-06

I12

0

I22

1.45E-06

J

2.9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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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계수 전단계수
[Pa]
[Pa]

밀도
[kg/m3]

1.748E+11 6.882E+10

8207

1.748E+11 6.882E+10

8207

1.748E+11 6.882E+10

8207

1.748E+11 6.882E+10

8207

1.748E+11 6.882E+10

8207

1.004E+11 3.891E+10

7820

9.22E+10 3.574E+10

7820

표 3.3.4-4 증기발생기카세트 상세유한요소모델 집중질량요소 및 회전관성요소
ELEMENT SET
(MATERIAL SET)

질량 (kg)

SGM
SGR

관성 모멘트 (kgm2)
I11

I22

I33

2314

-

-

-

-

2899

171.6

2899

유한요소모델과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의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
였다. 단순모형은 두개의 보와 집중질량 그리고 강체연결요소로 구성하였다. 표
3.3.4-?은 단순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는 보요소의 물성치와 단면정보를 정리한 것이
다. 단순모델에서 카세트노즐을 나타내는 보요소 NH의 면적모멘트와 물성치는 앞
에서 작성한 모델의 보요소 CH1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단면적은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모듈증기관을 나타내는 보요소 SP의 면적모멘트 값을 조절하여 앞에서 구
한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고유진동수와 단순모델의 고유진동수가 유사하게 나타나도
록 조절하였다. 또한 집중질량과 회전관성체로 모델링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집합체
의 질량 및 관성모멘트 그리고 무게중심의 위치는 상세유한요소모델의 것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표 3.3.4-5 증기발생기 카세트 단순유한요소모델 보요소 정보
MATERIAL ELEMENT
SET
SETS

단면적
[m2]

NH

NH

7.215E-02

SP

SP

1.827E-02

면적모멘트
[m4]
I11
9.95E-04
I12
0
I22
1.55E-03
J
2.55E-03
I11
1.47E-05
I12
0
I22
1.77E-05
J
1.05E-04

탄성계수 전단계수
[Pa]
[Pa]

밀도
[kg/m3]

1.748E+11 6.882E+10

8207

1.748E+11 6.882E+10

8207

단순모델을 이용해 구한 고유진동수와 상세모델을 이용해 구한 고유진동수 그리
고 그 차이를 표 3.3.4-?에 정리하였다. 모든 해석은 상용코드인 ABAQUS를 사용
해 수행되었다. 저차 3개 모드의 경우 두 모델의 차이는 1% 미만이며 전체적으로
그 차이는 수 퍼센트 이하이다. 그러므로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단순모델은 비교적
정확하게 증기발생기의 동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단순모델을 이용해 구한
진동모드의 형상을 그림 3.3.4-?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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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6 증기발생기카세트 고유진동수 및 진동형상 요약
Mode
1
2
3
4
5
6

고유진동수 (Hz)
상세모델 단순모델
45.1
45.3
92.7
92.7
99.0
99.2
185
171
780
727
953
925

Mode 1

차이 (%)

진동형상

0.44
0.00
0.20
-7.57
-6.79
-2.94

전열관집합체 X2 방향 비틀림 진동
전열관집합체 X1 방향 병진동
전열관집합체 X3 방향 병진동
전열관집합체 X2 방향 병진동
카세트노즐 X3 방향 굽힘진동
모듈증기관 국부진동

Mode 2

Mode 3

Mode 4

Mode 5

Mode 6

그림 3.3.4-2 증기발생기카세트 진동모드 (단순모델)
3.3.4.2.2 증기발생기 예비내진해석
SMART 증기발생기는 내진범주 I에 속하는 기기로서 0.3G 안정정지지
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에서 압력경계의 건전성 및 정상적인 작동성
을 유지해야 한다. 내진범주 I에 해당하는 기기는 부지의 설계지진과 기반구조물의
응답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하중특성에 기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
에 속하는 기기의 설계는 시험이나 해석을 통한 내진검증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SMART의 건설부지 선정과 각종 기반구조물의 설계가 이루
어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내진설계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시험 및 해석을 통
한 검증작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단계에서는 추후 진행될 상세한 내진해석에 필
요한 해석모델 및 해석절차를 개발하고 0.3g 인공지진에 대한 증기발생기의 내진성
능을 예비 평가하였다. 모든 해석은 상용코드인 ABAQUS를 사용해 수행되었다.
내진해석에서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은 동적문제를 정적문제로 변환하여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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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손쉽게 최대 변위를 비롯한 반력 등의 결과를 구하는 근사적인 방법이다.
이와는 달리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작성된 인공지진신호와 유한요소법과 같은 수치
적인 방법을 이용해 시간적분을 수행하여 인공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이력을 계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면 보다 엄밀한 형태의 결과를 구
할 수 있다. 인공지진과 원자로 상부 덮개부의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증기발생기
의 응답해석을 수행하고 각 경우에서의 최대 변위와 반력 등을 계산하였다.
3.3.4.2.1과 3.3.4.2.2는 예비내진해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예비내진해석은 SMART 증기발생기의 예비내진해석으로 지진하중 시 증기발생
기 카세트가 보이는 거시적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해석결과 0.3G 지진하
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응력상태는 설계응력강도의 1% 미만으로 매우 적다. 그러므
로 SSE 하중이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부에 미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해석에서는 증기발생기가 일차냉각수 속에서 거동함을 무시하였
으므로 증기발생기를 감싸고 있는 일차냉각수가 제공하는 유체에 의한 지지력이 무
시되었다. 이는 원자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동적인 하중에 대한 증기발생기의 응답
을 계산함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조건이므로 실제 증기발생기의 경우 지진하중에
의한 응력상태는 해석결과보다 낮은 상태가 될 것이다.
본 해석의 결과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증기발생기의 각종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평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해석에 사용된 모델이 매우 단순하여 각종 압력경계
부에서의 상태를 정확히 기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기발생기의 각종 압력경계에
서의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해석의 결과와 증기발생기의 내부구조
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세부상세모델을 이용한 추가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
세해석에 앞서 본 해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종 압력경계의 구조적 건전성에 관
한 대체적인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지진하중 시 최대 변위가 발
생하는 곳은 증기발생기의 모듈증기헤더부이며 그 크기는 모든 해석에서 0.03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듈증기관이 파이프 구조를 하고 있고
최소 수직길이가 500mm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0.3G지진하중에 의해 모듈증기헤
더부와 모듈증기관에서 발생하는 응력역시 매우 작을 것이며 압력경계의 구조건전
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해석
실제 지진 시 증기발생기가 받는 하중은 건물의 기초부에서 나타나는
지진하중과는 다소 다른 형태가 된다. 이는 지진하중이 건물의 기초로부터 각종 구
조물과 원자로 압력용기를 거치는 동안 하중경로의 특성에 따라 변형되기 때문이
다. 본 절에서는 0.3G 지진하중 시 원자로 내벽에 고정된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부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증기발생기의 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하
였다. 해석에서는 X1, X2, X3 각기 다른 세 축방향으로 가해지는 0.3G 인공지진하중
에 의한 가속도 시간이력을 고려하였다. 증기발생기 주요부의 변위응답을 계산하였
으며 증기발생기의 고정부인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부의 반력과 모멘트반력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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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부에서 나타나는 최대
응력을 계산하였다.
그림 3.3.4-?은

X1 방향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3.4-?의 (a)는 해석에서 고려한 0.3G 인공지진 시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부에서
나타나는 가속도시간이력이며, (b)는 이러한 가속도 하중이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
부와 증기발생기 외통하단부에서 발생한 경우 최대변위가 발생하는 곳인 모듈증기
헤더부의 변위시간이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3.3.4-?의 (c)와 (d)는 각각 증기발
생기 카세트노즐부의 전단반력과 모멘트반력을 구한 것이다. 가속도 이력에서 순간
최대 가속도는 0.40G이다.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 그리고 응력의 최
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0.018mm
최대 반력: Fmax = 5.33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1.01kNm
최대 응력: Smax = 0.17MPa
그림 3.3.4-?는 X2 방향의 가속도 이력에 대한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최대
가속도는 0.33G이다.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대값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0.003mm
최대 반력: Vmax = 8.98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3.49kNm
최대 응력: Smax = 0.53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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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X1방향 가속도 이력과 증기발생기 응답해석

- 90 -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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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X2방향 가속도 이력과 증기발생기 응답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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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X3방향 가속도 이력과 증기발생기 응답해석
그림 3.3.4-?은 X3 방향의 가속도 이력에 대한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최대
가속도는 0.33G이다.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대값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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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변위: Dmax = 0.016mm
최대 반력: Vmax = 5.53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2.12kNm
최대 응력: Smax = 0.49MPa
․응답스펙트럼 해석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은 지반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지진하중에 대한
단자유도 단순구조물의 동응답특성을 바탕으로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
해 지진발생 시 복잡한 다자유도 구조물의 개략적인 거동을 간편하게 예측하는 해
석방법이다.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에는 다자유도 구조물의 각 모드별 거동특성을 취
합하는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본 계산서에서는 현재 Regulatory
Guide 1.92 (1976)에서 추천하는 방법인 Ten-Percent Method를 이용해 지진하중
시 증기발생기가 보이는 최대 변위와 반력들을 계산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응답스
펙트럼은 원자로 상부에서의 수평방향(NS, EW) 응답스펙트럼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 3.3.4-?와 같은 형태이다. 해석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다.
X1방향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
대값을 요약하였다. 최대 변위는 증기발생기 모듈증기헤더부에서 관찰된 값이며, 최
대 반력과 모멘트반력은 원자로 내벽에 장착된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부에서 나타
난 값이다. 최대 반력과 모멘트반력 그리고 증기발생기노즐부의 형상으로부터 지진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정도를 계산하였다.
최대 변위: Dmax = 0.022mm
최대 반력: Fmax = 5.12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1.52kNm
최대 응력: Smax = 0.23MPa

10.0

Acceleration (G)

Acceleration (G)

10.0

1.0

0.1

1.0

0.1
1

10

100

Frequency (Hz)
(a) Transverse

1

10

100

Frequency (Hz)
(b) Vertical

그림 3.3.4-6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부에서의 응답스펙트럼
X2방향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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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0.003mm
최대 반력: Vmax = 10.1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3.94kNm
최대 응력: Smax = 0.60MPa
X3방향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
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0.020 mm
최대 반력: Vmax = 5.24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2.07kNm
최대 응력: Smax = 0.48MPa
3.3.4.3 열해석, 응력해석, 피로해석
3.3.4.3.1 모듈급수헤더 해석
증기발생기 부품인 모듈급수헤더는 이차측 냉각재를 모듈급수관으로부터
공급받아 각 전열관에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고온의 일차측 냉각재와 저온의 이차
측 냉각재로 인해 원자로 전체에서 매우 극심한 열응력을 받는 부품이다. 모듈급수
헤더 전체의 온도분포와 열응력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형상이 복잡한 모듈급수헤더의 정상상태 열응력 해석에 앞서 모듈급수헤더의 온도
분포를 구하였다.
모듈급수헤더는 PT-3V 티타늄합금으로 설계되었다. 해석코드는 I-DEAS MS7의
자체 Solver를 사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헤더의 기하학적 대칭
성을 고려하여 1/4만 모델링하였다. 요소는 10절점 3차원 사면체 요소를 사용하였
다. 정상운전상태에서 모듈급수헤더 내부에는 180℃의 이차측 냉각재가 흐르고, 외
부에는 310℃의 일차측 냉각재가 흐른다. 튜브시트 원공과 전열관 오리피스 사이에
0.1mm의 간극이 있다. 튜브시트 원공에 미치는 일차측 냉각재 및 이차측 냉각재의
온도 영향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먼저, 튜브시트 원공에 일차측 냉
각재의 온도영향보다 이차측 냉각재의 온도 영향이 더 크다고 가정하여 180℃의 이
차측 냉각재가 흐르는 것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하였다. 즉, 튜브시트와 오리피스

사

이의 간극 0.1mm가 이차측 온도와 같다고 가정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튜
브시트 원공에 일차측 냉각재의 온도영향이 이차측 냉각재의 온도 영향보다 더 크
다고 가정하여 고온의 일차측 냉각재가 흐르는 것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하였다. 이
경우는 튜브시트와 오리피스사이의 간극 0.1mm가 일차측 온도와 같다고 가정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실제상황은 이 두 가지 모델의 사이에 포함된다.
첫째의 경우 튜브시트 원공의 온도분포는 180℃ 이차측 냉각재가 원공 내부를 흐
름으로써 이차측 냉각재의 온도가 원공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모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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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측 냉각재가 원공 내부를 흐름으로써 일차측 냉각재의 온도가 원공 전체에 영
향을 미친다. 튜브시트 중앙의 온도분포는 원공 내부를 흐르는 310℃ 일차측 냉각
재의 영향으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모듈급수헤더 덮개의 온도분포는 첫째모
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께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응력해석은 자유요소생성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요소의 크기는 결과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러 가지 크기의 요소에 대해 민감도 해석을 선
행하여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최적화하여 본 해석을 수행했다. 요소의 크기에 따른
결과의 수렴성은 절점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최대 응력값을 비교함으로써 수행하였
다. 먼저 압력하중만 고려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고 다음으로 일차측 및 이차측 냉
각재에 의한 열해석을 수행한 후 열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열하중과
압력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열관 튜브시트에 대해서는 ASME
및 러시아 기술기준을 이용하여 수식으로 정적인 강도평가를 수행하고 그 값을 유
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첫째 모델의 경우 Z축 방향으로 최대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Z축이 육각배
열의 최소 리가먼트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응력성분이
윗면에서 압축하중의 형태로 작용하므로 부식측면이나 파괴역학적 측면에서는 바람
직한 형태이다. 그러나 둘째 모델의 경우에는 아랫면에 인장응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의 상황은 첫째 모델과 둘째 모델의 중간 상태로 예상되므로 첫째 모델
의 경우 및 둘째 모델의 경우가 허용응력범위 이내에 포함되므로 구조적으로는 안
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4-?과 그림 3.3.4-?에서는 정상운전상태에서 모듈급
수헤더에 작용하고 있는 주응력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
든 운전과도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기술기준에 따라 세부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3.3.4-7 최대주응력분포

그림 3.3.4-8 최대주응력분포

(상부사시도)

(하부사시도)

현 단계에서는 피로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모듈급수헤더에 대해
정상운전 상태에 대한 누적손상계수를 평가하였다. 모듈급수헤더의 재질인 PT-3V
와 전열관소재인 PT-7M에 대한 S-N곡선은 실험으로 구하였다. 모듈급수헤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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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계산을 수행한 결과 주응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위에서의 반복응력은
2

10kg/mm 로서 피로한도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3.3.4.3.2 전열관 해석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3.4?는 전열관의 열팽창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링을 보여준다. 전열관은 급수가 가열되
는 지역, 증발되는 지역, 그리고 과열증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온도분포는 그림 3.3.4-?과 같으며 열
응력의 분포는 그림 3.3.4-?과 같다. 안팎의 온도차가 가장 큰 급수예열 지역에서
응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안전해석 결과로 주어진 PRDBE 1, 2, 7, 8, 9, 10, 25, SRDBE 3, 10, 16, 20
에 대해 ABAQUS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ASME에 준한 응력보고서는 상세설
계단계에서 생산될 예정이지만 다음 단계에서 큰 치수의 변경이 유발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3.4-?, 그림 3.3.4-?, 그림
3.3.4-?, 그리고 그림 3.3.4-?에서 보듯이 응력해석결과 모두 허용범위 안에 포함됨
을 보여 주었다. PT-7M에 대한 응력강도 값은 ASME에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항복응력과 인장강도값을 사용하여 ASME에 준한 허용응력강도 값을 산정하여 예
비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3.4-9 전열관
열팽창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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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0 전열관의

그림 3.3.4-11 전열관의

두께방향온도분포

두께방향응력분포

11

㞬⺴

그림 3.3.4-12 수압시험 시 응력상태

그림 3.3.4-13 PRDBE 1에서 응력상태

그림 3.3.4-14 PRDBE 25의 응력상태

그림 3.3.4-15 SRDBE 20의 응력상태

3.3.4.3.3 노즐헤더 및 튜브시트 해석
SMART 증기발생기는 이차측 냉각재가 전열관 내부를 흐르고, 일차측
냉각재가 전열관 외부를 흐른다. 증기발생기 부품인 노즐헤더는 노즐급수헤더와 노
즐증기헤더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저온의 이차냉각재가 급수되는 동시에 급
수된 냉각재가 전열관을 지나 고온의 증기가 되어 다시 노즐헤더를 통해 배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전체에서 가장 극심한 열응력을 받는 부품이다.
노즐헤더는 형상이 복잡하므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온도분포와 열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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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PRDBE와 SRDBE에 의거한 피로해석을 수행하였
다.
노즐헤더의 내부는 STS321 스테인리스, 외부의 압력용기는 SA508 탄소강으로 설
계되었다. 해석코드는 ‘ABAQUS/Standard 6.2’를 사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기 위하여 헤더의 기하학적 대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3.3.4-?과 같이 1/4만 모델링
하였다. 노즐헤더의 구속조건은 Plane Symmetric 조건과 압력용기 고정부위에서 축
방향 변위고정 구속조건을 사용하였다. 요소는 4절점 3차원 사면체 요소로서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DC3D4 요소를 사용하였고 응력과 변형율을 구하기 위하여
C3D4 요소를 사용하였다. 노즐헤더의 유한요소모델은 35,089개의 절점과 169,723개
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림 3.3.4-16 노즐헤더 1/4 모델

표 3.3.4-7 기동 및 정지 모드 운전조건
일차측

이차측

외부

gap

밑면

285

30

250

300

7000

3000

150

1500

10000

5

3.55

입구

출구

310

50

2

15000

압력(MPa)

14.7

온도(℃)
전열계수
(W/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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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헤더의 응력해석은 정상운전조건과 수압시험 하중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정상
운전조건은 원자로의 기동 및 정지 모드를 가정하여 표 3.3.4-?의 입력자료를 유한
요소모델의 하중조건으로 인가하였다. 정상운전조건의 열해석에서 압력용기를 통하
여 노즐헤더로 전열되는 에너지량은 대부분 전도에 의한 것이지만 유한요소해석에
서는 대류에 의한 전열로 모사하여 해석모델 하부에 전열계수를 주었다. 또한 노즐
헤더와 압력용기는 노즐헤더끝단에서 용접되고 용접부위를 제외하면 사이는 틈새로
남게된다. 이 틈새사이로 일차냉각재가 직접 맞닿아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
에 일차냉각재의 순환에 의해 전열되는 에너지보다 주위 구조물에서 전도되는 에너
지량이 더 많기 때문에 노즐헤더 안쪽에서 일차냉각재가 접하는 부분보다 전열계수
를 상대적으로 적게 설정하였다. 수압시험 하중은 설계압력하중의 1.25배를 이차측
에 인가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3.3.4-?은 노즐헤더의 단면도로서 일차냉각재와 이차
냉각재(급수, 증기)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3.3.4-17 노즐헤더 단면도

정상운전조건에서의 온도구배와 응력분포를 그림 3.3.4-?에 도시하였다. 응력분포
는 Tresca 응력으로 나타내었다. 주요부위에 대한 응력값은 표 3.3.4-?에 나타내었
다. 그림 3.3.4-?는 수압시험조건에서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조건은 상온이
므로 따로 온도구배를 도시하지 않았다.
표 3.3.4-?의 응력강도 Sm은 310℃에서 STS 321과 SA508 Class4의 응력강도 값
으로 각각 113 MPa, 200.6 M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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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8 노즐헤더 응력해석 결과
위치

정상운전조건

수압시험

A

458.8

61.97

B

443.8

230.4

C

404.6

65.0

D

313.8

124.4

3Sm

339.2

601.8

그림 3.3.4-18 정지 및 기동모드에서의 응력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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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9 수압시험하중에서 응력해석결과

Value of Sa(MPa)

10

4

SS321
SA508

10

3

10

2

1

10 1
10

10

2

10

3

10

4

10

5

10

Number of cycles(N)

그림 3.3.4-20 노즐헤더 재질의 S-N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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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600

Pressure(MPa)

o

Temperature( C)

14
560

520
Primary Coolant
Secondary Feedwater
Secondary Steam

480

440

400

12
10
Primary Coolant
Secondary Feedwater
Secondary Steam

8
6
4
2

0

200

400

600

800

0

1000

Time(sec)

0

200

400

600

800

1000

Time(sec)

그림 3.3.4-21 PRDBE 7의 유체 온도

그림 3.3.4-22 PRDBE 7의 압력변동

그림 3.3.4-23 PRDBE 7에서 피로해석결과

노즐헤더의 피로해석은 PRDBE와 SRDBE을 입력자료로 하여 ABAQUS/Safe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피로수명을 도출하였다. 노즐헤더의 경우 고반복피로에
해당하므로 응력을 기준으로 피로평가를 수행하였으며, Goodman 모델을 사용하여
평균응력을 고려하였다. 그림 3.3.4-?에 STS321과 SA508의 S-N 선도를 ASME
sec III. Div.1 -Appendix 1을 참조하여 도시하였다. 그림 3.3.4-?, 그림 3.3.4-?는 입
력조건 중 PRDBE 7에서의 유체 온도와 압력으로 이것을 입력으로 피로해석한 결

- 101 -

과는 그림 3.3.4-?에 나타내었다.
피로해석결과는 피로수명이 대체로 낮은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표 3.3.4-?에
나타냈다. Miner's rule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사용계수의 합은 모든 부분에서 1보
다 작았다.
표 3.3.4-9 노즐헤더 피로해석 결과
Feedwater tubesheet Expansion joint 1

Expansion joint 2

Header

하중조건 발생회수
피로수명 사용계수 피로수명 사용계수 피로수명 사용계수 피로수명 사용계수
PRDBE 1 1,600,000

-

0

-

0

6.03E+13 3.32E-10 1.97E+08 1.01E-04

-

0

-

0

-

0

-

0

PRDBE 2

20,000

PRDBE 7

60

PRDBE 8

60

-

0

PRDBE 9

60

-

0

PRDBE 10

60

-

0

PRDBE 25

3,000

6.31E+10 4.75E-08 8.24E+08 3.64E-06 6.03E+12 7.89E-21 2.89E+09 1.26E-15

SRDBE 3

30

9.46E+09 3.17E-09 1.17E+08 2.56E-07 1.26E+10 2.52E-19 3.22E+06 7.95E-14

SRDBE 10

15

5.13E+08 2.92E-08 3.53E+05 4.25E-05 5.61E+09 5.21E-18 3.08E+04 1.38E-09

SRDBE 16

30

2.19E+12 1.37E-11 5.20E+07 5.77E-07 5.75E+11 2.38E-23 3.85E+08 1.50E-15

SRDBE 20

15

4.47E+12 3.36E-12 3.22E+09 4.66E-09 3.72E+11 9.04E-24 7.73E+08 6.03E-18

수압시험

30

7.96E+07 3.77E-07 1.03E+07 2.92E-06 1.66E+13 2.27E-20 1.16E+06 2.51E-12

누적손상
계수

-

9.55E+12 6.28E-12 1.47E+09 4.09E-08 1.29E+11 4.88E-23 1.11E+09 3.68E-17

-

-

0

1.35E+14 4.45E-13
-

4.57E-07

-

0

1.51E-04

-

0

-

0

-

0

-

0

-

0

-

0

-

5.50E-18

-

1.38E-09

3.3.4.4 전열관 코일링 해석
3.3.4.4.1 해석의 필요성 및 목적
SMART용 증기발생기는 여러 개의 전열관이 다중나사의 개념으로 원통
을 감고 올라가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전열관 재료는 티타늄합금이다. 전열관을
감는 장비는 그림 3.3.4-24와 같으며 실제로 감는 장면은 그림 3.3.4-?에서 보여 준
다. 전열관을 감은 후 하중을 제거하면 스프링백이 발생하며 이 값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어야 제작이 용이하고 치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전열관을 감은 후
하중을 제거하면 그림 3.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프링백은 40mm 이상 발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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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4 증기발생기 전열관 코일링장치 개념도(정면도)

그림 3.3.4-26 스프링백 현상

그림 3.3.4-25 코일링 작업

스프링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하고 그 중에서 설계과정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인자를 도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정량적인 평가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추후
상세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으로 설
계변수를 변화시키면서 민감도해석을 수행하여 설계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계산의
결과와 방법은 전열관 뿐만 아니라 급수 및 증기 모듈관의 굽힘에도 적용하여 정확
한 스프링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제작과정에서 감을 때 가해야 할
최적 인장하중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3.4.4.2 이론적 해석
․모델링 및 수식의 유도
실제의 전열관은 스프링형태로 여러 번 감겨있지만 링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전열관은 보의 거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길이에 비해 다른 치수가 작다고
가정한 1차원으로 모델링 하였다. 즉, 변형율과 응력은 축방향으로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굽힘에 비해 전단변형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재료의 물성치는
탄성-완전소성으로 가정하여 스프링백되는 양을 수식으로 유도하였다. 다음으로는
선형으로 소성가공경화가 있는 경우에 대한 모델을 작성하여 소성가공경화정도가
스프링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열관을 감을 때 인장하중
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열관에 대해 굽힘하중과 더불어 축방향 인장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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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을 때의 스프링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식도 유도하였다[3.3.4-1].
직관인 관에 굽힘모멘트를 가하면서 반경이 R인 맨드렐에 감은 후 굽힘모멘트를
제거하면 하중이 이완되면서 곡률반경이 Rf로 변하게 된다. 모멘트 M을 제거할 때
는 탄성거동을 하므로 제하 시의 응력성분은 보이론에 기초한 탄성식으로부터 계산
할 수 있다. 모멘트 M이 가해진 상태에서 최대 변형율(y=ro)에서 모멘트를 제거할
때의 최대 변형율(y=ro)을 빼면 잔류하고있는 최대 변형율(y=ro)이 된다. 이 관계로
부터 전열관을 감을 때의 곡률반경 R, 가한 굽힘모멘트, 그리고 하중을 제거하고 난
후의 곡률반경 Rf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모멘트 M이 가해진 상태의 변형율에서
모멘트를 제거할 때의 변형율을 빼면 잔류하고 있는 변형율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o ro M
r
−
= o
R EI
Rf

(3.3.4-1)

전열관을 굽힐 때 필요한 모멘트만 알 면 스프링백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전열
관을 굽힐 때 필요한 모멘트 M은 소성모델 및 인장하중의 영향을 받는다. 탄성-완
전소성-순수굽힘인 경우, 탄성-소성경화-순수굽힘인 경우, 탄성-완전소성-인장 및
굽힘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 모델을 개발하였다.
실제 재료는 완전소성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소성가공경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성지역에서 일정한 접선강성을 갖는 형태
인 선형소성경화(linear hardening)모델을 도입하였다. 소성영역에서 접선강성을 갖
는 경우에 대한 변형율 분포는 선행모델과 동일하며 소성이 발생한 후의 응력 분포
는 달라진다. 스프링백을 계산 한 후에 접선 강성 값을 변화시키면 소성경화로 인
한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접선강성이 영이면 탄성-완전소성의 경우와 같으며 접
선강성이 탄성계수와 같다는 것은 완전탄성체임을 의미한다.
굽힘하중만 가하면서 감는 것보다 인장하중을 가하면서 감으면 스프링백이 작게
생긴다. 인장하중의 영향을 평가하고 인장하중 값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유도하
였다. 인장과 굽힘이 동시에 가해진 상황에서 인장하중을 먼저 제거하고 다시 굽힘
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하였다. 이 때 중립축은 인장하중의 영향으로 인해 아
래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탄성-완전소성의 재료거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응력분포는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장하중이 가해짐으로 인하여 중립축(변형율이 영)이 이동된다. 굽힘모멘트 M과
인장하중 F가 가해졌을 때의 응력상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σ θ ( y ) = −σ Y
σ θ ( y ) = −σ Y + σ Y

y + (α + ξ )ro
αro

− ro ≤ y ≤ −(α + ξ )ro

(3.3.4-2a)

− (α + ξ )ro ≤ y ≤ (α − ξ )ro

(3.3.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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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θ ( y) = σ Y

(α − ξ )ro ≤ y ≤ ro

(3.3.4-2c)

이 때 축방향의 응력을 적분한 것은 외부에서 가한 축방향 인장하중 F와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전열관은 속이 빈 원통형태이므로 전열관의 외경에 대한 응력의 적
분에서 전열관의 내경까지의 응력적분을 빼면 실제의 축방향 힘이 된다. 힘의 평형
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Fo |M + F − Fi |M + F = F
1
ªξ
Fo |M + F = σ Y ro2 «
2
¬α
−

(3.3.4-3)

1
1

½ 
½
® β1 + β 2 + (sin 2 β1 + sin 2 β 2 )¾ − ® β 2 − β12 + (sin 2 β 2 − sin 2 β1 )¾
2
2
¯
¿ ¯
¿

(

)

2
º
cos 3 β 2 − cos 3 β 1 »
3α
¼

(3.3.4-4)

1
1
1
ªξ 
½ 
½
Fi |M + F = σ Y ri 2 « ®γ 1 + γ 2 + (sin 2γ 1 + sin 2γ 2 )¾ − ®γ 2 − γ 1 + (sin 2γ 2 − sin 2γ 1 )¾
2
2
2
¿ ¯
¿
¬α ¯
−

2 § ri
¨
3α ¨© ro

º
·
¸¸ cos 3 γ 2 − cos 3 γ 1 »
¹
¼

(

)

(3.3.4-5)

β1 = sin −1 (α + ξ )
β 2 = sin −1 (α − ξ )
ªr
¬ ri

º

ªr
¬ ri

º

γ 1 = sin −1 « o (α + ξ )»
¼

γ 2 = sin −1 « o (α − ξ )»
¼

중립축의 이동거리는 위의 비선형 수식(3.3.4-3)의 해가 된다. 외부에서 가한 인장
하중 F와 나머지 변수들은 아는 값이므로 중립축의 이동이 구해진다. 인장하중이
굽힘하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중립축의 이동이 커진다. 굽힘하중과 인장하
중이 같이 가해질 때의 굽힘 모멘트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도 ro까지의 굽힘
하중을 적분한 값에서 ri까지의 적분값을 빼면 실제 전열관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
가 된다.
M |M + F = M o |M + F − M i |M + F

(3.3.4-6)

여기서 M+F는 굽힘하중과 인장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o는
반경 ro 안에 작용하는 응력에 거리를 곱해 적분한 값이며 Mi는 반경 ri 안에 작용
하는 응력에 거리를 곱하여 적분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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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 F = M o |M + F − M i |M + F

(3.3.4-7)

ª2 § ξ ·
1
2§ ξ ·
1
(sin 4 β1 + sin 4 β 2 ) + 1 (β1 + β 2 )º»
M o |M + F = σ Y ro3 « ¨1 + ¸ cos3 β1 + ¨1 − ¸ cos 3 β 2 −
α
α
α
4α
16
3
2
3
¹
©
¹
¬ ©
¼

(3.3.4-8)
ª2 § ξ ·
º
1 § ri ·
1 § ri ·
2§ ξ ·
1
¨¨ ¸¸(γ 1 + γ 2 )»
¨¨ ¸¸(sin 4γ 1 + sin 4γ 2 ) +
M i |M + F = σ Y ri3 « ¨1 + ¸ cos3 γ 1 + ¨1 − ¸ cos3 γ 2 −
4α © ro ¹
16α © ro ¹
3© α ¹
2
¬3 © α ¹
¼

(3.3.4-9)
전열관을 굽히는데 필요한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3
3
ª
½°
½° 2 § ξ ·°
§ ri ·
§ ri ·
1
ξ ·° 3
3
3
3 2§
«
M |M + F = σ Y ro ¨1 + ¸®cos β1 − ¨¨ ¸¸ cos γ 1 ¾ + ¨1 − ¸®cos β 2 − ¨¨ ¸¸ cos 3 γ 2 ¾
2
« 3 © α ¹°̄
°¿
© ro ¹
°¿ 3 © α ¹°̄
© ro ¹
¬

−

1
16α

4
°
½° 1
§ ri ·
¨
¸
+
−
(
β
β
)
sin
4
sin
4
®
1
2
¨ r ¸ (sin 4γ 1 + sin 4γ 2 )¾ + 4α
°̄
© o¹
°¿

4
°
½°º
§ ri ·
»
¨
¸
+
−
(
β
β
)
® 1
2
¨ r ¸ (γ 1 + γ 2 )¾»
°̄
© o¹
°¿¼

(3.3.4-10)
윗식의 굽힘하중은 전열관에 인장하중을 가하면서 감을 때 필요한 굽힘모멘트를
나타낸다. 인장하중을 제거하면 변형율은 균일하게 줄어들지만 응력은 재분포한다.
바깥의 인장 항복응력이 작용하던 곳에서 응력이 줄어든 비를 η로 정의하였다. 점
선은 인장하중을 제거하기 전의 변형율 및 응력분포이며 실선은 인장하중을 제거한
후의 변형율 및 응력분포이다. 탄성인 지역의 응력기울기는 동일하므로 압축하중을
받는 아래쪽에서의 항복점 이동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인장하중을 받는 지역에서는
항복이 발생한 곳에서부터 전열관의 외경까지는 응력이 동일한 값(ησY)을 갖는
다. 그림 3.3.4-27에서 도식적으로 표현된 응력분포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σ θ ( y ) = −σ Y
σ θ ( y ) = −σ Y + (1 + η )σ Y
σ θ ( y ) = ησ Y

− ro ≤ y ≤ −(α + ξ − δ )ro
y + (α + ξ − δ )ro
(2α − δ )ro

− (α + ξ − δ )ro ≤ y ≤ (α − ξ )ro

(α − ξ )ro ≤ y ≤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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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1a)
(3.3.4-11b)
(3.3.4-11c)

η σڴ

σڴ



δ 
ξ 

α 

δ 

σڴ

그림 3.3.4-27 전열관에서 인장하중을 제거했을 때 응력분포
전열관의 축방향 인장하중을 제거한 상태이므로 축방향 응력을 적분하면 영이 된
다. 힘 평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 |M = Fo |M − Fi |M = 0

(3.3.4-12)

여기서 M은 굽힘하중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
ª π
½ 2(1 + η ) § 3
′
′
′
Fo |M = σ Y ro2 «® (η − 1) + β1 − ηβ 2 + sin 2 β1 − η sin 2 β 2 ¾ −
¨ cos β 2 − cos 3 β1 ·¸
¹
2
¿ 3(2α − δ ) ©
¬¯ 2
1
½º
 (α + ξ − δ )(1 + η ) ½ ′
′
− 1¾® β1 + β 2 + §¨ sin 2 β1 + sin 2 β 2 ·¸¾»
+®
©
¹
α
δ
2
2
−
¿¼
¿¯
¯

(3.3.4-13)

ª π
1
½ 2(1 + η ) ri § 3
′
′
′
Fi |M = σ Y ri2 «® (η − 1) + γ 1 − ηγ 2 + sin 2γ 1 − η sin 2γ 2 ¾ −
¨ cos γ 2 − cos 3 γ 1 ·¸
¹
2
¿ 3(2α − δ ) ro ©
¬¯ 2
1
½º
 (α + ξ − δ )(1 + η ) ½ ′
′
− 1¾®γ 1 + γ 2 + §¨ sin 2γ 1 + sin 2γ 2 ·¸¾»
+®
©
¹
2
2α − δ
¿¼
¿¯
¯

β1′ = sin −1 (α + ξ − δ )
β 2 = sin −1 (α − ξ )
ªr
¬ ri

γ 1′ = sin −1 « o (α + ξ − δ )»
ªr
¬ ri

º
¼

º

γ 2 = sin −1 « o (α − ξ )»
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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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4)

윗식에서 η값을 구할 수 있다. 정의한 값을 모두 구했으므로 인장을 제거한 후의
모멘트만 구하면 스프링백을 앞서 두 모델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인장하중을 제거하고 난 후에 모멘트만 가해질 때의 굽힘 모멘트를 구하
면 다음과 같다.
M |M = M o |M − M i |M

(3.3.4-15)

여기서 아래첨자 M은 굽힘하중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ª1
′ 1  (α + ξ − δ )(1 + η ) ½§ 3
′
− 1¾¨ cos β 2 − cos 3 β1 ·¸
M o |M = σ Y ro3 « §¨ cos 3 β + cos 3 β1 ·¸ − ®
©
¹ 3¯
¹
2α − δ
¿©
¬3
−

{

}

(1 + η )
′
′ º
sin 4 β 2 + sin 4 β1 − 4( β 2 − β1 )»
32(2α − δ )
¼

(3.3.4-16)

ª1
′
′ 1  (α + ξ − δ )(1 + η ) ½§ 3
− 1¾¨ cos γ 2 − cos 3 γ 1 ·¸
M i |M = σ Y ri3 « §¨ cos 3 γ 2 + cos 3 γ 1 ·¸ − ®
¹
¹ 3¯
2α − δ
¿©
¬3 ©
−

{

}

(1 + η ) ri
′
′ º
sin 4γ 2 + sin 4γ 1 − 4(γ 2 − γ 1 )»
32(2α − δ ) ro
¼

(3.3.4-17)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멘트를 대입하면 굽힘하중을 제거한 후의 곡률반경을 구할
수 있다. 전열관의 두께가 매우 얇다는 가정을 추가하게 되면 복잡한 수식은 다음
과 같이 단순해진다. 인장력과 모멘트가 동시에 가해질 때의 힘의 평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 = σ Y rt{π − 2 sin −1 (1 − 2ξ )}

(3.3.4-18)

이 때 필요한 굽힘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명시적인 수식으로 표현된다.
ξ
1
1

½
M |M + F = 2σ Y r 2t ®(cos β1 + cos β 2 ) + (cos β1 − cos β 2 )+
( β1 + β 2 ) −
(sin 2 β1 + sin 2 β 2 )¾
α
2α
4α
¯
¿

(3.3.4-19)
인장하중이 제거 된 후의 축방향 힘의 평형은 하나의 비선형식으로 단순화된다.
π
2

1
ξ
′ ξ
′
(η − 1) + ( + 1) β1 + ( − η ) β 2 + (cos β1 − cos β 2 ) = 0

α

α

α

(3.3.4-20)

전열관의 최종적인 스프링백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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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ξ

½
′
′
′
′
( β1 + β 2 ) −
(sin 2 β1 + sin 2 β 2 )¾
M |M = 2σ Y r 2t ®(cos β1 + η cos β 2 ) + (cos β1 − cos β 2 )+
2α
4α
α
¯
¿

(3.3.4-21)
․설계변수에 따른 해석 결과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PT-7M티타늄합금으로 설계되었다. PT-7M의 탄
성계수는 상온에서 117GPa이며 항복응력은 350MPa이다. 전열관의 나선경은 최소
100mm에서 726mm까지 변하도록 설계되었다. 전열관은 외경이 12mm이며 두께가
1.5mm이다. 이러한 현재의 설계 값을 중심으로 설계값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스
프링백 값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앞서 개발한 모델에서 수식을 검토한 결과 스프링
백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항복응력, 탄성계수, 소성가공경화지수, 나선반경, 전열관
의 외경, 전열관의 두께 등이다. 이들 설계인자와는 별개로 전열관을 감을 때 인장
하중을 주고 감으면 스프링백의 정도는 감소한다. 스프링백이 허용범위 안에 들도
록 하기 위해 가해야 하는 인장하중은 앞서 개발한 수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값을 실제 제작과정에서 코일링할 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값은 나선경, 전열
관의 두께, 외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각 증기발생기의 제작에 달라지며 나선열에 따
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재료를 탄성범위에서 감으면 하중을 제거한 후에 반드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
온다. 따라서 코일링이라는 제작과정은 필연적으로 소성변형을 동반한다. 따라서 항
복응력은 스프링백되는 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감을 때 필요한 하중천이 연
관이 있다. 항복하중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항복응력을 100MPa에서 550MPa까
지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했다. 그림 3.3.4-?에서는 원래의 곡률직경이 항복응력
이 증가하면 최종 곡률반경이 증가하는 현상, 즉 스프링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항복응력이 낮은 재료일수록 스프링백이 작다. 그러나 전열관은 압력 등
필요한 강도를 지탱해야하므로 무작정 항복강도가 낮은 재료를 선택할 수는 없다.
탄성변형에서는 하중을 제거하면 그대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므로 탄성계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성변형이 발생한 후에 하중을 제거하면 탄성계수
와 동일한 기울기로 탄성거동을 한다.
탄성계수도 스프링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민감도해석을 수행했다.
탄성계수가 증가하면 스프링백이 작아진다. 동일한 하중이 제하할 때 탄성계수가
클수록 하중의 제거로 인한 변형율의 변화는 작다. PT-7M의 탄성계수는 117MPa
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대부분의 재료에서는 가공방법에 차이를 두거나 조성을 변
화시켜도 탄성계수는 큰 차이가 없다. 초기의 재료선택과정이 외에는 탄성계수는
고정 값이라고 봐야한다.
앞서 소성경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제 재
료는 가공경화현상이 있다. 소성역에서의 접선강성이 변함에 따른 결과를 조사하였
다. 접선강성이 영이되면 탄성-완전소성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며 접선강성과 탄성
계수가 같으며 완전 탄성거동이된다. 접선강성과 탄성계수의 비가 로그함수로 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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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스프링백 경향을 그림 3.3.4-?에서 보여 준다. 코일링 측면에서는 접선강성이 낮
을수록, 가공경화가 없을수록 스프링백이 작아 유리하다.
전열관을 감는 곡률반경도 스프링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3.4-?에서는
전열관을 감는 나선경을 변화시키면서 스프링백 정도를 조사하였다. 굽힘반경이 증
가하면서 스프링백양이 증가하는데 이는 곡률반경이 증가하면서 소성변형이 발생하
는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에서는 반경방향으로 각
열의 곡률이 다름으로 인해 스프링백되는 절대값이 달라지고 감는데 필요한 모멘트
도 다르다. 따라서 정확한 제작을 위해서는 1개의 증기발생기 안에서도 각 열의 스
프링백양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굽힘하중을 받을 때 전열관의 외경은 변형율과 응
력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전열관의 외경을 증가시켰을 때의 스프링백을 조사하였다. 전열관의 외경이 증가
할수록 스프링백이 작아진다. 이는 동일한 곡률반경에서는 전열관의 직경이 클수록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지역이 크기 때문이다. 전열관의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외경도 고정했기 때문에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내경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전열관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스프링백되는 양이 약간 증가하였다. 전체적으
로 두께는 스프링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장하중을 주면 소성이 많이 발생하므로 스프링백이 작게된다. 따라서 코일링을
할 때는 인장하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인장하중을 증가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
였다. 그림 3.3.4-?에서는 인장하중의 증가에 따른 스프링백경향을 보여주는데 인장
을 가하면서 코일링하면 스프링백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료성질, 기하학적형
상은 설계단계에서 제어되므로 최종 제작단계에서는 인장하중으로 스프링백을 제어
해야 한다. 또한, 스프링백이 허용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코일링 시에 가해야 하
는 인장하중을 계산해야 하며 그 값은 전열관의 설계변수의 함수로 계산해야한다.
관류식 나선형증기발생기를 감을 때 스프링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식을 유도하였
다. 관련설계인자를 도출하였으며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스프링백을 줄이기 위해서
는 낮은 항복강도, 높은 탄성계수, 작은 곡률반경, 큰 전열관 외경 등이 설계단계에
서 요구되며, 제작단계에서는 이러한 설계변수를 고려함과 더불어 인장하중을 가함
으로써 스프링백을 허용범위에 들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열관의 진원도에 대한
평가는 본 모델에서 평가할 수 없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서 정확히 평가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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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8 항복응력이 스프링백에

그림 3.3.4-29 접선강성이 스프링백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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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0 나선경이 스프링백에

그림 3.3.4-31 인장력이 스프링백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3.3.4.4.3 유한요소해석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서는 S4R 셸(shell)요소를 이용하여 원형 보
(beam)의 굽힘 및 스프링 백을 3차원적으로 해석하였다. 작용하중은 코일 단면에
걸리는

인장응력이

σ applied = nσ Y ,

항복응력에

대하여

일정

비율이

되도록

적용하였다(즉,

0< n <1) 이 되도록 결정). 코일의 외경은 10 mm이고, 두께는 1.5 mm,

벤딩 롤러의 반경은 52 mm이다. 실제의 전열관 재료는 티타늄(PT7M)이며 탄소성
해석에 필요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 항복강도, σ Y = 372 MPa
- 인장강도, σ U = 51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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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계수, E = 112 GPa
- 푸아송비, ν = 0.3
모든 입력 조건은 앞 절과 동일하고 단지 잔류응력 제거 처리를 위한 열 해석 부
분만 추가하였다. 표 3.3.4-10과 같이 각 온도에 따른 유효 소성변형율 - 유동응력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표 3.3.4-10 전열관 재료성질
입력값
εp

σ [MPa]

0

372
510
186
235
10(calculated)
12.6(calculated)

0.2

0
0.2
0
0.2

T [ૡK]
291
573
973

그밖에 계산에 고려된 기계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 탄성계수: E = 112 GPa at 291ૡK
89 GPa at 623ૡK
- 푸아송비, ν = 0.3
- 열팽창계수 α = 8.5×10-6/ૡK at 293ૡK
9.2×10-6/ૡK at 623ૡK
그림 3.3.4-32는 코일의 왼쪽 끝 부분에 인장하중을 가하지 않을 경우와 가할 경
우, 스프링 백 후의 길이 방향응력, σ 1 의 분포를 보여 준다. 스프링 백 전을 보면
인장하중을 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립축 위 부분에 인장응력이, 아래 부분에는 압
축응력이 명백히 나타나나, 코일에 작용하는 평균 인장응력이 항복응력의 20 %
(2.98 kN)가 되도록 인장하중을 가하면 상부의 인장응력이 증가되고 하부의 압축응
력이 줄어들게 되어 스프링 백 거동이 달라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스프링 백
후를 보면 그림 3.3.4-33에서 알 수 있듯이 잔류응력의 패턴이 바뀐 것을 볼 수 있
다.

롤러를 타고 성형이 많이 진행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인장하중을 부가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중립축 위 부분에서 길이방향 응력이 더 높은 인장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인장하중을 가했을 경우에 이 부분의 응력이 압축으로 바뀜을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인장 잔류응력이 확연히 줄어들게 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러한 분포는 높은 인장 잔류응력으로 인한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프링 백
후의 두께도 관찰하였는데, 인장하중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일의 상부가 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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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가 두꺼운 양식이 현저히 관찰되었으나 인장하중을 가한 경우에는 상부가 더
얇아지고 하부의 두꺼운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됨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는 너무

과도한 인장하중을 가하게되면 코일의 최소두께가 더 줄어들게 되어 설계구속조건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3.4-32 인장하중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의 응력분포

그림 3.3.4-33 인장하중을 부가한 경우의 응력분포
성형 후에 전열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치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세 조건
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 임의의 단면에서의 (D max -D min )/D o ) < 8 %
- 스프링 백 후의 반경 변화 < 3 mm
- 코일 벽 두께 감소율 < 5 %
여기서 D max 은 변형 후의 최대 직경, D min 은 변형 후의 최소 직경, 그리고 D o 는
변형 전의 코일 직경이다.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인장하중을 바꾸어 가며 여
러 번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타원도와 스프링 백 후의 반경을 측정하는 절차는 그
림 3.3.4-34과 그림 3.3.4-35에 수록하였다. 그림 3.3.4-36에서 보듯이 단면적에 작용
하는 평균응력이 항복응력의 34 %(5.1 kN)가 되면 설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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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인장하중이 항복응력의 0∼60 % 사이의 응력을 유발할 때, 스프링
백으로 인한 반경의 변화율이 3.2 mm∼2.5 mm인데, 실제 실험에서는 7 mm∼5.5
mm 정도로 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장에서의 코일반경 측정 위치에 따른 오차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동일한 인장하중 범위에서, 기하학적 왜곡도가 2.8
%∼5.6 %인데, 비록 측정 위치는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실제 실험에서도, 1 %∼5
%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Z
Y
Z

k
k




X

Y

¡




X

그림 3.3.4-35 진원도의 표시

그림 3.3.4-34 스프링백을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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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6 인장하중의 변화에 따른 스프링백, 진원도, 두께감소
변화
앞선 해석에서는 롤러가 원통형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열관과 원자
로 사이에 너비 10 mm정도의 지지대(support)를 놓고 감게된다. 지지대의 수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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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면 감을 때 생길 수 있는 국부 변형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열유동에 관한 설
계의 구속조건으로 인해 지지대의 수를 4개나 6개로 제한한다면 국부변형을 피하기
어렵게 됨을 유한요소해석에서 확인하였다.

어느 정도의 국부변형은 허용할 수 있

으나,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가능한 한 인장력을 가하지 않고 열처
리를 활용한 응력제거(stress relieving)를 적용해보기 위하여 이를 FEM으로 시뮬
레이션 해보았다. 계산 순서는 이전과 동일하되, 인장하중을 가하는 단계를 없앴고,
성형 후에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변태점을 넘지 않도록 700ૡC에서 1시간
유지시킨 후, 7시간 동안 서냉하였다.
그림 3.3.4-37과 그림 3.3.4-38에서 인장하중을 주지 않고 응력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응력제거를 수행한 경우에서의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이 응력제거를 거친 후에는 스프링 백이 거의 사라짐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프로
토타입 실험에서도 응력제거 후의 스프링 백은 0.8 %∼1.2 %로 측정되었다. 그림
3.3.4-39와 그림 3.3.4-40에서는 응력제거 과정 중 주요 단계의 응력 분포를 수록하
였다. 성형 직후에 굽힘 변형이 일어난 단면에서 바깥쪽과 안쪽에 각각 45 0MPa와
-430 MPa의 축방향 최대 수직응력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스프링 백 직후에
최대 잔류응력이 단면의 축에서 약간 위와 아래쪽에 각각 대략 100 MPa와 -200
MPa의 축방향 수직응력이 생성되었던 것에 비하여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를 통하
여 최대 응력이 대략 -170 MPa와 -450 MPa, 그리고 스프링 백 후에는 최대 잔류
응력이 -200 MPa, -440 MPa가됨을 관측할 수 있었다. 즉, 열처리를 통하여 응력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나, 중립축 위 부분의 인장 응력이 압축 응력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 응력에 의하여 성형 형상이 거의 그대로 잠겨지는(locking) 것을 볼 수
있다. 스프링 백 후에 전체적으로 응력이 압축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는 응력부식 균열 방지에 매우 유리한 응력 분포임을 알 수 있다.
생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장하중을 가하여 스프링 백을 제어하는 방법을 우선
연구하였으며, 스프링 백을 감소시켜 주어진 설계 구속조건에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인장하중을 찾았다. 주어진 설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장하중은 단면적에 걸리는
평균응력이 항복응력의 34%가 될 때인 5.1kN임을 예측하였다. 인장하중을 가하지
않고 스프링 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생산 효율성은 다소 떨어
지지만 응력제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경우, 스프링 백이 상당히 감소됨을
예측하였으며 따라서, 여유가 없는 설계 구속조건에서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론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함과 동시에 스프링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작과정에서 적절한 인장하중을 부가하고 코일링 후에
지그로 고정한 채로 열처리를 하여 스프링백을 제거할 수 있다. 열처리로 인한 재
료특성의 변화는 향후 조사되어야 할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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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7 열처리를 안한 경우의
스프링백

그림 3.3.4-38 열처리를 한 경우의
스프링백

그림 3.3.4-39 열처리 전의 응력분포

그림 3.3.4-40 열처리 후의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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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냉각재순환펌프
3.4.1 설계요건 및 기준
냉각재순환펌프(MCP)는 원자로의 환형덮개에 붙어있는 노즐에 스터드 볼트로
고정되고 환형밀봉링 가스킷으로 일차냉각수 누설을 방지하며 그림 3.4.1-1은 MCP
가 원자로에 설치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냉각재순환펌프 제어기(MCP controller)
와 전력변환계통의 업무경계는 전원 입력단자 연결부(connector)에서 시작되며 계측
제어계통과의 연계는 정보수수 채널의 접속단자가 된다. 냉각기(cooler)의 업무경계
는 기기냉각수(CCW) 입구 및 출구 노즐의 안전단까지이며, MCP 상부에 설치된
배기장치의 안전단까지가 MCP 설계 업무경계이다. MCP의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
다.
3.4.1.1 연계요건
MCP 플랜지의 크기는 원자로 중앙덮개를 해체할 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이다. 그러므로 중앙덮개를 해체할 때 상호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MCP 플랜
지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펌프덕트와 환형덮개가 연결되는 부분은 가스가 누설
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용접 되어야 한다. 유로안내관의 출구와 유동분배판의 간
격은 유로안내관의 압력강하에 영향을 주는 치수로서 경험치에 의하면 0.3D이상 되
어야 한다. 여기서 D는 임펠러가 설치된 유로안내관의 내경이다. MCP 요구 수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의한 압력손실, 펌프덕트에 의한 압력손실, 토출구와 유동분배
판에 의한 압력손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압력손실은 정압(static
pressure) 손실과 동압(dynamic pressure) 손실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압력손실의
평가는 계통설계에서 수행한다. 기기냉각수의 출구 온도를 감시하는 센서가 제공되
어야 한다.
3.4.1.2 성능요건
MCP의 펌핑 매체는 원자로의 일차냉각수로서 유량과 수두는 각각 2006
3
m /h , 수두 17.5m이며 운전시 임펠러 흡입구에서의 일차냉각수의 온도와 압력은
각각 310℃, 15MPa 이다. 따라서 MCP 설계압력 및 온도는 각각 350℃, 17MPa 이

다. 또한 MCP는 MCP 제어기로부터의 주파수 변환에 의하여 고속운전모드
(3600rpm)와 저속운전모드 (900rpm)를 제공해야 한다.
3.4.1.3 기계설계요건
MCP는 ANSI/ANS 51.1의 안전등급 1등급으로 분류되며, 일차계통의 압력경
계에 해당하는 부품은 설계등급 1등급 기기로 분류되어 ASME Section III NB 혹
은 KEPIC MNB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품질등급은 Reg. Guide 1.26에 따라 1등
급으로 분류하고 ASME NQA를 준용한다. MCP는 ASME Section XI 또는 KEPIC
MI에서 요구하는 가동중 검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소모성 부품은 주기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반 가속도 0.3g 안전정지지진(SSE)시 운전중인 펌
프의 구조건전성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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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의 위험속도는 MCP의 운전 범위내의 모든 회전수와 동일한 주파수가 되
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회전축의 위험속도가 임펠러에 의하여 가진 되는
주파수와 공진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운전중인 펌프에 동하중이 가해졌을 때
임펠러 날개 팁이 유로 안내관의 내벽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임펠러의 날개
(blade)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는 형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MCP는 전동기의 회전축과 임펠러의 회전축이 동일하므로 누수 방지를 위한 기
계적 밀봉 장치가 필요없는 캔드모터형 직립식 축류펌프이다. 그리고 권선입력단자
는 외부전원을 전동기로 공급하는 통로로서 누수방지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전동기
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되기 전에 반드시 냉각기에 기기냉각수가 우선 공
급되어야 하며, 운전중에는 기기냉각수의 출구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기기냉각수의 입구에서 온도, 압력, 유량은 각각 60℃, 0.5MPa, 5 m 3/h 이다. 원자
로에 일차냉각수를 충수 후 펌프 상단의 가스를 배기장치를 통하여 배출이 가능해
야 하고 펌프 내부의 모든 가스가 빠진 후에는 배기장치를 차단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부 베어링이 항상 일차냉각수에 잠긴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저속 및 고속 운전 중에는 펌프 내부의 상부 플레넘(plenum)에 포집된 가스를 제거
할 수 있어야 한다. MCP 1대가 정지하고 3대만 운전하는 비상운전 시 정지하고 있
는 MCP 쪽으로 역류되는 유동을 막아주는 역류방지밸브가 있어야 한다.
3.4.1.4 전기 및 계측제어/EMI/EMC 요건
MCP 제어기의 입력전원은 3상 교류로서 주파수와 전압은 각각 60Hz±5%,
440V±5% 이고 전동기에는 400V의 3상 교류가 입력된다. MCP 제어기는 회전자의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신호입력이 가능해야 하며, 과전류에 의한 펌프의 보호,
기동과 시동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MCP 회전축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센서는 물리적, 전기적으로 독립된 4채널 안전등급 신호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지만
회전속도 측정기는 PAMI 변수가 아니므로 사고환경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MCP
및 MCP 제어기는 전자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기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전자파
양립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변의 전자
파 변화 때문에 전자파장해 (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가 발생하여 기
기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MCP 상단의 내부 유체 온도를 감시하는
센서를 제공해야 한다.
3.4.1.5 환경요건
정상운전시 MCP의 외부환경은 50℃이며 98% 습도에서 작동해야하고 방사
선량률은 140mrem/h 이다. 또한 사고시 MCP의 외부환경은 증기 및 증기/물이 혼
합된 환경에서 100℃ 에서 5시간 동안 혹은 220℃에서 30분 MCP가 노출되더라도
o

재가동이 가능해야 한다. 압력 제한 조건으로는 20분 동안 온도 220 C, 습도 100%,
압력 3.0 MPa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4.1.6 NSSS 과도 운전조건 (Transient Operation Conditions)
SMART 전 수명 운전기간 동안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준사건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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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핵증기공급계통 내 여러 위치에서의 열수력 조건인 압력, 온도, 유량 등은 과
도상태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도상태로 인하여 MCP 구조물에 누적되는 피로를 해
석 하여야한다.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준사건은 성능 및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
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과도상태를 적용하여 MCP 구조물의 피로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SMART 설계수명 60년에 걸쳐 기동과 운전정지에 대한 반복회수는 700회이
며, SMART 설계수명 60년에 걸쳐 MCP 수압시험 반복회수는 30회를 적용한다.
3.4.1.7 재료요건
MCP의 구조물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STS321을 사용해야하며 MCP 내부 체
결용 스터드는 Incoloy 925를 사용한다. MCP 플랜지 체결용 스터드는 고강도인
ASTM A540 B24 Class3을 사용한다. 전동기 철심코어는 SE15C 재질을 사용하고
전동기 권선은 내열온도가 220℃ 이상의 피복권선을 사용한다. 회전자 밀봉캔은
STS316L을 사용하고 고정자 밀봉캔의 재질은 용접성, 열팽창계수, 기계적강도, 와
전류(eddy current) 손실 등을 고려하여 Nimonic 75를 사용한다. 베어링 재질은 물
을 윤활유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서 내마모성이 우수한 실리콘 그라파이트 계열
을 사용한다.

그림 3.4.1-1 원자로에 MCP가 설치된 상태

- 119 -

3.4.2 계통기능
MCP는 원자로가 정상운전중일 때 노심에서 가열된 일차냉각재를 증기발생기
상단에 위치한 전열관 사이의 공간으로 강제 순환시켜서 전열관 튜브 내부로 흐르
는 이차냉각수와 열교환이 이루어지게 한다. 열교환 후에 온도가 낮아진 일차냉각
재는 증기발생기 하단을 통과하여 다시 노심으로 순환된 후 처음과 같이 MCP에
의해 증기발생기로 보내어진다. MCP의 대부분이 원자로 내부에 수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환형덮개에 설치된 노즐에 고정된다.
원자로 일차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부위는 임펠러, 디퓨저, 유로안내관으로 나
누어진다. 일차냉각수는 유로안내관의 바깥 아래에서 흡입되어 위쪽으로 상승한 후
유로방향을 180°바꾸어 임펠러와 디퓨저를 통과한다. 디퓨저를 통과한 일차냉각수
는 유로안내관의 내부를 지나 증기발생기 상단으로 토출된다. 다음은 냉각재순환펌
프의 기본사양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4.2-1은 냉각재순환펌프의 3차원 형상을 보
여주는 것이다.
- 기능 : 원자로내의 일차냉각재 순환
- 장착 위치 : 환형덮개 위에 수직 장착
- 종류 : 캔드모터형 축류식 펌프
- 설치 대수 : 4 대 병렬운전
- 기기등급 : 안전/내진/품질 (1등급)
- 설계 온도, 압력 : 350℃, 17MPa
- 설계 유량 : 2006 m3/h
- 설계 수두 : 17.5 m
- MCP 소요동력 : 225 kW
- 전동기 : 2극 캔드 유동전동기
- 구동방식 : 인버터 구동
- 회전속도 : 900, 3600 rpm
- 인버터 입력전원 : 3상 440V AC
- 압력경계 구조재 : STS 321
- 베어링 : 저어널 베어링 2개, 추력 베어링 1개
- 베어링 재질 : SiC30 (실리콘 그라파이트)
- 무게 : 3500 kgf
- 회전속도 측정기 : 안전등급 4 채널
- 독립순환 냉각회로
- 캔드모터 냉각기
- 운전중 내부 누적가스 제거
- 역류방지밸브
그림 3.4.2-1 MCP
3차원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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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계통 및 기기설명
3.4.3.1 냉각재순환펌프 연계계통
MCP 부품들 중에서 원자로 내부 변수들의 변화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
호관련이 있는 것과 MCP 자체 성능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있으며, 회전속도 측정
기, 권선입력단자, 배기장치, 냉각기 게통 등으로서 MCP에 부착된 장치이며 타 계
통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MCP는 원자로 환형덮개에 설치된 노즐 상부에 스터드로 체결되며 원자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원자로 중앙덮개를 해체할 때 MCP 플랜지와 중앙덮개는 서로 간섭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덮개를 해체할 때 MCP 플랜지와 상호간섭이 일
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로안내관의 출구와 유동분배판의 간격은 유로안내관의 압력강하에 영향을 주는
치수이다. 따라서 유로안내관 출구에서의 압력강하가 최소로 되는 간격에 유동분배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 충수 후 MCP 상단에 있는 배기장치를 열어서 MCP 내부의 공기를 배출
튜브를 통하여 배출한다. 배기 후 배기장치는 차단하며 원자로 운전 중에 배출튜브
는 상시 연결하여 둔다. 원자로의 충수시 배기장치를 통하여 원자로의 배기를 하여
서는 않된다. 이는 원자로 내부의 부유물질이 MCP 내부의 베어링에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동기를 냉각시키는 냉각기 계통은 냉각기 튜브, 기기냉각수, 독립순환 일차냉각
수로 구성된다. 냉각기 튜브는 전동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형공간에 나선형으로 감
겨있고 튜브 내부로 기기냉각수가 흐른다. 펌프내부를 순환하는 독립순환 일차냉각
수는 회전축과 함께 회전하는 보조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순환한다. 독립순환 일
차냉각수는 냉각기 튜브 바깥에서 기기냉각수 유동과는 대항류(cross flow)를 이루
어 기기냉각수와 열교환하여 냉각되며 냉각된 독립순환 일차냉각수가 펌프 내부를
순환하면서 전동기를 냉각한다.
3.4.3.2 냉각재순환펌프 운전모드
MCP는 주파수 변환방식에 의한 저속과 고속의 2단 변속 운전모드가 제공된
다. 원자로의 기동에서 저속 출력에 도달하기까지는 저속운전(Mode L)이며, 역으로
저속 출력에서 운전정지 할 때까지도 저속운전으로 냉각수를 강제순환 시킨다.
표 3.4.3-1 냉각재순환펌프 운전모드
운전모드

MCP1

MCP2

MCP3

MCP4

비고

Mode H

작동(고속)

작동(고속)

작동(고속)

작동(고속)

고속 정상출력

Mode L

작동(저속)

작동(저속)

작동(저속)

작동(저속)

저속 출력

Mode E

정지

작동(고속)

작동(고속)

작동(고속)

비정상운전

Mode NC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자연순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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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저속 출력에서 고속 정상운전 사이의 펌프 회전속도는 고속운전(Mode H)
모드이다. MCP 3대가 고속운전하고 1대가 정지한 운전조건은 비상운전(Mode E)으
로 구분된다. 원자로의 자연순환 출력운전시(Mode NC) MCP는 모두 정지된다. 자
연순환 운전 후 MCP를 재기동하기 위해서는 MCP 상부에 가스가 과도하게 포집되
어 상부베어링이 가스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MCP의 운전모드는 표 3.4.3-1과 같
다.
3.4.3.3 냉각재순환펌프 주요 부품의 기능
냉각재순환펌프의 구조는 그림 3.4.3-1과 같이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임펠러는 원자로 노심에서 상승하여 펌프덕트로 유입된 일차냉각
수를 펌핑하여 증기발생기 상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디퓨저는 임펠러를 통
과한 일차냉각수의 흐름방향을 축방향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3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는 펌프의 회전축과 일체로서 고정자와 회전자에 냉각
수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캔을 고정자와 회전자에 용접하여 냉각수
와 격리한 캔드모터이다. 그림 3.4.3-2와 같이 고정자의 스롯(slot) 형상은 오픈스롯
(open slot)이며, 회전자는 농형(squirrel cage)이다. 전동기 운전 중에 고정자 권선
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동기 냉각기에 의해 냉각된다.
4대의 MCP가 운전하다 1대의 펌프가 정지한 비정상운전 시 정지한 MCP로 일차
냉각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역류방지밸브
는 MCP 정상운전 시 일차냉각수가 원활히 유동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으며, 역
류가 발생했을 때 닫히는 구조를 가진다. 역류방지밸브를 닫히게 하는 힘은 그림
3.4.3-3과 같이 유동개폐판 상하에 부착된 무게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발
생된다. MCP가 정상운전 중에는 MCP 임펠러에서 생성하는 유량의 관성에 의해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 MCP가 정지되면 중력에 의한 모멘트 때문에 하부 균형추에
복원력이 발생하여 밸브가 닫히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상부 균형추에 중력이 작용
하여 밸브가 완전히 닫히게 한다. 닫힌 밸브는 정방향의 유동이 시작되면 다시 유
동관성에 의해 쉽게 열리도록 되어있다.
회전축집합체는 그림 3.4.3-4와 같이 상부와 하부에 저널 베어링이 각각 설치되어
축방향의 하중을 지지하며, 임펠러에 의한 추력을 지지하는 추력베어링이 있다. 저
널 베어링은 유체동역학 베어링으로 독립순환 일차냉각수가 전동기 주위를 순환할
수 있도록 축방향으로 홈(groove)이 있다. 추력베어링은 두 개의 원판이 쌍으로 이
루어지며,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이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
리고 회전축에 상대적으로 질량이 높은 감손 우라늄을 부착하여 회전관성모멘트를
증가시켰으며, 펌프 전원 상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coastdown 시간을 늘려서 펌프
가 서서히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MCP 임펠러의 작동유체인 일차냉각수에는 질소( N 2 )가스가 용해되어있다. 온도
와 압력이 달라지면 질소가스 용해도( cc/kg - H 2O )가 변하여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원자로 운전 모드의 변화는 온도와 압력의 변동을 유발하고 따라서 질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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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용해도가 변하여 원자로 내부에 가스가 발생한다. 발생된 가스는 원자로의 가장
높은 공동인 MCP 상부플레넘에 포집된다. MCP 상단에 가스가 포집되면 상부 저
널베어링이 가스에 노출되어 일차냉각수의 윤활없이 건조마찰(dry friction) 운동을
하게되어 저널베어링의 수명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회전축의 상
단으로부터 가스가 흡입되어 회전축의 내부통로를 통과하여 가장 압력이 낮은 임펠
러에 위치한 가스 방출구를 통하여 가스를 제거한다.
MCP는 수직 설치되어 작동하는 축류펌프로서 캔드모터로 작동하며 전동기의 회
전자와 임펠러의 회전축은 일체이다. 회전축의 상단에 설치된 영구자석은 회전축이
회전할 때 펌프의 외부에 설치된 회전속도 측정기의 코일센서에 역기전력을 발생시
켜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회전축의 상부 및 하부에 설치된 저널 베어
링으로 측력(lateral force)을 지지하며, 회전축에 작용하는 축력은 추력 베어링에 의
해 지지된다. 회전축에 부착된 보조임펠러는 원심형 펌프로서 펌프내부 독립순환
일차냉각수 유동을 형성하여 펌프의 외부에서 공급되는 기기냉각수와 열교환이 이
루어지게 한다.
권선입력단자는 그림 3.4.3-5와 같은 구조와 같이 외부의 전원을 고정자에 감겨져
있는 권선의 동선과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누설방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캔드
모터를 냉각시키는 냉각기 계통은 냉각기 튜브, 기기냉각수, 독립순환 일차냉각수로
구성된다(그림 3.4.3-6). 냉각기 튜브는 전동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형공간에 나선형
으로 감겨있고 튜브 내부로 기기냉각수가 흐른다. 펌프내부를 순환하는 독립순환
일차냉각수는 회전축과 함께 회전하는 보조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순환한다. 독
립순환 일차냉각수는 냉각기 튜브 바깥에서 기기냉각수 유동과는 대항류(cross
flow)를 이루어 기기냉각수와 열교환하여 냉각되며 냉각된 독립순환 일차냉각수가
펌프 내부를 순환하면서 전동기를 냉각한다.
3.4.3.4 제어 및 계측계통
MCP 회전축의 회전속도 측정은 펌프 상단에 설치된 회전속도 측정기로 측
정한다. 펌프당 4의 센서가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면서 회전속도를 측정하여 원자로
내부 유량을 계측하는 데 사용한다. MCP 전동기의 과부하 상태와 같은 이상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동기 권선에 공급되는 3상 전류중에서 2개의 권선에 흐르는 선
전류를 측정한다. 펌프 상단에 설치된 열전대로 펌프상단 내부 유체온도를 측정하
여 전동기의 냉각 상태를 감시하며, 기기냉각수 출구의 온도를 측정하여 냉각기의
냉각상태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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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MCP 집합체 구조

- 124 -

劒昦
処洛沖

箒洊沖

그림 3.4.3-2 냉각재순환펌프 전동기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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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역류방지밸브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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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5 권선입력단자

그림 3.4.3-6 캔드모터 냉각기 3차원 형상

구조

3.4.4 설계 및 해석
3.4.4.1 캔드모터 sizing 및 전자기 해석
3.4.4.1.1 캔드모터 사이징
캔드모터의 전기적 손실, 기계적 손실, 그리고 수력학적 손실들은 축소
캔드모터 성능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효율 및 펌프의 여유도 등을 고려하여 캔
드모터에 요구된 축동력 180kW를 적용하여 캔드모터의 치수를 결정하였다. 캔드모
터의 극수는 캔의 직경과 와전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극으로 설정하였다. 선
정된 설계사양은 표 3.4.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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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1 MCP 전동기 설계사양
설계항목
축동력
고속시

설계값
180 [kW]

주파수
회전수

60 [Hz]
3,600 [rpm]

전 압

400 [V]

상 수

3상

극 수

2극

효 율

76 [%]

역 률

80 [%]

결 선

Y- 결선

캔드모터의 설계방법으로는 가장 널리 쓰이는 미증가 비례법을 이용한 장하분배
계수를 사용하였다. 장하분배법을 이용하여 캔드모터의 직경과 길이를 구하는 과정
을 엑셀로 한 번에 계산 가능하도록 그림 3.4.4-?과 같이 작성하였다. 장하분배법으
로 결정된 캔드모터의 주요 치수인 고정자 외경은 460 mm, 고정자 내경은 245
mm, 고정자 길이는 500 mm 이다. 그리고 고정자 슬롯의 수는 36개이고,회전자의

슬롯의 수는 28개이고, 외경은 240 mm 로 결정되었다.
3.4.4.1.2 캔드모터의 전자기해석
결정된 주요 치수들을 이용하여 캔드모터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분
석이 간편한 그림 3.4.4-?와 ?과 같이 RMxprt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등가회로 해석
을 통하여 1차적 전동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3.4.4-?는 등가회로도법에 의한
고정자 권선 온도별 토크특성 해석결과이며, 그림 3.4.4-?는 최종 선택된 캔드모터
의 형상이다.
유한요소해석은 등가회로해석으로 1차적으로 전동기 특성을 분석하고 최종모델을
대상으로 2차원적으로 전동기특성을 분석하였다. 2차원 해석은 고정자나 회전자 권
선의 엔드부분을 해석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림 3.4.4-?의 RMxprt 해
석결과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에 반영하였다. 그림 3.4.4-?의 유한요소 모델로 해
석한 결과 최대 토크값이 그림 3.4.4-?과 같이 약 2,000 N⋅m 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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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Ͳ͙͢箒洊沖ΤΝΠΥ旇抆磳͚ΌΔΞΎ

΄ΤΝΠΥΒΣΖΒ͑͑ΌΞΞ Ύ
΄ΤΝΠΥΡ͑͑ΌΔΞΎ

ͨͧ͟͡
ͦͤͩͤ͢
ͤͩ͟͡

΄ΥΒΥΠΣΐͺ͵ΐʹΒΝ͑͝ΌΔΞΎ
ͣͩ͟͡
処洛沖ʹΒΟ͑奖叞͑͝ΌΞΞΎ ͨͦ͟͡Ͷͤ͞͡
箒洊沖͑ʹΒΟ͑奖叞͑͝ΌΞΞΎ ͪ͟͡͡Ͷͤ͞͡
処洛沖牢暒枪嵵穂獞͑ΌΔΞΎ
ͣͥ͟͢

ͧ͢͟ 処洛沖牢堆枪嵵穂獞ΌΔΞΎ

ͣ

ͪͥ͟͡͡
ͨͧ͟͡͡
ͦ͡͡
ͨ͟͡
ͣͨͣͩͧ͡

ͣ

ͤ͢͟
ͤͧ͡͡ ΄;ΐΕΚΒΞΖΥΖΣ
ͤͧͥ͢͡
ͣͥͥ͟
ͣͣ͟
ͤͥͦͪͣ͟͢͢

ͼΨ͙͢劒昦凊朞͚ͯ͞昦洛
牢涋 F ΗΚΟΒΝ͙牢涋沖暓͚ΌΈΓΎ
ΒΔ͙洊匶捊沫穞͚ΌͲʹ͠ΔΞΎͯ͞昦洛
ͣ͑
ͳΘ͙沖匶捊沫穞͚ΌΈΓ͠Ξ ͮ΅Ύͯ͞昦洛
ʹ͙͡犢崫凊朞͚

ʹ͵Τ͙処洛沖͑洊幞愆壊͚ΌͲ͠ΞΞ Ύͯ͞昦

ͤ
ͧ͡
ͣ

ͧͦ͟͡ ΓΒΣΒΣΖΒ͙箒洊沖͑ΓΒΣ͑埮彺洇

ͧͣͩ Ͳ͙ͣ箒洊沖ΤΝΠΥ穞抆磳͚ΌΔΞΎ
ͣͥ͟͢ ͳ͙箒洊沖ΤΝΠΥ卐決͚ΌΔΞΎ

ͨ
ͣͦͧ͢͟

ͧͦ͟͡ ΤΝΠΥΡΞΒΩ͙箒洊沖枲嵵ΡΚΥΔΙ
ͪ͢͟͢ ΣΥ͙箒洊沖獞嚘決͚ΌΔΞΎ

ͣͧͪ͟
ͣͧͣ͟

΅ΤΞΚΟ͑͝ΌΔΞΎ

ͩ͟͡͡ ΤΝΠΥΡΞΚΟ͙箒洊沖牢暒枲嵵穂獞͚ΌΔΞΎ

ͣ͟͢͡ ΅Σ͑ΞΒΩ͙箒洊沖牢堆獞磳͚ΌΔΞ

ͣͥ͟͡

ΤΔ͙処洛沖͑ΪΠΜΖ͑匾決͚ΌΔΞΎ
͵ΤΠΕ͙処洛沖歾凃͚ΌΔΞΎ

ͧͨ͟͡ ΅ΣΞΚΟ͙箒洊沖牢暒獞磳͚ΌΔΞΎ
ͥͧ͟͡ ͳΣΥ͑ΒΧΘΌ΅Ύ

ͩ͟͢͡ ΅Σ͑ΞΚΟ͙箒洊沖牢暒獞磳͚ΌΔΞ
ͪͣ͟͡ ΅Σ͑ΒΧΘ͙箒洊沖磏勦獞磳͚ΌΔΞ

ͥͦ͢͟
ͧͦ͢͟

ͳΣΥ͑ΒΧΘ͙箒洊沖磏勦獞沖暓愆壊͚Ό΅Ύ

ͪͣ͟͡ ͻΣ͙ΖΟΕ͞ΣΚΟΘ͑洊幞愆壊͚ΌͲ͠ΞΞ Ύ

ͣ

ͣ

ͺΣ͙ΖΟΕ͞ΣΚΟΘ͑洊幞͚ΌͲΎ

ͤͪͨ͢ ΚΟΘΒΣΖΒΌΞΞ Ύ

ͩͦ͟ ΚΟΘΥΌΔΞΎ
ͥͧ͢ ΚΟΘΨΌΔΞΎ

ͣͩ͟
ͧͦ͢͟

그림 3.4.4-1 장하분배법을 이용하여 구한 설계 결과

그림 3.4.4-2 등가회로법 (고정자 변수

그림 3.4.4-3 등가회로도법 (회전자

입력)

변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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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5 최종선택된캔드모터
그림 3.4.4-4 캔드모터의 온도별 토크특성

그림 3.4.4-6 캔드모터 설계 데이터

도면

그림 3.4.4-7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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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8 캔드모터 유한요소해석 결과(토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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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MCP 수력학 설계
3.4.4.2.1 임펠러의 축 직경( d b ) 및 허브 직경( d h )의 결정
냉각재순환펌프는 키(key)를 통하여 축의 동력이 임펠러에 전달된다. 축
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는
T = 71620

L
242hp
= 71620×
= 4815 kg⋅cm
N
3600rpm

이고 임펠러의 축경을 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d b = 1.72C s

3

T
0.75τ a

축의 재료는 전자기적 특성이 좋은 STS430을 고려 중이나 ASME Code에는 온
도에 따른 기계적인 특성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르텐사이트계의 스테인레스
강인 STS410의 특성을 사용한다. 허용 전단응력으로 design stress intensity의 1/2
2
의 값을 취한다. 계산에 사용된 허용전단응력 τ a 는 732.8kg/cm 이다. 또한 축류펌

프의 경우는 원심펌프와 다르게 유량이 작은 곳에서 수두가 최대이므로 안전계수
C s 를 1.5로 한다. 식으로 계산된 값은 53.2mm이며 본 설계에서는 펌프의 축경을
60mm로 하였다.
허브의 직경은 d h = 1.8d b 으로 결정되며 계산된 허브 직경은 98mm이다. 따라서
임펠러의 허브 직경은 98 mm 이상으로 하면 된다.
팁 직경은 유효흡입양정(net positive suction head : NPSH)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조건으로부터 유도된 다음식으로 결정된다.
1+σb
rt = 2
σb

[

(

Q
2
πω( 1 - ν )

2 1/6

)]

여기서 ω 는 각속도(rad/sec)이며 ν 는 허브비(hub ratio: r h/r t )를 나타내고 σ b 는
날개 입구의 단면형상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0.1 < σ b < 0.3의 범위를 갖는다. 경험
적으로 허브비는 0.4, σ b 는 0.12의 값을 사용하였다.
계산된 팁 직경은 267mm이다. 계산에 사용된 허브비가 0.4이므로 허브 직경은
107.2mm가 된다. 이 허브 직경은 앞서 강도로 결정된 허브 직경인 98mm보다 큰
값이므로 보수적이다. 따라서 허브 직경은 110mm로 결정하였다. 팁 간격은 1.5mm
로 하면 임펠러가 설치되는 유로의 직경은 270mm가 된다.
3.4.4.2.2 흡입구 유로 형상 설계
임펠러가 설치되는 곳의 유동이 균일성을 갖도록 2차원 CFD 해석을 여
러 차례 수행하여 유로형상을 결정하였다. 그림 3.4.4-?는 기본 유로 형상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유동은 축대칭이며 계산영역에서 아래 면이 임펠러의
허브에 해당한다. 즉, 유동은 위쪽의 큰 유로면적을 통하여 흡입되고 아래의 작은
면적을 통하여 가속되어 토출된다. 그림 3.4.4-?에서 보면 유동의 방향이 바뀌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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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유동의 박리영역이 존재한다. 이것은 임펠러 흡입구 노즐을 따라 가속된 유동
이 급속히 팽창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만약 임펠러가 이러한 유동영역에 설치된
다면 임펠러에 진동을 발생시키며 유동의 불안정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림 3.4.4-?에 나타난 박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로형상을 바꾸어가며 해석
을 수행한 결과 그림 3.4.4-?과 같은 형상을 얻게 되었다. 유동이 가속되는 영역을
증가시킴으로서 갑작스러운 유동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다. 계산된 결과를 보면 임
펠러가 설치될 곳에 유입되는 흐름의 박리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계산된 영역에서 발생된 압력강하는 1kPa 정도이다. 본 계산에 의해 결정된
MCP의 유로 형상은 그림 3.4.4-?과 같다

그림 3.4.4-9 기본 유로 형상에 대한 CFD 해석 결과

그림 3.4.4-10 수정된 유로형상에 대한 CFD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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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1 MCP 유로 형상
3.4.4.2.3 임펠러 및 디퓨저 설계
․임펠러의 날개형상
임펠러의 날개형상은 DCA(Double Circular Arc) 형상을 사용한다.
DCA는 표면에서의 압력변화가 크지 않아 캐비테이션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큰
설치각(stagger angle)에 적합하다. 그림 3.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 캠버
(camber) 위치에서 같은 두께를 위 아래로 주어서 형성된 날개이다.
설계로 결정되어야 할 값은 반경방향의 위치에서 입구각 β' 1 , 출구각 β' 2 , 익형
의 코드길이 l , 피치(pitch) t 이다. 블레이드 수(Z)는 비속도와 효율을 고려하여 결
정되는데 임펠러는 5개로 결정하였으며 디퓨저는 9개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피치는
다음 식과 같다.
t=

2πr
Z

익형의 입구각과 출구각은 입구유동각( β 1 )과 출구유동각( β 2 )에 실험식으로 구해
지는 입사각(incidence angle: i )과 편향각(deviation angle: δ )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β' 1 = β 1 - i,

β' 2 = β 2 -δ

그리고, 캠버각은 다음과 같다.
θ = β' 1 - β'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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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

β1
β1

ξ

θ

β2
δ
β2

β2

그림 3.4.4-12 임펠러 캐스캐이드 및 블레이드 형상

․이론설계식과 실험식
입구에서 축 방향의 속도 C m 만 갖는다는 가정과 임펠러와 디퓨저를
지나는 동안 축 방향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림 3.4.4-?의 속도 삼각형
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4.4-13 임펠러 입구(a)와 출구(b)에서의 속도 삼각형
임펠러 입구에서 다음 식이 결정된다.
Cm=
U=

4Q
2
2
π( D t - D h )

: 축방향 속도

πnD
60 : 회전속도

β 1 = tan

-1

( CU ): 임펠러 입구 유동각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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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er 터보기계 방정식[3.4.4-1]과 수력학적 효율 η h 를 이용하면 임펠러 출구에서
회전방향 속도를 구할 수 있다.
gH Euler = U( C u2 -C u1 ): Euler 터보기계 방정식
ηh=

H design
H Euler

C u2 =

gH design
η hU

임펠러 출구에서 상대속도는
W u2 = U - C u2
로 결정되고 상대 유동각과 절대 유동각은 각각 다음과 같다.
β 2 = tan

-1

W u2

( C ),

α 2 = tan

m

-1

C u2

(C )
m

디퓨저 입구에서 임펠러 출구의 절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디퓨저의
입구 날개각은 임펠러의 절대 출구 유동각 α 2 와 같이 둔다. 디퓨저 출구의 유동각
은 축방향과 일치하게 설계한다.
α3 = 0
익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이론식 뿐 만 아니라 최소 형상손실이 발생하기
위해서 입사각, 편향각, 솔리디티( σ = l/t ), 날개 두께비( t 1/l )가 어떻게 의존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값들은 Taylor[3.4.4-2]에 의해 실험된 DCA에 대한 데이
터로부터 구한 실험식을 사용하였다.
디퓨저 입구 날개각은 임펠러의 절대출구 유동각 α 2 와 같다고 둔다. 디퓨저의 솔
리디티 σ s 는 ε s (= C u2/C m )에 대해서 다음의 관계식[3.4.4-3]에서 구한다.
2

σ s = 3.1875ε -1.5ε s+0.6725
디퓨저의 캠버각은 다음 식[3.4.4-3]을 이용한다.
θ s = α 2/ ( 1 - 0.26 σ s )
편향각은 정의에 의해 δ s = θ s -α 2 이 되며 출구절대속도의 방향은 축방향과 일치
하게 설계되므로 디퓨저의 출구날개각은
α' 3 =- δ s
으로 결정된다.
․임펠러 설계절차
앞서 소개된 이론식과 실험식을 이용하여 임펠러를 설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설계조건과 선정된 허브와 팁 직경으로부터 C m , U , β 1 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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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효율 η 를 가정하고 출구에서 C u2 , W u2 , β 2 , α 2 를 이론식으로 결
정한다.
(c) 임펠러의 입사각 i , 편향각 δ , 솔리디티 σ 는 실험식을 동시에 만
족하는 값들을 찾아야 한다. 즉, 먼저 입사각, 편향각, 솔리디티를
가정하고 실험식들로부터 새로운 입사각, 편향각, 솔리디티를 구하
여 가정한 값과 차이가 없을 때까지 Newton-Raphson 방법으로 수
렴된 값을 구해야 한다.
(d) 디퓨저에 대해서는 입사각은 영으로 하고

캠버, 솔리디티 및 출구

날개각을 결정한다.
(e) 손실모형을 이용하여 손실을 계산하고 효율을 결정한다.
(f) 계산된 효율이 “(b)”에서 가정한 효율과 틀리면 수렴될 때까지
“(b)”부터 “(e)”의 과정을 반복한다.
위의 설계절차에 따라 평균반경( r m =

( r 2t +r 2h )/2 )에 대하여 수렴된

효율을 얻도록 설계를 한다. 평균반경에 대한 설계가 끝나면 반경방향을 11등분한
다. 평균반경에서 수렴된 효율을 각 반경에서의 효율로 고정하고 위의 설계절차를
반복하여 캠버선에 대한 설계를 한다. 캠버선에 대한 설계 결과로부터 반경방향의
위치에 따른 DCA 형상을 얻을 수 있다.
․임펠러 3차원 모델링
이론적 설계에서 출력되는 최종 값은 반경방향의 위치에 따른 2차원
단면형상, 코드길이 및 설치각이다. 실제 임펠러의 형상은 3차원이기 때문에 설계에
서 나온 2차원 단면을 이용하여 이론적 설계에서 의도했던 대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는 원통면에 부착된 3차원 단면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본 MCP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CAD/CAE 소프트웨어인 I-DEAS에서는 2차원 단면으로 원통면에 부착된 단
면을 만들어 내는 어떤 방법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차원 데이터를 모델링
하기 적합한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4.4-14 3D-spline을

그림 3.4.4-15 Lofting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section 생성

블레이드 par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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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6 블레이드를 개수만큼
복사하여 허브(hub)에 부착

그림 3.4.4-17 생성된 임펠러 형상

임펠러의 3차원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반경방향의 각 단면에서 면적중심을
구하고 2차원 단면 데이터를 3차원 원통에 투영된 데이터 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변환된 익형의 데이터 및 형상 값을 I-DEAS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로 구성된 프로그램 파일로 만든다. 끝으로 I-DEAS에서 프로그램 파일을 이
용하여 3차원 모형을 생성시키고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모형을 완성시킨다. 본 설
계개발에서는 2차원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과 변환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I-DEAS에서 3차원 단면을 만드는 프로그램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FORTR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번에 수행되도록 하였다[3.4.4-4]. 이렇게 하면
설계변경으로 임펠러가 새로 설계될 때마다 수행해야하는 I-DEAS 모델링 작업을
한번의 프로그램 파일을 수행함으로써 간단히 끝나게 된다. 그림 3.4.4-?부터 그림
3.4.4-?까지가 임펠러가 3차원 형상으로 모델링 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임펠러/디퓨저 설계결과 및 3차원 형상
이론식과 실험식을 이용하여 설계된 임펠러와 디퓨저의 형상 데이터를
표 3.4.4-?에 나타내었다.
설계값을 이용하여 앞서 소개된 I-DEAS를 이용한 3차원 임펠러 모델링 절차에
따라 구성된 3차원 형상은 그림 3.4.4-?과 같다. 설계된 임펠러 및 디퓨저의 이론적
효율은 77% 정도이다. 임펠러는 형상이 복잡하여 2D 도면으로 충분한 설계정보가
전달될 수 없기에 제작 시에 완성된 임펠러와 디퓨저의 모형을 IGES universal file
로 만들어 2D 도면과 함께 임펠러 가공업체에 전달하여 정확한 임펠러 가공이 이
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임펠러 가공업체는 임펠러 가공기계에 연결된 CAD/CAM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CAD/CAM 프로그램에서 KAERI에서 전달한 IGES 파일
을 읽어들여 임펠러 가공을 위한 tool path generation을 하게 된다. 또한 가공된 임
펠러는 고정밀도를 갖는 3차원 측정기로 정확한 검사가 수행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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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2 임펠러와 디퓨져의 설계값
<임펠러>
R(mm)

55.00

67.12

77.36

l(mm)

82.94

90.70

98.58 105.24 110.95 115.95 120.37 124.34 127.93 131.20 134.21

두께/l(%)

11.83

10.66

9.75

9.02

8.40

7.87

7.41

7.00

6.63

6.30

6.00

β1‘(deg)

63.57

66.83

68.96

70.52

71.71

72.61

73.30

73.81

74.16

74.37

74.44

β2‘(deg)

26.24

44.01

52.79

58.15

61.87

64.69

66.96

68.88

70.58

72.15

73.63

R(mm)

55.00

67.12

77.36

86.40

94.57 102.10 109.10 115.69 121.91 127.84 135.00

l(mm)

89.50

92.05

93.43

94.29

94.88

95.31

95.63

95.89

96.09

96.27

96.41

6.

6.

6.

6.

6.

6.

6.

6.

6.

6.

6.

β1‘(deg)

41.78

36.21

32.43

29.63

27.46

25.70

24.25

23.02

21.96

21.03

20.21

β2‘(deg)

-8.58

-8.25

-7.99

-7.78

-7.61

-7.46

-7.33

-7.21

-7.11

-7.02

-6.94

86.40

94.57 102.10 109.10 115.69 121.91 127.84

133.5

<디퓨저>

두께/l(%)

그림 3.4.4-18 임펠러와 디퓨저의 3차원 형상
3.4.4.2.4 임펠러 특성해석
MCP는

설계

후에

원형이

제작되고

성능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SMART MCP 임펠러의 특성 값은 실험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타 설
계분야에서 설계입력으로 사용될 MCP의 성능곡선, MCP를 통한 압력강하 등을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 전에 이러한 데이타를 생성할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본 설계개발에서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으로 임펠러의 특성
을 구하였다. 사용된 CFD 코드는 터보기계해석 전용으로 개발된 FINE/Turbo 소프
트웨어[3.4.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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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곡선
성능곡선을 생성하기 위하여 임펠러와 디퓨저에 I-형태의 격자를 구성
하였으며 블레이드 단면을 제외하고 임펠러에서는 non-matching 주기경계를 가지
며 디퓨저에서는 matching 주기경계를 갖는다.

그림 3.4.4-19 MCP 임펠러 성능곡선
임펠러 입구경계조건으로 입구에서 유량에 맞는 속도를 고정하였으며 난류강도는
5%로 하였다.

임펠러 출구에서는 압력을 고정하였다. 임펠러 영역은 회전좌표계에

서 정의되고 나머지 영역은 고정좌표계로 두었다. 임펠러와 디퓨저가 접하는 경계
인 임펠러 출구와 디퓨저 입구는 회전방향으로 평균된 물리량이 경계면을 통하여
보존되는 혼합평면법이 적용되었다. 수치기법과 경계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
고문헌 [3.4.4-5]와 [3.4.4-6]에 나타나 있다.
그림 3.4.4-?는 계산결과로 얻어진 유량-수두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설계유량보
다 큰 영역에서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거의 선형적인 수두 감소가 발생한다. 유량이
설계유량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처음에 유량의 감소에 따라 수두가 선형적인 형태로
증가한다. 유량이 정격유량의 50% 정도에서 성능곡선이 언덕을 형성하고 유량 감소
에 수두 감소 형태를 보인 후, 유량이 더 낮아지면 다시 수두가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S-형태의 곡선은 SMART MCP와 같은 축류펌프에서 나타나
는 전형적인 모양이다.
․정지된 MCP의 압력강하
일체형원자로의 타 설계분야에서 MCP가 정지되고 자연순환에 의해
정방향 유동이 존재할 때 정지된 MCP에서 발생되는 압력손실에 관한 입력자료를
필요로 한다. 정지된 MCP를 통한 압력강하도 시험을 통하여 측정되어야 할 값이지
만 시험 전에 예비 입력자료를 위하여 전산유체해석에 의한 절차를 구성하고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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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값을 예측하였다. 정지된 MCP를 통과하는 정방향 유동이 존재할 때 MCP는
두 가지 형태의 거동이 예상된다. 유동관성이 MCP의 정지마찰력 보다 작을 경우
MCP는 회전하지 않고 반대로 유동관성이 클 경우는 MCP는 회전하는 상황이 된
다. 따라서 본 설계개발에서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MCP의 정지마찰토크가 유동관성보다 커서 임펠러가 회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를 표 3.4.4-?과 같이 구하였다.
표 3.4.4-3 정유동시 정지된 임펠러를 통한 압력강하
3

유량(m /hr)
0
50
100
150
250
350
450

압력강하 수두(m)
0
0.0557
0.2297
0.5246
1.4618
2.8763
4.7086

임펠러가 유동에 의해 회전될 경우에 압력강하 계산은 고정된 경우와는 다른 방
법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수학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ω
= Th-Tm
dt
여기서 T h 는 유동에 의해 축에 작용하는 토크이고 T m 은 기계적 손실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크로 모두 회전수의 함수이다.
역유동에 의해 임펠러가 어떤 일정한 회전수에 도달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축에
작용하는 토크는 영이 아니라 회전수에 대응하는 기계적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손
실토크 T m 과 같게 된다. 즉,
T h (ω) = T m (ω)
이 된다. 따라서 전산유체해석에서는 회전수를 고정하고 유량을 바꿔가면서 유동
에 의해 축에 발생되는 토크가 손실토크와 균형을 이루는 유량을 찾아 그 때의 입
구와 출구의 압력차를 MCP를 통한 압력강하 값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손실토크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설
계개발에서는 MCP 설계시 가정한 3600rpm에서 기계적 효율( η m ) 값인 0.69를 이
용하여 회전수 3600rpm에서 기계적 손실토크를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Tm =

1-ηm
( 1- η m )ρgQH
T1=
η mη hω
ηm

회전수 3600rpm, 유량 2006m3/hr, 수두 17.5m, η h = 0.75, η m = 0.69
를 대입하면 T m 은 106.95 N-m의 값을 갖는다. 임펠러의 회전수 3600rpm으로 두
고 유동에 의해 축에 작용하는 토크가 106.95 N-m로 수렴되도록 유량을 바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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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N1 = 3600 rpm, Q1 = 2838.48 m /hr, H1 = 14.87 m

그림 3.4.4-20 정유동시 정지된 MCP를 통한 압력강하
다른 회전수에 대한 값은 3600 rpm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다음의 상사법칙
(affinity laws)으로 계산할 수 있다.
Q= Q1

N
N
H= H1
N1 ,
N1

( )

( )

2

CFD 해석으로 구한 압력강하곡선을 그림 3.4.4-?에 나타내었다. 임펠러가 정지된
경우와 회전하는 경우의 압력강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역유동시 MCP의 특성 예측 및 역류방지밸브
4대의 MCP가 병렬운전 중에 1대가 정지할 경우, 정지된 MCP를 통하
여 역유동(reverse flow)이 발생한다. 역유동의 유량은 역류방지장치의 존재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SMART MCP의 운전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전산유체해석으로 역류 발생시 MCP의 특성을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역유동은 임펠러가 고정된 경우와 임펠러가 역유동에 의해
자유롭게 회전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MCP에 역회전 방지장치가 있어 역유동 시에 임펠러가 회전되지 않는 경우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 방법은 정유동 해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4.4-?는 고정된 임펠러를 통한 압력강하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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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4 역류시 고정된 임펠러를 통한 압력강하
유량(%)
0
10
30
50
70
100

3

유량(m /hr)
0
200.6
601.8
1003.0
1404.2
2006.0

압력강하 수두(m)
0
0.679
5.751
15.714
31.547
65.350

임펠러가 회전하는 경우도 정유동 해석에 사용된 방법을 이용하여 임펠러의 회전
수를 3600rpm으로 두고 역유동에 의해 축에 작용하는 토크가 106.95 N-m로 수렴
되도록 유량을 바꾸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된 값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회전
수에 대한 값은 상사법칙을 이용한다.
3

N1 = 3600 rpm, Q1 = 2261.77 m /hr, H1 = 11.43 m
본 설계개발에서는 역유동시 임펠러가 고정된 경우와 자유롭게 회전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4대 MCP가 병렬운전 중 1대가 정지된 경우에 대한
MCP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다르면 정지된 MCP가 회전하지 않고 3대 MCP
3

가 병렬로 운전할 때 노심으로 공급되는 유량은 5850m /hr로 정상운전시의 73%이
다. 정지된 MCP 임펠러가 자유롭게 회전하고 3대 MCP가 병렬로 운전할 경우 노
3

심으로 공급되는 유량은 5080m /hr로 정상운전시의 63.3%이다.
4대 MCP가 정상운전 중 1대가 정지되었을 때 노심으로 공급되는 유량은 앞선
두 경우에서 최대 73%이다. SMART에서 MCP 1대 정지시 출력요건은 75%로 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73%보다 많은 유량이 노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만약
역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설계가 가능하다면 정상운전 시의 81% 유량이 노심으
로 공급된다.

그림 3.4.4-21 역류방지밸브의 개념도
본 설계에서는 MCP 1대 정지시 노심으로 공급되는 유량을 최대한 증가시킬 목
적으로 MCP의 토출관에 역류방지밸브를 도입하였다. 역류방지밸브를 도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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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MCP 정지시 발생하는 유량 손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역류방지밸브
는 정상운전 시 일차냉각수가 원활히 유동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하며 역류
발생 시는 닫히는 구조를 가진다. 그림 3.4.4-?은 설계에 도입된 역류방지밸브의 개
념을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3.4.4.2.5 MCP의 코스트다운(coastdown) 곡선
MCP의 코스트다운 곡선도 MCP 원형의 성능시험을 통하여 생성되어야
하지만 기본설계 중에 타 설계분야에서 설계입력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타
분야의 예비입력자료로 사용될 MCP의 코스트다운 곡선을 이론적인 방법으로 예측
하였다. 먼저 MCP의 회전속도와 MCP 유량에 영향을 끼치는 항들을 정의하고 이
를 이용하여 회전수와 유량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세웠다. 정의된 항들에 대한 계수
들은 이론식, 설계치 및 전산해석 결과 값으로부터 구하였다.
MCP의 회전수에 대한 코스트다운 곡선의 지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
dω
= ( ⭃㝟᮫ ╏⚣㕟㐫 ) + ( ᇯႃ⯀ ╏⚣㕟㐫 ) - ( ⫟ម Ⴟ⓰㕟㐫 )
dt
임펠러 손실은 임펠러 블레이드가 유체 속에서 회전할 때 발생하는 수력학적 손
-Jo

실을 나타내며 기계적 손실토크는 MCP 내부에서 축의 회전과 연관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유동 관성토크는 임펠러를 통과하는 유동이 임펠러를 회전시키는
힘을 나타낸다.
먼저 임펠러 손실토크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되었다.
T0
2
2 ω
ω0

( )

2

임펠러 손실토크 = C 1ω =

MCP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손실토크는 유체마찰토크, 추력베어링 마찰토크
및 보조임펠러의 저항을 포함하는 나머지 손실토크로 나눌 수 있으며 모델링은 다
음과 같다.
3

2πμr i L i
ω
hi

(

유체마찰 = C 2ω = ∑
i

)

ro

⌠
2
3
3
추력베어링 마찰토크= C 3 = ⌡r i μ bP⋅r⋅2πrdr = 3 πμ bP ( r o - r i )
' 2
C 1ω

나머지 기계손실토크 =

=

(

T m0 -C 2 ω 0 - C 3
2
ω
2
ω0

)

유동의 관성이 임펠러에 작용하는 토크는 기준 유량에 대한 토크를 계산하여 유
량에 대한 상사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유동 관성토크 = C 1fQ =

T f0
2
Q
2
Q f0

( )

위의 결과로부터 회전수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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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

dω
2
' 2
2
= C 1ω + C 1ω + C 2ω + C 3-C 1f Q
dt

시스템의 유량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임펠러 전후의 제어체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V
m짱
=- ( ⫟ᰛ⮿㤬ᯤ ) + ( ⭃㝟᮫Ⴟ⓰ᯤ )
dt
유로저항은 유로저항계수 ζ 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임펠러 관성력은 수두
에 의한 압력으로 시스템에 작용한다.
dV
1
2
=- ζρV A + ρgHA
m짱
dt
2
위 식에서
-

2
m짱 = ρQ , Q = VA , H = H o ( ω/ω 0 ) 를 적용하면

C5
dQ
= C 4Q +
Q
dt

ω
2
ζ
여기서 C 4 = 2 , C 5 =- gH 0 ω 0 A flow .

( )

위에서 구한 회전수 지배방정식과 유량 지배방정식을 적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
력 값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 0 = 230 N-m, T m0 = 107 N-m, T f0 = 214.4 N-m
Q 0 = 2006 m3/hr, Q f0 = 2834.5 m3/hr, H 0 = 17.5 m
ω 0 = 3600 rpm, ζ = 2.52, μ b = 0.1
코스트다운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SMART MCP 회전축의 관성 모멘트
이며 현재 설계 값은 J 0 = 1.19 kg-m2 이다.
본 설계개발에서 SMART MCP의 코스트다운 곡선을 구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초기 변수값을 결정한다. 예) ω 1 = 3600 rpm, Q 1 = 2006 m3/hr
(b) Δω 를 작은 값으로 주고 회전수 지배방정식으로부터 Δt 를 구한다.
Δt =

-J0
2
'
2
2
C 1ω i + C 1 ω i +C 2 ω i + C 3- C 1fQ i

(c) ω i + 1 = ω i + Δω, t i + 1 = t i + Δt
(d) 유량 지배방정식으로부터 t i + 1 에서의 유량을 구한다.

(

ΔQ =- C 4Q +

C5
Δt ,
Q

)

Q i + 1 = Q i + ΔQ

(e) ω i + 1 < ε 까지 (b)-(d)의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개발된 절차에 따라 계산된 SMART MCP의 코스트다운 곡선을 그림 3.4.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 따르면 총 코스트다운 시간 중 초기 30%이내에서 급격한 코스
트다운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회전속도에 대한 코스트다운이 유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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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고 있다. 계산된 코스트다운 곡선은 안전해석 분야
에서 요구하는 회전속도에 대한 코스트다운의 최저한계 값에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MART MCP와 같이 회전관성이 작은 캔드모터 펌프에서 관측되는
문제점이다.
SMART MCP의 코스트다운을 안전해석의 요구조건이 만족하도록 수정하는 방법
은 회전축의 관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MCP는 원자로와 일
체로 설치되어있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캔드모터 펌프의 특성 때문에
관성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설계개발에서는 현재 MCP 내
부공간 내에서 관성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설계를 하였다.
회전축 관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동기 출력과 효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전자의 직경을 늘이고 길이를 줄이는 설계변경을 하였다. 또한 MCP 내부
여유공간에 원통 형태의 관성질량을 추가하였다. 관성질량을 추가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전동기 회전자의 길이 축소에 따라 발생한 여유공간, 원래의 MCP에 존재했
던 상부저널과 회전자 사이, 그리고 회전자와 하부베어링 집합체 사이의 공간이 있
다. 이들 여유공간에 설치될 관성질량의 재질로 밀도가 STS보다 2배 이상 큰 감손
우라늄(DU)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하였을 때 총 회전관성모멘트는 4.61
2

2

kg-m 로 설계변경 전의 값인 1.19kg-m 에 비하여 4배정도 증가되었으며 안전해석
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코스트다운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4.4-?은 설계변경에 따
라 수정된 코스트다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본 설계개발에서 제시한 코스트다운
곡선은 타 분야의 설계입력을 위하여 생성된 예비곡선으로 추후 MCP 원형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4.4-23 수정된 MCP의

그림 3.4.4-22 MCP의 코스트다운 곡선

2

코스트다운 곡선(Jo = 4.6 kg-m )
3.4.4.3 MCP 베어링 설계
냉각재순환펌프를 포함한 일반적인 회전기기는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베어링의 윤활 특성, 마찰 특성, 내구성 및 동적 특성은 회전기기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적합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냉각재순환펌프용 베어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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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도의 물로 윤활되어 저마찰, 저마모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전동기의
냉각을 위한 독립순환회로의 유로를 제공하고, 세라믹 소재가 열응력에 의해 파손
되는 것이 방지되어야하는 설계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
어링용 소재 선정, 베어링 소재의 수윤활 마찰 특성, 저어널베어링 설계, 추력베어
링 설계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를 고찰하도록 한다.
3.4.4.3.1 냉각재순환펌프용 베어링 소재
냉각재순환펌프용 베어링 소재로는 고온, 고압의 수윤활 조건에서 베어
링의 윤활 특성을 고려하여 세라믹 소재가 사용 검토되고 있다. 특히 물 속에서 윤
활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라파이트가 유리된 실리콘 그라파이트 소재가 적
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4.4-7]. 표 3.4.4-?는 냉각재순환펌프용 베어링 소재로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3종 소재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표 3.4.4-5 냉각재순환펌프용 베어링 소재의 물성
SiC30
PG-9723
PGS200
Density
2
2.65
2.80
2.60
(g/mm )
Compressive
strength
1034
552
482.65
2
(N/mm )
Graphite
Composition
App. 35
NA
NA
(% of mass)
Thermal
Expansion
3.0
4.14
2.3
Coefficient (20∼200℃) (20∼200℃) (70∼1000℉)
-6
[10 /K]
Modulus of
Elasticity
140
152
124
2
[kN/mm ]
상 구 성
변형된 β상
α상
α상
제조사
Schunk
MAMAT
MAMAT
소재의 최종 선정을 위해 각 소재가 갖는 특성 중 마찰 특성을 검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고온/고압용 마찰, 마모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고온/고압용 마찰, 마
모시험기 중 소재의 마찰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왕복동 시험기를 이용하며, 시험
기의 구성은 그림 3.4.4-?와 같다. 왕복동 시험을 위하여 핀-플레이트 시편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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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4 왕복동
시험기의 구성
이와 같은 마찰, 마모시험을 통하여 냉각재순환펌프의 베어링 소재로 선정될 3종
류 소재의 저속 구간에서 마찰 계수를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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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5 SiC30

그림 3.4.4-26 PG-9723

그림 3.4.4-27 PGS200

마찰계수 측정결과

마찰계수 측정결과

마찰계수 측정결과

3종류의 실리콘 그라파이트 소재 중 SiC30의 경우 시험 초기의 높은 마찰 계수는
마찰 거리가 늘어날수록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이후에는 표면 흡착층의 영향으
로 안정적인 값을 나타내었으며, 마찰 거리가 늘어날수록 흡착층의 마멸이 진행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멸량은 3가지 재질 중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비교된 3종류의 베어링 재질 중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
서 냉각재순환펌프용 저어널베어링 및 추력베어링의 재질로 선정하였다.
3.4.4.3.2 냉각재순환펌프용 저어널베어링 윤활 해석
냉각재순환펌프용 저어널베어링은 베어링을 폭 방향으로 지나가는 유로
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실리콘 그라파이트 소재의 핀형 베어링저어널을 저어널
하우징에 고정하여 저어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역시 실리콘 그라파이트 소재
의 베어링을 설치하여 저어널베어링을 형성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냉각재순환
펌프용 베어링은 베어링 폭방향의 유로 형성 뿐 아니라, 열팽창 계수가 매우 작은
실리콘 그라파이트 소재와 이에 비해 열팽창 계수가 매우 큰 저어널하우징 및 회전
축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강 간의 열팽창 차이로 인한 과도한 열응력 발생 방지
를 위해 저어널하우징을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독특한 형상의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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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베어링을 창안하였다.
저어널의 단면 형상은 그림 3.4.4-?과 같이 저어널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핀 형
상 실리콘 그라파이트 베어링저어널이 원주 상에 균등히 배치되며,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저어널하우징이 베어링저어널을 구속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림 3.4.4-28 저어널베어링의 단면 형상
저어널 베어링은 18개의 핀 형태 실리콘 그라파이트 베어링저어널이 등간격으로
원주 상에 배치되며, 베어링저어널은 각각 독립된 저어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베어링저어널의 폭방향으로는 저어널 베어링을 지나 흐르는 일차냉각재의 일정한
압력이 경계 압력으로 작용된다. 각 베어링저어널은 저어널하우징에 고정되므로 축
에 편심이 발생하면 일반 저어널베어링과 동일하게 규칙적인 틈새 함수를 갖는 구
조가 된다. 이와 같이 냉각재순환펌프용 저어널베어링 전체로 보면 일반적인 저어
널베어링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지만, 하나 하나의 핀은 독립된 직선 베어링과
같은 거동을 나타내게 된다.
베어링 윤활 해석에 적용되는 레이놀즈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3.4.4-8].
3

∂
h
Gx
∂z
μ

(

∂p
∂z

) = - 12 U

∂h
dh
+
∂x
dt

윗 식은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풀이되며,

개별 베어링저어널에

대해 각각 윤활 해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경방향 성분의 벡터 합으로 하중지지
용량을 얻도록 한다.
해석에 고려한 베어링 및 유체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베어링 지름: 160mm, 베어링 길이 : 90mm,
베어링 요소 수 : 18 개, 윤활제 점도 : 0.186 cP (150℃ 물),
윤활제 압력: 14.7 MPa, 반경틈새: 60㎛,
베어링 회전속도: 3,600rpm, 베어링 요소의 전체 원주에 대한 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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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9 베어링 하중지지용량

그림 3.4.4-30 베어링 자세각의 변화

각 저어널 요소에 발생하는 동수압을 계산하여 베어링 편심량 변화에 따른 하중
지지용량의 크기 변화를 고찰한 결과와 자세각 변화는 그림 3.4.4-? 및 3.4.4-?과 같
다. 축중심과 베어링 중심 사이에 약 57㎛ 이상의 편심이 발생하면 1,000N 이상의
경방향 하중을 저어널베어링이 지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소유막두께는 3㎛ 이하
가 된다. 일반적으로 베어링이 완전유체윤활 상태로 운전되면 유체 점도에 의한 매
우 작은 마찰력을 갖고 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극소의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최소유막두께는 베어링과 저어널 각 표면의 합성표면 거칠기의 약 3배 이상이어
야 한다[3.4.4-9]. 그러나 냉각재순환펌프용 베어링은 일차냉각재인 고온, 고압의 물
로 윤활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운전 조건에서 완전유체윤활 조건을 만족할 수 있
을 만큼 큰 유막두께를 유지할 수 없다.
3.4.4.3.3 냉각재순환펌프용 추력베어링 윤활 해석
냉각재순환펌프용 추력베어링은 스러스트 하중의 방향이 상, 하로 변경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력베어링은 상부용 및 하부용으로 각각 구성되며,
상, 하부 베어링의 형상은 대칭형으로 표면 가공을 하게 된다. 추력베어링 면의 바
깥지름은 220㎜, 안지름은 150㎜로 한다.
평판형 추력베어링은 표면에 동수압 유막 형성을 위한 표면 가공을 하지 않는 것
에 비해 운송 또는 운전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력이 작용할 경우 표면 손상의 염
려가 작으며, 동수압에 의한 윤활 효과 없이도 추력베어링의 소재로 사용되는 실리
콘 그라파이트 재질이 수명 기간 내에 충분한 내마모성을 유지할 수 있다. 평판형
추력베어링의 내마모성 및 마찰 특성은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기존에 보고된 세라
믹 소재의 특성을 참고하였으나, 추후 마찰/마모시험을 통하여 검증될 것이다.
한 쌍을 이루는 추력베어링에서 베어링 내부로 윤활제를 공급하고, 냉각재순환펌
프 내의 독립순환회로를 구성하는 일차냉각재의 유로 구성을 위한 홈은 고정륜에
설치하고, 회전륜은 완전한 평판베어링을 사용한다. 추력베어링 고정륜의 표면은 6
개의 섹션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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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6 추력베어링의 하중지지용량
단위면적 당 하중
(kg/㎠)
하중지지용량
(kg)

2

3

4

5

10

372

558

744

930

1860

추력베어링 표면이 단위면적 당 지지해야 하는 하중에 따른 전체 베어링 하중지
지용량을 검토하면 표 3.4.4-?과 같다. 베어링 부의 표면적은 약 186㎠이다. 따라서
추력베어링은 단위면적 당 5kg/㎠ 이하의 하중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운전될 수 있
으며, 이는 베어링 재질인 SiC30에 있어 과다 마모가 발생하지 않는 설계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900 또는 3,600rpm으로 고속 회전하는 베어링에 있
어 실리콘 그라파이트 재질의 마찰계수는 0.05 이하로 매우 작을 것으로 예측되므
로 추력베어링의 적용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어링 재질의 냉각재순환펌프
운전 조건에서의 마찰계수 및 마모율은 추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검증이 필요
하다.
3.4.4.4 구조해석 및 피로해석
MCP의 구조해석 및 피로해석을 통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MCP는 원자로 운전시 고온 고압의 일차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조적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3.4.4-10∼12]. 이들 부품은 고
온 고압의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부품으로서 냉각재상실과 관련한 ANSI/ANS-51.1
의 안전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1등급으로 분류되며 ASME NB 또는 전력기술기준
(KEPIC) MNB를 적용한다. 상부덮개에 대한 응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방법을 이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slysis)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
용한 상용 코드는 I-DEAS와 ANSYS 및 ABAQUS/Standard와 ABAQUS/Safe를
사용하였다.
3.4.4.4.1 KEPIC MNB의 응력해석 요건
MNB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대한 응력해석은 설계하중과 정상운
전조건 및 수압시험하중에 대하여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행해야한다. 설계하중에
대한 응력해석은 설계온도와 설계압력 및 설계기계하중에 대하여 수행되어야한다.
각 하중 조건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각각 다르며 평가기준은 표 3.4.4-?과 같
다. 여기서, S m 은 설계응력강도, P m 은 막응력, P b 는 굽힘막응력, S y 는 주어진 온
도에서의 항복강도이다. 1차응력이란 외력, 내력 및 모멘트의 평행조건을 만족시키
기 위해 부과되어야 하는 하중에서 발생하는 수직응력 또는 전단응력을 말한다. 1
차응력의 기본적인 특성은 자지제한성(self-limiting)이 없다는 것이며, 이 1차응력이
항복강도를 상당히 초과하게 되면 파손이 되거나 최소한 전체적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차응력의 평가는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평가에 필수적인 응력이다.
1차응력은 내압 또는 분포 활하중(distribute live load)으로 인해 원통형 또는 구형
동체에 발생하며 압력으로 인해 평경판(flat head) 중앙부에 발생하는 굽힘 응력으
로 발생한다. 열하중으로 발생하는 열응력은 1차응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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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7 KEPIC MNB의 응력해석 요건
응력분류
1차 응력

하중분류 설계하중 및
정상운전 하중
Pm

< Sm

Pm+Pb

< 1.5S m

1차+2차+피크응력(F)

수 압 시 험 하 중
0.9S y
0.65S y ≤P m 일 경우 0.65S y < P m≤0.9S y 일 경우

< 1.35S y

< 1.25S y - 1.2P m
-

< 3S m

2차응력이란 인접재료의 구속또는 구조물의 자기구속(self-constraint)으로 생기는
수직응력 또는 전단응력을 말한다. 2차응력의 기본특성은 자기제한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부적인 항복 및 작은 변형(distortion)이 생겨도 이는 2차응력을 발생시키
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 응력의 한번 작용으로는 파손이 생기지 않는
다. 2차응력의 예는 일반열응력과 전체구조불연속부에서의 굽힘응력이 있다.
피크응력( F )이란 응력집중의 영향을 포함하여 국부불연속 또는 국부열응력으로
인하여 1차 및 2차응력의 합에 추가되는 응력이다. 피크응력의 기가능성이 본특성
은 뚜렷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으나 피로균열 또는 취성파괴 등의 원인이 될 있다는
점이다. 피로해석에 대한 요건은 KEPIC MNB 3222.4 반복운전의 해석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누적손상에 대한 Miner' law를 따른다. Miner's law는 하중 1, 2, 3에
대하여 반복회수 n 1 , n 2 , n 3 라 할 때, 각 하중에 대한 피로수명 N 1 , N 2 , N 3 를 구
할 수 있다. 이때, 사용계수 U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합이 1.0보다 작아야
한다.
U=

n1
n2
n3
nn
+
+
... +
< 1.0
N1
N2
N3
Nn

3.4.4.4.2 응력 해석 모델
그림 3.4.4-?은 상부덮개에 대한 형상과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제형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축대칭으로 단순화시켜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4.4-31 상부덮개 형상과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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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그림 3.4.4-?는 상부덮개에 대한 압력경계조건과 구속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
경계조건은 설계압력(17MPa)과 수압시험압력(22.5MPa)에 대한 조건을 적용하였다.
구속 조건은 스터드 체결부분에 대하여 자유도를 구속시켰다. 그림 3.4.4-?은 상부
덮개에 대한 열하중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4-?의 A와 B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하중을 적용하였으며 그림 3.4.4-?는 상부덮에 대한 축대칭 격자를 나타낸 것
이다. 상부덮개의 재료는 STS321을 사용하였으며 물성치는 표 3.4.4-?과 같다.
A 부분 대류경계조건 2500W/m 2K 과 주위 온도 100℃
B 부분 대류경계조건 30W/m 2K 와 주위 온도 50℃

h

i

그림 3.4.4-32 상부덮개에 대한

그림 3.4.4-33 상부덮개에 대한

압력경계조건

열하중 조건

그림 3.4.4-34 상부덮개에 대한 축대칭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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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8 STS321 재료의 물성치
온도

열전도 계수

열팽창 계수

탄성계수

설계응력강도( S m )

℃

J/M/K/S
14.019
14.538
14.884
15.230
15.750
16.269
16.615
17.134
17.480
18.000
18.346
18.865
19.211
19.730
20.077

mm/mm//K
1.6020E-05
1.6254E-05
1.6434E-5
1.6614E-5
1.6794E-5
1.6938E-5
1.7082E-5
1.7226E-5
1.7352E-5
1.7496E-5
1.7604E-5
1.7730E-5
1.7856E-5
1.7964E-5
1.8072E-5

Pa
195.12E9
190.30E9
186.16E9
182.71E9
177.88E9
174.44E9
170.99E9
-

MPa
137.8
137.8
137.8
128.2
118.5
113.0
110.9
109.6
108.2

21
38
66
93
121
149
177
204
232
260
288
316
343
371
399

3.4.4.4.3 해석 결과
그림 3.4.4-?는 설계압력 작용시 발생하는 응력강도이며 그림 3.4.4-?은
수압시험 하중에 대한 결과이다. 열하중 작용 시 온도분포를 구한 후에 이 값을 사
용하여 열응력을 구한 결과는 그림 3.4.4-?과 같다. 그림 3.4.4-?은 열하중과 설계압
력이 동시에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응력의 결과로부터
막응력을 구하여 KEPIC MNB 요건에 따라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림 3.4.4-35 설계압력 작용시

그림 3.4.4-36 수압시험 작용시

응력강도(Pa)

응력강도(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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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7 열하중 작용시

그림 3.4.4-38 열하중과 설계압력

응력강도(Pa)

작용시 응력강도(Pa)

3.4.4.4.4 응력 선형화(stress linearization) 결과
위의 설계압력과 수압시험압력의 결과를 통하여 응력이 높은 값을 가지
는 부분에 대하여 응력 선형화를 수행한다.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4.4-?의
단면 1, 2, 3, 4에 대하여 응력 선형화를 수행하였으며 KEPIC MNB 요건과 비교하
였다. 설계압력과 수압시험하중이 작용할 때 상부덮개에 발생하는 응력을 평가한
결과로 상부덮개는 구조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4-39 상부덮개에 대한 응력 선형화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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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9 설계압력 작용시 응력강도(MPa)
기기구
분

단면

Pm

Pm+Pb

1

97

2

MCP
상부덮
개

응력강도한계
Sm

1.5S m

120

P m <110

P m + P b <165

47

72

P m <110

P m + P b <165

3

93

103

P m <110

P m + P b <165

4

53

104

P m <110

P m + P b <165

표 3.4.4-10 수압시험압력 작용시 응력강도(MPa)
응력강도한계

기기구분 단면

Pm

Pm+Pb

1

99.1

MCP

2

상부덮개

0.9S y

0.65S y

1.35S y

151.2

P m <186

P m <138

P m + P b <206

60.5

90.3

P m <186

P m <138

P m + P b <206

3

117.5

129.6

P m <186

P m <138

P m + P b <206

4

67.3

131.1

P m <186

P m <138

P m + P b <206

3.4.4.4.5 피로 해석
표 3.4.4-11 상부덮개에 대한 피로해석결과
하중조건

발생회수

PRDBE 2
PRDBE 7
PRDBE 8
PRDBE 9
PRDBE 10
PRDBE 25
SRDBE 3
SRDBE 4
SRDBE 10
SRDBE 13
SRDBE 16
SRDBE 20
기동과 정지
수압시험
사용계수 합

20,000
60
60
60
60
3,000
30
1
15
1
30
15
700
30
NA

상부덮개
피로수명
25E07
15E07
15E07
25E08
30E07
30E08
6E08
46E08
32E06
15E06
24E07
37E06
4,681,637
60,938
NA

사용계수
8.00E-05
4.00E-07
4.00E-07
2.40E-08
2.00E-07
1.00E-06
5.00E-08
2.17E-10
3.12E-07
6.66E-08
1.25E-07
1.25E-07
1.50E-04
4.90E-04
7.2E-04

MCP 상부덮개와 플랜지에 대한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피로해석에 대
한 적용 하중은 PRDBE와 SRDBE를 사용하였다. PRDBE와 SRDBE는 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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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화와 압력하중 이력을 가진다. 이러한 하중을 적용하여 열해석을 수행하고
열하중과 압력 변동 하중을 동시에 고려한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피로수명 회수
가 적게 나오는 대표적인 하중인 PRDBE2와 SRDBE20에 대한 하중 이력은 각각
그림 3.4.4-? 및 3.4.4-?과 같다. 피로 해석은 ABAQUS/Safe를 이용하여 해석하였
으며 STS321에 대한 그림 3.4.4-?와 같은 피로곡선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는 표
3.4.4-?과 같다. 그리고 특히 피로수명이 가장 적게 평가된 수압시험 및 기동과 정
지 때의 피로수명 지도는 각각 그림3.4.4-? 및 3.4.4-?와 같다. 특히, 사용계수는
KEPIC MNB 3222.4에서 규정하는 Miner's law를 적용하여 누적 피로계수를 구한
것으로 1.0보다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Κ͑͝͠Κ

΅ΖΞΡ͙΅Κͮͦͩͤͼ͚

ΣΖΤΤΦΣΖ͙Κͮͦ͢;Β͚͑͵ͳͶͣ

ͦ͢͟͡
ͥ͢͟͡
ͤ͢͟͡
ͣ͢͟͡
͢͟͢͡
͢
ͪͪ͟͡
ͪͩ͟͡
ͪͨ͟͡
͡

ͣ͡͡

ͥ͡͡

ͧ͡͡

ͩ͡͡

͢͡͡͡ ͣ͢͡͡ ͥ͢͡͡

΅ΚΞΖ͙Τ͚

그림 3.4.4-40 MCP에 작용하는 PRDBE2 하중변화

΅ΖΞΡ͙΅Κͮͦͩͤͼ͚

ΣΖΤΤΦΣΖ͙Κͮͦ͢;Β͚͑΄͵ͳͶͣ͡

΅͠΅Κ͑͝͠Κ

ͣ͢͟
ͦ͢͟͢
͢͟͢
ͦ͢͟͡
͢
ͪͦ͟͡
͡

ͣ͡

ͥ͡

ͧ͡

ͩ͡

΅ΚΞΖ͙Τ͚

그림 3.4.4-41 MCP에 작용하는 SRDBE20 하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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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Β͙;Β͚

͢͡͡͡
͢͡͡
͢͡
͢
͢͟͡Ͷ͜͢͡

͢͟͡Ͷͥ͜͡

͢͟͡Ͷͨ͜͡

͢͟͡Ͷ͜͢͡

͢͟͡Ͷͤ͜͢

͢͟͡Ͷͧ͜͢

ͿΦΞΓΖΣ͑ΠΗ͑ʹΪΔΝΖ

그림 3.4.4-42 STS321 피로곡선

그림 3.4.4-43 수압시험하중에 대한

그림 3.4.4-44 기동과 정지에 대한

피로수명 Map

피로수명 Map

3.4.4.5 MCP 회전축 동특석 해석
3.4.4.5.1 MCP 회전축 동특성 해석 모델
회전체의 동특성은 주로 고유진동수, 불균형 응답, 안정성 측면에서 고찰
된다. MCP 회전체 계의 고유치 계산을 통해 운전속도의 위험속도 대역에서의 회피
여부와 계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MCP 회전체 계는 회전속도 센서, 2개의 저널베
어링, 캔드모터, 추력베어링과 보조임펠러 조립체, 주 임펠러로 구성된다. 회전체는
정상운전 상태에서 축방향으로 유동하는 축방향 위치에 따라 다른 온도를 가지는
고온 고압의 순환수에 잠긴 채 동작된다. 온도와 압력변화는 유체의 밀도 및 점도
의 변화를 가져와 베어링, 공극, 임펠러 등의 동특성 변화를 일으키며 축 재질의 강
성 변화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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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5
회전축계 모델
회전체 횡변위 유한요소 운동 방정식은 27개 Timoshenko 축 요소에 추가되는 디
스크, 베어링. 공극, 임펠러 요소로 모델링되었다. 디스크 요소는 축에 부착되는 주
요한 부품의 관성으로 나타난다. 베어링 요소의 특성은 난류 효과 및 회전방향과
축방향 유동을 고려한 보정된 레이놀즈(Reynolds) 방정식의 유한차분해에 의해 얻
어졌다. 씰요소의 특성은 동심환상씰(concentric annular seal)에 대한 Black의 모델
식이 사용되었다. 축류형인 주 임펠러는 Ehrich의 실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two
sector parallel compressor model(2SPC) 모델이 적용되었다.
MCP저널 베어링은 고온에서 고온 내마모성이 우수한 세라믹재를 윤활면으로 사
용하기 위한 특수한 구조를 가지며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강성과 감쇠로 모델링되
었다. 고압의 조건으로 좀머펠드(Sommerfeld) 압력 경계조건이 적용되었고 큰 자세
각을 가진다. 작동유체의 작은 점성으로 인해 큰 편심영역을 제외하고 부하용량이
작고 베어링 유격원 내에서 베어링 편심에 대해 비선형적이며 큰 연성강성과 직 감
쇠로 평가된다. 연성 강성은 저널 변위의 직각방향으로 작용하여 선회력을 크게 하
는 요인이 된다. 추력 베어링은 횡방향 동특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MCP 회전체는 7개의 동심환상씰이 모델링되었다. 보조임펠러, 모타 시일은 축 방
향 유속이 있는 반면 주 임펠러에서의 시일은 축방향 유속이 없는 각기 다른 특성
식이 적용되었다. 시일 특성은 베어링에 비하여 질량 효과가 추가되며 각 강성, 감
쇠, 질량 계수는 축 회전의 증가에 따라 커진다. 고유진동수를 저하시키는 음의 직
강성 및 질량효과와 선회력을 야기하는 연성강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펌프동력이 소모되는 주 임펠러의 순간적인 편심으로 인해 발생한 날개
끝과 디퓨저 사이의 공극의 원주방향 크기 변화는 선회력을 일으키고 연성강성으로
표현되었다. 임펠러의 횡변위에 따라 비교적 선형적인 선회력을 주는 강성계수로

- 158 -

계산되었다. 원심형인 보조 임펠러는 주변 형상은 비교적 단순하여 큰 동특성은 가
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다.
3.4.4.5.2 MCP 회전체 동특성
주 임펠러에 가벼운 횡부하가 작용할 때 하위 3개 모드는 그림3.4.4-46에
보인 감쇠고유진동수(damped natural frequency) 선도에 보여진다. MCP회전체는
2

관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착된 질량으로 인해 700kg, 4.8 kg-m 의 큰 관성을 가
지나 비교적 잘 분포된 질량과 축의 높은 굽힘강성으로 인해 강성 회전체가 된다.
위험속도 여유는 계의 감쇠를 고려하여 통상 운전속도로부터 -15%∼+20%를 회피
하도록 권장된다. 유연모드 고유진동수가 운전속도에서 4283 RPM으로 회전체의 운
용속도에 비하여 19% 정도 높아 적절한 고유진동수의 분리 여유를 가진다.

그림 3.4.4-46 MCP 고유진동수

그림 3.4.4-47 MCP 대수감쇠계수

선도
MCP 회전체는 일정한 방향의 정적 횡하중(static lateral load)이 없으므로 저널은
안정된 위치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베어링의 전 유격원의 바깥측 둘레를 선회하며
회전한다. 통상 이 선회(oil whirl)운동은 회전속도의 약 0.5X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
지며 MCP 회전체는 작동유체의 낮은 점도와 계의 불안정성에 의해 쉽게 저널-베
어링 간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찰 동하중이 크고 빈도가 높으면 베어
링온도상승과 수명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4-?의 대수감쇠(logarithmic decrement)선도는 계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통상 유연회전체의 경우 운전속도 이상까지 안정하고 안정여유는 대수감쇠 0.2이상
이 추천된다. 장기간 유지보수작업 없이 활용되는 MCP에서는 계의 변동에 대비하
여 안정여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모드는 안정 여유가 작아 보이지만 운전속도보다 높게 위치해 있고 이 모드
의 가진 가능성이 적으므로 크게 유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에 보
이는 불안정한 2개의 강체모드는 선회주파수와 일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정성 개
선이 필요하다. 정상 운전 및 가감속 중에 선회력이 크면 베어링에서 불규칙한 마
찰을 수반한 리밋사이클(limit cycle)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추형인 강체모드는 동적 불균형과 부정렬과 같은 요인으로 가진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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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력은 강체 회전체의 동적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2면 밸런싱, 부정열 최소화를
통하여 저감될 수 있다. 연성강성으로 표현된 베어링과 공극, 임펠러 등에서 발생하
는 유체력에 기인한 특성들은 안정성 향상이 되도록 설계변수 조절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설계변수 조정을 통해 안정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에 감쇠를
부여할 수 있는 감쇠기(damper)의 사용이 요구된다.
3.4.4.6 MCP 동특성 해석 모델 개발
냉각재순환펌프의 형상단순화를 거쳐 개략도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한
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총 4가지 모델을 작성하고 각 모델을 이용한 해석결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각 모델은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의
형식과 냉각재순환펌프에서 어떠한 부품을 구조재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구분하였
다.

그림 3.4.4-48 냉각재순환펌프 유한요소모델 작성과정
냉각재순환펌프를 구성하는 주요부품과 뼈대구조는 구조해석의 측면에서 구조재
와 비구조재로 분류할 수 있다. 냉각재순환펌프의 주요 부품인 회전축과 회전자 그
리고 전동기 고정자는 설치형태와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비구조재로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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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성 해석 시 부가적인 분포질량으로만 고려한다. 냉각재순환펌프를 구성하는 주
요 구조재는 MCP housing이다. MCP housing의 외측에는 냉각기가 설치되며 내측
에는 전동기 고정자가 설치된다. 냉각기를 둘러싸고 있는 cooler cover와 고정자의
내측에 있는 internal housing은 비구조재로 설계되었지만 냉각재순환펌프의 굽힘진
동 시 부가적인 강성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해석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이들을 구조재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구조재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각재순환펌프는 그림 3.4.4-?의 상세도에서 보인 것과 같이 원자로 환형덮개에
설치되며 환형덮개로부터 돌출된 MCP 노즐의 상단에 스터드로 체결된다. 즉 냉각
재순환펌프는 원자로 환형덮개부 MCP 노즐에 매달린 형태로 설치된다. 또한 임펠
러 위쪽에 있는 실링부와 유로안내관 하부에 있는 체결부에서 횡방향 구속이 이루
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냉각재순환펌프의 개략도를 그리면 그림 3.4.4-?의
개략도와 같다. 냉각재순환펌프의 개략도를 더욱 단순화시키면 그림 3.4.4-?의 유한
요소모델과 같은 단순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냉각재순환펌프 각부분 및 원자로 덮
개부 노즐은 보요소를 이용해 모델링 하며 냉각재순환펌프 상부 덮개는 집중질량으
로 모델링 하였다.
표 3.4.4-12 냉각재순환펌프 부분별 단면정보
부분

구성부품

외경
Do [m]

내경
Di [m]

단면적
A [m2]

면적모멘트
I [m4]

NZZL
(MCP Nozzle)

MCP Nozzle

6.240E-01

5.070E-01

1.039E-01

4.199E-03

MCP housing
Internal housing
Cooler cover
MCP Shaft
MCP Rotor
MCP Stator
모델 1, 모델 3
모델 2, 모델 4
MCP housing
Cooler cover
MCP Shaft
모델 1, 모델 3
모델 2, 모델 4

4.290E-01
2.440E-01
5.050E-01
8.250E-02
2.000E-01
3.830E-01

3.830E-01
2.040E-01
4.800E-01
2.400E-02
7.400E-02
2.440E-01

4.290E-01
5.050E-01
8.250E-02

3.510E-01
4.800E-01
2.400E-02

2.934E-02
1.407E-02
1.934E-02
4.893E-03
2.712E-02
6.845E-02
2.934E-02
6.275E-02
4.778E-02
1.934E-02
4.893E-03
4.778E-02
6.712E-02

6.064E-04
8.898E-05
5.868E-04
.
.
.
6.064E-04
1.282E-03
9.176E-04
5.868E-04
.
9.176E-04
1.504E-03

Flow Duct

3.500E-01

2.880E-01

3.107E-02

3.989E-04

PBODY1

PBODY2

FDUCT
(Flow Duct)

비고

1
2
3
4
5
6
1
1+2+3
1
2
3
1
1+2

표 3.4.4-?는 모델 구성을 위한 각 부분의 단면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이는 유한요
소모델에서 강성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표 3.4.4-?에서 모델 1, 3과 모델 2,
4는 냉각재순환펌프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어느 부분을 구조재로 가정하였는가에
따라 구분한 모델이다. 모델 1과 3에서는 MCP housing 만을 구조재로 가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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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델 2와 4는 MCP housing, Internal housing, Cooler cover를 구조재로 가정한
모델이다. 또한 모델 1과 2는 Euler 보요소를 사용한 모델이며 모델 3과 4는
Timoshenko 보요소를 사용한 모델이다.
냉각재순환펌프 내부를 구성하는 각종 비구조재의 질량을 고려하기 위해 각 부분
의 등가밀도를 구하고 표 3.4.4-?에 정리하였다.
표 3.4.4-13 냉각재순환펌프 부분별 등가밀도
3

부분

구성부품

부피
[m3]

질량
[kg]

등가밀도 [kg/m ]
모델 1, 3
모델 2, 4

NZZL
(MCP Nozzle)

MCP Nozzle

1.390E-01

1.098E+03

7.900E+03

MCP housing
Internal housing
Cooler cover
MCP Shaft
MCP Rotor
MCP Stator
합계
MCP housing
Cooler cover
MCP Shaft
합계

3.922E-02
1.882E-02
2.586E-02
6.542E-03
2.115E-02
5.339E-02

3.099E+02
1.487E+02
2.043E+02
5.168E+01
1.671E+02
4.218E+02
1.303E+03
1.631E+02
6.601E+01
1.670E+01
2.458E+02

Flow Duct

4.359E-02

PBODY1

PBODY2
FDUCT
(Flow Duct)

2.064E-02
8.355E-03
2.114E-03

3.323E+04

1.553E+04

1.191E+04

8.476E+03

3.443E+02

7.900E+03

MCP Nozzle 상부에 위치한 스터드 체결을 위한 플랜지부인 Nozzle Top과 MCP
의 Cover는 집중질량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FDUCT 상부와 PBODY2 하부 사이에
위치한 Sealing 역시 집중질량으로 가정하였다. 표 3.4.4-?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4.4-14 냉각재순환펌프 유한요소모델 집중질량
부분
MCPTOP
SEAL

구성

3

높이 [m] 외경 [m] 내경 [m] 부피 [m ] 질량 [kg] 총질량 [kg]

MCP Cover 1.500E-01 7.800E-01 2.040E-01 6.677E-02 5.275E+02
7.599E+02
Nozzle Top 1.710E-01 7.800E-01 6.240E-01 2.942E-02 2.324E+02
Sealing

1.100E-01 5.070E-01 7.400E-02 2.173E-02 1.717E+02 1.717E+02

냉각재순환펌프의 부분별 정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총 4가지
모델을 작성하고 해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각 모델은 동일한 개
수의 절점과 동일한 개수의 요소를 갖도록 하여 해석결과의 차이가 각 모델에서 선
택한 요소의 형식과 구조재에 관한 가정에만 영향을 받도록 하였다. 사용된 절점은
총 66개이며 보요소 65개와 집중질량 요소 2개를 사용해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였
다. 모델구현 및 동특성 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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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는 냉각재순환펌프 유한요소모델별 고유진동수를 정리한 것이다. 해석
결과에서 보다 낮은 고유진동수를 보이는 모델이 보수적인 모델임을 감안할 때 작
성된 모델중에서 모델 3이 최적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4.4-?는 모델 3을
이용해 구한 냉각재순환펌프의 진동모드이다.
표 3.4.4-15 냉각재순환펌프 유한요소모델별 고유진동수
모드번호
1
2
3
4
5
6
7
8
9
10

Mode 1

Mode 2

모델별 고유진동수 [Hz]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132
232
313
556
641
890
1032
1252
1481
1754

135
274
410
656
682
1029
1327
1569
1616
1959

116
232
260
519
556
677
840
890
1123
1250

118
274
343
549
655
855
927
1028
1446
1566

Mode 3

Mode 4

Mode 5

Mode 6

Mode 7

Mode 8

그림 3.4.4-49 냉각재순환펌프 진동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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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9

Mode 10

3.4.4.7 MCP 예비내진해석
SMART 냉각재순환펌프는 내진범주 I에 속하는 기기로서 0.3G 안정정지지
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에서 압력경계의 건전성 및 정상적인 작동성
을 유지해야 한다. 내진범주 I에 해당하는 기기는 부지의 설계지진과 기반구조물의
응답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하중특성에 기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
에 속하는 기기의 설계는 시험이나 해석을 통한 내진검증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SMART의 건설부지 선정과 각종 기반구조물의 설계가 이루
어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내진설계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시험 및 해석을 통
한 검증작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단계에서는 추후 진행될 상세한 내진해석에 필
요한 해석모델 및 해석절차를 개발하고 0.3g 인공지진에 대한 냉각재순환펌프의 내
진성능을 예비 평가하였다. 모든 해석은 상용코드인 ABAQUS를 사용해 수행되었
다.
내진해석에서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은 동적문제를 정적문제로 변환하여 해석하는
기법으로 손쉽게 최대 변위를 비롯한 반력 등의 결과를 구하는 근사적인 방법이다.
이와는 달리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작성된 인공지진신호와 유한요소법과 같은 수치
적인 방법을 이용해 시간적분을 수행하여 인공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이력을 계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면 보다 엄밀한 형태의 결과를 구
할 수 있다. 인공지진과 원자로 상부 덮개부의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냉각재순환
펌프의 응답해석을 수행하고 각 경우에서의 최대 변위와 반력 등을 계산하였다. 원
자로 덮개부에서의 조건을 고려한 해석결과를 보면 최대 변위는 0.01mm이하며 최
대 축응력은 설계응력강도의 1% 미만이다. 냉각재순환펌프의 예비내진해석결과
0.3G 지진하중에 의해 냉각재순환펌프에서 발생하는 변위와 응력은 매우 미미하여
냉각재순환펌프의 작동성 및 구조건전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다음은 예비내진해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3.4.4.7.1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해석
실제 지진 시 냉각재순환펌프가 받는 하중은 건물의 기초부에서 나타나
는 지진하중과는 다소 다른 형태가 된다. 이는 지진하중이 건물의 기초로부터 각종
구조물과 원자로 압력용기를 거치는 동안 하중경로의 특성에 따라 변형되기 때문이
다. 본 절에서는 0.3G 지진하중 시 원자로 덮개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속도 시간
이력에 대한 냉각재순환펌프의 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서는 두 가지 각
기 다른 방향으로 가해지는 가속도 시간이력을 고려하였다. 냉각재순환펌프 주요부
의 변위응답을 계산하였으며 냉각재순환펌프의 고정부인 원자로 환형덮개 상부에
있는 냉각재순환펌프노즐부의 반력과 모멘트반력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냉각재순환펌프노즐부에서 나타나는 최대 응력을 계산하였다.
그림 3.4.4-?은

X1 방향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4.4-?의 (a)는 해석에서 고려한 0.3G 인공지진 시 냉각재순환펌프가 설치된 원자
로상부에 나타나는 가속도시간이력이며, (b)는 이러한 가속도 하중이 냉각재순환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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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고정부인 원자로 환형덮개 상부에서 횡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최대변위가 발
생하는 곳인 냉각재순환펌프 상단의 변위시간이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3.4.4-?
의 (c)와 (d)는 각각 냉각재순환펌프노즐부의 전단반력과 모멘트반력을 구한 것이
다. 원자로상부의 최대 가속도는 0.33G이다.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
그리고 응력의 최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0.007mm
최대 반력: Vmax = 8.18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8.31kNm
최대 응력: Smax = 0.627MPa
그림 3.4.4-?은 X3 방향의 가속도 이력에 대한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원자로
상부의 최대 가속도는 0.33G이다.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0.007mm
최대 반력: Vmax = 8.15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8.26kNm
최대 응력: Smax = 0.624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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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0 원자로상부 X1방향 가속도 이력에 대한 냉각재순환펌프
응답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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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1 원자로상부 X3방향 가속도 이력에 대한 냉각재순환펌프
응답해석

3.4.4.7.2 응답스펙트럼 해석

Acceleration (G)

10.0

1.0

0.1
1

10

Frequency (Hz)
그림 3.4.4-52 원자로상부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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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은 지반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지진하중에 대한 단
자유도 단순구조물의 동응답특성을 바탕으로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지진발생 시 복잡한 다자유도 구조물의 개략적인 거동을 간편하게 예측하는 해석방
법이다.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에는 다자유도 구조물의 각 모드별 거동특성을 취합하
는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본 계산서에서는 현재 Regulatory
Guide 1.92 (1976)에서 추천하는 방법인 Ten-Percent Method를 이용해 지진하중
시 냉각재순환펌프가 보이는 최대 변위와 반력들을 계산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응
답스펙트럼은 원자로 상부에서의 수평방향(NS, EW) 응답스펙트럼을 간략하게 표현
한 그림 3.4.4-?와 같은 형태이다. 해석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
다.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0.009mm
최대 반력: Vmax = 8.74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9.81kNm
최대 응력: Smax = 0.729MPa
3.4.4.8 캔드모터 권선 열해석
캔드모터 권선 열해석은 실제 제작시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를 고려하였다.
즉, 고정자 슬롯 내부의 권선을 함침재(에폭시 수지)로 함침할 때 권선의 절연피복
재(그라스 파이버+테프론)와 함침재가 접착되지 않아 약 0.1mm정도 떨어져 공기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표 3.4.4-?은 고정자 열해석 조건으로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값이며, 표 3.4.4-?은 권선 열해석시 해석모델의 각 구역에 입력되는
특성값이다.
표 3.4.4-16 캔드모터 권선
열해석조건
구
손 실 [W]

열전도율
[W/m ℃]

냉각수 온도
[℃]

분
고정자 동손
Can 손실
철
손
Can
Stator
Coil
Glass Fiber
Teflon
Nomex
epoxy수지
Air
고정자내측
냉각기

대류열전달계수 고정자내측
2
냉각기
[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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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180[kW]
81
122
2,742
15.1
42.5
387
1.4
0.2
0.105
0.5
0.0263
83.5
68
8,509
9,912

표 3.4.4-17 캔드모터 권선 열해석 모델의
구역별 특성값
특성값
Region
CAN
나동선
절연재1
절연재2

materials

characteristic

nimonic
copper
공기

power:2,742W

glass-fiber+ teflon

power:81W
power:122W

함침재
절연지
쐐기
고정자내측

SE15C
epoxy수지
nomex
glass-fiber
shell 선언

ambient T:64℃

고정자외측

shell 선언

ambient T:60℃

고정자

-

권선 열해석 결과 그림 3.4.4-?과 같이 슬롯 내부에서 절연피복과 에폭시 수지 그
리고 공기층이 존재하는 부분은 열전도율이 작아 열저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저항이 작은 철심과 권선부분에 비해 온도구배가 크게 나타나며, 그림 3.4.4-?와
같이 냉각수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68℃로 가정할 때 해석을 통해 얻은 권선 최고온
도는 101℃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권선에 사용된 절연피복재(그라스파이버+테프론)
는 실제 약 300℃에도 사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음이 예측
되어진다.

그림 3.4.4-53 180kW 정격운전시

그림 3.4.4-54 180kW 정격운전시

고정자 온도분포(color shade)

고정자의 반경방향 온도특성

3.4.4.9 캔드모터 성능개선 시험
SMART MCP 캔드모터의 해석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기존에 축소 제작된 캔
드모터의 성능개선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항목으로는 온도시험, 원선도법에 의한
특성시험, 내전압시험, 구속시험 및 무부하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3.4.4.9.1 온도시험
캔드모터 온도시험은 제어기를 결합한 상태로 동작하여 온도상승 시험을
수행하였다. 온도상승시험의 목적은 여러 운전 조건하에서 캔드모터 절연등급의 안
전 영역내에서 캔드모터의 온도가 포화되는가를 확인하고 과부하시 절연등급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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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온도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캔드모터는 상용전원보다 인버터로 운전
할 때 발열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인버터로 운전시 고조파 성분이 많이 포함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온도시험은 반드시 인버터로 구동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3.4.4-?와 같이 시험장치를 설치하여 온도시험을 하였으며 시험조건은 표 3.4.4-?과
같다.
표 3.4.4-18 캔드모터 권선 온도시험
조건
정격부하
32kW
입력전압
400V
주파수
60Hz
회전속도
3,500rpm
2
캔드모터 내부 압력
5kgf/cm
3
유량
0.6m /h
냉각수
o
입구온도
16 C
측정장비
YEW HR 1300
열전대
k-type

그림 3.4.4-55 전동기 냉각수 흐름 및
열전대 배치도

o

온도시험결과 캔드모터 내부 독립 순환회로에서 나오는 최대 온도값은 약 42 C이
o

며, 냉각되어 내부로 들어가는 온도는 약 32 C로 나타났다. 그림 3.4.4-?에서 횡축 1
o

칸의 시간은 5분이며 종축 작은 한칸 온도는 2.5 C로 권선 ①번, ②번, ④번의 순으
o

o

o

로 포화되었으며 포화시의 온도는 각각 56 C, 57 C, 60 C 이었다. 권선 엔드부분인
③번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냉각하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열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
o

위로 포화시의 온도는 약 125 C 이었다. 포화까지 도달하는데 약 70분이 소요되었
o

다. 이상의 시험에서 정격운전시 가장 취약부인 권선엔드 단의 온도도 125 C로
32kW 정격운전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ٻ

ٻ
⁎Ⱂٻۍۊۏۊۈڈڿۀۉۉڼڞٻډڍٻ㡾☚䔏㎇ٻ㔲䠮ἆὒٻ

그림 3.4.4-56 캔드모터 온도특성시험 결과
3.4.4.9.2 원선도법에 의한 특성시험
전부하 특성 및 정동 토크의 산정은 KS C 4201(3상 유도전동기의 특성
산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L형 원선도법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일정한
리액턴스 X와 가변저항 R을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일정 전압 V를 인가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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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전류벡터의 정점과 궤적은 V/X를 직경으로하는 반원이 된다. 이와같이 원형
으로 표시되는 전류궤적을 원선도라 하며 캔드모터의 특성도 이 것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 원선도에 의해 특성을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전부하시 토크는
약 88N.m이고 정동토크(최대토크)는 약 260N.m이다. 이 방법에 의해 특성을 산출
하는데는 권선의 저항측정, 무부하시험 및 구속시험이 필요하다.
표 3.4.4-19 캔드모터의 무부하
손실특성
Simulation
실험값
Simulation Simulation
인버터
정현파
①
②
회전수 [rpm]
3,591
3,681
3,589 3,705
고정자
0.27
0.26
권선저항손[kW]
회전자
0
0
권선저항손[kW]
6.0
6.7
0.59
0.58
철손[kW]
4.4
4.4
캔 저항손[kW]
항

목

표류부하손[kW]
마찰 및
풍손[kW]
총 손실[kW]

-

-

3.5

3.6

3.5

3.6

8.76

8.84

9.5

10.3

표 3.4.4-20 캔드모터의 부하 손실특성
항

목

Simulation 특성값
실험값
Simulation Simulation
정현파 인버터
①
②
3,504
3,592
3,500 3,600

회전수 [rpm]
고정자
1.47
1.47
권선저항손[kW]
회전자
0.98
1.0
권선저항손[kW]
0.6
0.58
철손[kW]
캔 저항손[kW] 4.4( 3.2 * ) 4.4( 3.2 * )
0.41
0.38
표류부하손[kW]
3.4
3.5
마찰 및 풍손[kW]
11.26
11.33
총 손실[kW]

8.2

8.6

3.4
11.6

3.5
12.1

표 3.4.4-21 부하에 따른 캔드모터의 특성변화
부하 주파수 회전수 토크
출력 전압 전류 입력 손실[kW]
[%] [Hz] [rpm] [N․m] [kW] [V] [A] [kW] 전기 베어링
50
61.1 3,600
43
16
445 58.1
27
7.5
3.5
75
61.6 3,600
64.4
24
444 70.1 31.5
8
3.5
100 62.2 3,600
81.6
32.3 443 83.5 44.0 8.2
3.5
108 62.2 3,600
91
34.6 443 87.5 46.5 8.4
3.5

효율
[%]
59
67.6
74.2
74.4

역률
[%]
60.2
61.8
68.7
69

무부하시험 및 구속시험은 정현파와 인버터를 이용하여 무부하 손실값을
구한 다음 simulation과 특성을 비교하였고 펌프의 부하 변동에 따른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부하를 50%에서 108%까지 변화시키면서 특성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3.4.4-?, ?, ?은 각각 캔드모터의 무부하 손실, 부하손실 특성 및 부하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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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00% 부하특성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속도 변동에 의
한 차이와 실험의 오차에 의한 것으로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하여도 큰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결과에서 구한 각종 손실과 역률 특성은 기본설계에
반영되었다.
3.4.4.9.3 내전압 시험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캔드모터 권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2
GΩ 이상이었으며 KS C4201에 의해 시험전압(2,000V)을 1,800V로 하여 권선과 철

심사이에 1분간 인가한 후 절연저항을 다시 측정하였다. 절연저항 측정결과 3단자
모두 2 GΩ 이었다. 그림 3.4.4-?은 내전압시험시 인가된 전압 파형이다.

G
⁎ Ⱂ G `UG ⌊ 㩚 㞫 㔲 䠮 ₆ 㦮 G 㿲 ⩻ 䕢 䡫 G

그림 3.4.4-57 내전압시험기의 출력파형
3.4.4.10 회전속도측정기 기본 설계 및 성능개선시험
SMART MCP 회전축은 압력경계 내부에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용원자로의 RCP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근접센서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압력
경계를 훼손하지 않고 MCP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교류발전기식 타코 제너레
이터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적‧물리적으로 독립된 4개 채널의 신호를 동시에 인식
할 수 있는 회전속도 측정기를 설계하고 성능개선 시험을 수행하였다.
3.4.4.10.1 회전속도측정기 전자기 해석
교류식 타코제너레이터는 고정시킨 코일에 대하여 영구자석이 회전하는 것으로서
구조적으로 간단하나 고정자권선에서 발생하는 교류전압이 회전자의 회전수에 비례
하고 주파수도 회전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속 회전시에는 신호처리하기가 어렵고
다소 부정확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3.4.4-?과 같이 Flux-2D의 2차원 전
자기 해석모델에 전기회로 coupling 방법을 적용하여 출력파형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극 영구자석을 적용하여 저속특성을 검토하였다. 표 3.4.4-?는 해
석에 사용된 설계사양이며, 표 3.4.4-?은 해석조건이다. 해석결과 영구자석은 2극, 4
극을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그림 3.4.4-?과 같이 저속시 4극 영구자석이 2극보다
유도기전력이 약 40% 증가되었다. 그림 3.4.4-?, ?은 과도해석시 얻어진 등자속선
분포와 출력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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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22 회전속도측정기 설계사양
회

권

전

선

수
종 류
직 경
권선수
점적율
권선창

0 ∼ 3,600 [rpm]
폴리이미드 동선
φ 0.5 [mm]
900 [turn]
0.78

8 x 30 [mm] =
2

240[mm ]

종 류
극 수
영구자석

μ rec

Alnico 5
2 극
3

Br

≈ 0.9 [Tesla]

op

Tc
Tw
재 료
코 어
두 께
높 이
MCP Neck
Can

≈ 800 ℃
≈ 400 ℃
SE15C
0.5[mm]
10[mm]
STS316, μ =1.003
STS316

표 3.4.4-23 회전속도 측정기 전자기
해석 조건
해석 solver
2극 자석의 각도
해석좌표계
경계조건
Airgap
Coil
Resister

Transient Magnetic
0 [Deg.]
XY-Plane, 10 [mm]
Dirichlet
Y Rotating Airgap
External Circuit

Coil Resistivity

0.175e-07 [ Ω⋅m]

1,000 kΩ

그림 3.4.4-58 해석모델 및 전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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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9 회전수/극수에 따른 기전력 변화

그림 3.4.4-60 등자속선 분포도

그림 3.4.4-61 3,600[rpm] 회전시

(3,600 [rpm], 73.44[deg]회전시)

코일측 유도기전력

3.4.4.10.2 회전속도측정기의 성능개선시험
그림 3.4.4-?와 같이 제작된 회전속도 측정기와 코일센서에서 감지된 회
전속도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display)를 사용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필요한 보조장치들로는 코일센서에서 출력되는 출력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오실로
스코프(oscilloscope)와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타코미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성능시
험을 수행하였다. 회전속도가 약 3600rpm 일 때 표 3.4.4.-?에서와 4개의 센서에서
측정되는 회전수는 타코메터에서 측정되는 회전수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4개의 센서는 독립적으로 회전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함을 알 수 있다.
표 3.4.4-24 회전속도 측정기 각
채널의 성능시험 결과

그림 3.4.4-62 회전속도 측정기
및 성능시험장치

회전속도(rpm) 측정값
Ch-1 Ch-2 Ch-3 Ch-4 타코미터
402
402
401
401
401
604
604
604
604
605
901
901
901
901
902
1000 1000 1000 1000
1000
1298 1298 1298 1298
1298
1804 1804 1804 1804
1803
1994 1993 1994 1993
1993
2307 2307 2307 2307
2308
2504 2505 2504 2504
2504
3002 3001 3001 3000
3298
3301 3301 3301 3300
3298
3632 3631 3630 3632
3631

3.4.4.11 MCP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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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1.1 캔드모터 전압/주파수 일정제어
유도전동기의 공극자속은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므로 역기전력/주파수의 비가 일정하면 공극자속이 일정하며, 계자 누설임피던스
가 작으면 인가전압과 역기전력값은 거의 같게 된다. 따라서 인가전압/주파수의 비
가 일정하면 공극자속은 일정하다. 일반적으로 오픈루프 제어에서 전압/주파수 일정
제어를 많이 사용하며 특히 저속 회전시 임피던스 강하에 의한 공극자속의 감소로
출력토크가 감소함으로 이의 보정이 필요하며, 이를 그림 3.4.4-?에 나타내었다.
3.4.4.11.2 제어기의 구성
냉각재순환펌프 제어기는 캔드모터의 회전수를 가변시키는 제어기로서
그림 3.4.4-?와 같이 회로의 전단에서는 3상 440V의 AC전원을 입력받아 이를 다이
오드 및 싸이리스터로 구성된 컨버터를 통해 3상 전파 정류된 직류로 변환하고, 회
로의 후단에서는 이를 다시 6개의 IGBT로 구성된 3상 인버터를 구성하여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출력의 교류로 변환하여 전동기에 공급한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
하는 컨버터내의 싸이리스터는 주전원을 ON/OFF 할 수 있어서 정류소자와 DC 링
크단 사이에 직류차단기를 제거하여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하였다. 인버터부는 전압
형 PWM 방식으로 출력 전류의 파형을 정현파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주파수 및 출
력 전류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전류 제어형이다. 전류제어형을 사용하는 전압형
PWM 인버터의 특성 중에서 스위칭 주파수 및 고조파 함유율 등은 인버터 자체의
성능에 영향을 주며 잡음이나 EMI를 발생하는 요소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㻐⥙㤸㚉㢌 䆠ὤ(㐘䟜ᵆ) (

V)

공간 전압 벡터 PWM(SVPWM) 방식을 채택하였다.

㢸 䙰 ⒌ ㏘ ᵉ 䚌 ⪰
Ḕ ⥘ 䚐 ᷱ 㟤

V 1/f

㢰 㥉 㥐 㛨

㻐 ⥙ 㤸 㚉 㢌 㨰 䑀 ㍌ (

f )

그림 3.4.4-63 임피던스강하를 고려한 V/f control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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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64 냉각재순환펌프 전력변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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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65 TMS320F240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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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66 MCP 제어기 속도제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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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PWM 방식은 스위칭 주파수가 매우 높아서 전류 제어 특성이 우수하고 출력
전류의 고조파 함유율이 매우 낮으며, 또한 스위칭 주파수가 거의 일정한 대역을
가지므로 고조파를 제거하거나 EMI를 방지하는 것이 용이하다. 고속 스위칭을 하
는데 출력 전압 및 주파수에 따른 PWM스위칭 패턴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연산용
프로세서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메모리, SVPWM모듈, 입출력 포트 및 통신 포
트를 내장하고 있는 그림 3.4.4-?와 같은 고속 연산용인 TMS320F240 DSP를 적용
하여 설계하고 전력변환장치는 출력 주파수 15/60Hz를 출력하기 위해 공간 벡터 변
조법(SVPWM)으로 스위칭을 하며 주파수 변환시 일정 비율로 주파수와 전압이 변
하며 캔드모터를 구동하여 주파수 변환에 따른 과도한 전류 입력을 방지하고 일정
속도로 구동하게 하였다. 현재 설계된 MCP 제어기의 운전전략은 그림 3.4.4-?과 같
이 캔드모터 기동시 정상운전까지 도달시간이 40sec로 설계되어 있다.
3.4.4.11.3 캔드모터 제어기 시작품
전력변환장치는 파워용소자로 구성된 전력변환부와 TMS320C240 DSP로
구성된 디지털제어부로 구성된다. 디지털제어부의 회로도는 그림 3.4.4-?에, 제작된
모습은 그림 3.4.4-?에 실었다. 그리고, 전력변환부의 도면은 그림 3.4.4-?에, 제작된
모습은 그림 3.4.4-?에 실었다.

그림 3.4.4-67 DSP 디지털제어부의

그림 3.4.4-68 디지털제어부의
전경

회로도

그림 3.4.4-70 전력변환장치의
그림 3.4.4-69 전력변환부의 도면

- 176 -

전경

3.5 제어봉구동장치
3.5.1 설계요건 및 기준
설계요건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어봉구동장치(CEDM) 및 제어봉구동장치 제어
기(CEDM controller)를 포함한다. CEDM은 일체형원자로의 중앙덮개에 수직으로
나사체결과 오메가 씰 용접으로 밀봉된다. CEDM의 업무경계는 선형펄스모터, 위치
지시기, 상하부 압력용기, 수력댐퍼, 제어봉집합체와 연결되는 연장봉집합체가 포함
된다.
3.5.1.1 일반요건
. CEDM은 선형펄스모터 구동에 의한 제어봉구동장치로 개발된다.
. CEDM은 60년의 설계수명을 가지며 소모성 부품은 주기적인 교체가 가
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CEDM은 ANSI/ANS 51.1의 안전등급 1등급으로 분류되며, 일차계통의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부품은 설계등급 1등급 기기로 분류되어 ASME Section III
NB 혹은 KEPIC MNB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품질등급은 Reg. Guide 1.26에 따
라 1등급으로 분류하고 ASME NQA를 준용한다.
. 연장봉은 중앙덮개를 원자로에 설치한 후 CEDM의 상부압력용기를 해체
한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와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연료 재장전을 위한 원자로 해체시 연장봉은 원자로 중앙덮개를 제거하
기 전에 CEDM의 상부압력용기를 해체한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와의 연결을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연장봉은 어떠한 하중하에서도 CEDM 가동자와 연장봉, 그리고 연장봉과
제어봉집합체와의 연결이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CEDM은 정해진 환경요건 내에서 제어봉집합체를 정해진 속도로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
. CEDM은 원자로가 운전중인 때는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된 위치에, 그리고
원자로가 정지중일 때는 완전히 삽입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전원은 언제 어느 경우에라도 제어봉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삽
입시 완전 삽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인출시 완전 인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을 지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CEDM은 스크램시에 가동부위가 하단에서 충돌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최
종행정에서 완충작용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선형펄스모터의 권선이 설치된 공간은 외부공기가 닿지 않도록 밀봉되어
야 한다.
. CEDM 압력경계의 모든 용접부는 ASME Section XI 또는 KEPIC MI에
서 요구하는 가동중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제어봉구동장치는 사고시 노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어봉을 신속하게 노
심내로 삽입시키는 비상정지운전 기능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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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전기요건
. CEDM 제어기는 다음의 입력전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3상 교류
- 60Hz±5%
- 440V±5%
- 스위칭 devices :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3.5.1.3 계측제어/EMI/EMC 요건
. CEDM은 제어봉 위치에 대하여 20mm 간격으로 전기적, 물리적으로 독
립적인 4채널의 안전등급 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CEDM은 제어봉 위치에 대하여 비안전등급의 제어신호를 2채널 제공하
여야 한다.
. CEDM은 제어봉의 하한위치, 상한위치 그리고 제어봉 낙하 유무에 대하
여 비안전등급의 제어신호를 2채널 제공하여야 한다.
3.5.1.4 환경요건
. 정상운전시 CEDM 외부의 환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매질 : 공기
- 온도 : 50℃ 까지 가능
- 압력 : 대기압에서 400Pa까지
- 습도 : 100%까지 가능
- 방사선량률 : 140 mrem/h
. 사고시 CEDM 외부의 환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매질 : 증기 및 증기/물 혼합
- 온도 : 30분동안 220℃ 근처(단기영향),
5시간동안 100℃ 근처(장기영향)
- 압력 : 20분동안 3.0MPa, 220℃까지 가능(단기영향)
- 습도 : 100%까지 가능
- 방사선량률 : 6 rem/h
3.5.1.5 성능요건
. CEDM은 다음의 온도 및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압력 : 17.0 MPa
- 온도 : 350 oC
. 정상운전중 CEDM 내부는 일차냉각수로 채워지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압력 : 15 MPa
o

- 온도 : 180 C 이하
. CEDM이 가동중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의 일차냉각수 온도가 18
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제어봉의 이송거리는 CEDM 선형펄스모터에 가해지는 구동펄스당 4mm

- 178 -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CEDM의 행정거리는 2000mm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긴급정지신호
발생시는 스텝모터의 전원차단 시점부터 8초 이내에 CEA가 완전히 삽입되어야 한
다.
3.5.1.6 재료요건
. CEDM의 각 부품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 선형펄스모터의 가동자 및 고정자의 자로는 자기적 특성 및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선형펄스모터 권선의 절연재와 함침재의 내열온도는 220℃ 이상으로서
수명기간 동안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베어링은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5.2 계통기능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가 정상운전중일 때 제어봉의 삽입량을 조절하여 노
심 반응도를 적절히 제어하며, 또한 원자로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한 출력정
지가 요구될 때 제어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심 내부로 삽입시켜 운전을 정지시
키는 기능을 한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어봉구동장치는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 내진요건 내에서 제어
봉을 정해진 속도로 구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가 운전중인 때는 제어봉이 인출된 위치에, 그리고
원자로가 정지중일 때는 완전히 삽입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 제어봉구동장치는 운전원이 언제 어느 경우에라도 제어봉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제어봉 위치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삽입시는 완전 삽입상태를, 인출시는
완전 인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제어봉구동장치는 사고시 노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어봉을 신속하게 노심
내로 삽입시키는 비상정지운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정지운전시 요구시간 내
에 제어봉이 노심내로 삽입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요구시간은 비상정지상황이 발생
하여 노심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 원자로 스크램시에는 제어봉이 제어봉 행정의 종단에서 충돌하여 손상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수력댐퍼와 스프링의 작용에 의하여 완충작용을 하도록 설계되며,
이 완충작용은 스크램시의 최종행정에서만 효과가 있도록 설계된다.

3.5.3 계통 및 기기 설명
선형펄스모터형 제어봉구동장치는 최대직경이 비교적 작으며 길고 홀쭉한 형
태이다. 그림 3.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봉구동장치의 주요 구성요소는 선형
펄스모터집합체(linear pulse motor assembly), 위치지시기(position indicator) 및 상
하부 한계스위치(limit switch), 제어봉 낙하스위치(rod drop switch), 연장봉 집합체
(extension shaft assembly), 수력댐퍼(hydraulic damper), 압력용기(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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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 선형펄스모터형 제어봉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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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등이다. 선형펄스모터형 제어봉구동장치 압력경계 내부는 일차 냉각재로
채워지며 모터의 내부고정자 및 가동자등은 일차 냉각재에 잠기게 된다.
3.5.3.1 선형펄스모터 집합체
선형펄스모터는 4상 직류 동기성 모터로서 밀봉이 필요없는 canned motor
형이다. 선형펄스모터 집합체는 연장봉과 연결되어 상하운동을 하는 가동자, 비자성
링 및 자성링이 번갈아 적층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내부고정자, 내부고정자와 같은
간격의 자성체 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외부고정자 및 상하 구동방향으로 선형적으로
배치된 4개의 권선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동자, 연장봉 및 제어봉그룹을 포함한
모든 구동부분이 선형펄스모터의 전자기력만으로 지지되고 있다. 고정자는 내부고
정자와 외부고정자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가동자가 상하운동을 하도록 하였
다.
가동자와 고정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외부고정자 치구조물
사이, 그리고 내부고정자용 슬리브 사이에 마찰베어링을 설치하며 가동자는 이 마
찰베어링에서만 접촉하게 된다. 4개의 권선블럭중 두개의 블럭에 번갈아 여자함으
o

로써 가동자를 상하로 구동하게 된다. 각 권선블럭은 다시 90 간격으로 배치된 4개
의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압력용기의 외부에 설치되므로 일차 냉각재가 직접
닿지 않으며 권선블럭이 설치된 공간은 다시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용기로 덮
고 용접한다. 각 권선블럭에서는 헤테로폴러형 자계가 형성된다. 가동자는 연장봉과
연결되어 있어 가동자의 운동이 직접 제어봉으로 전달된다. 가동자나 고정자 모두
사방 네 모서리 일정영역을 비자성 재질로 만들어 네 개의 권선으로부터 유도되는
자기장 흐름을 원활히 하고 서로 간섭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선형펄스모터
의 권선은 제어봉구동장치 수명기간중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3.5.3.2 위치지시기
각 CEDM에는 4대의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s)가 독립적으
로 설치되어 있다. 압력용기 내부의 연장봉 상부에는 제어봉과 함께 상하 운동하는
영구자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영구자석의 위치에 비례하여 압력용기 외벽에 설치
된 RSPT는 계단식 아날로그 전압신호를 출력한다. 위치지시기는 제어봉의 위치를
20mm 간격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중 위치지시기 집합체 내
의 리드스위치는 항상 두 개 또는 세 개가 닫히게 된다. 위치지시기 집합체는 리드
스위치와 저항으로 연결된 분압회로에 의해 결선 되어 있어서 각각의 리드스위치의
닫힘에 합당되는 전압신호가 출력된다. 4개의 RSPT는 2개가 한조가 되어 알루미늄
으로 제작된 2개의 위치지시기 홀더에 각각 장착되며 이 위치지시기 홀더는 압력용
기 외벽을 감싸는 형태로 장착된다. 입력전원은 15 VDC, 출력전원은 영구자석의
위치(제어봉의 위치)에 따라 5V에서 10 V 까지 변한다.
3.5.3.3 한계스위치 및 제어봉 낙하스위치
4대의 위치지시기 중 2대에는 제어봉의 상한, 하한을 지시할 수 있는 비안전
등급의 상부한계스위치, 하부한계스위치가 위치지시기 센서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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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선형펄스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제어봉이 가동부 자중에 의해 최하한
의 위치에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제어봉 낙하 스위치가 2채널 설치된다.
제어봉 낙하 스위치의 위치는 제어봉이 완전삽입된 점에 기준하여 설치되며, 상승
시 0-5mm, 하강시 -5mm 에서 작동된다. 또한 하부한계스위치는 제어봉이 완전삽
입된 점에서 10mm 위의 점을 기준하여 설치되며 상승시 0-20mm, 하강시 10-0mm
사이에서 작동되고, 상부한계스위치는 제어봉이 완전삽입된 점을 기준으로 2000mm
위의 점을 기준하여 설치되며, 상승시 2000mm이상, 하강시 1990mm 이상 위치에서
상부한계스위치가 작동된다. 위에서 제시한 모든 리드스위치의 작동범위는 모두 오
차 ±5mm를 적용한다. 여기서 제어봉이 완전 삽입된 점이란 선형펄스모터에의 전
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를 포함한 모든 가동부위가 자중의 힘으로 완
전히 내려와서 스프링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5.3.4 연장봉집합체
연장봉집합체는 내연장봉, 외연장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연장봉과 외연장봉
하단에는 제어봉집합체 클러스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체결된 후에
는 연장봉 상단에서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해체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고
내연장봉을 외연장봉에 대하여 아래쪽으로 상대변위를 주면 쉽게 연결을 풀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3.5.3.5 수력댐퍼
비상사고시 외부전원이 차단되면, 펄스모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력만으로 유
지되고 있던 가동부위가 가동자, 연장봉 및 제어봉집합체 등의 자중으로 급속하게
삽입된다. 이때 떨어지는 충격에 의한 제어봉구동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용기 하부에 수력댐퍼를 설치한다. 충격흡수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댐퍼 하부에
디스크스프링을 설치하고 원상복원을 위한 환형 압축스프링을 원통내부에 설치한
다. 이 수력댐퍼는 원통형이며 내부는 냉각재로 채워져 있는데 하중이 주어지면 내
부의 유체가 댐퍼 원통 상부의 작은 구멍으로 빠져 나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
이다. 이 구멍의 크기는 보통 실험으로 결정된다.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의 크기는
댐퍼가 압축됨에 따라 작아지며 일정 거리 이상 압축되면 구멍이 닫히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가동자의 대부분의 운동에너지가 수력댐퍼에 흡수된 상태이므로 가동부
위가 멈추더라도 충격을 훨씬 덜 받게 된다. 댐퍼용기가 상하로 움직일 때의 마찰
을 줄이기 위하여 그라파이트를 함유한 마찰베어링을 설치한다.
3.5.3.6 압력용기
선형펄스모터형 제어봉구동장치 압력용기는 위치지시기가 장착되는 상부압
력용기, 선형펄스모터가 장착되는 하부압력용기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용기는 스터드 볼트, 너트로 연결되며 단면이 사각인 구리로 된 가스켓에 의
해서 밀봉된다. 하부압력용기의 각 권선블럭 사이, 그리고 사방 네 모서리에는 자장
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자성용접재로 용접한다. 초기 기동시, 내부의 공기
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부용기 상단에 압축된 상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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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며 별도로 공기제거를 위한 구멍을 만들지
않는다.

3.5.4 설계 및 해석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제
어봉구동장치의 기본설계 사양은 아래와 같다.
- 기능 : 제어봉 인출 및 삽입
- 장착위치 : 중앙덮개 위에 수직 설치
- 구동방식 : 선형펄스모터형
- 설치대수 : 49 개
- 이송거리 : 2000 mm
- 스텝당 이송거리 : 4mm
- 등급 : 안전/설계/내진/품질 (1등급)
- 설계 온도, 압력 : 350℃, 17MPa
- 정상운전시 허용 내부온도 : 180℃
- 압력경계 구조재 : STS 321
- 무게 :

가동자 16 kgf, 고정부 78 kgf

- 제어봉 낙하시간 : 8초/2000mm
- 선형펄스모터 :
∙형식 : 가변 리럭턴스형 캔드모터
∙상수 : 4상
∙상당 치 개수 : 8 개
∙여자방식 : 4상 2여자 방식
∙모터 압력용기 외경 : 190mm
∙정추력 : 100 kgf
- 위치지시기 :
∙형식 : RSPT 형

그림 3.5.4-1 3차원 모델

∙분해능 : 20 mm
∙등급 : 안전동급
∙채널수 : 4 개
∙상하 한계스위치 : 2 채널
∙제어봉 낙하상태 스위치 : 2 채널
3.5.4.1 선형펄스모터 sizing 및 전자기 해석

SMART의 제어봉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선형펄스모터는 그림 3.5.4-?와 같이
원통형의 4상 가변 릴럭턴스형 스테핑 모터로서 별도의 밀봉이 필요 없는 canned
motor 형태이다. SMART에는 이러한 선형펄스모터를 구동모터로 하고 있는 제어
봉구동장치 49대가 원자로 중앙 덮개 상부에 수직으로 설치되는데 좁은 공간상에
많은 CEDM을 설치하게 되므로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 권선의 배치를 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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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권선에서 발산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
형펄스모터의 직경을 가능한 작게 설계해야 하는데 모터 직경을 줄이면 고정자 권
선의 유효 단면적이 작아져서 결국 모터의 추력이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수중 설계과정에서 제어할 수 있는 고정자 치의 크
기, 치 개수 등을 변수로 하여 모터 직경을 가능한 한 작게 설계할 수 있는 정량적
인 평가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추후 상세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을 개발하였다[3.5.4-1].
3.5.4.1.1 선형펄스모터의 사이징
선형펄스모터는 4개의 상권선 중 2상 여자 방식으로 가동자를 상하로 구
동시킴으로써 제어봉이 삽입과 인출된다. 제어봉의 삽입 및 인출속도는 제어장치에
서 선형펄스모터로 보낸 펄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5.4-?과 같이 가동자
및 고정자의 치 피치를 p라 하고 가동자 치가 고정자 치와 상이 바뀔 때마다 p/4
만큼 어긋나도록 설계하여 가동자는 4회의 펄스마다 한 피치만큼 이동하도록 하였
다. 결국 한 펄스당 제어봉 이동거리는 p/4 가 된다. 따라서 가동자 및 고정자의 치
피치를 조절함으로써 한 펄스당 이동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3.5.4-2].

그림 3.5.4-3 선형펄스모터의
그림 3.5.4-2 선형펄스모터의 횡 단면도

피치개념

선형펄스모터의 추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투자율이 무한대인 철심을 가정하여 고
려하면, 자기회로에 저장되는 자기에너지 W m 과 자기 수반에너지 W co 는 다음 식과 같
이 된다.
B

Wm
W co

⌠
= ⌠
⌡ ⌡ H ( B ) dB dV
H
⌠
= ⌠
⌡V ⌡0 H ( B ) dB 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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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일정할 때 발생하는 추력 F x ( Θ δ , x ) 는 다음과 같다.
∂W co
∂x

[

F x ( Θ δ ,x ) =

]

Θ δ = const

여기서, τ 는 극 피치, δ 는 공극, B는 공극 자속밀도, Θ δ 는 기자력을 나타낸다.

자

기수반에너지 W co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B2
δxl
2μ 0

W co =

여기서, l 은 z방향 길이를 나타낸다. 이 때 자속밀도 B는
Θδ
δ

B = μ0

이므로, 자기수반에너지 W co 는
W co ( Θ δ , x ) =

μ0 Θδ
2δ

2

xl

와 같이 되고 이 식으로부터 추력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μ0
2
Θδ l
2δ
μ0
1
2
Θ l
Fx =
=
4δ δ
2

F x ( Θ δ ,x ) =
Fx

mi

따라서, 단위면적당 발생하는 힘 밀도 F AX 는 다음 식과 같다.
F AX =

Fx
2τl

mi

=

μ0
Θδ 2
8δ τ

위와 같이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추력이 100kgf 이상되도록 기본 설계된 선
형펄스모터의 주요 치수는 표 3.5.4-?과 같다.
표 3.5.4-1 선형펄스모터의 주요 치수
모터의 외경, mm

190

고정자의 치 개수

8

고정자 치폭, mm

6.5

고정자 슬롯폭, mm
2

9.5

권선의 단면적, mm

784

공극, mm

0.35

내부고정자 치높이, mm

5

외부고정자 치높이, mm

4

3.5.4.1.2 전자기 해석
선형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결정된 주요 치수들에 대하여 전자기장 유한
요소 프로그램인 Flux-2D를 사용하여 자로의 포화정도, 추력 발생 기여도 등에 대
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3.5.4-?는 선형펄스모터의 추력을 구하기 위하여 회전방향의
자로길이를 고려한 2차원 전자기장 등가변환 모델이다. 해석에 입력된 파라미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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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와 같다. 그림 3.5.4-?는 고정자 치폭(a)과 슬롯폭(b)을 더한 값(a+b= τ )은
피치로서 이 피치는 한 스텝당 제어봉의 삽입/인출량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이
수치는 개념 설계된 대로 16mm로 고정하고 대신 치폭과 슬롯폭의 비인 b/a를 변화
시키면서 추력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공극은 작을수록 좋으므로 가공 가능한 최소
길이인 0.35mm로 고정시켰다. 치높이 및 치 개수도 추력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설
계변수로 택하였다.
표 3.5.4-2 선형펄스모터의 해석 입력
파라미터
해석 solver
가동자 치
재료
고장자 치
권선 코어
모델 상, 하단
경계조건
모델 좌, 우단
pitch
air gap
인가 전류

정자계
STS430
STS430
S20C
Dirichlet
Neumann
16mm
0.35mm
2,000AT

τ

δ

그림 3.5.4-4 선형펄스모터의 2차원 등가변환
그림 354.-5 2차원 등가 모델변수

모델
3.5.4.1.3 해석결과

그림 3.5.4-?과 ?은 가동자치가 3.0mm 이동하였을 때의 해석결과로 그림
3.5.4-?의 해석결과와 같이 고정자 치폭과 스롯폭의 비(b/a)가 증가하면 추력밀도도
증가하지만 b/a가 1.6 이상인 경우는 증가량이 급격히 둔화되며, 그림 3.5.4-?와 같
이 고정자 치 높이가 증가하면 추력밀도도 증가하지만 치높이가 4mm 이상 되면
더 이상 추력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터 직경과 직접 관련이 있
는 권선 단면적을 감소시키면 추력은 급격히 감소하며, 고정자 치 개수와 추력은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기본설계에서는 고정자 치높이는 4 mm, b/a는 1.6,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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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6 전자기해석

그림 3.5.4-7 전자기해석

결과(등자속선분포)

결과(자속밀도분포)
25

20

20

2

Force, [kN/mm ]

25

2

Force, [kN/mm ]

개수는 8개로 확정하였다.

15

10

15

10

5

5

0

0
0 .6

0 .8

1 .0

1 .2

1 .4

1 .6

1 .8

0

2 .0

1

2

b /a

3

4

5

6

7

8

Teeth H eight(h r ), [m m ]

그림 3.5.4-8 치폭과 슬롯에 대한

그림 3.5.4-10 고정자 치 높이에

추력밀도 곡선

대한 추력밀도 곡선

ª I = 1500[ AT ], a + b = 16[ mm], hr = 5.6[mm], º
«h = 11.2[mm], δ = 0.35[mm]
»
¬ δ
¼

ª I = 1500[ AT ], a = 5.5[mm], b = 10.5[mm],º
«h = 11.2[mm], δ = 0.35[ mm]
»
¬ δ
¼

͢͟͡
微瘶͑犚崫捊͙ͷ͠ͷΠ͚

ͦ͢͟

ͪ͟͡

微瘶͑犚崫捊͙ͷ͠ͷΠ͚

ͥ͢͟
ͤ͢͟

ͩ͟͡

ͣ͢͟

ͨ͟͡

͢͟͢

ͧ͟͡
͢

ͪͦ͟͡
ͪ͟͡
ͩͦ͟͡
劒昦͑埮彺洇͑捊͙Ͳ͠ͲΠ͚

ͩ͟͡

͢͟͡
ͩ

ͪ

͢͡
獞͑儢朞

͢͢

ͣ͢

그림 3.5.4-12 권선 단면적 변화에 따른

그림 3.5.4-13 모터 치 개수에 따른 모터

추력 변화 곡선

추력 변화 곡선

Fo, Ao : 치수변경 전의 추력 및 단면적
F, A

: 치수변경 후의 추력 및 단면적

그림 3.5.4-?은 치폭과 슬롯, 그리고 치높이가 결정된 상태에서 모터의 직경과 직
접 관계가 있는 권선 단면의 반경방향 길이 변화율(권선 단면적의 변화율과 동일)

- 187 -

에 대한 추력의 변화율을 구한 곡선인데 권선 단면이 작아짐에 따라 추력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터의 직경이 추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치 개수의 증가는 바로 권선길이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추력도 그림 3.5.4-?과 같이 선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모터직경의 감소 가
능량은 표 3.5.4-?과 같다. 치 개수가 증가하면 가동자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가동자
는 그 구조특성상 제작 및 가공이 매우 어려운 부품이므로 길이가 증가한다. 따라
서 이러한 제작성을 고려하여 외경지름을 190mm, 상당 치 개수를 8개로 결정하였
다.
표 3.5.4-3 치개수와 모터 권선
단면적감소 가능량
치 개수
8
9
10
11
12

권선 단면적 감소가능량(%)
0
5
10
15
20

3.5.4.2 위치지시기집합체 기본설계
위치지시기는 여러 개의 리드스위치와 저항을 조합하고 영구자석을 이용하
여 제어봉의 위치를 감지한다. 제어봉 이동자의 상단에 N-S극으로 이루어진 영구
자석을 설치하여 제어봉이 상하로 움직일 때 영구자석도 같이 움직인다. 이때 영구
자석이 위치하는 지점에 설치된 리드스위치의 리드는 접촉을 하게 되어 회로가 닫
히게 된다. 리드스위치를 이용한 위치지시기는 제어봉 구동축을 둘러싸고 있는 압
력용기의 바깥에 설치된다. 압력용기 안의 영구자석의 자기장을 영향을 최대한 이
용하기 위해서 위치지시기를 압력용기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수 십 개의 리드스위
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얇은 비자성체 판 위에 리드 스위치를 배열하고 뒷면에는 각
리드스위치의 리드와 저항을 연결한다. 이렇게 완성된 리드스위치 조합은 다시 위
치지시기 홀더에 장착되어 상부압력용기 외벽에 설치된다. 한계스위치 역시 리드스
위치를 이용하며 상부 한계스위치와 하부 한계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봉이
상부 및 하부 한계에 있고 없음을 모니터링 한다. 제어봉 낙하스위치(rod drop
switch)는 제어봉의 완전 삽입을 감지하며 이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스텝모터는 더
이상 제어봉이 하강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없도록 연동되어 있다[3.5.4-3].
3.5.4.2.1 설계요건
제어봉구동장치의 제어봉 위치지시기의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기구분 : 안전등급
o

- 설계온도 : 50 C 이하
- 설계압력 : 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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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범위 : 2000 mm
- 분해능 : 20 mm
3.5.4.2.2 목적 및 작동원리
제어봉 위치지시기의 목적은 제어봉 구동장치에 의해서 삽입 또는 인출
되는 모든 제어봉의 위치를 확실하게 검출해 내는 것이다. 제어봉의 위치는 리드스
위치에 의해 감지되어 위치 전압신호로 출력되어 자료 처리함에서 처리된 다음 주
제어반 지시함에 보내진다. 이 신호는 주제어반 지시함에서 도해적으로 위치를 지
시하며 또한 전산기로도 제공되어 진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위치지시기는 리드스위
치(ALEPH HYR-2001) 집합체와 영구자석(Neodymium Iron Boron, N35UH)으로
구성된다. 압력용기 안에 배치된 영구자석은 연장봉집합체의 상단에 직접연결 되어
제어봉과 함께 상하운동을 하여 제어봉의 실제 위치를 감지한다. 위치지시기 집합
체는 압력용기 외벽에 4개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치지시기의 측정원리는 축방향에
수평인 자력선을 가진 영구자석의 위치변화에 따라 리드스위치 집합체에 순차적으
로 배열된 리드스위치의 개폐를 유도한다. 즉 영구자석과 같은 높이의 리드스위치
들은 닫히고 나머지 리드스위치들은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한 개의 위치지
시기 집합체는 2개의 리드 스위치가 한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2개의 리드스위치가
한 쌍으로 된 상부 및 하부 한계 스위치와 제어봉 낙하스위치를 각각 1개씩 갖고있
다. 리드스위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얇은 비자성체 판 위에 리드스위치를 배열하고
뒷면에는 각 리드스위치의 리드와 저항을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운전 중 위치지시
기 집합체 내의 리드스위치는 항상 두 개 또는 세 개가 닫혀져 있어 제어봉 이동시
항상 위치신호를 출력한다. 위치지시기 집합체는 리드스위치와 저항으로 연결된 분
압회로에 의해 결선 되어 있어서 각각의 리드스위치의 닫힘에 합당되는 전압신호가
출력된다.
3.5.4.2.3 구성부품
․영구자석
일반적으로 영구자석은 ALNICO Magnet, Ferrite Magnet, Rare-Earth
Magnet 그리고 Bonded Magnet로 크게 4종류로 나눈다. 그 중에서 Rare-Earth
Magnet에 속하는 네오디뮴 자석(Nd-Fe-B Magnet)이 각 부류의 대표적인 영구자
석들 중에서 가장 큰 자기에너지를 가지는 자석이다. 따라서 동일한 자기세기를 얻
을 수 있도록 영구자석을 배치할 때,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하면 다른 종류의 영구
자석을 사용할 때 보다 영구자석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상부압력용기 주위에 설
치된 위치지시기 집합체 내의 리드스위치를 단락 시킬 수 있는 자기에너지를 갖는
영구자석을 상부압력용기 안의 연장봉에 부착시킨다. 위치지시기용 영구자석의 선
택 시, 영구자석의 높이는 제어봉구동장치의 길이와 관계가 있으므로 자기에너지가
가장 큰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선택하여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체 길이를 줄인다.
네오디뮴 자석 N35UH의 자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물리적 성질은
표 3.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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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자속밀도 (Br)

: 11.7 - 12.1 KGs

- 보자력 (Hc)

: 10.8 - 11.5 KOe

- (BH)max

: 33 - 35 MGOe

표 3.5.4-4 네오디뮴(Nd-Fe-B) 자석의 물리적 성질
Curie

Point

310∼340℃

최고 허용온도
밀
도
경
도
온 도 계 수
Recoil 투자율

100∼180℃
7.4∼7.5 g/㎤
Hv 600
-0.1∼0.12 %/℃
1.1

위치지시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은 운전온도에서 자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운전온도인 180℃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네오디뮴 자석 중
o

에서 최고 허용온도가 180 C인 UH급을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일반 등급의 네오디
o

o

뮴 자석은 최고 허용온도가 100℃, H급은 120 C, SH급은 150 C 이다. 또한 영구자
석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캔으로 밀봉해야 한다.
․ 리드스위치
그림 3.5.4-?는 여러 종류의 리드스위치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준다. 측
정원리는 자석에 의해 만들어진 정자계를 검출의 매체로 하여, 검출체의 위치에 따
라 변화하는 자계를 검출 소자인 리드 스위치로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무
접촉 검출이며 검출체에 반력이 가해지지 않으며 스위치의 접촉을 유도하는 기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아 고빈도, 고속 응답이 가능하고 비교적 수명이 길다. 리드스
위치의 ON/OFF 형태는 평상시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리드 접점이 단락 되어 있다
가 자기장의 영향이 있으면 리드 접점이 도통하는 형태이다. 리드스위치는 한 쌍의
유연한 자성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활성(Inert) 가스로 채워진 유리관 속에 밀폐되
어 있다. 두 리드는 유리관 속에서 약간 겹쳐져 있으나 간격을 두고 엇갈려 있다.

그림 3.5.4-14 실제
리드스위치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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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 구동축의 상단에 N-S극으로 이루어진 영구자석을 설치하여 제어봉이 상
하로 움직일 때 영구자석도 같이 움직인다. 이때 영구자석이 위치하는 지점에 설치
된 리드 스위치의 리드 접점은 접촉을 하게 되어 회로가 닫히게 된다. 리드스위치
를 이용한 위치지시기는 제어봉 구동축을 둘러싸고 있는 상부압력용기의 바깥에 설
치되는데 안쪽의 영구자석의 자기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위치지시기를 상부
압력용기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CEDM 제어봉 위치지시기에 사용되는 리드스위치
는 상용원전에서 그 성능이 검증된 ALEPH사의 HYR-2001을 선택한다. 리드스위치
HYR2001의 Test Coil TC-0502의 대략적인 크기는 그림 3.5.4-?과 같다.

그림 3.5.4-15 리드스위치 테스트 코일 TC-0502의 치수
중심점에서의 Flux Density는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 = μo H 104 = (4π× 10-7)(104)H = 0.0126 H
여기서
B* : Equivalent flux density
μo : 진공에서의 투자율
H : Magnetic field [AT/m]
윗 식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 = 0.0126 ( NI / l )
윗 표에서 리드스위치 HYR2001의 Pull-In 범위가 23-32 Ampare Turn이므로 이
AT값과 그림 3.5.4-?에서 나타난 Test Coil TC-0502의 치수를 이용하여 리드스위
치 HYR2001이 단락 되는데 필요한 자속밀도(Flux Density)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B*low = 0.0126 ( 23 / 0.222 ) = 13.05 Gauss
B*high = 0.0126 ( 32 / 0.222 ) = 18.16 Gauss
따라서 리드스위치 HYR2001 위치에서 상부압력용기 내부에 있는 영구자석에 의
해서 생성되는 자계(Magnetic Field)는 최소한 18.16 Gauss 이상 되어야만 리드스
위치를 동작시킬 수 있다.
3.5.4.2.4 영구자석 세기 계산
위치지시기용 리드스위치로 선택된 HYR2001을 이용하여 위치지시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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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의 세기를 계산하여 상부압력용기 내 영구자석이 존재할 때 영구자석과 동
일한 높이의 해당 리드스위치가 닫히도록 적정한 영구자석을 선정해야 한다.
그림 3.5.4-?는 상부압력용기와 영구자석, 리드스위치의 대략적인 배치를 나타내
고 있다. 만약에 자계(Magnetic Field)가 축방향으로 퍼지지 않는다면 자속밀도
(Flux Density)는 영구자석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멀어지면 감소한다. 그리고 상부
압력용기 및 위치지시기집합체가 모두 완벽한 비자성체로 가정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φ= B

magnet

[2 πR

magnet l]

= B

housing

[2 πR

mag l]

= B

reed

[2 πR

reed l]

윗 식을 정리하여 영구자석 표면 및 상부압력용기 표면에서의 최소 요구 자속밀
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

magnet

= B

reed

[

R reed
]
R magnet

B

housing

= B

reed

[

R reed
]
R housing

R_reed
R_housing

Upper Pressure Housing
R_magnet

Permanent Magnet

Center of Reed Switch Ass'y
그림 3.5.4-16 상부압력용기 및 리드스위치 집합체 단면도
상부압력용기의 반지름(R_housing)은 45mm로 설계되고 위치지시기 집합체의 반
지름은 제작성을 고려하면 20mm를 이내에서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해진 구조
물의 기초 치수와 테스트 코일을 이용하여 측정한 리드스위치의 최소 Pull_In 자속
밀도를 윗 식들에 대입하면 영구자석 표면 및 상부압력용기 표면에서의 최소 요구
자속밀도를 계산하면 다음 표3.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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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5 최소요구 자속 밀도
최소 요구 자속밀도 [Gauss]
영구자석 표면

118.04

(반지름이 5mm인 경우)
영구자석 표면

236.08

(반지름이 10mm인 경우)
영구자석 표면
(반지름이 15mm인 경우)
상부압력용기 표면

78.69
26.23

계산된 최소 자속밀도 값을 이용하여 영구자석의 표면에서 자속밀도를 측정하여
영구자석을 결정한다. 영구자석의 종류가 결정되면 같은 종류의 영구자석은 직경에
비례하여 자계의 세기도 증가하므로 위치지시기용 영구자석으로 적절한 직경의 영
구자석을 선택한다. 또한 동일한 직경을 같는 영구자석은 영구자석의 높이에 비례
하여 자속밀도의 분포가 넓어지므로 몇 개의 리드스위치가 단락 되는가를 영구자석
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통해 구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
3.5.4.2.5 위치신호출력용 분압회로

그림 3.5.4-17 위치지시기의 위치검출 분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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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CEDM에는 4대의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s)가 독립
적으로 설치된다. 압력용기 내부의 연장봉 상부에는 제어봉과 함께 상하 운동하는
영구자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영구자석의 위치에 비례하여 압력용기 외벽에 설치
된 RSPT는 계단식 아날로그 전압신호를 출력한다. 위치지시기는 제어봉의 위치를
20mm 간격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중 위치지시기 집합체 내
의 리드스위치는 항상 두 개 또는 세 개가 닫히게 된다. 위치지시기 집합체는 리드
스위치와 저항으로 연결된 그림 3.5.4-?의 분압회로에 의해 결선 되어 있어서 각각
의 리드스위치의 닫힘에 합당되는 전압신호가 출력된다.
4개의 RSPT는 2개가 한 조가 되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2개의 위치지시기 홀더
에 각각 장착되며 이 위치지시기 홀더는 압력용기 외벽을 감싸는 형태로 장착된다.
입력전원은 15 VDC, 출력전원은 영구자석의 위치(제어봉의 위치)에 따라 5.0V에서
10 V 까지 변하며 영구자석이 20mm 이동시마다 0.05V의 전압변동이 발생한다. 이
는 이웃 리드스위치 사이의 전압변동량이 0.05V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압 변동
량 및 각 위치에서 출력되는 전압값은 아래와 같은 분압회로식에 의해서 계산한 것
이다.

Vo=

R ⑤ + R ⑦×( ᚧᬼ៛ ᵫᢛ♣⫃㈗⬗ ♣㔜 )
⋅V
R ⑤ +R ⑥+ 101×R ⑦

in

이때 전압변동은 리드스위치 사이의 저항값에 따라 달라지며 그라운드에 연결된 5
번 저항값은 1000 Ω ±0.25%, 6번은 990 Ω ±0.25%, 7번은 10 Ω ±0.25%의 저항이 설치
된다.
3.5.4.3 압력용기 및 스터드 볼트의 설계
3.5.4.3.1 목적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는 SMART 원자로
집합체의 압력용기에 수직으로 설치되므로 제어봉구동장치 내부는 고온 고압이 작
용한다[3.5.4-4]. 따라서 CEDM의 압력용기와 체결 요소는 매우 큰 하중을 받게되므
로 체결요소의 크기와 개수를 결정하고 압력용기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CEDM에 사용되는 상하부 압력용기의 두께를 결정하고 설계된 스터드의 구조건전
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압력용기 및 스터드 볼트의 설계에 적용한 설계 온도와
압력은 표3.5.4-?과 같다.
표 3.5.4-6 제어봉구동장치 설계 조건
설계 온도
660 ℉

설계 압력
350 ℃

2465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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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Pa

3.5.4.3.2 설계기준
. 일반사항
제어봉구동장치(CEDM)는 원자로에 장착되어 제어봉을 이동시켜 원자
로의 반응도를 조절하는 기기이며, CEDM 내부에 고온과 고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압력용기는 압력유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CEDM 상하부 압력용기와 상부
와 하부압력용기를 체결하는 스터드는 압력유지 부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설
계 계산서는 원자력 기계설계기준, ASME SECTION III, DIVISION I - NB의
tentative pressure thickness(NB-3324.1)와 ASME SECTION III, DIVISION NMA
APPENDIX E의 minimum bolt cross-sectional area 기준을 적용하여 상하부 압력
용기의 두께와 스터드 볼트를 설계하였다.
. 기기등급
기기의 등급 분류란 기기 개개가 갖고 있는 기능과 그 기능이 계통의
안전운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설계, 제조, 설치 과정에서 보장되어
야 할 구조적 건전성 및 품질 정도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기기의 등급은 1등급 기기, 2등급 기기, 3등급 기기, MC 등급 기기, 기기
지지물, CS등급 기기로 분류한다. 각각에 대하여 MNB, MNC, MND, MNE, MNF,
MNG를 적용한다. 여기서, 1등급 기기(MNB)는 압력 경계부분으로 기기가 파손되
었을 때 1차 냉각재가 누출 될 가능성이 있는 기기이다. 2등급 기기는 압력경계부
분으로 다른 기계적 장치를 지지하는 기기이다. 본 설계 계산서는 상하부압력용기
와 상하부압력용기의 체결용 스터드에 대하여 1등급 규정을 적용하였다.
. 재료
CEDM 상하부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부식성, 용접성 그리고
비자성체 성질이 우수한 STS321을 사용하였고 스터드 볼트 재료는 압력 유지 품목
을 결합하는 볼트류이기 때문에 설계응력강도가 우수한 Incoloy 925 재질을 선택하
였다.
. 설계 응력강도(Design Stress Intensity)의 설정 기준
CEDM 압력용기 재질로 선정된 STS321에 대한 설계 응력강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ision I - APPENDIX I,
Table I-1 Design Stress Intensity Values Sm for Class 1 Components을 적용하
였고 Incoloy 925에 대해서는 설계 응력강도를 구하는 기준 중에서 MNB를 적용하
는 볼트 재료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 값들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최소 값을 취했을 때 얻어지는 값이다.
1. 상온에서 최소 항복 강도의 1/3
2. 사용온도에서 항복강도의 1/3
CEDM 압력용기 재질로 선정된 STS321과 스터드 재료로 선정된
Incoloy 925에 대한 설계 응력 강도는 표 3.5.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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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7 MNB의 설계 응력 강도
Min.
Tensile
Material

MNB
MNB

STS 321
Incoloy
alloy 925

Strength

Min. Yield

Design Stress Intensity S m

Strength

Temp.(℉)

ksi

MPa

ksi

75

517.06

30

-

-

-

MPa

500
ksi MPa

206.82 17.2
-

-

600
ksi MPa

650
ksi MPa

118.6

16.4

113.0

16.1

111.0

-

-

-

-

233.33

3.5.4.3.3 상하부 압력용기의 두께 설계
. 관련규정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상하부 압력용기는 내부에 압력이 작용하는
실린더형태의 압력용기이므로 NB-3324 Tentative Pressure Thickness에 포함된 관
련규정을 적용하였다. NB-3324.1 Cylindrical Shells 부분의 압력용기의 최소벽 두께
설계 공식은 아래와 같다. 원주형 압력용기의 최소요구 두께 산정은 압력용기설계
기준이 안쪽 반지름인지 바깥쪽 반지름인지에 따라 아래 두 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여 적용한다.
t=

PR o
PR
or t =
S m +0.5P
S m - 0.5P

여기서 t는 압력용기의 두께, P는 설계압력(psi), R은 압력용기의 안쪽 반지름, Ro
는 압력용기의 바깥 반지름, Sm은 설계 응력강도(psi) 이다.
. 상부 압력용기의 두께 계산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설계압력과 설계온도에서의 응력강도 그리
고 상부압력용기는 안쪽 반지름 39mm(1.53543in)를 윗 식에 적용하면 압력용기의
최소요구 두께는 6.51mm(0.2563in)이다. 따라서 SMART CEDM의 상부압력용기 두
께를 7mm로 설계 확정하였다.
. 하부 압력용기의 두께 계산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설계압력과 설계온도에서의 응력강도 그리
고 하부압력용기는 안쪽 반지름 41mm(1.61417in)를 적용하면 압력용기의 최소요구
두께는 6.80mm(0.2676in)이다. 따라서 SMART CEDM의 하부압력용기 두께를
8mm로 설계 확정하였다.
3.5.4.3.4 압력용기 체결용 스터드 볼트 설계
. 관련규정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상하부 압력용기는 6개의 스터드 볼트에 의
해 체결되어 압력 경계면이

밀폐된다. 스터드 볼트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ision I - Non Mandatory Appendix
APPENDIX E의 E-1200 Design Cross-Section Area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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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gasket)설치를 고려한 설계압력에 의한 볼트에 걸리는 하중은 아래 식과 같다.
2

W m1 = H + H p = 0.785G P + ( 2b ×3.14GmP)
여기서 Wm1는 볼트에 걸리는 작용하중(design bolt load), H는 총수압력(Total
Hydrostatic End Force), Hp는 가스켓 압축 유지력(Gasket Compression Load)이
다. G는 가스켓의 유효지름(Diameter at Location of Gasket Load Reaction), P는
설계압력(Design Pressure), b는 유효 가스켓 표면 너비 (Effective Gasket Contact
Surface Seating Width) 그리고 m은 가스켓 인자(Gasket Factor)이다.
. 스터드 볼트의 유효 단면 계산
제어봉구동장치의 상하부 압력용기의 기밀을 위해서 사용한 가스켓의
재질은 구리이며 유효지름은 107mm, 가스켓 너비(w)는 4mm이다. 사용된 가스켓에
대한 가스켓 인자 m은 Table E-1210-1의 soft copper or brass 항목에 적용하면
3.25이고 유효 가스켓 표면 너비 b는 Table E-1210-2의 (6)번 형태의 가스켓으로
가정하면 b=w/8 이므로 유효 가스켓 표면너비 b는 0.5mm이다. 위 식에 설계압력
17MPa를 적용하여 볼트에 작용하는 하중을 구하면 171,350N이다. 만약 스터드 볼
트를 6개 사용한다면 스터드 볼트 하나에 걸리는 하중은 Wm1/6이 되며 이 값은
28,558N이다. 그리고 스터드 볼트를 KSB 2001 1종에 따라 M20을 선정하면 골지름
2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터드 볼트 의 단면적 A는 235mm 이므로 스터드 볼트 하
나에 작용하는 응력은 122MPa이다. 따라서 설계온도에서 설계 응력 강도가
122MPa 이상의 재료를 스터드볼트의 재료로 사용하면 된다. 가령 예를들면 Incoloy
925를 스터드 볼트의 재료로 사용하면 설계 응력 강도가 233MPa 이기 때문에 볼트
에 걸리는 응력보다 크므로 안전하다.
3.5.4.4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자기적 간섭 영향 평가
SMART에 장착되는 선형펄스모터형 제어봉구동장치의 밀집배치에 따라 예
상되는 위치감지용 영구자석들의 인접에 의한 위치지시기 오작동과 전동기 상호간
의 전자기장 상호간섭에 의한 가동자의 오작동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자기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3.5.4.4.1 위치지시기내 위치감지용 영구자석 자기장간섭 영향 평가
CEDM 배치도상 위치감지용 영구자석과 타 CEDM의 위치지시기와의 가
장 인접한 거리는 약 215 mm로 그 지역에 그림 3.5.4-?과 같이 해석모델내 해석선
AB를 설정하여 자속밀도의 분포를 구하였다. 표 3.5.4-?은 해석에 입력된 변수들이
며, 그림 3.5.4-?은 해석결과로 최대 자속밀도값은 약 4.7x10
작동 자속밀도값 1.5x10

-3

-6

Tesla로 위치지시기

Tesla의 약 1/300 로 자기장 간섭 영향[3.5.4-5]은 아주

미약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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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18 영구자석 간섭 2차원 해석모델
표 3.5.4-8 영구자석의 간섭영향평가 입력변수
전자장해석 툴

Maxwell 2D

해석 Solver
해석 좌표계
해석모델
NdFeB
Source
Magnetic Field
경계조건

Magnetostatic
RZ coordinate(Axisymmetric)
2D-Half Model
BH Curve
90 deg
외각(Ballon)
Adaptive

Mesh Generation

그림 3.5.4-19 인접한 영구자석들의 간섭에 의한
자속밀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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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2 선형펄스모터 전자기장 간섭 영향 평가
전동기 추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공극부분의 자속밀도값으로
2차원 해석모델 내에 해석선 AB를 입력하여 공극부분에서의 자속밀도값을 계산하
였다. 계산결과는 그림 3.5.4-?과 같이 평균 자속밀도값은 약 1.0 Tesla 로 계산되었
다. 주변의 전동기들이 전동기 추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5.4-?와 같이 해석선을 입력하여 시계방향으로 전동기 주변의 자속밀도값을 계산
하였다. 계산결과는 그림 3.5.4-?과 같으며 해석선에서의 최대 자속밀도값은 약
8.5×10 - 7 Tesla로 계산되었다.

그림 3.5.4-20 공극부분 해석선 에서의
자속밀도값

그림 3.5.4-21 전동기 간섭 2차원
해석 모델

표 3.5.4-9 선형펄스모터 권선의 간섭영향평가
입력변수
전자장해석 툴

Maxwell 2D

해석 Solver

Magnetostatic

해석 좌표계

XY coordinate

해석모델

2D-Full Model

Source

Upcoil

2000[AT]

Dncoil

-2000[AT]

경계조건

외각(Ballon)

Mesh Generation

Adaptive

계산된 전동기 사이의 최대 자속밀도값은 실제값보다 약간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6

있지만 과대평가된 값이 공극의 자속밀도값 보다 1/10 정도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밀집 배치된 전동기들의 전자기장 간섭으로는 전동기 추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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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22 인접한 전동기들
사이의 해석선에서의

그림 3.5.4-23 인접한 전동기

자속밀도분포

사이에서의 자속밀도값

3.5.4.5 제어봉구동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
3.5.4.5.1 설치절차
SMART CEDM 집합체는 선형펄스모터를 포함하여 모든 부품이 제작/
조립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원자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앙덮개 위에 마련된
CEDM 노즐에 고정하는 작업과 연장봉 하단의 gripper를 CEA(제어봉집합체)의 클
러스터에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된다.
1) 중앙덮개의

CEDM 노즐에 CEDM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권선집합체

를 압력용기 외벽에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압력용기를

CEDM 노즐에 나사

체결 후 오메가씰 용접을 수행한다. 이때 권선집합체의 조립을 고려하여 모든
CEDM의 하부압력용기 하단에 위치한 그루브(groove)가 일정한 위치에 있도록 배
열하고난 후에 오메가씰 용접을 수행한다.
2) 권선집합체를 하부압력용기 외벽 둘레에 끼운다. 이때 권선집합체의
하단에 돌출된 턱을 하부압력용기 하단에 위치한 그루브(groove)에 끼워 넣어서 조
립한다.
3) 플랜지 너트를 하부압력용기 상단의 나사에 체결한다. 이때 플랜지 너
트를 권선집합체 상부에 닿을 때까지 죄인다.
4) 연장봉을 CEA에 연결하기 위해서 연장봉 외측 튜브를 CEA 스파이
더의 안쪽 그루브에 고정하고 연장봉 내측 튜브를 안쪽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연장봉
이 CEA와 분리되지 않는 이중체결 구조를 이용한다.
5) 연장봉 외측 튜브를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하단에 있는 거미발형 연
결부를 클러스터 안쪽 그루브에 체결시킨 후에 연장봉 외측 튜브 고정용 걸림쇠를
옆으로 밀어넣어 연장봉 외측 튜브 윗부분의 그루브에 체결한 후 풀림방지 볼트로
고정시킨다.
6) 연장봉 맨 윗부분에 위치한 체결 조절용 너트를 끝까지 돌려서 연장
봉 내측 튜브의 맨 아래 부분의 눌림쇠가 연장봉 외측 튜브 내로 장착되어 거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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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연결부가 스파이더 내부의 그루브에 단단히 체결되도록 한다.
7) 체결 조절용 너트를 다 죄이고 난 후 풀림방지를 위해 강철끈으로 체
결 조절용 너트와 풀림방지 와셔를 연결하고 봉인한다.
8) 상부압력용기집합체를 권선집합체 프랜지에 스터볼트 체결한다. 체결
과 동시에 상 하부 압력용기는 플랜지 너트에 의해 완전히 밀봉 연결된다.
9) 위치지시기 케이블을 연결한다.
3.5.4.5.2 해체절차
SMART CEDM은 49개가 바둑판 구조로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권선
블럭의 유지보수나 하부 압력용기의 ISI 작업을 위해서는 CEDM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4-?는 상부압력용기 해체 전 인접한 CEDM들의 배치도이다.

그림 3.5.4-24 상부압력용기 및 권선집합체 해체 전 후 CEDM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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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운데 위치한 CEDM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권선집합체를 해체한다
고 가정했을 때, 우선 스터드 볼트의 풀림방지 와셔(anti-rotating washer)를 제거하
고 해당 CEDM의 상부압력용기 플랜지에 위치한 6개 스터드 너트를 풀고 스터드
볼트를 제거한다. 스터드 볼트 해체용 소켓을 사용하기 위해 스터드볼트의 상부는
옆면이 그루브 가공되어져 있어야 한다.
2) 스터드 볼트가 해체된 상부압력용기는 상부압력용기 상단에 설치된
후크체결용 구멍을 이용해 들어올린다. 이때

상부압력용기 주위에 설치된 4개의

위치지시기 집합체도 상부압력용기와 함께 들어올려 진다. (케이블은 위치지시기 커
넥터에서 분리된 상태이다)
3) 상부압력용기 해체 후, 상부압력용기와 하부압력용기를 밀봉 연결하는
플랜지 너트는 링 너트용 소켓을 이용하여 해체한다.
4) 플랜지 너트 해체 후, 권선집합체의 플랜지에 위치한 6개의 스터드 볼
트용 볼트 구멍에 길이가 긴 해체용 볼트를 연결하여 권선집합체를 위로 들어올린
다.
5) 권선집합체 해체 후의 인접한 CEDM들의 배치도는 그림 3.5.4-?와 같
으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압력용기 외부의 모든 부품이 해체된 상태이다.
6) 해체된 권선집합체는 새것으로 교환한 후 상기해체 과정의 역순으로
재조립한다. 하부 압력용기 용접부의 ISI는 그림 3.5.4-?의 해체상태에서 수행되어진
다.
3.5.4.5.3 유지보수
선형펄스모터의 압력용기는 단조재로 이루어지는 데 모터의 실제 가동부
위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부분은 기본 재질이 자성체이며 사방 네 모서리를 비자성
체로 용접하고, 각 상권선 사이를 또 비자성체로 용접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용접부위는 압력 경계면에 위치하므로 용접부의 건전성 유무를 비파괴적인 검사
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동중검사 요건은 ASME Sec. V 및 XI IWB에 의거 surface
및 volumetric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는데 선형펄스모터는 수직으로 49개가 밀집되어 있으며 고방사능지역
으로 수동검사로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3.5.4-?과 같은 비파
괴검사용 manipulator를 개발하여 CEDM 보수 작업시 그림 3.5.4-?와 같이 권선 집
합체 해체시 상부 압력용기 플랜지위에 소켓 마운트를 올려 체결하고 나서 하부 압
력용기의 용접부를 검사한다. 용접부의 위치는 가동전검사시 base line 데이터를 이
용하여 manipulator의 수직위치를 조정하며, 용접부에 근접하면 그림 3.5.4-?의 스
캐너의 magnetic wheel에 전원이 인가되고 자화되어 하부 압력용기의 자성체 부위
에 부착된다. 이 후로 전원이 off 되기 전까지 magnetic wheel은 원주방향으로 회
전운동을 하며 동시에 스캐너 내부의 모터에 의한 볼스크류의 회전으로 탐촉자는
상하운동을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스텝스캔으로 용접부의 상, 하부를 검사한다.
이 때 초음파검사는 종파 및 pitch-catch 방식의 횡파 경사각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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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5.4-25 CEDM의

ࣜࣜࣜࣜࣜࣜࣜࣜ

ISI검사용 manipulator
그림 3.5.4-26 manipulator 장착 위치

그림 3.5.4-27 초음파검사
스캐너
3.5.4.6 CEDM 구조해석 및 피로해석
3.5.4.6.1 구조해석
제어봉구동장치에서 압력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압력용기에 대해 구조건전성
을 평가해야 한다. 선형펄스모터형 제어봉구동장치 압력용기는 위치지시기가 장착
되는 상부압력용기, 선형펄스모터가 장착되는 하부압력용기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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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해석방법
응력해석은 압력하중을 고려하여 설계압력과 수압시험압력이 작용한
경우, 열해석으로 열하중이 작용한 경우와 열하중과 설계압력이 동시에 작용한 경
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으로 I-DEAS 코드와 ANSYS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해석에 의한 결과치인 응력강도값들이 ASME Sec. Ⅲ 또는
KEPIC MNB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 재료 물성
상부압력용기와 하부압력용기의 재료는 STS321를 사용한다. 이 재료
의 설계응력강도( S m )는 상온에서 137MPa, 설계온도(350℃)에서 110MPa를 갖는다.
그리고, 최소항복강도( S y )는 206.82MPa이고 프와송 비는 0.29이다.
․ 응력강도한계
설계조건의

응력범주는

Pm

1차응력으로

<

S m,

P L < 1.5S m

,

(P m or P L )+P b < 1.5S m 의 한계를 만족해야 한다. 수압시험 하중과 1차 및 2차응
력에 대한 응력범주 및 한계는 표 3.5.4-?과 3.5.4-?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P m ,
P L , P b 는 일반막응력, 국부막응력, 굽힘응력을 나타낸다.
표 3.5.4-10 수압시험하중에 대한 응력범주 및 허용한계
1차 응력
응력범주
일반막응력(

P m)

막+굽힘 응력강도(
Case 1.

응력성분

P m≤0.67S y 의

허용한계

Case 2.

0.67S y < P m≤0.90S y 의

경우

경우

P m + P b≤1.35S y

P m + P b≤( 2.15 S y -1.2 P m )

P m < 0.9S y

및

Pm+Pb )

표 3.5.4-11 1차 및 2차응력에 대한 응력범주와 응력강도한계
1차
응력범주

일반막응력
(

응력성분 및 한계

P m)

2차

국부 막응력
(

P L)

굽힘응력
(

P b)

팽창응력
(

P e)

피크응력
막+굽힘응력

(F)

(Q)

MAX(P m or P L ) + P b + P e + Q + F < 3S m

․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압력하중을 고려한 경우로 설계압력일 때 설계온도(350℃)에서 내부에
17MPa, 수압시험압력의 경우 21.25MPa의 압력이 작용한다. 경계조건으로는 용기밑
면에 대해 y방향을 구속( U y = 0 ) 하였다. 2차원 축대칭 쉘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유한
요소 모델은 그림 3.5.4-?,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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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중을 고려한 경우로 열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열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경계조건으로 대류조건을 고려하고 내부에는 대류계수를 2500 W/m 2K , 외부에는 30
2
W/m K 를 적용하였다. 이 때 용기의 온도는 내부에 150℃, 외부에 50℃가 작용한다.

그림 3.5.4-28 응력선형화 단면(상부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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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29 응력선형화 단면(하부압력용기)
- 해석결과
상부,하부압력용기에서 응력강도가 크게 걸리거나 응력분포가 심한 곳을 선
정하여 그림 3.5.4-?, ?과 같이 단면 1, 2 부분에 대해 응력 선형화를 하고 응력강도
를 얻는다. 상부압력용기 단면 1, 2 부분의 응력선형화 단면 두께는 각각 7mm와
7mm이다. 하부압력용기에서는 가장 두께가 얇은 상부압력용기와 연결되는 가스켓
장착 부위와 링너트 체결 부위인 단면 1, 2 부분의 응력선형화 단면 두께는 각각
5.5mm와 7mm이다. 그림에서 응력의 단위는 MPa이다.
압력하중으로 설계압력과 수압시험압력이 작용한 경우 응력선형화로 구한 최대응
력강도값 수치와 응력강도한계 수치를 비교한 결과 한계보다 적은 값을 가졌다. 그
러므로, 압력하중에 대해 용기는 구조적으로 건전하다. 열해석으로 열하중과 설계압
력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응력강도를 구한 것은 그림 3.5.4-?, ?와 같다. 해석에 의한
응력강도값이 각각 115MPa, 124MPa의 값을 갖는다. 이 값은 ASME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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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인 3 S m 과 비교하여 적은 값을 가지므로 용기는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3.5.4-30 상부압력용기(열하중과 설계압력)

그림 3.5.4-31 하부압력용기(열하중과 설계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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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2 피로해석
제어봉구동장치에서 압력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압력용기에 대해 피로에 대
한 건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ASME Sec. Ⅲ 또는 KEPIC MNB 의 규정에 따라 압
력용기에

대한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으로

I-DEAS

코드와

ABAQUS 코드를 이용하였다.
- 설계기준 (Miner's Rule)
U1 =

n1
n2
n3
nn
U2 =
U =
U =
N1 ,
N2 , 3
N 3 , ... , n
Nn

U=U 1 + U 2 + U 3 + ... + U n

여기서, U 1 , U 2 , U 3 , ... , U n = 사용계수(usage factor), U = 누적사용계수, n n =
number of cycle applied, N n = number of cycles to failure obtained from the
endurance curve for this amplitude이다.
이 누적사용계수 U는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입력데이터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계산된 PRDBE, SRDBE와 제어봉구동장치 기동과 정
지, 수압시험압력(21.3MPa)인 입력데이터를 이용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한다.
압력용기의 재료는 STS 321를 사용하고 이 재료의 S-N 데이터를 표 3.5.4-?에
나타내었다.
피로해석에 사용한 해석 모델은 평균응력 영향을 고려한 Goodman 모델을 사용하
였다.
- 해석결과
그림 3.5.4-?∼?은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압력용기에 작용하는 피로분포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어봉 구동장치 기동과 정지, 수압시험압력이
작용한 경우를 선정하여 나타내었다. 상부압력용기의 중간부와 하부압력용기의 상
단부가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로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동상태의 온도와 압력이 작용하는 압력용기의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사용
계수 값들을 표 3.5.4-?에 나타내었다. 누적사용계수는 상부압력용기에서 6.6E-03,
하부압력용기에서 5.5E-03의 값을 갖는다. 이 값들은 ASME 및 KEPIC MNB 규정
의 누적사용계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부, 하부 압력용기는 피로에 대
해 구조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된다.
표 3.5.4-12 STS321 재료의 S-N값
피로수명(N) 1E1 2E1 5E1 1E2 2E2 5E2 1E3 2E3 5E3 1E4 2E4 5E4 1E5 2E5 5E5 1E6
반복응력강도
( S a , ksi)

260 190 125 95

73

52

44

36 28.5 24.5 19.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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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5 9.5

9.0

표 3.5.4-13 CEDM 상부압력용기와 하부압력용기의 피로수명 결과

旇抆橛崫殯匶

穞抆橛崫殯匶

穞渗浶兺

愢旣箒朞

PRDBE2

20,000

3.8E+06

5.2E-03

5.2E+06

3.8E-03

PRDBE7

60

1.3E+10

4.6E-09

5.2E+06

1.2E-05

PRDBE8

60

6.6E+09

9.1E-09

2.9E+06

2.1E-05

PRDBE9

60

1.8E+09

3.3E-08

1.6E+08

3.8E-07

PRDBE10

60

3.0E+06

2.0E-05

8.2E+06

7.3E-06

PRDBE25

3,000

2.5E+06

1.2E-03

2.1E+06

1.4E-03

SRDBE3

30

2.5E+09

1.2E-08

2.7E+07

1.1E-06

SRDBE4

1

9.6E+06

1.0E-07

1.6E+07

6.3E-08

SRDBE10

15

1.6E+07

9.4E-07

4.4E+06

3.4E-06

SRDBE13

1

1.8E+07

5.6E-08

1.6E+07

6.3E-08

SRDBE16

30

1.3E+09

2.3E-08

4.9E+08

6.1E-08

SRDBE20

15

8.2E+08

1.8E-08

1.9E+06

7.9E-06

700

1.2E+07

5.8E-05

2.1E+07

3.3E-05

朞橛柢竞

30

3.4E+05

8.7E-05

2.7E+05

1.1E-04

斲殯凊朞ࣜ穯

-

-

6.6E-03

-

5.5E-03

ࣿँऀउࣜ匶壟刂ࣜ
洛滆

穂嵢朞律愞懻箒朞 斲殯凊朞 穂嵢朞律愞懻箒朞

斲殯凊朞

그림 3.5.4-32 상부압력용기(기동과

그림 3.5.4-33 상부압력용기(기동과

정지, 상부)

정지,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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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34 상부압력용기(수압력,

그림 3.5.4-35 상부압력용기(수압력,

상부)

하부)

그림 3.5.4-36 하부압력용기(기동과

그림 3.5.4-37 하부압력용기(기동과

정지, 상부)

정지, 하부)

그림 3.5.4-38 하부압력용기(수압력,

그림 3.5.4-39 하부압력용기

상부)

(수압력,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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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CEDM 동특성 해석 모델 개발
제어봉구동장치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해 제어봉구동장치의 형상단순화
과정을 거쳐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해석모델은 원자로 중앙덮개 위로 돌출되
어 있는 제어봉구동장치 상부구조만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상
부구조와 하부구조는 원자로 중앙덮개로 분리되어 있어 상호작용이 매우 적고 상대
적으로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비해 취약하고 구조건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상
부구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3.5.4-6].
단순모델의 작성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제어봉구동장치의 형상
을 단순화시킨 개략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한다. 해석
모델은 보요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제어봉구동장치의 개략모형을 작성하기 위해
단면형상에 따라 총 6 부분으로 분류하였다(표 3.5.4-?참조). 또한 위치지시기가 설
치된 상부하우징과 선형펄스모터부의 하우징을 연결하기위한 플랜지는 집중질량으
로 가정하였다. 최종 작성된 유한요소모델의 총 절점수는 20개이며 19개의 보요소
와 한 개의 집중질량요소로 구성된다.
표 3.5.4-14 SMART 제어봉구동장치의 부분별 단면정보
부분
Hous 1
(하부 1)
Hous 2
(하부 2)
Hous 3
(하부 3)
LPM
(전동기)
Hous 4
(연결부)
Hous 5
(상부)

위치
Ystart [m] Yend [m]

길이
L [m]

외경
Do [m]

내경
Di [m]

단면적
A [m2]

면적모멘트
I [m4]

0.000E+00 3.300E-02 3.300E-02 1.180E-01 7.600E-02 6.399E-03 7.879E-06
3.300E-02 2.050E-01 1.720E-01 1.560E-01 7.600E-02 1.458E-02 2.743E-05
2.050E-01 3.000E-01 9.500E-02 1.160E-01 7.600E-02 6.032E-03 7.250E-06
3.000E-01 9.740E-01 6.740E-01 9.800E-02 7.900E-02 2.641E-03 2.616E-06
9.740E-01 1.105E+00 1.310E-01 1.000E-02 7.800E-02 3.076E-03 3.092E-06
1.105E+00 3.250E+00 2.145E+00 9.000E-02 7.800E-02 1.583E-03 1.404E-06

그림 3.5.4-?은 제어봉구동장치의 상세도면과 형상단순화를 거쳐 구해진 개략모
형, 그리고 개략모형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요소모델을 간략히 보여주는 그림이다.
SMART 제어봉구동장치는 다양한 부품들이 동심원 형태로 배치 및 조립되어있다.
모든 내부 부품들을 비구조 질량으로 가정하고 외부하우징이 모든 구조적 하중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5.4-?는 외부하우징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다. 제어
봉구동장치 내부를 구성하는 각종 비구조재의 질량을 고려하기 위해 각 부분의 등
가밀도를 구하였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위치지시기부를 제외한 모든 비구조재의
3

질량은 개략적인 치수와 밀도 7900kg/m 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구조재인 하우
징의 부피를 이용해 등가밀도를 계산하였다. 등가밀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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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리하였다. 계산에 사용한 각 부분의 길이는 표 3.5.4-?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표 3.5.4-?과 표 3.5.4-?은 각각 선형펄스모터 전동기부와 위치지시기의 질량을 계산
한 결과이다. 또한 표 3.5.4-?은 제어봉구동장치 플랜지의 질량을 구한 것이다.
표 3.5.4-15 제어봉구동장치 부분별 등가밀도
부분

ΠΦΤ͢
͙穞抆͚͢

ΠΦΤͣ
͙穞抆͚ͣ

ΠΦΤͤ
͙穞抆͚ͤ

ͽ;
͙洊壟匶͚

ΠΦΤͥ
͙櫶冶抆͚

ΠΦΤͦ
͙旇抆͚

3

구성부품

내경 [m]

외경 [m]

부피 [m ]

穞殶滛
処洛沖
儆壟沖
歾櫶沫戏
喺櫶沫戏
합계
穞殶滛
処洛沖
儆壟沖
歾櫶沫戏
喺櫶沫戏
합계
穞殶滛
処洛沖
儆壟沖
歾櫶沫戏
喺櫶沫戏
합계
穞殶滛
処洛沖
儆壟沖
歾櫶沫戏
喺櫶沫戏
洊壟匶͑ 歾皻
劒昦挚峳
합계
穞殶滛
儆壟沖
歾櫶沫戏
喺櫶沫戏
합계
歾皻
儆壟沖
歾櫶沫戏
喺櫶沫戏
氊獞滆柢匶
합계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질량 [kg]

등가밀도
[kg/m3]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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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16 제어봉구동장치 선형펄스모터 전동기 권선블럭의 질량
밀도
수량
3
[kg/m ] [EA]
7900

두께 [m]

가로 [m]

세로 [m]

3

부피 [m ]

단위질량
[kg]

총질량
[kg]

4x4 ͤͣ͟͡͡Ͷͣ͞͡ ͩͩ͟͡͡Ͷͣ͞͡ ͩͩ͟͡͡Ͷͣ͞͡ ͣͥͨͩ͟Ͷͥ͞͡ ͪͦͩ͢͟Ͷ͜͡͡ ͤͤͣ͟͢Ͷ͜͢͡

표 3.5.4-17 제어봉구동장치 위치지시기의 질량
밀도
3
[kg/m ]

수량
[EA]

ͣͨ͟͢͡Ͷͤ͜͡

4

외부가로
내부가로
단위질량
총질량
3
외부세로
내부세로 부피 [m ]
[kg]
[kg]
[m]
[m]
ͦ͟͡͡͡Ͷͣ͞͡ ͣͣ͟͡͡Ͷͣ͞͡
ͣͥͦ͟͢Ͷ͜͡͡
ͣͨͧ͟͢Ͷͤ͞͡ ͨͤͦͪ͟Ͷ͜͡͡ ͣͪͥͥ͟Ͷ͜͢͡
ͤͦ͟͡͡Ͷͣ͞͡ ͣͣ͟͡͡Ͷͣ͞͡
길이 [m]

표 3.5.4-18 제어봉구동장치 플랜지의 질량
밀도
3
[kg/m ]
7900

높이 [m]

외경 [m]

내경 [m]

3

부피 [m ]

총질량
[kg]

ͩ͢͟͡͡Ͷ͢͞͡ ͣͣ͟͢͡Ͷ͢͞͡ ͨͩ͟͡͡Ͷͣ͞͡ ͤͣͪͧ͟Ͷͤ͞͡ ͣͧͥ͟͡Ͷ͜͢͡

개발된 제어봉구동장치의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해 제어봉구동장치의 동특성 해석
을 수행하였다.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로 대표되는 해석결과를 표 3.5.4-?와 그림
3.5.4-?에 수록하였다. 모든 해석은 상용코드인 ABAQUS를 사용해 수행되었다.

표 3.5.4-19 제어봉구동장치 고유진동수 및 진동형상 요약
모드번호
1
2
3
4
5

고유진동수 (Hz)
6.80
33.2
77.1
160
262

진동형상

굽힘진동

모드번호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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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진동수 (Hz)
266
369
533
560
701

진동형상
종진동
굽힘진동
종진동
굽힘진동

그림 3.5.4-40 제어봉구동장치 유한요소모델 작성과정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Mode 6

Mode 7

Mode 8

그림 3.5.4-41 제어봉구동장치 진동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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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9

Mode 10

3.5.4.8 CEDM 예비내진해석
SMART 제어봉구동장치는 내진범주 I에 속하는 기기로서 0.3G 안정정지지
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에서 압력경계의 건전성 및 정상적인 작동성
을 유지해야 한다. 내진범주 I에 해당하는 기기는 부지의 설계지진과 기반구조물의
응답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하중특성에 기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
에 속하는 기기의 설계는 시험이나 해석을 통한 내진검증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SMART의 건설부지 선정과 각종 기반구조물의 설계가 이루
어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내진설계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시험 및 해석을 통
한 검증작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단계에서는 추후 진행될 상세한 내진해석에 필
요한 해석모델 및 해석절차를 개발하고 0.3G 인공지진에 대한 제어봉구동장치의 내
진성능을 예비 평가하였다.
내진해석에서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은 동적문제를 정적문제로 변환하여 해석하는
기법으로 손쉽게 최대 변위를 비롯한 반력 등의 결과를 구하는 근사적인 방법이다.
이와는 달리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작성된 인공지진신호와 유한요소법과 같은 수치
적인 방법을 이용해 시간적분을 수행하여 인공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이력을 계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면 보다 엄밀한 형태의 결과를 구
할 수 있다. 인공지진과 원자로 상부 덮개부의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제어봉구동
장치의 응답해석을 수행하고 각 경우에서의 최대 변위와 반력 등을 계산하였다.
3.5.4.8.1과 3.5.4.8.2는 예비내진해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원자로 상부에서의 조건을 고려한 해석결과를 보면 최대 변위는 15mm에 근접하
며 최대 축응력은 설계응력강도의 20%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자로 상
부로 노출된 제어봉구동장치의 길이가 3m가 넘는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예비내
진해석에서 구한 지진에 의한 제어봉구동장치의 변형량이 제어봉구동장치의 작동성
에는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제어봉구동장치의 내부
구조를 고려한 정밀한 해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의 기초에 가해지는
0.3G 지진하중에 의해 원자로 상부에 설치된 제어봉구동장치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
력이 설계응력강도의 20%에 근접한다는 것은 구조건전성 측면에서 위험상태를 유
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운전온도와 압력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설계응력 여유도가 수 퍼센트(%)인 점을 고려할
때 지지구조물은 제어봉구동장치에 20% 이상의 추가적인 강성증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5.4.8.1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해석
실제 지진 시 제어봉구동장치가 받는 하중은 건물의 기초부에서 나타나는
지진하중과는 다소 다른 형태가 된다. 이는 지진하중이 건물의 기초로부터 각종 구
조물과 원자로 압력용기를 거치는 동안 하중경로의 특성에 따라 변형되기 때문이
다. 본 절에서는 0.3G 지진하중 시 원자로 덮개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속도 시간
이력에 대한 제어봉구동장치의 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서는 두 가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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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방향으로 가해지는 가속도 시간이력을 고려하였다. 제어봉구동장치 주요부
의 변위응답을 계산하였으며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정부인 원자로 중앙덮개 상부에
있는 제어봉구동장치노즐부의 반력과 모멘트반력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어봉구동장치노즐부에서 나타나는 최대 응력을 계산하였다.
그림 3.5.4-?은 X1 방향 인공지진에 대한 응답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5.4-?의 (a)는 해석에서 고려한 0.3G 인공지진 시 제어봉구동장치가 설치된 원자
로상부에 나타나는 가속도시간이력이며, (b)는 이러한 가속도 하중이 제어봉구동장
치의 고정부인 원자로 중앙덮개 상부에서 횡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최대변위가 발
생하는 곳인 제어봉구동장치 상단의 변위시간이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3.5.4-?
의 (c)와 (d)는 각각 제어봉구동장치노즐부의 전단반력과 모멘트반력을 구한 것이
다. 원자로상부의 최대 가속도는 0.33G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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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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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2 X1방향 지진하중과 제어봉구동장치 응답특성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 그리고 응력의 최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12.4mm
최대 반력: Vmax = 1.27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2.43kNm
최대 응력:

Smax = 18.2MPa

그림 3.5.4-?은 X3 방향의 가속도 이력에 대한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원자로
상부의 최대 가속도는 0.33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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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3 X3방향 지진하중과 제어봉구동장치 응답특성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11.8mm
최대 반력: Vmax = 1.17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2.30kNm
최대 응력: Smax = 17.2MPa
3.5.4.8.2 응답스펙트럼 해석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은 지반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지진하중에 대한 단자
유도 단순구조물의 동응답특성을 바탕으로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지진발생 시 복잡한 다자유도 구조물의 개략적인 거동을 간편하게 예측하는 해석방
법이다.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에는 다자유도 구조물의 각 모드별 거동특성을 취합하
는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Regulatory Guide
1.92 (1976)에서 추천하는 방법인 Ten-Percent Method를 이용해 지진하중 시 냉각
재순환펌프가 보이는 최대 변위와 반력들을 계산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응답스펙트
럼은 원자로 상부에서의 수평방향(NS, EW) 응답스펙트럼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
3.5.4.8-?와 같은 형태이다. 해석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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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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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4 원자로상부 횡방향 응답스펙트럼
해석결과에서 변위, 반력, 모멘트반력의 최대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변위: Dmax = 14.1mm
최대 반력: Vmax = 1.17kN
최대 모멘트반력: Mmax = 2.58kNm
최대 응력: Smax = 19.3MPa
3.5.4.9 CEDM 제어기
3.5.4.9.1 CEDM 제어기의 설계
LPM의 구동특성은 LPM의 설계 방식과 더불어 구동을 위한 컨버터 및
제어 방식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LPM을 구동하기 위한 컨버터
로서 그림 3.5.4-?의 비대칭 컨버터(Asymmetric Bridge Converter)를 채택하였다.
이 컨버터는 고정자 권선의 각 상마다 각각 2개의 스위칭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각 상이 다른 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제어가 된다.

또한,

다른 컨버터에 비하여 제어방식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제어하기가 간편하고
한 상의 소자가 파손될 경우 그 영향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상당 스위치 한 개로 회로를 구성하는데는 LPM의 유도성 회로(Inductive Circuit)
특성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들이 있다. 권선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스위치를 턴오프
(Turn Off)할 때 전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로가 구
성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스위칭 소자에 큰 전압 스트레스(Voltage
Spikes)를 주어 결국은 소자가 파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또한, 여자의 상을 변환

하는 경우에 감자되는 상의 전류를 빠른 속도로 감쇠하지 않으면 부의 토오크가 발
생하여 운전 성능을 떨어뜨린다. LPM의 유도성 회로는 각 상의 권선과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전류상승을 억제하여 스위칭 소자를 보호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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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도 한다. LPM 고정자 권선의 단방향 전류를 제어하기 위하여 많은 컨버터가
제안되어왔는데 이는 컨버터의 제작비용절감과 성능 향상화를 두 전제로 한다. 그
런데, 이 두 전제는 상당부분이 컨버터의 선택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양면이 되
고 있다. 즉, 한 상에 한 개의 스위칭 소자를 가지는 컨버터들은 주로 소자나 부품
수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여 저성능을 요하는 곳에 사용되며, 상당 두 개의 소자
를 가지는 컨버터는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뛰어나고 제어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LPM의 상의 수에 따른 여자 방식은 1상
여자, 2상 여자, 1-2상 여자 방식이 일반적이다. 1상 여자 방식은 항상 1상에만 전
류를 흘리는 방식으로 효율은 좋으나 댐핑(Damping) 특성이 나쁘므로 어느 일정한
펄스비로 사용할 경우는 공진 주파수와 일치하는 경우도 생기며 진동(Oscillation)이
발생하기 쉽고 상하 운동을 위해 큰 추력을 필요로하는 LPM의 구동으로는 적합하
지 않다. 1-2상 여자는 1상 여자와 2상 여자를 교대로 하는 방식으로 1상 또는, 2상
여자 방식에 비해 스텝 거리가 반밖에 되지 않으므로 시스템의 분해능을 2배로 할
수 있고 응답도 2배가 되나 스텝 정밀도가 나쁜 단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어 방식
에서 선택한 2상 여자 방식은 항상 2개의 상에 동시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방식
으로서 1상 여자에 비해 오버슈트와 언더슈트가 작아지는 등 댐핑 특성이 좋아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상하 운동하는 LPM의 경우는 댐핑 특성이 특히 좋
아야 하므로 가장 적합한 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LPM의 구동특성은 선형펄
스모터의 구동원리는 고정자의 각 상을 순차적으로 여자시킬 때 고정자와 쇄교자속
이 최대가 되려는 방향으로 가동자가 움직이려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가동자의
위치에 따라 고정자의 해당 상권선을 여자 시킴으로써 토크를 얻는 방식이며 여자
방식은 상여자 절환시에도 정지위치 유지가 가능한 holding force를 얻을 수 있도록
2상 여자방식으로 구동한다. 그림 3.5.4-?은 이상에서 언급한 LPM 제어이론에 적합
하도록 설계된 전체 LPM 구동시스템을 도식화한 것이다. 전류제어에 따른 큰 스위
칭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V DC 를 원하는 전압 레벨로 제어하기 위하여 전단에
buck converter를 사용하며 벅 컨버터의 스위칭 손실과 전압 스파이크는 에너지 회
생 스너버를 사용하여 최소화하였고 전도 손실과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제어기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0∼50mm/s까지의 모터 속도 지령
- 초기 위치에서의 모터 이동 거리 측정
- 단일 스텝 상, 하 운전
- 연속 스텝 상, 하 운전
- 일정 전류 제어
- 각 부 전류 측정 및 표시 기능
- Run/stop 기능
- 기타 프로그램에 의한 기능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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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5 제어 회로와 같이
구성된 전체 시스템

ࣜࣜࣜࣜࣜࣜࣜࣜࣜ 그림 3.5.4-46 선형펄스모터 비대칭

컨버터의 구조
3.5.4.9.2 CEDM 제어기의 제작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제어기의 정격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입력 : AC 3상 440V
- 고정자 상 수 : 4상
- 전체 구동 거리 : 2,000 mm
- 펄스 당 이동 거리 : 4mm
- 가동부 중량 : 100kg
- 최대 속도 : 50mm/s
- 스위칭 devices :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상, 하 운전 가능
그림 3.5.4-?는 제작된 LPM 구동용 전력변환 장치의 외관이다. 그림 3.5.4-?은 전
체적인 시스템과 제어 회로와의 결합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중앙에 위치한 제어
회로와 주회로, 게이트 구동 회로, 키패드 및 각종 센서 등의 상호 결선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LCD module로 표현된 부분은 각종 데이터의 입출력 상황을 사용자가 항
상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장치로서 16char.×2의 구조를 하고 있어 동시에 32개의
글자를 표시한다. 이 장치는 제어회로의 확장 포트와 연결되어 프로그램에 의해 항
상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Key pad board로 표현된 부분은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표시 및 조정 기능을 사용자가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4×4 구조의 입력키로서 숫자 및 각종 기능 키들로 구성된다. 이 장치 역시 제어 회
로의 확장 포트와 연결되어 키의 입력이 발생할 경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를 인
지하여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Drive board A+에서 drive
board D-로 표현된 8개의 블록은 게이트 구동회로의 입력 부분으로서 제어 회로에
서 공급하는 전원(+15V)과 각각의 8개 반도체 스위치를 온, 오프하기 위한 제어 신
호가 연결된다. 제어 회로에서 출력되는 8개의 온, 오프 신호는 게이트 구동 회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반도체 스위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로 변환된다. 게이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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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입력되는 제어 신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여자상과 히스테리시
스의 출력값이 앤드(And)된 값이다. 전류센서로 표시된 부분은 4개의 상전류를 센
싱하는 부분으로서 1차측에서 유기된 전류가 홀(Hall) 타입의 전류 센서를 거쳐서 1
차 전류의 값에 비례하는 전압으로 2차측에 출력된다. 각각의 센싱된 전류값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A/D 컨버터 입력으로 들어가 프로세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계산된 다음, 입력전류와 비례한 값으로 얻어진다. 부가적으로 게이트 구동 회로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고장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게이트 구동 회로에 공급
되는 전원(+15V)이 불안정 하다거나 반도체 스위치에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 또는,
회로의 구성이 단락 형태가 되어버리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스위치를 오프시키고 외
부적으로 고장감지 신호를 발생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기능은 스위치의 상태를 빠
른 속도로 감지하여 보호함으로서 스위칭 소자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러한 고장 감시 신호는 프로세서도 빠른 속도로 인지하여 내부적인
동작을 취해야하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외부 인터럽터와 결선되어 이 신호에 대
해 최고 우선 처리 기능을 부여하였다. 제어 회로의 죄측 하단에 구성된 회로들은
제어 회로용 전원(±15V, +5V), 게이트 구동 회로 공급용 전원(+15V)를 만들기 위해
입력 전원 전압으로부터 전압을 받아 이들 전원을 만드는 회로들이다. 회로의 좌상
단에 구성된 회로는 주회로의 초기 soft starting을 위한 회로로서 초기에 입력 전
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컨버터의 주회로 특성상 급격한 돌입전류가 흘러 주회로
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soft starting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로이다.

그림 3.5.4-47 CEDM 제어기의
외관

그림 3.5.4-48 LPM 구동을 위한 제어
회로와 시스템 결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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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0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 설계
선형펄스모터형 제어봉구동장치 외에 일체형원자로의 활용성 다변화를 위하
여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해서도 기본설계 개발이 이루어졌다. 볼스크류
형 제어봉구동장치는 회전형스텝모터의 회전운동이 베벨기어를 통하여 볼너트로 전
달되며 볼너트의 회전운동이 스크류의 직선운동으로 변환되어 스크류와 연결되어
있는 제어봉을 상하로 구동하는 원리이다.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의 주요 구성
부품은 볼스크류 집합체, 회전형스텝모터 집합체, 위치지시기 집합체, 수동구동장치
집합체, 배기장치 집합체, 해제스프링 집합체, 연결봉 집합체 등이다. 볼스크류형 제
어봉구동장치의 주요 기본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볼스크류 및 볼베어링 수명평가
- 스텝모터 집합체 권선 열해석 및 정특성/동특성 평가
- 전자석 권선 열해석 및 전자기 해석
- 리드스위치를 이용한 4 채널의 위치지시기 및 2채널의 한계스위치 개발
-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스텝모터 회전 감지 센서 개발
- 수동구동장치 집합체, 배기장치 집합체 기본설계
- 상,하부 완충장치 및 해제스프링 집합체 기본설계
- 압력용기 응력해석
- 3D 모델링
3.5.4.10.1 기본설계 요건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의 주요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CEDM은 다음의 온도 및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압력 : 17.0 MPa
o 온도 : 350℃
- 정상운전중 CEDM 내부는 일차냉각수로 채워지며 조건은 다음과 같
다.
o 압력 : 14.7 MPa
o 온도 : 120℃ 이하
CEDM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의 일차냉각수 온도가 120℃ 이하가 되어
야 한다.
- 볼스크류형 CEDM은 회전형 스텝모터에 의해서 구동된다.
- 볼스크류형 CEDM은 30년의 설계수명을 가지며 소모성 부품은 주기적
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제어봉의 이송거리는 CEDM 스텝모터에 가해지는 구동펄스당 0.25mm
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볼스크류형 CEDM은 원자로 초기 충수시 CEDM 내부의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배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볼스크류형 CEDM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스텝모터만으로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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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작업으로 스크류를 수동 구동할 수 있는 기
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3.5.4.10.2 계통구성
그림 3.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봉구동장치는 볼스크류 집합체, 위
치지시기 및 한계스위치를 수용하고 있는 상부압력용기 집합체, 하부압력용기 집합
체, 스텝모터, 감속기어, 긴급삽입장치, 완충장치, 연결봉집합체, 해제스프링 집합체
수동구동장치, 배기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용기 내부는
일차 냉각재로 채워지므로 스텝모터의 내부고정자 및 회전자, 볼스크류 등도 일차
냉각재 내부에서 가동되며 냉각재가 아닌 다른 윤활유는 공급되지 않는다. 제어봉
구동장치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설계개념은 다음과 같다.
․ 볼스크류 집합체
볼스크류 집합체의 주요 부품은 스크류와 볼너트, 볼베어링, 스플라인,
안내베어링 등이다. 스크류의 위쪽에는 상부용기의 설치오차 등에 의한 굽힘 하중
이 스크류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류 상단에 이동안내를 위한
안내축을 힌지조인트로 연결하며, 또한 이 안내축은 스크류의 회전방지 및 상하이
동중의 마찰저항 감소를 위한 가이드베어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가이드베어링에
양쪽에는 홈이 있고 이 홈이 상부용기 내벽에 설치된 베어링가이드를 따라 움직이
게 된다. 볼은 스크류 그루브를 따라 3회 반 회전후, 볼 이송튜브를 통해 볼너트의
위, 혹은 아래로 이송된다. 스크류의 피치는 15mm 이며 볼 회전중심 직경은 30mm
이다.
스크류의 하단에는 연결봉과의 연결 및 해체에 적합한 bayonet 연결장치가 붙어
있다. 볼너트의 볼이 구동하는 내부에는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 칩입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볼너트 상하에 이물질차단베어링을 설치하는데 이 베어링의 한쪽면
은 스크류의 groove에 물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 회전형스텝모터 집합체
회전형스텝모터는 4상 가변 릴럭턴스형 스테핑 모터로서 자체밀봉이
필요없는 Canned Motor 형태이다. 스텝모터집합체는 밀봉용기 및 용기내부에 용기
의 일부로 만들어진 외부 고정자 치, 그리고 독립적인 4상의 권선으로 이루어진 외
부 고정자, 용기중심에 들어 있는 내부 고정자, 두 고정자 사이에 들어 있는 회전자
로 구성되어 있다. 권선은 압력용기(외부고정차 치)를 감고 있는 형태이며 고정자
및 회전자 치는 12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외부 고정자 권선은 모두 압력용기의
외부에 설치되므로 일차 냉각재가 직접 닿지 않으며 외부고정자 권선블럭이 있는
공간은 다시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용기로 덮고 밀봉한다.
압력용기의 역할도 하는 외부고정자 치구조물은 자계의 형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
여 각 상권선 사이를 비자성 용접재로 용접하며 유니폴러형 자계가 형성된다. 회전
자와 고정자의 치(齒)는 다단식 구조로서 각 상당 2단씩 모두 4개의 상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모든 상이 동일 피치로 되어 있으나 회전자의 각 상은 인접 상과 7.5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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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상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텝모터 한 펄스당 회전자 회전각은 7.5 가 된다. 회
전자는 실린더 형으로서 비자성체와 자성체가 번갈아 용접되어 있다. 이 스텝모터
는 상하방향 네 개의 권선중 이웃한 두개의 권선에 번갈아 여자함으로써 구동되는
2여자 방식이다.
스텝모터 회전축 하부에는 스텝모터의 1스텝 회전을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
가 설치되어 있다. 이 초음파 센서의 대상체는 48개의 치로 구성되어 있어서 스텝
모터의 매 스텝당 회전을 감지할 수 있다.
․ 위치지시기 집합체
각 CEDM에는 4대의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s)가 독
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압력용기 내부에는 볼스크류 집합체의 안내베어링 상부에
스크류와 함께 상하 운동하는 영구자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영구자석의 위치에
비례하여 압력용기 외벽에 설치된 RSPT는 계단식 아날로그 전압신호를 출력한다.
위치지시기는 제어봉의 위치를 20mm 간격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중 위치지시기 집합체 내의 리드스위치는 항상 두 개 또는 세 개가 닫히게 된
다. 위치지시기 집합체는 리드스위치와 저항으로 연결된 분압회로에 의해 결선 되
어 있어서 각각의 리드스위치의 닫힘에 합당되는 전압신호가 출력된다. 4개의
RSPT는 2개가 한조가 되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2개의 위치지시기 홀더에 각각
장착되며 이 위치지시기 홀더는 압력용기 외벽을 감싸는 형태로 장착된다.
․ 한계스위치
4대의 위치지시기에는 제어봉의 상한, 하한을 지시할 수 있는 비안전등
급의 상부한계스위치, 하부한계스위치가 위치지시기 센서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스텝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제어봉이 가동부 자중에 의해 최하한의 위
치에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제어봉 낙하 스위치가 4채널 설치된다.
․ 긴급삽입장치
제어봉구동장치에는 스크램신호가 들어오면 볼너트의 회전없이 제어봉
집합체가 일정거리 만큼 긴급히 수직 하강할 수 있는 긴급삽입장치가 설치되어 있
다. 긴급삽입장치는 고정앵커, 이동앵커 및 권선블럭으로 이루어진 전자석, 이동앵
커와 볼너트를 연결해주는 볼베어링, 베벨기어의 회전력을 볼너트에 전달하고 스크
류의 수직방향 이동을 자유롭게 해 주는 스플라인, 그리고 긴급삽입장치의 완전인
출/삽입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상,하부 한계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석 권선은 하나의 권선이 고장날 것을 대비하여 두 조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기동시 스텝모터의 회전력이 감속기어를 통하여 볼너트집합체(볼너트-스플라인-볼
베어링집합체)로 전달되면 볼너트집합체가 상승하게 된다. 일정거리 만큼 상승하면
볼너트집합체의 상단에 붙어있는 이동앵커가 전자석의 고정앵커에 붙게 되며 이 이
후로는 스텝모터의 회전축의 회전운동이 스크류의 상하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스크
램시에는 이 전자석에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전자석의 힘만으로 매달려 있던 볼너
트집합체가 스크류와 함께 가동부위의 자중 및 해제스프링의 힘으로 볼너트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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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수직 낙하하여 노심을 제어하게 된다.
․ 감속기어
감속기어는 스텝모터의 회전력을 볼너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기어
비는 1:1.25 이다. 수직회전축과 수평회전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베벨기어를 통하
여 연결되어 있고 수직기어의 상부는 스텝모터 회전축과, 그리고 수평기어의 한쪽
은 볼스크류집합체의 베벨기어와 연결된다.
․ 상부완충장치
비상시 스크류를 포함한 모든 가동부가 자유낙하할 때, 스크류 최종행
정에서 충격에 의한 제어봉구동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행정의 위치에
상부 완충장치를 설치한다. 상부완충장치는 수력댐퍼 및 내외부 스프링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 스프링은 가동부의 자유낙하 하중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완전압축상태
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상부완충장치 스프링의 최대 행정은 CEDM 체결시 스크
류와 연장봉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초기 체결시에는 용기가 상하로
움직일 때의 압력용기 내면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마찰베어링을 마찰면에 설치
한다.
․ 하부완충장치
스크램시 긴급삽입장치 전자석의 전원이 차단되면 볼스크류를 포함하
는 모든 가동부위가 자중 및 해제스프링의 힘으로 급속하게 삽입된다. 이때 떨어지
는 충격에 의한 제어봉구동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플라인 낙하 행정 하
부에 하부완충장치를 설치한다. 상부완충장치와 마찬가지로 용기가 상하로 움직일
때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마찰면에 마찰베어링을 설치한다.
․ 압력용기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용기는 상부압력용기, 하부압력용기,
스텝모터 용기 및 수동구동장치 용기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압력용기
는 외부에 위치지시기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스크류의 이동안내를 하는 베어링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하부압력용기는 볼스크류집합체, 긴급삽입장치 및 감속기
어를 수용하고 있으며 제어봉구동장치를 냉각기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플랜지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모든 용기는 스터드볼트, 너트로 연결되며 구리로 된 가스켓에 의
해서 밀봉된다. 스텝모터 용기는 모터의 외부고정자 역할도 수행하므로 여러개의
원환형 자성체 링 사이에 비자성체 링을 용접하여 제작된다. 하부압력용기의 전자
석이 설치되는 부위에도 원할한 자장 형성을 위하여 용기의 일부를 자성체 링으로
용접하여 제작한다.
․ 해제스프링 집합체
스크램시는 제어봉이 노심 내부로 급속히 삽입되어야 하는데 가동부위
의 자중만으로는 스크류를 빠른 속도로 하강시킬 수 없으므로 원자로내 가압기 내
부에 해제스프링을 설치한다. 이 스프링은 정상운전시 항상 압축상태에 있게 된다.
반대로 꼬여 올라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축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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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의 비틀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방향으로 네 개의 스프링으로 분리되
어 있다. 스프링이 압축될 때 스프링 끝단의 위치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상
하방향 각 스프링 사이에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스프링가이드를 설치한다. 이
스프링 가이드는 스프링 압축시의 비틀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해제스프
링은 또한 원자로가 뒤집히는 사고에서도 제어봉을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 연결봉 집합체
연결봉 집합체는 스크류와 연장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상,하부에
bayonet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결봉 내부에는 체결봉이 들어 있으며 하단에는 체
결봉을 제 위치에 정렬해주는 스프링이 들어 있다. 또한 연결봉 외벽에는 스텝모터
제어시스템의 이상으로 제어봉이 규정된 행정 이상의 과도한 상승을 하는 경우, 이
를 차단하여 제어봉구동장치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지턱을 가지고 있다.
․ 수동구동장치
제어봉구동장치 내부의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스텝모터만으로의 구동
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평베벨기어축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구
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수동구동장치의 축은 정상 운전시에는 수평베벨기어축
과 분리되어 있지만 수동구동이 필요한 경우 수동구동장치의 상부 너트를 풀면 내
부압력에 의해 수동구동축과 수평베벨기어축이 결합되므로 외부에서 작업자에 의해
볼스크류의의 강제회전이 가능하게 된다.
․ 배기 장치
제어봉구동장치의 상부압력용기 및 스텝모터의 상부에는 원자로의 초
기 냉각재 충수후 제어봉구동장치 내부에 결집되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배기장치
가 설치되어 있다.
3.5.4.10.2 기본설계 사양
이와 같은 설계요건에 따라 기본설계된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의 주요
설계사양은 다음과 같다.
o

- 설계온도 : 350 C
- 설계압력 : 17MPa
o

- 내부 냉각수 온도 : 120 C 이하
- 제어봉구동속도 : 0~15mm/sec
- 스텝모터 종류 : 4상 2여자 방식의 직류 동기성 캔드 모터
- 스텝모터 홀딩토크 : 22 N-m
- 스텝모터 한 펄스당 회전자 회전각 : 7.5

o

- 스텝모터 한 펄스당 제어봉 이동거리 : 0.25 mm
- 안전등급 위치지시기 센서 종류 : Reed Switch
- 안전등급 위치지시기 센서 간격 : 20 mm
주요 부품에 사용된 재질은 다음과 같다.
- 압력용기, 내부구조물 : STS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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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구조물중 자성체 : STS 430
- 외부구조물중 자성체 : S20
- 볼스크류, 스터드 볼트 : Incoloy 925
- 스프링 : Inconel X750
- 권선 : 폴리 아미드
- 볼베어링, 볼너트, 베벨기어 : STS 440C
- 마찰베어링 : Superple PVX100

그림 3.5.4-49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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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핵연료 및 노심
3.6.1 핵연료 설계
3.6.1.1 설계요건 및 기준
3.6.1.1.1 핵연료봉 설계요건
핵연료봉은 이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원통형의 지르코늄 합금관에 주입한
형태이다. 이러한 설계의 핵연료봉은 경수냉각 원자로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
어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가) 핵연료봉은 원자로의 정상상태 및 운전중의 과도상태에서 손상되지 않
아야 한다.
나) 비상 및 사고상태에서는 원자로의 냉각성이 유지되고 필요시 제어봉의
삽입이 항상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연성독봉은 경수로에서 성
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핵연료봉과 동일한 설계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라) 핵연료봉 및 가연성독봉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는 설계기준으로서 주요 성능변수에 대해 설계 제한치를 우선 설정한 후, 핵연료봉
및 가연성독봉이 설계 제한치를 만족하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3.6.1.1.2 핵연료집합체 기계설계요건
가) 기능설계요건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핵적, 열수력적 관점을 반영하여 핵연료봉을 길
이방향으로 지지하고 반경방향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열하여 전 설계조
건에서 기하학적 냉각형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원자로 내부구조물(핵연료 정렬판, 상부 안내구조
물의 핵연료 안내관 및 원자로 지지구조물)과 양립성이 있어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가능한 유량 및 온도 조건에서 핵연료 및 독물질
봉과의 접촉부위에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제어봉집합체를 정 위치에 정렬하게 하여 접촉부
위에서 과도한 마모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 설계조건에서 제어봉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해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기계설계는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서 핵연료의 부품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가 각각의 설계조건에서 허용된 범위 이상으로 핵연료에 손상
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중성자선원 집합체와 상부에서 설치되는 원자로
계측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 구조는 해체 및 조립이 가능해야 한다. 즉 상단고정체의
제거, 재조립 및 재잠금 등과 원격장비에 의하여 핵연료 및 독물질봉의 제거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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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성능설계요건
ㆍ기동/정지 - 수명동안 50 회
ㆍ출력 사이클 (설계출력의 10-100-10 %) - 수명동안 매일
ㆍ원자로 불시정지 (100 %에서) - 수명동안 50 회
ㆍPC-2 및 3의 발생 - 핵연료 수명동안 1 회
3.6.1.1.3 제어봉집합체 기계설계요건
가) PC-1 : 비운전 및 정상 운전
PC-1 상황은 취급, 최초 선적, 원자로 보수 및 출력 운전(발전소의 운
전연습을 포함한)에 계획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PC-1 상황들은 제어봉집합
체의 손상과 계속되는 운전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없어야 한다. PC-1상
황의 하중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ㆍ취급 및 운송 : 최대 가능한 축방향 및 횡방향 하중에 상응하는 하중
과 이들 기간 중 운송 및 취급장비에 의해 제어봉집합체에 부과되는 가속도는 제어
봉집합체의 어떤 표면과도 접촉이 없으며, 어떤 장비의 오동작도 없다고 가정한다.
재료의 성질에 대한 조사 효과는 재장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취급하중의 효과를 해
석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ㆍ원자로 보수 : 제어봉집합체가 받는 하중은 보수 절차의 모든 상황에
서 받게 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ㆍ출력 운전 : 하중은 설계 출력범위에서 천이 및 정상 운전 중 처해지
는 조건으로부터 유도된다. 고온 운전시험, 시스템 기동, 고온 운전대기, 규정된 출
력 제한치 내의 운전ㆍ제어된 천이 및 시스템 정지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탈, 삽
입, 어떤 위치로부터의 불시정지, 냉각수 유동에 의해 유발된 압력차, 유체유발 진
동, 열팽창차에 의해 유발된 성장차 및 독물질의 팽윤(swelling)에 의해 유발된 조
사로 인한 하중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PC-2 : 이상조건
PC-2 상황은 발전소의 수명 중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될 수 있는
계획되지 않은 것이다. 제어봉집합체 설계는 기계적 손상 여유와 계속되는 정상운
전을 방해할 어떠한 영구의 영향이 없는 어떤 단일 이상조건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이 있어야 한다. 이상조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고들은 아래와 같다.
ㆍ운전기준지진(OBE)
ㆍ제어되지 않은 제어봉집합체의 인출
ㆍ부분적 냉각수 유동의 손실
ㆍ부하의 손실(원자로 터빈 부하 불일치)
ㆍ정상 급수 부족
ㆍ발전소의 정전
ㆍ과도한 잔열 제거 (급수 계통 오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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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어봉집합체 낙하
ㆍ원자로 냉각재펌프의 사고에 의한 감압
다) PC-3 : 비상조건
PC-3 상황은 발전소의 수명 중 매우 드물게 접할 수 있는 계획되지
않은 사고이며, 수정이나 보수를 위한 운전정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어봉집합체의
어떠한 구조적 손상은 없다. 비상조건 상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고는 아래와 같
다.
ㆍ원자로 냉각재펌프 회전날개의 고착을 제외한 100% 출력운전에서 주
냉각재 유동의 완전한 손실이나 파단
ㆍ증기 우회계통의 오동작
ㆍ고압의 불시정지 신호로 유발될 수 있는 상황
라) PC-4 및 5 : 고장조건
PC-4 및 5 상황은 원자력 에너지 계통의 건전성과 운전성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고를 말한다. 고장조건 상황에 해당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다.
ㆍ안전정지지진(SSE)
ㆍ소형냉각재상실사고(SBLOCA)
ㆍ안전정지지진 및 냉각재상실사고의 동시 발생
ㆍ2차계통 주 배관의 파단
ㆍ제어봉집합체 이탈
ㆍ냉각재펌프 회전날개의 고착
3.6.1.1.4 핵연료봉 설계기준
가) 핵연료봉의 각 구조부품의 응력은 다음의 응력 제한치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ㆍPC-1 및 2
Pm ≤ Sm
Pm + Pb ≤ FsㆍSm
ㆍPC-3
Pm ≤ 1.5 Sm
Pm + Pb ≤ 1.5 FsㆍSm
ㆍPC-4 및 5
Pm ≤ S'm
Pm + Pb ≤ FsㆍS'm
<약어>
Pm : 계산된 1차 막응력
Pb : 계산된 1차 굽힘응력
Sm :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에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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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응력 강도값
S'm : 2.4 Sm 혹은 0.7 Su (비연소 재료의 최소 인장 응력)중
작은 값
Fs : 형상계수
나) 핵연료의 온도는 용융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다) 정상운전 및 운전 중 과도상태에서 피복관의 원주방향 평균변형률은
1% 이하여야 한다.
라) 피복관의 수소화 및 방사선 조사로 인해 피복관의 연성이 피복관 변형
률 제한치인 1%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마) 핵연료봉의 피복관이 피로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바) 핵연료봉의 내부압력은 원자로의 계통압력보다 작거나, 계통압력보다
클 경우에는 피복관의 바깥방향으로의 크립변형으로 인해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관
의 갭이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 피복관과 냉각수의 모든 가능한 화학작용(피복관의 산화 및 Crud의 피
복관 표면 침착 등)으로 인해 피복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아) 핵연료봉의 플레넘스프링은 축방향으로 4g의 충격조건하에서 핵연료
소결체의 축방향 이동을 제한하여야 하며, 플레넘 영역에서의 피복관의 안쪽으로의
크립 변형시 피복관을 지지하여 좌굴(Collapse)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 핵연료봉의 연소기간 중에 피복관의 좌굴(Collapse)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차) 피복관의 조사성장에 따른 핵연료봉의 길이증가는 핵연료봉과 핵연료
집합체의 상ㆍ하단고정체 간의 거리보다 작아서 핵연료봉과 상ㆍ하단고정체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야 한다.
3.6.1.1.5 핵연료집합체 기계설계기준
가) 구조적 건전성 기준
ㆍPC-1 및 2
Pm ≤ Sm
Pm + Pb ≤ FsㆍSm
ㆍPC-3
Pm ≤ 1.5 Sm
Pm + Pb ≤ 1.5 FsㆍSm
ㆍPC-4 및 5
Pm ≤ S'm
Pm + Pb ≤ FsㆍS'm
<약어>
Pm : 계산된 1차 막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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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 계산된 1차 굽힘응력
Sm :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에서 정의된
설계응력 강도값
S'm : 2.4 Sm 혹은 0.7 Su (비연소 재료의 최소 인장 응력)중
작은 값
Fs : 형상계수
ㆍ핵연료집합체는 주기적 하중에 의해 발생된 피로손상들이 핵연료집합
체의 수명동안 0.8 이상의 피로손상계수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ㆍ핵연료집합체는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 장전전 정
상 취급하중에서 핵연료집합체 외곽치수를 1.2 mm 범위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ㆍ계산된 홀다운스프링의 전단응력은 최소 전단허용응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ㆍ지지격자체의 예상되는 충격하중은 시험에 의한 충격좌굴강도를 발생
하는 하중보다 작아야 한다.
ㆍ안전정지지진에서 핵연료집합체는 제어봉집합체의 긴급 삽입을 방해할
정도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나) 최상부 및 최하부 지지격자의 길이방향의 최대 거리는 수리 용접하여
작아진 핵연료 혹은 독물질의 길이보다 상당히 작아야 한다.
다) 핵연료집합체는 전유량으로 전출력 운전 중에서 원자로 하부구조물에
서 들리지 않아야 한다. 계산되는 홀다운력은 핵연료부품의 공차, crud 생성, 항력
계수, 우회유량, 유량비균일, 유량 불확실도 및 유량 측정불확실도 등과 열유체설계
에서 추천하는 여유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지지격자의 숫자와 위치의 결정은 핵연료 및 독물질의 비 지지길이에
서의 고유진동수가 예견되는 가진 진동수와 상당히 불 일치되도록 한다.
3.6.1.1.6 제어봉집합체 기계설계기준
제어봉집합체와 각 부품의 설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능적 요구조건
을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설계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모든 기준들은 제어봉집
합체의 설계 수명기간 동안 적용된다.
가) 스파이더 구조물
스파이더는 제어봉들을 위한 구조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웨브는 제어봉
구동장치 이송운동, 불시정지 하중, 지진 및 냉각재 상실사고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발생되는 수직 및 횡방향의 굽힘과 전단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응력 제한치
는 다음과 같다.
ㆍPC-1 및 2
Pm ≤ Sm
Pm + Pb ≤ Fsㆍ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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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C-3
Pm ≤ 1.5 Sm
Pm + Pb ≤ 1.5 FsㆍSm
ㆍPC-4 및 5
Pm ≤ S'm
Pm + Pb ≤ FsㆍS'm
<약어>
Pm : 계산된 1차 막응력
Pb : 계산된 1차 굽힘응력
Sm :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에서 정의된
설계응력 강도값
S'm : 2.4 Sm 혹은 0.7 Su (비연소 재료의 최소 인장 응력)중
작은 값
Fs : 형상계수
나) 그리퍼 커플링-신장축 연결
그리퍼 커플링은 나사부의 고착이 없이 원격 연결 및 해제를 허용하는
신장축 커플링 메커니즘을 갖는 연결부를 제공한다.
다) 나사부 연결
체결력을 엄밀히 하기 위해(그리퍼 커플링과 스파이더의 연결을 포함
한) 나사부 연결은 연결부에서 생성되는 운전주기 하중보다 크게 되도록 예비하중
을 설계하여야 한다. 예비하중에 의해 생성되는 전체 축방향 주응력은 0.6 Sm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베어링응력은 운전온도에서 항복응력보다 작도록 제한하여야 한
다. 체결장치는 예비하중의 손실을 제한하도록 나사부 연결을 제공한다. 영구 체결
장치는 이들의 계속적인 기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용접으로 이완을 방지한다. 재
구성 중 사용을 위해 설계된 체결장치는 원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연
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기계적 하중들은 체결장치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라) 피로손상
제어봉집합체는 주기적 하중에 의해 발생된 피로 손상들이 제어봉집합
체의 수명동안 0.8 이상의 피로손상계수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마) 펠렛-피복관 상호작용
가장 가혹하게 연소시킨 B4C 펠렛의 10년 연소도에서 과도한 피복관의
변형률을 유발시켜서는 안되며, 여기서의 과도한 피복관 변형률은 다음에 정의한
바를 따른다.
ㆍ평균 피복관 직경의 1.0% 영구 원주방향 변형률
ㆍ피복관의 균일한 연신율로 조사한 과도한 변형률
ㆍ과도한 허용 가능한 값에서 비상정지 시간을 만족하는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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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복관 함몰
피복관은 제어봉집합체 수명기간 동안 접하는 압력차의 완전한 범위에
대해 자유 직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최대 계통 압력에 의해 유발된 최대 난형도
(ovality)를 갖는 관의 탄성좌굴을 발생시키는 임계압력의 비는 운전 주기초에는 1.3
보다 커야 한다. 만일 비상정지 신호보다 이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압 불시정지
값보다 큰 압력과 사고조건에 의해 발생된 압력들은 설계 수명기간 노출조건의 일
부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어봉집합체의 수명기간 중, 난형도는 제어봉집합체 피복
관 외경과 충격 완충 영역에서의 안내관 내경간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값으로 제
한하여야 한다.
사) 제어봉의 응력
피복관, 봉단 마개, 커넥터, 스테인레스강 단면부 및 제어봉 구동장치
이송 운동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체결 요소들, 압력차, 축방향 및 횡방향 하중, 지
진 및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해 발생된 변위에 의해 발생된 응력들과 비상정지
하중들은 스파이더에 관한 응력 제한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아) 스페이서
모든 스페이서들은 운전온도에서 재질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제
어봉 구동장치 이송운동에 의해 유발된 최대 가속도가 곱해진 독물질의 무게를 견
딜 능력을 가져야 한다.
자) 구조적 용접
제어봉의 구조적 용접은 하중 조건과 주응력 제한치와 동일하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1차 응력과 용접의 불연속성의 존재에 의해 발생된 2차
응력의 조합은 3.0 S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차 응력의 평가는 PC-4 및 5 상
황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차) 피복관 마모
피복관 두께의 최대 5% 균일한 마모 깊이가 제어봉집합체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카) 스파이더 스프링
스파이더에 부착된 스프링의 회전 전단응력은 전단에 관한 항복응력으
로 제한되어야 한다. 스프링은 운전에서 최대 압축시에도 강선의 높이에 도달해서
는 안 된다. 제어봉집합체와 신장축의 수중 중량 합이 구동 메커니즘 래치의 작용
중 축방향으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게다가,
스프링은 정상운전 조건 중 가장 무거운 제어봉집합체와 축의 이동과 연관된 운동
및 위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타) 플런저
플런저는 운전 중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플런
저는 PC-1의 허용 가능한 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제어봉집합체-신장축
조합이 0의 유동 비상정지로부터 발생하는 충격하중을 제어봉집합체에서 상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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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파) 독봉 플레넘 스프링
독봉 스프링은 운송 및 취급 중 5g의 축방향 가속도를 위해 피복관에
관해 필터 재질의 적층시 상대적 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스프링에 있어 최대 회
전 전단응력은 운전 주기초에 전단에 대한 항복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독봉 스프링
은 피복관과 필터 재질간의 성장 및 열팽창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적층 무
게와 동일한 최소 하중을 유지하여야 한다. 스프링들은 독봉의 사용기간 동안 강선
의 높이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
하) 치수의 적합성
제어봉집합체는 인접한 핵연료집합체, 상부 안내구조물, 제어봉집합체
의 취급장비를 포함하는 하드웨어와 기하학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거) 무게
최대 제어봉집합체의 무게는 제어봉 구동장치 시방서의 중량제한을 만
족하여야 한다.
너) 비상정지 기준
제어봉집합체는 운전기준지진을 제외한 모든 PC-1 및 2에 대한 시간
및 변위 제한에 따라 완전히 인출된 위치로부터 90% 삽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ㆍ운전기준 및 안전정지지진 사고를 위해, 제어봉집합체는 비상정지가
가능하여야 하나, 미리 규정된 90% 삽입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 이내를 만족시킬 필
요는 없다.
ㆍSBLOCA시, 제어봉집합체는 비상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봉집합체의 구동 및 비상정지는 제어봉집합체의 건전성에 부수적일 뿐 아니
라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핵연료집합체를 통한 안내 경로가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더) 독물질의 방향
제어봉에서 독물질의 위치와 길이는 독봉의 하단이 제어봉집합체와 신
장축들이 완전히 삽입된 등가 위치일 때 제어봉 끝단의 위치는 연료 유효길이의 하
단으로부터 반응도 제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마찬가
지로, 제어봉이 최대로 인출되었을 때 독물질은 연료의 유효길이의 상단과 동일하
거나 위에 있어야 한다.
러) 베어링 표면
기계적 하중들과 체결부의 예비하중에 의해 생성된 베어링 표면에서의
응력들은 재료의 항복응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머) B4C 펠렛
B4C 펠렛들은 펠렛과 피복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모따기를 실시한다. 밀도와 B-10 성분은 핵설계의 요구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버) 제어봉 끝단

- 235 -

ㆍ치수적 안정성 : 제어봉의 끝단 설계는 제어봉과 핵연료집합체 안내관
의 완충 영역간에 직경방향의 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봉의 끝단 영역
에서의 변형률은 0으로 제한된다.
ㆍ냉각재 유동 수용 : 제어봉집합체 끝단의 축방향 위치는 핵연료집합체
안내관 완충영역에서 핵연료집합체로 완전히 삽입되었을 때에도 유동 구멍이 제어
봉집합체 끝단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서) 봉의 공간 체적
유용한 체적을 갖도록 크기가 정해진 공간 체적은 최대 예측된 축방향
평균 B-10 연소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 압력은 허용 가능한 응력 제한치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플레넘 길이는 플레넘 스프링 요구조건과 일치하여야 한
다.
3.6.1.1.7 핵연료봉 적용법규 및 기술기준
핵연료봉의 설계는 가압경수로용 핵연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압
경수로용 핵연료봉의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ㆍSRP Section 4.2 : Fuel System Design
ㆍ10CFR50 App. K GDC 10
ㆍANSI/ANS 57.5 : LWR's FA Mechanical Design and Evaluation
3.6.1.2 계통 설명
핵연료집합체는 그림 3.6.1-5와 같이 17×17 격자배열로서 264개의 핵연료
봉과 지지격자에 용접된 25개의 안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과 하단은 각각
상단고정체와 하단고정체가 부착되어 있다. 25개의 안내관 중 핵연료집합체의 중앙
에 위치하고 있는 1개의 안내관은 노내계측기가 장전될 핵연료집합체에 노내계측기
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24개의 안내관은 제어봉 삽입시 제어봉을 유도하
는 역할을 한다.
핵연료는 세라믹 소결체 형태로 된 이산화우라늄이며, 가압된 지르칼로이 피복관
내에 밀봉된다.
1차냉각재의 유로는 노심, 주 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노심 순으로 형성된다. 원
자로 압력용기 상부헤드(환형덮개)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주 냉각재펌프에 의해 냉
각재는 원자로 압력용기 중앙 하부에 위치하는 노심과, 원자로 압력용기와 노심지
지원통 사이의 환형공간에 위치하는 증기발생기 사이에 강제순환유동이 형성되어
노심에서 발생된 열이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의 2차측으로 전달된다. 제어봉 보호관
은 노심의 상반부 위를 흐르는 냉각재의 횡방향 유동으로부터 제어봉의 중성자 흡
수 물질을 보호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 제어봉, 노내계측기를 지지하고 위치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냉각재의 흐름을 유도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또한 정적
및 동적 하중을 흡수하여 압력 용기로 그 하중을 전달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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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 취급, 온도 및 압력구배, 냉각재 흐름에 의한 충격, 진동, 지진가속력에 기인
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원자로의 정상, 이상, 비상 및 사고 조건 하에
서도 안전하게 그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위하여
내진범주 I에 해당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계에 있어서는 또한 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변위를 제한한다.
3.6.1.3 핵연료봉 설계
3.6.1.3.1 핵연료봉 설계개요
일반적인 핵연료의 설계요건들로는 3.6.1.1에 따라 원자로의 정상 운전
및 운전 중 예상되는 과도상태에서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고, 사고시 제어봉의 삽입
이 필요할 경우 제어봉의 삽입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노심
의 냉각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등이 있다[3.6.1-1].
SMART 노심 핵연료는 900MWe PWR의 핵연료인 17x17 KOFA 핵연료[3.6.1-2]
의 설계를 기본으로 사용한다[3.6.1-3]. 핵연료봉의 개략도 및 제원을 KOFA 핵연료
봉과 표 3.6.1-1에서 비교하였다. UO2 소결체와 Zircaloy-4 피복관을 사용하며, 연료
봉의 상부에는 플레넘이 있어서 UO2 소결체로부터 방출된 핵분열 기체를 수용하며,
플레넘에는 압축 스프링을 삽입하여 핵연료 소결체의 상하 이동을 방지한다. 핵연
료봉의 외경은 9.5 mm이고 소결체의 외경은 8.05 mm이며, 피복관의 두께는 0.64
mm이다.
SMART 핵연료봉의 구조별 재질, 체적 및 무게는 표 3.6.2-2와 같으며 제원은 표
3.6.1-3과 같다. 핵연료봉 내 핵연료 소결체의 적층 길이(핵연료 유효 길이)는 2,000
mm로써 17x17 KOFA 핵연료봉의 길이 3,658 mm의 55 % 정도이다. 그림 3.6.1-1
은 SMART 핵연료봉의 도면이며, 그림 3.6.1-2는 소결체에 대한 상세도면이다.
3.6.1.3.2 핵연료 피복관
핵연료 피복관은 Zircaloy-4가 사용된다. Zircaloy-4는 중성자 흡수율이
낮고 물에 대해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대용량 상용 PWR 핵연료의 피복관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연소도 60,000 MWD/MTU 이상까지 노내에서 성능이 충분히 검
증되었다.
Zircaloy-4 피복관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는 피복관의 온도에 영향을 주
는 핵연료 출력과 냉각수 화학 등이 있다. SMART 핵연료의 평균 출력은 PWR보
다 약 40% 작으며, 최대 출력을 내는 핵연료봉도 대용량 상용 PWR 핵연료봉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MART 원자로의 1차계통 냉각수의 화학 조건
은 대용량 상용 PWR과는 달리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붕소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붕산에 대응하여 냉각수의 pH를 중화시켜 주는 Lithium도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의 방사 분해를 억제하기 위해 PWR에서는 수소를 직접 주입하는
반면에 SMART 원자로에서는 암모니아를 10 ppm 이상 용해 주입한다.
3.6.1.3.3 핵연료 소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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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소결체는 4.95 wt.% 농축도의 UO2 소결체로써 17x17 KOFA 핵
연료 소결체와 동일하다(표 3.6.1-4 참조). 따라서, SMART 핵연료 소결체는 17x17
KOFA 핵연료의 화학적 조성, 밀도, 열적특성 및 기계적특성이 동일하다[3.6.1-2].
핵연료 소결체는 직경이 8.05 mm, 길이가 10 mm인 원통형 모양으로, 상하면에는
각각 5.5 mm3 부피의 Dish를 둔다. UO2 소결체의 밀도는 이론 밀도의 95%로써
10.4 g/cm3이다. UO2 소결체는 경수로에서 연소도 60,000 MWD/MTU 이상까지 성
능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소 성능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6.1.3.4 연료봉 충진기체 가압
연료봉은 두 가지 이유로 헬륨으로 초기 가압된다.
가) 연료의 설계수명 동안 피복관 함몰을 방지한다. 초기가압은 피복관 내
외부의 압력차이로 인한 응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크립 함몰을 발생시키는데 요구되
는 시간을 연료의 필요한 운전수명 이후로 연장시킨다.
나) 연료봉 내에서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 갭의 열전도계수를 향상시킨다.
헬륨은 기체 핵분열생성물보다 높은 열전도계수를 갖고 있다.
비가압 연료에서, 초기의 좋은 헬륨 열전도계수는 차후 소결체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기체의 첨가로 인하여 감소된다. 초기 헬륨 가압은 연료의 설계수명에
걸쳐 높은 헬륨-핵분열생성물 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갭의 열전도계수 및 열전
달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연료봉 내압에 대한 연료봉 출력준위 및 봉 연소도의
영향은 매개변수별로 연구되어 왔다.
표 3.6.2-3에서와 같이 초기 96% 이상의 헬륨 충진기체를 22.5 bar의 압력으로
가압한다. 이러한 초기 충진압력은 피복관 함몰을 방지하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최대 수명말기 봉내압이 냉각수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6.1.3.5 핵연료봉 성능분석
가) 원자로 특성
열출력 330 MWt급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의 핵설계 기준으
로 무붕산 노심, 핵연료농축도 5 wt% 이내,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 운전정지여유
도 1%△ρ, 재장전시 Keff 0.95 이하 등을 선정하여 설계되고 CASMO-3/MASTER
전산코드체계를 이용하여 SMART 노심계산에 적용한다. 이에 적용된 핵연료는
17x17 KOFA를 기본으로 유효노심 높이는 2,000 mm이다.
나) 연료봉 출력이력 특성
SMART 원자로의 노심에는 13,468개의 핵연료봉과 292개의 가돌리니
아 가연성독봉을 장전하여 최대 봉연소도를 갖는 UO2 핵연료봉과 UO2+Gd2O3 연료
봉을 선택하여 핵연료봉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이때 핵연료봉의 농축도는 다음과
같다.
ㆍ독봉이 없는 집합체의 신연료 농축도 : 4.95wt% U-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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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독봉이 있는 집합체의 신연료 농축도 : 1.8wt% U-235와 4wt% Gd2O3
핵연료의 성능분석을 위해 열수력 입력자료, 핵연료봉 입력자료 및 소결체 입력
자료가 필요하며 성능분석에 따른 연료봉 설계범위 및 제한치는 표 3.6.1-5에 요약
하였으며, 노심 열수력 자료는 표 3.6.1-6에 정리하였다.
다) 방법론 분석 및 전산코드
핵연료봉 성능분석 절차는 KOFA 핵연료 설계지침서에 잘 설명되어져
있다[3.6.1-4]. 핵연료봉 성능분석을 위해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Long Term,
Hot Channel 및 Cladding Stress를 분석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Long Term 분석 : 정상상태에서 운전 중인 원자로의 핵연료봉 분석
ㆍHot Channel 분석 : PC-1 과 PC-2 조건에 따라 인가된 원자로의 운전 중
과도상태에서의 핵연료봉 분석
ㆍCladding Stress 분석 : PC-1 과 PC-2 조건에서 핵연료봉의 기계적 건전성
을 검토
위의 3가지 분석을 통하여 KOFA 핵연료봉 설계기준(표 3.6.1-5)에 필요한 설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ㆍLong Term 분석과 연관된 변수
- 핵연료봉 내압(RIP)
- 피복관의 equivalent plastic strain(εeq)
- 피복관의 산화층 두께(δZrO )
2

- 피복관의 수소농도( CH )
ㆍHot Channel 분석과 연관된 변수
- 핵연료 소결체 중심온도( Tcl )
- 피복관의 total tangential strain(εt)
ㆍCladding Stress 분석과 연관된 변수
- 핵연료봉 설계압력( PD )
- 피복관 내부 및 용접부분에서의 equivalent stresses
- Alternating Bending Stresses
SMART용 핵연료봉 출력이력은 Long Term 및 Hot Channel 분석에 사용된다.
이때 사용되는 전산코드는 CARO-D를 사용한다. 이 코드는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의 조건하에서 핵연료봉의 거동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CARO-D 계산에서 Engineering Factor(FT=1.03)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Long Term 분석에 사용되는 CARO 입력 중에 피복관의 산화관련 실험적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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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수(Empirical Irradiation Fitting Factor)는 피복관 산화거동을 예측하는
COMO-C 코드의 결과와 best estimated CARO 결과(LT-3)를 비교하여 피복관의
최대 산화층 두께를 결정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2.6 Fitting Factor를 사용하였다.
피복관 응력 및 변형률 분석은 연소이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피복관 응력의
한계는 주기말에서 압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피복관의 응력이 열수력 자료와
핵연료봉 자료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SPAN-C 코드를 이용하지만 핵연료봉 설계
압력을 이용하여 수계산이 가능하다.
라) 핵연료봉 한계 연소이력
원자로에 장전되는 모든 핵연료봉(13,760개)을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핵연료봉 설계기준과 연관된 제한치를 고려한 한계 연소이력을 갖는 연료
봉을 선택하여, 인가된 원자로의 운전조건에서 설계기준의 만족여부를 분석하게 된
다.
Long Term 분석과 Hot Channel 분석을 위해 핵설계 그룹에서 각각의 연소이력
[3.6.1-4]을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기말에서의 높은 출력과 높은 연소도에서
Long Term 분석을 통하여 봉내압(RIP)과 피복관의 소성변형(εeq)이 더 높게 나타
나며, Hot Channel 분석에서는 소결체 중심온도(Tcl)와 피복관의 변형률(εt)이 더
높게 나타난다.
마) 전산코드 입력자료
핵연료봉의 성능분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의 입력자료를 작성하는 절
차는 CARO-D5.5 코드 지침서[3.6.1-5]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핵연료봉 설계지
침서[3.6.1-4]에도 요약되어 있다.
바) 핵연료 성능분석 결과
SMART용 핵연료봉은 900 MWe PWR용의 KOFA (Korea Fuel
Assembly) 핵연료봉의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소결체의 적층 길이를 KOFA의
3,658 mm에서 2,000 mm로 줄인 것이다. 독봉이 없는 신연료의 농축도는 4.95 wt%
를 사용하였으며, 독봉이 있는 집합체의 신연료 농축도는 UO2 1.8 wt%와 Gd2O3 4
wt%를 사용하여 약 36 개월 주기로 노심의 핵연료를 전량 교체한다. 핵연료봉의
평균선출력은 119.91 W/cm로써 발전용 PWR의 평균선출력 178.3 W/cm 보다 약
33% 작다. 냉각수의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는 각각 270ૡC 및 310ૡC로써 PWR
의 291.6ૡC 및 326.8ૡC 보다 평균 19.2ૡC 가 낮다. 그러나 핵연료봉 당 냉각수유
량이 작기 때문에 노심에서의 냉각수 온도증가가 오히려 PWR 보다 크다. 냉각수로
서는 고순도의 물이 사용되는데 PWR에서 노심반응도 제어용으로 냉각수에 용해
주입되는 Boron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다만 물의 방사분해를 억제하기 위해 10
ppm 이상의 암모니아를 용해 주입시킨다. 핵연료 소결체는 UO2 소결체로써 경수로
에서 평균 연소도 60,000 MWd/MTU 이상까지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소성능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MART 핵연료봉 성능
분석 결과[3.6.1-7, 8] 부식에 의한 산화막 두께는 70 ㎛(그림 3.6.1-3 참조)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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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내압은 77 bar(그림 3.6.1-4참조)로 설계기준을 만족하였다. 이때 핵연료봉의 중심
온도 또한 설계제한치 범위내에 있었으며, 피복관 등가소성 변형율은 0.4 %로 기계
적인 건전성측면에서도 설계 제한치를 만족하였다.
3.6.1.4 핵연료집합체 설계
3.6.1.4.1. 홀드다운 스프링력
SMART 핵연료집합체는 표 3.6.1-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7x17
KOFA 핵연료에 비해 그 길이가 줄어든 것과 이에 따른 지지격자 개수의 감소로
인해 집합체에 나타나는 압력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적인 집합체의 부양
력(Lift-Up Force)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SMART 핵연료집합체에 사용할
Holddown Spring은 KOFA의 4개 판을 조합한 Spring Pack 대신 2개의 판 스프링
으로 조합된 Spring Pack을 사용할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의 연소기간 동안 요구되
는 홀드다운력은 다음으로 구할 수 있다[3.6.1-9].
F

N,Req

≥ F

ΔP

+ B F - G FA .

여기서 FN,Req 은 최소 요구되는 스프링력, FΔP 는 집합체의 열수력적 부양력이며
1.24 kN[3.6.1-10]이다. BF 은 집합체 전체의 부력이며 냉각수의 온도에 따른 밀도에
종속이다. GFA 은 집합체의 무게로서 370.84 kg[3.6.1-11]이다. 상기 식으로부터 집합
체의 부력을 최대로 고려하여 계산하더라도 열수력적 부양력이 작아서 최소 요구되
는 홀드다운 스프링력은 -1.998 kN으로서 양(Positive)의 스프링력만 있어도 집합체
는 노심판으로부터 들려지지 않음을 보이므로 2개의 판 스프링을 사용하더라도 핵
연료집합체가 하부 노심판에서 들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3.6.1.4.2. 상단고정체 기계강도
SMART용 상단고정체(Top End Piece)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부에 위치하
여 아래로는 안내관(Guide Thimble)을 통하여 하단고정체(Bottom End Piece)와 연
결되어 집합체의 골격을 형성하고 위로는 두름판(Enclosure) 위의 고정틀(Frame)에
1조에 2개의 판으로 구성된 4조의 홀드다운 스프링(Holddown Spring)을 부착하여
집합체가 노심에서 들려지지 않도록 하며, 유로판의 유로구멍(Flow Holes)을 통하
여 가열된 냉각수가 고루 분산하여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고정틀과
정렬구멍(Alignment Hole)을 통해 장전기 Finger가 물려질 수 있도록 하여 집합체
의 이동 및 장전/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상부 노심판과 하부 노심판 사이의 하중전
달 경로를 제공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품이다. 국산핵연료의 상단고정체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의 일종인 1.4541 혹은 이와 동등의 SUS 321을 사용하며, 드릴로 유로
구멍 내기 후 전자빔 용접(Electric Beam Welding)으로 두름판과 고정틀을 유로판
에 부착하여 제작된다.
기존의 국산핵연료 상단고정체 해석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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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여부를 평가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최대 응력 발생지점에 Strain Gauge를 부착
하여 기계강도 시험을 통해 설계검증을 하여 왔다. 여기서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ANSYS를 사용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를 허용 최대 응력강도값과 비교하여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상단고정체의 제원은 표 3.6.1-7과 같다. 이때 상단고
정체의 물성은 1.4541의 물성을 이용하고 1.4541의 영률(Young's Modulus)은 상온
20ૡC에서 Ex = 200,000 N/mm2 이며 0.2 % offset 항복응력은 205 N/mm2, 인장강
도(Tensile Strength)는 500∼750 N/mm2 [3.6.1-9]이다. 이로부터 구한 허용 응력강
도 Sm은 [ 1/3σyRT, 2/3σyT, 2/3σuT, 0.9σu,0.2T ] 중에서 최소 값인 205 N/mm2이다.
해석 대상인 SMART용 상단고정체는 기하학적 대칭성을 고려하여 1/4 단면을 취
하여 모델링하면 그림 3.6.1-6와 같다.
상단고정체의 설계하중으로는 운전조건 I, II에서의 정상상태 운전 중 상단고정체
에 가해지는 CEA Scram 하중, Holddown Spring에 의한 압축하중과 집합체 자신
의 중량이 있으며, 이 외에도 냉각수 유동에 의한 유체력이 있으나 이 유체력은 다
른 하중에 비하여 작으므로 하중에서는 제외한다. 또 운전조건 III, IV에서의 하중
및 비가동 하중으로서 운송과 취급시의 하중이 있으며 경수로에서는 이들 하중 중
에서 운송과 취급시의 하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3.6.1-12] 설계시
는 이러한 운전 및 취급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설계하중으
로서 이들 하중으로부터 집합체 자중의 4배를 한 정적하중을 구하여 설계하중으로
사용하여 해석에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안내관 주변 절점에 가해야 할 절점하중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F Node =

( W Fuel + W CEA ) kg × 9.81 N/kg × 4
.
N GT × Nodes/GT

여기서 WFUEL는 SMART 집합체 무게로서 370.842 kg[3.6.1-11]이며, WCEA는 CEA
무게이며 44.486 kg[3.6.1-13]이다. 대칭위치에 놓인 절점의 하중은 FNode 의 반을 가
한다. 계산 모델에서 사용되는 경계조건은 두름판 상부를 고정경계로 하고 유로판
의 대칭성에 의해 대칭면에 놓인 절점의 변위를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x=0에 위치
한 절점의 Uy=0와 y=0 위치에 면한 절점의 Ux=0 변위 경계를 주고 계산하였다.
유로판 상ㆍ하에서 안내관 나사 주변 요소를 제거한 상단고정체 형상을 모사한
모델에서 얻은 최대 응력강도 값은 173.9 N/mm2 로서 응력기준의 약 85 %를 보인
다.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위는 안내관 나사 주변 Hole을 따라 국부적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보인다.
3.6.1.4.3 하단고정체 기계강도
하단고정체(Bottom End Piece)는 핵연료집합체의 하부에 위치하여 위로
는 안내관(Guide Thimble)을 통하여 상단고정체(Top End Piece)와 연결되어 집합
체의 골격을 형성하고 유로판 아래로는 사각형의 Angle을 유로판 아래 네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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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용접하여 하부 노심판의 정렬핀에 의해 고정되고, 12.6 mm의 유로구멍 피치를
갖는 유로판의 유로구멍(Flow Holes)을 통하여 냉각수가 위로 고루 분산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며 상부 노심판으로부터 안내관을 통해 하부 노심판 사이의 하중전달
경로를 제공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품이다. 기존의 국산핵연료 하단고정체 해석
에서는 상단고정체와 마찬가지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최대 응력 발생지점에 Strain Gauge를 부착하여 기계강
도 시험을 통해 설계검증을 하여 왔다. 하단고정체 물성 및 허용응력 강도는 상단
고정체 강도평가에서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다. 여기서 사용된 하단고정체의 제원은
표 3.6.1-7과 같다.
그림 3.6.1-7은 SMART용 하단고정체로서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생성시 기하학
적 대칭성을 고려하여 1/8 대칭 단면을 취하여 생성된 해석 모델을 보인다. 이 그림
에는 안내관 나사와 안내관 플러그 수용부의 상ㆍ하 구멍을 따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하단고정체의 설계하중으로는 운송과 취급시의 하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3.6.1-12] 설계시는 이 운전 및 취급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설계하중으로서 이들 하중으로부터 집합체 자중의 4배를 한 정적하중을
구하여 설계하중으로 사용하여 해석에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안내관 주변 절점에
가해야 할 절점 하중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F Node =

( W Fuel + W CEA ) kg × 9.81 N/kg × 4
.
N GT × Nodes/GT

여기서 WFuel는 SMART 집합체 무게로서 370.842 kg[3.6.1-11]이며, WCEA는 CEA
무게로서 44.486 kg[3.6.1-13]이다. 대칭위치에 놓인 절점의 하중은 FNode의 반을 가
한다. 계산 모델에서 사용되는 경계조건은 지지 Leg가 바닥에 놓인 상태이므로
Leg 접촉부위를 Uy=0로 두고 유로판의 대칭성에 의해 대칭면에 놓인 절점의 변위
를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x=107 mm line을 따르는 절점의 Ux=0와 y=0에 위치한
절점의 Uy=0 및 대칭선상, 즉, 45°NROTAT 선에 위치한 절점의 local 좌표 y=0에
면한 절점의 Uy=0 변위 경계를 주고 계산한다.
해석결과 안내관 주변 절점에 집중하중을 가하고 얻은 유로판의 응력 분포로서
최대 응력강도 값은 184.1 N/mm2을 얻었으며, 안내관 주변 절점에 압력 하중을 가
하고 얻은 최대 응력분포로서 최대응력 강도 값은 195 N/mm2을 보인다.
3.6.1.4.4 연료봉 노내 지지건전성
SMART 핵연료집합체는 기존의 경수로용 17x17 국산핵연료의 제원을
사용하고 단지 열출력의 감소에 따라 연료봉의 길이를 줄이게 되어 지지격자는 기
존의 8개에서 5개를 사용하여 그림 3.6.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길이가 줄어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맨 위 및 맨 아래 지지격자는 중성자 조사기인 스프링력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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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Inconel 지지격자를 사용하고 중간의 3개 지지격자는 중성
자 경제성에 유리한 지르칼로이-4 지지격자를 이용하도록 예비설계 되었다. 연료봉
은 지지격자에 삽입되어 축방향 및 횡방향의 위치를 유지하며 연소기간동안 건전성
을 유지하여 보증연소도에 이르기까지 연소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KOFA에 비하여
길이가 줄어든 SMART 핵연료봉의 지지격자내 지지스프링에 의한 지지건전성을
연료봉의 고유진동과 관련하여 평가하였다.
이는 먼저 연료봉을 등가의 보 요소(beam element)로 형상화한 후 고유진동모드
를 구하여 이 모드형상과 노내에서 실제적인 연료봉의 변위한계로부터 스프링 지지
반력을 구하고 이 지지반력이 수명기간 동안의 스프링력 이상이 되면 연료봉은 스
프링에 의해 지지된다고 가정하고 이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Premount[3.6.1-14]
등에 의해 제안되었고 임정식[3.6.1-15], 강흥석[3.6.1-16] 등에 의해 적용되었다.
이러한 계산결과에는 지지격자의 위치, 지지격자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 냉각수의
온도, 연료봉 내압, 연료봉의 지지격자에서의 cell 위치를 변수로 하며, 각 각에 대
한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 이로부터 얻은 지지격자 위치에서의 스프링 반력을 얻
고, 이들의 값이 연료봉의 건전성에 주는 스프링력의 변화를 예측하여 노내 운전
중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평가에는 온도 및 압력
에 따른 물속에서의 유체부가 질량의 영향, 연료봉을 균등한 질량분포로 가정한 경
우와 플레넘을 고려한 경우, 연소도에 따른 스프링 지지반력의 영향 및 고유진동수
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계산은 BEVIRA[3.6.1-17]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BEVIRA의 계산결과의 정확
성은 참조계산의 결과와 잘 일치하며 각 지지격자 사이의 경간에서 요소가 많을수
록 작은 쪽으로 수렴함을 보이며 한 경간에서 8개의 요소로 계산했을 경우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에서는 8 개/Span의 요소를 두고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입력자료 값은 표 3.6.1-8와 같다. ANSYS와의 비교를 위해 경간에 하나의
요소를 갖는 경우로 계산하면 연료봉의 플레넘을 고려하지 않고 균일한 봉으로 가
정하고 계산할 결과를 표 3.6.1-9에 보이고 표 3.6.1-10에는 각 지지격자 간격에서
요소 수를 8개를 사용하여 계산된 지직격자 스프링에서의 반력을 나타내고 있다.
운전 중 0-연소도일 때 각 지지격자 위치 및 cell의 위치에 따른 고유진동수 및
지지격자 스프링 반력의 계산결과는 표 3.6.1-11와 같다. 각 cell 위치에서 모드 수
에 따른 고유진동수는 각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최소,
중간, 최대값의 조합에 따른 고유진동수 차이도 크지 않음을 보인다. 이로 인해 나
타나는 지지격자 위치별, cell 위치별 지지 반력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외곽
지지격자 cell에서 상대적으로 큰 지지반력을 나타나며 최대 지지반력은 약 1.4 N을
보인다.
지지격자 스프링은 연료봉의 연소와 함께 중성자 조사에 기인한 응력이완으로 인
해 연소도에 따라 점차 지수적인 스프링력의 상실을 보이게 되고 이는 연료봉을 지
지해주는 역할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는 SMART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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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연소자료가 없으므로 기존의 노내조사에 기인한 스프링력의 변화자료
[3.6.1-18]를 이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스프링력의 변화와 이로인한 연료봉의 고유진
동수 변화 및 지지반력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3.6.1-8는 참고문헌 [3.6.1-18]에서 얻은 연소도에 따른 스프링력의 변화를
보인다. 이 스프링력은 연소도에 따라 지수적인 감소를 하며 약 25 MWD/kgU 정
도의 연소도에 도달하면 집합체 중간에 위치한 지지격자의 스프링력은 완전히 상실
되어 연료봉은 최상, 하단의 Inconel 지지격자의 스프링에 의해 지지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스프링력 이완을 적용하여 계산된 SMART 연료봉의 고유진동수는 그림
3.6.1-9와 같으며 이는 연소도에 따른 진동수 변화로서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지지
스프링력이 감소하게 되어 연료봉의 고유진동수도 상대적으로 연소도에 따라 감소
함을 보이지만 스프링력의 감소와 같은 지수적인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3.6.1-10은 연소도에 따른 지지격자 스프링 반력의 변화로서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감소 및 진동수 감소에 기인하여 연소가 진행될수록 스프링 지지반력의 감소가 나
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연소도에 따라 지지격자 스프링력의 최소 요구되는
지지력은 지지반력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연소도 25 MWD/kgU 이상에서는 스프링
력의 상실을 초래하여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료봉의 연소도에 따른 반경변화와 지지격자 스프링의 조사이완,
지지격자 판의 조사성장은 무시하였으며 스프링력에 영향을 주는 제조공차도 무시
하여 얻은 단순 계산 결과이다.
3.6.1.4.5 집합체 동적 구조건전성
핵연료집합체는 노심에 장전되어 연소되는 동안 집합체에 가해질 수 있
는

외력에

대하여

집합체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외력으로는

SBLOCA에 기인한 하중, 지진의 결과로 발생되는 변위 또는 가속도 하중이 있을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의 동적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진, SBLOCA 등의
외부 동적충격력이 작용했을 경우 각 집합체 절점 또는 부재의 변위, 요소력, 충격
력, 모멘트를 구하여 건전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집합체 또는
두 개의 집합체 열이 병렬로 늘어선 유한 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가상 입력인 가속
도 입력, 집합체 상,하에 가상 변위를 사용하여 집합체의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
고 변위거동 및 충격 응답을 구하였다. 해석에서는 Beam-Spring-Mass를 사용하며,
핵연료집합체의 골격을 이루는 안내관의 강성은 기하학적 제원에서 구하여 계산하
였다. 그림 3.6.1-11은 1-FA 해석 모델과 2개의 집합체가 열을 이룬 모델이며, 집합
체와 집합체 사이의 간격요소에 의하여 충격에 의한 충격력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
이다. 이때 사용된 집합체간의 간격은 1 mm를 사용하고 이 해석 모델의 경계조건
은 핵연료집합체가 노심에 장전되었을 경우 상ㆍ하단 노심판의 정렬핀이 상ㆍ하단
고정체에 삽입되어 횡방향 움직임이 구속되며, 집합체의 길이가 비교적 짧아서 회
전운동을 무시할 수 있고, 상ㆍ하단 고정체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해석
모델에서는 안내관만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각 절점의 mass는 연료봉과 안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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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의 무게를 고려하여 계산하고, 이러한 계산의 타당성은 핵연료집합체의 고
유진동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된 집합체의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17.6 Hz이다. 이를 이용하여 참고문헌 [3.6.1-19]에 따라 계산된 구조감쇄값은 임계
감쇄값을 1% 사용했을 경우, α=1.6248, β=4.82996x10-5이다.
그림 3.6.1-12는 4g 횡방향 가상 가속도 하중을 가했을 경우의 2-FA 모델의 집합
체 변위 거동으로서 최대 횡방향 변위는 집합체간의 간격 1 mm보다 큰 2 mm이므
로 집합체간의 충격을 보이며 이에 의해 최대 응력은 그림 3.6.1-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절점 6에서 560 N/mm2로 계산되었다. 실제의 계산에서는 핵연료집합체에서
부품간의 연성결합과 간격을 가지는 비선형 구조로 인해 횡방향 강성이 기하학적
제원으로 구한 값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해지는 설계기준 지진(DBE)에 의한
가속도 하중도 4g 이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서 계산된 값은 상당한 보수
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공기 중 및 물 속에서의
댐핑 값, 횡방향 강성의 정확한 측정, 가해지는 변위 또는 가속도 값을 정확히 산정
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3.6.1.5 가연성독봉 설계
가연성 흡수체로는 UO2 소결체에 가돌리니아(Gd2O3)를 첨가한 가돌리니아
연료봉이 사용된다. 가돌리니아 연료봉은 상용의 BWR 및 PWR과 많은 중소형 원
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SMART 원자로용 가돌리니아 연료봉의 노내 성능
은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SMART에서는 4 wt.% 가돌리니아 가연성
독봉이 사용된다. 가연성독봉은 수명초기에서의 감속재온도계수를 감소시키고, 첨두
출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핵연료집합체에만 들어 있다. 가
연성독봉이 있는 핵연료집합체에서는 가연성독봉이 선정된 위치에서 연료봉을 대체
한다. 가연성독봉의 기계적인 봉 제원은 연료봉과 동일하며, 가돌리니아가 첨가된
UO2/Gd2O3 소결체의 노내 거동은 대개 UO2와 유사하나, Gd2O3의 농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밀도 및 용융점이 변한다[3.6.1-4].
ρth = 10.4 - 0.04 G
Tm = 2837 - 125 (0.47 G - 0.0175 G2)
여기서, ρth = 이론 밀도 (g/cm3)
G = Gd2O3 농도 (wt%)
Tm = 용융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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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1 SMART 핵연료봉 설계 제원

di

Top

da

s

Bottom

active length

c

b

a

구

분

단 위

KOFA

SMART

비 고

- 외 경

mm

9.50 ± 0.05

9.50 ± 0.05

da

- 내 경

mm

8.22 ± 0.04

8.22 ± 0.04

di

최소 피복관 두께

mm

0.57

0.57

smin

유효길이

mm

3,658 ± 6

2,000 ± 6

핵연료봉 전체 길이

mm

3,847 - 2

2,189 - 2

a

유효길이 위치

mm

11.5 - 0.8

11.5 - 0.8

b

프레넘 길이

mm

166±(+7.6, -8)

166±(+7.6, -8)

c

소결체 직경

mm

8.05 ± 0.01

8.05 ± 0.01

갭 외경

μm

170 ± 50

170 ± 50

소결체 밀도

g/cm3

10.4 ± 0.15

10.4 ± 0.15

U-235 농축도

wt%

3.7

4.95

프레넘 부피

cm3

6.4 ± 0.6

6.4 ± 0.6

수리후 최소 프레넘 부피

cm3

5.7

5.7

초기 제작 봉내압

bar

21.5 ± 1

21.5 ± 1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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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2

구

SMART 핵연료봉의 구조별 재질, 체적 및 무게

분

피 복 관

재 질

부 피 (cm3)

무 게 (kg)

Zircaloy-4

38.59

0.2531

99.33

1.033

99.33

0.989

UO2
소 결 체
UO2+Gd2O3

4 wt% Gd2O3
96 wt% UO2

상 단

Zircaloy-4

0.42

0.0028

하 단

Zircaloy-4

0.42

0.0028

프레넘 스프링

1.4568 (DIN)

2.33

0.018

압축 디스크

1.4541 (DIN)

0.04

0.0003

봉단마개

153.53
핵연료봉(Total)

(displacemen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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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8 (UO2)
1.2678 (UO2+Gd2O3)

표 3.6.1-3

구

SMART 핵연료봉의 부품별 제원

분

단 위

치수 및 재질

mm

2000

디스크 직경

mm

8.0

디스크 두께

mm

0.8

cm3

6.4 ± 0.6

핵연료 유효길이
소결체 디스크

스프링을 포함한 프레넘 부피
재 질

DIN 1.4568
Active Turn : 58

코일 수

Compact Turn : 3.25

비압축 높이

mm

198.5

비압축 직경

mm

8.05

스프링 와이어 직경

mm

1.55

스프링 끝단 직경

mm

7.10

He

%

≥ 96

Ar

%

≤ 4

충진가스 온도(at cold state)

ૡC

25 (Room Temp.)

충진가스 압력

bar

22.5

프레넘 스프링

충진가스

재 질

피 복 관

Zircaloy-4

내 경

mm

8.22 ± 0.04

외 경

mm

9.50 ± 0.05

RMS 평균표면거칠기

μm

0.5

길 이

mm

2,166
a : 9.85

봉단마개 (그림 3.6.1-1 참조)

mm

b : 5.20
c : 11.1

핵연료봉 간격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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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표 3.6.1-4

SMART 핵연료 소결체 제원 및 특성자료

구 분

단 위

재 질

수치 및 재질
UO2, UO2+Gd2O3

UO2

wt%

UO2+Gd2O3

wt%

농 축 도

U-235 : 4.95 wt%
U-235 : 1.80 wt%
Gd2O3 :

4 wt%

ૡC

25 (Room Temp.)

UO2

g/cm3

10.4 ± 0.15

UO2+Gd2O3

g/cm3

높 이

mm

10 ± 1

직 경

mm

8.05 ± 0.01

구배(반경)

mm

66.4

깊 이

mm

Min. 0.23

직 경

mm

6.85

소결체 소결 온도

ૡC

1700

UO2

μm

< 2.0

UO2+Gd2O3

μm

≤2.0

핵연료 제원 온도(at cold state)
초기
소결체 밀도
(Nominal)

9.92 + 0.15,
9.92 - 0.2

소 결 체

소결체 디시
(Pellet dish)

소결체
표면거칠기

UO2

2.00 ± 0.01

UO2+Gd2O3

2.096 ± 0.015

O/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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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5

핵연료봉 설계범위 및 제한치

No.

설계 제한치

제한치

1

The maximum fuel centerline temperature shall be lower
than the fuel melting point.

Tcl < Tmelt

2

The maximum end-of-life internal pressure in the fuel rod
shall not enlarge the fuel-to-cladding gap(i.e., the increase
in the cladding tube diameter caused by the internal
pressure shall be less than the increase in the pellet
diameter due to fuel swelling). The maximum permissible
increase in the cladding tube diameter is limited by
criterion 4.

-

3

The total tangential strain (obtained through superposition
of elastic and plastic strains) which occurs as result of
fast power increase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1%.

εt ≤1 %

4

The equivalent plastic strain in the tensile range
(composed of axial and tangential strain)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2.5%.

εplastic,equiv. ≤ 2.5 %

5

The corrosion layer thickness due to uniform corrosion on
the cladding tube outside surface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100 μm.

δZrO ≤ 100μm

6

The hydrogen concentration averaged over the wall
thickness of the cladding tube shall be less than or equal
to 500 ppm.

CH ≤ 500 ppm

7

The fuel rod design pressure shall be less than the critical
elastic buckling pressure.

PD < Pcrit,el

8

The fuel rod design pressure shall be less than the critical
pressure for plastic deformation.

PD < Pcrit,pl

9

For the equivalent stresses in the cladding tube and in the
welding range the following design limits are applied for
the individual stress categories.

Stress Category*

10

The alternating bending stresses due to dynamic loads
shall be less than 50 N/mm2.

σb < 50 N/mm2

2

2

주*)
Stress Category

Design Limit = Minimum Value from

Primary Membrane Stresses

M

0.9 RP0.2 ; 0.5 Rm

Primary Membrane and Bending Stresses M+B

1.35RP0.2 ; 0.7 Rm

Primary and Secondary Stresses

2.7 RP0.2 ; 1.0 Rm

RP0.2
Rm

M+B+S

= 0.2% Yield Strength as Fabricated Value
= Ultimate Tensile Strength as Fabricated Value

- 251 -

표 3.6.1-6

구

핵연료봉 성능분석용 노심 열수력 입력자료

분

단 위

수 치

o System pressure

bar

150

o Coolant inlet temperature

ૡC

270

o Mass flow rate

kg/sec

0.09446

o Heat transfer coefficient

W/K/m2

14,300

W/cm

119.91

%

2.6

W/cm

591

between coolant and fuel rod
o Core average LHGR
o Heat production
outside the fuel rod
o Maximum possible LHGR
o Peaking factor

1.03

due to fuel rod tol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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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7 SMART 연료집합체 주요 사양 및 Holddown Spring 제원

항

목

제 원

연료봉 수

264

안내관 수

24

계측관 수

1

지지격자 수 (Zry/Inc)

5(3/2)

하단고정체 일변의 길이 (mm)

213.5

Holddown Spring

그림 3.6.1-5 참조

집합체 길이 (mm)

2,400

Active Length (mm)

2,000

집합체 무게 (kg)

370.842

CEA 무게 (kg)

44.486

상단고정체
유로판 두께 (mm)

20

유로판 폭 (mm)

106.1

두름판 두께 (mm)

2.5

유로구멍 폭 (mm)

12.6

안내관 플러그 구멍 (mm)

15.5

안내관 나사 구멍 / 상부 Slot 직경 / 깊이 (mm)

13.2/22.0/3

안내관 나사 Dent Hole 직경 / 상부 Slot 직경 / 깊이 (mm)
판 스프링(leaf/set) / (set)

6.5/8.5/3
2/4

하단고정체
유로판 두께 (mm)

19.5

유로판 폭 (mm)

107.0

앵글 두께 (mm)

5

앵글 길이 (mm)

45

Dashpot 플러그 구멍 (mm)

6.3

표 3.6.1-8 입력자료 계산에 사용된 값

Young's
Modulus
(N/m2)

Area Moment
of Inertia
(m4)

Area
(m2)

Density
(kg/m3)

Mass/m

9.81x1010

1.75712x10-10

1.78141x10-5

3.3594x104

0.59844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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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9 BEVIRA 및 ANSYS와의 고유진동수 계산결과 비교

Mode Number

BEVIRA (A)

ANSYS (B)

deviation (A)/(B) (%)

1

39.82

39.84

0.05

2

46.46

46.33

0.28

3

55.63

55.59

0.07

4

89.66

89.41

0.28

5

142.58

142.72

0.09

6

164.65

164.21

0.27

표 3.6.1-10 지지격자 위치에서의 스프링 지지반력

SG 위치

1

2

3

4

5

지지반력

-0.2624

1.016

-0.4076

-0.2984

0.9410

표 3.6.1-11 운전조건에서 0-연소도일 때 고유진동수 및 지지격자 스프링 반력

Inner

Zry
SG

Inc.
SG

모드

SG
위치

Outer

Corner

최소

중간

최대

최소

중간

최대

최소

중간

최대

Spring
Force (N)

25

35

45

25

35

45

12

18

24

Rotationary
Stiff (N/Rad)

200

280

360

200

280

360

102

153

204

Spring
Force (N)

12

18

24

12

18

24

12

18

24

Rotationary
Stiff (N/Rad)

168

252

336

102

153

204

102

153

204

1

38.78

41.02

42.75

38.16

40.42

42.20

35.29

37.38

39.09

2

44.74

46.53

47.88

43.93

45.67

47.02

42.09

43.80

45.15

진동수

3

52.86

53.65

54.20

52.41

53.19

53.75

51.65

52.47

53.08

(Hz)

4

78.46

82.19

85.08

75.53

78.84

81.56

74.13

77.21

79.78

5

119.78

123.10

125.83

119.04

122.35

125.12

115.04

117.82

120.22

6

134.49

137.07

139.12

133.23

135.65

137.66

131.13

133.29

135.12

1

-0.258

-0.252

-0.243

-0.212

-0.215

-0.213

-0.272

-0.272

-0.268

지지

2

1.029

1.135

1.218

0.851

0.972

1.073

0.917

1.003

1.074

반력

3

-0.522

-0.527

-0.533

-0.564

-0.610

-0.645

-0.476

-0.486

-0.495

(N)

4

-0.209

-0.332

-0.422

0.112

0.047

-0.011

-0.160

-0.247

-0.317

5

1.110

1.147

1.173

1.168

1.307

1.411

0.970

1.025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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ۈۈٻڔړڌڍ

9.85

5.2

11.1

(End Cap)

(Fuel Rod Assembly)

그림 3.6.1-1

SMART 핵연료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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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

SMART 핵연료봉 소결체 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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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Layer Thickness(Micro meter)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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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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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P D (D a y )

그림 3.6.1-3 SMART 핵연료봉 피복관 산화막두께 변화

Rod Internal Gas Pressure(bar)

80

70

60

0

200

400

600

800

1000

EFPD(day)

그림 3.6.1-4 SMART 핵연료봉 내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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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5

SMART 핵연료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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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6 상단고정체 유한요소 모델

그림 3.6.1-7

하단고정체 3D 요소 (Sol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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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pring Force(N)

8

SG 1,5
SG 2
SG 3
SG 4

6

4

2

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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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Burnup(MWd/kgU)

그림 3.6.1-8 연소도에 따른 스프링력 변화

120

Axial P = 128 N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Freqneucies(Hz)

100

80

60

40

20
0

10

20

30

40

Burnup (MWd/kgU)

그림 3.6.1-9 연소도에 따른 진동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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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8

Axial P = 128 N

Reaction Force(N)

0.6

SG 1
SG 2
SG 3
SG 4
SG 5

0.4

0.2

0.0

-0.2

-0.4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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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

Burnup (MWd/kgU)

그림 3.6.1-10 연소도에 따른 반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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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1 One and Two Fuel Assembly F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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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2

가속도 하중에 의한 변위 거동

그림 3.6.1-13

가속도 하중에 의한 응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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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노심 핵설계
3.6.2.1 설계요건 및 기준
핵연료 및 반응도 제어계통의 핵설계 요건 및 기준에 대하여서는 3.6.2.1.1
절부터 3.6.2.1.2절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3.6.2.1.1 노심핵설계 설계요건
가) 안전설계요건
1) 사고에 대하여 높은 저항성을 갖기 위하여, 출력 반응도계수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2) 적어도 두 개의 독립적이고, 다양성을 갖는 정지계통이 제공되어야 한
다. 각 정지계통은 독립적으로 원자로를 상온 조건에서 미임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성능설계요건
1) 출력 100%나 그 이하에서 부하 탈락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트립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소내 부하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원자
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25% 이상 전출력 운전 중 분당 5%의 부하 변동률이나 20%의 스텝
부하 변동을 원자로 트립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핵연료 건전성
유지를 위한 출력증가율 제한치는 핵연료 Preconditioning Guideline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3)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재장전주기가 최소 3년 이상인 초장주기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기능설계요건
1) 핵연료와 피복재는 UO2와 지르코늄 합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핵연료 농축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3) 정상운전시 반응도 제어를 위해 수용성붕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출력운전 영역에서 즉각적이고 내재적인 핵적 궤환효과는 빠른 반응
도 증가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5) 허용 핵연료 설계제한치(SAFDL: 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를 초과할 수 있는 출력 진동은 발생하지 않거나, 조속히 발견되고 억제될 수
있어야 한다.
6) 정상운전이나 일상운전 사건 그리고 사고 조건에서 핵분열 반응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나 계통을 감시할 수 있고 지정된 운전 범위에 있도록 유지
시킬 수 있는 계측제어계통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제어계통의 단일 고장은 허용 핵연료 설계제한치의 위배를 초래해서
는 안 된다. (제어봉 이탈사고 제외)
8) 가상 반응도 사고의 영향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 경계에 대
한 손상이 제한치를 넘거나, 노심 냉각성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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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연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제어봉 위치 이탈이나 제논 재분포 등
에 의해 발생하는 출력분포 변화를 출력운전 영역 전체에 걸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노심출력을 감시하는 계측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3.6.2.1.2 노심핵설계 설계기준
가) 잉여반응도 및 핵연료 연소도
핵연료 및 가연성 흡수체의 연소특성에 근거하여 잉여반응도가 결정되
어야 한다. 평균 연소도는 최대 연소도가 제한치 내에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이
설계기준은 아) 출력분포 제어와 함께 일반설계기준 10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노심의 설계주기 길이 및 핵연료 교체계획
노심의 설계 주기길이와 핵연료 교체 계획은 대략 3∼4년을 주기로 하
며, 매 교체시마다 전체 핵연료를 교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
출력운전 영역에서 노심 고유의 즉발 궤환효과 (핵연료 온도계수, 감속
재 온도계수 및 감속재 압력계수)는 총체적으로 급격한 반응도의 증가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는 일반설계기준 11을 만족한다.
라) 반응도계수
각종 반응도계수는 다)에 기술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에 관한 설계기
준과 일관성이 있으며, 노심 보호계통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요구되는 가상 사고 및
운전 중 발생 예상되는 사고 분석에 있어서 허용되는 결과와도 부합한다.
마) 가연성 흡수체 요건
가연성 흡수체의 설계는 제어봉만으로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반응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바) 안정도 기준
만약 제논에 의한 출력 준위 및 분포의 진동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 허
용 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원자로 계통과 계
측제어 계통은 제논에 의한 출력분포의 진동을 감지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 원자로 및 관련 계통은 출력준위의 진동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된다. 이 설계기
준은 일반설계기준 12를 만족한다.
사) 최대 제어반응도 삽입률
원자로심, 제어봉집합체, 그리고 원자로 제어계통은 정상 운전과 가상
반응도 사고시, 반응도 삽입량과 삽입률로 인하여 아래의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1)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 초과
2)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손상
3) 비상 노심 냉각계통의 기능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노심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파괴
이 설계기준은 차)에 기술된 설계기준과 함께 일반설계기준 25 및 28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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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출력분포 제어
노심 출력분포는 여타의 노심 운전 변수와 연계하여 운전 제한 조건을
위배하지 않도록 제어된다. 운전 제한 조건과 안전계통 제한 설정치는 사고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와 다른 요건들이 사고시에도 초과되
지 않도록 한다. 이 설계기준은 가)에 기술된 설계기준과 함께 일반설계기준 10을
만족한다.
자) 잉여 제어봉가 (고착 제어봉 기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최대 제어봉가를 가진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삽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계 제어봉 위치에서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에 완전히 삽
입됨으로써 이용 가능한 총 반응도는 상온 영출력상태로 노심이 냉각되고 사고해석
에서 가정한 정지반응도 요구량을 더하여도, 양의 잉여 제어봉가를 갖는다. 이는 일
반설계기준 26에서 언급한 상온 정지시 노심 미임계도 유지능력기준을 만족시킨다.
차) 비상 붕산수 농도
제어봉 삽입 불능 사고시 원자로 비상정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붕산수
를 노심내로 공급하기 위한 비상 붕산수 저장 탱크가 충수계통에 설치되어 있다.
비상 붕산수의 농도와 용량은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상온에서도 미임계를 유지하기
에 충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3.6.2.1.1절 가)안전설계요건의 2)항을 만족시킨다.
카) 제어봉집합체 최대 구동속도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구동속도는 사)에서 논의된 최대 제어반응도 삽
입률 설계기준에 일치한다.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구동속도는 제어봉집합체 인출사
고에서 논의하였다.
3.6.2.2 노심 핵설계
3.6.2.2.1 핵설계 개요
이 절에서는 노심의 핵적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상상태 및 정상
적 과도상태에서 노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설계변수에 대하여 논의한
다. 표 3.6.2-1과 표 3.6.2-2 및 그림 3.6.2-1∼그림 3.6.2-3에는 주요 핵설계 특성을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단일 배치 3영역으로 구성된 노심은 핵연료집합체 내의 가연
성독봉 배치에 따라 A, B 및 C 형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중 B, C형의 핵연
료집합체는 그림 3.6.2-2와 그림 3.6.2-3에 나타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축방
향으로 가연성독봉의 구획화가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집합체에 두 종류의 상이한
가연성독봉을 사용한 것은 가연성독봉이 연소됨에 따라 반응도 변화량을 작게 하여
장기간에 걸쳐 국부적인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를 좀 더 잘 제어하기 위해서다.
핵연료 장전모형, 핵연료 농축도와 가연성독물질의 배치도를 그림 3.1.2-1과 그림
3.1.2-2에 보여 주고 있다. 연료봉 격자, 핵연료집합체 및 제어봉집합체의 물리적 특
성들은 3.1.1절에 기술되어 있다. 표 3.6.2-1은 노심평균 농축도, 노심 연소도, 임계
제어봉 위치, 플루토늄 생성량, 지발 중성자 비율과 중성자 수명을 보여 준다.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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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출력, 고온 대기, 제논이나 사마리움이 없는 고온 전출력, 평형 제논과 사마리움
이 있는 고온 전출력상태와 관련한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반응도 및 반응도 결손
자료들은 표 3.6.2-2에 제시되어 있다.
3.6.2.2.2 출력분포
3.6.2.2.2.1 개요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을 때는, 출력분포와 냉각재 조건은 첨두 선출력
과 설계 핵비등이탈율이 4장에서의 사고 해석에 의해 확인된 운전제한치를 벗어나
지 않도록 항상 제어된다. 위의 사고 해석은 실제 측정 변수와 출력분포 그리고 출
력분포 결정의 불확실도와의 상관 관계를 합당하게 고려하여 수행한다. 노심 운전
제한치 감시계통은 운전원에게 노심이 운전제한치로부터의 여유도를 지속적으로 보
여 주며, 노심의 상태가 운전제한치를 초과하면 청각 경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
태는 노심이 예상 운전 과도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는 것
이지 반드시 핵연료 설계 제한치가 초과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핵연
료 설계 제한치까지의 여유도가 계속 감소하면, 원자로 보호 계통은 원자로 운전을
정지시킴으로써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가 초과되는 것을 방지한다.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은, 3.6.5절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선출력과 핵비
등이탈율에 대한 운전제한치까지의 여유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에는 노
내 중성자속 계측 자료, 제어봉집합체 위치, 냉각재 입구측 온도, 압력과 유량 등을
입력 자료로 요구한다. 운전제한치 초과를 알리는 경보가 작동할 경우, 출력분포의
개선이나 여타 입력 변수의 개선으로 경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노심의 출력 준
위를 낮춰야 한다.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 이외에도, 노심 보호계통(3.6.4절)도 지속적으로 노심의
출력분포와 핵비등이탈율을 평가한다. 이 평가에는 원자로 냉각재자료, 노외 중성자
계측기(1개의 노외계측기는 축방향으로 붙어 있는 3개의 계측기로 구성됨)의 측정
치, 제어봉집합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여분의 리드 스위치 집합체로부터의 입력자료
등을 필요로 한다. 예상 운전과도 사고로 인하여 핵연료 설계제한치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분포나 여타의 운전변수가 변할 경우, 원자로 보호계통은 고-국부
출력밀도 신호나 저-핵비등이탈율 신호에 의해 원자로 운전을 정지시킨다.
3.6.2.2.2.2 출력분포에 대한 핵설계 제한치
여기에 언급된 출력분포의 설계 제한치는 설계 과정에서 설계 입력으
로 그리고 4장에서 논의된 사고 해석의 초기 조건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노심 운전
제한치 감시계통의 경우, 예상 운전 과도 사고나 가상 사고의 결과가 사고 해석에
서 보인 고장이나 사고의 결과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제한치가 결정된다. 운전제
한치 결정에 사용되는 초기 조건은 실제로는 첨두 선출력과 설계 핵비등이탈율까지
의 출력의 여유도로 표현된다.
출력분포에 관한 설계 제한치는 다음과 같다.
가) 3차원 열속 첨두계수인 Fq(n)의 제한치는 전출력상태에서 3.2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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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값은 핵연료 중심 온도가 용융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 선출력 밀도 제
한치 591 W/cm와 전출력상태의 평균 선출력 밀도 119.9 W/cm에 근거한 것으로
50%의 여유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저출력상태에서는 보다 큰 3차원 열속 첨두계수
값이 허용된다.
나) 최소 핵비등이탈율 1.34까지의 열적여유도 (3.6.3 절에 기술된
SR-1 임계 열속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됨)는 예상운전 과도상태를 수용하기에 충
분하며, 다음을 포함한 여러 변수의 함수이다.
1) 냉각재 조건
2) 축방향 출력분포
3) 축방향으로 적분된 반경방향 첨두계수 ( Frⁿ); 이는 연료봉 반경
방향 핵적 인자 혹은 연료봉 반경방향 첨두계수라고도 한다.
전출력 운전을 위한 제한 조건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의 조합이다.
1)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냉각재 조건
2) 그림 3.6.2-23에 제시된 반경방향 첨두계수의 설계 목표치 1.72
3) 그림 3.6.2-24에 제시된 축방향 출력분포
여타의 다른 조합일지라도, 사고 해석 결과가 수용 가능할 경우에는 이런 조합은
위에서 언급한 제한 조건의 조합에 수용된다. 이 제한 조건은 핵비등이탈율에 근거
한 출력 운전제한치로서 반영되어 핵비등이탈율 제한치까지 적절한 열적여유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설계 제한치 내에서 운전의 가능성은 3.6.2.2.2.3절과
3.6.2.2.2.4절에 기술되어 있다.
3.6.2.2.2.3 예상 출력분포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는 그림 3.6.2-4부터 그림 3.6.2-8까지, 그리고
제어봉이 임계 위치 상태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그림 3.6.2-9부터 그림 3.6.2-13까지
에 나타나 있다. 이들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기 전반에 걸쳐 전출력 운
전시 예상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정상 운전 중에는 제어봉집합체의 삽입은 중
첩을 유지하며 원자로 임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림에 나타난
출력분포들이 주기 전반에 걸친 예상 출력분포가 된다. 3차원 열속 첨두계수의 예
상 최대치는 2.05이며, 주기중 제어봉이 61cm 인출된 정상상태 기저 부하 운전에서
발생하였다. 계산된 출력분포의 불확실도는 3.6.2.3.1.2절의 다)항에 기술되어 있다.
노심이 출력분포에 대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고 부하 과도상태를 추종할 수 있
는가의 여부는, 운전제한치를 기저 부하/제어봉 임계 위치 운전시 요구되는 운전 여
유도와 비교했을 때의 여유도에 의해 결정된다. SMART의 운전 조절 능력을 보이
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서의 부하 추종 운전시의 출력분포와 첨두 출력
인자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아래에서 논의한다. 그림 3.6.2-14부터 그림 3.6.2-22까
지는 주기초, 주기중 및 주기말 근처에서 전형적인 100-50-100% 및 2-6-2-14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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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하추종운전시의 출력분포, 첨두 출력 인자들, 제어봉집합체 위치, 그리고 냉각
재 출구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어봉집합체 위치는 냉각재 출구 온도가 출력에
따른 기준 온도로부터 ±3 ℃ 이상 벗어나는 경우, 냉각재 출구 온도를 기준 온도
에 맞추기 위한 동작을 나타낸다.
핵연료집합체 내의 상세한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그 집합체의 노심 내에서의 위치
와 연소도, 그리고 제어봉집합체의 삽입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3.6.3절에서 논의
되는 핵비등이탈율 계산에 사용될 정규화된 집합체 출력분포를 그림 3.6.2-23에 제
시하고 있다. 집합체 내의 출력분포 계산에 대한 정확도는 3.6.2.3.1.2절에 기술되어
있다.
3.6.2.2.2.4 출력분포 관련 허용치와 불확실도
분석에 의해서 생산된 예상 출력분포와 첨두 선출력 밀도를 3.6.2.2.2.2
절에 기술된 설계 제한치와 비교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의 실시간 감시와 관련된 불확실도 및 허용치, 그리고 계산의 불확실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에 의해 측정된 3차원
열속 첨두계수의 값이 2.80으로 나타나면,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은 이를
3.6.2.2.2.2절에 언급한 고온 전출력상태에의 3차원 열속 첨두계수 값의 설계 제한치
인 3.29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이 출력 준위 측
정의 불확실도 (보통 1.02)와 선출력 밀도 측정의 불확실도 (1.15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의 첨두 선출력 밀도
경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온 전출력에서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이 측정한 3차
원 열속 첨두계수 값이 2.80보다 작아야 한다. 이 값이 고온 전출력상태에서의 최대
3차원 열속 첨두계수의 설계 목표치로 사용된다.
3.6.2.2.2.5 출력분포 예상치와 제한치의 비교
3.6.2.2.2.3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온 전출력, 임계 제어봉 위
치에서 예상되는 최대 3차원 열속 첨두계수 값은 2.05이다. 여기에 계산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95/95 신뢰도의 상방 제한치를 적용하면 이 값이 2.20이 되며, 이는 설계
목표치인 2.80을 만족시킨다. 또한 3.6.2.2.2.3절에 기술한 계산에 의하면, 일일 부하
추종 운전시 첨두 선출력 밀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력분포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감시계통은 운전제한치까지의 여
유도가 충분한지 또는 불충분한지를 표시함으로써, 노심 출력분포나 냉각재 조건을
개선시켜야 할 것인지, 또는 노심 출력 감발이 필요한지를 운전원에게 알려 준다.
마찬가지로 계산 불확실도를 고려해도 고온 전출력, 임계 제어봉 상태에서의 예
상되는 반경방향 첨두계수의 최대 값은 3.6.2.2.2.2절에 기술된 설계목표치 1.72 보다
는 크지 않다. 아울러 일일 부하 추종 운전 동안의 첨두계수 계산에서 제시된 바대
로, 이러한 과도상태 동안에도 열적여유도의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6.2.2.3 반응도계수
반응도계수들은 노심의 반응도가 핵연료와 감속재의 상태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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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 준다. 이 절에서 제시되는 자료 및 이와 관련된 표나
그림들은 여러 가지 운전 및 사고 조건에서 반응도계수들이 어떤 범위의 값을 갖는
지를 나타낸다. 3.6.2.3절에는 실제 운전 노심의 감속재 온도계수와 출력계수에 대하
여 측정치와 계산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두 자료는 잘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절에서 제시하는 계산 결과들도 실제 SMART 노심의 특성을 잘 표현할 것이라
는 신뢰성을 부여한다. 표 3.6.2-3은 SMART 원자로의 반응도계수들과 표 3.6.25∼표 3.6.2-7의 반응도 곡선들로 표현되는 4장에서의 사고 해석에서 사용된 값들을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각각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절히 보수적인 반응도
곡선 또는 계수 값들을 사용한다. 사고 해석에 사용되는 반응도계수들은, 3.6.2.3.1.2
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반응도계수에 대한 불확실도와 여타의 보수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절에 제시되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보다 많은 경우에 대한 반
응도계수는 표 3.6.2-4에 나타나 있다.
반응도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3.6.2.3.1.1절에 기술되어 있다. 3.6.2.2.3.1절에
서부터 3.6.2.2.3.7절까지에서 제시하는 모든 자료는 3차원의 4분의 1 노심 핵계산
모델로 계산한 것이다. 반응도계수 계산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요
핵종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고 중성자 가중 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계산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3.6.2.3.1.2절에서 논의한다.
3.6.2.2.3.1 핵연료 온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는 단위 핵연료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로 정
의된다. 핵연료 온도의 변화는 열중성자 및 열외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의 반응률
에 영향을 미친다. 열외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는 핵연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
명 흡수 영역이 확대되는 이른바 도플러 효과가 반응률 변화의 주된 원인이다. 그
러므로 핵연료 온도 상승에 따른 중성자 흡수율의 증가는 핵연료 온도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게 한다.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핵연료의 산란
특성 변화로 인하여 열중성자 스펙트럼이 변하고 이는 다시 반응률의 변화로 나타
난다. 전형적인 가압 경수로의 핵연료에는 우라늄-238과 플루토늄-240 같은 강한
공명 영역 흡수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플러 효과로 생기는 핵연료 온도계수의
크기는 열외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의 도플러 효과에 의한 부분이 열중성자 영역의
효과에 비하여 10배 이상 크다.
그림 3.6.2-25는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핵연료 온도에 따른 핵연료 온도계수를
보여 준다.
3.6.2.2.3.2 감속재 온도계수
감속재 온도계수는 감속재의 균일한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
로서 정의되며, 이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감속재 밀도 변화에 의한 효과가 포함된
다. 일반적으로 감속재 온도 증가는 노심 내 감속재의 밀도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
한 중성자 감속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노심 반응도의 감소를 초래한다.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제반 노심 조건에 따른 감속재 온도계수 계산치를 표 3.6.2-4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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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무붕산 노심 특성상 감속재 온도계수는 주기 전체에 걸쳐 강한 음의 값
을 나타낸다.
주기초와 주기말에서 제어봉 위치를 각각 일정한 값으로 유지시키고 감속재 온도
변화에 따른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를 그림 3.6.2-26과 3.6.2-27에 각각 제시하였
다. 제어봉에 의해 감소된 출력 준위에서의 감속재 온도계수도 그림에서 그 출력
준위에 상응하는 감속재 온도를 참조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이들 그림은 전체 범
위에 걸친 예상 운전 조건 및 4장에서 기술된 사고 조건에서의 예상 감속재 온도계
수를 보여 준다.
3.6.2.2.3.3 감속재 밀도계수
감속재 밀도계수는 일정한 감속재 온도에서 노심 평균 감속재 밀도의
단위 변화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로 정의된다. 감속재 밀도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
면, 이는 3.6.2.2.3.2절에서 정의된 전체 감속재 온도계수에 대해서는 음의 효과를 주
는 요소에 해당한다. 감속재 밀도계수는 모든 운전 범위에 걸쳐 양의 값을 갖는다.
감속재 밀도계수는 표 3.6.2-4에, 감속재 밀도계수의 변화 곡선을 감속재 밀도의 함
수로서 그림 3.6.2-28에 제시하였다. 감속재 밀도계수 계산은 3차원 MASTER 모델
을 사용하여 다양한 여러 노심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사고 해석에 사용된 밀도계수
는 가장 제한적인 감속재 온도계수에 상응하는 노심 조건에서 계산된 것이다. 감속
재 온도계수의 예상치와 실제 사고 해석에 사용된 값을 비교하여 표 3.6.2-3에 수록
하였다.
3.6.2.2.3.4 감속재 핵적 온도계수
감속재 핵적 온도계수는 감속재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위 감속
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로 정의된다. 이것은 감속재 온도로 표현되는
물분자 내부에너지가 변하며, 이에 따른 열중성자 산란 특성 변화가 중성자 스펙트
럼을 변화시키는데 연유한다. 감속재 핵적 온도계수의 크기는 3.6.2.2.3.2절에 기술된
감속재 온도계수로부터 3.6.2.2.3.3 절에 기술된 감속재 밀도계수의 값을 뺀 것과 같
다.
3.6.2.2.3.5 감속재 압력계수
감속재 압력계수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압력의 단위 변화에 따른 반응
도의 변화로 정의된다. 감속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채 감속재 압력을 증가시
키면 이는 물의 밀도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감속재 압력계수는 감속재 밀도계수
를 단순히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고온 전출력에서의 감속재 압력계수
에 대한 계산치는 표 3.6.2-4에 나타나 있다.
3.6.2.2.3.6 감속재 기포계수
고온 전출력으로 운전 중에 국부적으로 미포화 (Subcooled) 비등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예상되는 노심 내 평균 기포율은 1% 미만이다. 감속재
기포율의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량은 감속재 기포계수로 정량화 할 수 있다. 감
속재 내의 기포 증가는 반응도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감속재 기포계수는 음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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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감속재 기포계수에 대한 계산치는 표 3.6.2-4에 나타나 있다. 기포율에 따른
감속재 기포계수의 변화는 그림 3.6.2-28의 감속재 밀도계수로부터 직접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3.6.2.2.3.7 출력계수
출력계수는 노심 출력 준위의 단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로 정의된
다. 위에서 기술한 모든 반응도계수들이 이 출력계수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속재 온
도계수와 핵연료 온도계수가 가장 중요한 인자들이다. 감속재 압력계수와 기포계수
의 기여분은 무시할만한데, 이는 이들 계수의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단위 출력
변화에 따른 압력이나 기포율의 변화량 자체도 매우 작기 때문이다. 또한, 감속재
온도계수는 감속재 밀도 변화의 효과도 포함하고 있다.
출력 준위에 따른 반응도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력 준위 변화에 따른 평
균 감속재 온도와 유효 핵연료 온도 변화를 알아야 한다. 감속재 (냉각재) 평균 온
도는 출력 준위의 1차 함수로서 제어된다. 노심 평균 선출력 밀도 역시 출력에 비
례한다. 노심의 평균 선출력 밀도에 따른 유효 핵연료 온도는 참고 문헌 [3.6.2-1]에
서 표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를 주기초, 주기말에서 다항식 형태로 표시하면,
2

3

4

5

T f = T mod + B 1 *p+ B 2 *p + B 3 *p + B 4 *p + B 5 *p .

(3.6.2-1)

여기서 Tmod는 평균 냉각재 온도 (단위:℃), p는 SMART의 평균 선출력 밀도
119.91 W/cm에 대한 핵연료의 선출력 밀도 (단위: %), Tf는 평균 유효 핵연료 온
도 (단위:℃)이다. 계수 Bi는 다음의 값들을 사용한다.
주기초

주기말

Tmod

294.97606

295.0001

B1

1.90984

1.68747
-4

B2

1.00874E

-8.80502E-4

B3

1.16433E-6

3.63559E-6

B4

-3.4359E-9

-1.95038E-10

B5

3.19268E-12

2.13523E-13

주어진 노심 출력에서의 전체 출력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ρ
∂ρ ∂T f
∂ρ ∂T m
+
=
dp
∂T f ∂p
∂T m ∂p .

(3.6.2-2)

식 (3.6.2-2)의 우변 첫 번째 항은 출력계수 중 핵연료 온도에 의한 기여분을 나
타내며, 출력에 따른 변화는 그림 3.6.2-2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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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변 첫 번째 항의 첫 인수 ( ∂ρ/∂T f )는 3.6.2.2.3.1절에서 논의한 핵연료 온도계수
이며, 그 값은 그림 3.6.2-25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항의 두 번째 인수 ( ∂T f/∂p )
는 식 (3.6.2-1)을 미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5
∂T f (p)
∂T mod (p)
i-1
).
=
+ ( ∑ i⋅B i⋅p
∂p
∂p
i=1

(3.6.2-3)

식 (3.6.2-2)의 우변 두 번째 항은 출력계수 중 냉각재 온도 기여분을 나타낸다.
그 첫 인수 ( ∂ρ/∂T m )인 감속재 온도계수는 3.6.2.2.3.2 절에서 논의하였고, 그 값은
그림 3.6.2-26과 3.6.2-27에 제시하였다. 감속재 온도는 출력의 1차 함수로써 제어되
므로 두 번째 인수( ∂T m/∂p )는 상수이다. 핵연료 온도계수( ∂ρ/∂T f )와 감속재 온도
계수( ∂ρ/∂T m )가 여러 가지 변수 (예; 연소도, 온도, 제논가 그리고 제어봉집합체 위
치)의 함수이므로 출력계수 ( ∂ρ/∂p ) 역시 이들 변수의 함수이다.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고온 전출력, 임계 제어봉 위치에서의 출력계수를 표
3.6.2-4에 제시하였다.
3.6.2.2.4 제어 요건
노심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제어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주기 동안 고온 전출력, 임계상태로 운전될 수 있는 반응도 제어
나) 노심 출력이 고온 전출력상태에서 저온 정지상태까지 안전하게 변할
수 있고, 어떤 출력 준위에서든지 출력분포가 허용 한계 내에서 제어될 수 있는 출
력준위 및 출력분포 제어
다) 가상 사고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지 반응도 제어
무붕산 노심의 반응도 제어는 가연성독봉과 제어봉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가연
성독봉은 장기 반응도 제어에 제어봉은 장기 및 단기 반응도 제어에 각각 사용된
다. 또한, 강한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를 이용하여 단기 반응도 제어에 냉각재 온도
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제어 요건과 관련한 반응도 조절에 대하여는 3.6.2.2.4.1절부터 3.6.2.2.4.3절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3.6.2.2.4.1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반응도 제어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된 노심의 반응도는 표 3.6.2-2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는 평형 제논 및 사마리움의 반응도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와 핵분열
생성 독물질에 의한 반응도 감손을 감당할 잉여반응도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 노심
상태에서의 임계 제어봉 위치는 표 3.6.2-1에 나타나 있다. 가연성독물질의 반응도
역시 표 3.6.2-1에 제시하였다. 주기말에서 임계 제어봉 위치는 약 R4=117cm,
R3=177cm 이다.
3.6.2.2.4.2 출력준위와 출력분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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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출력 준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조절
제어봉집합체군을 사용한다. 아울러 조절 제어봉집합체군은 출력 운전 중의 감속재
온도의 미세한 변화를 보상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저온 영출력상태에서 기동 제어
군과 함께 정지 반응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며, 출력 준위 변화나 여타 정상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미세한 변화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는데도 사용된다. 제
어봉집합체군의 제어봉가 계산치는 표 3.6.2-8에 나타나 있다.
3.6.2.2.4.3 정지 반응도 제어
상온 정지 조건을 제어봉으로 유지해야 하는 무붕산 원자로에서는 전
체 제어봉집합체에 대한 반응도가 요건은 온도 결손을 포함한 노심 잉여반응도와
3.6.2.1.2절에서 논의된 대로 최대 반응도가를 지닌 제어봉이 고착된 조건 아래에서
잉여 제어봉가에 의해 결정된다. 표 3.6.2-9는 주기초와 주기말에 대하여 반응도의
각 요소별 허용치 및 전체 반응도 허용치를 보여준다. 각 요소별 반응도 허용치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최대 반응도를 갖는 제어봉집합체만 인출/고착된 상태로 있다는 가정 하에, 표
3.6.2-9의 전체 반응도 허용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큰 정지 제어 능력을 보인다.
이 정지 여유도는 정상적인 설계 반응도 허용치에 대한 계산 오차와 제어봉가의 계
산 오차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크다. 따라서, SMART 설계에서 주기 전
반에 걸쳐 상온 조건에서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미임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지
반응도 제어 능력이 확보되어 있다.
가) 잉여반응도
고온 전출력 평형 제논 상태에서 원자로는 주기초부터 주기말까지
핵분열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반응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잉여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가연성독봉이 사용되며, 가연성독봉으로 제어하고 남은 노심 잉여
반응도는 제어봉이 노심에 삽입되어 원자로를 임계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제논 반응도
원자로를 정지시킨 후 미임계를 유지하면, 노심에 “음”의 반응도 효
과를 제공하던 제논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제논 소멸에 따른 반응도 증가를 제
어봉이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출력 결손
원자로 열출력이 전출력상태에서 영출력상태로 감소함에 따라 핵연
료 온도도 감소하며, 이에 따라 반응도가 증가하는 것은 주로 우라늄-238의 도플러
효과에 기인한다. 감속재 평균 온도는 증가하여 오히려 반응도가 감소하게 되나 온
도 차이가 5 ℃로 작아 반응도에 미치는 효과도 작다. 또한, 고온 전출력과 영출력
사이의 감속재 온도 분포 차이와 축방향 중성자속 재분포 효과도 포함된다.
라) 온도 결손
고온에서 원자로가 정지된 후 고온에서 상온 조건으로 변화되면, 핵
연료의 온도와 냉각재의 온도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냉각된다. 핵연료에서는 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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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의하여 반응도가 삽입되며, 감속재 밀도의 증가에 따라 큰 양의 반응도가
삽입된다. 등온 온도 감소에 따른 반응도 온도 결손이 무붕산 원자로인 SMART에
서 제어봉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반응도 요소다. 이 반응도 증가는 무붕산 노심에
서는 설계 주기 전체에 걸쳐 유사하나 감속재 온도계수가 가장 큰 음의 값을 보이
는 주기초에서 가장 크다.
마) 상온 정지 여유도
표 3.6.2-9에 제시된 상온 정지 여유도는 4장에서 기술된 각종의 가
상 사고시에 가정된 값과 일치하며, 사고 해석 결과는 예상되는 허용 범위를 만족
한다.
바) 유효 순 제어봉가
표 3.6.2-9은 상온 조건에서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전체 제어봉가
및 고착 상태에서 가장 반응도가 큰 한 개 제어봉집합체의 제어봉가를 보여 준다.
이 표는 또한 이용이 가능한 순수 정지 반응도가에 불확실도를 고려한 후 반응도가
요건과 비교한 자료도 보여 준다. 불확실도에 대해서는 3.6.2.3절에서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다.
3.6.2.2.5 제어봉집합체 배열 및 반응도가
모든 제어봉집합체의 군별 배열 위치는 그림 3.6.2-30에 나타나 있다. 제
어봉집합체는 4개의 조절제어군과 2개의 기동제어군으로 나누어진다. 같은 군에 속
한 모든 제어봉집합체는 준동시적으로 삽입되거나 인출된다. 주기초와 주기말에서
의 제어봉집합체 군별 제어봉가는 표 3.6.2-8에 있으며, 이때의 반경방향 연료봉 첨
두계수는 표 3.6.2-10에서 찾을 수 있다.
고온 전출력을 포함한 모든 정상 출력 운전시 제어봉은 노심이 임계를 유지하도
록 운전된다. 제어봉은 그림 3.6.2-31에서 보여 주는 연관 관계를 가진다. 이 그림은
제어봉집합체군의 삽입 순서 (R4-R3-R2-R1-S2-S1)와 연속되어 삽입되는 제어봉
집합체군 간의 중첩도 보여 준다. 제어봉 중첩을 준수함으로써, 노심의 상태가 사고
해석에서 가정한 초기 조건보다 나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사고 해석에 사용된 반응도 주입률은 4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고온 전출력상태에
서의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에서는 중첩에 따라 삽입된 제어봉집합체군 가운데에
서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최대 삽입 위치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이탈된 제어봉집
합체의 반응도가는 이탈 사고 전과 이탈 사고 후의 노심에 대한 정적 모델에 의한
노심 반응도 계산치의 차이로서 구한다. 영출력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와,
영출력으로부터 고온 전출력 사이의 여러 중간 출력 준위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도, 고온 전출력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에서와 유사하게 분석한다. 각 출력 준
위에서의 제어봉 위치는 제어봉집합체가 주어진 출력 준위에서 노심 반응도 불확실
도를 고려하여 최대로 삽입되어 있다고 사고 해석의 초기 조건으로 가정한다.
저 출력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고 해석에는 제어봉집합체가 군별로 순서대
로 중첩된 제어봉 인출시의 최대 미분 반응도 삽입율이 사용된다. 고온 전출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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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고는, 제어봉집합체군이 전출력상태에서의 제어봉이 반응
도 불확실도를 포함하여 임계 위치에 삽입되어 있을 때를 사고 해석 초기 조건으로
사용한다. 반응도 삽입률은 SMART 노심의 정적 모델로 계산한다. 중첩된 제어봉
집합체군이 차례로 인출되는데 따른 반응도 삽입량은 그림 3.6.2-32에 보여 준다.
제어봉집합체 낙하사고는 제어봉 낙하시 반경방향 첨두계수를 가장 크게 증가시
키는 제어봉집합체를 선정하여 해석한다. 사용된 반경방향 첨두계수에는 제논 재배
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15분이라는 허용치가 포함되어 있다.
원자로 불시 정지시의 전형적인 반응도 삽입 곡선은 그림 3.6.2-33과 같다. 이 반
응도 삽입 곡선은 불시 정지가 일어날 때의 제어봉집합체 위치를 다양하게 변화시
켜 계산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불시 정지로 종료되는 모든 사고 해석에 사
용된다. 불시 정지에 사용 가능한 제어봉가는 출력에 관계없이 전 제어봉 스크램시
15 %Δρ, 최대 반응도가를 갖는 제어봉 고착시 10 %Δρ를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
다.
3.6.2.2.6 핵연료 교체시의 원자로 임계도
핵연료 교체시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keff)는 수용성 붕소 없이 제어봉
완전 삽입 조건에서 항상 0.95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표 3.6.2-9에 주기초, 주기말
상온 조건에서 제어봉가를 10% 감소시켜 계산한 유효 증배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3.6.2.2.7 안정성
3.6.2.2.7.1 개요
전체적으로 음의 출력계수를 갖는 가압 경수형 원자로는 출력 진동에
관한 한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논에 의한 출력분
포 진동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안정적인 출력분포에 급격한 간섭을
일으키면 출력분포가 급격히 변함으로써, 변화된 출력분포와 제논 및 요드 분포가
위상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제논에 의한 출력분포 진동이 일어난다. 즉 새로운 출
력분포에 의해 새로운 제논 및 요드 분포가 초기 조건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며
이에 따라 출력분포가 바뀌므로 출력 진동 조건이 성립된다. 출력분포 진동의 진폭
은 시간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력분포 진동을 가지
고 노심의 불안정성 또는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3.6.2.2.7.2절부터 3.6.2.2.7.5절까
지는 제논 진동과 관련된 안정성 분석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논 진동
의 진폭이 시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계산하고, 만일 불안정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불안정한 진동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6.2.2.7.2 분석방법
제논 진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제논의
시간-공간 분포를 고려하여 시간-공간 중성자속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은 여러 가지 제어 전략을 시험해 보거나 출력 조절시의 출력 변화와 같은 과도 효
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두 번째 방법은 모달 섭동 이론에 의한 해석인데, 이는
안정성 관련 원자로 설계 변수의 민감도를 평가하거나, 특정한 진동 양식의 안정도

- 275 -

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노심의 안정성은 안정성 지표 혹은 감쇠 인자로서 특성화되는데, 이는 진동의 진
폭이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자연 지수의 형태로 정의된다. 제논 진동은 다음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t

φ( r,t) = φ o ( r) + Δφ o ( r)e sin ( ω t + δ) .

(3.6.2-4)

여기에서,
φ( r,t) = 시간-공간 중성자속,
φ o ( r) = 초기 기본 중성자속,
Δφ o ( r) = 섭동 중성자속 모드,
b = 안정성 지표,
ω

= 진동수,

δ = 위상 차를 각각 나타낸다.

모달 분석에서는 알고 있는 기본 및 섭동 중성자속 분포를 이용하여 안정성 지표
를 구한다. 안정성 지표가 양의 값이면 노심이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며, 안정성 지
표가 음의 값이면 노심이 대상 진동 모드에 대한 안정한 것을 나타낸다. 안정성 지
표는 보통 시간의 역수 단위로 표현되며, 만일 안정성 지표의 값이 -0.01/hr 라면
이는 진동 주기가 약 30시간인 진동에 대해서는 한 주기를 지날 때마다 진폭이 약
25%씩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압 경수형 원자로의 제논 진동 모드는 반경방향, 방위각방향, 그리고 축방향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각 진동 모드의 안정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2차
이상의 조화 모드 항은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쇠하므로 1차 조화 모드 항만 고려하
면 된다.
3.6.2.2.7.3 예상 안정성 지표
가) 반경방향 안정성
반경방향 제논 진동은 노심 중심 부분으로부터 외곽 부분으로, 다시
노심 외곽 부분으로부터 노심 중심 부분으로 출력분포가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진동 모드는 일반적으로 방위각방향 진동 모드보다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반경방향
진동 모드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방위각방향 진동 모드의 안정성을 논의함으로써
대신한다.
나) 방위각방향 안정성
방위각방향 진동은 노심의 X-Y 축에서 출력 첨두가 한번은 X 축에
서 다음 번에는 Y 축으로, 다시 X 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로 예
상 운전 조건에서 이 모드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범위에 걸쳐 진동 모사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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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주기에 걸쳐 방위각방향 안정성 지표가 연소도에 따라 그림 3.6.2-3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변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기 동안의 공간적인 중성자속
분포의 변화, 주기 동안의 감속재 및 핵연료 온도계수의 변화, 주기 동안의 플루토
늄 축적에 따른 제논과 요드 핵분열 생성율의 변화 등을 계산에 반영하여 얻은 것
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기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운전 모드
에 대한 안정성 지표는 -0.12/hr 이하로 예상되어 대단히 안정적임을 보인다.
다) 축방향 안정성
축방향 제논 진동은 원자로심 상하부 사이의 출력 진동을 말한다. 표
3.6.2-11에 설계 주기 동안에 예상되는 축방향 안정성 지표를 보여 준다. 방위각방
향 안정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큰 음의 값은 축방향 제논 진동에 매우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3.6.2.2.7.4 축방향 불안정성의 제어
일일 부하 추종 운전 중의 축방향 출력 진동은 그림 3.6.2-14부터
3.6.2-22까지에 걸쳐 예시되고 있다. 여기서 제어봉은 냉각수 출구 온도가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움직이며, 축방향 출력분포의 변화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
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충분히 넓은 축방향 출력 편차 운전 범위에 기인한다. 다
만, 축방향 출력분포가 지나치게 노심 상부로 편중되어 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 제
어봉을 삽입하여 노심 출력을 줄이고 출력분포를 운전 범위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6.2.2.7.5 제논 불안정성 제어를 위한 특별 설비
원자로 보호 계통은 핵연료 설계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
상 사고의 결말을 제한하도록 설계된다. 이외에, 모든 허용된 운전 모드에서 노심
상태가 원자로 보호 계통의 설계와 분석에 사용된 초기 조건 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 있다.
원자로는 제논 진동에 대해서 안정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반경방향 및 방위
각방향 진동과 관련된 특별한 보호 계통 설비는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분 출력 경사비 제한치가 명시되어 있고, 제한치를 초과했을 때의 운전 제한 사항
및 조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사분 출력 경사비는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에
의해 결정되며,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의 노심 여유도 계산에 사용된다. 사분 출
력 경사비 제한치는 원자로 운전제한치 보호 계통에서 고려된다.
가) 방위각방향 제논 효과를 위한 설비
1) 사분 출력 경사비에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한치를 둔다.
2)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이 사분 출력 경사비를 감시하고 표시하
며 이 경사를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의 노심 여유도 결정에 고려한다.
3) 원자로 보호 계통에서 사분 출력 경사비 제한치를 고려한다.
나) 축방향 제논 효과, 출력분포 효과와 제어를 위한 설비
1)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계통이 축방향 출력분포의 변화를 감시하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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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보호 계통이 축방향 출력분포를 감시하고 확인한다.
3) 필요할 경우, 제어봉집합체를 이용하여 축방향 출력분포를 제어한
다.
3.6.2.2.8 압력 용기 중성자 조사
90%의 이용률로 정격 출력 운전할 경우, 1 MeV 이상의 고속 중성자에
의한 압력 용기 누적 조사량은 60년 간의 운전 기간 동안 9.9946E+14 n/cm2을 넘지
않도록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노심과 압력 용기 사이의 유로벽이 설계되어 있다.
조사선량 계산에는 30%의 불확실도를 고려한다.
압력 용기 내벽에 도달하는 1 MeV 이상의 고속 중성자속의 최대치는 보수성을
고려한 반경방향의 핵연료봉 출력분포와, 축방향 첨두계수가 1.9906인 축방향 출력
분포에 근거한 것이다. 사용된 계산모델은 3.6.2.3.3절에 설명되어 있다.
3.6.2.3 해석 방법
3.6.2.3.1 반응도 및 출력분포
3.6.2.3.1.1 분석 방법
저농축 가압 경수로형 노심에 대한 핵설계는 노심에 장전되는 모든 핵
연료집합체 또는 각각의 격자 셀에 대해서 몇 개의 에너지 군에 걸쳐 평균한 핵반
응 단면적을 제공하는 2차원 중성자 수송 코드인 CASMO-3[3.6.2-2, 3]와, 노심 내
여러가지 반응도 효과 및 출력분포를 계산하는 3차원 중성자 확산 코드 MASTER
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핵설계와 안전성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핵상수의
계산치와 측정치 사이의 오차는 3.6.2.3.1.2절에 기술되어 있다. 개선된 해석 절차가
개발되고, 개선된 핵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때에는, 관련 실험 자료와의 비교를 통
한 검증 후에 설계 절차에 반영하고 있다.
가) 중성자 단면적 생산
소격 (coarse) 격자 및 미세 (fine) 격자용 중성자 확산 코드에 사용
되는 소수군 중성자 단면적은 CASMO-3 코드로 생산된다. 이들 중성자 단면적은
중성자 확산 코드인 MASTER 에 사용된다. CASMO-3/MASTER 코드 체계에 대
한 설명은 과학기술부가 승인한 특정기술 주제보고서[3.6.2-4]에 수록되어 있다.
CASMO-3 코드는 원통형 핵연료봉이 장방형 배열로 구성된 기하 구조를 취급하
는데 핵연료집합체 내의 가연성 흡수봉, 노내계측기, 제어봉 등 다양한 조성까지 해
석할 수 있으며 노심 격막을 포함한 반사체 영역의 핵계산도 수행한다. 기본 핵자
료로는 70 또는 40 에너지군의 미시적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취급하는
최대 에너지는 10 MeV이다. 가돌리니아 등의 유효 군정수는 MICBURN [3.6.2-5]
코드로 미리 계산하여 핵자료에 추가한 후 핵연료집합체 계산을 수행한다. 핵연료
집합체의 2차원 핵계산에는 중성자 투과 확률법을 사용한다. CASMO-3의 상세한
방법론은 참고문헌 [3.6.2-2]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기술은 생략한다.
CASMO-3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계산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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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용하여 추후 기본절차로 사용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40 에너지군 K-Library의 사용
ㆍ중성자 누설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기본 모드 계산 적용
ㆍ7 에너지군의 핵연료집합체 2차원 계산 수행
ㆍ핵연료와 반사체 영역 사이의 불연속 인자 적용
나) MASTER 방법론
연소에 따른 반응도, 핵종 농도, 중성자속 및 출력분포는 참고문헌
[3.6.2-1]에 기술된 중성자 확산/연소 프로그램인 MASTER에 의해서 계산된다.
MASTER는 가압 경수로의 노심 핵설계 및 분석을 위한 코드로, 참고문헌 [3.6.2-4]
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다. MASTER 코드는 2군 노달 확산법에 기초
를 두고 있으며, 전체 노심, 1/2 노심, 혹은 1/4 대칭 노심 구조에 대하여 1차원, 2
차원 혹은 3차원 소격 격자 노심 계산을 수행한다. 격자는 X-Y 평면으로는 인접하
게 배치된 직각 4면체의 "노드"이며, Z 방향으로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축방향의
격자 (혹은 평면)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경우 MASTER 모델은 유효 노심과 반사체
영역까지 포함한다. 전형적인 MASTER 계산에 있어서 노심의 구조는 X-Y 평면에
따라 집합체당 4개의 노드를 사용하며, 축방향으로는 노심의 높이 및 노내계측기의
위치에 따라 20개 내지 30개의 노드를 사용한다.
노심 계산에 사용되는 거시적 노달 군정수는 상세한 각 핵종의 농도와 미시적 단
면적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계산에 지정되는 핵종들은 연소성 핵종과, 모든 비연소성
핵종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가상 핵종으로 구성된다. 연소성 핵종에는 핵분열 사슬
핵종, 핵분열 생성물 및 가연성 흡수체 핵종들이 포함된다. 제어봉에 대한 군정수는
제어봉집합체군에 따라 달리 만들어진 거시적 단면적이 이용된다.
노달 방법은 비교적 큰 노드를 균질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군정수들을
잘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CASMO-3에서는 순중성자류가 0이 되는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구해진 중성자속을 가중 함수로 하여 단면적이 결정된다. CASMO-3의 비
균질 격자 세포 계산에서 얻어진 반응율, 중성자속 및 중성자류의 양이 보존되도록
MASTER에서는 단순등가이론을 사용한다.[3.6.2-6, 7, 8] 한편, 반사체 단면적을 위
한 균질화는 노심과 반사체의 경계면에서 강철 재질의 노심 격막 및 냉각수로 구성
되어 있는 실제의 복잡한 비균질 기하 구조에서 구한 반응 행렬(response matrix)
이 보존되도록 이루어진다.[3.6.2-9, 10, 11, 12]
핵연료봉별 중성자속 분포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진
다.[3.6.2-13] 먼저, 노달 중성자 균형 방정식을 풀어 노드별 평균 중성자속, 노드 경
계면에서의 평균 중성자속과 중성자류 등을 구한다. 그 다음, 노드가 균질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노드 내부의 균질화 중성자속 분포를 특수 보간법을
통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얻어진 노드 내부의 균질화 중성자속 분포에 집합체의 비
균질성을 나타내는 조형 함수를 곱함으로써 노드 내부의 핵연료봉별 중성자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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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핵연료봉별 출력분포도 구할 수 있게 된다.
MASTER에서는 노드 내부의 반경방향 균질 중성자속 분포를 개선된 해석해를 이
용한 연속 곡면화 기법(Method of Successive Smoothing by Use of Improved
Analytical Solution)을 사용하여 계산한다.[3.6.2-14, 15]
핵연료봉별 출력분포도 핵연료봉별 중성자속 분포와 유사하게 균질 핵연료봉 출
력분포와 미리 계산된 출력 조형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봉
별 연소도 분포의 경우 MASTER에서는 이들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핵연
료봉별 연소도 분포의 계산에는 연소도 조형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비균질 핵연료
봉별 출력에 따라 핵연료봉 각각의 비균질 연소도량을 직접 계산한다. ( x,y ) 위치
에서의 비균질 핵연료봉 연소도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ΔB

het

(x,y) =

P

het

(x,y)
ΔB .
P

(3.6.2-7)

여기에서,
P

het

(x,y) = 연소구간 동안 ( x,y) 위치에서의 비균질 평균 핵연료봉 출력,

P = 연소 구간 동안의 노드 평균 출력,
ΔB = 연소 구간 동안 P 에 대응하는 노드 평균 연소도 증가량이다.

식 (3.6.2-7)의 비균질 평균 핵연료봉별 출력은 이전 연소 단계와 현재 연소 단계
의 핵연료봉별 출력을 산술 평균한 것이다.
MASTER 코드는 CASMO-3 코드에 근거한 미시 연소 모델을 사용하고 있
다.[3.6.2-16,17] 연소 방정식의 해는 완전 가중 예측-수정 기법(fully weighted
predictor-corrector

method)

또는

반

가중

예측-수정

기법(semi

weighted

predictor-corrector method)을 사용하여 구해진다. MASTER 코드에서는 연소 계산
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대부분의 핵종에 대하여 계산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
여 기본적으로 반 가중 예측-수정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소 계산의 정확도 유
지가 곤란한 핵종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완전 가중 예측-수정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거시 단면적의 변화가 매우
큰 가연성 흡수체의 경우, 예측과 수정에 의해서 계산된 값들에 대한 가중치의 결
정 방법이 계산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ASTER 코드에서는 가연성 흡수
체에 대한 연소 계산 수행시 코드 내에서 자동적으로 적절한 가중치가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MASTER 연소모듈에서 고려하고 있는 중핵종 반응 사슬은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반응 사슬로 분리하여 선형화할 수 있다.
U235→U236→Np237→Pu238→Pu239→Pu240→Pu241→Pu242→Am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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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8→Np239→Pu239→Pu240→Pu241→Pu242→Am243
U238→Np237→Pu238→Pu239→Pu240→Pu241→Pu242→Am243
가연성 흡수 핵종을 제외한 핵종들의 미시 단면적은 연소도 등의 함수로 표시되
는데 반하여, 가연성 흡수체의 유효 미시 단면적은 유효 수밀도 등의 함수로 표시
되어 사용된다. 또한, MASTER는 평형상태 및 천이상태에서의 요오드(I)와 제논
(Xe), 프로메슘(Pm)과 사마륨(Sm) 반응 사슬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갖고 있다.
연소도의 구배가 심한 집합체를 하나의 균질화된 노드로 취급하고 있는 노달 방
법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산의 정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소도 보정 모델을 사용
하고 있다.[3.6.2-18] MASTER에서는 노드 평균 연소도에 대응되는 평균 거시 단면
적을 먼저 구한 다음 노드 내부의 연소도 구배에 따른 거시 단면적의 변화 효과를
반영하는 연소도 보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MASTER의 열수력 모델은 핵계산중 핵연료 및 냉각재의 온도 궤환 계산 전용의
간이 열수력 모델과 궤환 계산 및 특정 핵연료집합체의 열수력 성능 해석에 사용되
는 부수로(subchannel)해석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MASTER에서의 열수력 궤환 계
산은 노심의 각 집합체에 상응하는 수로에 대하여 수행된다. 간이 열수력 모델은
냉각재 엔탈피를 계산하는 열 균형모듈과 평균 핵연료 온도를 계산하기 위한 모듈
로 구성되어 있다. MASTER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수로 해석모델은 COBRA3-C/P
이며 핵계산모듈과 통합되어 정상 및 천이 노심 상태에서의 핵연료집합체 상세 열
수력 성능 해석을 수행한다.[3.6.2-19, 20, 21]
간이 열수력 모델에서의 엔탈피 증가는 각 수로의 하단 노드로부터 상단 노드까
지 차례로 핵계산모듈에서 계산된 노드별 출력을 입력받아 계산된다. 여기에서 얻
은 엔탈피는 MASTER 코드에 내장된 증기표에 따라 냉각재 온도 및 밀도 등으로
환산되며 핵연료 온도는 간이 열수력 모델의 경우 핵연료 성능 분석 코드에 의해
미리 준비된 연소도와 선출력 관계 함수에 따라 계산된다. 열수력모듈로부터 얻어
진 핵연료 온도, 냉각재 온도 및 밀도는 핵계산모듈에서 결정된 수용성 붕소 농도
와 더불어 노드별 중성자 단면적 계산에 사용된다. MASTER의 입력으로 제공되는
단면적 표에는 기준 상태의 미시 단면적과 기준상태에서 벗어난 붕소 농도, 핵연료
온도, 냉각재 온도, 냉각재 밀도 변화에 의한 미시 단면적의 미분 변화 항을 포함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의 변수들의 작은 변화에 의한 미시 단면적들의 변화는 선
형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MASTER에서는 각 변수들의 단면적에 대한 영향을 다
음 식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σ
Δppm
∂ppm
∂σ
∂σ
∂σ
Δ T f+
ΔT m +
Δρ m
+
∂T m
∂ρ m
∂ Tf

σ( ppm, T f,T m ,ρ m ) = σ( ppm 0, T f0,T m0 ,ρ m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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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여기에서,
σ( ppm 0 ,T f0,T m0 ,ρ m0 ) = 기준 상태에서의 미시 단면적,
Δppm = ppm - ppm 0 ,
Δ Tf =

Tf -

T f0 ,

ΔT m = T m - T m0 ,
Δρ m = ρ m - ρ m0 .

MASTER에서의 천이상태 중성자속 계산 방법은 시간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상상태 중성자속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 MASTER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이상태
계산시의 시간차분화 방법은 “implicit first order Euler method”이며 시간 단계간의
수치해 가속은 진동수 변환(frequency transformation)법을 사용하고 있다. 천이상태
계산모듈은 짧은 시간 동안 제어봉 위치, 붕소 농도, 입구 유량, 입구 냉각재 온도,
압력 등의 변화에 따른 노심 평균 출력, 열수력 관련 값 및 핵연료봉별 출력을 계
산한다. 또한, MASTER에서는 많은 부분의 정상상태 핵계산모듈과 천이상태 핵계
산모듈이 서로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의 정상상태 노심 조건에서 어떤 종류의
천이 계산 수행도 가능하다.
원자로는 부하추종운전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천이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MASTER에서는 이러한 제논 천이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제논 동특성
모듈이 내장되어 있다. 제논 천이모듈에서는 각 계산 단계 내에서의 중성자속 변화
를 선형적으로 근사하고 이 계산 단계 내에서 제논의 시간 변화는 Hermite 다항식
으로 표시되어 중성자속과 이에 따른 요오드, 제논, 프로메슘, 사마륨의 농도가 수
렴될 때까지 반복하여 계산이 수행된다.
MASTER에는 위의 정상상태 및 천이상태 중성자속 계산모듈과 더불어 수반 계
산을 위한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수반 중성자속은 정상상태 중성자속을 이용하여
구해지며, 수반 중성자속을 활용하여 유효 지발 중성자율, 지발 중성자 모핵종의 붕
괴 상수, 즉발 중성자 수명 등의 노심 동특성 인자를 생산할 수 있다.
MASTER 코드 내에는 이동식 및 고정식 노내계측기 모사모듈이 내장되어 있다.
이동식 노내계측기 모듈에서는 계측기의 수밀도가 연소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
로 가정하고, 고정식 노내계측기 모듈에서는 계측기의 연소가 고려된다.
MASTER는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선정한 특별한 출력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필
요한 독물질의 축방향 분포를 탐색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 기능은 축방향 출력
형태에 대한 운전 허용 한계치에 해당하는 축방향 출력 형태를 보수적으로 결정하
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며, 노심의 과도상태를 모사 계산할 때에는 이 보수적인 축
방향 출력 형태로부터 과도가 시작한다.
3.6.2.3.1.2 실측치와 비교
SMART에 사용한 핵설계 방법론은 여러 종류의 임계 실험로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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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inghouse형 발전소인 영광 1호기, 한국 표준형 발전소인 영광 3&4 호기 및 미
국 ABB-CE형 발전소인 Palo Verde 1호기의 실측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CASMO-3로 생산된 군정수를 사용한 MASTER 계산 결과와 측정치의 비교를 통
하여 계산 방법론을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과 관련된 일련의 불확실도
및 편차를 제공하여 이들을 계산 결과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성 분석에 사용하기 위
한 최적 예측값 및 95/95 신뢰도 구간 한계치를 생산한다.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한
검증 결과는 참고문헌 [3.6.2-4]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부의 인가를 획득
했다. 아울러 계산과 관련된 불확실도 및 편차도 참고문헌 [3.6.2-4]에 수록되어 있
다.
가) 임계도 실험
국부적인 핵연료봉의 출력분포는 노심 내에서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핵연료봉 첨두 출력 불확실도는 핵연료집합체의 불확실도와 비균질 조형 함
수의 불확실도를 조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비균질 조형 함수의 불확실도를 분석
하기 위하여 임계 실험의 벤치마크 계산과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한 불확실도를 분
석하였다. CASMO-3는 최대 17x17의 핵연료봉 배열까지 밖에 모사할 수 없으므로
임계 실험의 노심 모사는 CASMO-3로 생산된 군정수를 사용한 DOT[3.6.2-22]코드
로 수행되었다. 임계 실험 노심의 상세한 구조와 분석 내용은 참고 문헌 [3.6.2-23]
에 기술되어 있으며, CASMO-3/MASTER로 계산되는 핵연료봉 출력분포의 불확실
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5개의 B&W 임계 노심을 MASTER로 모사하여 최대 오차를
분석한 결과 최대 오차는 표 3.6.2.12와 같이 모두 ±0.02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비균질 조형 함수의 불확실도 0.02는 핵연료집합체 내 첨두 출력계
수의 불확실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반응도
CASMO-3/MASTER의 노심 반응도 예측 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하
여 실측된 임계 붕소 농도의 차이와 실제 운전 조건에 따라 계산된 반응도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반응도의 공차 한도는 non-parametric 통계 분석법을 통하여 366
pcm으로 평가되었다.
다) 첨두출력인자
노심의 설계 및 운전에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첨두출력인자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ㆍ3차원 노심 첨두출력인자

Fq =

Max
[ P( x,y,z) ]
x,y,z

ㆍ축방향적분 반경방향 첨두출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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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 P( x,y,z)dz
Max ⌡
Fr =
[
]
⌠dz
x,y
⌡

(3.6.2-10)

ㆍ평면 반경방향 첨두출력인자

F xy =

Max Max ȍ
[
[ P ( x, y )]z ]
z
x,y

(3.6.2-11)

여기서 P( x,y,z) 는 위치 ( x,y,z) 에서의 상대 출력 밀도를 의미하며 ȍ
P ( x, y )는 평면
별로 정규화된 상대 출력 밀도를 의미한다. 출력분포의 불확실도 역시 계산치와 실
측치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첨두 출력의 불확실도는 95/95 확률/
신뢰도 구간에서 F q , F r , F xy 에 대하여 각각 ±0.050, ±0.032, ±0.040으로 평가되었
다. 핵연료봉 단위의 첨두 출력은 핵연료집합체 첨두 출력과 유사하게 정의되며 그
불확실도도 핵연료집합체 첨두 출력의 불확실도를 기초로 산출된다. 핵연료집합체
내 첨두 출력계수의 불확실도 0.02와 핵연료집합체 첨두 출력계수의 불확실도를 이
용하여 산출하면 95/95 확률/신뢰도 구간에서 F q , F r , F xy 에 대하여 각각 ±0.054,
±0.038, ±0.045가 된다.
라) 등온 온도계수
등온 온도계수는 노심 내 냉각재와 핵연료의 온도가 1℃ 변하는데
따라 변화하는 노심 반응도의 양으로 정의된다. 이 등온 온도계수는 노심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인자이며 냉각재 온도계수는 이 등온 온도계수에서 핵연료 온도 변
화로 인한 양을 뺀 값이다. 따라서, 등온 온도계수의 불확실도는 냉각재 온도계수의
불확실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등온 온도계수의 불확실도는 계산치와 실측치의 차
이와 95/95의 확률/신뢰도 구간에서 ±2.31 pcm/℃로 평가되었다.
마) 출력계수 및 핵연료 온도계수
출력계수는 노심의 출력준위를 1% 증가시키는데 따른 노심 반응도
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출력계수는 계산치와 실측치 차이와 95/95 확률/신뢰도 구간
에서 ±1.57 pcm/%power로 평가된 불확실도를 나타낸다. 핵연료 온도계수의 불확
실도는 출력계수의 불확실도를 % 단위로 환산하여 간단히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핵연료 온도계수의 불확실도는 95/95 확률/신뢰도 구간에서 14.41%로 평가되었다.
바) 제어봉 반응도가
개별 제어봉 반응도가의 계산값와 측정값의 차이를 95/95 확률/신뢰
도 구간에서 평가된 불확실도는 11.66% 이며 총 제어봉 반응도가의 계산값와 측정
값의 차이를 95/95 확률/신뢰도 구간에서 평가된 불확실도는 9.54%로 나타났다. 총
제어봉 반응도가의 불확실도와 개별 제어봉집합체에 대한 반응도가의 불확실도가
다른 이유는 개개의 제어봉집합체의 반응도가가 매우 작으며, 따라서 측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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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도 효과가 보다 큰 오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사) 역 붕소 반응도가
역 붕소 반응도가는 노심의 반응도를 1 pcm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수용성 붕소의 양을 의미한다. 역 붕소 반응도가의 측정치는 제어봉 반응도가의 측
정시 얻을 수 있는데 이 측정치에는 붕소 농도 측정과 제어봉가 측정의 오차가 내
재되어 있다. 역 붕소 반응도가의 95/95 확률/신뢰도 구간에서 평가된 불확실도는
12.00%로 나타났다.
표 3.6.2.13은 불확실도 평가치와 적용치 그리고, SMART 노심에 대한 보다 보수
적인 적용치를 정리하였다.
3.6.2.3.2 공간적 안정성
3.6.2.3.2.1 해석방법
제논 때문에 생기는 출력분포의 공간 진동은 두 가지의 방법, 즉 시간
종속 공간 계산 및 선형 모달 해석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간 종속 공간
계산법은 중성자속과 출력밀도 분포를 공간, 에너지 및 시간의 함수로써 계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선형 모달 해석법은 정상상태에서 계산한 중성자속, 기여도 (수반
중성자속), 제논 및 옥소 농도 및 기타 관련 변수들에 기초하여 감쇠계수를 계산하
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검증된 전산 코드인 MASTER 코드를 이용하여 SMART 노심
에 대하여 시간 종속 3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3.6.2.3.2.2 반경방향 제논 진동
반경방향 출력분포 진동이 극히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
의 출력계수에 의한 감쇠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SMART 노심에 대해 공간 및 시
간 계산을 수행하였다. 초기 섭동은 노심의 중심 5개 집합체 위치에 제어봉을 삽입
하여 0.3 %Δρ에 해당하는 음의 반응도를 1시간 동안 삽입하였다. 섭동이 제거된 뒤
발생하는 진동 현상을 15분 간격으로 80시간에 걸쳐 추적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진동은 -0.12/hr의 감쇠계수로 매우 빨리 소멸되었다. 따라서, 반경방향의 제논 진동
에 의한 노심의 불안정 상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6.2.3.2.3 방위각방향 제논 진동
방위각방향의 섭동 후에 나타나는 노심 거동을 MASTER 코드로 직접
적으로 모사 계산하여 방위각방향의 제논 안정성을 해석하였다. 섭동은 냉각재 입
구 온도 분포가 27 ℃만큼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출력
및 감속재 궤환 효과를 고려하였다.
3.6.2.3.2.4 축방향 제논 진동
그림 3.6.2-35에는 주기초와 주기말에서 축방향 출력분포의 시간에 따
른 변화를 보여 준다. 초기 섭동은 2시간 동안 노심 출력을 50%로 감소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감쇠계수는 표 3.6.2-11에서와 같이 시간당 -0.1187/-0.1458로 계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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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3 원자로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 계산 모델
3.6.2.2.8절에서 계산된 원자로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량은 각분할 수송 코
드인 DORT-3.2[3.6.2-24]를 사용하여 2차원 중성자 수송이론으로 구한 것이다.
DORT-3.2에서는 R-θ좌표계를 이용하여 원자로심, 반사체, 압력용기 내부구조물
및 압력용기를 8분의 1 대칭으로 모사한다. 중성자 선원항으로는 2차원 연료봉 출
력분포가 사용된다.
미시적핵단면적 자료인 DLC-185/BUGLE96[3.6.2-25]로부터 재질의 거시적 중성
자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GIP4.3 코드[3.6.2-26]를 사용한다.
압력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의 계산값은 +30%의 불확실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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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1 핵설계 특성

항 목

값

일반 특성
핵연료 관리

3 영역, 단일배치

노심 평균 연소도 (990일)

26.16 MWD/kgU

노심 평균 U-235 농축도 (wt%)

4.88

노심 평균 H2O/UO2 체적비, 고온

2.03
49

제어봉집합체 수
가연성독봉
개수
Al2O3-B4C

1288

Gd2O3-UO2

292

반응도, %Δρ (주기초)
고온, 290℃

22.8

저온, 20℃

16.2

임계 제어봉 위치 (주기초)

(R4/R3/R2/R1/S2/S1)

저온, 20℃

20/20/20/39/40/40

고온 영출력 무제논, (295℃)

40/50/110/170/200/200

고온 전출력 무제논, (290℃)

40/73/133/193/200/200

고온 전출력 평형 제논 (290℃)

72/132/192/200/200/200

5% 미임계, 저온

20/20/20/20/20/36

중성자 변수
주기 평균 중성자 수명 (microseconds)
주기 평균 지발 중성자 분율

16.7
0.0064

플루토늄 생성

㤴⅃⦳ 㣋Ყ㕟ᙃ ㄛⱄ ⒜⓰ᮈ ( g)
デᇯ⩯ᬻᙃỳ။ ( kg)

5.78

ボ 㣋Ყ㕟ᙃ ㄛⱄ ⒜⓰ᮈ ( g)
デᇯ⩯ᬻᙃỳ။ ( kg)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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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2

유효증배계수 및 반응도 자료

조 건

유효증배계수

반응도 (Δρ)

저온, 20℃, 주기초, 전 제어봉 인출

1.173

0.148

저온, 20℃, 주기초, 전 제어봉 삽입

0.906

-0.104

고온, 295℃, 주기초, 영출력, 무제논

1.072

0.067

고온, 주기초, 전출력, 무제논

1.056

0.053

고온, 전출력, 평형 제논

1.031

0.030

고온, 전출력, 평형 제논 및 사마륨

1.024

0.024

반응도 결손, 고온

0.008

영출력 - 전출력, 주기초

0.006

연료 온도

0.002

감속재 온도
반응도 결손, 고온

0.006

영출력 - 전출력, 주기초

0.006

연료 온도

0.0001

감속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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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3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응도계수와 노심 반응도계수 비교
(표 3.6.2-4의 계수)
감속재온도계수

*1)

도플러계수

*2)

밀도계수

(pcm/℃)

(pcm/℃)

(Δρ/gm/cc)

주기초

-62.9

그림 3.6.2-3

0.215

주기말

-48.4

그림 3.6.2-3

적용 안함

-65.0

그림 3.6.2-3

적용 안함

-51.6

그림 3.6.2-3

적용 안함

전출력

영출력 (전출력 제논)
주기초
주기말

(사고해석에 사용된 계수)
감속재온도계수

*1)

도플러계수

*2)

밀도계수

(pcm/℃)

(pcm/℃)

(Δρ/gm/cc)

전출력/영출력

표 3.6.2-5

표 3.6.2-6

적용 안함

제어봉 낙하사고

표 3.6.2-5

표 3.6.2-6

적용 안함

유량 상실사고

표 3.6.2-5

표 3.6.2-6

적용 안함

표 3.6.2-5

표 3.6.2-6

적용 안함

적용 안함

표 3.6.2-6

제어봉 인출사고

제어봉 이탈사고
주기초, 전출력/영출력
냉각재 상실사고
소형 파단

QXP

표 3.6.2-7

3)

㇠Ḕ䚨㉑㜄G ㇠㟝═G 㝜⓸㜄G 䚐G ᵄ㋁㣠G ⵌ㢅⓸⏈G Ḕ㝜G 㜵㻐⥙G 㦤ᶨ㜄㉐G 㨰ὤ㸼SG 㨰ὤ
㩅SG 㨰ὤ⬄G ᴵᴵG TXZ]U^^VTZ]U][SG TXZ]U_]VTZ\U^WSG TX[XU^_VTZZU[XG VG 㜄G 䚨
䚐␘UG 㢨G 㩅G 㨰ὤ⬄G G 㜄G 䚨䚌⏈G ᵆ㢨G ⸨㍌㤵㡰⦐G ㇠㟝╌㛼␘UG

QYP

㝜⓸㜄G ♤⪬G ⓸䙀⤠᷸㍌⏈G 㨰ὤ㸼G TX]\U]G V K ٻڇ㨰ὤ⬄ ڊۈھۋٻڑډڋڔڌڈٻK ٻ㜄ٻ䚨

QZP

㤸㻐⥙G ᵆ㡸G 㤵㟝䚌㜴␘UO㤸㻐⥙G ㇵⴴ⓸G X㜄㉐G ⴴ⓸᷸㍌⏈G WUX\]G ΔρVV㜄G 䚨

䚐␘ٻډ㇠Ḕ䚨㉑㜄ٻ㇠㟝═ٻ᷸㍌⏈ٻ䖐ٻڑڈڍډڑډڎٻ㩅ٻۀۑۄۏڼۂۀۉٻۏێۊۈٻᷱ㟤㢨␘ٻډ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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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4 반응도계수

인 자

값

감속재 온도계수 (pcm/℃)
주기초
저온, 20℃, 무제논, 임계

-17.3

고온, 영출력, 295℃, 무제논, 임계

-71.1

고온, 전출력, 290℃, 무제논, 임계

-67.9

고온, 전출력, 290℃, 평형제논, 임계

-62.9

고온, 영출력, 295℃, 전출력 평형제논, 임계

-65.0

주기말
저온, 20℃, 무제논, 임계

-7.5

고온, 영출력, 295℃, 전출력 평형제논, 임계

-51.6

고온, 전출력, 290℃, 평형제논, 임계

-48.4

감속재 밀도계수 (Δρ/gm/cc)
고온, 전출력, 290℃, 주기초

0.215

출력계수에 대한 연료 온도계수 기여도 (pcm/%Power)
고온, 영출력, 주기초

-6.63

고온, 전출력, 주기초

-5.86

감속재 기포계수 (pcm/%기포)
고온, 전출력, 290℃, 주기초

-160

고온, 전출력, 290℃, 주기말

-188

감속재 압력계수 (pcm/bar)
고온, 전출력, 290℃, 주기초

3.58

출력계수 (pcm/%Power)
고온, 전출력, 290℃, 주기초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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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5

감속재 온도에 대한 감속재 반응도 변화

BOC
Tm (℃)

MOC

EOC

most neg.

least neg.

most neg.

least neg.

most neg.

least neg.

Δρ(%)

Δρ(%)

Δρ(%)

Δρ(%)

Δρ(%)

Δρ(%)

315

-3.12

-0.89

-3.18

-0.92

-3.32

-0.88

295

0.00

0.00

0.00

0.00

0.00

0.00

270

3.07

0.85

3.05

0.80

3.17

0.75

240

6.04

1.62

5.93

1.50

6.13

1.36

200

9.32

2.45

9.04

2.19

9.28

1.95

160

12.11

3.14

11.62

2.73

11.88

2.38

120

14.53

3.73

13.83

3.18

14.06

2.72

100

15.63

4.00

14.82

3.39

15.03

2.88

80

16.65

4.26

15.74

3.58

15.94

3.03

60

17.60

4.51

16.58

3.77

16.75

3.17

20

19.20

4.97

17.97

4.11

18.0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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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6 핵연료 온도에 따른 핵연료 반응도

Reactivity (Δpcm)

Fuel Temperature

most neg.

least neg.

℉

℃

√K

-761 pcm/√K

-136 pcm/√K

68

20

17.1216

0

0

212

100

19.3171

-1671

-298

230

110

19.5742

-1866

-333

374

190

21.5209

-3348

-597

392

200

21.7520

-3524

-628

464

240

22.6528

-4209

-750

518

270

23.3056

-4706

-839

554

290

23.7308

-5029

-897

572

300

23.9406

-5189

-925

590

310

24.1485

-5347

-953

716

380

25.5568

-6419

-1144

752

400

25.9451

-6715

-1197

896

480

27.4436

-7855

-1400

932

500

27.8056

-8130

-1450

1112

600

29.5491

-9457

-1686

1292

700

31.1954

-10710

-1910

1472

800

32.7590

-11900

-2122

1652

900

34.2513

-13035

-2324

1832

1000

35.6812

-14123

-2518

2192

1200

38.3816

-16178

-2885

2552

1400

40.9042

-18098

-3227

2912

1600

43.2799

-19906

-3549

3272

1800

45.5319

-21620

-3855

3632

2000

47.6776

-23252

-4146

3992

2200

49.7308

-24815

-4424

4352

2400

51.7025

-26315

-4692

4712

2600

53.6018

-27761

-4950

5072

2800

55.4360

-29156

-5198

5432

3000

57.2114

-30508

-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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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7 감속재 밀도에 대한 반응도

Density Ratio

Full Power (Δρ)

Zero Power (Δρ)

1.4

0.04427

0.01575

1.3

0.03621

0.01470

1.2

0.02644

0.01200

1.1

0.01455

0.00727

1.0

0.00000

0.00000

0.9

-0.00902

-0.00339

0.8

-0.02096

-0.00979

0.7

-0.03660

-0.02005

0.6

-0.05708

-0.03535

0.5

-0.08405

-0.05741

0.4

-0.12003

-0.08891

0.3

-0.16904

-0.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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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8

제어봉군 반응도가

고온
주기초 (%Δρ)

주기말 (%Δρ)

S1

6.41

5.97

S2

7.98

8.68

R1

9.16

9.96

R2

5.63

4.75

R3

1.46

1.24

R4

2.98

2.68

합계

33.61

33.28

노심 잉여반응도

4.37

2.21

29.24

31.07

주기초 (%Δρ)

주기말 (%Δρ)

S1

5.22

4.35

S2

6.28

6.48

R1

6.54

7.15

R2

4.18

3.26

R3

1.01

0.88

R4

1.98

2.22

합계

25.21

24.35

노심 잉여반응도

14.75

11.04

사용 가능 제어봉가

10.46

13.31

제어봉집합체

사용 가능 제어봉가

상온

제어봉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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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9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요구량과 이용 가능한 반응도 비교

반응도 및 제어봉가

주기초 (%Δρ)

주기말 (%Δρ)

잉여반응도, 고온, 전출력, 평형제논

2.98

1.41

제논 반응도

2.31

2.49

출력 결손, 고온 (전출력 - 영출력)

1.38

1.02

온도 결손, (295℃ - 20℃)

8.07

6.12

상온 정지여유도, 20℃

1.00

1.00

15.75

12.04

25.21

24.35

5.31

7.50

19.90

16.85

1.99

1.68

17.91

15.16

≤ 0.95

≤ 0.95

0.926

0.902

상온 정지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요구량
총 제어봉가
고착 제어봉가
순 제어봉가
제어봉가 불확실도 (10%)
유효 순 제어봉가
재장전 조건
keff 요구량
keff, 전제어봉 삽입 (10% 불확실도 포함)

표 3.6.2-10

제어봉 삽입 상태에 따른 첨두 출력 인자

반경방향 첨두 출력 (Fr)
제어봉 삽입 상태
주기초

주기말

제어봉집합체 완전 인출

2.05

1.93

R4 군

1.57

1.34

R4 + R3 군

1.73

1.47

R4 + R3 + R2 군

2.07

1.95

R4 + R3 + R2 + R1 군

2.76

2.15

R4 + R3 + R2 + R1 + S1 군

2.46

2.18

R4 + R3 + R2 + R1 + S1 + S2 군

1.69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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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11 축방향 안정성 지표 변화

출력 준위

주기초 (hr-1)

주기말 (hr-1)

100%

-0.1187

-0.1458

표 3.6.2-12 핵연료집합체 내 첨두 출력계수의 CASMO-3/MASTER 벤치마크 계산
결과

임계 노심

계산값

측정값

계산값-측정값

B&W #1

1.106

1.104

0.002

B&W #5

1.173

1.157

0.016

B&W #12

1.140

1.138

0.002

B&W #18

1.218

1.227

-0.009

B&W #20

1.301

1.28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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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13 불확실도 요약

불확실도

불확실도

SMART

평가치

적용치

적용치

366

410

500

0.040

0.05

5%

0.032

0.04

4%

0.050

0.06

6%

Fxy

0.045

0.06

6%

Fr

0.038

0.05

5%

Fq

0.054

0.07

7%

핵특성 인자
반응도
(pcm)
핵연료집합체 첨두출력인자
Fxy
Fr
Fq
핵연료봉 첨두출력인자

등온, 냉각재 온도계수
(pcm/℃)

Max
2.31

2.5

[2.5pcm/℃,10%]

1.57

1.6

-

14.41

15

15

11.66

15

15

9.54

10

10

12.00

12

-

출력계수
(pcm/%power)
핵연료 온도계수
(%)
개별 제어봉 반응도가
(%)
총 제어봉 반응도가
(%)
역 붕산 반응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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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B

B

B

B

B

B

C

C

C

B

B

A

B

C

C

C

C

C

B

AG

B

B

C

C

C

C

C

B

B

A

B

C

C

C

C

C

B

AG

B

B

C

C

C

B

B

B

B

B

B

B

A

B

A

Type

Total
Number
of FA's

Number of Number of
B-10
Number of
Normal
Gd Poison Contents Al2O3-B4C
shims
Fuel Rods
Rods
(g/cm)

A

8

224

12

0.01110

28

28 / 0

B

28

240

4

0.01588

20

16 / 4

C

21

236

4

0.01588
0.02900

8
16

8 / 0
8 / 8

Total

57

13,468

292

-

1,288

-

그림 3.6.2-1 노심 장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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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hims
Axial Cutback Region
Al2O3-B4C/Al2O3-only

گڢڊگڤ
ڄۈھڊۂٻڌڌڌڋډڋڃۈۄۃڮٻڞڏڝڈڎڪڍۇڜ
ڿۊڭٻۇۀېڡٻۇڼۈۍۊک
ڿۊڭٻڎڪڍڿڢ

ڜٻۀۋ۔گ
گڢڊگڤ
ۈۄۃڮٻڞڏڝڈڎڪڍۇڜ
ڿۊڭٻۇۀېڡٻۇڼۈۍۊک
ڿۊڭٻڎڪڍڿڢ

ڝٻۀۋ۔گ

گڢڊگڤ
ۈۄۃڮٻڞ ڏ ڝڈ ڎ ڪ ڍ ۇڜ
ڿۊڭٻۇۀېڡٻۇڼۈۍۊک
ڿۊڭٻ ڎ ڪ ڍ ڿڢ
۔ۇۉڪٻ ڎ ڪ ڍ ۇڜ

ڿۀۉۊڵٻڝٻۀۋ۔گ

)Fuel Assembly Configurat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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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گڢڊگڤ
ڄۈھڊۂٻړړڐڌڋډڋڃۈۄۃڮٻڞڏڝڈڎڪڍۇڜ
ڿۊڭٻۇۀېڡٻۇڼۈۍۊک
ڿۊڭٻڎڪڍڿڢ
ڄۈھڊۂٻڋڔڍڋډڋڃۈۄۃڮٻڞڏڝڈڎڪڍۇڜ

ڞٻۀۋ۔گ
گڢڊگڤ
ڄۈھڊۂٻړړڐڌڋډڋڃۈۄۃڮٻڞڏڝڈڎڪڍۇڜ
ڿۊڭٻۇۀېڡٻۇڼۈۍۊک
ڿۊڭٻڎڪڍڿڢ
ڄۈھڊۂٻڋڔڍڋډڋڃۈۄۃڮٻڞڏڝڈڎڪڍۇڜ
۔ۇۉۊٻڎڪڍۇڜ

ڿۀۉۊڵٻڞٻۀۋ۔گ

)Fuel Assembly Configurat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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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h

i

j

Type

Gd2O3
Content
(wt%)

Number of
Gd Poison
Rods

B-10
Contents
(g/cm)

Number of
Al2O3-B4C
shims

Number of Shims
Axial Cutback Region
Al2O3-B4C/Al2O3-only

A

4

12

0.01110

28

28 / 0

B

4

4

0.01588

20

16 / 4

C

4

4

0.01588
0.02900

8
16

8 / 0
8 / 8

그림 3.6.2-3 축방향 가연성독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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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LINE: AXIALLY AVERAGED FUEL ASSEMBLY POWER
SECOND LINE: AXIALLY AVERAGED FUEL ROD
POWER
THIRD LINE: PIN LOCATION (I,J)
Y/X

E

D

C

B

A

5

0.6269 0.7331 1.1862 1.3195 0.8331
0.7216 0.9595 1.4264 1.5250 1.1999
1 1 17 17 14 13 8 9 1 9

6

0.7331 0.9197 1.2147 1.2134 0.5928
0.9595 1.2143 1.4198 1.4427 1.0939
1 17 17 17 14 5 5 9 1 1

7

1.1862 1.2147 1.2663 0.8967
1.4264 1.4198 1.4616 1.3017
5 14 5 14 9 8 1 1

8

1.3195 1.2134 0.8967
1.5250 1.4427 1.3017
9 8 9 5 1 1

9

0.8331 0.5928
1.1999 1.0939
9 1 1 1

MAXIMUM
MAXIMUM
MAXIMUM
MAXIMUM

PIN (3-D)
PIN (2-D)
NODAL (3-D)
ASSEMBLY

POWER
POWER
POWER
POWER

(FXYZP)
(FXYP)
(FXYZN)
(FXYN)

=
=
=
=

1.9046
1.5250
1.6522
1.3195

AT
AT
AT
AT

(E
(E
(B
(E

,8
,8
,5
,8

, 8, 9, 5)
, 9, 8)
, 8)
)

그림 3.6.2-4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전출력 평형제논, 임계, 0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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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LINE: AXIALLY AVERAGED FUEL ASSEMBLY POWER
SECOND LINE: AXIALLY AVERAGED FUEL ROD
POWER
THIRD LINE: PIN LOCATION (I,J)
Y/X

E

D

C

B

A

5

0.6059 0.7096 1.1482 1.3195 0.8843
0.6671 0.8893 1.3338 1.4692 1.2067
1 1 17 17 14 13 5 6 2 9

6

0.7096 0.8942 1.1756 1.2166 0.6753
0.8893 1.1236 1.3415 1.4323 1.1408
17 17 17 17 10 9 5 4 1 1

7

1.1482 1.1756 1.2292 0.8891
1.3338 1.3415 1.3808 1.2274
5 14 9 10 6 5 1 1

8

1.3195 1.2166 0.8891
1.4692 1.4323 1.2274
12 5 4 5 1 1

9

0.8843 0.6753
1.2067 1.1408
9 2 1 1

MAXIMUM
MAXIMUM
MAXIMUM
MAXIMUM

PIN (3-D)
PIN (2-D)
NODAL (3-D)
ASSEMBLY

POWER
POWER
POWER
POWER

(FXYZP)
(FXYP)
(FXYZN)
(FXYN)

=
=
=
=

1.9528
1.4692
1.7447
1.3195

AT
AT
AT
AT

(B
(E
(B
(B

,5
,8
,5
,5

, 8, 4,13)
,12, 5)
, 9)
)

그림 3.6.2-5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전출력 평형제논, 임계, 7.93 MWD/kgU)

- 303 -

FIRST LINE: AXIALLY AVERAGED FUEL ASSEMBLY POWER
SECOND LINE: AXIALLY AVERAGED FUEL ROD
POWER
THIRD LINE: PIN LOCATION (I,J)
Y/X

E

D

C

B

A

5

0.5235 0.6315 1.0841 1.3407 0.9647
0.5714 0.8013 1.2713 1.4435 1.2509
1 1 17 1 15 5 7 6 2 9

6

0.6315 0.8191 1.1164 1.2388 0.7850
0.8013 1.0430 1.2612 1.4052 1.2017
17 17 17 17 15 5 5 4 4 5

7

1.0841 1.1164 1.2020 0.8982
1.2713 1.2612 1.3117 1.2233
5 15 5 15 7 6 5 4

8

1.3407 1.2388 0.8982
1.4435 1.4052 1.2233
6 7 4 5 4 5

9

0.9647 0.7850
1.2509 1.2017
9 2 5 4

MAXIMUM
MAXIMUM
MAXIMUM
MAXIMUM

PIN (3-D)
PIN (2-D)
NODAL (3-D)
ASSEMBLY

POWER
POWER
POWER
POWER

(FXYZP)
(FXYP)
(FXYZN)
(FXYN)

=
=
=
=

2.0359
1.4435
1.8886
1.3407

AT
AT
AT
AT

(E
(E
(E
(B

,8
,8
,8
,5

, 9, 6, 7)
, 6, 7)
, 9)
)

그림 3.6.2-6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전출력 평형제논, 임계, 15.85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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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LINE: AXIALLY AVERAGED FUEL ASSEMBLY POWER
SECOND LINE: AXIALLY AVERAGED FUEL ROD
POWER
THIRD LINE: PIN LOCATION (I,J)
Y/X

E

D

C

B

A

5

0.7497 0.8292 1.1468 1.2189 0.8994
0.7893 0.9518 1.2667 1.2975 1.1354
5 3 17 1 15 4 6 7 3 10

6

0.8292 0.9834 1.1603 1.1500 0.7479
0.9518 1.1236 1.2564 1.2692 1.1042
17 17 15 14 15 4 4 3 3 5

7

1.1468 1.1603 1.1548 0.8568
1.2667 1.2564 1.2564 1.1368
4 15 4 15 7 6 3 5

8

1.2189 1.1500 0.8568
1.2975 1.2692 1.1368
7 6 3 4 5 3

9

0.8994 0.7479
1.1354 1.1042
8 3 5 3

MAXIMUM
MAXIMUM
MAXIMUM
MAXIMUM

PIN (3-D)
PIN (2-D)
NODAL (3-D)
ASSEMBLY

POWER
POWER
POWER
POWER

(FXYZP)
(FXYP)
(FXYZN)
(FXYN)

=
=
=
=

1.7814
1.2975
1.6208
1.2189

AT
AT
AT
AT

(E
(E
(D
(B

,6
,8
,5
,5

, 8, 4,15)
, 7, 6)
, 7)
)

그림 3.6.2-7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전출력 평형제논, 임계, 23.78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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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LINE: AXIALLY AVERAGED FUEL ASSEMBLY POWER
SECOND LINE: AXIALLY AVERAGED FUEL ROD
POWER
THIRD LINE: PIN LOCATION (I,J)
Y/X

E

D

C

B

A

5

0.9751 1.0204 1.1879 1.1442 0.8355
1.0231 1.0956 1.2493 1.2299 1.0515
5 3 15 4 15 14 3 10 3 8

6

1.0204 1.1414 1.1821 1.0834 0.6984
1.0956 1.2349 1.2479 1.2108 1.0244
14 15 15 14 7 3 3 4 3 5

7

1.1879 1.1821 1.1183 0.8153
1.2493 1.2479 1.2367 1.0853
4 15 3 7 4 3 3 4

8

1.1442 1.0834 0.8153
1.2299 1.2108 1.0853
8 3 4 3 4 3

9

0.8355 0.6984
1.0515 1.0244
8 3 5 3

MAXIMUM
MAXIMUM
MAXIMUM
MAXIMUM

PIN (3-D)
PIN (2-D)
NODAL (3-D)
ASSEMBLY

POWER
POWER
POWER
POWER

(FXYZP)
(FXYP)
(FXYZN)
(FXYN)

=
=
=
=

1.9271
1.2493
1.7508
1.1879

AT
AT
AT
AT

(E
(E
(E
(C

,5
,7
,5
,5

, 9, 3, 4)
, 4,15)
, 9)
)

그림 3.6.2-8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전출력 평형제논, 임계, 26.16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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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9 축방향 출력분포 (0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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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0 축방향 출력분포 (7.93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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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1 축방향 출력분포 (15.85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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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2

축방향 출력분포 (23.78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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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3

축방향 출력분포 (26.16 MWD/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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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4 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초, 100-50-100%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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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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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초, 100-50-100% 출력, 0-8 시간)

- 310 -

100

1.4

1.4

1.2

1.2

80

Relative Power

Power (%)

70
60
50
40
30

Relative Power

90

1.0

0.8

0.6

10

0.8

0.6

HR = 8.5
p = 0.625

20

1.0

0.4

HR = 9
p = 0.75

0.4

0
0

5

10

15

20

25

0

50

150

200

0

1.4

1.2

1.2

1.0

0.8

Relative Power

1.4

1.2

1.0

0.8

0.6

HR = 9.5
p = 0.875

0.4
50

100

150

200

0

50

100

150

200

0

1.2

Relative Power

1.2

Relative Power

1.2

1.0

0.8

0.6

0

50

150

200

150

200

0.8

0.6

0.4

100

100

1.0

HR = 24
p=1

HR = 20
p=1

Core Height, cm

그림 3.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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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초, 100-50-100% 출력, 8-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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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7 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중, 100-50-100%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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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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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중, 100-50-100% 출력, 0-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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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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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중, 100-50-100% 출력, 8-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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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0 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말, 100-50-100%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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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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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말, 100-50-100% 출력, 0-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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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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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하추종운전 모사 (주기말, 100-50-100% 출력, 8-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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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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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열적여유도 평가에 사용된 1/2 고온 집합체 내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Fr=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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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4 대표적인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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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5 유효 핵연료 온도에 따른 핵연료 온도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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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6 감속재 온도에 따른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 (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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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7 감속재 온도에 따른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 (주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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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8

감속재 밀도에 따른 감속재 밀도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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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9 출력계수에서의 핵연료 온도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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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0 제어봉집합체 군별 배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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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1 제어봉집합체 중첩 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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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2 중첩된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에 따른 전형적인 적분 제어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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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3

SMART 스크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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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4 연소도에 따른 방위각방향 안정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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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5 축방향 출력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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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노심 열수력설계
3.6.3.1 설계요건 및 기준
3.6.3.1.1 설계요건
가) 원자로심 및 이와 관련된 냉각재, 그리고 제어 및 보호 계통은 정상
운전 및 예상 과도상태에서 핵연료 설계 기준(SAFDL: 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을 만족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 열적여유도 평가에 사용되는 노심 설계 인자 및 계산 방법론에 내재한
불확실도는 적어도 95% 신뢰도와 95% 확률로 처리되어야 한다.
3.6.3.1.2 설계 기준
노심 열수력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DNB 설계 기준
정상운전 및 예상 과도상태시, 노심에서 핵비등 이탈(DNB: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연료봉에서는, 95%의 신뢰도로서
DN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수력적 안정성 설계 기준
정상운전이나 예상 과도상태시 수력적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다) 핵연료 온도 설계 기준
정상운전 및 예상 과도상태시 노심의 최고 선출력 연료봉에서는, 95%
의 신뢰도로서 핵연료의 최고 온도가 그 용융점보다 낮을 확률이 95% 이상이 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노심 유량 설계 기준
1차 계통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모두 작동할 경우, 노심 입구 유량은
설계 최소치보다는 크고, 설계 최대치보다는 작아야 한다. 1차 계통 냉각재 유량 중
일부는 노심 냉각에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노심 우회류라 한다. 노심 유량의 설
계 최소치는 1차 계통 유량의 설계 최소치로부터 노심 우회류의 설계 최대치를 뺀
값이다. 열적 설계에는 노심 유량의 설계 최소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
조물은 냉각재 유량이 노심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 과도상태
시 노심을 적절히 냉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6.3.2 노심 열수력설계
3.6.3.2.1 설계 방법론
가) CHF 상관식 체계
핵연료 설계 기준인 SAFDL은 핵연료봉 표면에서의 DNB와 핵연료봉
중심 용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기존 가압 경수로와 마찬가지로 SMART
노심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NB 조건이 핵연료봉 중심 용융 조건보다 먼저 발생하
므로 DNB에 대한 여유도는 노심의 열출력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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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BR 계산에 사용된 SR-1 CHF 상관식은 SMART 노심 운전 조건을 포함하는
정방형 집합체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국부조건 상관식으로서 그림 3.6.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관식 한계 DNBR은 1.34로 평가되었다[3.6.3-1]. CHF 계산을
위한 국부 열수력 조건은 MATRA 코드[3.6.3-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SR-1 CHF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정방형 집합체 CHF 실험 자료의 범위는 아래
와 같다.
ㆍPressure (bar):

68 ∼ 171,

ㆍMass flux (kg/m2/s):

470 ∼ 4973,

ㆍCritical quality:

-0.21 ∼ 0.70,

ㆍHeat flux (kW/m2):

513 ∼ 4380,

ㆍHeated length (m):

1.37 ∼ 4.27,

ㆍHydraulic diameter (mm):

9.5 ∼ 13.6,

ㆍHeated equivalent diameter (mm):

11.8 ∼ 15.7,

ㆍGrid spacing (m):

0.25 ∼ 0.55.

나) 노심 열수력장 해석 체계
SMART 노심 열수력설계 기준 평가를 위하여 적용한 열수력설계 코
드 체계는 그림 3.6.3-2와 같다. 노심내의 열수력장 분포 및 최소 DNBR 계산과 같
은 열적 해석은 부수로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MATRA 코드로 수행하며, 노심 압
력 손실 및 집합체 양력 평가를 위한 수력적 해석은 DIWAN 코드[3.6.3-4]로 수행
하였다. MATRA 코드로부터 DNBR 신속 계산 모델을 개발하여 사고 해석 및 노
심 보호 감시계통 설계에 적용하였다[3.6.3-5].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한 부수로 해석을 통하여 MATRA 코드의 적용성을 평가
하였으며[3.6.3-6], 정상 운전상태에서 노심 최소 DNBR 계산을 위한 고온부수로 해
석 모델은 그림 3.6.3-3과 같이 1/8 노심에 대한 60 채널 모델로 선정되었다. 15%
이상의 정상상태 열적여유도 확보를 위한 연료봉 출력 첨두 제한치는 1.72로 평가
되었다[3.6.3-3]. 봉출력 첨두치가 1.72인 반경방향 열수력설계 출력분포는 그림
3.6.3-3에 제시하였다.
설계 출력분포의 보수성은 핵설계 분야에서 제공한 노심 출력분포 자료와 비교하
여 확인하였다[3.6.3-7]. 연소도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상
운전상태 열수력설계를 위한 축방향 출력분포는 그림 3.6.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축방향 출력 첨두치가 1.29인 주기말 출력분포가 선정되었다. 노심 입구 유량 분포
는 기존 웨스팅하우스형 원자로 노심 열수력설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참조하
여 고온 집합체 입구에 95%의 유량이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상 운전 조건
은 표 3.6.3-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정상상태 노심 최소 DNBR은 2.44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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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2 설계 해석
가) 열수력설계 기본 자료
SMART 노심 열수력장 해석 및 타 설계분야에 제공하기 위한 노심
열수력설계 기본자료를 생산하여 그 결과를 표 3.6.3-1에 제시하였다[3.6.3-8].
나) 열적여유도 평가
SMART 노심은 15% 이상의 운전 여유도 확보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SR-1 CHF 상관식과 통계적 DNB 설계 방법론을 통하여 설정된 설계 한계 DNBR
을 바탕으로 SMART 노심의 정상상태 열적여유도를 평가하였다. SR-1 CHF 상관
식의 기본 형태는 축방향 출력분포가 균일하며 혼합 날개가 부착된 정방형 집합체
들에 대한 1255 개의 CHF 실험 자료로부터 개발되었으며, 저유속 조건에 대한 382
개의 CHF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저유속 보정인자를 개발하였다. SMART 노심 운
전 조건을 고려하여 질량 유속이 1500 kg/m2/s 이하인 706개 실험 자료에 대한
P/M 통계량 분석 결과 SR-1 상관식의 한계 DNBR은 1.34로 평가되었다. DNB 설
계 방법론을 통하여 설계 변수들의 불확실도가 DNBR 불확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3.6.3-9], SMART 노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ITDP 개념[3.6.3-10]을
적용하여 설계 한계 DNBR을 1.41로 설정하였다. 열적여유도 최적 평가를 위하여
연소도별 정상운전 출력분포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DNB 관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출력분포 자료는 그림 3.6.2-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노심 감시계통의 불확실도가
기존 경수로 설계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반경방향 출력 첨두치 변화에 따른 열
적여유도 변화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3.6.3-4에 제시하였으며[3.6.3-3], 이로부터 집
합체 간격 격자에 혼합 날개를 부착하고 반경방향 봉출력 첨두치가 1.72보다 작은
경우에 운전 여유도 15%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력적 해석
SMART 노심 핵연료집합체는 5개의 간격 격자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3.6.3-11]. 열적여유도 확보를 위하여 3개의 Zircaloy 간격 격자에 혼합 날개를 부착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압력 강하 및 수력 하중을 평가하였다. 혼합
날개 후보 모형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복합 유동 혼합기의 압력 손실계수는
ZETBERA 코드로 계산하였다[3.6.3-12]. 정상 운전 조건에서 평가된 핵연료집합체
각 부품별 압력 손실계수는 표 3.6.3-2에 제시하였다. 각 부품의 압력 손실계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Ki =

2△P i
2
ρ iV i

핵연료집합체의 설계 수력 양력은 냉각재 20℃ 등온 조건에서 계산하였으며, 노
심 입구 유량의 비균일 분포, 유량 재분포, 계산 불확실도 및 보수성이 고려되었다.
양력 계산에 사용된 기계 설계 유량은 최적 유량의 120%로 가정하였으며, 기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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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로 설계 자료[3.6.3-13]를 참조하여 입구유량 첨두 인자는 1.1, 유량 재분포 인자
는 0.88, 계산 불확실도는 1.1078, 그리고 보수성 인자는 1.03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
과 집합체 수력 양력은 1.24 kN으로 평가되어 이는 기존 상용 원자로심 수력 양력
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합체 상부 스프링 설계[3.6.3-11]
에 충분한 여유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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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1 열수력설계 기본 자료

원자로 변수

SMART

노심 총출력, MWth

330

평균 연료봉 에너지 저장비

0.981

1차 계통 압력, bar

150

원자로 입구 냉각재 온도, ℃

270.0

원자로 출구 냉각재 온도, ℃

310.0

노심 출구 평균 냉각재 온도, ℃

311.7

노심 평균 엔탈피 상승, kJ/kg

221

1차 계통 설계 최소 유량, kg/s

1475

노심 설계 최대 우회 유량
(설계최소유량에 대한 %)

4.0

노심 설계 최소 유량, kg/s

1416

부수로 수력 직경, mm

11.1

2

노심 유로 면적, m

1.40
2

1010

노심 평균 질량 유속, kg/m /s

1.35

노심 평균 냉각재 유속, m/s
2

394.1

노심 평균 연료봉 열속, kW/m
2

총 열전달 면적, m

821.3

핵연료봉 평균 선출력 생성율, W/cm

119.9

핵연료봉 수

13468

가열봉 수 (핵연료봉 포함)

13760

출력분포 인자(노심 최소 DNBR 계산):
반경방향 출력 첨두치

1.72

축방향 출력 첨두치

1.29

공학적 인자:
공학적 출력 첨두 인자

1.03

공학적 엔탈피 상승 인자

1.03

최소 DNBR 발생 수로 특성:
출구 온도, ℃

338

출구 엔탈피, kJ/kg

1576

정격 상태 최소 DNBR (SR-1 상관식)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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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2 핵연료집합체 압력 손실계수

집합체 부품

압력 손실계수

Bottom nozzle

1.87

1st grid

0.91

Inner grids

4.44

(1 inner grid)

(1.48)

Last grid

0.90

Top nozzle

1.11

Friction

3.78

Total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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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CHF (kW/sq-m)

4000

G<1500 kg/sq-m/s data
3000

2000

P/M = 1.331
Mean P/M = 1.04
Std. dev. = 0.138
Ndata = 706

1000

0
0

1000

2000

3000

Predicted CHF (kW/sq-m)

그림 3.6.3-1 SR-1 상관식 예측 성능 및 한계 D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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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그림 3.6.3-2 SMART 노심 열수력설계 코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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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3 정상상태 노심 열수력장 해석을 위한 60 채널 고온 부수로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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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ROPM = 18%
SCOMS uncertainty = 5%
Tilt allowance = 1%
Operational allowance = 3%
Limit DNBR = 1.41
CHF correlation = SR-1
Minimum measured flow condition

Thermal power margin (%)

190
180
170

AOPM

160
150
140
130

SCOMS margin

120

115% line

110
100
90
1.5

1.6

1.7

1.8

Cycle maximum Fr

1.9

그림 3.6.3-4 SMART 노심 열적여유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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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6.4 노심 보호계통
3.6.4.1 설계요건 및 기준
기존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SMART는 정상운전시에도 제어봉이 삽입되어
반응도 및 출력 조절을 하므로 노심 출력분포 변화가 기존 상용 원자로보다 심하
다. 따라서 노심 운전조건이 실시간(On-line)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노심의 열적여유
도(운전여유도 및 정지 여유도)의 향상도 요구된다. 실시간 디지털 노심 보호계통은
노내외 핵계측기와 제어봉 위치신호 및 계통의 공정 신호를 이용하여 노심 출력분
포를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주요 노심 운전인자의 감시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디
지털 노심 보호계통은 노심 열적여유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SMART 노심 보호계통(SCOPS: SMART Core Protection System)은 원자로 보
호계통의 일부를 구성하며, 원자로가 예상운전 과도사고(AOO)시에 허용 핵연료설
계제한치(SAFDL: Specified Acceptible Fuel Design Limit)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
심의 선출력밀도(LPD: Linear Power Density)와 핵비등이탈율(DNBR: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그러나 원자로의 핵비등이탈
율이나 노심 선출력밀도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측정가능한 공정
변수들로부터 핵비등이탈율과 노심 선출력밀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노심 보호
계통은 계산된 값이 원자로정지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원자로
보호계통에 공급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심 보
호계통의 설계에서는 급격한 노심출력 상승 방지와 노심유량의 감소 방지 및 노심
출구에서의 비등발생 방지 등의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정지 기능도 포함되
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지 않지만 원자로 정지 제한치에 근접할 가
능성이 있는 과도상태에서 제어봉 인출 금지 신호를 발생시킨다.
3.6.4.1.1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
노심 보호계통은 예상운전 과도상태시 노심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만족됨을 보여야 한다.
ㆍ노심내 최고온 냉각재 channel에서 95% 신뢰도와 95% 확률로 최소 핵비등
이탈율(SR-1 임계 열속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3.6.4-1])이 1.34 이하로 유
지되어야 한다.
ㆍ노심내 최고온 핵연료봉의 국부 선출력밀도가 SMART 핵연료의 선출력 밀
도 제한치인 591 W/c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6.4.1.2 예상운전 과도상태
예상운전 과도상태는 참고문헌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3.6.4-2] 원
자로 수명기간 동안 한번 또는 그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정상 운전상태를 의미하
며, SMART에서는 예상운전 과도상태로 인한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 SMART 노심 보호계통 설계시 고려하고 있는 예상운전 과도상태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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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되지 않은 축방향 제논 진동
나) 제어봉 그룹 인출 또는 삽입
ㆍ제어되지 않은 제어봉 그룹 인출
ㆍ제어봉 그룹 인출 또는 삽입 순서 위반
다) 단일 제어봉 인출 또는 삽입
ㆍ제어되지 않은 단일 제어봉의 인출 또는 삽입
ㆍ단일 제어봉 낙하
ㆍ단일 제어봉 고착
라)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ㆍ증기유량 정지 (MSIV 오작동)
ㆍ급수상실
ㆍ복수기 진공상실 / 복수기 상실
ㆍAC 전원 상실 사고
ㆍ기기냉각계통 상실사고
마)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ㆍ터빈부하 증가 (증기유량 증가)
ㆍPRHRS 오작동
원자로 노심 보호계통은 위의 예상운전 과도상태시 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하여 DNBR 운전정지 신호 또는 LPD 운전정지신호를 적절히 발생시켜 허용설계제
한치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6.4.1.3 가상사고
가상사고는 수명 기간 동안 거의 발생 확률이 없는 가상적인 사고를 의
미한다. SMART 노심 보호계통은 가상사고시 원자로 안전계통 작동 신호를 발생시
켜 사고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SMART에서 고려되는 안전 관련 설
계 기준 사고 RG-1.70에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사고는 다음과 같다.
ㆍ1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량 증가 : 격납견물 내/외부의 주증기관 파단 사고,
주급수 온도 감수, 주급수 유량 증가, 주증기 안전 밸브 개방
ㆍ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량 감소 :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관 파단 사고,
복수기 진공 상실 사고, 증기 유량 정지
ㆍ원자로 냉각재 계통 냉각수 순환량 감소 : 원자로 냉각재 펌프 축 고착, 전
원 상실 사고
ㆍ반응도 및 출력분포 불균형 : 제어봉 이탈, 제어봉 낙하, 제어봉 오작동
ㆍ원자로 냉각수량 증가 : 보충수 계통 오작동
ㆍ원자로 냉각수량 감소 :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ㆍ부계통이나 기기로부터 방사성 물질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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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4 정지 설정치를 위한 추가 설계기준
노심 보호계통 및 원자로 보호계통은 AOO시 원자로계통의 운전정지 신
호를 발생하여 원자로 계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들 AOO의 초기에는 원
자로 계통 및 각 구성기기들의 운전 변수들이 LCO 안에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핵연료 SAFDL 보호를 위한 노심 보호계통의 정지 신호 발생시에는 여러 가지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심 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결정시에는 시간 지연
을 고려하여 원자로 계통이 LCO 안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도가 보장되
어야 한다. 노심 보호계통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는 노심 보호계통과 원자로 보호계
통의 시간 지연은 다음과 같다.
ㆍ노심 보호계통의 sampling time 및 processing time
ㆍ원자로 보호계통 trip logic 및 trip breaker delay time
ㆍCEDM 전자석 de-energizing time
ㆍDNBR 값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CEA 삽입 시간
ㆍ출력 변동에 따른 핵연료봉 중심온도의 시간 상수
3.6.4.2 계통 설명
3.6.4.2.1 계통 기능
SCOPS는 원자로 보호계통을 구성하는 일부 계통으로 핵증기공급계통의
상태들을 감시하며, 예상 운전과도시에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
록 원자로 정지신호를 원자로 보호계통에 공급하여 노심 핵연료 설계제한치 및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보호하고 어떤 제한사고시에 사고완화를 보조하기 위
한 것이다. SCOPS는 제어봉 위치 및 원자로 계통 운전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여 이들 운전 정보를 이용하여 노심 DNBR 및 최대 선출력 밀도를 계산하고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와 비교하게 된다. 이를 위해 SCOPS는 측정 가능한 여러 운전
변수 계측 신호를 이용하여 최대 LPD 및 최소 DNBR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모듈들로 구성된다. 노심 보호계통에서 계산된 최소 DNBR 및 최대 선출력밀도들
이 원자로 정지 제한치를 위반할 때에는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노심 보호
계통에 입력되어 트립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전기적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4개의 측정채널이 제공된다.
각 노심 보호계통에는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 가압기 압력, 원자로 냉각재펌프
회전축 속도, 노외중성자속 출력(한 개의 안전채널당 세 개의 출력), 제어봉집합체
위치값과 같은 입력을 받는다. 입력신호들은 조건에 부합되도록 변환되어 처리된다.
노심 보호계통에서는 수행하는 주요 계산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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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어봉집합체 편차 계산
ㆍ형상처리(shape annealing)와 제어봉집합체 그림자 효과(shadowing)를 위한
노외 중성자속 출력의 보정인자
ㆍ원자로 냉각재펌프 속도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변화율과 설정치 이하
에서의 펌프속도에 대한 온도 및 핵비등이탈율의 페널티값
ㆍ원자로냉각재의 온도, 압력과 유량으로부터의 노심 △T 열출력
ㆍ노외 중성자속 출력 : 노외 중성자속 출력신호는 제어봉집합체 그림자효과,
형상처리 및 노심입구 온도 그림자효과를 위하여 합산되고 보정된다. 보정된
중성자속출력은 원자로 보호계통에서 독립적으로 측정된 실제 노심출력에
의해 주기적으로 보정되어진다. 이러한 보정은 과도상태시에 빠른 시간응답
특성을 가진 노외 중성자속 신호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ㆍ보정된 노외 중성자속 출력신호에 의한 축방향 출력분포
ㆍ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로부터의 반경방향의 첨두계수
ㆍ핵비등이탈율
ㆍ고정 트립설정치와 핵비등이탈율의 비교
ㆍ최대 선출력밀도
ㆍ고정 트립설정치와 최대 선출력밀도의 비교
ㆍ제어봉집합체 편차경보
ㆍ노심 보호계통 가변 과출력트립 설정치와 노심출력의 비교
각 노심 보호계통은 다음과 같은 출력을 제공한다.
ㆍ핵비등이탈율 트립 및 예비트립
ㆍ핵비등이탈율 여유도(제어반에 표시)
ㆍ선출력밀도 트립 및 예비트립
ㆍ선출력밀도 여유도(제어반에 표시)
ㆍ보정 중성자속 출력(제어반에 표시)
ㆍ제어봉집합체 인출금지
3.6.4.2.2 노심 보호계통 측정 변수
노심 보호계통이 감시하는 허용 연료 안전 제한치인 LPD와 최소 DNBR
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노심 보호계통은 여러 가지 노심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가능한 변수로부터 LPD 및 최소 DNBR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모듈을 설계하였다. 표 3.6.4-1은 노심 보호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측정
입력변수들을 표시하고 있다. 노심 보호계통의 측정입력은 아날로그 입력 및 펄스
입력신호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자료를 모두 디지털로 변환한 다음 노심 보호계통의
중앙처리장치(CPU)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디지털 데이터로 노심 보호계통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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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치에 공급한다.
노심 보호계통에 입력되는 측정 변수들에 대한 정확도는 표 3.6.4-1에 주어진 정
확도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 정확도들은 노심 보호계통의 불확실도 해석에 사용
되어 전체 계통의 불확실도 평가에 이용된다. 그림 3.6.4-1은 노심 보호계통의 입력
신호들과 각 채널의 계측 입력 신호를 나타낸다. 온도, 압력, 노외 중성자 검출기
및 제어봉 위치에 대한 계측 신호는 측정 변수 값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
털 신호이다. 노심 보호계통의 측정 입력신호는 모두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즉 측정인자들의 범위점검 및 교차점검을 통해 측정 변수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노심 보호계통으로 입력되는 측정변수들은 모두 안전 등급으로 4개의 독
립된 채널로 구성되어 다중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3.6.4.2.3 노심 보호계통 출력 변수
노심 보호계통에서 계산된 최소 DNBR 및 최대 선출력밀도들이 원자로
정지 제한치를 위반할 때에는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전소 보호계통으로 전
송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표 3.6.4-2는 노심 보호계통의 주요 출력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3개의 노심 보
호계통 정지 신호가 원자로 보호 계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또한 핵비등 이탈예비
정지 (Pre-trip), 최대 선출력밀도 예비정지 또는 제어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제어
봉 인출 금지 (CEA Withdrawal Prohibit) 신호가 발생된다. 또한 각 노심 보호계통
채널이 계산한 DNBR 여유도, LPD 여유도 및 중성자속 출력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어실의 지시계에 나타나도록 설계한다. 한편, 노심 보호계통에 의해 원
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 노심 보호계통 주요 변수들의 정지 순간 값들이 트립 버
퍼로 전송되어 기록 보존되도록 설계한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주요 출력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가) 고 선출력밀도
고 선출력밀도 트립은 계산된 노심 최대 선출력밀도가 기 설정된 최대
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이러한 설정치는 핵연료 중
심선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낮게된다. 핵연료의 열적용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최대
선출력밀도를 보상한다. 보상된 선출력밀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트립이 개시된다.
이 트립은 최대 선형 열출력(W/cm)에 대하여 노심 최대 선출력밀도가 안전제한치
보다 아래에 있음을 보증해 준다. 노심연소에 대한 영향이 선출력밀도 트립을 결정
하는데 고려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와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아래에서 발생된다.
나) 저 핵비등이탈율
저 핵비등이탈율 트립은 계산된 핵비등이탈율이 기 설정된 최소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개시된다. 핵비등이탈율은 노심 평균출력,
원자로냉각재 압력, 원자로 입구 온도, 원자로냉각재 유량 및 노심 출력분포를 이용
하여 계산된다. 중간빈도사건 및 희귀빈도사건시 노심내 핵비등이탈율의 안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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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전에 노심 보호계통에서 트립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감지기와 신호처리의 지연
시간 및 부정확도에 대한 허용치를 계산에 포함시킨다.
저 핵비등이탈율 트립은 가압기 저압력 최소치도 포함한다. 이 압력에서는 저 핵
비등이탈율 트립이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와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위에서 발생된다.
다) 가변 과출력
가변 과출력 트립은 노외계측기에서 측정된 중성자속 출력이 급격한
변화율로 증가하거나 또는 기 설정된 최대치에 도달할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
하여 개시된다. 사용되는 중성자속 신호는 노외 핵계측기의 안전채널 각각에서 측
정한 3개의 선형 중성자속 신호들의 평균값이다. 예비트립 경보는 트립조건에 가까
와지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트립설정치보다 아래에서 발생
된다.
라) 제어봉 인출 금지 신호
노심 보호계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어봉 인출로 인한 노심의 추가
적인 비정상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어봉 인출 금지 신호를 발생한다.
ㆍ핵비등이탈율 예비 트립
ㆍ최대 선출력밀도 예비 트립
3.6.4.3 기기 및 모듈별 기능
3.6.4.3.1 노외계측기
노외계측 장비는 원자로용기 밖에 위치한 중성자속검출기 및 격납건물과
보조건물내에 위치한 신호처리장비들로 구성된다.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요건은
표 3과 같다. 여기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위치는 그림 3.6.4-2에 제시된 전체
중성자속 선속 분포에 따라 중성자속이 검출 가능하도록 압력용기 내부에 설치된
다.
노외중성자속 검출기는 모두 핵분열함을 사용하며, 노심보호용 계측기 4개, 선원
영역 계측기 2개, 제어용 계측기 2개 도합 8개가 설치된다. 노외계측기 안내관의 지
름은 5.0 cm이며 노심 중심에서 계측기 안내관 중심까지 거리는 115.45 cm로 각도
36, 54, 126, 144, 216, 234, 306, 324에 위치하며 노심 내부 배럴에 접하고 있다(그림
3.6.4-3). 노외계측기는 축방향으로 3개가 설치되며 축방향 크기는 50.0 cm 이다(그
림 3.6.4-4). 축방향 위치는 활동영역 노심의 상ㆍ하부로부터 각각 15.0 cm 떨어져
설치되며 계측기와 계측기의 간격은 10.0 cm이다. 선원영역 계측기와 제어용 계측
기는 150.0 cm의 크기로 노심 축방향으로 중앙에 위치한다.
중성자속은 선원영역에서 전출력 운전영역까지 감시되며, 그 신호출력은 원자로
보호 및 정보표시를 위해 제공된다. 안전을 위한 원자로보호 및 정보 표시를 위하
여 4개의 안전등급 계측용 채널이 있다. 4개의 안전채널들은 기동시 중성자속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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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약 1.0x10-8 %에서 정격출력의 150% (10 디케이드)까지의 단일영역에서의 중성
자속 정보를 제공한다. 각 안전채널용 검출기집합체는 원자로 노심을 따라서 3개의
동일한 핵분열함을 수직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출력운전시에
축방향 출력분포 형상을 검출할 수 있다. 이 채널들은 원자로 보호계통의 핵비등이
탈율, 선출력밀도, 과출력 보호 및 출력 변화율 표시기에 정보를 제공한다.
2개의 기동채널들은 운전원에게 정격출력의 1.0x10-8 ∼ 1.0x10-3 % 범위인 선원
영역의 중성자속 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는 장기간 원자로 정지 중, 초기 원자로
기동시, 장기간 원자로 정지 후 및 원자로 핵연료 재장전 후 기동시에 사용된다. 각
채널은 이중으로 구분(dual section)된 핵분열함으로 구성된다. 이 채널들은 판독용
정보 및 가청계수율 정보를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제어나 보호기능은 갖지 않는다.
2개의 제어채널들은 1.0x10-6 %에서 150%까지의 출력 운전영역에서의 중성자속 정
보를 원자로제어계통에 제공한다. 만약 제어채널과 기동채널을 통합하는 경우는 기
동 및 제어용 통합 채널의 측정 범위는 정격출력의 1.0x10-8 ∼ 150%가 된다. 제어
채널들은 안전채널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3.6.4.3.2 모듈별 기능
그림 3.6.4-5는 노심 보호계통의 각 계산모듈별 기능 연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정확하고 보수적인 DNBR과 LPD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노심
보호계통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련 계산 기능이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설
계하였다. 따라서 노심 보호계통 소프트웨어는 5개의 독립적인 계산 프로그램과 1
개의 서브루틴(TRIP)으로 구성하여 설계하였다.[3.6.4-3]
각각의 프로그램 실행 주기는 서로 다르며 실행간격이 짧은 프로그램이 우선적으
로 실행된다. 각 프로그램의 입력신호는 프로그램 실행주기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프로그램과의 자료 교환은 입력과 출력 버퍼를 통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설
계하였다. 또한 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경우에만 그 프로그램의 출력 버퍼가 갱신되
며 다른 프로그램의 출력버퍼로부터 입력자료를 읽는 동안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
도록 설계하였다.
가) COOLANT 냉각재유량 계산모듈
1차 냉각수량 계산모듈은 1차계통의 냉각수량과 노심 유량을 계산하는
모듈이다. 1차계통의 유량은 4대의 MCP의 회전속도 측정값을 이용한 경험식으로
계산한다. MCP 회전속도의 측정값은 범위 검사 과정을 거친 후에 각각의 노심 보
호계통 channel에 입력한다. 노심 유량은 정상상태 유량에 대한 상대유량으로 계산
한다. 4대의 MCP 중 1대가 운전 정지되거나 고장일 경우에는 노심 출력분포가 상
대적으로 불균일하게 되어 운전중인 펌프 대수 및 냉각재 상대유량을 이용하여
DNBR 값을 보정하고, 보정된 DNBR을 이용하여 DNBR 여유도를 계산하고 및 계
산값을 출력한다.
나) CHECK 운전변수 계산모듈
운전변수 계산모듈인 CHECK모듈은 원자로 계통 변수 측정값, 노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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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기 중성자속 측정값 등을 이용하여 노심의 LPD를 보정하여 계산하고, 최소
DNBR를 계산하기 위한 냉각재의 물성치를 계산하는 모듈이다. 이를 위하여 원자
로 중성자 출력, 노심 열출력 등으로부터 보수적인 원자로 출력을 계산한다. 또한
보조 정지 기능으로 노심 출력변화가 미리 설정된 값보다 클 경우 원자로 정지 신
호를 발생시키는 가변출력 정지신호를 발생한다. CHECK 계산모듈에는 노심 입구
온도와 노심 출구 온도(증기발생기 입구)측정값, 1차계통 압력 측정값, 축방향으로
3개의 노외 중성자 출력 측정값이 입력되며, 이 변수들의 측정값은 모두 영역 검사
(range check)를 거쳐 측정값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만일 측정값이 정해진 범위 내
에 들지 않으면 해당 신호는 고장으로 간주하고, 노심 보호계통에는 계측기기 고장
경보가 발생한다.
SMART의 노심 입구온도와 출구온도는 증기발생기 출구와 입구에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상태에서는 측정값과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값이 일치하지만
천이상태에서는 측정값에는 온도 측정기기의 지연상수, 또한 온도측정위치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실제 냉각재 온도와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보상 방법을 사용하여 온도측정값에 대한 동적 보상을 수행한다. 보
정된 온도 측정값의 사용은 노심 최소 DNBR 계산과 노외 중성자 계측기의 신호
보정에 사용된다. 노심 출구온도 보상과 노심 입구온도 보상은 모두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동적 보상을 실시하지만 노심 출구온도 보정에는 중성자 출력을 동시에 보
정 상수로 사용한다.
노심 출력은 중성자 출력과 열출력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노심 중성자 출력은
노외계측기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노심 열출력은 노심입구 및 노심 출구
의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성자 출력을 계산시에는 노심 냉각재 온도
에 대한 중성자 그림자 효과, 제어봉 그림자 효과 및 형상처리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노심 출력에는 연료의 열전달을 고려한 디지털 동적 보상을 실시
하며, 측정 및 계산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노심 열출력을 계산한다. 또한
노심의 최소 DNBR 계산모듈에서 사용되는 노심 냉각재의 입구 엔탈피, 포화 엔탈
피, 건도 등과 같은 냉각재의 열수력 물성치들은 1차계통 압력과 노심 입구온도를
이용한 간단한 상관식으로 계산한다.
노심 최소 DNBR은 THERM 계산모듈에서 매 2.0초마다 부수로 해석을 통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온도, 압력, 유량 등과 같은 계통 변수들은 매 0.2초 간격으로 측
정된 값이 노심 보호계통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노심 최소 DNBR을 계
산하기 위하여 THERM모듈을 통하여 계산된 DNBR 값을 매 0.2초마다 새롭게 측
정된 계통변수들을 이용하여 보정 계산한다. 이와 같은 DNBR의 보정은 THERM에
서 사용한 냉각재 건도, 출력, 압력, 온도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들 변수의
THERM모듈에서 사용한 값과 현재값의 비율로 현재의 DNBR 값을 보정한다.
CHECK모듈에서 계산한 노심 최소 DNBR 및 LPD를 안전 제한치와 비교하여 운
전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DNBR 및 LPD 여유도를 계산하여 출력한다. CHECK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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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듈에는 중성자 출력 변화률이 설정값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가변 과출력 운
전정지에 의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운전정지 기능은 저
출력 운전중 제어봉 인출사고 발생시 사고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운전
정지 기능이다. 즉, 가변 과출력 변수 설정값의 변화률은 기 설정되어 있고 출력 변
화률이 설정값 이상으로 지속되면 과출력 운전정지에 의한 운전정지신호가 발생하
기 전에 가변 과출력 운전정지기능에 의하여 원자로를 운전 정지시키는 기능이다.
다) THERM 임계열속비율 계산모듈
최소 DNBR 계산모듈인 THERM모듈은 다른 계산모듈에서 계산한 노
심 운전 자료를 이용하여 노심의 핵비등이탈율을 계산하는 모듈이다. 다른 계산모
듈에서 계산한 1차계통 압력, 노심입구 온도, 노심 출력, 제어봉 편차 penalty 인자,
노심입구 엔탈피,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 및 축방향 출력분포 등을 이용하여 고온
봉의 CHF를 축방향으로 계산한다.
임계 열유속을 계산하기 위한 CHF 상관식은 SR-1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노심 CHF와 고온봉의 열속비율을 이용하여 노심 최소 DNBR을
계산한다.
라) POWER 계산모듈
노심내 출력분포는 POWER 계산모듈에 의하여 계산된다. 노심 보호계
통의 POWER모듈은 노외계측기 신호, 제어봉 그룹 대표위치 및 노심 출구 및 입구
온도 등을 이용하여 노심 축방향 출력분포 및 가상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및 3차
원 출력첨두인자를 계산한다.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각각 제어봉의 삽입위치에 따라
미리 계산된 값을 사용하고, 축방향 출력분포는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 실시간으
로 계산하여 합성한다. 이밖에 유량보정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노심평균 유량도
함께 계산한다.
출력분포 계산은 축방향 출력분포와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 계산으로 구분된다.
축방향 출력분포는 노외계측기 측정 신호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노외계측기 측정 신
호는 노심에 삽입되는 제어봉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어봉이 삽입될 경우와 인
출될 경우에서 노외계측기 측정신호의 변화를 제어봉 그림자 인자로 정의하고 이를
보정하여 계산한다.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는 제어봉의 삽입 및 인출에 가장 큰 영
향을 받게 됨으로 제어봉 삽입 형태에 따른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를 계산하여 제
어봉 삽입 위치에 따른 적절한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를 계산한다. 각 축방향 노드
에서는 제어봉의 삽입 여부를 기준으로 제어봉 그룹 삽입에 따른 출력첨두인자와
제어봉 그림자 인자를 미리 입력된 표를 이용하고, 수정 변수를 제어봉 삽입 형태
에 따라 계산한다.
노심 DNBR이나 LPD 계산을 위한 가상 고온봉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축방향 평
균 출력분포와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는 각각의 축방향 노드에서 평균출력에 대한 첨두출력비이기 때문에 이 인
자만으로 고온봉의 위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SCOPS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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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가 고온봉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고온봉 축방향 출력분포
를 계산한다.
마) CRPOS 계산모듈
CRPOS는 제어봉 위치 편차에 의한 여러 가지 페널티 인자를 계산하
는 모듈이다. 출력분포 계산모듈에서 도입한 반경방향 출력첨두인자는 제어봉 그룹
의 제어봉 위치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상태의 반경방향 출력첨두
인자이다. 따라서 제어봉 그룹의 정열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경방향 출력분포
의 이상현상을 보수적으로 보정하기 위하여 첨두출력 인자에 페널티 인자를 곱하여
사용한다. 페널티인자는 최소 DNBR 및 최대 LPD 값 계산시 적용할 페널티 인자
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제어봉 위치 계산모듈에 입력되는 변수는 제어봉 위치 측정값이다. 모든 제어봉
에 대하여 위치 측정값은 4개의 리드 스위치에 의해 측정되며 각 제어봉 위치 측정
값은 노심 보호계통의 각 채널에 입력된다. 측정된 제어봉 그룹 내 제어봉들의 위
치가 미리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페널티인자를 계산한다. 또한 CRPOS에서는 제
어봉 그룹의 대표위치를 계산하여 노심 출력분포를 계산하는 POWER 계산모듈에
입력 상수로 제공한다.
CRPOS 계산모듈의 페널티인자는 정적 페널티인자와 동적 페널티인자로 구분하
여 계산한다. 정적 페널티인자는 제어봉의 위치 편차에 의한 페널티인자이고, 동적
페널티인자는 제어봉 편차 발생 시간을 고려한 동적 Xenon 분포이상을 보정하기
위한 페널티인자이다. 정적 페널티 인자는 제어봉 그룹, 제어봉 위치편차 형태 등에
따라 페널티인자를 미리 계산하여 CRPOS 프로그램에 표 형태로 입력되며, 해당 편
차에 해당하는 페널티 인자를 표에서 찾아 계산한다. 제어봉 위치 편차 발생에 따
른 동적 Xenon 페널티 인자는 제어봉 위치 편차 발생 시점부터 경과 시간에 비례
하여 계산한다. 제어봉 위치 편차 발생 후 일정 시간까지는 시간에 대한 1차식으로
계산하고 이후에는 최대 동적 페널티인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TRIP 계산모듈
TRIP 서브루틴은 노심 보호계통에서 계산된 운전 변수들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발전소 보호계통에 원자로 정지 접점 신호를 제공하는 모듈이다. 원자
로 정지 신호는 가변 과출력, 저 핵비등이탈율 및 고 선출력밀도 등 3가지 신호를
제공하며 예비 정지 신호와 제어봉 인출 금지 신호를 발생한다.
3.6.4.4 계통운전
SMART 노심 보호계통 각 채널은 원자로 운전원과 적절한 연계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즉, 경보와 경보 지시계가 있어 노심 보호계통 계측기 또는 채널
이 고장난 경우 청각 및 시각 경보를 발생해야 한다. 경보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경보가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각 노심 보호계통 채널은 주요 운전 변수 및 프
로그램 상수 일부 (가변 상수)를 운전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모니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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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노심 보호계통 채널이 계산한 DNBR 여유도, LPD 여유도
및 중성자속 출력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3개의 아날로그 지시계가 있어야
한다. 원자로 운전 중 값의 변경이 가능한 가변 상수 값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있
으나 가변 상수로 지정되지 않은 상수 값의 변경을 방지하는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
다. 고장난 계측기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 각 노심 보호계통 채널마다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각 계측기에 부여된 계측기 ID와 계측기 고장 상태를 나타낸다. 노
심 보호계통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 노심 보호계통 주요 변수들의 정지
순간 값들이 트립 버퍼로 전송되어 기록 보존된다. 트립 버퍼의 내용은 출력하여
원자로 정지 원인 분석에 이용되고 필요시 운전원에 의해 지워질 수 있다.
저 핵비등이탈율과 고 선출력밀도 채널트립은 SCOPS의 어떤 채널을 시험하기
위해 우회되도록 연동될 수 있다. 노심 보호계통의 저 핵비등이탈율 트립 및 고 선
출력밀도 트립을 우회시키는 기능은, 저 출력에서 SCOPS 시험과 원자로 시동시 미
임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이 우회는
출력이 우회설정치보다 낮으면 수동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출력준위가 우회설정치
보다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거된다.
SMART 노심 보호계통은 어떤 허용 운전조건에서도 정상상태로 초기화될 수 있
어야 한다. 초기화는 SMART 노심 보호계통 초기 시동 또는 재시동 후 5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초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출력 변수들은 정지 상태로 설정되
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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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1 SMART 노심 보호계통 측정 입력 변수

단위
입력변수

설명

채널당

단위

신호수
MCP 속도

주냉각재 펌프축
회전속도(W1,,,,W4)

4

정상운전

신호

정확도

범위

종류

요건

% 속도 10∼100

Digital

±0.25%
전속도

노심입구온도

노심입구온도(TC)

1

℃

270∼295

Digital

±0.5℃

노심출구온도

노심출구온도(TH)

1

℃

295∼310

Digital

±0.5℃

가압기 압력

가압기 압력(PR)

1

MPa

12∼16

Digital

±40kPa

3

%

0∼200

Digital

±0.5%

0∼100

Digital

±2.0cm

중성자출력

노외계측기 신호

제어봉위치

(D1, D2, D3)
CEA 위치
(CEi, i=1,,, 49)

49

% 상대
인출률

표 3.6.4-2 노심 보호계통 출력 신호

출력 인자

신호 종류

범위

Low DNBR Trip

Contact Output

0, 1 (logical)

Low DNBR Pretrip

Contact Output

0, 1 (logical)

High LPD Trip

Contact Output

0, 1 (logical)

High LPD Pretrip

Contact Output

0, 1 (logical)

가변 과출력 Trip

Contact Output

0, 1 (logical)

Sensor Failure

Contact Output

0, 1 (logical)

CEA Withdrawal Prohibit

Contact Output

0, 1 (logical)

DNBR Margin

디지털

0-10 (unitless)

LPD Margin

디지털

0-500 (W/cm)

Calibrated Neutron Flux Power

디지털

0-200 (% of rated power)

Core Coolant Mass Flow Rate

디지털

0-2 (fraction of desig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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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3 SMART 노외계측기 요건

요건

내용
Flexible Fission Chamber

노외계측기 종류

노심보호용 계측기 4개
선원영역 계측기 2개
제어용 계측기 2개

노외계측기 위치

노심 중심에서 계측기
안내관 중심까지 거리
계측기 안내관 지름

노심 보호용 계측기

: 각도 36, 126, 216, 306에 위치

제어용 계측기

: 각도 54, 234에 위치

선원영역 계측기

: 각도 144, 324에 위치

1154.5 mm
50.0 mm
노심 보호용 계측기

: 1.0x10-08 ∼ 150

노외계측기의

제어용 계측기

: 1.0x10-06 ∼ 150

측정 범위

선원영역 계측기

: 1.0x10-08 ∼ 1.010-03

(% 전출력)

*단 제어용 계측기와 선원영역 계측기 통합의 경우 :
1.0x10-08 ∼ 150

계측기 설치 위치의
Neutron Leakage

전체 중성자 선속분포 : 그림 3.6.4-2 참조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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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1 노심보호 Channel에 입력되는 입력 신호

그림 3.6.4-2 전체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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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3 반경방향 노외계측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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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4 축방향 노외계측기 위치

COOLANT

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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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OS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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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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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from
COOLANT &
CHECK

Output to
POWER & TH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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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ore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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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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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DNBR
& Core Power

Trip Signal
Generation

Fr Penalty Factor

Output to
COOLANT &
POWER

POWER

THERM

Power
Distribution

DNBR
Calculation

Input from
COOLANT

그림 3.6.4-5 SMART 노심 보호계통 프로그램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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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3.6.5 노심 감시계통
3.6.5.1 설계요건 및 기준
SMART 노심감시계통(SCOMS: SMART Core Monitoring System)은 공
정변수들을 계측하여 아래와 같은 운전제한치를 감시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구성
되어 있다.
ㆍ선출력밀도 여유도
ㆍ핵비등이탈율 여유도
ㆍ전 노심출력
ㆍ사분 출력 경사비 (azimuthal tilt)
ㆍ축방향 출력편차
노심감시계통은 선출력밀도 여유도, 핵비등이탈율 여유도, 전 노심출력, 사분 출
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편차를 계속적으로 계산하여 계산 값을 해당 운전제한치와
비교한다. 만약 어느 계산값이라도 운전제한치를 초과하면, 노심감시계통 경보가 발
생하고 운전원은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계통제한설정치
(LSSS),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축방향 출력편차, 사분 출력 경사비 운전제한치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해진다.
ㆍ어떠한 예상운전과도사건(AOO)의 결과도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ㆍ가상사고의 결과는 예상치 이내이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정해진 안전계통제한치에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수행
하지만, 노심감시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 또는 가상사고 동안 직접적인 안전에 관
련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안전을 위해서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
서 운전중 원자로 노심 상태가 안전해석 그리고 저 핵비등이탈율 및 고 선출력밀도
운전정지 설계시 가정한 초기조건보다 나쁘게 되지 않도록 운전 제한 조건을 규정
하여야 한다. 노심감시계통은 원자로 노심 상태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운전원이
규정된 운전제한조건의 범위내에 노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값의 지시와 경보
를 제공한다.
노심감시계통 알고리즘은 발전소감시계통(PMS: Plant Monitoring System)에서
수행된다. 발전소감시계통의 계산속도와 처리용량은 많은 양의 독립적인 정보를 아
래와 같은 3개의 감시하기 용이한 변수로서 나타낸다. (1) 노심출력제한치 여유도
(인허가출력 제한치, 핵비등이탈율 제한치, 노심감시계통 선출력밀도 제한치), (2)
사분 출력 경사비, (3) 축방향 출력편차. 만약 노심감시계통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면 원자로 노심 변수들을 규정된 운전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심감시계
통 계산에 사용되는 각각의 비안전등급 관련 변수들을 감시하고 경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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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심감시계통은 많은 독립변수들을 몇 개의 감시하기 쉬운 변수로 통합한 것이
다. 노심감시계통 지시기의 간결함은 운전원에 의해 감시되어야 할 변수의 수가 줄
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측면의 장점이 있다.
노심감시계통의 적절한 수행과 알고리즘이 모든 예상되는 조건에 대해서 적절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한 공정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3.6.5.2 계통 설명
노심감시계통 계산에 사용되는 측정 입력변수에 대한 감지기의 유효성 점
검은 노심감시계통에 의해서 수행된다. 감지기의 유효성 점검은 다음의 조건에 대
해서 감지기입력을 점검함으로써 수행된다.
ㆍ감지기 범위 이탈
ㆍ유사한 감지기간의 과도한 차이
감지기 범위 이탈의 경우 다음 중의 한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ㆍ동일한 감지기 입력에 의한 고장난 감지기 입력의 자동적인 교체 (이용 가능
한 경우)
ㆍ충분한 공정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자동적인 기능 중단
ㆍ정해진 노심감시계통 입력에 대한 상수의 교체 (관리 통제 하에 수행)
만약 감지기 범위 이탈이 감지되면, 운전원에게 경보가 울리고 자동으로 수정조
치가 시작된다. 감지기 유효성점검은 (1) Wedge Test, (2) Symmetry Test, (3)
Core Follow Comparison Test, (4) Consistency Test를 통해 이루어지며 노심 출
력분포를 감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유효 감지기 수는 따로 규정하며 주기
적으로 감지기 유효성 검사를 수행한다.
노심 출력분포는 노심감시계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되고,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편차가 계산되어진다. 계산된 축방향 출력편차가 정해진 축방향 출력편차 내에
들도록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은 실제 노심의 축방향 출력편차가 사고해석에서 사용
된 값의 범위 이내에 있음을 보장한다.
선출력밀도에 근거한 노심출력 운전제한치는 노심 출력분포로부터 계산된다. 원
자로를 이 출력 운전제한치 이하에서 운전하는 것은 선출력밀도의 첨두치가 결코
사고 해석에서 가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핵비등이탈율 여유도에 영향을 끼치는 노심 변수들은 노심감시계통에 의해서 계
속적으로 감시되고, 핵비등이탈율에 근거한 노심출력 운전제한치가 계산된다. 원자
로를 이 출력제한치 이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예상운전과도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핵
비등이탈율 과도 현상이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보다 작은 값으로 떨어뜨리지 않음을
보장한다. 또한, 인허가 출력에 근거한 노심출력 운전제한치는 노심감시계통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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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시된다. 원자로를 이 출력 운전제한치 이하에서 운전하는 것은 전 노심출력이
사고해석에서 초기조건으로 가정한 값보다 크지 않음을 보장한다.
축방향 출력편차, 노심출력, 그리고 첨두 선출력밀도 및 핵비등이탈율에 근거한
노심출력 운전제한치는 제어반 지시기에 계속적으로 표시된다. 노심출력과 가장 근
접한 출력 운전제한치 간의 여유도 또한 제어반 지시기에 표시된다. 노심감시계통
에서 계산한 노심출력이 노심감시계통에서 계산한 노심출력 운전제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보가 발생된다.
이상의 계산 이외에도, 사분 출력 경사비가 노심감시계통에 의해서 계산된다. 사
분 출력 경사비는 발전소보호계통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감시되지는 않으나, 정상운
전중 예상되는 최대 출력 경사비에 근거한 사분출력경사비 허용치가 보호계통에서
변경가능상수로써 제공된다. 이 사분출력경사비 허용치는 저 핵비등이탈율 및 고
선출력밀도 계산에 사용된다. 사분 출력 경사비는 계속적으로 노심감시계통에 의해
서 감시되고 보호계통에서 사용된 사분 출력 경사비 허용치를 초과하면 경보가 발
생한다. 또한 사분 출력 경사비 경보는 보호계통에서 사용하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외에 따로 규정된 사분 출력 경사비를 초과하면 발생한다.
다음 항목들이 노심감시계통에 의해서 계산된다.
ㆍ원자로냉각재 체적유량
ㆍ아래에 의해서 결정된 노심출력
- 원자로냉각재 온도차
- 2차 계통 열평형
- 터빈 첫째단 압력
ㆍ축방향 출력편차
ㆍ사분출력경사비
ㆍ선출력밀도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ㆍ핵비등이탈율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ㆍ각 노심출력 운전제한치에 대한 여유도
다음의 노심감시계통 변수들은 제어반 지시기에 표시되어 운전원이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ㆍ선출력밀도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ㆍ핵비등이탈율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ㆍ전 노심 출력
ㆍ노심 출력과 가장 근접한 노심출력 운전제한치와의 여유도
ㆍ축방향 출력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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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들은 발전소감시계통에서 수행된다. 발전소감시계통이 운전중이지 않을
경우 원자로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전 제한 조건을 감시하는 방법을 기술한다(예;
운영기술지침서). 노심운전제한치감시계통 경보는 다음의 경우에 시작된다.
ㆍ노심 출력이 노심출력 운전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ㆍ축방향 출력편차가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ㆍ사분출력경사비가 보호계통 설정치 또는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노심감시계통 알고리즘의 설명과 노심감시계통 입력정보의 처리에 대한 해석은
참고문헌 3.6.5-1에 포함되어 있다. 표 3.6.5-1은 노심감시계통 알고리즘의 입력정보
에 대한 종류, 갯수, 감지기의 범위들을 보여 준다. 노심감시계통의 기능 도표는 그
림 3.6.5-1에 나타나 있다.
3.6.5.3 기기 및 모듈별 기능
3.6.5.3.1 노내핵계측계통
노내핵계측계통은 노심 출력분포를 감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각 위치
에 5개의 자기전원공급형(Self-Powered) 로듐검출기를 갖는 21개의 노내검출기집합
체(그림 3.6.5-2)가 있다. 21개의 집합체는 원자로노심내에 방위각 출력 편차 계산을
위한 4겹 대칭 그룹과 쌍을 이룬 2겹 대칭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3.6.5-2)
전 노심의 출력분포를 감시하기 위해 노심의 각 사분면에 균등하게 전략적으로 배
치되어 있고(표 3.6.5-3) 다섯 개의 검출기는 10%, 30%, 50%, 70%, 90% 등의 서로
다른 노심 높이에 수직적으로 분포된다. 이것은 노심의 대표적인 3차원 중성자속
분포의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로듐검출기는 중성자 방사화에 비례하는 지연베타
전류를 생성한다. 중성자방사화는 검출기가 위치한 구역에서의 중성자속에 비례한
다.
노내검출기로부터 나온 신호는 발전소감시계통으로 전송되고, 발전소감시계통에
서 이 신호는 등가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발전소감시계통은 디지털 신호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연방사선, 베타붕괴지연 및 로듐 감손 보상을 수행한다.
고정형 노내핵계측계통은 아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ㆍ20%에서 100% 출력까지 서로 다른 운전조건 동안 전체적인 출력분포 결정
ㆍ각 핵연료집합체에서의 연료연소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제공
ㆍ노심 내에서의 열적여유도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고정형 노내검출기는 수평 및 수직방향의 출력분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외중성
자속 검출기의 교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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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2 노심감시계통 알고리즘
가) 원자로냉각재 체적유량률
핵비등이탈율 여유도는 원자로냉각재 체적유량률의 함수로 표시된다.
노심감시계통에 의해 감시되는 네 개의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속도신호는 체적유량
률의 계산에 이용된다. 펌프의 특성은 펌프 공급자가 수행하는 시험과 펌프의 회전
속도, 펌프의 차압 및 체적유량률간의 상관관계로 결정된다. 펌프시험시 측정 불확
실도와 노심감시계통 측정채널 불확실도는 출력운전제한치에 대한 여유도를 계산하
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자로 사용된다. 원자로용기의 체적유량률은 펌프 4대의 체적
유량률의 합으로 표시된다. 노심우회유량, 유량인자, 원자로냉각재온도 및 다른 고
려사항들은 핵비등이탈율의 계산에 사용되는 유량값의 인자로 사용된다.
나) 노심출력의 계산
원자로냉각재 온도차 출력, 터빈출력 및 2차측 열출력은 노심감시계통
에 의하여 계산된다. 원자로냉각재 온도차 출력과 터빈출력의 알고리즘은 2차측 열
출력의 알고리즘보다 간단하며 잦은 시간간격으로 계산이 수행된다. 원자로냉각재
온도차 출력과 터빈출력은 계속해서 보정해야 하는 반면에 2차측 열출력은 표준치
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구성은 2차측 열출력이 정확한 값을 갖는 장점 및 원자로
냉각재 온도차 출력과 터빈출력의 계산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자로냉각재 온도차 출력은 원자로냉각재 질량유량률, 원자로냉각재 입구 온도
및 출구 온도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계산되는 반면에, 부하변화에 따른 노심의 출력
변화를 나타내는 터빈출력은 터빈 첫째단 압력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또한 2차측
열출력은 급수의 유량률, 급수의 온도, 증기유량 및 증기압력을 근거로 계산된다.
각각의 증기발생기는 에너지의 평형이 이루어진다. 증기발생기 12대의 카세트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가산되며,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열, 1차측과 2차측 계통의 에너지
손실 등이 고려된다.
다) 노심감시계통의 출력분포 결정
3차원 첨두계수,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 최고온 채널에서의 출력형태
및 사분출력 경사비의 크기는 로듐 노내 중성자 검출기의 신호 측정값과 감시 시점
의 노심 상태에 맞게 노심설계코드에서 온라인으로 생산된 상수를 이용하여 결정한
다. 여기서는 원하는 출력분포의 정보를 얻기위해 노심감시계통에서 사용하는 자료
처리방식을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이 분석은 적어도 분당 한 번씩 계속적인 온라
인 감시를 수행한다.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로듐형의 노내 검출기의 동특성은 검출기와 케이블
링에서 생성되는 전류의 즉발성분과 지연성분의 함수로 표시된다. 전류신호의 지연
성분은 0.7분과 4.4분의 반감기를 갖는 로듐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신호의 지연성분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노심감시계통 출력분포는 노심감시
계통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노내검출기 신호를 위한 보상 알고리즘에 의하여 결정된
다. 검출기응답과 동적보상의 조합에 의해서 거의 이상적인 실제 중성자속 응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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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생성하며, 이를 이용하여 노심 출력분포를 결정한다.
알고리즘 상수의 적당한 선택으로 신호에 대한 여과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노
내 신호에 대한 동적보상 및 여과로써 운전중 과도현상 발생시 국부 중성자속의 변
화는 노심감시계통 출력분포에 의하여 결정된다.
배경잡음(background noise) 및 연소에 대한 고정형 검출기 신호를 교정한 후에,
검출기가 속해있는 각 핵연료집합체에 대해 축방향으로 5개의 로듐 검출기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의 평균 출력이 구해지는데 이는 주변 핵연료봉 연소의 함수인 신호
대 출력 변환계수를 고려한 것이다.
모든 핵연료집합체의 3차원 출력분포는 감시하는 노심 상태에 대해 온라인으로
생산된 상수를 이용하여 생산된다. 20개 절점의 노심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와 고온
핀에서의 축방향 출력형태는 3차원 출력분포로부터 구한다. 마찬가지로 노심 3차원
첨두출력계수(Fq), 평면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Fxy),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Fr)도
3차원 출력분포로부터 구한다.
또한 노심감시계통은 제어봉위치지시계통으로부터 전송되는 입력을 이용하여 각
제어봉 및 제어봉 그룹 위치의 이상, 제어봉의 이상 삽입 및 인출 또는 제어봉 낙
하를 감지하게 되며,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면 노심감시계통 핵비등이탈율 및 첨두
선출력밀도의 계산결과가 보수적인 상태로 남아 있도록 평면 반경방향 첨두출력계
수를 조정해야 한다. 노심감시계통은 단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편차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어봉에 관한 사고에 대한 조치는 발전소보호계통
에서 처리된다.
노내의 여러 위치에서 대칭성을 갖는 고정형 노내검출기 세트의 신호를 비교하여
출력 운전제한치에 대한 여유도 계산에 사용되는 사분 출력 경사비를 알아낼 수 있
다. 이 방법에서는 구별할 수 없는 가상적인 비대칭 제논편향이 출력분포 평가에
반영된다. 사분 출력 경사비가 노심보호연산기에서 사용되는 제한치를 초과하게 되
면 노심감시계통에 의하여 경보가 발생된다. 또한 사분 출력 경사비가 규정된 출력
분포의 비정상상태를 나타내는 절대 한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가 발생된다.
고정형 노내검출기 고장의 배제를 위하여 검출기는 중첩기법을 도입했으며, 만일
자료처리 도중에 고정형 노내검출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난 검출기는 교체되기
전(다음 핵연료 재장전시)까지 노심감시계통 계산에서 제외된다.
운전시작 후에, 노심감시계통과 온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심설계코드로 자세
히 계산한 광역 중성자속 분포를 노심감시계통의 출력분포와 비교함으로써 생산된
상수의 건전성을 포함하여 노심감시계통의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또한 계측기의 위치에서 계산된 중성자속 및 출력분포를 자세히 비교하
여 중성자속의 분포를 분석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각 핀의 출력분포의 계산을
자세히 분석하여 노심감시계통 전체의 출력분포에 대한 오류를 판정할 수 있다.
라) 선출력밀도에 근거한 노심출력 운전제한치
선출력밀도에 근거한 노심 출력 운전제한치는 노심 출력분포의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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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며, 계산된 출력준위는 출력운전 중에 선출력밀도 여유도에 대한 운전제한
조건으로 이용된다.
마) 핵비등이탈율 여유도에 근거한 노심출력운전제한치
핵비등이탈율 여유도에 근거한 노심출력 운전제한치는 원자로냉각재
체적유량률, 노심 출력분포, 1개의 원자로냉각재 입구 온도의 최대값 및 원자로냉각
재계통 압력의 함수로 계산된다. 운전제한 출력준위를 계산하기 위하여 반복계산
방식에 의한 상관식이 사용된다. 또한 계산된 출력준위는 출력운전 중에 핵비등이
탈율 여유도에 대한 운전제한 조건으로 사용된다.
3.6.5.4 계통 운전
3.6.5.4.1 불확실도의 측정 및 계산
노심감시계통에서는 3개의 불확실도 페널티계수(penalty factor)가 계산
되는데 하나는 선출력밀도 출력 운전제한치의 계산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두 계수
는 핵비등이탈율 출력운전제한치를 위한 것이다.
선출력밀도의 조정은 노심감시계통이 3차원 첨두계수나 여러 종류의 공학적인 계
수를 결정하기 위한 복잡한 모델링 불확실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모델링 오류는 노
심감시계통의 계산치와, 적절한 출력준위, 노심연소, 제어봉의 위치 및 1차계통의
유체특성을 반영하는 설계코드의 계산치를 다수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전체적인
조정계수는 핵연료봉의 휨, 독물질봉의 휨, 설계코드의 모델링시 발생하는 불확실
도, 노심감시계통 출력 알고리즘의 불확실도, SCOMS 전산코드의 측정 불확실도 및
컴퓨터 처리 불확실도를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핵비등이탈율의 조정은 노심감시계통이 출력분포와 핵비등이탈율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링 불확실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모델링 오류는 노심감시계통의
계산치와 설계코드의 계산치를 선출력밀도의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다수 비교함으
로써 결정된다. 전체적인 조정계수는 핵연료봉의 휨, 독물질봉의 휨, 설계 코드의
모델링시

발생하는

불확실도,

노심감시계통

핵비등이탈

알고리즘의

불확실도,

SCOMS 전산코드의 측정 불확실도 및 컴퓨터 처리 불확실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변수들과 관련된 불확실도들은 개선된 통계적 처리기법인 MSCU 기법을 이용하여
처리된다. 개선된 방식과 전에 사용해 온 방식 사이에는 물론 기술적인 차이가 있
지만 전체적인 불확실도가 95%의 신뢰도 및 95%의 확률을 가지고 계산되므로 어
떠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사건 중에 최고온 연료봉에서 핵비
등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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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1 SCOMS의 주요 입력변수

Process Parameter

수

Unit

비고

MCP Speed

4

RPM

4대의 MCP

Core inlet Temp.

1

℃

Core Outlet Temp.

1

℃

PZR Pressure

1

Pa

Feedwater Temp.

4

℃

Feedwater Flow (ΔP)

4

Pa

Feedwater Pressure

4

Pa

SG Pressure

4

Pa

Steam Section 헤더에서 측정

Steam Temperature

4

℃

Super Steam 조건

Turbine Pressure

1

Pa

CEA Group Position

49

cm

4 section에서 측정

노심의 21개 핵연료집합체에
In-core Neutron Flux

축방향으로 5개씩

21*5

21*5=105 posi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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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2

노심 감시계통의 방위각 출력 편차 그룹

계측기 번호
그룹

쌍
1

쌍

2

3

참고사항

4

1

2

20

6

16

2

1

21

9

13

3

3

19

8

14

4

4

18

10

12

4겹 대칭
그룹
쌍을 이룬
2겹 대칭
그룹

표 3.6.5-3 노내 고정계측기의 노심 사분면 분포

사분면 번호
공통
사분면에
속한

11

계측기 번호
계측기
총 개수

1

1

2

3

4

12, 13, 8,

1, 2, 3,

9, 10, 14,

15, 18, 19,

6, 5

4, 7

16, 17

20, 21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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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Display
Secondary
Calorimetric Power

Feedwater Flow Delta P

Core Power

Feedwater Temp.
Feedwater Pressure
Steam Pressure

Sensor

MCP Speed

Validity

Core Outlet Temp.

Comparison

Core Delta T
Power
Core Power Limit
based on DNBR

RCS Flows

Checks

Core Inlet Temp.

Core Power
Distribution
and AO

RCS Pressure
CEA Position

Core Power Limit
based on LHR

Selection of
Core Power Limit

Audible Alarm

In-core Flux

Azimuthal Tilt

Audible Alarm

Licensed Power Limit

그림 3.6.5-1 SMART 노심 감시계통 프로그램 연계도

G

1

2

3
4

7

G
9

10

G

5

16

8
11

14

6

12

15

17

18
20
21

노내 중성자 검출기집합체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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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G

19

그림 3.6.5-2

G

3.6.6 노심 방사선 차폐설계
방사선 차폐해석의 수행을 통한 원자로의 안전을 평가하는 것은 원자로의 개
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방사선 차폐해석을 위해서는 방사선
방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SMART에 적용할 수 있는 ICRP-60
[3.6.6-1]과 10CFR20[3.6.6-2]의 검토를 통한 방사선 방호의 요건 및 기준, SMART
의 선원항, 방사선 차폐해석, 방사선 물리 자료, 그리고 임계도 해석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3.6.6.1 설계요건 및 기준
방사선 차폐설계는 원자력 시설에서의 작업 종사자 및 외부에서의 일반 주
민의 방사선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 조건에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ALARA 개념에 의해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SMART 원자로의 노심 차폐해석에 필요한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1990년에
발표된 ICRP-60과 1991년에 발표된 10CFR20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1991년 개정된
10CFR20은 1957년의 10CFR20과 비교할 때 주요 차이점으로는,
첫째, 외부 피폭 중심에서 내외부 피폭의 합인 전체 피폭 선량 당량(TEDE)으로
변화,
둘째, 전신외부피폭에 대한 5 mSv에서 TEDE의 1 mSv로 강화,
셋째, 방사선 작업 및 일반 환경에서의 수중 및 공기 중 MPC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 최대허용농도) 개념에서 ALI (Annual Limit of Intake
: 연간섭취한도) 및 DAC (Derived Air Concentration : 공기중 유도농도) 개념으로
규제 강화,
넷째, 인체내 주요 장기 및 기관에 대한 가중치 적용 등이다. 1990년 발표된
ICRP-60은 작업자의 선량 한도를 연간 50 mSv에서 20 mSv로 강화한 것이 큰 특
징이다.
10CFR20(1991) 및 ICRP-60 반영시의 영향으로는 현행의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운영에 적용되는 기존의 선량 한도 및 집단 선량 한도에 비해 10CFR20 (1990)
과 ICRP-60의 권고 안이 방사선 피폭 제한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CFR20(1991)이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의 경제
성을 염려에 두고 개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개발중인 SMART 원자로의 방사
선 방호 기준으로써 ICRP-60의 수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의 개념 설계 단계부터 핵연료 성능 개선을 통한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감소
시키고,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계통의 설비를 개선하며, 차폐 벽의 보강 등
을 고려하여야한다.
3.6.6.1.1 차폐설계요건
가) 선원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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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상운전시에는

NUREG-0017[3.6.6-3],

ANSI/ANS-18.1[3.6.6-4]

및

10CFR50 App.I[3.6.6-5]를 준용하여야 한다.
ㆍ차폐설계시에는 10CFR50[3.6.6-5]를 사용하여야 한다.
ㆍ사고해석을 위하여 NUREG-1465[3.6.6-6]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방호 설계요건
ㆍALARA 적용 요건으로 Reg. Guide 8.8[3.6.6-7] 및 Reg. Guide 8.10
[3.6.6-8]를 적용하여야 한다.
ㆍ작업자 피폭선량에 대하여 ICRP-60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3.6.6.1.2 차폐설계 기준
가) 일반 설계 기준
SMART는 일반설계요건을 만족하면서 작업자 및 주변 주민의 방사선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선원항 기준
ㆍ발전소 정상 운전시 0.25 %의 핵연료 손상률을 적용한다. 이는
NUREG-0017, ANSI/ANS-18.1 및 10CFR50 App.I를 만족한다.
ㆍ차폐설계시 0.25 %의 핵연료 손상률을 적용한다. 이는 10CFR50
(NEW)을 만족한다.
ㆍ사고해석에 사용되는 선원항은 NUREG-1465에서 권고하는 물리적 현
상에 근거한 선원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선원항의 방출시간은 단계별 방출을
가정하고, 노심 재고량 대비 방출분율(0∼6510초)은 다음과 같다.
불활성기체 : 100%
I

:

40%

Cs

: 30%

Te

:

5%

Ba & Sr :
기타

:

< 4%
< 1%

다) 방사선방호 설계기준
ㆍ방사성 기기 및 배관 등 각 계통의 설계시 ALARA 개념을 적용한다.
이는 Reg. Guide 8.8 및 Reg. Guide 8.10을 만족한다.
ㆍ작업자 피폭선량 기준으로 연간 집단 선량은 1 man-Sv/yr (100
man-rem/yr)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피폭 선량은 ICRP-60의 권고 안에 따라 5년
평균 20 mSv/yr (2 rem/yr)로 제한한다.
SMART의 방사선 차폐설계를 위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및 일반인의 방사선 방
호 기준은 표 3.6.6-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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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방사선 선원항
방사선 선원항의 평가는 노심 내의 분열 생성물 재고량, 운전 정지 후 감
마 열 출력 분율과 같은 노심 내부의 연료 특성에 관한 내용과 분열 생성물의 누설
에 기인한 1차 냉각재에 분포되어 있는 원소 별 비방사능으로 분류된다.
그림 3.6.6-1에는 ORIGEN2.1[3.6.6-9]코드와 SAEP[3.6.6-10] 코드에 의한 선원항
평가 체계도를 나타내었다.
3.6.6.2.1 노심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ORIGEN2.1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의 핵연료집합체의 핵분열 생
성물을 계산하였다. 핵연료집합체당 열출력은 5.7895 MWt/FA(330 MWt/57FAs)이
이용되었다. 계산 결과중 단 반감기 핵종 및 붕괴 감마 방출 에너지가 낮은 핵종을
제외하고 노심 전체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도출하여 표 3.6.6-2에 제시
하였다. 즉 노심은 최고의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갖는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
어있다고 가정하였다. 표 3.6.6-2에 제시된 노심의 최대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은
10%의 불확실도가 고려된 결과이다. 그러나 본 계산의 기본은 핵연료집합체가 아니
라 전체 노심이기 때문에 반경방향 첨두출력 인자가 고려되지는 않았다.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은 SMART의 NSSS 계통 설계 및 BOP 설계에 이용되는
방사선 설계 지침서(RDG)의 기본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3.6.6.2.2 노심 붕괴열
ORIGEN2.1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 노심의 운전 이력에 따른 붕
괴열을 평가하였다. 정상 운전시의 노심 열출력은 330 MWt이고 붕괴 시간별
SMART 노심의 붕괴열 변화를으로 1년, 2년, 3년, 그리고 3.15년(1035EFPD)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ORIGEN2.1 계산 결과를 핵연료집합체의 열 출력에 대한 붕괴
시간별 에너지의 비로 변환한 후 ANS-5.1[3.6.6-11]에서 제시한 붕괴 시간별 불확
실도를 적용하여 표 3.6.6-3과 그림 3.6.6-2를 작성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SMART
노심의 정상 운전시 출력에 대한 1035 유효 운전일 경과 후 붕괴 에너지의 값
(P/Po)은 6.24x10-2 (0.1초의 붕괴 시간이 경과)에서 2.08x10-5(1.0x109초의 붕괴 시간
이 경과)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6.2.3 냉각재의 예상 비방사능
ESAC[3.6.6-12]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된 SMART 1차 냉각재의 예상 비
방사능을 표 3.6.6-4에 제시하였다. 표 3.6.6-4에 제시된 각 핵종별 예상 비방사능은
원자로로 들어가는 냉각재에 대하여 평가한 것이다. 삼중수소의 방사능은 원자로의
삼중수소수의 재고량, 원자로 냉각재에서의 방사화에 기인한 삼중수소의 생성율, 그
리고 원자로로부터 방출되거나 재순환되는 삼중수소수의 양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
서, 삼중 수소의 예상 비방사능은 본 계산에서 제외하였고 추후 BOP 자료에 근거
하여 평가될 예정이다.
표 3.6.6-4에 의하면, 불활성 기체의 경우 기존의 울진 3/4호기와 같은 상업용 원
자력 발전소[3.6.6-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Iodine을 포함한 전체 핵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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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의 1차 냉각재의 예상 비방사능도 울진 3/4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울진 3/4호기가 열출력은 2815 MWt로 SMART에 비해 높으나,
증기발생기의 형태(SMART: 관류형, 울진3/4호기: U-Tube형)와 정화계통의 설치
(SMART: off-line으로 운전, 울진3/4호기: 설치) 등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표 3.6.6-4에 나타난 방사성 요오드의 동위원소로부터 I-131 등가 비방사능을 평
가하였다. I-131 등가 비방사능은 0.597 μCi/g 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상용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1차 냉각재의 I-131 등가 비방사능 제한치 1.0 μCi/g보다 낮은 값이
다.
3.6.6.2.4 UO2 핵연료 가스 갭 방사능 평가
SMART 노심의 핵연료 가스 갭 방사능을 ORIGEN 2.1 전산코드와 U.S.
Regulatory Guide 1.25[3.6.6-14]의 가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ORIGEN2.1의 계산
에 의한 핵연료집합체당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에 Kr-85, I, 기타 불활성 기체에
대한 가스 갭의 존재 비율 30%, 10%, 10%를 각각 적용하였다. 그리고 반경방향 첨
두 인자는 U.S. Regulatory Guide 1.25에서 제시하는 1.60보다 큰 값인 참고 문헌
3.6.6-15에서 제시하고 있는 1.8을 적용하였다. 최종 결과는 10%의 불확실도를 보수
적으로 적용하였고 표 3.6.6-5에 제시하였다. 표 3.6.6-5에 의하면, Kr-85, Iodine, 기
타 불활성기체의 SMART 핵연료집합체 가스 갭 방사능은 울진 3&4호기 핵연료집
합체의 가스 갭 방사능[3.6.6-16]의 55%, 24% ∼ 60%, 44% ∼ 73% 정도에 해당되
는 낮은 값이다.
본 계산에서 얻은 결과는 핵연료 취급 사고와 같은 사고 해석을 위한 선원항으로
이용된다.
3.6.6.3 방사선 차폐해석
일반적으로 차폐해석에는 중성자 및 감마선의 투과 및 흐름 해석과 같은
방사선 수송 해석 기술과 격실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의 누설에 따른 선량 평가 기
술 등이 있다. SMART 노심은 전체 SMART 계통에서 가장 강력한 방사선 선원이
다. 이렇게 강력한 중성자 및 감마선으로부터 종사자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심 차폐가 필수적이다. 노심의 차폐는 다른 차폐설계와 독립적으로 생
각할 수 없다. 사실상 노심 차폐의 감쇠 요건은 SMART 내의 다른 선원, 특히 냉
각재 선원에 의해 전체 차폐설계의 균형을 맞추도록 결정된다. 방사선 차폐해석 및
방사선 물리 자료의 생산에 이용되는 전산 해석 체계는 그림 3.6.6-3에 나타내었다.
DORT[3.6.6-17]코드를

이용한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을

위해서

GIP

[3.6.6-18] 코드를 이용하여 거시단면적을 생산한다. 이때 사용하는 단면적 라이브러
리는 에너지구간이 1.0x10-5 eV 부터 1.7332x107 eV까지의 47군의 중성자 단면적 과
20군 감마로 구성되어 있는 BUGLE-96[3.6.6-19]을 사용하며 원자로 구성물질에 사
용되는 수밀도를 사용하여 거시 단면적을 생산한다. DORT전산 코드에서는 P5차원
산란 및 S8차원 각분할 방법을 사용하였다. S8차원 각분할 방법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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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ature Set 값은 참고문헌[3.6.6-20]로부터 얻을 수 있다.
SMART 집합체 전체에 대한 방사선 차폐해석을 위해서는 R-Z 기하학적 모델이
이용되고 방위각별 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R-Θ 기하학적 모델
이 이용된다.
3.6.6.3.1 방위각 별 압력용기 중성자조사량
R-Z 기하학적 모델 중 Near-Core 모델에 대한 DORT 계산 결과로부터
중성자 선속 분포 및 감마 선속 분포를 그림 3.6.6-4로부터 그림 3.6.6-8까지에 나타
내었다. 전체 선량율 분포 및 중성자 선량율 분포, 그리고 감마 선량율 분포를 그림
3.6.6-9부터 그림 3.6.6-11까지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속중성자에 의한 조사량 분포
는 그림 3.6.6-12에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SMART 노심 중간 높이 압력용기 외부에서의 전체 선량율
은 5.0x106 μSv/hr로 낮아진다. 또한 노심 상부 가압기 하단부에서는 10 μSv/hr
미만으로 낮아진다. 원자로 덮게 부근에서의 선량율 분포는 1.0x10-8 Sv/hr로 설계
목표치인 1.0 Sv/hr 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3.6.6-6에는 SMART를 90%의 이용율로 60년 간 이용하였을 때의 최대 중성
자 조사량을 나타내었다. SMART 압력 용기에 대한 최대 중성자조사량은 압력용기
하단에서 5.89x1017 n/cm2이고, 측면에서는 4.49x1016 n/cm2으로 나타났다. 이는
10CFR50.61[3.6.6-21]및 US SRP[3.6.6-22]의 제한 요건인 1.0x1020 n/cm2 보다 작은
값으로 SMART 압력 용기는 수명 기간 동안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MART 집합체 내부에서의 속 중성자 조사량은 감시시편함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
는 속 중성자 조사량의 기준치인 1.0x1017 n/cm2보다는 큰 값을 보였다.
그림 3.6.6-12에 의하면 수명이 60년인 증기 발생기를 고려할 때, 증기 발생기 내
측 하단부에서의 속중성자 조사량이 약 1.0x1020 n/cm2로 증기 발생기에 대한 속중
성자 조사량 제한치인 1.0x1019 n/cm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
한 방안이 설계최적화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6.6.3.2 방위각 별 압력용기 중성자조사량
방위각 별 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SMART를 R-Θ 기하학
적 모델의 1/8 대칭 크기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반경방향으로 110 미세 구간 및 방
위각방향으로 90 미세 구간으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3.6.6-13은 110ⅹ90으로 모델링
한 1/8 SMART 격자를 표시하였다.
표 3.6.6-7는 압력용기 내측 및 외측에서의 방위각에 따른 중성자 조사량 분포 및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60년 동안 이용률이 90%인 SMART에서의 원자로 압력용기
에

대한

최대

중성자조사량은

노심중앙으로부터

0.25°방위각에서

9.9946x1014

n/cm2이다. 이는 R-Θ 기하학적 모델에 대해서도 SMART의 압력 용기는 수명기간
동안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3.6.6.4 방사선 물리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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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물리 자료의 생산을 위한 전산 해석 체계는 그림 3.6.6-3에 나타내
었다.
3.6.6.4.1 에너지 재분포인자
에너지 재분포 인자(ERF)는 최고 열 출력을 갖는 핵 연료봉의 핵연료와
피복재에 흡수되는 상대적인 핵분열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본 계산
에는 MCNP[3.6.6-23]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별로 피복재를 포함한 핵
연료봉의 감마에너지 흡수율을 평가하였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SMART에서의
Pin/Box 비율에 대한 에너지 재분포 인자를 생산하였다.
MCNP 계산 값을 근거로 한 에너지 재분포 인자와 0.5%의 보수성을 고려한 에
너지 재분포 인자를 표 3.6.6-8과 같이 계산하였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1.0%,
1.5%, 2.0%의 보수성에 대한 ERF값도 계산할 수 있으며 그림 3.6.6-14와 같이 나타
내었다.
결과에 의하면 0.5% ∼ 2.0%의 보수성을 갖는 에너지 재분포 인자를 제시하였으
나, MCNP 계산 결과에 수반된 통계학적 불확실도는 최고 0.2%이므로 0.5%의 보수
성을 고려한 ERF(0.5%)의 값을 최종 에너지 재분포 인자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
러 추가의 보수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표 3.6.6-8과 그림 3.6.6-14에 제시된 ERF 값
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ERF를 이용하면 최고 열 출력을 갖는 핵연료
봉의 핵연료와 피복재에 흡수되는 상대적인 핵분열 에너지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3.6.6.4.2 설계요건에 대한 냉각재의 감마 에너지 축적율
SMART 노심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핵연료봉에 대한 감마 방사선 열축
적율을 상온 영출력(Cold zero power) 과 고온 영출력(Hot zero power)의 조건에
대하여 MCNP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3.6.6-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종 평가 결과는 MCNP 출력 결과로부터 핵연료봉, 피복재, 냉각재에 대하여 정규
화된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표 3.6.6-9에 의하면 상온 영출력 조건에서는 냉
각재에서의 감마 방사선 열축적율이 0.92%이고, 고온 영출력 조건에서는 냉각재에
서의 감마 방사선 열축적율이 0.47%로 나타났다. 핵연료봉에 대한 냉각재의 감마
에너지 축적율은 안전 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 이용된다.
3.6.6.4.3 Assembly Weighting Factor
Assembly

Weighting

Factor(AWF)를

계산하기

위하여

R-Θ좌표의

DORT 코드를 사용하여 수반 중성자 수송 계산을 하였다.
DORT 출력 파일로부터 각 핵연료집합체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에서의 값으로부
터 반응 함수(Rn)를 구한 다음 핵연료집합체에 따른 AWF을 구하였다. SMART의
핵연료집합체별 AWF는 그림 3.6.6-15에 나타내었다.
3.6.6.4.4 Shape Annealing Function
Shape Annealing Function(SAF)는 중성자 선원을 포함하는 노심 체적
의 각 수평 조각에 기인하는 노심 높이의 100분율 당 노외계측기 분율 반응으로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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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에 대한 수반 중성자 수송 계산에 의해 SAF를 평가하기 위해 DORT 전
산코드를 사용하였다.
DORT 모델은 축방향으로 노심 지지판(z=-126.4cm)으로부터 노심 부분을 거쳐
측면 차폐 벽 덮게(z=131.0cm)까지 포함한다.
SAF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은 반경방향과 축방향에 대해 181x156 미세 격자
구간으로 나누어 R-Z 기하구조로 묘사하였으며 그림 3.6.6-16에 노외계측기가 표시
되어 있다. 노심 축에 대하여 반사체 경계조건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경계면에 대하
여는 진공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DORT 코드를 이용한 SMART의 노외계측기에 대한 SAF는 그림 3.6.6-17에 나
타내었다.
3.6.6.5 임계도 해석
SMART의 신 핵연료 저장조에 대한 임계해석 및 Rack 간격에 대한 민감
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존 상용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해석체계[3.6.6-24]
는 코드 사용에 대한 제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SMART의 신 핵연료 저장조 임계
도 해석을 위해 HELIOS-MASTER코드 체계[3.6.6-25]를 이용한다. 사용 후 및 신
핵연료 저장조에 대한 전산 해석 체계는 그림 3.6.6-18에 나타내었다.
신 핵연료가 사각배열로 되어있어 HELIOS[3.6.6-26] 모델링시 Rack사이의 간격
을 계속 증가시켜 거시단면적을 생산하였다. 1/8 대칭 핵연료집합체 저장조에 대한
HELIOS 모델링은 그림 3.6.6-1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HELIOS Package 중의
ORION코드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HELIOS 계산 결과 생산된 거시단면적은 상부
및 하부 반사체가 저장조에 핵연료집합체가 중성자 누출이 없을 만큼의 두께를 가
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계산된 단면적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장조 임계해석을
MASTER[3.6.6-27]로 수행하였다. MASTER 및 HELIOS계산에서 나온 유효증배계
수를 그림 3.6.6-20에 나타내었다. 이 계산 결과로부터 임계 안전에 관한 규정인
NUREG-0800 9.1.2[3.6.6-28]의 제한 요건인 무붕산 저장조에서의 유효증배계수
0.95이하를 만족하는 Rack의 최소 간격은 6.9cm로 나타났다.
SMART 신 핵연료 저장조에 사용하는 Rack에 대한 제원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고리4호기 저장조 Rack으로 사용된 제원을 이용하여SMART 신 연료 저장조에 대
한 임계도 및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향후 SMART의 핵연료 저장조에 관한 제원이
확정되면 임계도는 재평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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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1

분류

방사선 방호 기준

방사선 작업 종사자

일반인

20*1)

1

- 수정체

150

15

- 피부

500

50

- 손,발

500

-

1

-

∙전유효선량당량 (mSv/yr)

∙선량당량 (mSv/yr)

∙집단선량당량 (man-Sv/GWy(e))

*1) 5년간 평균 20mSv/y를 유지하되 특정 1년간 50mSv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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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2 SMART 노심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예비 평가)
(노심출력: 330 MWt, 연소도: 27.4 GWD/MTU, 단위: Ci/Core)

핵 종

재 고 량*1)

핵 종

재 고 량*1)

핵 종

재 고 량*1)

H-3

5.73E+03

Nb-99

1.66E+07

I-134

2.14E+07

Se-84

2.24E+06

Mo-99

1.77E+07

Cs-134

1.22E+06

Br-84

2.30E+06

Tc-99M

1.55E+07

Sb-135

5.30E+05

As-85

4.35E+05

Mo-103

1.30E+07

Te-135

8.62E+06

Se-85

1.35E+06

Tc-103

1.32E+07

I-135

1.81E+07

Br-85

2.80E+06

Ru-103

1.32E+07

Xe-135

7.54E+06

Kr-85

1.20E+05

Tc-106

5.10E+06

Xe-135M

3.67E+06

Kr-85M

2.84E+06

Ru-106

3.95E+06

Cs-135

7.07E+00

Se-87

2.11E+06

Ag-110M

1.78E+04

Cs-136

4.69E+05

*2)

4.03E+00

I-137

8.64E+06

Br-87

4.67E+06

I-127

Kr-87

5.55E+06

Sn-129

9.44E+05

Xe-137

1.70E+07

Br-88

5.14E+06

Sb-129

2.81E+06

Cs-137

1.18E+06

Kr-88

7.82E+06

Te-129

2.76E+06

Ba-137M

1.12E+06

Rb-88

7.93E+06

Te-129M

4.16E+05

I-138

4.33E+06

Br-89

3.71E+06

I-129

3.27E-01

Xe-138

1.65E+07

Kr-89

9.68E+06

Sn-131

2.93E+06

Cs-138

1.82E+07

Rb-89

1.02E+07

Sb-131

7.81E+06

Xe-140

8.71E+06

Sr-89

1.07E+07

Te-131

8.19E+06

Cs-140

1.55E+07

Br-90

2.43E+06

Te-131M

1.30E+06

La-140

1.73E+07

Kr-90

9.59E+06

I-131

9.22E+06

Ce-141

1.64E+07

Rb-90

1.00E+07

Xe-131M

1.02E+05

Xe-143

1.60E+05

Sr-90

9.56E+05

Sn-132

1.63E+06

Cs-143

3.63E+06

Y-90

9.79E+05

Sb-132

4.74E+06

Ba-143

1.37E+07

Kr-91

7.10E+06

Te-132

1.32E+07

La-143

1.52E+07

Rb-91

1.22E+07

I-132

1.34E+07

Ce-143

1.53E+07

Sr-91

1.30E+07

Sn-133

4.87E+05

Pr-143

1.53E+07

Y-91

1.35E+07

Sb-133

5.76E+06

Xe-144

2.62E+04

Y-91M

7.52E+06

Te-133

1.13E+07

Cs-144

9.35E+05

Y-93

1.56E+07

Te-133M

7.47E+06

Ba-144

1.05E+07

Sr-95

1.32E+07

I-133

1.94E+07

La-144

1.36E+07

Y-95

1.64E+07

Xe-133

1.94E+07

Ce-144

1.36E+07

Zr-95

1.71E+07

Xe-133M

5.97E+05

Pr-144

1.36E+07

Nb-95

1.74E+07

Sb-134

8.65E+05

Zr-99

1.61E+07

Te-134

1.69E+07

*1) 10%의 불확실도 가정
*2) I-127의 단위는 gram-atom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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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3 ANS-5.1의 불확실도를 고려한 정상 운전시 출력에 대한 냉각시 붕괴열
(P/Po)

시간 (sec)

1년

2년

3년

3.15년

1.0E-01

6.945E-02

6.604E-02

6.287E-02

6.240E-02

1.0E+00

6.473E-02

6.164E-02

5.873E-02

5.829E-02

1.0E+01

5.185E-02

4.956E-02

4.731E-02

4.698E-02

1.0E+02

3.426E-02

3.284E-02

3.141E-02

3.118E-02

1.0E+03

1.886E-02

1.813E-02

1.735E-02

1.723E-02

1.0E+04

9.083E-03

8.820E-03

8.503E-03

8.450E-03

1.0E+05

4.267E-03

4.283E-03

4.237E-03

4.227E-03

1.0E+06

2.058E-03

2.125E-03

2.140E-03

2.139E-03

1.0E+07

5.856E-04

7.004E-04

7.735E-04

7.822E-04

1.0E+08

3.494E-05

6.447E-05

9.311E-05

9.746E-05

1.0E+09

6.814E-06

1.336E-05

1.981E-05

2.077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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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4

SMART 1차 냉각재의 예상 비방사능 [μCi/g]

Nuclide

비방사능

Nuclide

비방사능

Class-1

Noble Gases

Class-6

Other Nuclides

Kr-85M

9.61E-02

Na-24

6.75E-02

KR-85

3.16E+01

Cr-51

1.17E-01

KR-87

8.98E-02

Mn-54

6.70E-01

Kr-88

1.68E-01

Fe-55

1.57E+00

Xe-131M

5.98E-01

Fe-59

1.81E-02

Xe-133M

4.47E-02

Co-58

4.39E-01

Xe-133

1.81E+00

Co-60

1.37E+00

Xe-135M

7.77E-02

Zn-65

1.67E-01

Xe-135

5.14E-01

Sr-89

9.57E-03

Xe-137

2.03E-02

Sr-90

1.70E-01

Xe-138

7.17E-02

Sr-91

1.08E-03

Y-91M

2.96E-04

Class-2

Halogens

Y-91

4.11E-04

Br-84

1.01E-02

Y-93

4.90E-03

I-131

5.39E-01

Zr-95

3.37E-02

I-132

1.54E-01

Nb-95

1.34E-02

I-133

2.55E-01

Mo-99

2.74E-02

I-134

2.21E-01

Tc-99M

4.39E-03

I-135

2.56E-01

Ru-103

3.99E-01

Ru-106

4.46E+01

Class-3

Cs & Rb

Ag-110M

4.36E-01

Rb-88

1.15E-01

Te-129M

8.67E-03

Cs-134

3.99E+00

Te-129

1.59E-02

Cs-136

9.01E-03

Te-131M

3.41E-03

Cs-137

7.71E+01

Te-131

4.78E-03

Te-132

8.44E-03

Class-4

Water Activation

Ba-140

2.30E-01

N-16

Products

La-140

7.12E-02

4.00E+01

Ce-141

6.62E-03

Ce-143

6.83E-03

Tritium

Ce-144

1.49E+00

*1)

W-187

4.83E-03

Np-239

8.24E-03

Class-5
H-3

*1) 삼중수소의 방사능은 BOP 인자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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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5

UO2 연료의 핵연료집합체당 가스 갭 방사능
(주기말 원자로 정지 후 3일 경과)

Isotopes

Curies/Assembly

KR-85

1.09E+03

KR-85M

1.34E-01

I-129

9.87E-04

I-130

1.04E+01

I-131

2.31E+04

I-132

2.29E+04

I-133

5.75E+03

I-135

3.03E+01

XE-131M

3.20E+02

XE-133

4.92E+04

XE-133M

1.09E+03

XE-135

6.54E+02

XE-135M

4.86E+00

*1)

I-127

1.22E-02

* 안정 동위원소인 I-127의 재고량에 대한 단위는 [gram-atoms]이다.

표 3.6.6-6

SMART 압력용기에서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

중성자 조사량 (n/cm2)

SMART 반경방향

4.49E+16

SMART 집합체 하단부

5.89E+17

- 372 -

표 3.6.6-7 방위각에 따른 압력용기의 중성자조사량 분포
(불확실도 및 축방향첨두출력요소 적용)

방위각

2

중성자조사량 (n/cm )

방위각

2

중성자조사량 (n/cm )

(Θ)

압력용기내면

압력용기외면

(Θ)

압력용기내면

압력용기외면

0.25
0.75
1.25
1.75
2.25
2.75
3.25
3.75
4.25
4.75
5.25
5.75
6.25
6.75
7.25
7.75
8.25
8.75
9.25
9.75
10.25
10.75
11.25
11.75
12.25
12.75
13.25
13.75
14.25
14.75
15.25
15.75
16.25
16.75
17.25
17.75
18.25
18.75
19.25
19.75
20.25
20.75
21.25
21.75
22.25

9.9946E+14
9.9924E+14
9.9812E+14
9.9780E+14
9.9558E+14
9.9477E+14
9.9230E+14
9.9044E+14
9.8759E+14
9.8474E+14
9.8051E+14
9.7741E+14
9.7144E+14
9.6841E+14
9.6076E+14
9.5704E+14
9.4831E+14
9.4355E+14
9.3390E+14
9.2796E+14
9.1758E+14
9.1054E+14
8.9946E+14
8.9141E+14
8.7969E+14
8.7064E+14
8.5844E+14
8.4828E+14
8.3586E+14
8.2451E+14
8.1196E+14
7.9955E+14
8.9558E+14
8.8053E+14
8.6510E+14
8.4919E+14
8.3322E+14
8.1653E+14
8.0005E+14
7.8275E+14
6.7299E+14
6.5722E+14
6.4225E+14
6.2611E+14
6.1098E+14

2.3659E+13
2.3648E+13
2.3634E+13
2.3601E+13
2.3575E+13
2.3516E+13
2.3478E+13
2.3396E+13
2.3342E+13
2.3234E+13
2.3172E+13
2.3036E+13
2.2950E+13
2.2800E+13
2.2682E+13
2.2517E+13
2.2373E+13
2.2190E+13
2.2016E+13
2.1828E+13
2.1621E+13
2.1421E+13
2.1194E+13
2.0968E+13
2.0737E+13
2.0480E+13
2.0241E+13
1.9963E+13
1.9707E+13
1.9414E+13
1.9143E+13
1.8836E+13
1.8548E+13
1.8230E+13
1.7925E+13
1.7598E+13
1.7278E+13
1.6941E+13
1.6611E+13
1.6264E+13
1.5925E+13
1.5575E+13
1.5220E+13
1.4874E+13
1.4511E+13

22.75
23.25
23.75
24.25
24.75
25.25
25.75
26.25
26.75
27.25
27.75
28.25
28.75
29.25
29.75
30.25
30.75
31.25
31.75
32.25
32.75
33.25
33.75
34.25
34.75
35.25
35.75
36.25
36.75
37.25
37.75
38.25
38.75
39.25
39.75
40.25
40.75
41.25
41.75
42.25
42.75
43.25
43.75
44.25
44.75

5.9455E+14
5.7933E+14
5.6278E+14
5.4746E+14
5.3109E+14
5.1541E+14
4.9983E+14
4.8390E+14
4.6904E+14
4.5319E+14
4.3874E+14
4.2327E+14
4.0932E+14
3.9440E+14
3.8105E+14
3.6691E+14
3.5423E+14
3.4102E+14
3.2916E+14
3.1696E+14
3.0600E+14
2.9486E+14
2.8485E+14
2.7481E+14
2.6573E+14
2.5690E+14
2.4870E+14
2.4121E+14
2.3395E+14
2.2740E+14
2.2122E+14
2.1548E+14
2.1041E+14
2.0548E+14
2.0136E+14
1.9739E+14
1.9398E+14
1.9106E+14
1.8830E+14
1.8630E+14
1.8424E+14
1.8301E+14
1.8171E+14
1.8114E+14
1.8070E+14

1.4162E+13
1.3799E+13
1.3443E+13
1.3085E+13
1.2726E+13
1.2373E+13
1.2016E+13
1.1669E+13
1.1317E+13
1.0975E+13
1.0635E+13
1.0299E+13
9.9709E+12
9.6491E+12
9.3317E+12
9.0259E+12
8.7234E+12
8.4347E+12
8.1473E+12
7.8832E+12
7.6116E+12
7.3689E+12
7.1201E+12
6.8954E+12
6.6725E+12
6.4682E+12
6.2687E+12
6.0869E+12
5.9102E+12
5.7515E+12
5.5960E+12
5.4615E+12
5.3262E+12
5.2145E+12
5.1000E+12
5.0094E+12
4.9160E+12
4.8444E+12
4.7740E+12
4.7175E+12
4.6729E+12
4.6309E+12
4.6072E+12
4.5849E+12
4.5771E+12

9.9946E+14

2.3659E+13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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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8 불확실도를 고려한 보수적인 에너지 재분포 인자

P/B

ERF

ERF(0.5%)

ERF(1.0%)

ERF(1.5%)

ERF(2.0%)

1.000

0.977

0.980

0.983

0.985

0.988

1.050

0.973

0.975

0.978

0.981

0.983

1.100

0.968

0.971

0.973

0.976

0.978

1.150

0.963

0.966

0.969

0.971

0.974

1.200

0.959

0.961

0.964

0.966

0.969

표 3.6.6-9

핵연료에 대한 감마 방사선 열축적율 비교

구역

상온 영출력

고온 영출력

핵연료심

0.9755

0.9818

핵연료 피복재

0.0154

0.0135

냉각재

0.0092

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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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 선원항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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ڌڋڈڠڋډڌ

͑ͩͧͪ͑͟͡Έ͵͠;΅Ά
ͨͤͩ͑͢͟͡Έ͵͠;΅Ά
ͣͧͨ͑͟͡͡Έ͵͠;΅Ά
ͣͨͤͨͪ͑͟Έ͵͠;΅Ά
ڍڋڈڠڋډڌ

ڸۂۉۄۏڼۍۀۋڪڊ۔ڼھۀڟڶۍۀےۊګٻۇڼۉۊۄۏھڼۍڡ

ڎڋڈڠڋډڌ

ڏڋڈڠڋډڌ

ڐڋڈڠڋډڌ

ڔڋچڠڋډڌ

ړڋچڠڋډڌ

ڒڋچڠڋډڌ

ڑڋچڠڋډڌ

ڐڋچڠڋډڌ

ڏڋچڠڋډڌ

ڎڋچڠڋډڌ

ڍڋچڠڋډڌ

ڌڋچڠڋډڌ

ڸھۀێڶٻۀۈۄگٻ۔ڼھۀڟ

SMART 노심 붕괴에너지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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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2

ڋڋچڠڋډڌ

ڑڋڈڠڋډڌ
ڌڋڈڠڋډڌ

그림 3.6.6-3

방사선 차폐해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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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4 전체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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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5

속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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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6 중간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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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7

열 중성자 선속 분포(Near-Core Model)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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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9 전체 선량율 분포(Near-Core Model)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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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0

중성자 선량율 분포(Near-Core Model)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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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1 감마 선량율 분포(Near-Core Model) [μ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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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2 속 중성자 조사량 분포(Near-Core Model) [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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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3 DORT R-Θ모델링에 사용된 구조 및 물질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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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Fr : MCNP 계산에 의한 감마에너지 흡수율
2. ERF

: MCNP 계산에 의한 에너지 재분포 인자

3. ERF(0.5%)

: 0.5%의 보수성을 갖는 에너지 재분포 인자.

그림 3.6.6-14 SBLOCA시 기포 감속재 조건에서의 에너지 재분포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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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노외계측기에 대한 A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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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5

그림 3.6.6-16

SMART 의 SAF 평가를 위한 DORT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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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7 SMART의 노외계측기에 대한 Shape Annealing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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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후 핵연료저장조 임계도 해석체계

b. 신 핵연료저장조 임계도 해석 체계

그림 3.6.6-18 사용후 및 신 핵연료저장조 임계도 해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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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9 SMART핵연료집합체 저장조 HELIOS 모델링(1/8 대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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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20 저장조 Rack 간격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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ڐڔډڋ

3.7 일차계통
3.7.1 설계요건 및 기준
3.7.1.1 기능 요건
일차계통은 원자로냉각재 및 방사선 물질이 격납용기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방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일차계통은 원자로 노심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연계계통과 연동하여 충분한 노심 냉각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며 비안전 기능으로서 일차계통은 자연대류 운전을 포함한
정상운전시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7.1.2 성능 요건
일차계통의 기기 안전등급 설정 기준은 ANS-51.1/N 18.2에 명시되어 있다.
상기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는 원자로냉각재의 상실을 초래하
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의 범위에 속하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내의 구성기기는 안전등급 1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기능은 수행하지만 안전등급 1로 분류되지 않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내의 구성기기중 ANS-51.1/N18.2, Section 3.3.2의 연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되
는 구성기기는 안전등급 2로, 이외 구성기기는 안전등급 3으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
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일차계통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공학적 안전계통 및 관련
작동계통은 다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외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원자로냉각
재 압력경계내의 구성기기는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한다. 일차계통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구조물, 지지물, 구속물은 내진등급 1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게 Regulatory Guide 1.29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기계적 하중 조건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안전
등급 1에 속하는 기기에 대한 하중 및 지진관련 고려사항은 ANS-51.1/N 18.2에 따
른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의 재료에 대한 파괴 인성 검사에 대한 요건은
10CFR50.61 그리고 10CFR50, Appendix A, Criteria 31 및 Appendix G, 그리고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에 명시되어 있다.
일차계통 설계는 자연대류 운전을 포함한 정상운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야 하며, 핵연료의 온도제한치 및 일차계통의 압력, 온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잔열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냉각재펌프 4대중 1대
가 정지시와 증기발생기 2구역 격리시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의
도된 일차계통 압력 방출로 인한 원자로냉각재 방출시 방출되는 방사선 물질은 수
집탱크로 집수되어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및 과도
상태시 원자로냉각재 체적 및 압력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원자로가 100% 출력운전시 일차계통 용량에 관련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급수온도 18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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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출력

330 MWt

- 설계 압력

17 MPa

- 운전 압력

15 MPa

- 설계 온도

350℃

-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구(고온측) 온도

310℃

-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저온측) 온도

270℃

- 일차 냉각재 유량 (MCP 통과 유량)

1585 kg/s

일차계통의 고장 고려사항은 ANS-58.2 및 ANS-58.3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
다. 가정된 배관 파단시 이로 인해 타 배관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이
에 대한 대처방안이 수립되고 사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에도 타 배관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공
학적 안전계통 기능의 상실을 초래해서도 안된다. 일차계통의 안전관련 계측제어
기능을 필요시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내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일차계통 밸
브의 고장모드는 밸브가 고장나도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문서에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설계기준사고 및 과도상태 고려사항은 SMART 설계기준 문
서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고 및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일차계통 과압 보호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일차계통 과압 보호 기기의 미작동에 대처하는 계통이 제공되어
야 한다. 일차계통에 연결되는 계통은 ANS-56.3/N193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또
한, 일차계통은 미사일(missiles)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벽, 구속장치 및
기타 수단으로 방호되어야 한다. 계통설계자는 연계요건서에 미사일 방호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호 수단은 필요시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차계통에 연결되어 있지만 정상운전시는 작동하지 않는 계통은 2개의 격리밸브로
차단되어야 한다.
3.7.1.3 운전 요건
일차계통의 적절한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냉각능력과 건전성 방호를 유지
하기 위한 밸브에는 소내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고방사선 및 고습도 환경에
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SMART 환경설계지침서에는 일차계통을 설
계하는데 고려해야 할 설계환경 제한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원
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의 모든 기기는 연속적인 설계기준사고시의 격납용기 환경에
서도 견디도록 10CFR50, Appendix A, Criteria 4 및 Regulatory Guide 1.70,
Section 3.1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로부터 일차계통 기기의 방호는
10CFR50, Appendix A, Criteria 2 및 Criteria 3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 외부로 냉각재 누설시 방출되는 방사선 물질은 수집탱크로 집수되어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차계통의

기기의

설계는

Regulatory Guide 8.8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보수시 최소시간과 최소량의 개인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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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피폭을 허용하며, 기기, 격납용기 및 보조기기의 설계시 접근성, 기기 조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7.1.4 계측제어 요건
일차계통의 설계/운전 변수(온도, 압력, 유량, 냉각재 체적)들이 안전 제한치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제어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
계통 기능을 수행하는 변수는 4개의 독립된 채널로 계측되어야 한다. 설계기준사고
시 원자로냉각재 조건은 감시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노심 냉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계통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외부로 냉각
재 누설시 이를 감지하고 계측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압기 안전밸
브에서의

냉각재

누설

상태가

주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계측

배관은

Regulatory Guide 1.151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사고후 감시용 계측 설비가
Regulatory Guide 1.97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일차계통의 안전관련 계측제
어 기능을 필요시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내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제어계통
기능을 수행하는 변수는 2개의 독립된 채널로 계측되어야 한다. 제어계통 및 보호
계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변수의 경우, 제어계통 기능을 수행하는 2개의 독립
된 신호는 보호계통 기능을 수행하는 4개의 독립된 신호와 공유하는 보호용, 제어
용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변수는 주제어실에 지시 및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고후 운전에 필요한 계측제어는 SMART 설계기준 문서에 명시된 환경조건에 따
라 설계되어야 한다.
3.7.1.5 시험 요건
운전전 및 초기기동시 시험에 대한 요건은 Regulatory Guide 1.68에

명시되

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차계통에 설치되는 기기중 공급자의 공장에서 수행해야 할 기기시험에 대
한 기본적인 요건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MSS-SP-61, Regulatory Guide 1.73 및 Hydraulic Institute Standards 등이 있으며
기기별 상세한 요건은 기기시방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1 및 2에 속하는
기기에 대한 초기 수압 시험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이루는 일차계통에 대한 수
압 및 누설 시험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XI에 따라,
그리고 수압 시험 프로그램은 10CFR50, Appendix A, Criteria 14, 30, 32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외부로 냉각재 누설시 감시
프로그램은 Regulatory Guide 1.45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감시 프로그램은 10CFR50, Appendix G 및 ASTM-E185-82의 요
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가동중 검사 프로그램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XI 및 Regulatory Guide 1.83의 요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3.7.1.6 설계 연계사항
일차계통은 분리, 가동중 검사, 방사선 보호에 관련된 요건을 각각 만족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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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되어야 한다. 핵연료 재장전시와 보수직전에는 원자로 및 관련계통의 주요
기기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해야 하며 일차계통으로부터 열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운
전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차계통에는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최고 대기온도와 배
관 및 기기의 최고 온도를 기초로 단열재 표면 온도를 제한하도록 단열재를 설계하
여야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는 염소와 불소 함량이 적어
야 한다. Regulatory Guide 1.36에 단열재에 대한 규제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일차
계통의 가동중 검사시 단열재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상운전 기간동안 격납용
기내로 제한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일차계통에 대한 차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계통에 대한 차폐 설계시 방사선 선량 제한치를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외부로 냉각재 누설시 이를 감지하고
계측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냉각재가 누설되는 경우 누설된 냉각재는
수집탱크로 집수되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10CFR50, Appendix A, Criteria 30에서는
일차계통 누설을 감시하고 실제로 누설위치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Regulatory Guide 1.45에는 위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모든 재질은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재질에 대한 고
려사항에 관해 기술되어 있는 관련문서는 다음과 같다.
․Regulatory Guide 1.14.
․Regulatory Guide 1.31.
․Regulatory Guide 1.34.
․Regulatory Guide 1.36.
․Regulatory Guide 1.43.
․Regulatory Guide 1.44.
․Regulatory Guide 1.50.
․Regulatory Guide 1.65.
․Regulatory Guide 1.71.
․Regulatory Guide 1.99.

3.7.2 계통기능
일차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강제순환 또는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 핵붕괴열을 제
거하여 이차계통에 열원을 제공하며, 고온 고압상태에서 운전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압
력경계를 유지하고 핵분열시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능을 한다.

3.7.3 계통 설명
일차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강제순환 또는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에서 생성된 열
을 증기발생기를 통해 이차계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내에는
제어봉구동장치 49개, 주냉각재펌프 4대, 증기발생기 카세트 12개, 가압기 등의 주요
기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가압기 상부에 배관으로 연결되어 개스실린더가 위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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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차계통은 고온 고압상태에서 운전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유지하는 기
능을 하며 일차계통 압력경계는 모두 원자로 압력용기내 유지된다. 일차계통 압력경
계라 함은 구체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 개스실린더, 그리고 원자로 압력용기를 관통
하여 외부로 연결되는 배관의 두 번째 격리밸브까지로 정의된다. 일차계통내 냉각재
유로는 노심, 주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노심 순으로 형성된다.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
헤드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주냉각재펌프에 의해 냉각재 유로는 원자로 압력용기 중
앙하부에 위치하는 노심과 원자로 압력용기 방벽과 내벽사이의 환형공간에 위치하는
증기발생기 사이에 강제순환유동이 형성된다. 일차계통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바깥쪽
으로 뜨거운 일차측 냉각재가 흐르고 전열관 안쪽으로 이차측 급수가 흘러 이차측으
로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전열관내의 급수는 일차측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해 가열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과열증기는 증기발생기 헤더를 통해 터빈으로 방출된다. 일차
계통은 주냉각재펌프 회전축 속도, 주냉각재펌프 운전 대수 및 이용 가능한 증기발생
기 구역 수에 따라 원자로출력 범위를 달리한다. 출력운전시 운전모드에 따른 원자로
출력 범위는 표 3.7-1에 나타나 있다. 일차계통내 냉각재의 수질은 핵연료를 비롯한
주요 기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된다. 일차계통내 냉각재의 수질에 대
한 요건은 표 3.7-2에 나타나 있다. 일차계통에 연결되는 계통으로는 잔열제거계통,
기기냉각계통, 보조계통(충수계통, 정화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비상붕산수주입계통)
등이 있으며, 100% 출력운전시 일차계통 설계변수는 다음과 같다.
원자로 출력

330 MWt

설계 압력

17 MPa

설계 온도

350℃

운전 압력

15 MPa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310℃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270℃

일차 냉각재 유량(MCP 통과유량)

1585 kg/s

정상 출력운전 범위

20∼100 %

주냉각재펌프 대수

4 대

증기발생기 카세트 개수

12 개

계통 체적(가압기 포함, 개스실린더 제외)

66 ㎥

계통 냉각재 체적(저온상태)

48 ㎥

3.7.4 주요기기 및 기기요건
일차계통의 주요 기기는 원자로 압력용기(원자로내부구조물 포함), 제어봉구동
장치, 주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요건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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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ec.Ⅲ
Class 1
Code Class Electrical
1
-

NRC
Seismic
Category
I

원자로 압력용기

Safety
Class
1

제어봉구동장치

1

1

No

I

주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1

1

No

I

1
1

1
1

-

I
I

가압기

1

1

-

I

개스실린더

1

1

-

I

가압기/개스실린더 배관

1

1

-

I

가압기 안전밸브

1

1

-

I

일차측
이차측

3.7.4.1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외형은 타원형의 바닥을 갖는 원통용기와 상부헤드를 형
성하는 원자로 압력용기 덮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 덮개는 반경방향
의 환형덮개와 가압기 주변공동까지 덮는 중앙덮개 등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로 압력용기의 중앙 하부에는 노심 및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노심지지배럴이 위치
하고 있으며, 원자로 압력용기 중앙 상부에는 가압기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
압력용기와 노심지지배럴 사이의 환형공간에는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환형공간 둘레
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자로 압력용기와 가압기 주변공동 사이인 가압기 환형공동
에는 주냉각재펌프가 상부헤드(환형덮개)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
하부에는 노심 방벽을 둘러싸서 열 및 방사능을 차폐하는 측면 스크린이 있다. 그
림 3.7-1은 원자로집합체를 보여준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정상운전과 사고시 발생하는 하중으로부터
노심과 각종 기기를 보호하며 내부에 장치된 부품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크게 체결부위인 플랜지, 내부구조물을 수용하
는 상부원통, 노심대를 구성하는 하부원통, 하부덮개의 4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원자
로 압력용기 내면과 덮개의 내면은 냉각재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
하여 오스테나이트강 재질의 피복을 한다. 환형덮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부 반
경방향에 위치하여 주냉각재펌프의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환형의 구조물이다. 환형
덮개에는 주냉각재펌프, 충수계통 배관 노즐, 정화계통 배관 노즐, 증기발생기 입,출
구 온도계측기용 노즐, 원자로 압력용기 수위계측기용 노즐 등이 관통되어 있다. 중
앙덮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부 중앙에 위치하여 가압기의 지지 및 제어봉구동장
치의 통로를 제공하는 환형 구조물이다. 중앙덮개에는 가압기와 개스실린더 연결배
관 노즐,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기 노즐, 가압기 냉각기 노즐, 가압기 온도계측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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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가압기 압력계측기용 노즐, 가압기 수위계측기용 노즐, 노외계측기용 노즐 등
이 관통하고 있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위치한 구조물로 노
심 및 일차계통 주기기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며, 냉각재 유동 및 제어봉의 삽입에
통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또 원자로내부구조물은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중
성자속 강도를 줄이며 냉각재의 재고량을 감소시켜 가압기의 용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은 크게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측면
차폐통 집합체, 그리고 충전판 및 흡입덕트 집합체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설계변수는 아래와 같다.
설계 압력/온도

17 MPa/350℃

운전 압력

15 MPa

원자로 압력용기 높이

10.6 m

원자로 압력용기 외경

4.6 m

원자로 압력용기 내경

4.1 m

노즐 개수
환형덮개
- 충수계통 배관

2 개

- 정화계통 배관

1 개

- 증기발생기 입, 출구 온도계측기용

4 개

- 원자로 압력용기 수위계측기용

4 개

중앙덮개
- 가압기와 개스실린더 연결배관

3 개

-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기

49 개

- 가압기 냉각기

4 개

- 가압기 온도계측기용

1 개

- 가압기 압력계측기용

4 개

- 가압기 수위계측기

1 개

- 노외계측기

6 개

주재료
용기모재

Carbon steel

용기피복재

Stainless steel

중앙덮개 재료

Stainless steel

3.7.4.2 제어봉구동장치
제어봉구동장치의 형태는 선형펄스모터형으로 최대직경이 비교적 작으며 길
고 홀쪽한 형태이다. 구동원리는 수직으로 배열된 4개의 권선블럭중 이웃한 두 개
의 블록에 번갈아 여자하여 가동자 및 가동자와 연결되어 있는 연장봉을 구동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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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제어봉을 삽입 혹은 인출하며, 가동자, 연장봉, 제어봉 등 모든 구동부위가 펄
스모터에서 발생하는 전자력의 힘만으로 지지된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제
어봉집합체의 자중에 의해 신속히 삽입된다.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가 정상운전
중일 때 제어봉의 삽입량을 조절하여 노심의 핵반응을 적절히 제어하며, 또한 원자
로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한 출력정지가 요구될 때 제어봉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노심 내부로 삽입시켜 핵반응도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주요

구성요소는

위치지시기(position

indicator)

및

상하부

한계스위치(limit

switch), 선형펄스모터집합체(linear step motor assembly), 연장봉 집합체(extension
shaft assembly), 수력댐퍼(hydraulic damper) 등이다. 제어봉구동장치 압력경계 내
부는 일차 냉각재로 채워지며 모터의 내부고정자 및 가동자 등도 일차 냉각재 내부
에 위치하게 된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설계변수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 3.7-2는 제어
봉구동장치를 보여준다.
설계 압력/온도

17 MPa/350℃

운전 압력

15 MPa

제어봉구동장치 수

49 개

삽입/인출 속도
- 정상운전시 삽입/인출 속도

4 mm/sec

- Pre-Scram시 삽입 속도

30 mm/sec

3.7.4.3 주냉각재펌프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냉각재를 강제순환시키는 기기이다. 주냉각재펌프의
형태는 캔드모터펌프이며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헤드(환형덮개)에 설치되어 있다. 캔
드모터펌프는 펌프와 전동기가 밀폐된 용기 안에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주
냉각재펌프와는 달리 베어링에 대한 윤활 및 축 밀봉이 필요 없다. 따라서 주냉각
재펌프로서 캔드모터펌프를 사용하면 밀봉장치와 관련된 계통의 단순화로 원자로
이용률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가 정상운전중일 때
노심에서 가열된 냉각재를 증기발생기로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노심에서 가열된
냉각재는 주냉각재펌프에 의해 증기발생기로 강제순환된 후 급수와 열교환으로 증
기를 발생시키고 냉각재는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 냉각재는 다시 원자로
내부로 순환되어 가열된 후, 다시 주냉각재펌프에 의해 증기발생기로 보내어진다.
이와 같이 원자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에서 증기를 발생
하게 하는 매개체인 냉각재를 계속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 저출력운전시
에 일차측 순환 유량을 정격출력운전시의 유량으로 유지하는 것은 펌프 모터에 소
모되는 전력의 낭비가 심하다. 따라서 주냉각재펌프는 저출력운전시에는 저유량의
강제순환유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냉각재펌프는 임펠러, 디퓨저,
역류방지밸브, 전동기, 회전축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펠러는 원자로 노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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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펌프덕트로 유입된 냉각재를 증기발생기 상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디퓨저는 임펠러를 통과한 냉각재의 흐름방향을 축방향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냉각재펌프 출구에 설치된 역류방지밸브는 1대의 펌프가 정지시 정지한 펌프로
냉각재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동기는 고정자와 회전자에 냉각재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캔을 고정자와 회전자에 용접하여 냉각재와 격
리한 캔드모터이다. 회전자는 펌프의 회전축과 일체이다. 전동기 운전중에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동기 냉각기에 의해 냉각된다. 그림 3.7-3은 주냉각재펌
프를 보여준다. 주냉각재펌프의 설계변수는 아래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전속도, 전
류, 온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회전축의 회전속도 측정은 펌프 상단에 설치
된 회전속도 측정기로 측정한다. 전류 측정은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류를 측정하여
전동기 과부하 상태를 예측한다. 온도 측정은 펌프 상단에 설치된 열전대로 펌프상
단 내부 유체온도를 측정하여 전동기의 냉각 상태를 감시한다.
설계 압력/온도

17 MPa/350℃

운전 압력

15 MPa

운전 온도

310℃

Type

Canned Motor, Axial

펌프 대수

4 대

100% 출력운전시
- 정격유량

396.25 kg/s

- 수두

17.5 m

- 회전수

3600 rpm

펌프소요동력(hot/cold)

140/190 kw

3.7.4.4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는 노심에서 생성된 열을 이차측으로 전달하는 증기공급계통의
주요 열수력 현상을 결정하는 핵심 기기이다. 증기발생기의 형태는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이며 원자로 압력용기내 환형공간에 설치되어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압력용기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높은 방사선 조사 지역
에서도 문제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무게와 치수는 최소가 되도록 최적화가 되
어야 하며, 일차측 유로에서의 저항이 작아야 하며, 또한 일부 구역을 격리하거나
일부 모듈을 플러그하여도 이로 인하여 노심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 등 증기발생기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증기발
생기의 전열관은 부식, pitting, 응력부식에 강해야 하고 강한 방사선 조사를 받아도
강도에 영향을 작게 받아야 하므로 전열관 재질로는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며, 또한
열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일차측 유로에서의 저항이 작도록 직경이 작은 전열관을
다수 사용하여 나선형으로 감아 조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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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는 과열증기를 생산하고 원자로 냉각시에는 일차측의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열수력적인 측면에서 증기발생기는 정격출력운전시 40℃ 이상의 과열증기를
생산하며, 이외 과도출력운전시는 10℃ 이상의 과열증기를 생산한다. 증기발생기의
형태는 이차측 급수가 전열관의 내부로 흐르고 일차측 냉각재가 전열관 사이로 흐
르는 관류식(once-through type)이다.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나선형으로 감겨 있으
며, 이차측은 4개의 독립적인 구역으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들은 원자로 압
력용기내 환형공간에 배치된다. 그림 3.7-4는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보여준다. 전열
관 파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 누출된 방사능을 증기발생기 격리밸브 밖에서 검
출한다. 운전중인 경우에는 누출된 구역의 격리밸브를 닫음으로써 2개의 구역이 격
리되고 50% 출력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전열관 관막음은 원자로 운전을 중지한
상태에서 누설된 구역을 조사하여 누설이 있는 모듈을 검출한 후 수행한다. 전열관
관막음 여유도는 10%이며 전열관 파손으로 10%의 전열면적을 관막음하여도 100%
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부 일차측 출구에 각
카세트마다 유량제한기(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유량제한기의 목적은 주냉각
재펌프를 통과한 냉각재가 주냉각재펌프 출구 헤더에서 각 카세트로 균일하게 공급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부 이차측(급수측) 헤더내에 각
튜브마다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유량제한기의 목적은 운전중에 유동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증기발생기 설계변수는 아래와 같다.
증기발생기 형태

Modular Helical
Once-Through

증기발생기 카세트 개수

12 개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효높이

2800 mm

증기발생기 카세트 직경

753∼763 mm

- 전열관 개수/Cassette

324 개

- 모듈 개수/Cassette

6 개

증기발생기 열전달면적/Cassette

168.8 ㎥

전열관 관막음 여유도(전체면적기준)

10%

주재료(구조재)

Titanium Alloy
(Type : PT-3V),
Stainless steel 외

전열관재료

Titanium Alloy
(Type : PT-7M)

일차측
- 설계 압력/온도

17 MPa/350℃

- 운전 압력

15 MPa

-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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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270℃

- 증기발생기에서의 총 유량

1540 kg/s

이차측
- 증기발생기 전열관 출구의 증기 압력

3.4 MPa

- 증기발생기 전열관 출구의 증기 온도

300℃

- 급수 온도

180℃

- 급수 총 유량

152.7 kg/s

3.7.4.5 가압기
가압기는 상용로와는 달리 원자로 압력용기내 상부에 위치하며, 상용로에 비
해 냉각재 체적 대비 가압기 용량이 매우 크고, 압력제어는 피동제어되며, 압력변동
을 작게 하기 위해 가압기내 냉각재를 저온으로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 기기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압력제어를 할 수 있는 자기압력제어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과도상태시 압력변동이 작은 저온가압기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가압기는 원자로의 과도상태시 냉각재의 체적팽창 및 수축 등의 열수력 현상
에 의해 야기되는 일차계통의 압력변동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한다. 가압기는 상용
로와는 달리 압력제어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한 히터나 스프레이 없이 피동제어되며
가압기 중앙공동 상부에 질소개스 공간을 두어 증기와 질소개스의 분압으로 일차계
통의 압력변화를 흡수하는 자기 압력제어방식으로 운전된다. 따라서 상용로와는 달
리 가압기의 압력 및 수위제어를 위한 별도 기기 또는 계통이 없으므로 가압기의
운전 및 제어 측면에서도 매우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가압
기 구조는 전체 구역이 환형공동, 주변공동, 중앙공동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환형공동의 윗부분에서 주변공동의 밑부분으로, 주변공동의 윗부분에서 중
앙공동의 밑부분으로 각각 냉각재가 통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중앙공동내 상부는
질소개스로 가압되어 있으며 배관을 통해 개스실린더와 연결되어 있다. 그림 3.7-5
는 가압기를 보여준다. 가압기는 원자로 압력용기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기
내 냉각재온도가 노심출구온도와 같게 되고 따라서 가압기내의 압력변동이 일차계
통 온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압기 중
앙공동내 냉각재가 저온으로 유지되도록 주변공동내에 가압기 냉각기 튜브를 설치
하고 주변공동의 바깥면에는 습식단열재를 설치함으로서 저온가압기의 형태로 설계
되어 있다. 저온가압기는 과도상태시 일차계통의 압력변동을 보다 최소화할 수 있
으며, 일차계통의 압력변동이 작으므로 가압기 크기를 보다 작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냉각재의 온도가 원자로 저온정지 상태의 온도인 약 20℃ 상
태에 있을 경우, 가압기 압력은 질소개스에 의해 4MPa 정도 유지되어 있다. 정격출
력운전시 가압기 수위는 중앙공동에서 50% 이하, 압력은 15MPa, 온도는 100℃ 이
하인 저온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정상운전시 원자로의 급격한 출력 상승 및 감발
운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압기와 개스실린더 연결배관의 격리밸브를 열어놓는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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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실린더의 체적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출력 상승 및 감발로 의한 압력 과도상태시
에도 원자로 정지 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스실린더는 원
통형 용기이며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개스실린더의 상부헤드에는 2개씩
의 연결배관이 용접되어 있으며 이중 한 개는 가압기와 개스실린더 연결배관이며,
다른 하나는 개스실린더 vent 배관이다. 각각의 개스실린더의 상부헤드에서 나온 3
개의 배관은 가압기 상부와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개스실린더의 출구에는 질소개
스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개스실린더 상부에
는 가압기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안전밸브의 형태는 파일럿구동안전방출밸
브(POSRV) 형태이며, 설계기준사고시 일차계통 과압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
론 설계기준초과사고 대비 또는 중대사고시 격납용기직접가열 방지 목적으로 급속
감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되는 기체는 외부
차폐탱크로 수집되도록 되어 있다. 가압기의 설계변수는 아래와 같다.
설계 압력/온도

17 MPa/350℃

중앙공동내 운전 압력

15 MPa

중앙공동내 운전 온도

≤100℃

가압기 물/개스 총체적

20.22 ㎥

- 중앙공동내 물/개스 체적

12.17 ㎥

- 주변공동내 물 체적

1.74 ㎥

- 환형공동내 물 체적

6.31 ㎥

Surge 배관
- 중앙공동과 주변공동 사이 배관 개수

2 개

- 주변공동과 환형공동 사이 배관 개수

8 개

가압기 습식단열재
- 습식단열재 층 수

20 개

- 습식단열재 총두께

20 mm

- 습식단열재 재료

Stainless steel

3.7.5 계측 및 제어
일차계통의 주요 운전 변수들은 계통내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계측되며 이 신호들은 감시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감시계통은 계측되는 계통 변수들을 감시하는 계통이며, 운전원에게 원자로의
운전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경보를 발생시켜 운전원에게 상황 전
개에 대처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일차계통에서 제어용 및 보호용 이외에 감
시용으로만 계측되는 운전 변수들은 가압기 중앙공동내 질소개스 온도, MCP내 일
차 냉각재 온도, 개스실린더 압력, 가압기 중앙공동 수위, 주냉각재펌프 전류 및 가
압기 안전밸브 위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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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은 계측되는 계통 변수들이 원자로의 정상운전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
는 정상운전간 천이시 일시적인 과도상태가 발생할 경우 제어관련 기기 또는 계통
을 작동시켜 원자로를 항시 정상운전 범위로 복귀 및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차계통에서 제어계통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계통변수는 노심출력, 증기발생기 입
구온도 및 주냉각재펌프 회전축 속도 등이다. 일차계통에서 제어 형태는 크게 출력
제어와 공정제어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출력제어용으로는 노심출력제어,
급수유량제어, 제어봉구동장치제어가 있으며, 공정제어용으로는 주냉각재펌프 회전
축 속도제어가 있다. 또한 이외의 제어 형태는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 및 증기발생
기 2구역 격리 등이 있다. 출력범위에서 요구출력수준에 맞는 열을 노심에서 생성
하고 이를 증기발생기를 통해 방출하기 위해 노심출구온도-출력 및 출력-급수유량
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 제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노심출구온도는
출력에 따라 선형으로 비례하도록 제어되며 또한 출력은 급수유량에 따라 동일한
퍼센티지로 선형으로 비례하도록 제어된다. 그림 3.7-7, 3.7-8은 각각 노심출구온도
-출력 제어 프로그램, 출력-급수유량 제어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또한 큰 음의 냉각
재반응도계수를 갖는 무붕산 노심의 특성 때문에 이차측 출력변동이 5 %/분 이내
인 경우 제어봉구동장치의 큰 변동 없이도 노심출력에 따른 노심출구온도를 프로그
램된 값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어봉구동장치는 노심출력이 25% 이상인 경우, 노심
출구온도가 프로그램된 노심출구온도 대비 ±3℃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노심출
력이 급수유량으로부터 산정된 이차측 출력 대비 ±2 % 차이가 나는 경우에 편차
를 고려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차
측 부하변동시(급수유량의 변화만으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작동 없이도 노심출력이
이차측 출력을 추종할 수 있다. 일정 노심평균온도 제어프로그램의 장점은 노심출
력 수준의 변동시 발생하는 일차측 압력변동의 최소화이다. 주냉각재펌프 회전축의
속도는 운전모드에 따라 제어된다. 주냉각재펌프 회전축의 속도는 고속/저속의 2단
계로 제어되는데 고속운전시는 정격속도로, 저속운전시는 정격속도의 25%로 운전되
도록 제어된다. 이외에도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 및 증기발생기 2구역 격리 등이
있다. 주냉각재펌프 1대가 정지되는 경우는 주냉각재펌프 1대의 회전축 회전수가
요구 회전수의 80% 이하일 때 정지되는 경우 또는 주냉각재펌프 1대에 공급되는
전류가 차단되어 정지되는 경우 등 2가지 원인이 있다. 주냉각재펌프 1대가 정지되
는 경우에는 75% 출력운전을 하도록 제어된다. 증기발생기 2구역이 격리되는 경우
에는 50% 출력운전을 하도록 제어된다.
보호계통은 계측되는 계통 변수들이 원자로의 안전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
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정지시키며 또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도록 안전관련
기기 또는 계통을 작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계통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신
호는 총 4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 채널 이상이 유효할 때만 보호신호를 발
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차계통에서 보호계통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계통 변수
로는 노심출력,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 압력용기 수위, 주냉각재펌프 회전축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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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제어봉 위치등이 사용된다.
계측계통에서 필요한 일차계통내 온도계측은 가압기 중앙공동내 냉각재 구역,
가압기 중앙공동내 질소개스 구역, MCP내, 증기발생기 입구, 증기발생기 출구 등
총 5군데 위치에서 계측하도록 되어 있다. 가압기 중앙공동내 냉각재 온도계측은
감시용으로 사용된다. 계측 채널 수는 총 1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T-103이다. 온도
계측기는 센서가 가압기 중앙공동내 냉각재 구역에 위치하며 가압기 냉각재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온도계측기의 신호는 감시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된
다. 가압기 중앙공동내 질소개스 온도계측은 감시용으로 사용된다. 계측 채널 수는
총 1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T-104이다. 온도계측기는 센서가 가압기 중앙공동내 질
소개스 구역에 위치하며 가압기 질소개스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온
도계측기의 신호는 감시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MCP내 온도계측은 감시용으
로 사용된다. 계측 채널 수는 MCP당 1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T-151, T-152,
T-153, T-154 이다. MCP내 온도계측기는 센서가 MCP내 위치하며 MCP내 일차
냉각재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온도계측기의 신호는 감시계통에 입력
신호로 제공된다.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계측은 제어용 및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계
측 채널 수는 총 4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T-101A,B,C,D 이다. 온도계측기는 센서가
증기발생기의 일차측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심출구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이 온도계측기의 신호는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노
심출구온도가 고온 설정치에 이르면 보호계통은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며, 노
심출구온도가 프로그램된 온도값과 비교되어 ±3℃ 이상 편차가 발생하면 제어계통
은 제어봉구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계측은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계측 채널 수는 총 4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T-102A,B,C,D 이
다. 온도계측기는 센서가 증기발생기의 일차측 출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심입구온
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온도계측기의 신호는 보호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일차계통내 압력계측은 개스실린더 출구, 가압기 중앙공동 등 총 2군데
위치에서 계측하도록 되어 있다. 개스실린더 압력계측은 감시용으로 사용된다. 압력
계측기는 총 3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P-111, P-112, P-113 이다. 압력계측기는 각각
의 개스실린더 출구에 1개씩 부착되어 있으며 개스실린더 압력을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스실린더 압력계측기의 신호는 감시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가압
기 압력계측은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계측 채널 수는 총 4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P-101A,B,C,D(협역), P-102A,B,C,D(광역) 이다. 이중 P-102A,B는 감시용으로 공용
된다. 이외 P-106X,Y는 다중보호계통용으로 사용된다. 가압기 중앙공동에서의 압력
계측기는 센서가 가압기 중앙공동내 냉각재 구역에 위치하며 가압기 압력을 측정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압력계측기의 신호는 보호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가
압기 압력이 저압 설정치 및 고압 설정치에 이르면 보호계통은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일차계통내 수위계측은 가압기 중앙공동, 원자로 압력용기 등 총 2군데
위치에서 계측하도록 되어 있다. 가압기 중앙공동 수위계측은 감시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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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채널 수는 총 2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L-102, L-103 이다. 수위계측기는 센서
가 가압기 중앙공동에 위치하며 가압기 수위가 정상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가압기 수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수위계측기의 신호는 감시계통
에 입력신호로 제공되며 저수위시 경보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일차
계통 누수 가능성 등의 원인 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원자로 압력용기 수위계측은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계측 채널 수는 총 4개이고 지시계 번호는 L-101A,B,C,D 이
다. 이중 L-101A,B는 감시용으로 공용된다. 주냉각재펌프 회전축 속도계측기
S-101A, B, C, D, S-102A, B, C, D, S-103A, B, C, D, S-104A, B, C, D는 회전
주파수 게이지 형태로 펌프 회전축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여 각각 보호계통 및 제어
계통에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펌프 회전수가 요구 회전수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펌프보호를 위해 해당 펌프를 정지시킨다. 펌프 2대 이상 회전수
가 요구 회전수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계통은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주냉각재
펌프 전류계측기 I-101, I-102, I-103, I-104는 주냉각재펌프에 공급되는 전류(AC)를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3.7.6 계통 운전
SMART 원자로가 운용되는 환경은 상용원자로와는 매우 다르므로 운전전략은
운용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주요한 차이로는 상용원자로의
경우는 기동운전시 주냉각재펌프를 이용하여 냉각재 계통을 가열시키는 반면
SMART 경우는 기동운전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냉각재 계통을 가열
시킨다. SMART의 운전모드에는 크게 기동운전, 출력운전, 정지운전, 그리고 기타
재장전운전 등이 있으며, 운전모드의 종류 및 주요 결정변수의 조건은 표 3.7-3과
같다. 정격출력의 2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자동 기동할 때의 원자로 상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자로 저온상태에서 오랜 기간동안의 보수를 완료한 후 정격
출력의 25% 수준으로 기동하는 “저온기동” 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로 정상운전중
어떤 원인으로 원자로가 불시 정지된 후 원인파악 및 해결후 원자로 고온상태에서
정격출력의 25% 수준으로 기동하는 “고온기동” 이다. 표 3.7-3에서 “저온기동”시
운전모드 순서는 저온정지운전→노심 기동운전→SMART 가열운전→SMART 기동
운전 이고 “고온기동”시 운전모드 순서는 고온정지운전→SMART 가열운전→
SMART 기동운전이다. 이하 기술되는 운전모드는 “저온기동”시 운전모드 순서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
3.7.6.1 기동전운전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에 냉각재 채우기, 가압기에 질소개스 충전, 그리고 가
동전시험 수행 등을 포함한 작업들이 원자로 기동 전에 원자로 저온정지 상태에서
수행된다. 가동전시험은 주제어실에서 시험절차서에 따라 해당 제어계통에 의해 수
행되며 모든 계통 및 기기의 작동능력과 제어봉과 밸브들이 제위치에 있는지의 확
인을 포함한다. 상기 가동전시험 결과가 만족되면, 준비완료신호가 해당 제어계통에
의해 발생되며 증기공급계통의 기동을 위한 신호가 시작된다. 제어계통에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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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주제어실에 입력되어 증기공급계통 기동 절차가 주제어반에서 시작된다. 증
기공급계통의 기동을 허용하는 신호를 작동시키는 주된 조건은 아래와 같다.
․모든 제어봉은 최저제한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냉각재펌프는 저속운전모드로 운전된다.
․정격 급수유량의 약 5% 정도가 증기발생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증기압력조절기는 사전 설정치에 맞춰져야 한다.
․어떠한 경보신호도 없어야 한다.
․기동 계열을 통해 노심출력이 제어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3.7.6.2 기동운전
노심 기동운전시 증기공급계통의 기동을 허용하는 신호를 작동시키는 조건
을 만족하게 되면 운전원은 노심을 기동하라는 명령을 제어 및 보호계통에 보낸다.
이 명령이 접수되면, 제어 및 보호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정장치에 대한 연동
장치를 풀어 원자로를 정격출력의 0.1% 수준에서 운전하기 위해 자동 노심기동을
수행한다. 이 운전모드에서 노심출력제어는 기동감시계열자료를 근거로 계산된 실
제 출력증배시간과 기설정치(약 40∼50초) 간의 불일치 신호에 의해 수행된다. 기설
정된 0.1% 수준의 노심출력이 달성되면 제어 및 보호계통은 노심출력을 이 수준에
서 안정화시킨 후 노심 기동운전이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주제어실로 보낸다.
SMART 가열운전시 제어 및 보호계통은 기설정된 노심출력을 유지하는 모드에서
주제어실 명령에 따라 노심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의 미분값에 의한 제어로 자동전
환을 수행하여 증기공급계통 기동을 계속한다. 기설정된 일차계통 가열율인 40℃/h
를 유지하면서 노심출구에서 냉각재 온도가 298.75℃에 이를 때까지 냉각재 가열을
수행한다. 이 수준으로 노심출구온도를 유지한 후 기동출력제어계열로부터 제어를
운전출력제어계열로 전환하고 가열완료신호를 주제어실로 보낸다. 이후 노심출력을
5% 수준으로 유지한다. SMART 기동운전시 정격출력의 5% 수준에서 25% 수준으
로 노심출력을 변경하라는 주제어실의 명령에 따라, 급수제어계통은 5 %/분 이상의
속도로 정격 급수유량의 5%에서 25%로 급수유량을 증가시킨다. 급수유량이 정격
급수유량의 15%를 넘게되면 저급수유량(설정치 Qscram≤10% Qnom)시 원자로를 정지
시키는 연동이 해제된다. 증기발생기 출구에서 정격증기압이 얻어진 후 증기압력제
어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증기발생기 출구의 증기압력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게 된
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심은 실제출력과 기설정된 냉각재 온도간의 차이에 의해
제어된다.
증기공급계통의 기동 완료조건은 아래와 같다.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급수유량은 정격 급수유량의 25%가 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증기압력은 정격압력인 3.4MPa이 되어야 한다.
․노심 변수들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한다.
증기공급계통 기동 완료후 운전원은 아래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소내부하용 보조터빈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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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관 가열 및 주터빈동력기를 공전시켜 부하 물림에 대비.
․주터빈동력기에 최소 부하를 물림.
3.7.6.3 출력운전
노심출력이 25%에서 100%까지 변화되고 모든 증기공급계통의 공정 변수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든 상태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운전
원이 원하는 노심출력을 제어실에서 입력시키면, 이미 정해진 노심출구온도-출력
및 출력-급수유량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급수유량은 급수제어계통에 의해 자동으
로 정격 급수유량의 5%/분 이상의 속도로 증감하면서, 출력은 급수유량의 변화에
자동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출력이 급수유량의 변화에 피동적으로 바뀌게 되며,
일차계통의 열수력학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자기 반응도 변화에 의한 출력의 증감
또는 제어봉 이동에 의한 출력의 증감이 이루어지게 된다. 출력운전중에는 계단 출
력변화율 ±20%의 터빈 출력변화 및 점진 출력변화율 ±10%/초의 터빈 출력변화
를 수용하도록 설계된다. 출력운전은 크게 정상 출력운전과 비상 출력운전으로 구
분한다. 정상 출력운전에는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 주냉각재펌프 저속운전, 그리고
자연순환운전 등이 있다.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시는 노심출력이 최대 100% 되도록
제어된다. 주냉각재펌프 저속운전시는 노심출력이 최대 100%에서 25%로 되도록 제
어되며, 자연순환운전은 주냉각재펌프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운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시된다. 자연순환운전시는 먼저 노심출력이 100%에서 25%로 되도
록 제어된다. 주냉각재펌프가 작동중일 경우는 이를 저속운전으로 전환시킨 후 순
차적으로 정지시킨다. 비상 출력운전에는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시 운전 및 증기발
생기 2구역 격리시 운전 등이 있다. 주냉각재펌프 1대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75% 출
력운전을 하도록 제어되며, 증기발생기 2구역이 격리되는 경우에는 50% 출력운전을
하도록 제어된다.
3.7.6.4 정지운전
정지운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정상정지운전과 사고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운전으로 구분된다. 정상정지운전은 정상 운전모드로
부터 급수유량을 정격 출력시 급수유량의 5 %/분의 속도로 감소시킴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감소시켜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운전이다. 이 경우 보조 터빈발전기 및 주
터빈 발전기가 정지되므로 소내에서 사용할 전력은 외부로부터 공급된다. 정상정지
운전시 원자로 냉각운전은 원자로 기동 운전의 역방향으로 수행되며, 원자로 냉각
재 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시간 이내의 냉각률로 냉각시킨다. 이 때 냉각률은 증
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유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비상정지운
전은 SMART에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 비상정지 계통에 의하여 비상정지되는 운
전이다. 이 경우 보조 터빈발전기 및 주터빈발전기가 정지되며, 소내에서 사용할 전
력은 비상전원 공급장치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필요시 외부에서 공급된다. 운전원은
비상정지후에 비상정지 명령을 내린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으며 비상정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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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SMART 출력운전시 운전모드에 따른 원자로출력 범위
출력운전시 운전모드
정상 출력운전

비상 출력운전

주냉각재펌프 주냉각재펌프 자연순환운 주냉각재펌프

주냉각재
펌프 운전
대수
주냉각재펌
프회전속도
, %
증기발생기
구역수
원자로출력
범위, %

증기발생기
2구역

고속운전

저속운전

전

1대 정지운전

4

4

0

3

4

100

20∼25

-

100

100

4

4

4

4

2

20∼100

20∼25

20∼25

20∼75

20∼50

표 3.7-2 SMART 일차계통내 냉각재 수질요건
수질제어항목

허용치

pH@25℃

5.5 - 7.0

염소(C1) 이온 농도, ppm

0.005 이하

용존 산소 농도, ppm

0.0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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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운전

표 3.7-3 SMART 운전모드
노심
반응도

운전모드

(Keff)

출력 (%)

출구
온도
(℃)

1.1 노심 기동운전

≥0.99

≤0.1

≤150

1.2 SMART 가열운전

≥0.99

0.1≤ N non ≤5

≤298.75

1.3 SMART 기동운전

≥0.99

5≤ N non ≤20

≥295

2.1.1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

≥0.99

≥ 20

≥295

2.1.2 주냉각재펌프 저속운전

≥0.99

20≤ N non ≤25

≥295

2.1.3 자연순환운전

≥0.99

20≤ N non ≤25

≥295

2.2.1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운전

≥0.99

20≤ N non ≤75

≥295

2.2.2 증기발생기 2구역 차단운전

≥0.99

20≤ N non ≤50

≥295

3. 정지 3.1 고온정지운전

≤0.99

-

≥150

운전 3.2 저온정지운전

≤0.99

-

≤150

≤0.95

-

≤60

1. 기동
운전

2.1 정상 출력운전

2. 출력
운전

2.2 비상 출력운전

4.재장전
운전

4.1 재장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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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t for 4 MCP low speed & natural circulation
Vl

310
298.75

310
Thot for 4 MCP high speed

298
294
290

290

Temperature ( oC )

Tavg

Tcold for 4 MCP high speed

270

* Pump speed changes at 20 % power
* Operating power range for 4 MCP low speed &
natural circulation : 20 - 25 %

20
0.1

0

10

20

그림 3.7-7

30

40

50

60

POWER (%)

70

80

90

SMART 노심출구온도-출력 제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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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ΈͶ͙͖͚͑

ͨ͡
ͧ͡
ͦ͡
ͥ͡
ͤ͡
ͣ͡
͢͡
͡
͡

͢͡

ͣ͡

ͤ͡

ͥ͡

ͦ͡

ͧ͡

ͨ͡

ͩ͡

ͪ͡

͢͡͡

ͷΈ͑ͷͽΈ͑Ͳ΅Ͷ͙͖͚͑

그림 3.7-8

SMART 출력-급수유량 제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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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노심냉각계통
3.8.1 설계요건 및 기준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사고시, 노심의 심각
한 변형을 방지하고, 핵연료 용융을 방지하며, 핵연료 피복재와 냉각재와의 반응을
제한하고, 노심 내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고초기의 상당기간 동안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일차계통의 자연순환 유로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비상노심냉
각계통은 이러한 기능요건을 비상노심냉각탱크와 같은 다중의 피동적인 부속계통들
을 이용하여 만족시킨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파단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로냉각재가 방출되어 재고량이 감소하므로 사고시 노심의 자연순환
유로를 유지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노심냉각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원자로냉
각재의 재고량 보충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설계기준과 단일고장을 가정하고 안전
기능을 수행하거나, 냉각재상실사고후 작동해야하는 기기와 계기가 사고후에도 작
동하도록 설계하는 공학적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3.8.2 계통 기능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시 파단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로 냉각
재가 방출되어 재고량이 감소하므로 사고시 원자로안전보호용기내의 자연순환유로
를 유지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노심냉각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원자로냉각재
의 재고량 보충기능을 수행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두 계열로 구성되며, 각 계열
은 한 개의 비상노심냉각탱크, 관련 배관 및 밸브로 구성된다. 발전소 정상운전 중
에는 10MPa로 가압된 채 두 개의 직렬로 설치된 역류방지밸브에 의하여 15MPa로
가압된 일차계통과 격리되어 있으며, 냉각재상실사고시 가압기의 압력이 10MPa이
하로 감압되면 질소로 가압된 비상노심냉각탱크내의 물이 역류방지밸브를 통하여
가압기 외곽의 공동으로 주입된다.

3.8.3 계통 설명
비상노심냉각계통 배관 및 계장도는 그림 3.8-1에 있다. 이 계통의 주요 기기
는 비상노심냉각탱크 및 관련 밸브 그리고 주입 배관이다. 충수 계통의 충수 펌프
가 비상노심냉각탱크 고갈 이후에 일차계통의 지속적인 수위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
어지며, 비상노심냉각탱크는 가압된 질소로 채워져 있으며, 질소공급계통과는 직렬
로 연결된 두 개의 격리밸브에 의하여 격리되어 있다. 발전소 정지 운전 시에는 비
상노심냉각탱크의 압력을 낮출 필요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원은 탱크 내의 질소
가스를 하나의 격리밸브로 격리된 배기배관을 통하여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로 방
출시킨다. 충분한 배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소 배기 배관은 병렬로 각각의
탱크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운전 중 부주의한 감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운전
중에는 전원이 제거되어 있다.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충수를 위하여 충수계통과의 연
결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배관을 통하여 비상노심냉각탱크는 충수가 가능하다.
비상노심냉각탱크의 배수는 내부차폐탱크로 이루어진다.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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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시를 위하여 압력지시계와 수위지시계가 제공되어있으며, 각각의 압력지시
계/수위지시계는 하나의 광역지시계와 두 개의 협역지시계로 구성되어있다. 광역지
시계는 비상노심냉각탱크 전 범위에 걸친 감시가 가능하며, 협역지시계는 정상운전
중 운영기술지침서 내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3.8.4 기기 설명
3.8.4.1 비상노심냉각탱크
상부가 질소 가스로 가압된 가압수를 가진 비상노심냉각탱크는 운전시 운전
원의 행동이나 전기적 신호가 필요 없이 작동되므로 피동의 주입계통이다. 각각의
탱크는 정상운전 중 일차계통으로부터 탱크를 격리시키는 두 개의 역류방지밸브를
가진 배관에 의하여 일차계통과 연결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탱크의 압력보다 낮
아지면 역류방지밸브가 열리고 일차계통으로 가압수를 방출한다. SMART는 대형
냉각재상실사고가 근본적으로 배제되므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시에 피동잔열제거
계통에 의한 노심의 붕괴열 제거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차계통의 자연순환 유
로가 유지되도록 원자로 냉각재를 보충하여 준다. 비상노심냉각탱크는 두 대가 설
치 되어있으며, 단일고장을 만족하기 위하여 100% 용량을 각각 가진다. 발전소 냉
각 중의 부주의한 과압을 막기 위하여 일차계통의 압력이 10.7 MPa에 이르면 비상
노심냉각탱크 압력을 낮추며(3.3 MPa 까지) 계속되는 냉각운전 중에 격리밸브는 닫
혀진다. 가압기 압력과의 연동은 가압기의 압력이 10.7 MPa 이상에서는 전동구동
격리밸브들이 닫히는 것을 막아준다. 발전소 정지 중이라도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 시에는 전동구동 격리밸브가 자동으로 열린다. 발전소 정지 중
질소공급밸브의 누설이나 밸브 스위치의 사고로 인한 고장으로 인해 비상노심냉각
탱크가 재 가압 되는 것은 각각의 분리된 수동 스위치를 가진 두 개의 직렬로 된
고장시 닫히는 밸브에 의하여 방지된다. 질소공급밸브를 구동하는 공기의 공급은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각각의 비상노심냉각탱크에 있는 2개씩의 질소
공급밸브 솔레노이드는 다중적이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기 계열에 의해 각각의 전
기 모선에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한 계열의 고장으로 인하여 두 개의 질소공급밸브
가 동시에 우발적으로 열리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비상노심냉각탱크의
대기방출밸브는 닫힌 상태로 잠겨 있으며 고장시 닫히고 정상운전 중에는 솔레노이
드밸브의 전원이 끊긴다. 이는 일차계통 정상운전 중에 탱크가 배기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비상노심냉각탱크의 가스/액체의 체적과 압력, 배관에서의 수
두 손실은 냉각재상실사고 후 노심을 두 개의 탱크 중 한 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선정된다. 탱크 각각의 물 용량은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발생 후 1 시간 동안 지속
적으로 가압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산되었다. 탱크의 압력은 물 용량을 바탕으로
하여 충분한 방출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압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다중의 수

위와 압력 계기가 탱크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여러 가지 발전소 운
전모드가 주제어실에서 수행되는 동안에는 비상노심냉각탱크를 운영기술지침서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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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각적인 지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시료채취, 충수, 배수를 위한 장치가 제공
된다. 탱크의 배기를 위하여 대기 배기밸브가 제공된다. 그것들은 닫힌 채로 잠겨
있으며 각각의 밸브에 공급되는 전원은 발전소 정상 운전 중 제거된다. 이로써 발
전소 정상운전 중 부주의한 탱크 가압기체 방출을 방지한다.

표 3.8-1은 비상노심

냉각탱크의 주요 기기변수를 보여준다.
3.8.4.2 배관
배관은 비상노심냉각탱크에서 가압수를 일차계통으로 수송하는 것이다. 주요
배관은 각각의 비상노심냉각탱크로부터 일차계통으로의 배관과 각각의 비상노심냉
각탱크의 충수와 배수를 위한 배관 등이다. 또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배관은 오스
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되며, ASME 코드 Sec. Ⅲ에 따라 설계된다. 탄력
성과 지진부하 해석은 계통배관의 구조적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행된
다.
3.8.4.3

밸브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의 위치, 형태와 크기, 구동기 형태, 구동기 위치(발전
소 정상 운전모드 중), 고장난 상태에서의 위치는 그림 3.8-1에 있다. 압력에 대한
설계등급과 규격설계 등급분류도 나타내었다.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사용된 밸브로는
비상노심냉각탱크 방출밸브(EC-113/163 등), 구동기구동밸브(EC-102/152 등), 역류
방지밸브(EC-103/153 등 ) 등이 있으며 밸브의 목록은 표 3.8-2에 있다.
3.8.4.4 재료의 제원과 호환성
비상노심냉각탱크 제작에 이용되는 재료는 표 3.8-1에 기기의 설계변수와 같
이 주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원자로냉각재와 접촉하는 모든 재료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으로 스텔라이트나 밸브 시트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재료의 오스테
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이다. 능동기기와 피동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가 평가되었
고, 각각의 경우 선정된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 견딜 수 있고
코드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다.
3.8.4.5 단일고장 후 노심냉각을 유지하기 위한 용량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단일고장에서도 기능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기
기에 적절한 다중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된 단일고장 시에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
상노심냉각계통 기기는 언제나 작동 가능하다.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의 최소 운전
성 요건은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이 운전성 요건과 계통의 고장유형의
일치를 위하여 가상사고 시 운전될 최소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는 3.8.3절에 기술되
어 있다. 이러한 기기는 원자로가 고온정지로부터 전 출력 운전의 어느 시점에 있
을 때라도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며, 또한 이러
한 기기로 인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이 필요한 다른 사고에 대하여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상노심냉각탱크 방출측의 역류방지밸브는 다음에 의하여
단일능동 고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SECY-77-439(단일고장기준)에서 유체계통의
능동고장(active failure)은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계적 작동에 의존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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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장이나 기기의 의도하지 않은 동작으로 규정하였으며, 예로 능동고장으로 모
터 또는 공기구동밸브의 요구된 위치로의 작동 실패 및 불필요한 개폐 또는 펌프의
요구된 시동 및 정지 실패가 포함되며 이러한 고장은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피동고장은 압력경계의 파열 또는 유로에 영향을 미치
는 기계적 고장을 의미하며, 요구된 위치로 작동하여야 하는 역류방지밸브의 고장,
밸브나 펌프의 파손된 시트를 통한 누설, 또는 배관 막힘 등이 이러한 고장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유체계통의 피동고장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아서 단일고
장기준에서 초기고장으로 추가될 필요가 없다고 간주되었으며 특별히 역류방지밸브
는 격납건물격리계통 이외에서는 피동기기로 간주되어 왔다. 한편 SECY-93-087에
서는 피동형 원자로 설계에 있어서 노심 및 격납건물 열제거 기능을 피동설비에 대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는 입증된 운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계
통의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예로, 자연순환 또는 중력주입
에 의해 낮은 차압조건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피동안전계통의 역류방지밸브의 성능
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면서 역류방지밸브의 고장을 피동고장에서 능동고장
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USNRC에 의해 추진되었다. 피동형 원자로 설계에서의
안전성 관련 역류방지밸브는 개량형 원자로 설계에서와는 달리 밸브 개방에 필요한
펌프 압력이 없는 저유량 및 저압 조건에서 운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운전조건에
서의 밸브 신뢰성은 예상보다 낮다. 따라서 역류방지밸브의 고장에 대한 보다 엄격
한 검토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ANSI/ANS 58.9 - 1981 (2.0절 및 4.1절)에서 능동
고장은 의도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기계적 작동에 의존하는 기기의 피동고장을
제외한 모든 고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예로, 동력구동밸브 또는 역류방
지밸브의 요구된 위치로의 작동 실패나 펌프, 팬, 디젤발전기의 시동 실패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자동 작동 또는 제어계통에 의해 동력구동 기기의 불필요
한 동작(시동 또는 개폐)도 이에 해당한다. 피동고장은 공정 유로의 구조적 건전성
을 유지하는 기기의 고장이나 유로차단을 의미한다. 단일고장기준과 연계하여 비상
노심냉각운전의 단기운전에서는 능동고장만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하고 장기운전에서
는 능동고장 또는 피동고장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능동고장으로부터의
면제조건은 기기의 적절한 능동적 기능이 어느 경우에든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예로, 안전방출밸브나 스윙 역류방지밸브의 개방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면제조건이
성립되면 면제 근거가 단일고장분석 보고서에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 비상노심냉각
탱크의 역류방지밸브는 사고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전성 관련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계적 작동을 필요로 하므로 ANSI/ANS-58.9에 따라 능동기기로 분류된
다. 그러나 ANSI/ANS 58.9 및 SECY-93-087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충분한 차압
에 의해 작동되는 역류방지밸브의 고장은 피동고장으로 고려하여 능동고장에서 면
제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형표준원전 및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안전주입탱크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고장은 충전된 가스압력에 의한 차압으로 충분한 유량이 형성됨과 가
동중시험 계획에 따른 주기적인 시험으로 밸브의 작동성을 입증하므로 능동고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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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에 해당하여 피동고장으로 간주하고 안전주입탱크가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
중 단기운전에만 사용되므로 단일고장기준에서 면제하고 있다. SMART의 비상노심
냉각탱크도 충전된 가스압력에 의해 충분한 차압이 보장되고 이러한 역류방지밸브
의 작동성이 가동중 시험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되면 이러한 밸브의 고장을
피동고장으로 간주할 수 있고, 비상노심냉각탱크가 비상노심냉각 단기운전에만 요
구되므로 단일고장기준에서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역류방지밸브의 작
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동중시험이 가능한 설계를 구현하고 20mm 배관에 설치
될 밸브타입을 스윙역류방지밸브로 설계하였다.
3.8.4.6

보호 설비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비상노심냉각계통을 기동하는데 필요한 원격작동 밸브나 계측 및 제어
장비처럼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에 위치한 기기들은 냉각재상실사고 이후의 온도와
압력, 습도, 화학 및 방사능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된다. 이런 밸브에는 비상노심냉
각 작동신호를 받아서 비상노심냉각탱크를 충수와 배수, 압력 조절을 하는 밸브나
사고 후 운전이 필요한 밸브들이 포함된다. 계기는 비상노심냉각탱크의 광역 수위
지시 및 압력 지시계를 포함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요 기기들은 원자로안전보
호용기 내부에 위치한다. 이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이 피동의 계통으로 설계되어있고,
외부의 운전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계통이므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에서 모든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주요 기기의 설계수
명은 발전소의 수명과 같은 60년이다. 설계온도와 압력은 최악의 운전과 정상운전
그리고 설계기준 조건 시에 각각의 기기가 겪는 최대 온도와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다. 각각의 기기의 재료는 정상 조건과 냉각재상실사고 조건에서의 예상되는 수질
화학 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전이 냉각재 상실사고 이후 필수
적이므로 내진범주 1로 설계된다. 내진범주 1 기기의 일반설계기준은 대중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해당되는 지진 부하와 다른 적용 가능한 부하가 중첩되어도 설계기능의
상실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에서 이러한 요건은 냉
각재상실사고 후 비상운전에서 기인한 응력과 안전정지지진으로 인한 응력이 중첩
되어도 기기들이 기능상실 없이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상노심냉각
탱크는 일차계통에서 발생한 비산물들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생물학적 차폐벽 외
부에 위치한다. 독립적인 전기 모선이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며
각각의 모선은 소외전원, 소내 비상전원등에서 전기를 받는다.

3.8.5 계측 및 제어
3.8.5.1 설계기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계측과 제어는 IEEE 603-1998, "원자력 발전소의 보호
계통에 대한 기준"의 적용 부분에 따라 설계된다. 제어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기동
에 필요한 운전순서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연동되어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을 구동하고 제어하기 위한 계기 및 제어장비는 다중의 계기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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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을 위해 제공된다. 네 개의 감지기가 각각의 임계변수에 이용되는데, 이들 네
개의 감지기중 임의의 두 개 이상의 신호로부터 발생한 트립은 필요한 비상노심냉
각계통을 작동시킨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제어와 계측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는 1E
급 필수 전원공급 계통에서 공급되며 대체 전원으로 비상디젤발전기가 제공된다.
구동자 구동밸브는 출력운전중에 비상노심냉각 유로의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배열
을 막기 위하여 보호용 제어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설치된다.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운전 시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상노심냉각계통 유로상의 모든 밸브
들은 운전 중에 비상노심냉각운전 위치로 잠겨져 있다. 행정절차상의 제어는 이 밸
브들이 정확한 위치에 잠겨있는지를 보증한다.
3.8.5.2 계통 작동신호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일차계통 저수위 신호에 의하여 일부 기기를 작동한다.
즉, 비상노심냉각탱크는 피동의 기기이므로 별도의 작동신호가 없이 일차계통과 비
상노심냉각탱크의 차압만으로도 주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의 기기는 발전소 보
호계통에서 제공되는 원자로냉각재 저수위 신호에 의하여 작동한다. 비상노심냉각
탱크 격리밸브는 이 신호에 의하여 열림 동작을 한다. 비록 이 밸브가 정상운전 중
에 열린 채 전원이 제거되어있으나, 발전소 정지 중 일차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닫힐 수 있고, 이 경우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심 보호를 위하여 가압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림 신호를 받도록 설계되어있다.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충수와 배수를 위한 밸브도 이 신호에 의하여 제어된다. 발전
소 운전 중 비상노심냉각탱크는 부주의한 배수/충수나 감압/가압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운전원은 수동으로 탱크를 충수/배수 또는 가압/감압하여야 한다. 이
운전 중 원자로냉각재 저 수위 신호로 인한 주입 신호가 발생할 경우 운전원은 해
당 운전을 즉시 종료하고 비상노심냉각탱크를 방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밸브들
은 닫힘 신호를 받도록 설계되어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을 위한 신호는 주제
어실에서 수동으로 기동할 수도 있다.
3.8.5.3 운전중의 계측설비
비상노심냉각계통 운전 중에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기기를 감시하기 위한 압
력계기, 수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다. 비상노심냉각탱크에 설치된 압력계기의
광역압력지시계는 각각의 탱크 압력을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제어반에서 읽을 수 있
게 한다. 또한 두 개의 협역압력지시계는 주제어실에서 탱크의 압력을 읽을 수 있
게 한다(그림 3.8-2). 광역압력지시계는 사고 후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압력 변화를
모든 운전범위 영역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협역압력지시계는 정상운전 중
운전에 필요한 압력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비상노심냉각
계통은 일차계통과의 압력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주입기능을 수행하므로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방출배관 압력은 원자로냉재계통의 압력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압력계는 정상운전 중 일차계통과의 격리밸브인 역류방지 밸브의 누설을
감지하고 이에 따른 후단 배관의 가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그림 3.8-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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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수위계측기 탭 위쪽의 물과 하부 수위계측기 탭 아랫쪽의 물을 제외한 전체
탱크 체적에 대한 각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수위가 주제어실에 지시된다. 광역 계측
기 탭은 상부 탱크의 직선부 약 10cm 정도 아래와 하부탱크의 직선부 약 10cm 정
도 위에 있다. 이러한 수위지시는 4m의 전 범위 스케일에 근거한 전 범위의 수위지
시를 제공한다. 하부탱크 직선부 2.09m 위에 위치한 하부탭을 가진 1.44m 전 범위
스케일에 근거한 협역수위지시도 제공된다. 이 지시에 대한 입력신호는 차압 전송
기에 의해 제공된다. 비상노심냉각탱크 유량 채널은 각각의 탱크를 충전 및 배수
운전 시에 적절한 유량이 형성되는 지를 알려준다. 비상노심냉각계통에는 온도계기
가 설치되지 않는다. 이는 비상노심냉각탱크가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에 위치하여
운전되는 계통이므로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온도계를 이용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비상노심냉각탱크의 광역압력지시
계와 광역수위지시계는 사고 후 감시 계기로 이용된다.

3.8.6 계통 운전
정상운전 중 비상노심냉각탱크는 10MPa로 가압되어 있으며, 이는 일차계통의
운전 압력 15MPa 보다 현저히 낮다. 일차계통에 대형 배관이 없으므로 대형 냉각
재상실사고가 배제되고 이에 따라 비상노심냉각탱크는 소형 냉각재상실사고를 완화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운전압력인 10MPa
이하로 낮아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탱크는 자동으로 탱크내의 냉각수를
노심으로 주입한다. 이때 일차계통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으므로 주입되는
물 용량은 노심의 압력에 따라 서서히 변한다. 노심 재장전을 위한 발전소 정지 운
전 중 일차계통의 압력이 10.7MPa에 이르면 운전원은 수동으로 비상노심냉각탱크
의 압력을 3.3MPa로 낮춘다. 계속되는 냉각 과정에서 일차계통의 압력이 4MPa에
이르면 운전원은 비상노심냉각탱크 격리밸브를 닫음으로써 비상노심냉각탱크를 일
차계통으로부터 분리한다. 일차계통 압력 10.7MPa 이상에서는 운전원이 수동으로
밸브를 닫을 수 없도록 연동장치가 제공된다. 이 연동장치는 전원이 제거된 채 열
려있는 비상노심냉각탱크 격리밸브의 운전성을 향상시켜준다. 일차계통 압력 10.7
MPa에서 이 연동은 해제된다. 이때 운전원은 수동으로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압력을
낮추어야하며, 비상노심냉각탱크 내의 질소 가스를 배기하거나 운전 여유를 고려하
여 비상노심냉각탱크의 냉각수를 배수 할 수 있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4MPa에 이
르면 운전원은 수동으로 비상노심냉각탱크 격리밸브의 전원을 복구하고 격리밸브를
닫아야한다. 이는 핵연료 재장전 운전에서 일차계통의 압력이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압력보다 낮아질 경우 부주의한 방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출력운전을 위한 가압
운전 중 비상노심냉각탱크는 운전원에 의하여 가압되어야 한다. 정지운전 중 3.3
MPa로 감압된 채 격리밸브가 닫혀있던 비상노심냉각탱크는 일차계통의 압력이 3.7
MPa에 이르면 연동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린다. 이 연동장치는 발전소 기동 운
전 중 운전원에 의한 비상노심냉각탱크 격리밸브의 개방 실패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또한 일차계통의 압력이 10.7MPa에 이르면 운전원은 비상노심냉각탱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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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압력인 10MPa까지 가압하여야 한다. 이때 일차계통의 압력이 11MPa에 이
른 상태에서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압력이 9.7MPa 보다 낮을 경우 재가압을 위한 경
보가 제공되어있다. 정상적으로 가압이 된 경우 운전원은 이 시점에서 비상노심냉
각탱크 격리밸브의 전원을 제거하고 가압을 지속한다.

- 427 -

표 3.8-1

비상노심냉각탱크 변수

대수

2

안전등급

2

코드

ASME III Class 2

설계압력, 내부/외부

12/3 MPa

설계온도

250℃

정상운전압력

10 MPa

운전압력(최대/공칭/최소)

12/10/9.475 MPa

체적
- 전체

5.202 ㎥

- 유체(최대/공칭/최소)

3.812/3.619/3 ㎥

유체

순수

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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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2

밸브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목록(2 중 1)

밸브 이름

계장도

번호

위치

번호

EC-101

ECCS 탱크 체크

370

D7

EC-102

ECCS 탱크 격리

370

C7

EC-103

ECCS 탱크 주입배관 체크

370

B7

EC-104

ECCS 탱크 충수/배수 격리

370

D6

EC-105

ECCS 탱크 충수/배수 격리

370

D5

EC-106

체크밸브 누설배관 격리

370

B5

EC-107

체크밸브 누설 방출

370

D5

EC-111

ECCS 탱크 질소공급 격리

370

G6

EC-112

ECCS 탱크 질소공급 격리

370

G6

EC-113

ECCS 탱크 방출

370

G7

EC-114

ECCS 탱크 대기 배기 격리

370

F5

EC-115

ECCS 탱크 대기 배기 격리

370

F5

EC-116

ECCS 탱크 시료채취

370

E7

EC-120

내부차폐탱크 격리

370

D3

EC-130

내부차폐탱크 격리

370

D2

EC-121

ECCS 탱크 수위 루트

370

F7

EC-122

ECCS 탱크 수위 루트

370

E7

EC-123

ECCS 탱크 수위 루트

370

E6

EC-124

ECCS 탱크 수위 루트

370

E6

EC-125

ECCS 탱크 충수/배수 유량 루트

370

D2

EC-126

ECCS 탱크 충수/배수 유량 루트

370

D2

EC-151

ECCS 탱크 체크

370

D4

EC-152

ECCS 탱크 격리

370

C4

EC-153

ECCS 탱크 주입배관 체크

370

B4

EC-154

ECCS 탱크 충수/배수 격리

370

D3

EC-155

ECCS 탱크 충수/배수 격리

370

D3

EC-156

체크밸브 누설배관 격리

370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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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2

밸브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목록(2 중 2)

밸브 이름

계장도

번호

위치

번호

EC-161

ECCS 탱크 질소공급 격리

370

G4

EC-162

ECCS 탱크 질소공급 격리

370

G3

EC-163

ECCS 탱크 방출

370

G4

EC-164

ECCS 탱크 대기 배기 격리

370

G3

EC-165

ECCS 탱크 대기 배기 격리

370

G3

EC-166

ECCS 탱크 시료채취

370

D4

EC-171

ECCS 탱크 수위 루트

370

F4

EC-172

ECCS 탱크 수위 루트

370

E4

EC-173

ECCS 탱크 수위 루트

370

F4

EC-174

ECCS 탱크 수위 루트

370

E4

EC-711

ECCS 탱크 압력 루트

370

G7

EC-712

ECCS 탱크 압력 루트

370

G7

EC-713

ECCS 탱크 방출 압력 루트

370

B6

EC-751

ECCS 탱크 압력 루트

370

G4

EC-752

ECCS 탱크 압력 루트

370

G4

EC-753

ECCS 탱크 방출 압력 루트

370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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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비상노심냉각계통 배관 및 계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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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비상노심냉각계통 협역압력계 경보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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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비상노심냉각계통 광역 및 협역수위계 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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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잔열제거계통
3.9.1 설계요건 및 기준
3.9.1.1 기능 요건
잔열제거계통은 피동잔열제거계통과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구성되며, 설계기
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차계통 냉각재의 온도를 정상운전 온도에서부터 재장
전운전 온도까지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설계기준 사고시 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
생기 이차측을 통한 자연순환유동을 이용한 피동개념에 의해 운전이 개시되며, 일
차계통이 냉각되어 자연순환유동을 위한 충분한 구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냉각펌프를 이용한 강제순환유동으로 일차계통을 냉각시킨다. 설계기준 사고
후 안전계통 등의 다른 공학적 안전기기와 함께 장기간의 노심 냉각을 제공하며,
기기의 보수 및 핵연료 재장전을 위해 요구되는 장기간의 원자로냉각(보수냉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차계통 주 터빈 및 주 급수 계통이 작동 불능인 경우, 이들
계통은 차단되며 곧바로 잔열제거계통이 증기발생기 이차측에 연결되어야 한다.
3.9.1.2 설계 기준
잔열제거계통의 작동으로 생기는 열수력학적 과도현상이나 밸브와 같은 능
동기기의 단일고장이나 제한된 누수와 같은 피동고장이 노심 냉각 손실을 가져와서
는 안된다. 모든 잔열제거계통은 안전등급 2로 설계되며, 잔열제거계통내 모든 기기
및 배관은 내진 범주 1로 선정된다. 잔열제거계통내 기기의 안전기능에 필수적이거
나 그들과 상호 작용하여 기기들의 안전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물 혹은 지지대
들은 내진 범주 1로 분류되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의 배관, 밸브 및 기기는 ASME
Section III에 제시되고 있는 설계조건, 시험조건 및 서비스한계(Service Limit)를 만
족하도록 설계된다.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관련 부속계통은 다중성이 만족되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단일 고장하에서도 계통의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기 및
계통구성에 있어서 다중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은 설계기준사고 후 원
자로가 정지하였을 경우에, 별도의 운전원 조치없이 72시간 동안 일차계통을 충분
히 냉각하여 노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피
로 해석 시에 고려되어야 할 온도 및 압력 과도사건들은 모든 가능한 발전소 운전
모드를 고려하여 예측되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의 운전 중 설계압력을 초과할 가
능성이 있는 배관이나 기기에 대해서는 과압보호설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격납용기,
이차계통의 증기 및 급수배관 또는 공학적 안전설비 등의 비산물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할 수 있도록 방호수단이 제공된다.
3.9.1.3 운전요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잔열제거계통의 기기들은 정상전원 혹은 정상전원이
상실된다면 비상전원을 이용하여 고유의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기기 및 계기들은
격납건물의 대기환경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사고 후 그 기능이 요구되는 기기 및
계기는 사고환경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기기 및 계기들은 격납건물의 방사선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사고 후 그 기능이 요구되는 기기 및 계기는 사고조건에 따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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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밀봉재, 패킹, 가스켓과 같은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기기는 설계수명을 갖도
록 설계된다.
3.9.1.4 시험요건
ASME Section XI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 ALARA요건, 세척요건, 원자력발
전소의 운전 및 보수 그리고 공학적 일반 경험등이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며, 보수/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펌프, 방출밸브 및 시험을 위해 제거가 요구되는 기
기에 대한 연결부는 플랜지 형태여야 한다. 누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용
접형태의 연결이 사용되며, 계통설계 및 배치설계시 보수를 위한 접근성 및 기기조
작성, 그리고 잔열제거계통의 시험성, 시운전, 운전, 가동중 검사등이 고려된다.
3.9.1.5 연계요건
잔열제거계통에 공급되는 질소 기체는 액체 질소로부터 얻거나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질소 기체를 얻을 경우 최소한 99.99% 이상의 질소를 포함하고, 산소 함
유량이 5ppm 이하이며, 질소는 잔열제거계통이 운전되는 시점에서 보상탱크의 압력
이 4.5MPa로 유지되도록 공급되며 잔열제거계통에 공급되는 고압 질소 연결배관은
내진 범주 1로 설계된다. 잔열제거계통의 기기는 기기 냉각수 계통, 가열계통 및 시
료채취 계통과 무관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잔열제거계통은 계열간에 적
절한 물리적 분리가 제공되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단일기기 고장시에도 계통
의 기능적요건이 만족되도록 설계된다. 잔열제거계통은 기기의 유지, 보수 및 가동
중 검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방사선 보호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모든 재질은 계통 유체의 화학 조건에 적합한 내부식성이 있
는 재질을 사용한다. 잔열제거계통의 계통수 수질의 화학조건을 표 3.9-1에 나타내
었다. 배관 또는 기기의 표면 온도가 높아서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
나, 표면 온도가 낮아서 배관 또는 기기에 습기가 발생하여 배관 또는 기기의 성능
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해당 배관 또는 기기를 단열시
켜야 한다. 차폐, 지지, 물리적 격리, 배관 파단에 대한 보호, 비산물 방호기능을 수
행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된다. 기기의 작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측기
는 기기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제어반에 설치된다. 또한 계측기가 설치된
현장 제어반은 방사능 준위가 충분히 낮은 곳이어야 하며, 운전원이 쉽게 유지, 보
수 및 검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잔열제거계통은 지진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해 안전수행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다. 설계조건과 함께 이러
한 자연 현상의 강도는 10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2(GDC 2)와 Reg. Guide
1.29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다. 비내진 계통과 구조물의 파손으로 인해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다. 잔열제거계통은 홍수 및 태풍으
로 인하여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된다. 설계조건과 함께
이러한 자연 현상의 강도는 10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2 (GDC 2)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다. 화재 발생시, 잔열제거계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방호 계통이 구비된다. 화재 방호 계통은 10CFR50 부록 A의의 일반 설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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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3(GDC 3)의 요건을 근거로 설계된다.
3.9.1.6 전원 요건
잔열제거계통은 발전소 정상전원과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비상정지 운전중 적어도 2계열의 잔열제거계통에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원은 잔열제거계통의 설계기준 열제거능력 및 단일고장기
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정상운전 중 잔열제거계통을 이차계통과 격리시키는 격
리밸브들의 전력선 및 제어선은 각 채널간 상호 간섭 배제 및 물리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은 4개의 서로 독립된 전원으로부터 연결되어 한다. 잔
열제거계통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전력구동 격리밸브에는 비상 발전기와 축전지로
부터 비상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계된다.

3.9.2 계통기능
잔열제거계통은 설계기준사고 시, 발전소 자체적인 수원 및 계통을 이용하여
일차계통 온도를 정상운전 온도에서부터 재장전운전 온도까지 낮추는데 이용된다.
설계기준 사고 후 안전계통 등의 다른 공학적 안전기기와 함께 장기간의 노심 냉각
을 위해 이용된다. 또한 기기의 보수 및 핵연료 재장전을 위해 요구되는 장기간의
원자로냉각(보수냉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3.9.3 계통설명
잔열제거계통은 설계기준사고로 인하여 원자로의 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차계통을 냉각하여 일차계통의 온도를 정상운전 온도로부터 핵연료 재장전운전
온도까지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으로, 안전관련계통인 피동잔열제거계통과
비안전관련계통인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구성된다. 잔열제거계통의 배관 및 계기도
를 그림 3.9-1에 나타내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모두 4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출력준위에서 원자로가 정지되어도 2개의 계열을
이용해 일차계통 냉각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각 계열은 비상
냉각탱크, 응축열교환기, 보상탱크, 밸브, 기기의 연결배관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원자로 정지시, 노심에서 발생한 잔열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
계통의 냉각재로 전달된 뒤, 비상냉각탱크의 물 속에 있는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제
거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차이 및 밀도
차이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구동력에 의한 자연대류에 의해 일차계통을 냉각
시킨다. 원자로가 정지하면 제어신호에 의해 주증기 격리밸브 및 주급수 격리밸브
가 자동으로 닫히고 잔열제거계통의 격리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운전이 시작
된다. 계통이 작동되면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과냉각 상태의 냉각재는 일차계통으
로부터 전달되는 열에 의해 포화상태의 이상유동 혹은 과열증기 상태로 증기발생기
출구를 빠져나오게 된다. 증기발생기 출구로부터 응축열교환기 입구로 유입되는 냉
각재는 비상냉각탱크 내부에 있는 물로의 열전달을 통해 다시 상변화 과정을 거쳐
출구에서는 과냉각 상태의 액상유동이 형성되면서 연속적인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
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심의 잔열이 감소함에 따라 증기발생기의 출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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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의 단상유동이 형성되어 구동력이 감소하게 되나,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자연순
환 유동을 통해 설계기준사고 후 원자로가 정지하였을 경우에 일차계통을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시킨다.
능동잔열제거계통은 설계기준사고 후 일차계통이 충분히 냉각되어 자연순환유동
을 위한 구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노심 냉각 또는 기기의 보수 및 핵
연료 재장전을 위해 요구되는 장기간의 원자로냉각을 위해 사용된다. 능동잔열제거
계통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유로를 이용하며, 피동잔열제거계통 2계열에 1대씩 설
치된 보수냉각펌프를 이용하여 냉각재를 강제순환시켜 일차계통을 냉각시킨다. 능
동잔열제거계통은 독립적인 2개의 계열로 구성되며 1개의 계열을 이용해 일차계통
을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필요시, 보수냉각펌프 입.출구격리밸브를 수동
으로 개방하여 운전이 시작된다.

3.9.4 기기설명
3.9.4.1 응축열교환기
응축열교환기는 입구헤더, 수직 직관 형태의 열전달 튜브, 출구헤더로 구성되
어 있으며, 냉각운전기간 동안 증기발생기를 통해 일차계통으로부터 잔열제거계통
으로 전달된 노심의 붕괴열, 잠열, 현열 등을 비상냉각탱크의 냉각수를 통해 제거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응축열교환기는 비상냉각탱크 내부에 위치하며, 계통에서의 원
활한 자연순환유동 위해 증기발생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한 개의 응축열교환
기는 정상출력의 1.5%에 해당하는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열전달이
일어나는 열전달 튜브의 재질은 내부식성이 좋은 티타늄 합금이다. 응축열교환기의
주요기기 변수를 표 3.9-2에 기술하였다.
3.9.4.2 보상탱크
보상탱크는 타원형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가지고 있는 원통형의 구조물로, 일
차계통 냉각 과정 중에 잔열제거계통 배관 및 증기발생기의 각 부위를 채울 수 있
는 충분한 물과 이를 가압하는 질소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질소압력은, 정상
운전 중 증기발생기 급수배관 쪽에 연결된 잔열제거계통 출구격리밸브를 통한 누수
를 방지하기 위해 급수배관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으로 설정된다. 최종 질소압력은
일차계통 냉각과정을 통해 계통압력이 작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통의 열수
력학적 불안정성을 배제하고, 냉각과정 말기에 계통으로 질소 가스가 유입되지 않
도록 결정된다. 보상탱크는 설계기준사고 후 안전기능 수행을 위해 질소 가스의 공
급이 필요 없도록 설계되며, 탱크 1개당 물부피는 3개의 카세트로 구성된 증기발생
기 1개 section 및 1 계열의 잔열제거계통 연결배관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용
량의 물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상탱크 상부에는 질소 공급 및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어있다. 보상탱크의 주요기기 변수를 표 3.9-3에 나타내었다.
3.9.4.3 비상냉각탱크
일차계통 냉각과정 중에 응축열교환기로부터 방출되는 열은 비상냉각탱크의
물로 전달된다. 즉 비상냉각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은 잔열제거계통의 최종 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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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탱크 내 물의 양과 냉각방식은 72시간 동안 운전원의 조치
없이도 계통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상냉각탱크의 물 용량
은 잔열제거계통 운전 기간 중 응축열교환기를 완전히 잠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야 하며 정상운전 중 비상냉각탱크의 물 온도는 격납용기 대기의 온도와 동일한 온
도를 유지한다. 72시간 동안 외부의 냉각수에 의한 탱크의 재충전은 없으며 비상냉
각탱크 상부에는 탱크 내 물의 비등에 의해 발생하는 증기를 외부로 방출하도록 하
는 증기방출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비상냉각탱크의 주요기기 변수를 표 3.9-4에
기술하였다.
3.9.4.4 보수냉각펌프
보수냉각펌프는 원심 펌프 형식으로 2대가 설치되며, 각 펌프는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2 계열을 담당하고 100% 용량을 갖는다. 보수냉각펌프 한 대의 설계용량
은 장기간의 노심냉각 기간 또는 보수냉각 기간에 노심의 잔열 제거를 위해 충분한
계통유량이 형성되도록 결정된다. 표 3.9-5는 보수냉각펌프의 주요기기 변수를 보여
준다.
3.9.4.5 밸브
잔열제거계통에 설치된 밸브의 위치, 형식과 크기, 구동기 형식, 원자로 정상
운전 시의 개폐상태, 고장난 상태에서의 위치 등이 그림 3.9-1의 배관 및 계기도에
도시되어 있다. 또한 밸브 목록을 표 3.9-6에 나타내었다. 보상탱크 출구격리밸브를
제외한 잔열제거계통의 모든 전력구동 격리밸브는 원자로 정상운전 중에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닫혀져 있으며, 운전원의 수동조작 또는 원자로보호계통의 자동제어
신호에 의해 열린다. 보상탱크 출구격리밸브는 정상운전 중 잔열제거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압력 변동을 수용하고 계통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려져 있다. 잔열제거계
통의 입.출구 격리밸브는 계통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폐시간이 짧은 밸
브가 선정된다. 격리밸브는 비상시 공통원인고장의 발생가능성을 억제하여

계통

작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 1과 계열 3에는 솔레노이드 구동방식의 격리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열 2과 계열 4에는 모터구동방식의 격리밸브가 설치되
어 있다. 응축열교환기 후단에 위치한 체크밸브는 계통 작동시 보상탱크에서 나오
는 물이 열교환기 방향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한 자연순환유동이 형성되
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9.5 계측 및 제어
잔열제거계통의 운전은 설치되어 있는 계측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원이 제
어실에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잔열제거계통의 작동 상태는 각 계
열의 응축열교환기 후단에 설치된 유량계를 이용하여 확인되며, 계통의 주요기기에
설치된 온도, 압력 및 수위 계측기를 통해 감시된다. 보상탱크에는 압력지시계와 수
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냉각탱크에는 온도지시계와 수위지시계가 설치되
어 있다. 이들 지시계는 다중성을 위해 계열 당 2개씩 설치되며, 경보계가 설치되어
운전원에게 측정 변수의 안전 설정치가 초과됨을 알려준다. 밸브는 제어실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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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가능하며, 정렬 상태는 제어실의 패널에 개/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시등으
로 표시된다. 보수냉각펌프는 제어실에서 제어되며, 운전상태가 제어실의 패널에 표
시된다.

3.9.6 계통운전
잔열제거계통은 발전소 기동, 정상출력운전에는 격리밸브에 의해 이차계통으로
부터 격리되어 작동하지 않으며 사고시 잔열제거운전이나 보수냉각운전에 운전되도
록 설계된다. 사고시 잔열제거계통운전은 원자로가 정지되고 자동제어신호에 의해
증기발생기로부터 터빈으로 가는 증기관의 격리밸브(증기발생기 출구로부터 2번째
의 격리밸브)와 급수펌프로부터 증기발생기로 가는 급수관의 격리밸브(증기발생기
입구로부터 2번째의 격리밸브)가 닫히고, 잔열제거계통의 입.출구 격리밸브가 자동
으로 개방되면서 운전이 시작된다. 계통 작동 초기에는 일차계통으로부터 전달된
열에 의해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생성된 증기가 압력차에 의해 잔열제거계통으로
유입되어 응축 열교환기를 통해 냉각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기발생기와 응축
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및 냉각재의 밀도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두차에 의해
연속적인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되어 일차계통이 냉각된다. 이러한 피동적인 자연순
환에 의해 일차계통 냉각이 지속되어 자연순환유동을 위한 충분한 구동력이 확보되
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냉각펌프를 수동으로 연결하여 최대 냉각율 이내의 냉각속도
를 유지시키면서 필요한 온도까지 일차계통을 지속적으로 냉각시킨다. 잔열제거계
통은 운전이 정지된 후, 기기 보수 또는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보수냉각운전 기간
동안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해 운전된다. 노심의 잔열은 일차계통을 감압시킨
조건에서 잔열제거계통의 보수냉각펌프를 이용해 증기발생기를 통해 제거된다. 계
통의 기능은 2대의 펌프 중 1대의 펌프에 의해 수행되며, 1대의 펌프는 대기상태에
있다.

3.9.7 시험 및 검사
ASME Section III의 요건에 따라 제작된 잔열제거계통의 기기 및 배관에 대
해서는 관련 요건에 따라 초기에 수압 및 누수시험이 수행된다.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설계기준에 따른 성능요건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기 발전
소 가동전에 잔열제거계통의 모든 부분은 운전되고 시험된다. 계측기는 가동전시험
중에 교정된다. 자동제어 설비는 적절한 설정값에서의 작동 여부가 시험되며, 경보
기능도 운전성과 설정값의 적절성이 점검된다. 펌프는 수두와 유량을 확인하기 위
해 시험되며, 밸브의 작동상태가 점검된다. 원자로 정상 출력운전 중에 잔열제거계
통은 격리밸브에 의해 이차계통으로부터 격리된 대기상태에 있으므로 계통의 이용
률 보장을 위해 주기적인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ASME Section III의 요건에 따
라 제작된 잔열제거계통의 기기는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기능적 성능과 운전성 그
리고 전체적인 계통의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ASME Section XI의 요건에 따라
가동중검사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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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 잔열제거계통 계통수 수질의 화학조건 제한치
변

수
o

제 한 치

pH@25 C

7.6∼9.7

비전도도

0∼2 μS/cm

용존 산소

0∼100 ppb

하이드라진

0∼500 ppb

염소이온(Cl-)

0∼5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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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 응축열교환기 주요기기 변수
안전등급

2

코드등급

ASME III, 등급 2

등급 1 E 여부 (예/아니오)

N/A

능동기기 여부(예/아니오)

아니오

수

량

4개

형

식

수직 관류형

열전달 튜브 개수/계열

620 개/계열

열전달 튜브 길이

1.5 m

열전달 튜브 내경/외경

13 mm / 18 mm

열전달 튜브 재질

티타늄 합금

설계압력

17 MPa

설계온도

350℃

정상운전온도

30∼310℃

정상운전압력

1.0∼10 MPa

코

드

ASME 코드 Sec. Ⅲ, 등급 2

유

체

순수
표 3.9-3 보상탱크 주요기기 변수

안전등급

2

코드등급

ASME III, 등급 2

등급 1 E 여부 (예/아니오)

N/A

능동기기 여부(예/아니오)

아니오

수

량

4개

형

식

수직 원통형

내부체적

3.5 ㎥

설계압력,내부

17 MPa

설계압력,외부

3 MPa

설계온도

350℃

정상운전온도

30∼310℃

정상운전압력

1.0∼10 MPa

상부기체

질소

재

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코

드

ASME 코드 Sec. Ⅲ, 등급 2

유

체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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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4 비상냉각탱크 주요기기 변수
안전등급

2

코드등급

ASME III, 등급 2

등급 1 E 여부 (예/아니오)

N/A

능동기기 여부(예/아니오)

아니오

수

량

4개

형

식

수직 원통형

내부체적

96.2㎥

설계압력,내부

0.3 MPa

설계압력,외부

0.3 MPa

설계온도

150℃

정상운전온도

30∼100℃

정상운전압력

0.1 MPa

재

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코

드

ASME 코드 Sec. Ⅲ, 등급 2

유

체

순수
표 3.9-5 보수냉각펌프 주요기기 변수

안전등급

비안전등급

코드등급

ASME III, 등급 4

등급 1 E 여부 (예/아니오)

아니오

능동기기 여부(예/아니오)

아니오

수

량

2대

형

식

원심펌프

설계압력

17 MPa

설계온도

350℃

설계유량

78 ㎥/hr

최대토출압력

3.5 MPa

정상흡입압력

1.0 MPa

정상운전유체온도

60∼200℃

유체접촉면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유

체

순수

코

드

ASME 코드 Sec. Ⅲ, 등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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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6 잔열제거계통 밸브 목록

밸브 번호

밸브 이름

배관 및

PR-211

잔열제거계통 입구격리밸브#1

계기도면 번호
E-SMART-340

PR-221

잔열제거계통 입구격리밸브#2

E-SMART-340

PR-231

잔열제거계통 입구격리밸브#3

E-SMART-340

PR-241

잔열제거계통 입구격리밸브#4

E-SMART-340

PR-212

잔열제거계통 출구격리밸브#1

E-SMART-340

PR-222

잔열제거계통 출구격리밸브#2

E-SMART-340

PR-232

잔열제거계통 출구격리밸브#3

E-SMART-340

PR-242

잔열제거계통 출구격리밸브#4

E-SMART-340

PR-213

보상탱크 출구격리밸브#1

E-SMART-340

PR-223

보상탱크 출구격리밸브#2

E-SMART-340

PR-233

보상탱크 출구격리밸브#3

E-SMART-340

PR-243

보상탱크 출구격리밸브#4

E-SMART-340

PR-219

보수냉각펌프 입구격리밸브#1

E-SMART-340

PR-229

보수냉각펌프 입구격리밸브#2

E-SMART-340

PR-239

보수냉각펌프 입구격리밸브#3

E-SMART-340

PR-249

보수냉각펌프 입구격리밸브#4

E-SMART-340

PR-311

보수냉각펌프 출구격리밸브#1

E-SMART-340

PR-321

보수냉각펌프 출구격리밸브#2

E-SMART-340

PR-331

보수냉각펌프 출구격리밸브#3

E-SMART-340

PR-341

보수냉각펌프 출구격리밸브#4

E-SMART-340

PR-111

잔열제거계통 출구 체크밸브#1 E-SMART-340

PR-121

잔열제거계통 출구 체크밸브#2 E-SMART-340

PR-131

잔열제거계통 출구 체크밸브#3 E-SMART-340

PR-141

잔열제거계통 출구 체크밸브#4 E-SMART-340

PR-151

보수냉각펌프 출구체크밸브#1

E-SMART-340

PR-161

보수냉각펌프 출구체크밸브#2

E-SMART-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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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 잔열제거계통 배관 및 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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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비상붕산수주입계통
3.10.1 설계요건 및 기준
3.10.1.1 기능 요건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제어봉 삽입 불능과 같은 설계기준초과 사고시 모든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된 상태에서 붕산수를 주입하여 노심의 반응도(keff)가 0.99 미
만인 미임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용량 및 농도로 설계된다.
3.10.1.2

성능 요건

비상붕산수저장탱크와 관련 밸브 및 배관은 비안전등급이며, 비내진범주로
설계된다. 노심 주기의 어떠한 시점에서라도 노심의 반응도가 가장 높은 상태로부
터 원자로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붕산수저장탱크는 정상 출력 운
전 조건과 저온 정지 조건의 반응도 차이를 제어할 수 있는 붕산수의 양과 붕소 농
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저온 정지 조건에서의 정지여유도, 노심 내에서
붕산수의 불완전한 혼합 및 제논의 붕괴․냉각재 온도 감소․핵연료의 Doppler 효
과 감소 등의 반응도 증가 효과를 고려한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한다. 비상붕산수저
장탱크는 정상 출력 운전 온도(290℃)로부터 저온 정지 운전 온도(60℃ 이하)까지
냉각에 따른 일차냉각재의 수축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의 붕산수를 유지하도
록 설계된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에는 붕산수의 용이한 혼합과 붕소 석출 방지를
위하여 시료채취설비, 온도조절기와 필요시 혼합기, 출구배관 가열보온설비가 설치
된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의 밸브 및 배관의 재질은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
하며, 재질은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수질에 적합하다.
3.10.1.3 운전 요건
원자로가 임계 상태일 때,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항상 운전 가능한 대기 상
태로 유지된다. 그러나 원자로가 제어봉에 의해 정지되어 미임계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 운전 가능하지 않아도 된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정상출력 운전 중 제
어봉으로는 원자로의 정상적인 정지가 불가능하다는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비상붕
산수 주입 운전이 수동으로 개시되도록 설계된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정상 운전
중 기기의 오작동 혹은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 붕산수가 부주의하게 일차계통으로
주입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의 기능이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
요구되는 충수계통 안전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와 관
련 밸브 및 배관은 옥외 대기 환경 조건 및 방사선 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3.10.1.4

연계 요건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정상 운전시 비상붕산수저장탱크의 수위 및 온도가
설계에서 정한 운전 범위 내에 유지되며,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수위 및 온도가 정상
운전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경보가 제공된다. 비상붕산수저장
탱크는 충수펌프의 유효흡입수두를 고려하여 충분히 높은 곳에 위치한다. 비상붕산
수저장탱크가 파손될 경우 유출물을 담을 수 있도록 탱크를 둘러싼 둑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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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계통 기능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제어봉 삽입 불능과 같은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
고시 원자로를 저온 정지시키고 저온상태에서의 노심을 미임계 상태로 유지하기 위
해 노심으로 붕산수를 주입한다. 이는 설계기준사고 범주에서 사용되는 원자로의
정지를 위한 반응도제어계통과는 상이한 원칙으로 설계된다.

3.10.3 계통 설명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충수계통의 부속 계통으로서 비상 붕산수 주입을 위하
여 충수펌프를 이용한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의 설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비상붕산수 주입유량

최대 18 ㎥/hr (충수펌프 1대당 4.5㎥/hr)

비상붕산수 온도

4∼50℃

계통운전압력

0∼20 MPa

계통 수질

붕산수

정상 운전 및 설계기준사고시 충수운전 모드에서는 충수펌프의 흡입측이 충수
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제어봉 삽입불능과 같은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
는 사고 시 원자로 정지 수단의 다양성을 갖기 위해 비상붕산수 주입모드로 운전이
될 때에는 충수펌프의 흡입측이 비상붕산수저장탱크로 수동으로 연결되어 비상붕산
수저장탱크의 붕산수가 충수펌프에 의해 일차계통으로 주입된다. 비상붕산수주입계
통은 정상 운전 중에는 기기의 오작동 혹은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 붕산수가 주입되
지 않도록 충수계통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
(MU-252, MU-253)는 정상 운전중 닫힌 상태에서 전원이 제거되어 있고 잠금장치
로 보호되어 있으며, 붕산수 주입 운전 시에만 수동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잠금장치
를 해제한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의 주요 구성 기기로는 1대의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와 4대의 충수펌프(충수계통과 공용),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가 있다.

3.10.4 기기 설명
비상붕산수주입 운전시 비상붕산수저장탱크로부터 붕산수를 흡입하여 일차계
통으로 주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충수펌프에 상세한 설명과 설계 자료는 충수계통
에 기술되어 있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와 관련 밸브 및 배관은 비안전등급이며 비
내진범주로 설계된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와 관련 밸브 및 배관은 옥외 대기 환경
조건 및 방사선 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와 관련 밸브 및 배관의
재질은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며,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수질에 적합하게 선
정된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에 사용되는 비상붕산수에 대한 정상운전 중 화학조건
제한치는 표 3.10-1에 나타내었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의 설
계 자료는 표 3.10-2에 있다.
3.10.4.1 비상붕산수저장탱크
비상붕산수저장탱크는 제어봉 삽입불능과 같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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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자로 비상정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붕소 농도 2900∼3000 ppm의 붕산수(B-10
농축도 100%)를 노심 내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는 평평한

바닥을 가진 실린더 용기로서 탱크의 상부 뚜껑에는 2개의 배관이 용접되어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수동밸브로 연결되어 탱크에 붕산수를 보충하여 채울 때 사용되
며 다른 하나는 탱크를 물로 채울 때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고 충수펌프가 작동될
때 탱크 내에 진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는

충수펌프 흡입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원자로보호계통의 전기 기계적 고장으로 제어
봉이 삽입되지 않아 원자로 정지가 불가능한 사고 시 원자로 정지 보조수단으로 충
수계통을 사용하여 붕소 농도 2900∼3000 ppm의 붕산수(B-10 농축도 100%)를 주
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에는 붕산의 혼합을 용이하게

하고 붕소의 석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채취설비, 온도조절기와 필요시 혼합기가
설치된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는 충수펌프의 유효흡입수두를 고려하여 충분히 높은
곳에 위치한다.
3.10.4.2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
비상붕산수저장탱크로부터 충수펌프 흡입관으로 연결된 배관에는 다중의 격
리밸브(수동밸브와 전동기구동밸브)가 설치되어 정상운전 중에는 충수계통과 격리
되며, 제어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운전 중에는 격리밸브(MU-252, MU-253)
의 전원을 차단시켜 운전원의 오작동 또는 사보타지에 의한 붕산수 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격리밸브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제어실 외부에서 스

위치를 작동시켜 전원을 공급해야 하고 아울러 제어실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밸브의 전단에 현장 잠금장치로 보호된 수동격리밸브가 있기 때문
에 운전원의 오작동 또는 사보타지에 의한 붕산수 주입을 방지하는 이중의 보호장
치가 구비되어 있다.

3.10.5 계측 및 제어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하여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온도

(T-310),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수위(L-310) 및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
제어 등과 같은 계측 및 제어 설비가 제공된다. 그밖에 충수펌프의 운전과 관련된
계측 및 제어 설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충수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비상붕산수저
장탱크 온도(T-310) 계측기의 경우 정상 운전시 비상붕산수저장탱크 붕산수가 설계
에서 정한 운전 온도 범위(4∼50℃) 내에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가
주제어반에 지시된다. 주제어반의 저온 경보(4℃) 설비는 탱크 내용물의 온도가 정
상운전 범위를 벗어났음을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수위(L-310)
는 차압 형식의 수위계측기가 비상붕산수저장탱크의 붕산수가 정상 운전 수위 범위
(85∼95%)에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제어반에 수위를 지시한다. 주제어반의
고수위(95%) 및 저수위(85%) 경보는 탱크의 수위가 정상 운전 범위를 벗어났음을
운전원에게 알려 준다. 또한 정상 운전시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
(MU-252, MU-253)는 닫힌 상태에서 전원이 제거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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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밸브의 개폐 상태가 주제어반에 지시된다.

3.10.6 계통 운전
원자로가 임계 상태일 때,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은 항상 운전 가능한 대기 상태
로 유지된다. 그러나 원자로가 제어봉에 의해 정지되어 미임계 상태로 유지되고 있
을 때는 운전 가능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 출력 운전중 제어봉으로는 원자로의 정
상 정지가 불가능하다는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비상 붕산수주입 운전은 수동으로
개시된다. 정상 및 설계기준사고시 충수운전 모드에서는 펌프의 흡입측이 충수저장
탱크에 연결되고 비상붕산수저장탱크는 충수펌프로부터 2중으로 격리되어 있다. 제
어봉 삽입불능과 같은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시 원자로 정지 수단의 다양성
을 갖기 위해 비상붕산수 주입모드로 운전이 될 때에는 충수펌프의 흡입측이 비상
붕산수저장탱크로 연결된다. 이 때에는 제어실 외부에서 스위치 작동시켜 비상붕산
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MU-252, MU-253)에 전원을 공급하고 주제어실의 잠
금장치를 해제한 후 MU-252 혹은 MU-253을 개방시키고 현장에서 수동격리밸브
(MU-150 혹은 MU-151)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개방시켜 비상붕산수저
장탱크와 충수펌프의 흡입측 배관을 연결하고 충수펌프를 기동한다. 충수펌프를 통
과한 비상 붕산수는 3.11.6절에 설명된 바와 같은 일차냉각재계통 충수운전 모드와
동일한 유로를 거쳐 가압기의 기체 부분 여유 공간을 이용해 원자로 내부로 주입되
어 일차냉각재와 혼합된다. 일차냉각재의 붕소 농도 증가에 따라 원자로 출력이 낮
아지고 일차냉각재 온도가 하강하여 일차냉각재가 수축하면 가압기에 추가적인 여
유 공간이 확보되어 붕산수를 계속 주입할 수 있다. 일차냉각재 온도가 저온정지
운전 온도까지 하강하고 노심이 미임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
다. 이 과정에서 운전원은 붕산수 주입에 의한 가압기 수위 상승과 일차계통 압력
증가의 정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필요에 따라 충수펌프의 기동과 정지를 반복
한다. 비상 붕산수 주입운전 시 기기 및 밸브의 배열은 그림 3.10-1과 같다.

3.10.7 보수 및 시험
정상운전 및 사고 후에 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계통의 설계 및 배치에 고려되
어 있다. 계측기는 가동전시험 중에 교정되며, 경보 기능도 운전성과 설정값이 적절
한지 점검된다.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의 모든 부분은 유로, 유량, 기계적 건전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초기에 시험된다.

- 448 -

표 3.10-1 비상붕산수에 대한 정상운전중 화학조건 제한치
수화학 변수

정상운전범위

pH@25℃

4.4∼4.5

붕소농도, ppm (B-10 : 100%)

2,900∼3,000

-

염소이온(Cl ), ppm

≤0.15

-

불소이온(F ), ppm

≤0.15

황화물(SO32-), ppm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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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2 비상붕산수주입계통의 구성 주요 기기의 설계 자료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수량

1

형식

수직, 실린더형

설계압력

10 kPa

운전압력

대기압

설계온도

60℃

운전온도

4∼50℃

내부용적

19.2 ㎥

주요재질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붕소농도 2900∼3000 ppm (100% B-10)

적용코드

API-650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
수량

2

밸브번호

MU-252, MU-253

밸브형식

게이트 밸브

구동자 형식

전동기

입구배관크기

50 mm

유량

9 ㎥/hr

설계압력

500 kPa

운전압력

34 kPa

설계온도

60℃

운전온도

4∼50℃

주요재질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붕소농도 2900∼3000ppm (B-10 농축도 100%)

적용코드

ASME Sec. III, 2등급

충수펌프
3.11.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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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비상붕산수 주입운전시 기기 및 밸브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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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충수계통
3.11.1 설계요건 및 기준
3.11.1.1 기능 요건
충수계통은 정상운전 중에 발생 가능한 냉각재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용
량으로 설계된다. 이 때, 일차계통의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밸브의 스템(stem)과 체
크밸브를 통한 전체 누설량 및 1 gpm의 미확인 누설량이 고려된다. 충수계통은 소
형냉각재상실사고 후 비상노심냉각계통과 함께 일차계통의 자연대류형성에 필요한
체적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기준초과 사고시 모든 제어
봉집합체가 인출된 상태에서 노심의 반응도가 미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붕산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충수저장탱크는 정상운전중 잔열제거계통의 보상
탱크, 비상노심냉각탱크 및 응축수저장탱크의 누수에 의한 손실량을 보충에 충분한
용량을 갖는다.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충수저장탱크가 고갈될
경우 외부차폐탱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일차계통을 충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
한 원자로운전 중 일차냉각재계통에 화학제를 주입하기 위한 구동력 및 유로를 제
공하고 일차계통의 수압 및 누수시험을 위한 설비를 제공한다.
3.11.1.2 설계 기준
모든 충수계통은 안전등급 2로, 원자로안전보호용기내에 위치하고 일차계통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압력유지부분과 기기의 지지대는 안전등급 1로 설계된다. 단,
비상붕산수저장탱크와 관련 밸브 및 배관은 비안전등급으로 설계한다. 비상붕산수
저장탱크를 제외한 충수계통내 모든 기기 및 배관은 내진 범주 1로 선정된다. 충수
계통내 기기의 안전기능에 필수적이거나 그들과 상호 작용하여 기기들의 안전기능
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물 혹은 지지대들은 내진 범주 1로 분류되어야 한다. 충수
계통 설계는 ASME Section III에 제시되고 있는 설계조건, 시험조건 및 서비스한계
(Service Limit)를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충수계통의 안전관련 부속계통은 다중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단일 고장하에서도 계통의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기 및
계통구성에 있어서 다중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운전중 설계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나 기기에 대해서는 과압보호설비가 제공된다. 충수계통내 계통수 수질
의 화학조건이 표 3.11-2에 명시된 제한 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계된다.
3.11.1.3 운전요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충수계통의 기기들은 정상전원 혹은 정상전원이 상실
된다면 비상전원을 이용하여 고유의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기기 및 계기들은 원자
로안전보호용기,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의 대기환경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사고 후
그 기능이 요구되는 기기 및 계기는 사고환경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기기 및 계기
들은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의 방사선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사
고 후 그 기능이 요구되는 기기 및 계기는 사고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밀봉제, 패
킹, 가스켓과 같은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기기는 60년의 설계수명을 갖도록 설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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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4 시험요건
ASME Section XI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 ALARA요건, 세척요건, 원자력발
전소의 운전 및 보수 그리고 공학적 일반 경험등이 설계시 고려된다. 보수/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펌프, 방출밸브 및 시험을 위해 제거가 요구되는 기기에 대
한 연결부는 플랜지 형태여야 한다. 누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용접형태
의 연결이 사용된다. 보수시 접근성 및 기기조작성, 충수계통의 시험성, 시운전, 운
전, 및 가동중 검사등이 계통의 설계 및 배치에 고려된다.
3.11.1.5 연계요건
충수계통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공급압력은
620±100kPa이며 이슬점은 -40℃이하이다. 충수계통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동
안 단일 기기 고장시에도 충수계통의 기능적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물리적 분리가 유지되도록 설계된다. 충수계통은 물리적 분리기준, 보수 및 가동
중 검사, 방사선 보호를 고려하여 설계된다. 모든 재질은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
을 사용하고, 충수계통내 계통수의 화학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된다. 열 손실과
운전원 또는 작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통을 단열시켜야 한다. 스테인
레스강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는 염소와 불소함량이 적어야 하며, 차폐, 지지,
물리적 격리, 배관 파단에 대한 보호, 비산물 방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물
이 설치된다. 충수펌프, 충수저장탱크, 충수펌프 토출․흡입 배관은 침수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해 그 기능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위치하고, 배열되도록 설치된다.
설계조건과 함께 이러한 자연 현상의 강도는 10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2
(GDC 2)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다. 충수펌프, 충수저장탱크, 충수펌프 토
출․흡입 배관은 바람과 돌풍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해 그 기능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위치하고, 배열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설계조건과 함께 이러한 자연 현
상의 강도는 10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2 (GDC 2)의 요건을 만족시키도
록 설계된다. 충수펌프, 충수저장탱크, 충수펌프 토출․흡입 배관은 지진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해 그 기능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위치하고, 배열되도록 설치된다.
설계조건과 함께 이러한 자연 현상의 강도는 10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2(GDC 2)와 NRC 규제지침 1.29(Reg. Guide 1.29)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
된다. 비내진 계통과 구조물의 파손에 의해 충수계통의 어떠한 계열도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10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3(GDC 3) 요건을 근거로 설
계된 소방계통이 충수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3.11.1.6. 전원 요건
충수펌프와 동력 구동 밸브는 발전소 정상전원과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
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상 전원 상실과 동시에 발생되는 냉각수상실사고
(LOCA)시에 비상전원공급계통에서의 단일고장 조건하에서 충수계통의 계열을
통해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충수계통의 전원은 두 개의 독립된 전원계열을 통
해 공급되어야 한다. 하나의 충수계열에는 두 대의 충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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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충수펌프에 하나의 독립된 전원공급계열이 연결된다. 각각의 계열에 있는
밸브에 독립된 전원공급계열이 연결된다. 충수계통 작동신호 후 모든 충수펌프
및 관련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비상전원공급과 디젤 부하는 자동으로 연
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원공급 시간에는 충수계통 작동신호 후 발생되는
모든 계측기의 시간지연이 포함된다.

3.11.2 계통기능
원자로 기동전 일차계통 내에 원자로냉각재를 공급하고 정상운전중에 발생
가능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누설로 인한 냉각재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사
용된다. 또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시 비상노심냉각계통과 함께 일차계통의 지속
적인 자연대류를 위해 원자로 내로 보충수를 공급하며 제어봉 삽입불능과 같은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시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상온상태에서 노심을 미
임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심내로 붕산수를 주입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잔열
제거계통 보상탱크, 비상노심냉각탱크 및 응축수저장탱크의 초기 충수 및 발전소
정상운전중 탱크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공급한다.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충수저장탱크가 고갈될 경우 외부차폐탱크로부터 물을 공급받
아 일차계통을 충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원자로 운전중에 일차계통으로 화학제
를 주입하기 위한 구동력 및 유로를 제공하며 일차계통의 수압 및 누수시험을
위한 설비를 제공한다.

3.11.3 계통설명
안전관련계통으로 설계된 충수계통은 각각 200%의 용량을 가진 2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계열은 각각 100% 용량을 갖는 2개의 충수펌프가 있고 흡입관, 토
출관, 공통헤더, 관련 밸브 및 계측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1-1의 충수계통 개략
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부 밸브 및 배관을 제외한 모든 기기는 원자로안전보호
용기 및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다. 정상 및 설계기준사고시 충수운전 모드에서는 펌
프의 흡입측이 충수저장탱크에 연결된다. 제어봉 삽입불능과 같은 설계기준사고를 초
과하는 사고시 원자로 정지 수단의 다양성을 갖기 위해 비상붕산수 주입모드로 운전
이 될 때에는 충수펌프의 흡입측이 비상붕산수저장탱크로 수동으로 연결되어 비상붕
산수저장탱크의 붕산수가 충수펌프에 의해 일차계통으로 주입되며 정상 운전시 붕산
주입계통의 오작동 혹은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 붕산수가 주입되지 않도록 충수계통으
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 출구관 격리밸브 (MU-252, MU-253)는
정상운전 중 닫힌 상태에서 전원이 제거되고 잠금장치로 보호되어 있으며, 붕산수 주
입 운전시에만 수동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다. 충수펌프에서 토출된
물은 운전모드에 따라 차단밸브를 조작하여 계통 유로가 결정된다. 일차계통 냉각재
상실로 인한 충수계통의 작동은 원자로 내의 일차계통수 저수위 신호에 의하여 자동
으로 기동되거나 운전원의 수동 조작으로 기동되며 원자로의 냉각재 수위가 회복되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정지된다. 계통의 구성은 배관 및 계장도에 나타나 있으며, 계통
의 주요 기기는 4대의 충수펌프와 충수저장탱크와 비상붕산수저장탱크가 각각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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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다.

3.11.4 기기 설명
주요 기기의 제원과 안전등급 및 코드등급은 표 3.11-1에 기술되어 있다. 충수
펌프는 일정한 용량의 물을 고압으로 공급하는 데 적합하도록 용적식 펌프가 사용
되며, 필요시 각 펌프는 패킹 부위로 물을 순환시키는 패킹 냉각 및 윤활계통을 갖
는다. 각 펌프 후단에는 과압보호를 위하여 방출밸브가 있고, 토출압이 허용최대압
력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토출배관으로부터 흡입배관으로 우회시키는 배관이 장착되
어 있으며, 흡입안정기와 요동감쇄기가 함께 공급된다. 충수펌프 한 대의 설계용량
은 정상운전시와 설계기준사고시 요구되는 충수에 충분하도록 결정된다. 송출하는
물과 접촉하는 부품 또는 조립체는 내부식성이 좋은 재질로 선정된다. 충수저장탱
크는 정상운전 혹은 설계기준사고시 충수 운전모드에서 계통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다. 충수저장탱크의 용량은 정상운전시 가압기수위를 저수위설정치에서 정상
운전 설정치까지 복구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보충수용량, 냉각재상실사고 후 비상노
심냉각탱크 내용물이 고갈되어 일차냉각재계통의 수위가 일차계통의 자연순환을 보
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위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일차계통의 압력
과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내부압력이 같아지는 시점까지 일차계통의 수위유지를 위
해 요구되는 보충수 용량의 300%. 충수저장탱크는 원통형의 스테인레스강 용기로서
탱크 상부에 발전소 보충수계통(plant makeup system)으로부터 물을 보충 받을 때
사용되는 배관이 용접되어 있다. 탱크내 내용물의 수질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탱
크상부는 질소기체로 가압되어 있으며, 질소공급 및 배기 배관이 탱크의 상부에 설
치된다. 과압으로부터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과압방지 설비와 진공으로부터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진공방지 설비가 제공된다. 탱크 하부의 토출 배관은 충수펌프 흡입
측과 연결되어 있다. 충수저장탱크에 사용되는 보충수에 대한 정상운전중 화학조건
제한치는 표 3.11-2에 기술되어있다. 비상붕산수저장탱크에 대한 설명은 3.10.4절에
기술되어 있다.

3.11.5 계측 및 제어
충수계통의 운전은 계통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
원이 제어실에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충수계통의 작동 상태는
충수펌프 후단에 설치된 압력계 및 유량계를 이용하여 확인되며, 각 충수펌프의 흡
입관에는 압력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흡입관의 저압시 해당 충수펌프를 정지시켜
공동 현상에 의한 펌프 손상을 방지한다. 충수저장탱크와 비상붕산수저장탱크에는
온도지시계, 수위지시계 및 경보계가 설치된다. 경보계는 운전원에게 안전 설정치를
초과함을 알려준다. 밸브의 정렬 상태는 제어실의 패널에서 개/폐 상황을 알 수 있
도록 지시등으로 표시된다. 충수계통에 계측되는 변수로는 충수저장탱크 압력, 충수
펌프 출구압력, 충수저장탱크온도, 충수유량, 및 충수저장탱크 수위등이다.

3.11.6 계통운전
원자로 기동시에 충수계통은 대기상태로 있으며, 원자로 정상 출력운전시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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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①정상운전중 일차계통충수운전, ②잔열제거계통 보충탱크 충수운전, ③비상노심
냉각탱크 충수운전, ④응축수저장탱크 충수운전 및 ⑤화학제주입운전 등과 같은 5
가지 운전모드로 분류된다. 정상시 충수운전은 가압기 수위 계측기에 의하여 저 수
위 신호가 발생하면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시작된다. 일차계통수의 수위가 회복
되면 일차냉각재계통 충수운전은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종료된다. 이 운전모드에
서는 충수저장탱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충수펌프를 통해 원자로 환형덮개에 설치
된 일차계통 체크밸브 RC-116 및 RC-117을 통해 원자로 내로 물이 공급된다. 피
동잔열제거계통 보상탱크 충수운전은 피동잔열제거계통 보상탱크의 저 수위시 운전
원에 의해 수동 조작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운전된다. 충수저장탱크로부터 물을 공
급받도록 하고 충수계통 계열 A(충수펌프 1 혹은 2)가 사용된다.

충수펌프 1번이

사용될 경우 밸브 MU-211, MU-213과 충수가 요구되는 탱크의 격리밸브 MU-261,
262, 263 혹은 264을 개방하고 MU-212가 폐쇄되었음을 확인한 후 충수펌프 1번을
기동시킨다. 충수펌프 2번이 사용될 경우 밸브 MU-221, MU-223과 충수가 요구되
는 탱크의 격리밸브 MU-261, 262, 263 혹은 264를 개방하고 MU-222가 폐쇄되었음
을 확인한 후 충수펌프 2번을 기동시킨다. 비상노심냉각탱크 충수운전은 비상노심
냉각탱크의 저 수위시 운전원에 의해 수동 조작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운전된다. 충
수저장탱크로부터 물을 공급받도록 하고 충수계통 계열 A(충수펌프 1 혹은 2)가 사
용된다. 충수펌프 1번이 사용될 경우 밸브 MU-211,

MU-213 과 MU-260을 개방

하고 MU-212가 폐쇄되었음을 확인한 후 충수펌프 1번을 기동시킨다. 충수펌프 2번
이 사용될 경우 밸브 MU-221, MU-223과 MU-260을 개방하고 MU-222가 폐쇄되
었음을 확인한 후 충수펌프 2번을 기동시킨다. 응축수저장탱크 충수운전은 응축수
저장탱크의 저 수위시 운전원에 의해 수동 조작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운전된다.
충수저장탱크로부터 물을 공급받도록 하고 충수계통계열 B(충수펌프 3 혹은 4)가
사용된다. 충수펌프 3번이 사용될 경우 밸브 MU-233과 MU-270을 개방하고
MU-231이 폐쇄되었음을 확인한 후 충수펌프 3번을 기동시킨다. 충수펌프 4번이 사
용될 경우 밸브 MU-243과 MU-270을 개방하고 MU-241이 폐쇄되었음을 확인한
후 충수펌프 4번을 기동시킨다. 일차계통의 화학요건은 정화계통으로부터 충수계통
의 주입배관을 거쳐 화학제를 주입함으로써 유지된다. 화학제는 발전소 보충수를
이용하여 화학제주입탱크에서 요구되는 농도로 혼합된다. 혼합된 화학제는 일차계
통의 화학조건을 조절하기 위하여 충수펌프의 토출압을 이용하여 화학제주입탱크로
부터 충수계통의 주입배관을 통하여 일차계통으로 주입된다.
사고시 충수계통의 운전모드는 설계기준사고(소형 냉각재상실사고)시 일차계통
충수운전 및 일차계통 비상붕산수 주입운전과 같이 2가지로 분류된다.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시 비상노심냉각탱크의 냉각수 주입완료 후 장기 냉각에 필요한 일차계통
의 지속적인 자연대류를 위해 일차계통에서 최소한의 냉각재 체적이 요구된다. 충
수계통은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일차계통에 냉각수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주입기능
의 충수운전 모드로 운전된다. 이 충수운전은 원자로압력용기 수위 계측기의 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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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의해 발전소보호신호(PPS)를 받아 4대의 충수펌프가 자동 기동됨으로써 시작
된다. 만일 이때 피동잔열제거계통 보상탱크, 비상노심냉각탱크 및 응축수저장탱크
의 충수운전이 진행중이면 발전소보호신호에 의해 격리밸브 MU-213, MU-223,
MU-233 및 MU-243이 자동으로 닫혀 일차계통에 이르는 유로를 제외한 모든 유로
가 자동으로 폐쇄된다. 일차 계통수의 수위가 회복되면 일차계통 충수운전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종료된다. 이 운전모드의 유로는 상기의 정상시 충수운전 모드의 유
로와 동일하다. 일차계통 비상붕산수 주입운전은 제어봉 삽입불능과 같은 설계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사고시 원자로 정지 수단의 다양성을 갖기 위해 사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3.10.6절에 기술되어 있다.

3.11.7 계통의 격리
각각의 충수관에서는 유체가 격납건물 내부로 주입되는데, 격납건물 안쪽에서
충수관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으로부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
어 있다. 격납건물 바깥쪽에 고장상태유지(fail as-is) 동력구동 격납건물 격리밸브
가 설치된다. 이 밸브들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 냉각재계통의 자연순환을 위한
일차계통 수위유지를 위해 필요시 냉각수 주입을 위해 발전소보호신호(PPS)에 의
해 개방된다.

또한, 각각의 충수관을 격납건물 안쪽에서 원자로안전보호용기를 관

통하는데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안쪽에 원자로 냉각재계통으로부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밖에 고장상태유지 (fail
as-is) 동력구동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격리밸브가 설치된다. 이 밸브들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 냉각재계통의 자연순환을 위한 일차계통 수위유지를 위해 필요시 냉각
수 주입을 위해 발전소보호신호(PPS)에 의해 개방된다. 격납건물 내, 원자로안전보
호용기 밖에서 충수관은 일차냉각재 충수관과 피동잔열제거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
통 보충수관으로 분기된다. 분기되는 보충수관에는 정상-폐쇄, 고장-폐쇄 공기압 작
동격리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밸브들은 발전소보호신호(PPS) 작동시에 안전주입
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된다. 격납건물 안쪽으로부터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안쪽으로 연결된 비상노심냉각계통 탱크 보충수관에는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안쪽에
하나의 역류방지밸브와 원자로안전보호용기밖에 발전소보호신호(PPS)에 자동으로
닫히는 공기압 구동 격리밸브가 설치된다. 설계기준초과 사고시에 충수탱크가 고갈
될 경우 격납건물내에 있는 외부차폐탱크로부터 냉각수를 공급받기 위한 공급관이
격납건물을 관통한다. 이 배관에 격납건물 안쪽과 바같쪽에 각각 하나의 동력구동
밸브가 설치되며, 발전소보호신호(PPS)에 자동으로 닫힌다. 이 밸브들은 충수탱크가
고갈되는 설계기준초과 사고시 일차계통의 냉각수를 공급해주기 위해 운전원에 의
해 수동으로 열릴 수 있는 우선신호(over-ride)를 갖는다.

3.11.8 과압보호
충수계통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방출밸브의 보호장치가 모든 계통에 제공되
어 있다. 충수저장탱크 방출밸브는 발전소 보충수계통의 최대 유입유량과 최대 질
소공급유량에 상응한 양의 질소가 통과하도록 설계된다. 밸브의 설정 압력은 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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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설계압력과 같다. 최대 충수유량조건하에 질소공급밸브가 고장 폐쇄될 경우
충수저장탱크의 진공방지를 위해 최대 충수유량에 상응하는 용량을 갖는 진공방지
장치가 설치된다. 충수펌프 출구측 방출밸브는 펌프의 최대 토출압력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 배압을 고려하여 충수펌프의 최대 정격유량이 통과하도록 설계된다.

밸

브의 설정압력은 충수펌프 출구배관의 설계압력과 같다.

3.11.9 시험 및 검사
ASME Section XI와 III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계통 수압 및 누수
이 수행되며, 충수계통은 이러한 기기의 수압 및 누수시험을 위한 설비를 제공한다.
또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에 따른 성능요건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보장
하기 위하여, 초기 발전소 가동전에

충수계통의 모든 부분은 유로, 유량 그리고 기

계적 운전성과 관련하여 운전되고 시험된다. 펌프는 수두와 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된다. 계측기는 가동전시험 중에 교정된다. 자동제어 설비는 적절한 설정값에서
의 작동 여부가 시험되며, 경보 기능도 운전성과 설정값의 적절성이 점검된다. 방출
밸브의 설정값도 점검되며 필요에 따라 조절된다. 충수계통은 정상 운전중에는 대
기상태에 있으므로 계통의 이용률 보장을 위해 주기적인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 안전주입기능을 수행하는 충수계통은 1) 기기의 구조적 결
함 및 누설이 방지되는 건전성, 2) 능동기기의 운전성 및 기능적 성능, 3) 전체적인
계통의 운전성, 4) 연계계통의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0CFR50 부록 A의 일반
설계기준 37 (GDC 37)에 따라 주기적인 압력 및 기능 시험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밸브의 가동중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기, 배수, 시험용 연결관 등
이 제공된다. ASME/ANSI OM에 따른 안전등급 2인 충수펌프의 가동중시험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 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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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충수계통 주요 기기 설계 자료 요약
충수펌프
안전등급

2

코드등급

ASME III, 등급 2

등급 1 E 여부 (예/아니오)

예

능동기기 여부(예/아니오)

예

수

량

4대

형

식

왕복동형

설계압력

20 MPa

설계온도

60℃

설계유량

4.5 ㎥/hr

최대토출압력

22 MPa

정상흡입압력

0.2 MPa

정상운전유체온도

4∼50℃

유체접촉면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유

순수

체

충수저장탱크
안전등급

2

코드등급

ASME III, 등급 2

등급 1 E 여부 (예/아니오)

N/A

능동기기 여부(예/아니오)

아니오

수

량

1개

형

식

수직 원통형

내부체적

42.8 ㎥

설계압력,내부

55 kPa

설계압력,외부

-2.1 kPa

설계온도

60 ℃

정상운전온도

4∼50℃

정상운전압력

14∼34 kPa

상부기체

질소

재

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유

체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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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보충수에 대한 정상운전중 화학조건 제한치

수화학 변수

정상운전범위

pH@25℃

6.0∼8.0

용존산소, ppm

≤0.1

염소이온(Cl-), ppm

≤0.005

-

불소이온(F ), ppm

≤0.005

양이온 전도도,μS/cm

≤0.2

마그네슘,ppm

<0.04

칼슘+마그네슘,ppm

<0.08

알루미늄,ppm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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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기냉각계통
3.12.1 설계요건 및 기준
3.12.1.1 기능 요건
기기냉각계통은 정상운전중 주냉각재펌프, 제어봉구동장치, 가압기와 내부차
폐탱크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각 기기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며 이차계통의 복수펌
프의 출구에 연결되어 이차계통 복수를 기기냉각수로 사용하여 각 기기를 냉각한
후 복수기로 순환시키며 각 기기를 냉각시키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도록 설계한다.
3.12.1.2 설계 기준
기기냉각계통의 격리밸브을 포함한 격납용기 안쪽은 안전등급 2로 설계하며,
바깥쪽은 비안전등급으로 설계한다. 기기냉각계통 내의 안전등급 2로 구분된 기기
및 배관은 내진 범주 1로 선정한다. 기기냉각계통의 안전등급 2로 분류된 기기 및
배관의 설계는 ASME Section III에 제시되어 있는 설계조건, 시험조건 및 서비스한
계(Service Limit)를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기기냉각계통의 안전관련 부속계통은 다
중성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단일 고장하에서도 계통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기기 및 계통구성에 있어서 다중성을 제공한다. 기기냉각계통내 계통수 수질
의 화학조건은 이차계통과 동일하도록 설계한다.
3.12.1.3 운전요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냉각계통의 기기들은 정상전원이 상실된다면 비상
전원을 이용하여 고유의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기기 및 계기들은 원자로보호용기,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의 대기환경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사고후 그 기능이 요구되
는 기기 및 계기는 사고환경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기기 및 계기들은 원자로보호용
기,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의 방사선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사고후 그 기능이 요구되
는 기기 및 계기는 사고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밀봉재, 패킹, 가스켓과 같은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기기는 설계수명을 갖도록 설계한다.
3.12.1.4 시험요건
ASME Section XI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 ALARA요건, 세척요건, 원자력발
전소의 운전 및 보수 그리고 공학적 일반 경험 등을 설계시 고려한다. 보수를 위해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밸브와 기기는 플랜지로 연결하고 보수시 접근성 및 기기
조작성을 계통설계 및 배치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시험성, 시운전, 운전, 가동중 검
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12.1.5 연계요건
기기냉각계통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단일 기기 고장시에도 기능적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 기준, 보수 및 가동
중 검사를 위한 도구, 방사선 보호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기기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은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재질은 이차계통의 계통
수의 화학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열 손실과 운전원 또는 작업자의 보
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통을 단열시켜야 한다. 스테인레스강에 사용되는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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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는 염소와 불소함량이 적어야 한다. 가동 중 검사를 위해 단열재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차폐, 지지, 물리적 격리, 배관 파단에 대한 보호,
비산물 방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기기냉각계통의 안전등급 2
의 기기 및 배관은 침수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해 그 기능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위
치하고,

배열되도록

설치한다.

설계조건과

함께

이러한

자연

현상의

강도는

10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 2 (GDC 2)와 Regulatory Guide 1.29의 요건을 만
족시키도록 설계한다. 기기냉각계통의 안전등급 2의 기기 및 배관은 바람과 돌풍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해 그 기능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진
계통과 구조물의 파손에 의해 기기냉각계통의 어떠한 계열도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
한다. 기기냉각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소방계통은 10CFR50 부록 A
의 일반설계기준 3(GDC 3)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12.1.6 전원 요건
기기냉각계통의 각 격리밸브는 발전소 정상전원과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기냉각계통 내에 있는 기기는 소내 전력망으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는 전력선 설계시 특정 전력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기냉각계통
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전력망 및 모터 제어 센터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기기냉각계통의 각 기기의 입구 및
출구배관에는 2개의 격리밸브가 각각 설치되어있으며 각각의 격리밸브에 하나의 독
립된 전원공급계열이 연결된다.

3.12.2 계통기능
기기냉각계통은 정상운전중 주냉각재펌프, 제어봉구동장치, 가압기와 내부차폐
탱크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각 기기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며 각 기기의 열교환기
로 향하는 유량은 배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주냉각재펌프, 제어봉구동장치, 가
압기의 열교환기로 일차계통 냉각수가 누출되었을때는 격리밸브를 이용하여 격리해
야하고, 유량 및 방사능 계측장비가 주냉각재펌프, 제어봉구동장치, 가압기 후단에
설치되어 일차계통 냉각수의 누출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전원상실과 기기의 단일고
장을 고려하여 본 계통의 냉각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12.3 계통설명
기기냉각계통은 배관을 제외한 모든 기기는 원자로보호용기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안전관련계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필요한 유량을
공급하여 주냉각재펌프, 제어봉구동장치, 가압기 및 내부차폐탱크에서 발생하는 열
을 제거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 각 기기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기기냉각계통
의 안전등급 2로 분류된 기기는 발전소 정상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다. 기기냉각계통의 상실시 운전원의 판단에 의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한다. 계
통을 구성하는 기기는 단기와 장기 부식 효과에 의한 계통 성능 저하를 배제할 수
있도록 재질이 선정된다. 계통의 구성은 밸브(격리밸브, 체크밸브), 배관과 계측기
(온도, 유량 및 방사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2-1은 기기냉각계통에 대한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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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여준다.

3.12.4 기기 설명
기기냉각계통은 이차계통의 복수펌프 후단에 연결되어 복수펌프의 토출압을
이용하여 각 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복수기로 회수하기 때문에 펌프 및 열교환
기는 없으며 밸브, 계측기, 배관으로 이루어져있다. 격납용기 및 원자로보호용기 격
리밸브는 일차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이 발생하거나 냉각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운전
원이 판단하여 수동으로 격리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구동기의 형태는 솔레노이
드이다.

3.12.5 계측 및 제어
기기냉각계통의 운전은 계통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원이 제어실에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기냉각계통의 작동
상태는 각 기기의 냉각수 출구에 설치된 온도계(주냉각재펌프 냉각수 출구온도), 유
량계(각 기기의 냉각수 출구 유량) 및 방사선 계측기(각 기기의 출구 방사선)를 이
용하여 확인한다. 경보계는 운전원에게 설정치를 초과함을 알려준다. 운전원은 경보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격리밸브를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다.
밸브의 정렬 상태는 제어실의 패널에서 개/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시등으로 표
시한다.

3.12.6 계통운전
기기냉각계통은 발전소 기동운전에서부터 정지운전까지의 정상운전시 계속 냉
각수를 공급하도록 설계한다. 사고시 기기냉각계통은 이차계통이 이용 가능한한 일
차계통의 온도가 충분히 냉각될 때까지 냉각수를 공급한다.

3.12.7 계통의 격리
각각의 배관에는 입구측 및 출구측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임의의 배관에서 누설이 일어나도 다른 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다. 기기냉각계통의 격납용기 바깥의 입구 및 출구에 격납용기 격리밸브가 설치되
어있고 원자로보호용기 외부에 각 배관의 격리밸브가 설치되어 격납용기 및 원자로
보호용기를 격리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3.12.8 시험 및 검사
기기냉각계통은 ASME Section III에 따라 제작된 용기, 배관, 밸브는 관련 요
건에 따라 수압 및 누설시험을 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에 따른 성능
요건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기 발전소 가동전에 기기냉각계통의
모든 부분은 유로, 유량 그리고 기계적 운전성과 관련하여 운전하고 시험한다. 경보
기능도 운전성과 설정값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또한 가동중 검사에 대한 요건을 만
족하는지 시험하며 각 밸브의 수력적 및 기계적 상태에 대한 감시요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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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기기냉각계통 설계 자료 요약
냉각수 설계압력, MPa

17.0 / 1.0

냉각수 운전압력, MPa

0.5

냉각수 설계온도, ℃

350 / 200

냉각수 운전온도, ℃

60

냉각수 유량, kg/sec
- 주냉각재펌프(4대)

6.0 (1.5 X 4)

- 제어봉구동장치

3.0

- 가압기

5.0

- 내부차폐탱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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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정화계통
3.13.1 설계요건 및 기준
3.13.1.1 기능 요건
정화계통은 SMART의 계획정지 및 보수기간 동안에 정화이온교환기와 정화
여과기를 이용하여 일차냉각수의 핵분열생성물 및 부식생성물과 화학적 불순물을
제거한다. 정화이온교환기는 이온교환에 의해 이온성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여과
기는 불용성 불순물을 제거한다. 불용성 불순물 중 일부는 정화이온교환기에 의해
서 제거된다. 정화계통의 탈기기는 원자로 정지시 냉각재에 존재하는 제논(Xe), 크
립톤(Kr)과 같은 불활성 기체와 질소(N2), 수소(H2) 등과 같은 용존기체를 제거한
다. 원자로 가열전에 정화계통에 설치된 화학제주입장치를 이용하여 화학제를 냉각
재로 주입한다. 원자로 정상운전 중에는 충수계통과 연결하여 충수펌프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화학제를 주입한다. 정화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수화학 조건이 설계치 이
내에서 유지되도록 수질을 조절한다.
3.13.1.2 설계기준
정화계통은 핵연료 재장전, 정기보수 및 저온정지 운전시 일차계통 압력이
1MPa 이하이고 냉각재 온도가 60℃이하인 조건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된다. 이는 정
화계통 이온교환수지의 최대허용 운전온도 이하에서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하여 표
3.13-2에서 요구하는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화계통은 비안전 계통으
로서 사고 방지 및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다중성과 다양성은 고려되
지 않는다. 그러나 계통의 신뢰도와 운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중 기기 및 우
회 유로를 확보하여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정화계통의 안전등급 분류
는 ANSI/ANS-51.1-1983(R1988)에 따르며 비안전(Non-Nuclear Safety) 계통으로
구분된다. 정화계통의 내진등급은 Regulatory Guide 1.29 Rev.03-1978에 따르며 내
진범주 2등급으로 설계된다. 정화계통은 안전정지지진 발생시 기계적인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된다. 정화계통의 부속 계통 및 기기 설계시 고려되는 기계적 하중
은 일반산업 기준에 따르며 압력이 작용하는 기기의 재질은 계통의 규정 수명동안
발생하는 모든 운전 및 수압시험 조건하에서 취성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정화계통 기기들은 보조건물의 환경조건 및 방사선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된다. 누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수가 불필요한 곳에는 용접이음을 한다. 단, 펌프, 밸브
및 기기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위해 플랜지 이음이 허용된다. 정화계통이 사용되
지 않을 때에는 일차계통과 분리된다.
3.13.1.3 시험요건
정화계통을 구성하는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은 제작 설치 및 가동중 검
사 및 수압 시험이 ASME Code, Sec. VIII-1998에 따라서 실시되며, 운전 전 및 초
기기동 시험이 Regulatory Guide 1.68-1973에 따라 실시된다. 운전 전에 검사 및 계
기의 교정을 실시하여 정화계통의 적절한 성능을 확보하며 펌프나 밸브에 대한 누
수도 확인한다. 정화계통은 비안전 계통으로서 가동 중 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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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4 연계요건
연계계통은 정화계통의 계기 및 운전을 위한 특별한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기
기 시험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접근성과 다른 기기나 계통과의 기계적, 전
기적 연결을 위한 지지물과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차계통과의 연결 배
관은 정화펌프의 요구유효흡입수두를 확보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치된다. 원자로냉각
재와 접촉하는 계통의 모든 재질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이나 내부식성이 우
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및 기기는 원자로냉각재, 환경조건, 보관조건에
대한 내부식성이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할로겐 유도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와 직접 접촉하는 기기에는 테프론 혹은 할로겐을 함유하는 재질의 사
용을 최소화한다. 정화계통의 배관 및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는 지역방사능 감시기
가 설치되어 운전원을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누수를 감지한다. 방사능 감시기의 지
시, 경보는 주제어실에 제공되며 기록된다. 운전원 보호를 위해서 정화계통은 필요
시 단열된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비금속성 단열에 대한 요건은
Regulatory Guide 1.36-1973에 따른다. 높은 방사선을 띠고 있는 정화여과기와 이온
교환기에는 차폐체가 설치되고 운전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여과기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장비가 제공된다. 고방사능
지역에 위치한 수동조작 밸브는 차폐가 이루어진 저방사능 지역에서 조작할 수 있
도록 밸브 스템의 연장축을 설치한다. 또한,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오염된
이온교환기 수지를 원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제공된다. 펌프의 밀봉장치 혹
은 밸브의 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누수와 펌프, 스트레이너 및 여과기의 배수는 수
집되어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으로 이송된다. 이온교환수지 교체시 발생하는 폐이온
교환수지는 수집되어 고체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이송되며 수지 교체중에 발생하는
누수와 기체는 수집되어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과 기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으로 이송된다. 정화계통은 핵연료 재장전, 정기 보수 및 저온정지 운전을 제외한
모든 운전 모드에서는 일차계통과 배관이 연결되지 않는다. 일차계통과의 연결은
정화계통 운전 직전에 보조건물에서 이루어진다. 정화계통 운전 중 탈기 설비에 기
기냉각수가 공급되며 기기냉각수의 온도범위는 최소 18.3℃, 최대 35℃이다. 정화계
통의 탈기 설비에 증기가 공급되며 증기는 정화계통 운전 중에 공급된다. 정화계통
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압력은 620±100kPa이
고 이슬점은 -40℃이하이다. 압축공기는 정화계통이 운전되는 동안 공급된다. 정화
계통에 공급되는 압축질소의 함량은 99.99% (부피비) 이상이며 산소농도는 5 ppm
이하이다. 압축질소는 정화계통이 운전되는 동안에 공급된다. 정화계통 운전 중에
정화이온교환기, 정화펌프, 탈기기 등의 충수를 위하여 보충수가 공급되며 원자로
운전중에 화학제 주입을 위하여 화학제 주입장치에 보충수가 공급된다. 정화계통
운전 중 정화계통 운전상태 감시를 위해 정화여과기 전단 및 후단, 이온교환기 후
단, 탈기기 후단에 시료 채취관이 설치된다. 시료채취관은 수직관에 설치되며 수직
관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수평관의 중심선보다 높은 위치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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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계통기능
정화계통은 SMART가 계획정지 및 수리기간 동안에 정화계통은 핵연료 재장
전, 정기 보수 및 저온정지 운전시 일차계통 압력이 1MPa 이하이고 냉각재 온도가
이온교환수지의 최대허용 운전온도인 60℃이하인 조건에서 운전되어 일차냉각재로
부터 부식생성물과 화학적 불순물을 정화하여 수질을 유지한다. 일차냉각재 정화기
능은 이온교환기의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하여 이온성 핵종을 제거하고 불용성 입자
는 여과기 및 이온교환 수지표면의 흡착에 의해 제거된다. 정화계통에 설치된 탈기
기를 통하여 원자로 냉각재로부터 제논(Xe), 크립톤(Kr)과 같은 불활성 기체와 질
소(N2), 수소(H2)와 같은 용존기체를 제거하고, 원자로 가열전에 정화계통에 설치된
화학제 주입탱크를 통하여 암모니아수를 주입하며, 원자로 운전 중에는 충수펌프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수를 주입한다. 이온교환수지 교체시 발전소 보충수공급계통으로
부터 공급되는 용수를 이용하여 이온교환 수지를 고체폐기물 계통으로 배출하고 새
로운 이온교환 수지를 충진한다. 정화계통 운전시 정화계통 운전상태의 감시를 위
하여 정화여과기 전단 및 후단과 이온교환기 후단에 제공되어 있는 시료채취관으로
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3.13.3 계통설명
정화계통은 그림 3.1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외부에 위치
한 일차냉각재 격리밸브와 연결되며 원자로 격납건물 관통부를 지나서 정화펌프와
연결된다. 원자로 격납건물 관통부에는 격리밸브가 설치되어 사고시 정화계통을 일
차계통과 격리할 수 있다. 격납건물내 정화펌프 흡입모관에는 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일차계통에 의한 과압으로부터 정화계통을 보호하며 정화펌프 전단의 압력계는 정
화펌프의 전단압력을 감시하며 압력이 낮아지면 펌프를 정지시켜 펌프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저 흡입압력으로부터 정화펌프를 보호하기 위하여 펌프입구 압력스위치
와 연동되어 펌프입구 저압력시 정화펌프를 정지시킨다. 정화펌프 후단에는 정화여
과기, 정화이온교환기, 체형여과기 및 탈기기가 설치되어 일차냉각재를 정화하거나
탈기한다. 정화여과기 후단에 유량계 및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계통의 모든 운
전조건에서 정상 정화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화이온교환기 전단에는 3방향 밸브가 설치되어 일차냉각재의 온도가 60℃ 이상이 되면 정화이온교환기를 우
회하도록 하여 이온교환수지를 보호한다. 탈기기에는 기기냉각수, 보조증기 등이 공
급되며 탈기기 고장시 탈기기 전단에 설치된 3-방향 밸브를 통해 일차냉각재가 탈
기기를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탈기기 후단에서 정화계통은 충수계통과 연결
되고 충수계통의 설계압력으로 설계된 화학제 주입탱크가 설치된다. 이는 원자로
운전중에도 충수계통과 화학제주입탱크를 이용하여 화학제 주입을 가능하게 한다.
충수계통과 연결되는 정화계통 배관은 역류방지밸브, 차단밸브 및 압력 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충수계통의 고압으로부터 정화계통을 보호한다. 정화계통의 주요 구성기
기는 정화펌프, 정화여과기, 이온교환기, 탈기기, 화학제 주입탱크 및 체형여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화계통의 주요 설계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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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계통 설계 압력

2 MPa

- 정화계통 설계온도

100℃

- 정화계통 최대운전온도

60℃

- 정화 운전유량

4.5 ㎥/hr

정화계통은 정화계통의 운전중이나 정지중에 일차계통의 과압으로부터 정화계
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차계통과의 연결 배관에 방출밸브를 설치하였으며, 일차계
통 격리밸브 사이에 열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일차계통과의 연결 배관에 고인 물이
가열되어 열팽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압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한다. 또한 정
상운전중 화학제 주입을 위하여 연결된 충수배관의 고압으로부터 정화계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충수계통 연결배관에도 방출밸브가 설치된다. 정화계통 운전시 정화계
통의 운전상태 감시를 위하여 시료 채취용 배관이 정화여과기 전단 및 후단과 이온
교환기 후단에 제공된다.

3.13.4 기기설명
정화계통의 주요기기는 정화펌프, 이온교환기, 정화여과기, 탈기기, 화학제

중

비탱크 및 유량조절밸브이며, 이에 대한 요약은 표 3.13-1에 나타나 있다. 정화펌프
는 1단 원심형 펌프로 2대가 설치되며 제어반에서 핸드 스위치에 의해 기동되며 정
화운전시 1대만 가동되고 다른 1대는 대기상태에 있다. 각 펌프는 최대 운전유량이
3

6m /hr로 설계되며 펌프모터는 유도농형 전동기 형태로써 일정한 속도로 운전되는
모터이다. 또한 펌프 운전을 제어하기 위하여 정화펌프 흡입/방출측 압력, 고/저압
력 경보, 정화펌프 방출수 유량, 고/저유량 경보 및 정화펌프 방출수 온도/고온 경
등과 같은 변수들이 계측된다. 이온교환기는 2대가 병렬로 설치되며 각각의 이온교
환기는 최대 정화유량에서 연속적으로 운전될 수 있으며 유효수지 부피는 285 liter
이다. 이온교환기는 혼상수지로 충진되며 발전소 용수를 사용하여 이온교환기 수지
를 교체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필요시 이온교환기는 교체운
전 할 수 있으며 차폐가 된 격실에 설치되며 우회유로가 제공되어 이온교환기 운전
없이 정화계통의 연속운전이 가능하다. 이온교환기의 운전상태 및 이온교환수지 교
체시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이온교환기 압력차 및 고압력차 경보가 계측된다. 정화
여과기는 교체형 카트리지로 설계되며 각각 100%의 용량을 갖는 2개의 여과기가
병렬로 설치되어 정화유량으로부터 불용성 불순물 입자를 제거한다. 각각의 여과기
는 최대 오염조건에서 허용 차압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 정화유량이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중 높은 방사능 준위가 형성되므로 여과기는 차폐가 되어있
는 격실에 설치되고 여과기를 원격으로 제거 및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된다.
정화여과기 운전상태 및 교체시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화 여과기 압력차 및 고압

력차 경보가 계측된다. 탈기기는 이온교환기 후단에 설치된다. 탈기탑을 이용하며
최대유량은 6 ㎥/hr이다. 탈기기는 기기냉각수, 보조증기, 질소 공급계통과 연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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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수 출구 및 기체 방출배관이 연결된다. 기체 방출관은 기체폐기물처리계통과
연결되며 또한 시료채취 계통과 연결되어 방출되는 기체의 방사능이 감시된다. 화
학제 주입 탱크는 수직으로 설치되는 압력 용기로 운전 유체는 NH4OH (최대
300,000 ppm)이며 정화운전시에는 물론 원자로 정상운전시에도 충수계통과 연결하
여 화학제를 주입할 수 있도록

충수계통과 동일한 설계온도, 설계압력으로 설계된

다. 화학제 주입 탱크는 화학제 주입전에 탱크 세척을 위하여 배수구를 통하여 액
체폐기물 계통과 연결되며 화학제 주입시 배기를 위하여 배기관이 설치된다. 충수
계통과 연결되어 화학제 주입운전을 할 때 각종 격리 밸브는 충수계통의 고압에 견
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유량조절밸브는 정상 정화운전 유량인 4.5㎥/hr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3.13.5 계측 및 제어
정화계통은 비안전계통으로서 비상전원의 공급이 요구되지 않으며 계통의 성
능을 보장하고 공정변수가 설계 제한치 내로 유지되도록 감시용 계기가 주제어실에
설치된다. 주제어반에 설치된 지시 및 경보로는 ①정화펌프 전단압력 및 고압력/저
압력 경보, ②정화펌프 방출 압력 및 고압력/저압력 경보, ③정화펌프 방출수 온도
및 고온 경보, ④정화펌프 방출수 유량, 그리고 ⑤정화펌프 방출수 유량 고유량 및
저유량 경보 등이 있다. 현장 제어반이나 현장에 설치되는 지시 및 경보로는 ①정
화수 유입 압력 (현장 제어반),

②정화펌프 방출 압력 (현장 제어반), ③정화펌프

방출수 유량(현장 제어반), ④정화여과기 압력차 및 고압력차 경보 (현장제어반), 그
리고 ⑤이온교환기 압력차 및 고압력차 경보 (현장제어반) 등이 있다. 정화여과기
전단에서 냉각재의 온도가 계측되어 냉각재의 온도가 주제어실에서 감시되고 고온
의 냉각재가 유입될 경우 이온교환 수지를 고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냉각재를
우회시키는데 사용되며 고온경보가 주제어반에 제공된다. 압력계측의 경우, 정화펌
프 전단/후단압력이 주제어반에 지시되며 고압 및 저압 경보가 주제어반에 제공된
다. 또 하나의 압력계측기는 현장에서 정화펌프 전단압력을 지시한다. 또한 정화펌
프 입구에 압력스위치가 설치되어 저압력시 정화펌프를 정지시켜 펌프를 보호한다.
또한 정화여과기에서의 압력손실을 지시하기 위하여 차압지시계가 제공된다. 차압
은 현장에 지시되며 고차압 경보가 현장제어반에 제공된다. 정화계통 운전중 이 계
기의 주기적인 판독에 의해 각 여과기에 점진적으로 부하가 걸림을 알 수 있다. 오
리피스 형식의 유량계가 정화여과기 후단에 설치되어 정화유량을 주제어반에 지시
한다. 이 채널은 주제어반에 고유량 및 저유량 경보를 제공한다. 또하나의 유량계는
현장에서 정화유량을 지시한다.

3.13.6 계통운전
3.13.6.1 정화운전
SMART가 계획정지 및 보수를 위한 운전이 진행되는 동안 일차 냉각재의
압력이 1 MPa, 냉각재 온도가 60℃ 이하가 되면 정화계통을 운전할 수 있다. 정화
계통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면 정화이온교환기, 정화여과기, 탈기기,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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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입장치 등을 점검한 후 정화계통을 일차계통에 연결하고 정화펌프를 기동한다.
정화운전중 필요시에는 용존기체의 제거를 위하여 탈기가 이루어지며 정화 및 탈기
운전중 시료채취에 의한 수질검사가 수행된다. 정화펌프의 요구유효흡입수두는 냉
각재 계통의 압력 및 수위에 의해 확보되며 정화운전시 펌프 운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제어실에는 정화펌프 입출구 압력, 정화유량 등 펌프의 운전을 감시할 수 있
는 운전 변수가 지시된다. 정화유량은 유량계측기로 확인하며 4.5㎥/hr의 정화유량
을 유지하도록 유량조절밸브를 수동으로 조절한다. 정화여과기의 운전상태를 감시
하기 위해 정화여과기 전․후단의 압력차를 감시하며 운전중 고압력차 경보가 울리
면 정화여과기를 교체한다. 정화운전이 완료된 후 각 기기는 장기 보관을 위하여
완전히 배수하며 정화이온교환수지 및 정화여과기 카트리지는 제거한다. 충수계통
과의 차단밸브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임을 확인한다.
3.13.6.2 탈기운전
정화운전이 개시될 때 정화유량에 포함되어 있는 용존기체를 제거하기 위하
여 냉각재 탈기가 이루어진다. 탈기 운전 전에 탈기기 연계계통의 운전 상태를 확
인한 후 탈기기가 운전 가능 상태에 있어야 한다. 시료채취 결과에 의해 탈기가 충
분히 이루어져 더 이상 탈기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탈기기 전단의
3-방향 밸브의 유로를 변경하여 정화수가 탈기기를 우회하여 흐르도록 한다.
3.13.6.3 화학제 주입운전
원자로를 기동하기 전에 냉각재의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제주입
장치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수를 주입한다. 암모니아수 주입 전에 발전소 용수 계통
을 이용하여 화학제주입탱크를 충분히 세척한다. 화학제주입장치 운전시에는 미리
계산된 양의 암모니아수를 주입하며 암모니아수 주입 전에 배기구를 이용하여 충분
한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암모니아수 주입이 완료된 후 화학제주입탱크를 충
분히 세척하여 장기 운전정지에 대비하여 기기 손상이 없도록 한다. 원자로 운전중
암모니아수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화계통 차단밸브가 완전히 잠겨있는지 확인
한 후, 화학제주입탱크 격리밸브 및 충수계통 연결밸브를 서서히 열어 화학제주입
탱크의 암모니아수를 일차냉각재에 주입한다.
3.13.6.4 보수 및 시험
정화계통의 펌프, 여과기, 이온교환기는 100%용량, 2대가 설치되므로 1대가
운전중이라도 다른 1대에 대한 보수 및 시험이 가능하다.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도
보수가 가능하도록 여유부품이 공급된다. 정화계통은 장기간 정지후 정화운전 개시
전에 펌프나 밸브등에 대해 육안 검사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 확보
한 여유부품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제거가 요구되는 기기 및 펌프, 방출밸브 등에
대한 연결부는 보수 및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플랜지 형태로 연결되며 누수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수가 불필요한 곳에는 용접이음을 한다. 정화계통 기기는
정화운전시 계통의 보수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 있으며 펌프
및 각 탱크는 보수 및 장기 보관에 용이하도록 배수관을 통하여 완전히 배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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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든 여과기는 카트리지의 교환 및 여과기 교체를 위하여 원격 설비가 갖추
어지며 정화이온교환기에도 이온교환 수지의 교체를 위한 원격 설비가 갖추어져 있
다. 계측기는 가동전 시험 중에 보정되며, 경보 기능도 운전성과 설정값이 적절한지
점검된다. 정화계통의 모든 부분은 유로, 유량, 기계적 건전성과 관련하여 운전 개
시전에 시험된다. 펌프는 수두와 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된다. 정화계통 운전
중 기기의 상태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화계통 운전 관련 변수들이 감시, 확
인되며 펌프와 밸브의 누설이 감시된다.

3.13.7 일차계통 수화학
일차계통 수화학의 목적은 어떤 운전 모드에서도 원자로 노심 및 기기들의 신
뢰성 있고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부식을 최소화하고, 핵연료 다
발에 부식생성물의 침적을 최소화하고, 구조물의 선택적인 부식을 배제하며 일차냉
각재의 방사분해반응(radiolysis)을 억제하는데 있다. 또한, 출력운전 중에 정화계통
을 사용하지 않고 핵연료 재장전 기간이나 계획 정지기간 동안에 만 정화계통을 운
전하므로 원자로냉각재 내의 부식생성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계통 재질의
부식을 억제하고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축적으로 인한 방사선 준위의 상승을 억제하
기 위해 수화학 제어가 요구된다. 일차냉각수로 무붕산 노심을 사용하며, 무붕산 노
심은 노심연소와 출력 증․감발에 따른 잉여반응도를 수용성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가연성 독봉, 제어봉, 감속재 온도 등으로 제어하며 일정한 pH를 유지하기 위해 암
모니아를 이용하여 조절하며 알칼리로 pH를 유지시켜 일차계통을 구성하는 재료
및 기기의 부식을 최소화하고 고장없는 운전을 보장한다.
3.13.7.1 수화학 조절
일차계통에서는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일차냉각수의 pH를 10.2∼10.5 범위로
조절하는 암모니아 수화학을 적용하고 있다. 일차계통수로 사용되는 물이 방사분해
되면 수소와 산소 및 과산화수소가 주로 생성된다. 과산화수소는 일차냉각수 온도
의 영향으로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방사분해반응은 냉각수 중에 수소기체가 일정
농도 이상 존재할 때 억제되며, 동시에 재질부식 반응 화학종인 산소 및 활성 래디
칼의 농도가 감소된다. 따라서, 일차냉각수내에서는 일정농도 이상의 용존 수소가
요구된다. 일차냉각수 중의 암모니아는 노심 내에서 중성자나 감마선 등의 방사선
으로 조사될 때 수소와 질소로 분해되며 이때 발생된 수소와 물의 방사분해 생성물
중 하나인 산소와 반응하여 물이 합성된다. 또한 암모니아 방사분해시 수소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역반응으로 암모니아가 재합성된다. 일차계통수에 대한 정상운전중
화학조건 제한치는 표 3.13-2에 나타내었다.
운전중 화학조건 제한치를 정상, 조치준위 1, 조치준위 2, 조치준위 3으로 분
류하여, 고 순도 수화학 조건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융통성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정상 운전 제한치는 계통 신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변수 값에 관
련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유지 가능한 값에 근거한 것이다. 세 종류의
조치준위는 측정된 변수가 정상 운전 제한치를 벗어났을 때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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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의된다. 각 조치준위에 대한 조치 정도는 조치준위 1부터 조치준위 3까지
단계적으로 엄격한 방향으로 증가한다. 조치준위에 따른 화학 제한치는 일차계통의
부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되도록 한다. 조치 준위 1은 수화학 변수가 제
한치를 초과하여 장기간 운전될 경우 일차계통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
타내는데, 이 때의 조치사항으로는 7일 이내에 수화학 변수를 조치 준위 1로 복구
시키거나 7일 이내에 수화학 변수를 조치준위 1로 복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이런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기
기의 추가나 개조를 요구할 수 있다. 조치준위 2는 수화학 변수가 제한치를 초과하
여 단기간 운전될 경우 일차계통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로 24시간 이내 수화학 변수를 조치준위 2로 복구시켜야 한다. 만일에 24시간
이내에 수화학 변수가 조치 준위 2의 범위에 있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발전소를 정
지시킨다. 먼저 가능한 빨리 원자로를 저온 정지상태로 유지한다. 만일 원자로 정지
전에 수화학 변수가 조치 준위 2의 범위에 있으면 다시 전출력 운전으로 복구시킨
다. 조치준위 2의 범위 초과에 의해 발전소를 정지한 후에는 사고에 대한 기술평가
를 수행한다. 조치준위 3은 발전소의 연속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즉시 순차적으
로 발전소를 정지하고 일차계통수의 온도는 가능한한 빨리 150℃ 이하로 유지하여
야 한다. 만일 발전소 정지 전에 수화학 변수가 조치준위 3의 범위에 있으면 다시
다른 조치준위에 제한한 정상운전으로 복구시킨다.
3.13.7.2 수화학 및 순도 조절
정상운전시 원자로냉각재의 수소 농도는 25∼50 cc(STP)H2/kg H2O으로 유
지한다. 또한 정상운전시 조치준위1의 제한치는 <25 혹은 >50 cc(STP)H2/kg H2O,
조치준위 2와 조치준위 3의 제한치는 각각 <15 및 <5 cc(STP)H2/kg H2O 이하로
설정한다. 정상운전시 노심의 출력변화에 따라 수소 농도 25∼50 cc(STP)H2/kg
H2O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pH25℃ 범위는 10.2∼10.5이며 요구되는 암모니아 농도
는 35∼70ppm 이다. 정상운전시 응력균열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용존 산소 및 염소
의 관계를 고려하여 용존 산소 및 염소 농도를 제한한다. 정상운전시 산소 및 염소
제한치는 표 3.13-2에서 각각 0.005 ppm 및 0.05 ppm 이하이며, 염소는 스테인레강
재질 기기의 염소 유발 응력균열부식을 발생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성분이다.
염소 유발 응력균열부식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이 고온수에서 산소의 존재하
에 염소 이온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불소 이온이 66℃ 이하의 온도에서
예민화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의 결정입계부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염소이온의 운전 범위와 동일하게 일차계통수의 불소 농도를 0.05 ppm으로
제한한다. 이런 자료에 근거하면 일차계통수에서의 불소 이온을 최소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원자로용기, 가압기, 주냉각재 펌프 및 배관 등의 재질이 스테인레스강
이므로 일차계통의 결정입계부식 및 응력균열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황화물의 농
도를 제한한다. 정상운전시 황화물에 대한 제한치는 0.05 ppm 이하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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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 정화계통 주요기기 설계자료 요약 (4 중 1)

가. 정화펌프
수량

2

형식

전동기 구동 원심형 펌프

설계압력

2 MPa

설계온도

100℃

최대유량

6 ㎥/hr

정격유량

4.5 ㎥/hr

정격수두

60.2 m

Shutoff수두

81 m (최대)

가용유효펌프흡입수두

1.5 m

흡입압력

0.18∼1.1 MPa

주요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일차냉각재

안전등급

비안전

코드등급

ASME Sec. VIII

내진등급

II

전기등급

Non-1E

능동기기여부

아니오

나. 정화여과기
수량

2

여과기 형식

교체형 카트리지

여과재 형식

Synthetic fiber 또는 동등형식

설계유량

6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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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 정화계통 주요기기 설계자료 요약 (4 중 2)
설계압력

2 MPa

설계온도

100℃

운전압력

< 1.7 MPa

운전온도

4∼50℃

입자크기 및 제거효율

2 마이크론 이상, 입자수의 98%

주요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안전등급

비안전

코드등급

ASME Sec. VIII

내진등급

II

전기등급
능동기기여부

아니오

다. 이온교환기
수량

2

수지형식
설계유량

혼상수지 (양이온: H + , 음이온: OH - )
6 ㎥/hr

설계압력

2 MPa

설계온도

100℃

운전유량

4.5 ㎥/hr

운전온도

최소 4℃, 최대 60℃

유효수지부피

285 ℓ

주요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안전등급

비안전

코드등급

ASME Sec. VIII

내진등급

II

전기등급
능동기기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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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 정화계통 주요기기 설계자료 요약 (4 중 3)
라. 탈기기
수량

1

형식

Single Skid

계통수 입출구 설계유량

6 ㎥/hr

계통수 입출구 설계압력

2 MPa

계통수 입출구 설계온도

100 ℃

계통수 입출구 운전유량

4.5 ㎥/hr

운전온도

4∼50℃

주요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최소 제염계수

1000

안전등급

비안전

코드등급

ASME Sec. VIII

내진등급

II

전기등급

Non-1E

능동기기여부

아니오

마. 유량조절밸브
밸브형식

글로브

밸브크기

1.5" (40 mm)

구동기 형식

공기 다이아프램

고장상태 밸브위치

개방

설계압력

2 MPa

설계온도

100℃

재질

스테인레스강

안전등급

비안전

코드등급

ASME Sec. VIII

내진등급

II

전기등급

Non-1E

능동기기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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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 정화계통 주요기기 설계자료 요약 (4 중 4)
바. 화학제 주입 탱크
수량

1

형식

Single Skid

설계압력

20 MPa

설계온도

100℃

운전압력

0.78∼15.5 MPa

운전온도

4∼50℃

내부체적

21 ℓ

주요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안전등급

비안전

코드등급

ASME Sec. VIII

내진등급

II

전기등급

-

능동기기여부

아니오

사. 체형여과기
수량

1

여과기형식

Y형

제거입자크기

U.S.mesh #100

설계유량

6 ㎥/hr

설계압력

2 MPa

설계온도

100℃

주요재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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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2 일차계통수에 대한 정상운전중 화학조건 제한치

변 수

정상 범위

pH@25℃

10.2∼10.5

--

--

--

암모니아,ppm

35∼70

--

--

--

용존수소,

25∼50

<25, >50

조치준위 1

조치준위 2

< 15

조치준위 3

< 5

cc/kg H2O
용존산소,ppm

≤ 0.005

--

> 0.1

>1.0

염소이온( Cl - ),ppm ≤ 0.05

>0.05

> 0.15

>1.5

불소이온( F - ),ppm

≤ 0.05

>0.05

> 0.15

>1.5

≤ 0.05

--

> 0.15

2-

황화물( SO 4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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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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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정화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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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격리계통, 원자로안전
보호용기 가연성기체제어계통, 물재킷,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송풍/냉각계통, 원자로안전
보호용기 과압보호계통 등을 포함한다. 본 절에서는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격리계통, 원
자로안전보호용기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송풍/냉각계통, 원자로안전
보호용기 과압보호계통 등을 제외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및 물재킷(water jacket)만을
기술한다. 설계제한치 및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발전소 운전 수명기간 동안에 원자로
안전보호용기 및 물재킷의 기능들이 기술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설계기준사고는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와 2차계통 파단사고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를 말한다.
본 절에서는 사고완화기능에 관련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설계, 시험 및 평가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구조에 대한 정하중 및 지진하중 등에 관련된 설계
기준은 지진해석과 관련된 절에서 기술된다.

3.14.1 설계요건 및 기준
SMART의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설계기준사고시 기존원자로의 격납건물의 기
능을 수행하므로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기존의 격납건물 관련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유체적은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전체체적에서 기기 및 구조물
의 점유체적을 제외한 체적이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설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내
부압력 및 체적설계기준은 설계기준사고시 원자로안전보호용기내 균질수소농도가
4% 미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소결합기 및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자유체적 용량을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초과 중대사고시 100%의 핵연료피복재가 산화되었을때 원
자로안전보호용기 내 균질수소농도가 10%미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유체적 및 수
소점화기/수소결합기 용량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설계 압력
과 온도는 냉각재상실사고, 주증기관 또는 급수관 파단사고시 첨두계산 압력 및 온
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열제거계통의 설계는 기존의 격납용
기의 냉각설계에 적용되는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열제거
계통인 물재킷의 설계에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물재킷의 물 용량과 냉각
방식은 외부의 냉각수의 재충전조치 없이 3일 (72시간) 동안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냉각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②원자로안전보호용기 설계압력은 냉각재상실사고, 증
기배관 또는 급수관 파단시 계산되는 최대압력보다 10%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
다(SRP 6.2.1, 일반설계기준 16, 50). ③원자로안전보호용기 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
사고시 24시간 이내에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을 설계압력의 50% 이하로 감소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SRP 6.2.1, 일반설계기준
38). ④물재킷의 냉각수 초기온도는 50℃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 요건은 원
자로안전보호용기의 자유체적 및 열제거계통에 의한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최소 열
제거율을 결정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물재킷의 용량을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부로 방출되는 증기를 모두 응축시키는데 필요한 물의 총
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감압을 위한 최소냉각률 요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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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안전설계기준은 사고시 방사성물질 방
출에 의한 방사선량이 10CFR100에 명시된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요건
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누설률 관점에서, 방사능유출해석을
통하여 누설률이 결정되어져야 하며, 동시에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압력과 온도에서
는 보수적으로 누설이 없다고 가정하고 해석이 수행된다.

3.14.2 계통 기능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SMART 원자로집합체, 외부 주요기기 및 관련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용기로서 일차계통의 건전성이 상실되는 설계기준사고시 방사성
물질을 용기 내로 제한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즉 SMART의 원자로
안전보호용기는 설계기준사고시 기존원자로의 격납건물의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
안전보호용기는 크기가 제한되지만 격리밸브 및 배관 등 많은 열방출 기기가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와 계기들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장하기 위
하여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내부온도가 50℃이하로 유지하도록 공기조절 및 냉각설
비가 지속적으로 가동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높은 내압(3MPa, 250℃)으로 설
계되므로 냉각재상실사고 사고시 원자로용기의 내. 외부압력을 같게 하여 일차냉각
재의 누출을 차단함으로써 원자로용기의 자연순환 유로를 유지시켜 증기발생기에
의한 장기냉각을 가능하게 한다. 물재킷이 설치된 SMART의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는 설계기준사고시 일차격납용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물재킷은 냉각재상실사고, 증
기관 파단사고 등의 고 에너지 배관이 파단되는 설계기준사고시 원자로안전보호용
기 내의 에너지를 제거하여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는데
사용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철제 벽면을 통한 열전달로 용기내부벽면에서는
증기의 응축이 발생하여 용기 내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물재킷에 저장되어 있는 물
의 증발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의 에너지를 제거한다. 물재킷에 발생한 증기는
물재킷 상부에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외부차폐탱크로 증기를 방출시킨다.

3.14.3 계통 설명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주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등을 포함하
는 원자로, 가압기 개스실린더 및 비상노심냉각탱크 등의 주요기기, 각종밸브, 및 관
련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용기이며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외벽은 물재킷으로 둘
러 싸여져 있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및 물재킷의 계장도는 그림 3.14-1에 나타나 있
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일차계통의 건전성이 상실되는 사고시 일차계통에서 누출
되는 방사능을 일차적으로 용기 내로 제한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잔
열제거계통, 충수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과 더불어 냉각재의 누출을 제한
하여 복구조치 없이 72시간동안 노심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격납건물과 함께 일종의 이중격납용기 개념을 사용한 것
으로 SMART의 경우에는 모든 원자로계통 주요 기기가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
치되는 관계로 원자로안전보호용기를 사용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설계기준사고시
원자로 냉각재계통에서 방출되는 모든 방사능 물질은 일차적으로 원자로안전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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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의하여 차단되며, 더 이상의 방사능 물질은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있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부에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초과 사고시 발생
되는 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소 점화기 및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가 설치된다.

3.14.4 기기 설명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
에 원자로와 같은 발열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운전 중 기기 및 계기
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내부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공기조화계통이 존
재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설계압력은 일차계통의 건전성이 상실되는 설계기준
사고시 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결정된다.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하면 원
자로안전보호용기의 공기조화계통의 작동과 아울러 철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주위
로 열전달을 시킴으로써 증기를 응축시켜 용기 내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원자
로안전보호용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물재킷은 용기로부터 열전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달되는 열로 인해 물재킷에 증기가 발생하면 물재킷 상부에 연
결된 배관을 통하여 외부차폐탱크로 증기를 방출시킨다. 이 연결 배관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계기준초과사고시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이 설계압력에
비해 높아지는 경우에는 과압보호용 방출밸브를 사용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를 외부
차폐탱크의 물속으로 방출시킨다. 방출밸브 고장시 외부탱크로 방출되는 누설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방출밸브의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되어 있다. 용기 내 설계압력에서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허용 누설량은 방사능유출해석을 통하여 방사능 유출량이
10CFR100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출밸브는 1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원자
로안전보호용기의 감압이 이루어진 후 방출밸브가 정해진 설정치에서 닫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납건물의 지속적인 압력 상승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대비하여 격납건물의 대기를 외부로 직접 방출시킬 수 있도록 파열판과 필터
가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외부차폐탱크 내부로 연결되는 배관은 방출되
는 증기의 응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린 sparger 형태로 되
어 있다. 외부차폐탱크로 증기가 계속 방출되어 탱크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경
우에는 독립냉각계통이 작동하여 탱크를 냉각시킨다. 독립냉각계통은 2 개의 계열
(train)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계열에는 펌프와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다. 고온의
외부차폐탱크 내의 물은 펌프를 통해 열교환기를 거치는 동안 냉각되어 탱크로 되
돌아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열교환기에는 차가운 기기냉각수가 사용되어 탱크의
물을 냉각시킨다. 외부차폐탱크에는 고온 고압의 증기가 계속 방출되어 탱크 내부
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방출밸브가 탱
크 덮개에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내부 및 외부충격에 대해 견디도
록 설계된다. 내부충격은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작동유체에 의한 충격, 정상운
전 조건의 과도 및 사고에 의한

각 계통 온도 변화에 의한 충격, 그리고 사고시

각 계통 부품 파편에 의한 충격 등이다. 외부충격은 지진에 의한 충격, 비행물체의
충돌 및 폭발에 의한 충격, 그리고 이러한 충격에 의해 부서진 격납건물 파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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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격 등이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부에는 중대사고시 및 설계기준사고시 발생
되는 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소점화기와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가 설치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기능은 원자로 용기 내에서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모든 설계 기준사고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반면 격납건물의 기능은 원자로
안전보호용기의 건전성 상실과 관련된 설계기준초과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방
출을 제한할 뿐 아니라 노심 재장전 및 보수시 방사성 물질의 방출도 제한한다. 또
한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강력한 누설방지 압력용기로 설계되어 제작자의 공장 내
에서 제작 및 시험되어 매우 높은 기밀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 설정된 강도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작 될 수 있으며 100%의 누설방지를 보장할 수 있다. 반면 격납건물
은 그 크기로 인해 제한적인 용량의 부하를 견딜 수 있고, 누설방지 능력도 조건적
이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플랜트 운전 중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핵
증기공급계통 관련 기기는 격납건물 내에 위치하는데 격납건물 격벽 내에는 필요한
경우만 출입이 가능하다. 환기장치가 설치되는 격벽 내에서는 운전중 상시 출입도
가능하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크기가 제한되지만 내부에는 원자로 격리밸브를
포함한 배관 등 많은 열방출 기기가 있다. 이러한 기기와 계기의 정상적 운전을 보
장하기 위해 안전보호용기는 공기 온도를 50℃ 이내로 유지하도록 공기 조절장치가
지속적으로 가동된다. 반면, 격납건물은 내부 공간이 매우 크고 그 외면이 외부로
노출되므로 원자로안전보호용기와 같은 강제 냉각시스템이 없고 피동적으로 작동하
는 격납건물 냉각계통에 의해 냉각된다. 만약, 원자로안전보호용기가 없다면, 격납
건물의 내부 공간은 공기 조화장치가 있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설계온도 및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무시스템으로 냉각시켜야 할 것이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작으
므로 기기의 부하지지 금속 구조가 비교적 작고 간단하므로 냉각재상실사고후 제염
이 용이하다. 또한 그 표면을 제염용해제에 강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다. 반면, 격납
건물은 그 체적이 매우 크므로 제염에 더 큰 비용이 들뿐 아니라 내 화학성 자재를
쓰는 것도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높은 내압에 견딜 수
있으므로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원자로의 내, 외부 압력을 같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자로로부터 일차냉각재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일차냉각재 재고량 손실없이
증기발생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 반면, 격납건물은 그 큰 부피로 인해 냉각재상실사
고로 일차냉각수가 방출되면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만일 원자로
안전보호용기가 없다면 더 큰 용량의 피동형의 비상노심냉각탱크가 필요하며 원자
로 냉각이 이루어 질 때까지 냉각재 상실에 따른 충수량이 많아질 것이다. 원자로
안전보호용기가 없으면 일차계통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은 쉽게 큰 격납건물 내로 퍼
져 버리므로 원자로 주위의 틈새를 통해 누설량이 모아지는 것이 어렵게 된다. 원
자로안전보호용기와 물재킷의 기기변수는 표 3.14-1과 표 3.14-2에 기술되어 있다.

3.14.5 계측 및 제어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계측과 제어는 IEEE 603-1998, "원자력발전소의 보호계
통에 대한 기준“의 적용 부분에 따라 설계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의 온도

- 484 -

(T-803), 압력(P-801)을 측정하여 운전원에게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계측 및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고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냉각을 위한 물재킷의 수위
(L-801)를 감시하기 위하여 수위계가 제공된다.

3.14.6 계통 운전
원자로안전보호용기는 그 자체가 커다란 피동형의 원통형 용기로서 일차계통
의 건전성이 상실되는 사고시 일차계통에서 누출되는 방사능을 일차적으로 용기 내
로 제한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잔열제거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과 더불어 냉각재의 누출을 제한하여 복구조치 없이 72시간동안 노심손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과압보호는 철제 용기
자체를 통한 열전달, 철제용기 주위에 설치된 물재킷을 통한 열전달 및 과압보호용
방출밸브를 통한 감압 등의 피동 개념을 적용한 메카니즘에 의해 수행된다. 설계기
준사고시 발생되는 수소농도는 수소감시계통으로 감시되며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
기는 운전원 조작 및 전원공급 없이 피동적으로 작동된다.

3.14.7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누설시험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및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관통부들은 10CFR50, 부록 A, 일
반설계기준 52, 53 그리고 54의 요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누설률 시험을 할 수 있도
록 설계된다. 10CFR50, 부록 J는 격납건물 누설시험 요건 및 이들 시험에 대한 승
인기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SMART 원자로안전보호용기에도 준용되어 적용
된다. 누설률 시험 목적은 원자로안전보호용기로부터의 누설이 운영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s)에서 규정한 제한치 이내임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10CFR50, 부
록 J에 따른 유형 A, B, C 시험은 다음에 각각 기술되어 있다.
3.14.7.1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종합누설률 시험-유형 A 시험
원자로안전보호용기에 대한 설계누설률은 설계기준사고 압력에서 사고시 방
사성물질 방출에 의한 방사선량이 10CFR100에 명시된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유형

A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누설률은

10CFR50, 부록 J에 따른 방법 및 요구조건들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된다. 종합 누설
률 시험에 대하여 부록 J에 명시된 허용기준은 시험주기 사이에 운전하는 동안의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누설 건전성에 대한 열화를 고려한다. 측정누설률 (Lam@시험첨
두압력)은 최대 누설허용치 (La)의 0.75이하가 되도록 제한한다. 종합누설률 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전시험 요구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원
자로안전보호용기 종합누설률 시험은 일련의 국부 누설시험들이 성공적으로 마친
후 수행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영역, 다시 말해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관통부를 통
해 발생할 수 있는 누설은 종합누설율 시험기간동안 일어날 수 있는 누설과 유사한
시험조건들을 적용하여 국부누설률 시험은 전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구조물을 가압하
지 않고서도 원자로안전보호용기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누설을 검출하고 보정하
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부누설시험들은 다음에 명시된 유형 B 및 C
시험들이 있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의 구조적인 건전성 또는 누설방지기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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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열화의 가능성 때문에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구조물과 기기
의 접근 가능한 내, 외부의 일반적인 검사가 수행된다. 유형 A의 시험에 앞서 구조
적인 손상부분은 정비 및 시정 조치된다. 유형 C 시험을 완료한 후 원자로안전보호
용기 격리밸브들은 정상운전상태에 놓이게 되며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정상적인 방법
에 의해 사고 후 상태인 재위치로 놓이게 된다. 최악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또한 유
형 A 시험결과가 가장 제한적인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후 격리되었던 계통들은 적절하게 격리,
배수 및 배기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 영역의 일부를 이루고 사고 조건에
따라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공간으로 간접적으로 개방되어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영역
으로 확장되는 유체계통들의 해당 부분들은 시험 전 및 시험 중에 원자로안전보호
용기 공간으로 개방되거나 배기된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를 관통하며 냉각재상실사
고로 인하여 파열이 가상되는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부의 폐쇄계통들의 해당 부분
들은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공간 내로 배기된다. 배기된 계통 모두 그 계통의 원자로
안전보호용기 격리밸브가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공기시험 압력 및 최대 사고 후 차압
까지 견디게 됨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물 또는 기타 유체를 배수시키도
록 한다. 시험기간 중 발전소를 안전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통들은 정상모
드로 운전가능하며 배기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격리밸브들
은 유형 C 시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된다. 증기발생기 튜브 및 쉘 그리고 원자로
안전보호용기를 관통하는 관련 배관계통들은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에 폐쇄된 계통
을 형성한다. 2차계통은 보조급수계통에 의해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사고 후의 압력
보다 훨씬 큰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계통의 2차측은 원자로
안전보호용기 공간으로 배기되지 않는다. 가압된 기체 및 물 계통은 그 계통에 대
한 외부 격리밸브 상부로 격리되고 그 다음에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격리밸브의 상부
로 배기된다. 이것은 원자로안전보호용기로의 누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자로안전
보호용기 격리밸브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비상노심냉
각탱크는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공간으로 배기된다. 이는 외부적인 시험압력으로부터
탱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실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누설을 알 수 없게
하는 탱크로 또는 탱크로부터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종합누설률시험은
ANSI/ANS-56.8 (1987)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유형 B 또는 C 시험으로 부터 제외
된 관통부 대해서는 10CFR50, 부록 J 누설시험요건에 따른 유형 A 시험이 수행된
다.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누설을 측정하기 위해 절대적인 시험방법이 사용된다. 원자
로안전보호용기 건구 온도, 압력 및 이슬점온도가 시험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측정
된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들은 분석되어져서 누설률과 그 통계상의 중요한 점이 밝
혀지게 된다.

일단 누설률이 충분한 정확도를 갖는다고 입증되면, 알려진 추가적인

누설을 부과시키면서 측정을 계속하여 누설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제공한다.
유형 A 시험의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10CFR50, 부록 J의 지침을 예외 없이 따른
다. 수행중인 종합누설률 시험이 실패하면 보수가 이루어지며 하나의 예외로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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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종합누설률시험이 상온정지 조건에서 수행된다.

시험실패의 원인이 확인된

누설경로를 통한 초과누설인 경우, 보수 전, 후 국부누설률 자료가 사용 가능한 경
우, 누설경로를 격리시킨 후 종합누설률 시험 승인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등일 때는
종합누설률 재시험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누설률시험 허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허용 가능한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누설 제한치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정작업이 필요하다.
3.14.7.2 원자로안전보호용기 관통부 누설률 시험 (유형 B 시험)
작업자 출입구, 기기 출입구, 전기 관통부등과 같은 각 부분의 원자로안전보
호용기 관통부들은 유형 B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관통부들은 밀봉부사이의
가압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 밀봉 덮개와 연결부로 되어있다. 각 관통부는 밀봉을
유지하면서 계산된 최대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 기기 및 작업용 출입구는 시험 중 내부 밀봉에 대한 설치를 확인하기 위해 시
험 클램프 (clamp)를 갖추고 있다. 유형 B 시험에 대한 시험압력은 원자로안전보호
용기에 대한 계산된 최대 압력, Pa이다. 모든 유형 B 및 C 시험에 대한 종합누설률
은 0.6 La 이하이어야 한다.

각 각의 허용 누설률과 유형 B 관통부에 대해 수행된

시험들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유형 B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유형 C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와 동일하다. 그 시험 절차는 유형 C
시험에 대해 사용되는 절차와 동일하다. 유형 B 시험들은 몇가지 추가 및 제외사항
과 함께 10CFR50, 부록 J에 의거 수행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에 연결된 배관계통과
관련 있는 밸브들은 증기발생기를 격리하며,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안전보호
용기 격리밸브로서 고려하지 않으므로 누설시험은 하지 않는다. 증기발생기 2차측
의 모든 부분은 원자로안전보호용기(폐쇄계통)의 연장으로 간주되며, 소형냉각재상
실사고 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소한 증기발생
기 튜브 누설은 보조급수계통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를 채운 물로 밀봉시킬 수 있
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계통들은 증기발생기 취출, 공정시료채취, 주증기, 급수,
그리고 보조급수계통들이다. 초기에 폐쇄되어 있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후에도 폐
쇄 상태를 유지하는 정상운전 중 채워져 있는 관로를 포함한 충수계통 밸브들은 유
형 C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유형 B 및 C 시험 동안 사용될 시험 장비는 공기 공급
원 및 그 연결기, 압력조절기, 절대압력계, 유량계 그리고 관련 밸브 및 접속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격리밸브들은 추가적인 조정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고 후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유체계통들은 적절히 배수되고 시험
중인 격리밸브에 시험체적과 대기 공기역압을 공급하기 위해 정렬될 밸브를 통해
배기된다. 유형 C 누설시험을 하는 이러한 밸브들에 대해서는 국부 가압을 실시하
여 유형 C 시험을 수행한다. 밸브의 안전기능의 작동수행이 필요시 압력을 동일방
향으로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방향으로 가해진 압력이 그에 상응하
거나 더 조심스런 결과를 나타낼 지 결정되어져야 한다. 시험체적과 지지용기는 운
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시험압력까지 가압된다. 압력조절기는 시험체적을 최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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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유지한다. 시험체적으로의 공기 유량율은 자료 양식에 명시된 주기대로 압력을
읽어가며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치들은 누설율(㎤/min)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형 시험체적인 경우 누설율을 결정하기 위해 압력 감쇄방법이 사용된다. 유형 B
및 C 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누설율은 0.6La 이하이어야 한다.
3.14.7.3 주기적 시험의 계획과 보고
유형 A, B 및 C 시험들은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주기에 따라 수행된다.
이런 주기는 상기에서 기술된 것으로서 출입구 시험을 예외로 하고 10CFR50, 부록
J에 따른다. 각 시험 후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과학기술부에
제출된다. 가동 전 시험보고서는 누설측정계통에 대한 계략도, 사용된 계측장비, 추
가시험방법, 시험 프로그램, 그리고 유형 A 시험에 대한 누설시험자료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포함한다.
3.14.7.4 특수시험 요건
SMART는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밖에 격납건물을 갖고 있으므로 격납건물에
대한 시험요건은 격납건물계통에서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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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안전보호용기 및 물재킷 개략도

- 489 -

표 3.14-1 원자로안전보호용기 설계 변수

개수

1

안전등급

2

코드

ASME 코드 Sect. III Class 2

설계압력, 내부/외부

3 MPa/-0.028 MPa

설계 온도

250℃

운전 온도

50℃

정상운전압력

0.1 MPa

체적, 전체

502 ㎥

자유체적

400 ㎥

유체

대기

재질

피복재-스테인레스 304, 316형
또는 승인된 다른 재질
몸체-탄소강 SA-516형
또는 승인된 다른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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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 물재킷 설계 변수

개수

1

안전등급

2

코드

ASME 코드 Sect. III Class 2

설계압력, 내부/외부

0.1 MPa/0.1 MPa

설계 온도

250℃

운전 온도

50℃

정상운전압력

0.1 MPa

체적, 전체

42 ㎥

물체적

32 ㎥

유체

순수

재질

피복재-스테인레스 304, 316형
또는 승인된 다른 재질
몸체-탄소강 SA-516형
또는 승인된 다른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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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3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및 물재킷 공정계측기
계기

채널수

범 위

온도

1

0∼300℃

압력

1

0∼5 MPa

수위

1

0∼100 %

사고 후 기능
냉각재상실사고 후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
온도 감시
냉각재상실사고 후 원자로안전보호용기 내
압력 감시
냉각재상실사고 후 물재킷 수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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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계측제어계통 및 제어실
3.15.1 센서 및 계측계통
3.15.1.1 설계요건 및 기준
SMART 계측계통은 핵계측과 공정계측 그리고 특정감시계통으로 분류된다.
핵계측은 핵연료로부터 생성되는 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
전등급신호의 생성, 출력운전 범위에서의 제어등급 신호를 생성하고 선원영역신호
를 주제어실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15.1-1]. 공정계측은 공정계통의 열수력
현상을 감지한 후 신호처리를 통해 상위의 기능계통인 제어, 보호 및 감시계통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측신호를 제공한다[3.15.1-2]. 또한 특정감시계통은
일차계통의 건전성 감시, 부적절 노심냉각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공
정 및 핵계측 관련 센서로부터 측정된 관련변수를 계산하여 상위계통에 전달한다.
SMART MMIS의 상위 개발목표인 MMIS 디지털화에 따라 계측계통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

계측을 위한 신호처리는 센서로부터의 아나로그 출력을 전처리

한 후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통하여 측정신호를 디지털화하여 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계통이나 계통내의 처리모듈에 전송하는 멀티플렉싱 방법이다. 디지털화된
계측계통은 기존 원자로의 아나로그 계측계통과 비교할 때 기능요건의 추가 및 성
능요건의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나로그/디지털변환기의 사용에 따른 디지

털 기능과 신호의 다중처리로 인한 신호의 할당 및 구획화 등은 새로 대두된 요건
중의 하나이다.
3.15.1.1.1 기능요건
핵계측은 원자로 보호를 위해 원자로 출력과 관련된 안전등급신호를 생
성하여 보호계통에 전달하고, 원자로 운전 및 제어를 위해 제어등급신호를 생성하
여 제어계통에 전달하며, 감시신호를 생성하여 경보 및 지시계통과 정보처리계통에
전달한다. 공정계측은 온도, 압력, 유량, 수위, 전류, 위치, 속도, 방사선 등의
SMART 공정변수를 계측하여 제어, 보호 및 감시계통에 제공한다. 상기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계측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감지기능(센서/트랜스미터)
SMART의 공정상태 또는 기기상태를 적합한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한다.
‧ 아나로그 신호조정기능(신호조정회로)
아나로그 신호조정기능은 센서/트랜스미터에 의해 측정된 신호를 이를
이용하는 처리기가 인식하기 쉽게 조정하는 기능이다. 신호조정기능에는 신호변환,
증폭, 선형화, 격리 등이 있다.
‧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능(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는 디지털화된 MMIS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
한 부분이다.

따라서 아나로그/디지털 변환에 따른 성능요건이 특별히 중요시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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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처리기능(신호처리 프로세서)
계측계통의 주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으로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이산화된 신호를 이용, 디지털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주요 수행기능

은 처리 주기내의 공정대표치 추출, 신호 및 장비 건전성 확인이며, 더 나아가 필요
에 따라서는 자동 교정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특정감시계통의 프로세서는 부적절 노심냉각감시를 위한 원자로 수위, 냉각재 포
화여유도, 노심출구온도 등을 계산하며, 일차계통 건전성감시를 위해 가속도 신호처
리, 고장위치 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데이터 전송기능(통신망 카드 및 통신연계장치)
각종 신호의 대표치 및 자가진단 등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를 타계통
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원자로 보호, SMART 제어 및 감시를 위한 기
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3.15.1.1.2 성능요건
계측계통은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으로 나뉘며 안전등급 계측계통은 보
호채널의 안전성 관련요건과 신뢰도 요건을 준수한다. 디지털화된 계측계통의 특징
적인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 결정론적 데이터 처리
디지털화의 특징인 데이터의 이산성, 소프트웨어 구동 등으로 인한 응
답시간지연요소와 불확실도 요소를 없애기 위해 결정론적인 데이터 처리가 필수이
다. 결정론적인 데이터 처리 및 전송요건을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경성 실시간 시스템이어야 한다.
- 데이터 처리과정이 명확해야 하고 오류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 검증이 힘든 상업용 실시간 운영체계의 사용보다는 개발자에 의해 구
성된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데이터 전송
- 통신망은 프로세서간의 신호를 왜곡되거나 누락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여유와 결정론적인 전송구조를 가져야 한다.
- 계측계통을 통하여 처리 및 전송된 데이터의 전송지연시간이 여타계통
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 심층방호 및 다양성
- 공통모드고장 등 디지털계통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다중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신호의 동시상실 방지를 위해 신
호의 구획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온라인 시험 및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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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온라인 자가진단 기능을 가져야 하며, 계측기의
소프트웨어적 교정 등 자동교정기능을 가능한 한 도입해야 한다.
3.15.1.2 센서
일체형 원자로에 설치되는 센서는 기존 원자로에 설치된 센서의 특성과 대
부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외 핵계측기 등 일부 센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계
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체형 원자로의 상위 개념인 센서 감축개념

에 따라 센서공유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3.15.1.2.1 원자로내 핵계측기 설치 및 제작성 검토
‧ 기술현안
기존 원자로 중성자속 계측을 위한 계측기 집합체는 원자로 용기 밖
에 위치하고 있으나, SMART의 경우 원자로 용기 밖의 중성자속 누설률은 매우 낮
으므로 검출기 위치가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측정 민

감도가 매우 좋은 계측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자로 용기 내에 계측기를 설치하
여야만 측정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원자로 용기 밖에서

광역측정영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계측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SMART의 핵계측기는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한 상태이다. 원자로
용기내의 환경은 기존 원자로의 설치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온도의 경우 최고 350

o

C, 압력의 경우 17 MPa, 중성자속의 경우 기존 원자로의 최대 누설률 보다 약

1000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측기 설치공간도 최대 50 mm의 안내관에
삽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핵계측기의 설치 및 제작요건은 매우 제한적이

며, 현존하는 계측기사양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 조사 및 분석
- 측정영역 관련 현안분석
고 중성자속을 기존 원자로 사용 계측기로 측정할 경우 포화영역이
발생하여 측정 정확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측기를 조사한
결과 고 중성자속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계

측기 실제 감지길이(sensitivity length)가 작아 집합체 당 3 개의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국부적인 중성자속 섭동(perturbation)을 측정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향후 이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 고온, 고압, 고습환경 분석
계측기 집합체를 지지하는 안내관은 굴곡영역을 지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냉각재가 유입되어 원자로 일차계통의 온도, 압력, 냉각재 노출 환경에 바로
직면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검출기 집합체 제작시 고압력에 견딜 수 있는
압력경계의 설계제작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온에서 측정 정확도와 민감도가 크게 감
소되지 않는 계측기가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냉각재 노출 환경으로 인해 습기에

민감한 전자기기의 오동작 또는 측정신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경계와 검
출기집합체 경계를 격리 밀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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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의 제작성 검토결

과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검출기 집합체가 제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안내관 특성에 따른 제작, 설치, 유지보수 관점
현재 고려중인 계측기 안내관은 타 구조물의 영향으로 굴곡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치 및 보수유지를 위한 해체 관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최

악의 경우를 상정, 계측기 안내관이 굴곡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제작가능
성을 조사한 결과, 보수유지가 용이한 유연한 계측기 집합체 설계를 위해서는 약
900 mm 의 굴곡반경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 결론 및 향후 계획
상기 조사 및 분석결과 SMART 원자로 특성에 맞는 핵계측기는 공간
상의 제약으로 인해 네 개의 안전채널로 설계하고, 비안전 등급 계통인 제어 및 감
시계통에는 격리기를 써서 신호를 전송하는 계측기 공유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계측기 제작 및 설치측면에서는 특수 제작이 필요하므로 상세 설계단계에서 성능검
증을 위한 제반 시험 및 프로토타입 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15.1.2.2 센서 공유
‧ 필요성
센서감축 개념은 SMART의 상위개념중의 하나이다.

이는 일체형으로

인한 센서 설치공간의 제약성과 플랜트의 단순화목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센
서감축은 정보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MMIS 측면에서는 센서감축으로
인한 기능의 삭제는 없으며, 단지 공정계통과 연계되는 계측루프의 기기 감축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센서감축은 센서공유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센서공

유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
‧ 전제조건
센서공유의 전제는 하나 또는 한 종류의 센서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측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능은 보호기능, 제어기능, 감시기능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측정루프의 공유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성능이 보장
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기능수행으로 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지가 분석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플랜트 전체 차원에서 심층방호 및 다양성 분석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검토결과
현재 예상하고 있는 센서공유 변수는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와 출구온도,
주냉각재펌프 속도, 그리고 핵계측기 등이다.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는 SMART의 원
자로 트립변수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제어로직에 사용된다.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는 직접적인 원자로 트립변수는 아니지만 노심보호연산(SCOPS)의 입력변수로서
SCOPS에서 생산하는 트립변수인 DNBR, LPD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이다. 주냉각
재펌프속도 및 노외핵계측변수도 원자로 트립변수이며 제어기능에도 동시에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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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안전등급계통 및 기기로 부터의 안전등급 기기 및 계통의 영향요소는 안
전등급의 격리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3.15.1-1은 전형적인 센서공유채널의 구성 예이다. 성능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증기
발생기 입출구 온도의 경우 기존 발전소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안전등급의 RTD는
제어계통에서 요구하는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냉각재 펌프의

속도의 경우 아직까지 센서의 정확한 사양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검토할 예
정이다. 노외 핵계측의 경우 분열함을 사용하여 선원영역에서 200% 까지의 원자로
출력을 모두 측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성능측면에서 센서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사항보다 중요하게 살펴볼 사항은 전체 플랜트 관점의 심층방호 및 다양성
분석결과이다. 심층방호 및 다양성 분석은 MMIS 설계관점보다는 안전해석 측면에
서 분석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입력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MMIS 관점에서는 보호기능 측면에서 원자로보호계통과 다양성보호계통과의 다양
성이 완벽하게 만족되는지 우선 살펴볼 수 있다.

두 계통은 즉 센서로부터 구동기

까지 완전하게 독립적이고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상기 센서공유 변수는 현재까지

는 다양성 보호계통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보호기능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15.1.3 핵계측계통[3.15.1-5]
일체형 원자로에 설치되는 센서는 기존 원자로에 설치된 센서의 특성과 대
부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외 핵계측기 등 일부 센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계
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체형 원자로의 상위 개념인 센서 감축개념

에 따라 센서공유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3.15.1.3.1 핵계측 기능
‧ 노외 핵계측
노외 핵계측은 핵연료로부터 생성되는 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등급신호의 생성, 전 운전영역에서 제어등급 신호를 생성하고
선원영역신호를 주제어실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노외 핵계측은 선원영역에
서부터 150% 출력까지의 범위에 대한 중성자속 자료를 생성하여 보호계통에 전달
한다.

보호영역의 중성자속 측정은 독립된 네 개의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호

채널에 사용되는 중성자속은 10

-8

% ~ 150 % 출력까지의 광역출력신호와 원자로

출력운전영역인 0% - 150%의 협역 출력신호의 두가지 종류이다.
핵계측은 또한 원자로 전 운전범위에 대한 중성자속 자료를 안전등급의 격리기를
통해 제어계통에 전달한다. 제어영역의 중성자속의 측정은 두 채널에 의해 이루어
진다. 상용 원자로의 경우 제어용 신호는 협역영역신호만 측정하는 데 반해
SMART 제어채널에 사용되는 중성자속은 보호채널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이
며, 그 측정영역 또한 동일하다. 핵계측은 모든 준위의 중성자속을 측정 처리하여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 안전등급의 격리기를 통해 전달하여 운전원에

- 497 -

게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감시용 신호는 두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 노내 핵계측
노내

핵계측은

SCOMS

(SMART

Core

Operating

Monitoring

System)에 중성자속 입력을 제공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도 및 노심의 열적여유
도 평가, 노심 출력분포 계산, 노외 핵계측기의 교정 등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15.1.3.2 핵계측 구조
‧ 노외 핵계측
노외 핵계측의 주요 기기는 검출기 집합체, 전치증폭기/고전압발생기
및 격리기, 아나로그 신호조정기, 아나로그 신호입력카드, 신호처리프로세서 및 통
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15.1-2 참조).
보호채널의 검출기 집합체는 수직방향으로 설치된 세 개의 동일한 분열함으로 이
루어진다. 이 중 중앙의 검출기는 보호용 광역신호를 생산하고 축 방향의 모든 검
출기(3 개)는 보호채널의 협역신호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제어채널의 검출기 집합체는 제어로직에서 요구하는 중속자속 측정범위가 광역이
므로 광역 측정이 가능한 분열함으로 구성하였다.

출력운전영역에는 협역신호를

그 외의 원자로 운전모드에서는 광역신호를 생산하여 제공한다.
기동채널의 검출기 집합체는 기존의 BF3 계수기에 비해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고
측정영역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열함을 선택하였다.
전치증폭기/고전압 발생 및 격리기는 자체 생산한 고전압을 세 개의 분열함에 분
배하는 역할을 하며, 중앙의 분열함으로부터 출력되는 펄스신호를 전자신호처리회
로에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고 알맞은 형태의 펄스모양
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나로그 신호조정기는 펄스판별기, 증폭기 여파기 등으로 구성된다. 펄스판별기
는 전치증폭기로부터 출력된 각종 신호에 대해 일정 준위(Threshold; 판별 문턱값)
를 넘는 펄스신호에 대해서만 계수할 수 있도록 한다. 증폭기는 A/D 변환기의 입력
값 준위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파기는 물리적 의미를 갖는 교류신

호의 처리를 위해 대역통과 필터를 사용하며, 이 외에 불필요한 잡음제거를 위해
저역 통과필터를 사용한다.
아나로그 입력카드는 평균제곱전압(MSV) 영역신호 (AC 모드) 및 출력영역신호
(DC 모드)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장비이다.

아울러 펄스계수장비는 전치증폭기함의

펄스판별기로부터 출력되는 구형 펄스를 계수하여 디지털 값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
비이다.
신호처리프로세서는 입력카드로부터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고 이를 타 계
통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카드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카드는 통신연계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치를
통해 연계계통에 각각 중성자속 관련 생산 신호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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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내 핵계측
노내 핵계측의 주요 기기는 검출기 집합체, 아날로그 신호조정기, 아나
로그 신호입력카드, 신호처리프로세서 및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15.1-3
참조).
검출기 집합체는 자체 전원공급이 가능한 로디움 검출기를 사용한다. 로디움 검
출기는 축방향출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다수개가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며, 백그라
운드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백그라운드 검출기 역시 설치된다.

검출기로부터 발

생 가능한 고전압의 영향을 없애기 위한 고전압격리기, 검출기로부터 발생된 미소
전류를 증폭 및 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전류-전압 변환기, 백그라운드 잡음 감소
를 위한 백그라운드 신호선, 고주파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저역 통과 여파기 등
아나로그 신호조정회로가 설치된다. 디지털 장비로는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 신호
처리 프로세서, 통신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3.15.1.3.3 핵계측 연계[3.15.1-3]
핵계측계통은 기계 및 노심분야와 계측기 관련 연계를 갖고, BOP와는
물리적, 전기적 연계를, MMIS 타 계통과는 신호연계를 주로 갖는다. 그림 3.15.1-4
는 핵계측기능의 전형적인 연계구조이다.
‧ 물리적 연계요건
핵계측계통의 주 처리모듈은 안전등급 여부에 따라 안전등급 계측계통
캐비넷과 비안전등급 계측계통 캐비넷에 각각 위치한다. 이들 캐비넷은 공정계측
처리기도 포함되므로 핵 및 공정계측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캐비넷이다. 캐비넷은
현재 표준크기로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계측계통 캐비넷 수를 산정한 결과 약 12
개의 캐비넷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캐비넷 또는 기기의 직접화 등에
따라 변경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상세 설계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캐비넷과의 연계
는 MMIS 전 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라 현장신호 취득 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속
의 통신선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 신호연계요건
신호연계요건은 MMIS 내 타계통과의 연계신호를 정의한다.

핵계측계

통은 신호는 모든 MMIS 계통과 연계를 가지므로 이를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였다. 모든 연계 매체는 통신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량,
부하량 계산 등 통신망 연계요건 작성시 이용된다. 핵계측계통 관련 SMART 신호
를 분석한 결과 안전등급의 아나로그 타입 신호는 약 20개, 디지털 타입 신호는 20
개 정도로 예상되며, 비안전 등급 신호는 아나로그 약 160개, 디지털 약 20 개 정도
로 분석되었다.
‧ 환경요건
계측계통은 현장, 전기기기실에 관련 기기가 위치함으로 이에 따르는
환경요건을 기술한다. 현재 기기실의 환경은 기존 원자로의 기기실 환경요건과 동
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방사선량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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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기기 들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도 사고상황
(Accident Condition)시의 환경변수가 설계 진행 중이므로 추후 재정립할 필요가 있
다.
3.15.1.3.4 핵계측루프의 디지털화
‧ 기술현안
기존 원자로의 핵계측계통은 복잡한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여 핵계
측기로부터 출력된 미세신호를 신호처리하여 노심 출력을 생산한다. 아날로그 방식
은 측정량의 비선형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측정된 신호의 정확한 전달에서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며 측정과정에서 온도나 주변환경에 의한 오차 등으로 신뢰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디지털화된 MMIS를 해석함에 있어 디지털

루프의 해석이 불가피하므로 아날로그 신호처리 대신 디지털 신호처리를 추구하는
것이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 타당성 분석
기존의 노심출력을 측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
통을 연속시간계에서 모델링한 후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쌍선형변환
(bilinear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이산시간계로 변환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
를 검증함으로써 디지털 계통 구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현장 중성자신호는 신
호는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한 분열함 출력을 모델로 하였다.

분열함 방식은 현재

원자로계통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것이다.
계측기, 케이블, 전치증폭기(preamplifier)를 나타내는 모델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
측기는 내부 캐패시턴스를 갖고 있는 전류원으로 표현가능하고 케이블은 전치증폭
기와 병렬로 연결된 캐패시턴스와 동일한 입력 임피던스를 가진다고 가정하며 전치
증폭기의 입력임피던스는 케이블 특성임피던스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전치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저항으로 나타내고 클리핑 시정수(clipping time constant) τ 1 과 시
간지연 시정수(delay time constant) τ 2 를 가지며 출력 임피던스는 충분히 작은 것
으로 가정한다.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그림 3.15.1-5에 계측기, 케이블, 전치증폭기
의 등가회로를 나타내었다. C o 는 계측기와 신호전달 케이블의 캐패시턴스의 합을
나타내며,

R o 는 전치증폭기의 입력저항이다. 전치증폭기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

다.
G( s) =

Kω2 s
(s+ω1) (s+ω2)

(1)

여기서, K는 이득(gain), ω 1 = 1/τ 1 , ω 2 = 1/τ 2
이로부터 전치증폭기의 출력(2)과 이산화모델링(3)을 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V o (s)=

qK ω 2 s
C o (s+ω o )(s+ ω 1 )(s+ω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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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5 계측기, 케이블,
전치증폭기의 등가 회로도

G( z) =

Kω2
Co

[ T2 ( z+ 1) ]

2

(

(1+

ω oT
ω oT
)z -( 1 )
2
2

)(

(1+

(z-1)
ω 1T
ω 1T
)z -( 1)
2
2

)( ( 1+

ω 2T
ω 2T
)z -( 1 )
2
2

)

(3)
상기결과로부터 디지털화된 핵신호처리가 가져야 될 샘플링 주파수는 이론적으로
약 2 MHz 정도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보수적 인자를 추가하여 약 6-10 MHz 정
도의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초장비
를 제작, 기초 시험을 수행하여 적용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3.15.1.4 공정계측계통
3.15.1.4.1 공정계측 기능
공정계측은 SMART 공정계통의 열수력 현상과 기기의 상태에 따른 온
도, 압력, 유량, 수위, 속도, 위치변수 등을 감지한 후 신호처리를 통해 상위 계통인
제어, 보호 및 감시계통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측신호를 제공한다.
안전급 공정계측은 보호용, 안전제어용 안전감시용(사고 후 감시) 등 안전등급의
신호를 측정하여 디지털화한 후 보호계통 등의 안전등급 계통에 전달한다. 보호용
신호는 독립적인 네 채널로 이루어지며, 사고 후 감시채널은 독립적인 2 채널로 이
루어진다.

안전급 공정계측은 제어실 준위 계통인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

통에는 안전등급의 격리기를 사용하여 감시신호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안전채널과
비안전 채널의 센서가 상호 공유할 경우 적절한 격리장치를 통해 제어계통에도 신
호를 전달한다.
-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 주냉각재 펌프(MCP) 속도
비안전급 공정계측은 비안전 제어용, 비안전 감시용 신호를 측정하여 디지털화한
후 비안전계통인 제어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 및 지시계통에 전달한다[3.15.1-6].
3.15.1.4.2 공정계측 구조
그림 3.15.1-6은 전형적인 안전등급의 공정계측채널 기기를 나타낸다. 계
측기의 특성에 따라 그림 3.15.1-6에 나타난 기기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조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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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센서/트랜스미터는 SMART의 공정상태를 감지하는 기능으로서 관련 센서를 통
해 해당 변수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아나로그 신호조정기는 센서/트랜스미터로부터 획득한 원시신호를 신호 또는 입
력장치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기능으로는 아날로
그 량의 증폭, 미적분 등의 연산기능, 전류/전압변환, 전압/전류변환, 전압/주파수변
환 등의 변환기능, 비선형 출력신호에 대한 선형화 기능, 그리고 잡음처리 및 차폐
기능이 포함된다.
아나로그/디지털 변환기는 센서 또는 신호조정기로부터의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디지털 장비인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장치, 또는 디스플레이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신호처리프로세서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이 수행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
써 신뢰성 있고 정밀한 데이터를 상위계통에 전달한다. 신호처리 프로세서의 기능
은 디지털 신호여파 및 대표치 추출, 자가진단, 데이터 수집 및 정렬, 실시간 데이
터처리지원 및 신호전송지원기능을 수행한다.
통신카드 및 통신연계장치는 계측계통 프로세서에 의해 생성된 계측신호를 타 계
통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15.1.4.3 공정계측 연계
공정계측계통은 유체, 주기기, 기계 및 노심분야와 계측기 관련 연계를
갖고, BOP와는 물리적, 전기적 연계를, MMIS 타 계통과는 신호연계를 주로 갖는
다.
‧ 물리적 연계요건
핵계측계통과 공정계측계통은 등급별로 캐비넷을 공유하므로 공정계측
의 물리적 연계요건은 핵계측계통 연계요건에서 기술된 요건과 동일하다.
‧ 신호연계요건
공정계측계통은 신호는 모든 MMIS 계통과 연계를 가지므로 이를 정
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모든 연계 매체는 통신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량, 부하량 계산 등 통신망 연계요건 작성시 이용된다.

공

정계측계통 관련 SMART 신호를 분석한 결과 안전등급의 아나로그 타입 신호는
약 300개, 디지털 타입 신호는 100 개 정도로 분석되었다[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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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1 센서공유채널의 개념적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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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2 노외 핵계측채널(보호채널)(*)
(*) : 상기 구성도는 센서공유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임.

센서공유가 최종 확정되는

경우 상기 구성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지 안전등급의 격리기를
통해 제어계통에 제어용 신호를 전달하는 것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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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3 노내 핵계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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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4

핵계측기능 연계구조도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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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6 안전등급 공정계측채널(Typical)
3.15.1.5 특정감시계통
특정감시계통은 계측계통의 공정계측기와 건전성감시를 위한 특수계측기로
부터 신호조절 된 값을 입력받아 데이터 처리 및 응용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서 플
랜트의 국부적인 감시 및 분석정보를 운전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계통이다.
특정감시계통은 부적절노심냉각상태의 감시, 일차측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금속파
편, 음향 누설, 원자로내부진동 등을 감시하는데 사용된다. 특정감시계통은 크게 안
전특정감시계통인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과 비안전특정감시계통인 음향누설감시계
통, 금속파편감시계통 및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으로 구성된다.
3.15.1.5.1 특정감시계통 설계요건
부적절노심냉각상태감시계통은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심 출구온도, 원자로용기수위, 포화여유도에
대한 상태정보를 경보, 기록 및 표시한다.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가압기 안전밸브의
위치 표시 및 원자로 냉각재 압력계통의 누설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금속파
편감시계통은 정상적인 열수력학적, 기계적, 전기적 배경잡음 및 큰 진폭의 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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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로부터 금속파편 충격에 의한 신호를 구별한다.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은 원
자로내부구조물의 건전성을 감시한다. 부적절노심냉각상태감시계통의 주요 설계요
건은 다음과 같다[3.15.1-7].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격리된 2채널, 평균고장발생시간 3년, 평균고장수
리시간 40시간, 99% 이용률, Class 1E 전원 요건 만족한다.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적 다양성 확보 및 소
프트웨어 품질확보방안에 따라 설계한다.
∙신호처리와 표시기를 다중안전채널로 구성한다.
∙채널별로 입력단을 격리하고 Regulatory Guide 1.75 요건에 따라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한다.
∙자연현상의 영향과 정상 및 가상된 사고조건에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밀도, 전자파, 접지, 전원 등 하드웨어 건전성이 유지되게 한다.
∙Class 1E 전원을 공급하고, 계측장비는 Regulatory Guide 1.32에 따라
대기(Standby) 전원에 의해 인가되고 배터리에 의해 백업되게 한다.
3.15.1.5.2 특정감시계통 연계요건
특정감시계통은 계측계통으로부터 디지털로 변환된 센서 신호를 입력받
아 특정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이차변수 값을 생성한 후 제어반에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구조를 갖는다. 주요 연계요건은 다음과 같다[3.15.1-8].
∙통신망을 통하여 계측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계통, 표시계통과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한다.
∙처리된 신호를 주제어실의 표시장치에 표시한다.
∙부적절노심냉각감시

관련

유니트는

전기기기실(Electrical

Equipment

Room)에 있는 안전계측계통 캐비넷에 위치하고, 비안전계통으로 설계하는 건전성
경보유니트 , 건전성 분석컴퓨터 및 관련 기기는 전기기기실의 비안전계측계통 캐
비넷에 위치한다.
3.15.1.5.3 특정감시계통 구조 및 기능
특정감시계통의 구조는 그림 3.15.1-7와 같이 부적절노심냉각감시 유니트
A/B, 건전성 경보 유니트, 건전성 분석컴퓨터로 구성하였다. 특정감시계통은 부적절
노심냉각감시계통, 음향누설감시계통, 금속파편감시계통, 원자로내부진동감시계통을
통합 구성하는 구조를 가지며, 응용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운전원이 온라인으로 특
정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부적절노심냉각감시 유니트는 안전채널 두 개로 구
성되며, 각 채널은 전기적,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세서, 입출력, 통신장비,

운전

원 연계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건전성 경보 유니트는 가압기안전밸브상태감시, 냉각
재누설감시, 금속파편감시, 원자로내부진동감시 등 각 채널별 신호 값을 입력받아
실효값을 계산하고 미리 설정된 값과의 비교를 통해 가압기안전밸브상태, 냉각재
누설, 충격신호, 원자로내부진동을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경보 설정치를
초과하는 이상상태을 판별하여 경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건전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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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는 진단정보를 건전성 분석 컴퓨터에 요청한다. 건전성 분석컴퓨터는 건전성
경보 유니트로부터 각 감시채널의 이상신호와 사건정보를 입력받아 진단알고리즘에
따른 분석 및 분산처리를 수행한다. 분석컴퓨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냉각재 누설 정
보생산,

금속파편감시

진단

정보

생산,

내부원자로진동진단정보

생산

등이다

[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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䖐㐐 h

㇠Ḕ䟸ᵄ㐐㫴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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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7 특정감시계통 구조도

3.15.2 보호 및 제어계통
3.15.2.1 설계 요건 및 기준
3.15.2.1.1 보호계통 설계 요건 및 기준
보호계통의 설계에 관련된 요건 및 기준은 크게 인허가 기준을 만족하면
서 주어진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계통의 자체적인 설계 요건과 보호기
능 수행과 관련되는 관련 계통과의 연계요건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각 설계 요건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3.15.2-1].
‧ 설계 요건
원자로 보호계통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요건들은 안전계통의 인허가와
계통 설계에 관련된 일반요건, 보호계통의 기능에 관련된 기능요건, 필요한 기능 수
행을 위해 요구되는 성능요건, 보호계통의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운전요건, 성능과
기능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및 보수 요건 그리고 기존의 아날로그
계통과는 달리 디지털 계통을 위해 새로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요건과 디지털 하
드웨어 요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일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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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통은 SMART의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안
전관련 요건들과 일치되게 타계통과 함께 예상운전사고 발생시 연료, 연료피복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적절히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설비계통의 동작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화재와 폭발의 가능성과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을 수행해야 하
며 단일고장에 국한하지 않고 보호계통 신뢰도의 확률적 평가는 단일고장기준을 만
족하는 어떤 설계가 신뢰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합리적인 표시가
있는 곳에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계통의 체계적인 분석은 단일고장기준을 위배하
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한다.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
뢰도가 계통의 신뢰도의 일부로써 고려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분석, 현장 경험, 시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오류 기
록과 추이들은 분석, 현장 경험, 시험 등과 연결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하드웨어 요
건들 속에 정의된 계통의 성능특성들은 설계문건 속에 분석되어지고 언급되어야 하
며 설계의 일부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성능특성은 정확도, 응답시간, 실행주기, 환경
조건, 전력공급, 운전시험, 교정, 수리 및 교체주기 등이 있다.
- 기능요건
보호계통은 운전원의 조치 없이 적절한 보호 또는 안전기능을 자동
으로 개시하여야 하고 보호동작은 채널 수준까지 지시되고 확인되어야 하며 보호
동작이 한번 개시되면 그 동작은 무조건 완료되어야 한다. 보호계통 기기의 고장에
대비하여 보호 기능의 수동개시 능력은 주제어실의 스위치를 통해 계통 수준으로
제공되고 수동개시와 자동개시에 공통되는 기기의 수는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SMART의 정상 운전을 위해 보호기능의 자동 또는 수동으로 운전우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허용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마다 운전 우회가 자동으로 제거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전원 모듈과 유지보수패널로부터의 운전 또는 보수우회
에 대한 수동요구를 허용하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각 운전우회를 위한 독립된
제어가 제공되어야 하며 계통수준의 우회나 보호계통을 불능으로 만들거나 효과적
으로 우회하는 보조 또는 지원계통의 의도적으로 야기되는 동작불능의 자동지시를
지원해야 한다. 운전우회와 수동 개시를 포함하여 안전설비 작동기능은 다중의 안
전설비 트레인으로 가는 격리된 개시 출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보호계통의 기기는 검증된 안전등급 기기로 구성하여야 하고 원자로 안전과 이용률
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능에 대해 고장허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계통은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살려 운전원과 연계는 인간공학적 기준과 특징을 근거로 설계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로 구성되는 다중 보호계통의 채널 프로세서간이나 안전과 비안
전계통사이의 자료통신은 보호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리
요건에 따라 격리되어야 한다.
- 성능요건
보호계통은 예상운전사고 발생시 냉각재 압력경계와 연료설계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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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트립변수에 의한 트립신호를 발생시킨다. 단일고장요건과
다중성요건을 위해 보호계통은 네 채널로 구성하고 각 채널간에는 적절한 물리적,
전기적 격리성을 갖도록 한다. 하나의 채널 내에서 주요 보호기능들을 격리된 세그
먼트로 구성하여 고장 기능의 전파에 따른 주요기능들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
록 설계하고 각 세그먼트는 가능한 다른 안전 변수, 센서, 트랜스미터, 신호경로, 프
로세서, 전원 등에 의해 독립적으로 기능이 수행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즉, 기존
의 아날로그 기술에 반하여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통
모드고장에 취약하므로 이로 인한 보호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에 대한 다양성과 검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통모드고장
뿐만 아니라 계통의 기기나 설비고장에 대해 고장-안전(fail-safe) 개념으로 설계하
여야 하므로 전원고장이나 디지털 시스템의 메모리가 비정상상태일 때 채널 또는
계통은 트립상태가 된다. 그리고 주어진 기능과 성능을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계통
에의 접근과 설정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은 인가된 사람에 한해 인가된 행정 절차를
통해서만 접근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보호기능의 동작은 SMART
의 과도 상태 시에 정해진 안전제한치를 넘지 않기 위해 센서의 트랜스미터 후단부
터 최종 구동 신호 생산까지의 응답시간은 모두 합쳐 300 msec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 때 내부적인 외란이나 전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연 시간은 최대
100msec까지 추가될 수 있다.
- 운전요건
전원 모듈은 채널 당 독립된 필수전원으로 Class 1E, 단상, 비접지,
무정전 전원이 요구된다. 보호계통의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기실의 환경요건에
정의된 온도, 습도, 압력, 방사능 등의 환경에서 장기간 운전시 영향이 없도록 설계
해야 하고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정상적인 보호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시험 및 보수요건
보호계통은 SMART이 운전중이거나 정지동안에도 감시되고 시험되
며 교정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속 온라인 시험, 수동개시 자동시험, 수동시험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시험되지 않는 기능에 대한 내장된 수동시험 특성
이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계통은 제한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모사하는 수동개시 기
능 시험을 가져야 하고 보호계통의 회로와 논리들이 바이스테이블 모듈을 통해 안
전동작상태를 전파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은 각 모듈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
어야 하며 주기적인 시험을 통해 공정 변수 측정 단계부터 최종 구동단까지의 전체
기능이 시험될 수 있어야 한다. 유지보수패널에서 시험이 개시되고 시험의 결과는
유지보수패널과 운전원 모듈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요건
보호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안전등급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에 따라 설
계, 시험,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보호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
고 소프트웨어의 안전관련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반영된 절차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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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시험,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작성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개발, 시험,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모듈단위로 쓰여져야 하며 최종 소프트웨어 코드는 비휘발성메
모리에 상주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
프트웨어의 기능의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능 모듈의 소프트웨어는 결정론적이
어야 하고 인가된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연계 요건
보호계통의 연계요건은 인간기계연계체계 내의 타계통과 신호 연계 요
건과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계적, 전기적, 환경 요건 등이 있으며 신호연계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설계요건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타 계통과의 신호 연계는 다
음과 같다. 보호계통은 계측계통, 제어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 및 지시계통, 제어
실과 원격제어반의 운전원 모듈과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신호 연계를 가지며 신
호 전송과 수신은 기본적으로 안전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비안전계통과의
통신은 격리기를 통한 단 방향 통신만이 허용되며 비안전계통으로부터 보호계통으
로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보호계통과 다른 계통이 통신하여야 하는 주요 연계내용
으로는 계측 계통으로부터의 디지털 입력 신호를 취득하고, 보호계통 내부 각 모듈
의 각 안전변수에 대한 설정치, 트립상태, 측정값 등을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
시계통으로 전송하고 제어실의 운전원 모듈과 원격정지제어반의 운전원 모듈로도
전송한다. 운전원 모듈에서 운전우회와 채널우회와 같은 우회 입력과 설정치 수동
리셋 요구를 전송하고 수동 원자로 정지 신호도 보호계통으로 입력된다[3.15.2-2].
3.15.2.1.2 제어계통 설계요건 및 기준[3.15.2-5,6,7]
‧ 성능요건
제어계통은 비안전등급, non-Class 1E 등급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제어계통은 비안전 계통이므로 지진사고시에 계통 기능 수행에 대한 요건은 없으나
지진사고시 비산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어계통 기기는 내진등급 II로 분류된다. 비
산물에 대한 검증은 시험이나 분석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어계통은 단일고장
요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으나 제어계통의 신뢰성 및 가용성의 향상을 위하여 고장
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품에 대하여 단일고장 시에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제어계통 중에서 원자로 출력감발 기능과 관련된 신호는 2 채널로 다중화
한다.
- 격리요건
제어계통은 비안전 계통이므로 안전관련 및 보호기능의 수행에 물리
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 응답시간요건
제어계통은 계통 설계에서 요구되는 센서 입력단부터 구동 입력단까
지의 응답시간을 1초 이내로 설계하여야 한다.
- MMI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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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은 운전원이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
전원 모듈을 제공하고, 운전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설계요소는 SMART 인간공
학지침에 따라 설계된다. 각 제어계통의 공정변수나 제어신호는 제어반에 표시되어
운전원이 인지하고 자동운전 성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동 제어 기능을
갖추어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어반에 표시되는 변

수는 metric unit를 사용하도록 한다. 계통의 동작상태가 정상이라는 것과 운전모드
가 수동/자동인지를 운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플랜트의 가용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확장성요건
제어계통의 다음과 같은 확장성을 수용해야 한다.
가. 하드웨어

40%

나. 소프트웨어

40%

다. 외부연계

40%

‧ 연계요건
제어계통은 계측계통, 보호계통, 정보처리계통과 연계 신호를 갖는다.
‧ 운전요건
- 전원요건
제어계통은 non-Class 1E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무정전 전원공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환경요건
제어계통은 기기실의 온도와 습도 등과 같은 환경조건에서 연속 운
전 시에 성능 저하나 건전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EMI요건
제어계통 하드웨어가 설치되는 지역의 방사능, RFI, EMI와 같은 운
전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 보수요건
계통의 시험, 교정, 부품의 교체가 편리하도록 설계하며 교체나 시험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수 시에 모듈의 교체가 요구되는 경우
에 최소한의 교체 가능한 모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모듈의 교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험성요건
제어계통의 운전성능, 교정, 고장수리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온라
인 자동 시험 능력을 가져야 하고 이상의 발생 시에 경보 기능을 통해 운전원이 인
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시 자동적으로 우회기능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정 부품의
단일고장 검출 시에 자동적으로 백업 부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단일고
장 발생 시에 가능한 한 계통의 기능 수행이 영향이 없어야 한다.
‧ 하드웨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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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의 기기는 원전 또는 유사 산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것
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특성, 환경 및 동작조건에서 검증된 것을 이용하고 이러
한 경험이 없는 경우 원형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요건
소프트웨어의 이상이나 고장으로 인해 제어계통의 기능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디지털 시스템 개발절차에 따른다.
‧ 시험요건
- 설계검증요건
제어계통은 기능시험에 의한 운전성 이용에 대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망 모듈에 대한 원형시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공
해야 한다.
- 제작 중 시험요건
제작 중 시험은 각 제어계통이 정상 운전 조건, 비정상 운전 조건하
에서 계통의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제작되었음을 시험을 통해 공급업체는 증
명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중 시험요건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시스템 개발절차에 준하여 개발되었음을 공급
업체는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운전 중 시험요건
제어계통의 현장 설치 및 운전 중에 계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설치 및 운전 시험절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15.2.2 보호 계통
보호계통은 SMART의 안전관련 공정 변수들이 예상운전조건과 과도사고에
따라 정해진 제한값을 위반할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관련 안전설비를
작동시켜 원자로와 SMART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다. 기존
의 보호계통은 모두 아날로그 기술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구현되어 왔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채택하기 위하여 SMART의 원자로 보
호계통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디지털 기술을 설계에 적용하여 운전
성, 신뢰성, 시험성과 운전원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보호계통은 기본적으로
바이스테이블 모듈, 동시논리 모듈, 개시 모듈, 유지보수패널과 운전원모듈 그리고
최종 구동 신호 출력과 수동 정지를 위한 아날로그 회로부로 구성된다[3.15.2-3].
3.15.2.2.1 보호 계통 설명
보호계통은 SMART 이상 상태 시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
능을 제공해야하므로 선택된 SMART 안전 관련 변수들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
하고 만약 감시 상태가 안전 설정치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원자로 정지신호를 생
성하여 원자로정지차단기를 개방한다. 원자로정지차단기를 개방하면 제어봉 제어전
력이 차단됨으로써 제어봉이 중력에 의해 원자로로 낙하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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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제거계통을 개시하여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계통은 네 채널로 분리된 캐비넷으로 구성되며 각 캐비넷은 바이스테이블 모
듈, 동시논리 모듈, 원자로정지 개시와 공학적안전설비 개시모듈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패널과 운전원 모듈로 구성되며 최종 출력 처리를 위한 아날로그 회
로들이 추가되어 있다.
각 채널은 계측 계통에서 안전 관련 물리적 변수 데이터들을 취득한다. 각 채널
별로 원자로 정지를 위한 트립 신호를 생산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경보 및 지
시 계통에 입력된다. 보호계통에서 생산된 출력신호와 운전원 모듈에서 입력되는
수동 개시 신호와 OR되어 최종적인 출력신호를 생산한다. 각 채널의 출력신호 생
성 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트립 기능 흐름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동시논리 기능
을 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채널 A, B를 나타내었다.
네 개의 보호계통 채널에서, 바이스테이블 모듈은 공정 감시를 요하는 안전 관련
공정 측정값을 계측계통으로부터 입력받는다. 각 안전 변수마다 각각 바이스테이블
기능이 있으며 바이스테이블 기능은 측정된 안전 변수와 미리 설정된 설정치를 비
교하여 트립 상태를 결정하며 안전 변수의 특성에 따라 원자로 기동과 정지시 불필
요한 트립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 변수에 대한 바이스테이블 기능은 불필요한 원자
로 정지를 막기 위한 운전우회 기능이 제공된다. 운전우회는 안전 변수값이 기설정
된 범위 내에 있을 때 각 채널마다 운전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입력되며 설정 범위
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제거된다.
바이스테이블 모듈의 트립 출력은 자기 채널과 다른 세 개 채널의 동시논리 프로
세서에 의해 사용된다. 각 채널에서, 동시논리 모듈은 각각의 바이스테이블 트립 기
능에 대한 동시논리 알고리듬을 수행한다. 동시논리 알고리듬은 네 개의 트립 입력
상태와 각각의 채널우회 입력에 근거하여 동시 논리 출력의 상태를 결정하며 채널
우회는 출력 운전 상태에서 하나의 채널의 보수 및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패널과 운전원 모듈에서 채널별로 그리고 각 트립 기능별로 수동으로 동작된다. 네
개의 트립 입력 신호 중 최소 두 개 이상이 트립 상태이고 채널우회가 하나도 존재
하지 않을 때, 동시 논리 출력의 상태는 트립이다. 트립 채널우회는 동시논리 알고
리듬의 자기 채널의 트립 입력을 무효화하고 남은 세 개 중 두 개의 일치 논리로
변화시킨다. 채널우회는 한번에 하나의 채널만이 가능하도록 서로 연동되어 최소한
세 개이상의 채널이 동시논리 알고리듬에 참가한다.
원자로 정지와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모듈은 동시논리에서 판단된 트립 신호를 입
력받아 외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인 지연 루틴을 거친 후에 최종
적으로 각 변수별로 원자로 정지 신호를 아날로그 회로부로 출력한다. 아날로그 회
로부는 최종적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를 생산하기 위한 모듈로서 개시 모듈에서 생
산된 원자로 정지 신호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정지차단기로 입력시킨다. 구
동단의 입력 신호는 원자로 보호계통에서 생성되는 자동 구동 신호와는 별도로 운
전원의 판단에 의해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를 개시할 수 있는 수동 스위치의 입력을

- 513 -

받아 개시 모듈의 출력 신호와 “OR” 하여 최종 구동단으로 보내진다. 원자로 정지
회로부는 원자로정지차단기를 구동시킨다.
운전원 모듈은 제어실의 운전원의 보호계통 관련 수동 작동과 상태감시 기능을
제공하며 수동작동 기능에는 운전우회, 설정치 수동리셋, 트립채널 우회 등이 포함
되고 상태감시는 모든 변수에 대한 입력상태, 트립상태, 우회상태, 시험결과, 각종
경보 등을 포함한다. 유지보수패널은 보호계통 케비넷에 장착되어 운전원 모듈의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보호계통 전체의 주기적인 시험과 보수 기능을 담당하여 자
동시험의 개시 및 결과 검사, 모듈별 자체시험 결과 검사 및 보수용 각종 수동개시
스위치와 상태표시를 위한 인간기계연계 설비 기능 등을 보유한다.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호계통 내부의 하드웨어 구조는 그림 3.15.2-1에 나
타난 기능 흐름도에서 각각의 블록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SMART 디지털 보호계
통은 하나의 단위 기능에 대하여 하나의 하드웨어 모듈을 할당하여 각각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 즉, 보호계통의 각 채널의 기능에 따라 각각의
프로세서를 할당하여 하나의 프로세서 모듈에서 하나의 큰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된 기능을 이용한 각 단위 하드웨어 모듈의 소프트웨어를 간단
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디지털 계통의 복잡한 인허가 현안인 소프트웨어의 품
질, 확인 및 검증이 쉬어지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다만 하드웨어적으로 복잡하여
하드웨어적인 품질 관리 및 신뢰도는 저하되나 이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것보다 훨
씬 다루기 쉬우며 현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신호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 수평적으로 분산된 세그먼트 개념은 원자로 입력 신호를 원
자로 과도 현상에 따라 다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과도 현상에 직접적으로 연
관되는 두 변수를 두 세그먼트 각각으로 분산 입력하여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이상
상태 발생시에도 보호계통 전체 입장에서 트립 신호를 발생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채널 내에서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
력 변수의 기능적 다양화 방어 수단을 확보하는 설계이다. 그리고 하나의 세그먼트
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채널과 마찬가지로 채널 내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각 기능 모듈들로 다른 세그먼트와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각 세그먼트 내
에서는 계측계통부터 원자로 정지 모듈까지의 기능을 각각의 하드웨어 모듈로 할당
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각 기능별 처리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오류에 대한 방어 대책을 수립하였다. 하나의 기능 모듈에서 정상 신호
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 기능에 할당된 모듈에서 이전 기능 모듈의 오류
에 대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설계이다.
보호계통은 전술한 기능에 대해 다음의 변수를 감시하고 트립을 판단한다. 변수
들은 대부분 계측계통에서 직접 측정되지만 일부는 계산에 의해 생산된다.
1. 원자로 출력
2. 출력배가 시간
3. 원자로 출구 온도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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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차계통 압력
5. 주냉각재펌프 회전수
6. 증기 압력
7. DNBR
8. LPD

A㵸≄

B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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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1 보호기능 흐름도 (채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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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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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2.2 보호계통 공통모드고장 분석
단일 사건이 다중 장비와 계통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끼쳐 그 기능 수행
이 불가능해지는 사건들을 공통모드고장으로 정의한다. 안전계통의 설계에 있어서
단일고장기준을 만족시키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다중화 설계 기
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중 장비간에 물리적 종속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공통모드고
장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안전계통에서는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가 공통모드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설계 및 프로그래밍 오류에 취약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계통은 기존의 아날로그 계통과는 달리 많은 정보
량과 정보처리능력을 갖게 되며, 또한 아날로그계통에 비해 데이터 전송, 처리기능,
그리고 공정장비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유는 디지털계통이 갖는 큰 장
점이 되기도 하지만, 공통모드고장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하드웨어로써 구축된
다중성을 파기시킬 수도 있다.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
장 손쉬운 방법은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 구현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완벽한 공통모드고장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다양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안전계통인 보호계통의 기능과 구조에 근거하여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평가 지침은 NUREG/CR-6303을 따랐으며 전술한 보호계통
의 구조에 따른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능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채널을 두 개의 세그먼트로 분리한 보호
계통의 구조에서 각각의 세그먼트는 같은 프로세서의 사용, 같은 어셈블 언어를 사
용하고 있으나 작동되는 메인보드의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수행한다. 즉,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통모드고장의 가능성을 분석
한 결과 완벽하지는 않으나 각 다양성 항목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같은 메인 프로세서의 사용, 같은 설계 방식 등의 몇 가지 제
한 사항은 가지고 있으나 너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품
질 저하와 신뢰성을 감소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다양성 수단을 갖출 수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층방어 개념의 한 계층인 원자로 보호계통 자체적으로도 예
상 가능한 공통모드고장에 어느 정도 강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심층방어 계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심층방어 계층 중의
하나인 원자로 보호계통 내부의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다양성 방어수단을 분석하
였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로 이루어지는 계통은 정량적으로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제어계통과의 다양한 설계와 장비 다양성을 통하여
보호계통의 공통모드고장 발생에 대처하고 있고 백업 스위치와 같은 수동 제어기를
통하여 심층방어 개념에 입각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어계통은 보호계통과
디지털 기술은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비와 인적다양성 측면에서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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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설계, 제작, 기능, 신호, 장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는
보호계통과 달리 상용 실시각 운영체제를 도입한 C 언어로 기능을 구현한다. 따라
서 제어계통과 보호계통은 충분한 다양성 설계를 하여 심층방어 1,2 계층간의 다양
성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날로그 기술을 채택
한 백업스위치를 설계하여 심층방어의 마지막 계층인 운전원 수동 조치에 대하여
완벽한 수단을 확보하였다[3.15.2-4].
3.15.2.2.3 계측기 불확실도 및 설정치 계산
SMART의 안전 및 성능해석을 위해 MMIS 분야의 입력자료 생산과 관
련하여 입력자료는 설정치 계산 시 측정채널(아날로그) 불확실도와 디지털 루프의
불확실도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응답시간 측면에서도 아날로그 기기와 디지털 기기
로 분류하여 계산하였다[3.15.2-8,9,10].
아나로그계의 불확실도는 기존 원자로의 아나로그계의 계산과정과 유사하므로 기
존 원자로 아나로그 장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아나로그/디지털 변환이

후의 디지털계는 기존의 분석 예가 미미하므로 다음과 같은 디지털계 오차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 표본오차
공정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지가 가능한 아나로그 계에 비해 디지털계는
이산화되 있으므로 이산화 간격 사이에 공정상태가 변하는 경우 이를 측정하지 못
하여 오차요소가 된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표본 간격을 보호채널 주기인

25 ms 로 가정하고 불확실도를 산정하였다. 이 때 사용된 공정신호의 변화율은 안
전해석에서 해석한 최악의 신호 섭동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 A/D 변환기 오차
A/D 변환기 오차는 오차요인이 다양한데 본 계산에서는 A/D 변환기
의 이득, 선형성, 노이즈, 영점 안전성, 양자화 오차를 고려하였다.
‧ 계산오차(반올림/절삭오차)
부동 소수점 계산에 의한 반올림 및 절삭오차를 고려하였다.
보호채널 측정오차계산을 바탕으로 보호기능 설정치를 계산하였으며, 보호채널 기
기의 처리지연시간을 근거로 보호기능 응답시간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는 다음 표
3.15.2-1, 2와 같으며 이는 현재로서는 목표치이며, 추후 계측기가 결정된 후 자세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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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2-1 측정채널 불확실도를 반영한 보호기능 설정치 계산결과

trip functions
출력증배계수
(초)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trip set-

trip set-

nominal

accident

point

point

channel

channel

(Normal)

(accident)

error

error

15

TBD

TBD

TBD

TBD

335

328.8

328.2

± 1.2

± 1.8

analysis
setpoint

Remark

협역채널
-자연순환

40

32.8

NA(3)

± 7.2

NA(3)

-Linear
Power
-가열운전

40

노심열출력 (%)

1

32.8

0.332

NA

N/A

± 7.2
2E((V ± 0.48
)-8)

NA

-Linear
Power
-기동운전

N/A

-Logarithm
Power
-MCP 저속

45

37.8

N/A

± 7.2

N/A

-Linear
Power
-출력운전

115

107.8

N/A

± 7.2

N/A

-Linear
Power

일차계통
저압력(MPa)
일차계통
고압력(MPa)
MCP 저회전
속도(%)
S/G 고증기
압력 (MPa)

12

12.38

12.84

± 0.38

± 0.84

광역채널

17

16.51

16.1

± 0.19

± 0.6

협역채널

80

TBD

TBD

TBD

TBD

4

3.76

3.36

± 0.24

±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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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2-2 보호기능에 대한 응답시간 계산결과

trip functions

analysis

sensor response

signal delay

total response

response time,초

time,초

time, 초

time,초

0.0

0.5

0.5

광역채널

6.0

2.4

8.4

협역채널

0.0

0.5

0.5

협역채널

0.0

0.5

0.5

광역채널

0.6

0.6

1.2

광역채널

0.6

0.45

1.05

협역채널

TBD

TBD

TBD

0.6

0.6

1.2

출력증배계수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노심열출력
일차계통
저압력
일차계통
고압력
MCP 저회전
속도
S/G 고증기
압력

Remark

3.15.2.3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은 보호계통의 트립 신호를 입력받아 관련 공학적안
전설비를 작동시키는 계통이다. 즉, 보호계통과 같이 SMART의 안전관련 공정 변
수들이 예상운전조건과 과도사고에 따라 정해진 제한값을 위반할 때 원자로를 안전
하게 정지시키면서 동시에 관련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켜 원자로 정지와 설계기
준사고시에 SMART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으로 공학적안전설
비의 각 기기 제어를 위한 소프트제어기가 제어실에 장착되어 각 기기의 제어가 가
능하게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허가에 관련된 설계 요건과 관련계통과의 연
계 요건은 보호계통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존의 설계에 적용된 안전계통설계기준과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
다.
즉,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의 기능은 보호 기능의 일부로써 원자로를 정지시키
는 보호 동작의 개시와 동시에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시키는 것이며 SMART 안전
설비는 피동안전계통으로써 능동적인 작동 계통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학적안전설
비작동계통은 보호계통에 의해 보호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원자로가 정지됨과
동시에 잔열제거계통,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계통, 원자로보호용기 및 격납용기 격
리계통을 작동시키도록 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면서 설계기준사고시에도
SMART 일차 냉각 계통의 과압 방지 및 잔열제거 그리고 방사능 누출 최소화 등
SMART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3.15.2.4 공정제어계통[3.15.2-11](그림 3.15.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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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4.1 충수계통 제어
충수계통 제어는 원자로 내 냉각재 및 가스상실시 체적유지를 위한 것으
로 운전원 입력에 의해 작동한다. 작동은 관련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충수펌프를
기동한다. 원자로 내 수위가 회복되면 운전원의 입력을 받아 정지한다.
‧ 충수탱크 수위제어
운전원

입력에

의해

충수펌프

입구측이

내부차폐탱크(Internal

Biological Shielding Tank)로 연결되도록 충수탱크와 연결된 밸브를 닫고 내부차폐
탱크로 연결된 밸브를 개방한다.
‧ 가압기 수위제어
냉각재 계통 충수운전은 원자로 내 냉각재 상실시 체적유지를 위해 작
동한다. 작동은 관련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충수펌프를 기동하고, 원자로 가압기 수
위가 회복되면 운전원의 입력을 받아 정지한다.
‧ 가스실린더 압력제어
기동 전 가압기 가스실린더의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수계
통내의 가스충전탱크 수위 및 압력을 제어한다.
3.15.2.4.2 잔열제거계통 제어
잔열제거계통 보상탱크의 수위와 압력을 제어하며 잔열제거용 펌프의 작
동을 제어한다.
3.15.2.4.3 기기냉각수 제어
다음의 기기로 일정유량의 냉각수를 공급하여 유량을 제어한다.
-49개의 제어봉 구동장치
-4대의 MCP 모터
-내부차폐탱크
-가압기 냉각기
3.15.2.4.4 주냉각재 펌프제어
주냉각재 펌프는 소프트제어기의 입력신호에 의해 기동되며 4대의 주냉
각재 펌프가 운전원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된다. 주냉각재 펌프는 주파수제
어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정지, 저속, 고속의 3 단계로 제어된다. 주냉각재 펌
프가 저속 또는 고속운전중 설정치의 80%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 펌프
보호를 위하여 자동정지 신호를 발생한다. MCP 고속운전 중 한 대의 MCP고장시
MCP 정지신호를 출력감발 계통으로 전송하여 출력감발을 발생한다.
3.15.2.4.5 해수펌프 제어
기동운전시 및 주냉각재 펌프가 저속 운전중일 때 해수펌프는 저속운전
된다. 터빈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주냉각재

펌프가 고속운전일 때 해수펌

프는 고속운전된다. 정지상태에서부터 고속운전으로의 직접적인 변경은 금지된다.
3.15.2.4.6 기동급수펌프 제어
기동급수펌프는 기동운전중 일정한 속도로 운전된다. 운전원은 기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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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펌프를 정지시키고 급수 펌프를 가동시킬 수 잇다. 제어실의 소프트제어기에
의하여 기동, 정지상태를 확인하며, 수동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다.
3.15.2.4.7 급수펌프 제어
급수펌프는 출력운전중 일정한 속도로 운전되고 운전중인 펌프 정지시
대기중인 급수펌프는 자동기동한다. 급수펌프 한 대 고장시 출력감발계통에 의해
급수유량 및 터빈 출력이 빠르게 감소된다. 제어실의 소프트제어기에 의하여 급수
펌프의 상태 및 급수유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동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
다.
3.15.2.4.8 복수펌프 제어
복수펌프는 운전중 일정한 속도로 운전되며, 자기보호 기능외에 복수기
수위가 저-저 수위에 도달하거나 입구압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작동이 정지된다.
3.15.2.4.9 복수재순환 유량제어
출력운전중 급수유량의 급격한 변화는 복수기 수위 변화, 기기냉각수 유
량변화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복수 재순환 유로가 설계된다. 복
수펌프 후단압력이 입력변수로서 사용된다.
3.15.2.4.10 과열저감기 분무수 유량제어
우회증기의 과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급수 펌프 후단으로부터 과열저감
기로 분무수가 주입된다. 분무수의 유량은 과열저감기 후단 증기의 건도가 일정하
게 유지되도록 우회증기 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3.15.2.4.11 기동용 냉각기 분무수 유량제어
가열운전 초기에는 증기발생기로부터 과냉각 물 또는 이상유동의 형태로
방출되나 후기에는 과열상태가 증기가 생성되며, 이 때 기동용 냉각기 후단 과열도
를 감소시키기 위해 급수펌프 후단으로부터 기동용 냉각기로 분무수가 주입된다.
분무수의 유량은 기동용 냉각기 후단 증기의 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증기유량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3.15.2.4.12 기동용 냉각기 증기유량제어
기동용 냉각기는 기동운전중 증기발생기로부터 방출되는 이차계통 냉각
재를 복수기로 직접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증기우회 유량제어기가 작동하지 않
는 운전범위에서 작동하며 증기유량제어를 위한 별도의 조절밸브를 포함하지 않는
다. 증기발생기로부터 주증기 배관으로 충분히 과열된 과열증기가 공급되면 자동제
어계통은 증기압 조절계통의 작동을 개시하여 주증기를 과열저감기로 보내고, 기동
용 냉각기의 작동을 정지시킨다.
3.15.2.5 출력제어계통[3.15.2-11](그림 3.15.2-3 참조)
3.15.2.5.1 원자로출력제어계통
계측계통과 타 계통으로부터 중성자속,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MCP 속도,
가압기 압력, 수위, 온도, 각 그룹별 제어봉 위치 및 그룹내 편차등을 입력신호로
하여 이차계통 측 부하변동에 대하여 증기압과 냉각재 온도를 규정치내에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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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급수량 및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원자로 출력제어논리는 운전모드를 고려하여 급수유량에 따른 원자로 출
력과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관계식으로 프로그램된다.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증
기발생기 입구온도와 원자로 출력을 기준값으로 유지하도록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
계통으로 제어봉 인출 및 삽입 요구신호와 제어봉 인출 및 삽입 속도(rate) 신호를
제공한다.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노심기동운전, 가열운전, 기동운전, 출력운전, 출력감발운
전 및 정지운전과 같은 운전조건에서 타 제어계통과 함께 원자로 온도 및 출력을
제어하고 제어봉 동작과 관련된 제어봉 인출/삽입속도 및 Hold 상태, 제어봉 자동
이동 억제신호 정보(AMI), 노심평균온도 및 기준온도 등의 신호는 제어실 운전원에
게 운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준위 계통으로 통신망을 경유하여 제공한다.
‧ 운전모드별 원자로 출력제어
- 노심기동운전
노심기동운전이란 운전시작시 원자로를 미임계상태에서 임계상태
(0.1%정격출력)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노심기동 운전영역에서의 중성자
속으로부터 계산된 doubling time과 기 설정치간의 불일치신호에 의해 수행된다. 중
성자속에 의한 출력으로부터 계산된 출력증배계수를 약 40초로 제어하며 출력이
0.1%가 되면 출력을 안정시킨 후, 노심기동운전 완료신호를 제어실로 보낸다. 이때
급수제어계통은 급수유량을 5%로 자동제어하며, 기동급수펌프는 일정한 속도로 구
동하여 급수펌프가 구동할 때까지 필요한 급수를 공급한다. 해수펌프 또한 저속 구
동한다.
- 가열운전
가열운전은 원자로를 저온정지온도로부터 5%의 출력온도까지 가열
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원자로 출력이 0.1%에 도달한 후 제어실의 가열운전 시작
명령이 제어계통에 제공되면 제어계통은 급수유량을 5%로 유지하고 터빈 밀봉계통
및 복수기 공기 배출기(Air Ejector)로 증기공급을 제어하며, 증기압력 및 온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SCD(Startup Cooling Device) 차단밸브를 잠그는 가열운전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5%출력온도까
지 증가시키기 위해 제어봉 인출 제어신호를 발생하고, 온도증가율을 제어하여 약
298ૡC에서 안정시킨다. 이때 급수제어계통은 급수유량을 자동제어하며, 기동급수
펌프는 일정한 속도로 구동하여 급수펌프가 구동할 때까지 필요한 급수를 공급한
다. 해수펌프 또한 저속 구동한다.
- 기동운전
기동운전은 터빈을 가동할 때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운전과정이다. 제
어실의 운전원에 의해 기동운전 시작명령이 제어계통에 제공되면 급수유량을 20%
까지 올리고 터빈과 발전기를 동기화(Synchronization)시킨 후 이 사실을 운전원에
게 제공하며 터빈 기동 오일 펌프를 기동하는 일련의 기동운전을 자동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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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격출력을 5%에서 20%로 증가하라는 제어실의 명령에 따라 제어계통은 급
수유량을 정격급수유량의 5%에서 20%가 될 때까지 증가시킨다. 기동운전 절차에
따라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급수유량은 정격급수유량의 20%에 이르고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정격 증기압력인 3.2 MPa가 되며 노심변수들이 안정화되면 증기공급계
통기동이 완료된다.
- 출력운전
원자로 출력이 20%이상에서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봉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 정지운전
정지 또는 냉각운전은 연료 재장전등을 위한 정상정지운전과 플랜트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비상정지운전으로 구분된다. 정상정지운전은 정상운전
모드로부터 급수 유량을 정격출력시 급수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출력을 감소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정상 정지운전시 원자로 냉각운전은 기동운전의 역순으로 수
행되며, 냉각률은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비상정지시 터빈 발전기가 정지된다. 운전원은 긴급 정지후에 긴급정지명령을 내린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으며, 긴급정지 발생시 운전절
차는 비상운전 절차서에 따라 수행된다.
3.15.2.5.2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으로부터 제어봉 인출/
삽입요구신호와 인출/삽입 속도(rate)를 입력신호로 받아 제어봉 구동장치를 움직이
는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노심에 있는 제어봉 집합체를 상하로 움직인다.
‧ 원자로 냉각재 계통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주급수 유량에 따른 함수로
표시하여 계측된 출력에 대하여 기준온도로 설정한다.
‧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계측하여 기준온도와 비교
한다. 비교된 결과 온도차가 일정 허용범위 ±3ૡC를 초과하면 제어봉 구동장치 제
어신호를 발생시킨다.
‧ 비교된 결과 온도차가 0ૡC가 되면 제어봉 구동장치의 작동을 멈춘다.
‧ 출력운전모드에서 제어봉 이동은 원자로 출력대비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제어봉 구동장치제어계통은 이에 따라 제어봉 구동장치를 자동제어한다.
제어봉 구동장치제어계통은 75% 출력이상으로 운전중에 주냉각재 펌프 1대가 정
지된 경우나 급수펌프 1대가 정지된 경우 출력감발운전에서는 제어봉 구동장치를
조절하여 원자로 출력이 75%가 될 때까지 제어봉을 자동삽입시킨다.
‧ 제어봉 이동(motion) 제어모드(control mode)
제어봉구동장치제어는 49개의 제어봉구동장치를 개별제어 및 그룹제어
를 한다. 제어봉 이동 제어모드는 다음과 같다.
- 소프트제어기(운전원모듈)로부터 제어모드를 선정할 수 있다.
- 제어봉이동 운전중 요구신호가 해제되면 진행중인 스텝까지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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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다.
- Manual mode를 제외하고는 Group단위로 삽입/인출된다.
- Manual mode에서 개별 제어봉 제어가 가능하다.
제어봉은 자동제어시에는 운전모드별 제어논리에 따라 구동하며, 제어실의 소프
트제어기로 수동제어가 가능하다. 제어봉의 제어모드는 다음과 같다.
- Auto Sequential(AS) Mode
- Manual Sequential(MS) Mode
- Manual Group(MG) Mode
- Manual Individual(MI) Mode
- Standby Mode
- Special Startup Test Capabilities (특수한 기동시험)
타 계통 및 제어계통내부로부터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으로 입력되는 제어봉
이동 연동신호는 다음과 같다.
- ULS(Upper Limit Switch) 신호
- LLS(Lower Limit Switch) 신호
- QIS(Quick Insertion System) ULS 신호
- QIS(Quick Insertion System) LLS 신호
- AWP (Automatic Withdrawal Prohibit) 신호
- AMI (Automatic Motion Inhibit) 신호
- CWP (CEA Withdrawal Prohibit) 신호
- CMI (RPC CEA Motion Inhibit) 신호
제어봉 구동을 위한 관련정보 및 제어봉 스위치를 제공하는 운전원 모듈은 소프
트제어기 설계에서 담당한다. 또한 소프트제어기에서는 각 제어봉에 대해서 제어봉
의 위치를 모사하는 core mimic display를 제공한다.
3.15.2.5.3 출력감발 제어계통
출력감발 제어계통은 냉각재 펌프나 급수 펌프 고장등과 같은 주요 기기
손상시에 제어봉을 급속히 삽입하여 원자로 출력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계통이다.
출력감발제어계통은 자동으로 작동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갖는다.
‧ 원자로 출력감발 제어계통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받아 원자로 출력을
20%∼75%사이에서 안정되게 유지시킨다.
‧ 원자로 출력감발계통이 자동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운전원에게 알려주며,
필요시 운전원이 수동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입력변수로는 운전모드, 급수유량, 1대의 주냉각재 펌프 고장신호, 1대의 급수펌
프 고장신호이며, 원자로 출력 75%이상의 출력운전 중 4대의 주냉각재 펌프가 고속
으로 운전중 1대가 정지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출력
을 신속하게 75%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과 급수제어계통으
로 필요한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원자로 출력 75%이상의 출력운전중 급수펌프 1

- 524 -

대가 정지한 경우에도, 안전을 위하여 원자로 출력을 75%까지 감소시킨다.
3.15.2.5.4 급수제어계통
급수제어계통은 운전모드에 따라 급수제어 밸브와 급수펌프를 조절하여
원자로 출력을 조절한다. 기동운전과 냉각운전시 설정 주급수 유량은 운전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출력운전시 급수 유량은 운전원이 설정한 설정치를 쫓아
가도록 제어된다. 급수제어계통은 이 설정치와 정해진 변화율(정상시, 출력급감발
시)을 이용해 기준급수유량을 생산하며 이 값과 측정된 유량값을 입력신호로 하여
비례적분기를 거친 뒤 급수제어밸브 구동기에 제어신호를 보낸다. 하나의 급수제어
계통으로 모든 증기발생기의 급수를 제어하며, 자동기동후 원자로 출력 20∼100%의
출력운전은 부하변동에 연동하여 제어된다. 급수제어에 관계된 급수유량, 급수제어
밸브, 기동급수펌프, 급수펌프의 상태는 제어실의 소프트제어기에서 확인하며, 수동
제어도 가능하다. 자동/수동 제어모드 전환시 Bumpless and Balanceless 전환된다.
3.15.2.5.5 증기우회제어계통
원자로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터빈출력을 감소시킬 경우, 주증기압
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증기우회 유량은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증기우회 제
어계통은 부하변동이나 비상시에 증기우회밸브의 개방을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한
다. 출력운전중 터빈정지시에는 원자로의 정지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출
력 운전중 급수 펌프 1대 운전정지에서도 원자로의 정지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한
다. 증기우회제어계통은 증기우회 유량제어를 통해 주증기 압력을 제어하며 계측된
주증기 후단압력과 압력설정치를 입력신호로 하여 비례적분기를 거친 뒤 증기우회
제어밸브 구동기에 제어신호를 보낸다. 증기우회계통은 제어실의 소프트제어기를
통하여

필요시

수동운전이

가능하며

자동,

수동

제어전환시

bumpless

and

balanceless 전환된다.
3.15.2.5.6 터빈출력제어계통
터빈은 원자로 출력이 20% 이상이 되면 항상 전기를 생산하며 정상적으
로 작동한다. 터빈은 항상 정속으로 회전하며 회전수 변동 허용범위는 ±5%이다.
터빈축에 터빈발전기 회전속도 조절 및 주증기 압력 조절용 유압펌프가 함께 설치
되어 있어서 터빈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터빈발전기 속도 및 주증
기 압력은 피동적으로 조절된다. 터빈발전기 자체 제어기능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업무가 아니며, 다만 터빈발전기제어에 필요한 계통의 신호를 입력으로 제공하고,
제어계통 연계신호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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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ing with softcontrollers, BO P control sys.
and m onitoring sys.

Process Control System

RH R Control
Primary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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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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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tput
Interface
M 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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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tput M odules
To actuators in the field

그림 3.15.2-2

SMART 공정제어계통 구성도

In te rfac in g w ith s o ftc o n tro lle rs , S e co n d a ry c o n tro l s y s.
a n d m o n ito rin g s y s .

P rim a ry C o n tro l S y st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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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M CS
RPCS

CPU
CPU

C om m .
Com m. 1
D 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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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m m . 2
D ual
O ut

그림 3.15.2-3 SMART 출력제어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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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m ory

B lan k

3.15.3 정보체계계통
3.15.3.1 설계요건 및 기준
정보체계계통은 통신망을 통하여 입력받은 신호, 즉 플랜트의 운전상태 신호
값을 가공 처리하여 주제어실의 표시장치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보
계통, 표시계통, 정보처리계통의 하위계통을 포함한다. 정보체계계통은 비안전등급
이지만 플랜트의 모든 출력운전, 과도상태, 원자로 정지 상황에서도 운전되는 계통
이다. 또한 최대 진동 및 지진에 대하여 계통의 기능 및 물리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보체계계통의 각 하위계통은 주(primary) 컴퓨터와
동작중대기(hot-standby) 컴퓨터로 구성된 이중(dual) 컴퓨터 구조를 갖는다. 계통
의 고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주 컴퓨터와 동작중대기 컴퓨터는 일정한 주기로 하트
비트(heartbeat)를 상호 전송하며, 주 컴퓨터 고장발생 시에는 동작중대기 컴퓨터가
계속 계통의 기능처리를 수행한다. 경보계통과 표시계통은 정보처리계통은 정보체
계의 다양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경보계통과 표시계통은 동일한 공정변수
및 경보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보처리계통과
는 독립적으로 이들을 계산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체계계통은 모든 운전조건에
서 99% 이상의 가동률을 만족하여야 하며, 매 1초의 처리주기를 갖는 실시간 동작
이 가능하여야 한다.
3.15.3.1.1 경보계통 설계요건 및 기준
‧ 설계요건
경보계통은 정보처리계통, 대형화면과 더불어 플랜트의 이상상태를 감
시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생시키고 이를 주제어실의 표시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경
보계통은 경보처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경보제거, 다량의 경보 발생 시에 경보의 중
요도에 따라 중요도가 낮은 경보의 축약, 발생된 경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화,
후속경보에 대한 원인경보 제공 등과 같은 개선된 경보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운전원에게 신뢰성 있는 경보를 제공해야한다. 경보계통으로 입력되는 신호는 계측
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 특정감시계통 및 정보처리계통이며, 자료통신망을 경유하
여 입력되어야 한다. 입력신호는 신호변환(signal conversion), 신호검증(signal
validation) 및 경보점검(alarm checking) 요건에 상응하는 전송률 및 전송주기를 가
져야 한다. 경보 계통의 주요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3.15.3-1].
- 성능 요건
경보계통은 비안전등급이지만 최대 진동 및 지진에 대하여 계통의
기능 및 물리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출력 운전상황,
과도상태 및 원자로 정지 상황에서도 운전되어야 한다.
- 중복성 요건
경보계통은 기능수행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설계해야 한다. 정상운
전 중에는 주 프로세서(primary processor)와 보조 프로세서(backup processor)가
동시에 동작하며, 시스템의 고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주 프로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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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프로세서로 하트비트를 전송해야 한다. 중복 설계되는 각 기기는 물리적, 전기
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다양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보계통은 정보처리계통에
서도 수행되는 경보처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다양성 요건
경보계통은 정보처리계통과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경보를 처리하고 표시하도록 설계하여 다양성을 만족한다.
- 가동율 요건
경보계통은 모든 운전조건에서 99% 이상의 가동률을 가져야 하며,
응답시간은 최대 1초 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 응답 및 지연시간 요건
경보계통의 각 요소별 응답 및 지연시간은 다음과 같다. 실제의 응답
및 지연시간은 주어진 값보다 같거나 적다.
가. 신호전송지연시간 : 150msec
나. 신호처리시간 : 200msec
다. 표시처리시간 : 150msec
라. 인간기계연계 응답시간 : 500msec
마. 계통 응답시간 : 최대 1.0sec
- 정확도 요건
경보계통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정확도는 통신망에서의
부정확도(inaccuracy)를 제외하고 ±0.1% 이상이다.
- 확장성 요건
경보계통의 신호처리 프로세서 및 표시기 프로세서는 예상되는 최대
부하 조건에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충분한 성능여유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최대부하
에서 두 프로세서는 최대 전체 용량의 75%를 사용하여, 최소 25%가 비어있도록 설
계한다.
‧ 연계요건
경보계통은 플랜트의 이상상태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인간기계연계의
한 부분으로서 기계적, 전기적, 계통간 신호, 환경 등의 연계요건을 충족하도록 설
계된다. 경보계통의 경보 처리기는 전기기기실에 위치하고, 각 표시기는 주제어실에
위치한다. 경보계통의 기기 케비넷 및 표시기들은 제거, 설치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
해 여유공간을 기지며, 기기 케비넷은 충격이나 진동의 흡수가 가능한 기기설치대
에 고정된다. 경보계통의 처리기 캐비넷과 타 기기와의 결선은 자료통신계통의 설
계요건에 따라 케이블 커넥터를 통해 연계된다[3.15.3-2].
3.15.3.1.2 표시계통 설계요건 및 기준
‧ 설계요건
표시계통은 사고후감시변수, 특정 안전 및 주요 운전변수를 처리하여
표시기에 표시하는 계통이다. 표시계통은 신호검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변수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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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값을 처리하여 각 변수에 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표시계통은
정보처리계통의 고장 시에도 플랜트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보처리계통
과는 독립성과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표시계통은 사고후감시를 위하여 Regulatory
Guide 1.97의 범주 1 변수를 실시간 및 연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주요 운전변수
및 안전관련 변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운전원이 선정하여 감시할 수 있어야 한
다. 표시계통은 안전 및 비안전 계측제어계통으로부터 자료통신망을 통하여 입력되
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처리해야 한다. 표시계통의 주요 설계요건은 경보계
통의 요건과 동일하다.
‧ 연계요건
표시계통의 각 표시처리 캐비넷은 전기기기실에 위치하고, 각 표시기는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제어실에 위치한다. 사고후감시 표시처리 캐비넷은 독립적인
A, B 채널별로 전기기기실에 위치하며, 표시기는 주제어실의 안전정지제어반에 위
치한다. 표시계통의 처리기 캐비넷과 타 기기와의 결선은 자료통신계통의 설계요건
에 따라 케이블 커넥터를 통해 설치된다. 표시계통에서 처리된 정보는 정보처리계
통과 대형화면으로도 송신된다[3.15.2-2].
3.15.3.1.3 정보처리계통 설계요건 및 기준
‧ 설계요건
정보처리계통은 주제어실 운전원이 플랜트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운전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주제어실 내에서 운전원은 감시정보와 경보를 정보처리계통 외에도
대형화면, 경보계통, 표시계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정보처리계통은 대형화면, 경
보계통, 표시계통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며 이들 계통을 통해 취득할 수 없는
상세한 운전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처리계통은 감시 및 경보에 대한 정
보를 주제어실의 주제어반 및 감독자제어반에 주로 제공하며 또한 기술지원실, 운
전지원실, 소외비상대응설비 등과 같은 운전지원과 관련된 설비에도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주요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3.15.3-4].
- 성능 요건
정보처리계통은 직접적으로 플랜트의 안전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
지 않는 비안전등급 계통이다.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처리계통의 정보는 신뢰되지 않아야 한다.
- 중복성 요건
정보처리계통의

컴퓨터

구조는

주(primary)

컴퓨터와

대기

(secondary) 컴퓨터로 구성된 이중(dual) 컴퓨터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컴퓨터는 이
중 중앙처리장치를 가져야 한다. 각각의 컴퓨터는 전기적, 물리적으로 분리되며 각
각 분리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다양성 요건
경보계통과 표시계통의 처리결과를 정보처리계통과 상호 비교하는

- 529 -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가동률 요건
NUREG-0696에서 요구하는 SPDS의 가용성 요건인 99% 이상을 만
족해야 한다.
- 표준화 요건
정보처리계통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신뢰성이 인정
된 상용 표준제품을 사용하여 설계해야 하며,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며 각각의 모듈
은 표준화된 설계방식을 적용하여 유지보수 시 모듈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연계요건
정보처리계통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신
호는 계측계통으로부터 받는다. 계측계통은 유체계통설계분야 및 노심설계분야에서
설계되는 계측기로부터 취득한 신호를 정보처리계통으로 매 1초 주기로 통신연계장
치를 통해 전송한다. 정보처리계통은 네 채널로 설계되는 보호계통의 신호에 대한
채널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신호를 매 1초 주기로 통신연계장치를 통해 전송
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제어계통이 수행한 제어결과를 제어계통으로부터 비주기적으
로 통신연계장치를 통해 수신한다. 경보계통과 표시계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출력신
호와 경보인지, 경보음 제거, 경보 재발생, 경보해제 및 리셑과 같은 경보의 조작과
관련된 정보들이 정보처리계통으로 입력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은 추후 실험을
통해 결정된다. 정보처리계통은 경보계통과 표시계통으로부터 통신 메시지가 전달
되지 않을 경우 통신고장 경보를 발생시킨다. 정보처리계통은 대형화면에서 요구되
는 플랜트 공정변수, 펌프 및 밸브의 동작상태, 필수기능 경보 등의 신호를 매 1초
주기로 통신연계장치를 통해 전송한다[3.15.3-5].
3.15.3.2 경보계통
3.15.3.2.1 기능 및 구조
경보계통은 운전원에게 불필요하거나 다른 경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플랜
트 운전에 미치는 심각성이 덜한 경보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운전원의 주의를 집
중시켜 운전성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설계하였다. 경보계통은 안전 및 비안전 계측제어계통으로부터 자료통신망을 경유
하여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한다. 경보계통의 구조는 그림 3.15.3-1과 같다.
경보상태는 경보음, 대형화면상의 경보표시 및 경보 평판표시기상의 경보 메시지
의 형태로 제공된다. 경보계통은 플랜트 운전 중 비정상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보의
수를 최소화하여 운전원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준다. 경보의 수와 경보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터기법(filtering), 조건
논리 등의 기법들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제거하고, 제공되는 발생경보를 통
해 운전원은 최대한도로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며 뿐만 아니라 수동조작을 통해 축
약된 경보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경보계통은 불필요한 경보발생의 가능성과 경보
메시지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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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1 경보계통 구조도
∙운전모드 종속
현재의 플랜트 운전모드에 따라 경보로직과 설정치가 변동된다.
∙사건 종속
원자로 정지, 터빈 정지 및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 등과 같이 경보가
미리 정의된 상태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경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기기 상태 종속
경보작동로직을 개선하여 해당 기기의 상태에 따라 관련 경보를 경보
로 고려하지 않게 하여 동작되는 경보의 수를 줄인다.
∙다중 설정치 관계
어떤 변수의 경보가 발생한 상태에서 더 심각한 경보가 발생하면 덜
심각한 경보를 작동하지 않게 한다.
∙원인-결과 관계
플랜트 공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오류로 인한 경보는 다른 부분에
서의 경보를 야기한다. 이와 같이 운전원의 대응이 필요 없는 경보들을 억제되게
한다.
∙경보 필터링 기법
거짓 경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신호잡음을 줄일 수 있는 시간 필
터링이나 과도상태에서 우연한 경보발생을 피할 수 있는 시간지연 기법이 적용된
다.
∙그룹 경보
몇 가지의 관련 있는 경보들이 그룹화 되어 표시화면에 하나의 경보로
표시되고 경보목록에 경보상태의 정확한 원인이 표시된다.
∙불감대 적용
채터링에 의한 불필요한 경보를 제거하기 위해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고려한 불감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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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경보제한치의 적용
플랜트의 가열과 냉각 시 경보 설정치를 고정하지 않고 플랜트의 상태
에 따라 가변 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경보를 제거한다.
경보표시기는 운전원이 경보상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보발생 순서별 또는
우선순위별 등으로 제공되는 경보목록(Alarm list) 표시화면을 제공하여 운전원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경보는 우선순위 및 경보상태(비인지 경보, 인
지 경보, 해제경보)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 경보 발생시 flashing 기능이 함께 제
공되며, 경보상태 (비인지 경보, 해제 경보 등)에 따라 구별될 수 있도록 flashing
rate를 다르게 한다. 즉, 비인지 경보는 빠르고 해제경보는 느리게 설정한다. 경보음
은 경보가 표시되는 주제어실에서 운전원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인지되지 않은 경
보와 해제경보에 대해 구별되며, 또한 경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구별된다. 운전원은
발생경보에 대해 경보 표시기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으며, 표시기에서 경보에 대한
상세한 경보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경보정보 취득을 위하여 경보음 제거(silence),
경보인지, 경보 재 발생(re-alarm), 해제(clear) 및 리셋(reset) 기능들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경보 메뉴가 사용된다. 경보 표시기는 터치구동방식을 사용하여 운전원이
기능중심의 정보 수준에서 변수 단위의 상세 수준 정보에 이르기까지 접근이 가능
하도록 그림 3.15.3-2와 같이 경보표시 화면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였다. 각 계층 화
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Main 화면
운전원에게 계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하위계층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한다.
∙Parameter 화면
운전원이

Main

화면에서

특정

계통을

선택하게

되면

상세한

Parameter 메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가압기 압력, 가압기 수위, 냉각재 유량 등
이 화면에 나타난다.
∙Trend 화면
경보 변수에 대한 30분간의 추이를 표시한다.
∙Sensor 화면
경보 변수의 해당 감지기(sensor)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Alarm List 화면
발생된 경보를 목록(list) 형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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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List

Parameter

MPD

Sensor

Trend

그림 3.15.3-2 경보계통 표시화면의 계층적 구조
∙Sensor 화면
경보 변수의 해당 감지기(sensor)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MPD 화면
MPD(Multiple Parameter Display Format) 화면은 다수개의 변수들을
그룹화 하여 운전원이 선택할 수 있게 표시한다.
3.15.3.3 표시계통
3.15.3.3.1 기능 및 구조
표시계통은 안전계통 및 비안전 계측제어계통으로부터 자료통신망을 경
유하여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하며, 인간기계연계 기기를 제외하고 모두 이중화된
구조를 갖는다. 자료통신망, 표시 신호처리 프로세서, 사고후 감시채널 프로세서, 주
요 변수 처리 및 표시프로세서 들로 구성되는 표시계통의 구성은 그림 3.15.3-3과
같다. 표시계통의 사고후 감시변수는 Regulatory Guide 1.97의 범주 1의 변수에 대
한 요건을 만족한다. 표시계통의 교류전원은 필수전원공급계통(vital bus power
supply system)에서 공급된다.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는 전기적 서지(electrical
surges), 전자기파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정전방전(electrostatic
discharge, ESD), 공중파간섭(radio frequency interference, RFI)에 견디도록 설계된
다. 또한 전체 시스템을 가동 중지시키지 않고도 하드웨어 보수가 가능하도록 충분
히 중복된 설계 구조를 갖는다. 고장난 프로세서에 대해 가동 중 보드교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하며, 모든 가동 중 보수는 한 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표시계통은 하드웨어의 건전성 시험을 위한 가동 중 연속적인 자가시험(self
testing) 능력을 갖는다. 건전성에 대한 가동 중 자가시험은 시스템의 고장을 조기
에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주기시험은 수동으로 개시되지만, 일단 개시
되면 자동으로 시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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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3 표시계통 구조도
3.15.3.4 정보처리계통
3.15.3.4.1 기능 및 구조
정보처리계통의 구조는 그림 3.15.3-4와 같다. 정보처리계통의 컴퓨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자체
개발 시 많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는 분야에 적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기본 커널(kernel)을 구성하는 운영체제와, 컴파일러, 링커, 데이터베이스 관
리자, 그래픽화면설계 지원도구, 소프트웨어설계 지원도구와 같은 지원 소프트웨어
로서 개발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는 정보처리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수행기능을 갖는 모듈
(module)단위로 구성된다. 자체 개발된 각각의 모듈은 스케쥴러(scheduler)에 의해
실행순서가 관리된다. 따라서 정보처리계통은 매 1초의 처리주기를 갖는 실시간 동
작이 가능하다[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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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4 정보처리계통의 구조도
정보처리계통이 처리한 결과는 VDU(Visual Display Unit) 상의 그래픽 화면형태
로 표시된다. 그래픽화면 설계는 운전원 중심의 인간공학요소를 반영한 제어실 정
보표시기 설계지침을 준수한다. 설계의 효율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
체지향 기능을 보유한 화면설계 지원도구를 이용하여 그래픽화면을 설계한다. 그래
픽 설계 시 윈도우(window)기법을 적용하며 팝업(pop-up) 또는 풀다운(pull-down)
메뉴방식을 채택한다. 정보처리계통이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필수운전정보,
보조운전정보, 운전지원정보로 구분된다. 필수운전정보는 운전절차에 의거 정보처리
계통이 표시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
∙ SPDS(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NUREG-0737 Supp. 1에서 요구하는 안전변수감시기능을 제공한다.
∙ SCOMS(SMART Core Monitoring System)
원자로 운전제한치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원자로 운전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DNBR(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LHR(Linear Heat Rate),
AO(Axial Offset) 및 Azimuthal Tilt 등을 계산하여 제한치를 초과하면 관련 경보
를 즉시 발생한다.
∙ CEAMS(CEA Monitoring System)
CEA(Control Element Assembly)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개별 CEA 위
치 및 그룹별 CEA 위치, CEA 위치 편차, CEA 이동거리 및 낙하회수 누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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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를 표시한다.
∙ BOPPMS(BOP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BOP(Balance of Plant)를 구성하는 터빈계통, 복수계통, 급수계통의 상
태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SOE(Sequence of Events)
계측계통에서 1 ms 단위로 취득한 SOE 데이터를 표시 처리한다.
보조운전정보는 운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운전원에게
기기의 시험상태 또는 운전상태 등과 같은 보조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보조운
전정보는 기존 발전소의 운전경험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과 설계자의 기능개선
을 반영한 것이다. 보조운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이곡선 설정, 그룹별 감시변수 설
정, 경보 목록 표시 기능 등을 처리한다. 운전지원정보는 전산화된 운전절차, 진단
체계, 이력데이터 저장 및 검색, 로그 및 검토업무 지원과 같은 운전의 효율을 증대
할 목적으로 정의된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주제어실, 기술지원실, 운전지원실, 소외비상대응설비 등에 있는
운전원에게 플랜트 운전 정보를 VDU 화면상에 그래픽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디스플레이 처리결과는 그림 3.15.3-5와 같은 계층적 화면 구조를 기
반으로 운전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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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통신체계계통
3.15.4.1 설계요건 및 기준[3.15.4-1]
3.15.4.1.1 기능
자료통신계통은 SMART MMIS의 모든 준위간, 채널간, 계통간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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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전송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계통 그룹내부의 자료전송을 위
한 구조, 통신규약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3.15.4.1.2 안전등급
안전계통을 위한 자료통신계통의 안전등급은 안전등급-3, Class 1E 및
내진범주 I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15.4.1.3 다중성과 분리 및 격리
안전계통의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는 자료통신계통은 안전계통에서 요구
하는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다중 채널을 위한 자료통신계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3.15.4.1.4 단일고장 및 신뢰도
단일부품 또는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 계통 전체의 고장을 유발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계통을 위한 자료통신계통의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는 안전관련 계통에서 요구하는 신뢰도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뢰도에 따
른 MTBF는 5년 이상, 전송 비트에러는 10

-1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기기의 고장

으로 인해 초래되는 심각한 영향을 밝히기 위한 고장모드영향분석을 수행해야 한
다.
3.15.4.1.5 보안
자료통신계통은 장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및 시스템 운전에 대한 비인
가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구조와, 전송 데이터의 보안과 통신망의
메시지 인증을 위한 전송보안 설계를 갖추도록 설계해야 한다.
3.15.4.1.6 전송구조
안전관련 자료통신계통의 구조는 결정론적이어야 한다. 비결정론적 특성
이 나타나는 에러복구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정의해야 하며 비결정론적인 동작으로
인한 기능의 영향을 분석하고 심층방어 또는 다양성으로 보상됨을 증명해야 한다.
안전관련 계통을 위한 자료통신계통은 사건기준 보다는 상태기준의 구조로 설계 함
으로서 계통의 기능 수행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자료통신을 위한 계통간의 매체
접근 방법이 제어 가능한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3.15.4.1.7 확인 및 검증
안전계통을 위한 자료통신은 위해도 분석 및 평가에 의하여 위험요소 및
고장 진행한계를 명시해야 하며, 통신 프로토콜이 설계 기능을 수행하고 상태전환
손실, 상태의 모호성, 교착상태, 활성상태, 규정되지 않은 송수신 등의 위험성이 존
재치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15.4.1.8 전송용량, 확장성
각 계통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최대부하 조건에서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최대부하 조건은 가장 많은 송
수신량을 초래하는 경우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전송용량 분석시 확장성, 프로토콜 스
택에 의한 오버헤드, 최악의 전송주기, 고장모드별 초과 전송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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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야 한다. 확장성은 각 하부망에 대하여 적어도 25%의 확장용량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3.15.4.1.9 전송지연
데이터 전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 계통에서 요구하는 제한 시간내에 전
송되어야 한다. 전송주기는 계속적이며 일정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의 고장으로 인
하여 시간 불일치나 메시지 과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5.4.1.10 보수, 유지, 시험
보수 및 유지가 용이해야 하고 배선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장비의 접속성 및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교체가 용이 하도록 설계해야 하
며, 고유기능인 데이터 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장검출, 격리 및
복원 기능을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 각 모듈에 대한 기능 검증시험과 품질등급에
따른 환경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며, 자료통신계통의 정상적인 운전성 확인시험을 위
한 자체 시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15.4.2 안전등급 통신망
3.15.4.2.1 기능
안전등급 통신망은 SMART MMIS 안전등급 계통간 데이터전송 기능과
비안전 등급 계통과의 연계기능 및 이를 위한 제반 통합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전
송 기능은 안전등급 계통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제반 규약을 제공하
며, 연계기능은 비안전 등급과의 데이터 통신시 전송 프레임 구조, 동기화 방법, 오
류검사 방법 등의 통신규약의 차이와 전송매체, 매체 접속방법 등의 물리적/전기적
인 차이를 프로토콜 변환 및 물리적 변환 등을 통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처
리하는 기능이다. 또한, 자료통신계통은 각 계통에서 요구하는 전송주기, 전송지연
시간, 전송로의 분리 및 격리 등의 요건을 통합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와 수단 등을 제공하는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3.15.4.2.2 범위 및 연계구조
∙ 범위
안전등급 통신망은 안전계측 계통과 보호계통을 포함하며 각각은 4개
의 채널망으로 구성된다. 안전등급 통신망이 요구되는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계측기로 부터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필드망을 통하여 보호 및 각 비
안전 계통에 분배
- 계측 및 보호 채널내 계통간의 데이터 교환 수단
- 계측 및 보호 채널간 데이터 교환 수단
- 안전계통 관련 준위 및 비안전 계통 관련 준위간에 요구되는 데이터
교환 수단
∙ 연계구조
안전등급 통신망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15.4-1의 SMART MMIS
전체 구조 중 안전계측 계통과 보호계통의 자료통신 구조와 같다. 안전등급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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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구조는 다음과 같다[3.15.4-2].
- 전송주기
안전망간의 모든 자료 전송주기는 25 msec로 한다.
- 전송 프레임
안전망간의 자료전송을 위한 전송 프레임은 일정한 길이와 형태를
갖도록 한다. 전송 프레임에는 동기정보, CRC, 송신 및 수신 주소 (또는 포트 정보)
를 포함한다.
- 전송매체
자료전송을 위한 매체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광케이블을 이용한
다.
- 전송링크
안전망간의 전송링크는 물리적으로 일대일 링크를 사용한다.
- 전송 채널할당
안전망간의 전송 채널할당은 시간분할에 의한 고정할당 방식을 적용
한다.
- 망구조
안전망의 토폴로지는 성형으로 한다.
- 전송 분리 및 격리
안전망 채널간 자료전송은 독립성을 위하여 송수신 경로가 분리된
단방향 링크를 이용하며, 각각의 링크 연계장치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된 구조를 갖는다.
3.15.4.2.3 세부구조 및 전송특성 분석
∙세부구조
- 구성
안전등급 통신망의 구조는 그림 3.15.4-2와 같이 송수신 2단으로 분
리된 망 연계장치의 교환에 의한

8 X 8의 시분할 멀티플렉싱 통신방식이다. 기본

구성은 통신노드 (NIC, Network Interface Card), 망 연계장치 및 광케이블의 통신
매체를 포함한다. 각 통신노드는 데이터 전송을 물리계층기능과 데이터링크계층의
기능을 포함한다. 물리계층의 기능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송을 위한 코드변환 (인코
딩), 동기정보 코딩, 전기신호의 광 변환 등이, 데이터링크 계층의 기능으로 에러감
지를 위한 CRC 코드생성, 주소부여 및 프레임 구성을 수행한다. 송수신 포트는 분
리되어 수신 데이터는 망 연계장치 수신단의 출력 연계모듈로부터 수신하며, 송신
데이터는 망 연계장치 송신단의 입력연계모듈로 전송한다[3.15.4-3].
망 연계장치는 통신노드와 광케이블로 접속되며 통신노드간 경로설정을 위한 교
환기능을 수행한다. 망 연계장치는 제어모듈, 스위칭 모듈 및 노드접속 모듈 및 메
모리로 구성된다. 제어모듈은 망 연계장치의 전체적인 타이밍 제어를 수행하는 모
듈로서, 스위칭 모듈의 입출력 경로 스위칭 타이밍과 메모리의 데이터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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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Write) 타이밍을 제어한다. 스위칭 모듈은 제어모듈로부터의 타이밍 신호를
받아 각각 송수신 경로 스위칭을 수행한다. 노드접속 모듈은 망 연계장치의 통신
노드로서, 각 시스템의 통신 노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메모리는 망 연계장치
의 임시저장 장치로서, 송수신 경로상의 데이터를 임시 저장한다.
- 프로토콜
안전등급 통신망은 Single Mode의 광케이블, 성형 (Star) 구조, NRZ
+ 4B/5B 인코딩 방식, 시분할에 의한 동기방식, 일대일의 연결지향의 링크제어, 결
정론적으로 산출된 버퍼크기를 할당함으로서 흐름제어 기능 배제, 재전송을 배제한
CRC 에러검출 방식의 에러제어, 고정할당 방식의 전송권한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 스위칭 구조
안전계통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망은 각각 8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8개의 망 연계장치로 구성된다. 각 망 연계장치는 계통 또는 채널 내부 통신망 기
능뿐만 아니라 다른 망 연계장치내의 모든 노드에게도 일정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데이터량을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총 64개의 노드는 64개의 모든 노드 (자기노드
포함)에 대하여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송하는 64 X 64 스
위칭 통신방식이다.
그림 3.15.4-3의 S1과 같은 8개의 망 연계장치 (S1,S2,S3,,,,S8)로 구성되며 각각의
망 연계 장치는 8개의 노드를 포함한다. 망 연계장치는 두 개의 모듈로 분류되며
첫 번째 모듈인 D1은 8개 노드로 부터의 송신 데이터를 받아 시분할 교환방식에
의하여 각 망 연계장치로 송신한다. 망 연계장치의 두 번째 모듈인 D2는 8개 망 연
계장치로 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시분할 교환에 의하여 해당 노드에 데이터를
송신한다. D1, D2의 모든 입출력단은 각각 8개의 포트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포트
는 해당 데이터 경로에 대한 전용선로를 갖는다. 각 노드는 송수신 선로가 분리되
어 송신 데이터는 D1 모듈로 전송하며, 수신 데이터는 D2 모듈로부터 받는다. D1
의 입력 포트의 스위칭 타임 슬롯은 1 프레임이며 출력 포트는 8 프레임이다. D2의
입력포트는 8개의 망 연계장치의 D1 모듈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각 입력 포트
당 1 프레임씩 출력포트로 전송한다. D2의 출력포트는 각 입력포트로부터의 1 프레
임씩 총 8 프레임씩 해당 노드에 전송한다. 따라서, D2의 입력 포트의 스위칭 타임
슬롯은 1 프레임이며 출력포트는 8 프레임이다. 각 노드로부터의 64개의 프레임을
모두 전송하기 위해서는 D1, D2의 입력 스위칭은 8 포트에 대하여 64번 반복해야
하며 출력포트는 8번 반복해야 한다. D2의 출력포트 첫 번째 스위칭은 1번 포트로
부터 시작하나 두 번째 반복시에는 2번 포트부터, 3번째는 3번 포트부터, 마지막 8
번째 반복시에는 8번 포트로부터 스위칭을 시작한다.
∙전송특성 분석
안전등급 통신망의 구조는 결정론적 구조로서, 모든 데이터 전송 경로
상의 데이터 전송 시작과 종료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안전등급 통신망 구조에 대
한 각 통신 링크의 전송경로는 그림 3.15.4-4와 같으며 최소 전송지연시간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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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지연시간의 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3.15.4-5 및 3.15.4-6과 같다. 또한, 그림
3.15.4-7은 각 처리단계별 전송 종료시간을 보여준다. 기본구조는 8개의 8 X 8 노드
접속 장치로 구성되며 각 링크별 전송 프레임 크기는 1024 비트, 시스템과 노드 접
속장치간은 16 Mbps, 전체 통신링크는 10 Mbps로 설정하였다. 스위칭 속도는 8개
의 노드링크 속도를 수용할 수 있는 80 Mbps, 입력 스위칭 시간은 1 프레임 전송
시간인 12.8 usec, 출력 스위칭 시간은 8 프레임 전송 시간인 102.4 usec이다. 그림
3.15.4-5에 제시된 최소 전송지연시간은 전송 구조상 가장 먼저 전송 교환을 시작하
는 S1 노드접속장치, 첫 번째 노드의 분석 결과이다. 시스템과 노드접속장치간의 전
송은 1024 X 64 비트에 대하여 16 Mbps로 송수신 되므로 각각 4096 μsec, 총
8192 μsec가 소요된다. 모든 링크간 전송은 이 시간 내에 종료하므로 8192 μsec가
전체 전송지연시간이 된다. 최대 전송지연시간은 S8의 8번째 노드의 분석 결과이며
그림 3.15.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45.6 μsec가 소요된다. 분석 결과는 각 장치의
프로세싱시간과 전파진행 지연시간을 배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연시간은 제시
된 결과보다 더 소요되나 그 범위는 수십 ~ 수백 μsec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므로 전체적인 송수신 지연시간은 10 msec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5.4-7의 처리단계별 종료시간 분석을 보면, S1 Node 1의 경우 D1, D2의 출력 스
위칭 종료시간이 입력 스위칭 종료 시간보다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레
임 전송 순서와 스위칭 구조에 의해 S1의 첫 번째 출력 링크가 전송 순서상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림 3.15.4-8은 모든 노드접속장치 수신버퍼의 데이터 도착 종
료시간 즉, 전송 지연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노드접속장치의 데이터 수신 종료시간
은 망 연계장치별로 동일하며 망 연계장치별로는 장치 번호 순서에 따라 102.4 μ
sec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첫 번째 장치와 마지막 장치 노드들간에는 102.4 μsec
* 7 = 716.8 μsec의 전송지연시간 편차를 갖는다.
3.15.4.3 비 안전등급 통신망
3.15.4.3.1 기능
비 안전등급 통신망은 SMART MMIS 비 안전등급 계통간 데이터전송
기능과 안전 등급 계통과의 연계기능 및 이를 위한 제반 통합기능을 제공한다. 데
이터전송 기능은 비 안전등급 계통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제반 규약을
제공하며, 연계기능은 안전 등급과의 데이터 통신시 전송 프레임 구조, 동기화 방
법, 오류검사 방법 등의 통신규약의 차이와 전송매체, 매체 접속방법 등의 물리적/
전기적인 차이를 프로토콜 변환 및 물리적 변환 등을 통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
록 처리하는 기능이다. 또한, 자료통신계통은 각 계통에서 요구하는 전송주기, 전송
지연시간, 전송로의 분리 및 격리 등의 요건을 통합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적인 구조와 수단 등을 제공하는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3.15.4.3.2 범위 및 연계구조
∙ 범위
비 안전등급 통신망은 비 안전계측 계통과 제어계통, 경보 및 지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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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처리계통을 포함한다. 비 안전등급 통신망이 요구되는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비안전계측망
비안전계측망은 각 계측 자료처리기 및 특정감시 처리기간의 내부통
신 및 다른 계통망간의 외부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 제어망
제어망은 일차계통제어망, 일차계통 공정제어망, 이차계통제어망, 이
차계통 공정제어망의 4개의 하부망과 제어연계망으로 구성된다. 4개의 하부망은 일
차계통제어, 이차계통제어 등 각각의 제어기능에 요구되는 내부 모듈간 자료통신
수단으로 이용되며 제어연계망은 이들 4개의 하부망간 및 다른 계통과의 자료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 경보 및 지시망
경보 및 지시망은 주처리기와 표시기간의 내부통신 및 다른 계통과
의 외부통신수단을 제공한다.
- 정보처리망
정보처리망은 정보처리 주처리기와 표시기간의 내부통신 및 다른 계
통과의 외부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 연계구조
비 안전등급 통신망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15.4-1의 SMART
MMIS 전체 구조 중 비 안전계측 계통, 제어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 및 지시 계통
의 자료통신 구조와 같다. 비안전망간의 모든 자료 전송주기는 500 msec이내 이며
상태 감시용 데이터와 기기 제어용 데이터는 경로를 분리한다 그 외의 연계구조는
선정되는 상용망의 적용에 따른다. 안전등급 통신망과의 연계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전송주기
안전망으로부터 비안전망으로의 자료 전송주기는 비안전망의 전송요
구에 따른다. 안전망의 결정론성을 위하여 안전망의 송신주기가 25 msec일 경우에
는 망간 전송연계장치 또는 수신측 비안전망에서 수신 데이터의 처리 방법을 결정
하고 수용한다.
- 전송 프레임
안전망에서 송신하는 전송 프레임은 전송연계 장치에서 비안전망의
수신 프레임 구조에 맞도록 변환한다. 변환작업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처리에는 동
기정보의 해석 및 변환, 송수신 노드의 해석 및 변환, 오류검사, 데이터 길이/형태의
변환, 전송 제어정보의 해석 및 변환 등이 포함된다.
- 전송매체
안전망과 비안전망간의 전송연계를 위한 경로에 이용되는 매체는 별
도의 사유가 없는 한 광케이블을 이용한다.
- 전송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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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과 전송연계장치간의 전송링크는 물리적으로 일대일 링크를
사용하며, 연계장치와 비안전망간의 전송링크는 비안전망의 방식에 따른다.
- 전송 채널할당
안전망과 전송연계장치간의 전송 채널할당은 시간분할에 의한 고정
할당 방식이며, 전송연계장치와 비안전망간의 전송 채널할당은 비안전망의 전송 채
널할당 부여 방식에 따른다.
- 전송구조
안전망과 전송연계장치간은 성형 구조에 따르며 전송연계장치와 비
안전망간의 연계구조는 비안전망의 구조에 따른다.
- 전송 분리 및 격리
안전망으로부터 비안전망으로의 자료전송은 단방향 링크를 이용하며,
비안전망으로부터 안전망으로의 전송은 Hand-shaking을 비롯한 어떠한 정보도 요
구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비안전망으로부터의 물리적, 전기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송연계 장치는 적절한 물리적 분리 구조와 격리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3.15.4.3.3 세부구조 및 전송특성 분석
비 안전등급 통신망의 세부구조는 각 계통의 특성에 따라 선정되는 상용
망의 구조에 따르며, 각각의 결정된 구조에 의하여 전송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비
안전등급 통신망의 구조 결정시 공통적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구조는 다음과 같
은 기본정보를 포함한다.
∙ Preamble/Postamble : 프레임의 시작과 종료 동기로서 8-16 비트로 구
성
∙ Control : 통신모드 및 제어정보 제공
∙ Source Address/Destination Address : 송신노드와 목적노드 주소 정보
로서, 다음과 같이 16 비트로 구성
012345679abcdef : 012:준위, 3456:계통, 789:채널, abcdef: 프로세서 ID
∙ Time : 각 프로세서의 전송 시작동기 정보를 포함
∙ Data : 전송 데이터를 포함
∙ CRC : 전송에러감지를 위한 CRC-32 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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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1 MMIS 자료통신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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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2 안전등급 통신망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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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3 스위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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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4 데이터 전송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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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5

전송지연시간 분포 (Min Case : S1, N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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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6

전송지연시간 분포 (Max Case : S8, Nod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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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7 처리단계별 전송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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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8 노드접속장치 수신버퍼 전송 지연시간

3.15.5 제어실
3.15.5.1 설계요건 및 기준
SMART 운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적인 전기생산 및 담수생산을 추구함
과 동시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부터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제어실
운전원은 이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플랜트의 공정기능(process
function) 및 안전기능 (safety function)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결
국 제어실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는 플랜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이다. SMART 제어실 설계의 목표는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 목표는 운전원의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채
택하고, 또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인간공학의
제반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제어실은 모든 운전모드에서
원자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해석을 통하여 밝혀진 모든
설계기준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원이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및 정지시킬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각종 정보표시기 및 제어기를 갖추어야 한다[3.15.5-1].
SMART는 계통 구성이 기존 상용 원자로에 비하여 상당히 단순화된 노형이다.
또한 운전원에게 할당되던 많은 제어기능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자동제어계
통에 할당하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특성은 기존
상용 원자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운전조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SMART 운
전을 위하여 교대근무 운전조를 감독운전원 1명, 원자로운전원 1명, 보조운전원 2

- 549 -

명, 현장운전원 2명으로 구성하였다. 각 운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감독운전원(SRO)
주제어실에 상주한다. 다른 운전원을 감독하며, 관련 운전요원간의 업
무조정 및 협조를 수행하여 모든 SMART 운전모드에서 SMART 운영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전관련 계통과 기타 SMART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통에 대한
조작 지시와 조작 승인을 할 수 있고 조작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그밖에
사고 전후의 경위와 조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각종 절차서에 의한 운전원의 업
무 수행 확인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원자로운전원(RO)
주제어실에 상주하면서 원자로 운전을 전담한다. 또한 정상운전 시에는
터빈발전기와 이차계통 운전을 담당한다. 감독운전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원자
로 운전과 관련한 제어반의 기기를 조작하거나 표시기를 감시한다. SMART의 이상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상태 발생을 감독운전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보조운전원
주제어실에 수시 출입한다. 정상운전 시에는 주제어영역 밖에 위치하며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비상운전의 경우 터빈/발전기 및 전기계통의 운전
을 담당하고 각종 과도상태 해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원자로운전원이 정확하게 플
랜트의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협조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련 조치에
대하여 감독운전원을 보조한다.
∙현장운전원
원자로운전원의 요청을 받아 현장운전을 담당하고 1차 보수업무를 수
행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운전조 구성목표는 기능요건분석 및 기능할당을 통하여 제어기
능 할당에 대한 적합성이 평가되면 이를 근거로 좀더 정확한 운전조 구성안이 설정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 활동을 통하여 확정될 것이다.
제어실은 운전원이 거주하면서 플랜트의 궁극적인 운전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목표상태를 결정하며 제어행위를 수행하는 장소이
다. 운전 측면에서 제어실의 기능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SMART 운전
운전원은 주제어실에서 모든 운전모드 유지에 요구되는 적절한 제어
및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이 제공하는 기능과
제어반에 제공되는 인간기계연계 기기를 사용하여 출력 제어기능, 공정 제어기능,
기기 제어기능, 예비보호 제어기능, 다양성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화재사고,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한 제어실 대피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전
조건하에서도 SMART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기동되는 안전기능은 이
에 관련된 기기 및 시스템을 계통 수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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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필요할 경우 운전원이 개별 기기 수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운전원은 주제어실에서 안전관련 감시,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 건전성 감시, 필
수기능 및 성공경로 감시, 디지털 감시계통 운전상태, 공정제어계통 운전상태 등의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원은 주제어실에서 보조시스템(HVAC 시
스템, 방화 시스템, 건전성 감시설비, 등)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실은 비상운전을 포함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운전에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
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실의 정보표시는 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병렬적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각 운전모드에서 주요한 운전변수는 공간적으로 지정된 위치에 지속적
으로 표시한다.
∙원격정지운전
화재, 방사능 오염 또는 사보타지 등으로 인하여 주제어실 사용이 불가
능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주제어실과 격리된 지역에서 SMART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및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실의 가용성이 장시간 복구되지 않
을 경우 원자로를 저온정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상태 경보
주제어실은 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및 잘못된 조작 등에 의하여 플랜트
의 정상운전에 이상상태가 발생한 때와 방사능 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선량율이 설
정치 이상으로 현저히 상승한 때에 이를 즉시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를 발생
시킬 때에는 이상상태의 본질과 조치의 우선순위를 알리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야 한다. 또한 운전원의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조치의 결과로 이상상태가 바로잡혔는지 운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괄적 이해 공유
플랜트 운전과 직접 및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요원이 현재 운전상태
에 대한 공통의 개괄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
다. 대형화면에는 플랜트 주요 구성 기기의 운전상태, 주요 열수력 필수안전변수 및
경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통신
주제어실은 주제어실운전원, 현장운전원, 유지보수요원, 기술지원요원
및 관련 요원 등이 상호간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 즉시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주제어실은 운전원이 할당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적
절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최적의 환경조건(온도, 습도, 소음, 조명, 조도 등)을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SMART 운전원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기계연계를 통하여 감시계통 및 제어계통
과 상호작용 한다. 인간기계연계는 직접적인 감시 및 제어 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설계내용이 사용자의 생리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과 잘 부합하여야 한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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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체적 직무 및 인지적 직무 수행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무를 수
행하는 데 심각한 신체적 및 인지적 작업부하를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
행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일반 설계기준
SMART 제어실 환경과 콘솔, 의자 등 가구설계에 NUREG-0700 및
ANSI/HFS-100을 적용한다[3.15.5-4]. 감시 및 제어용 화면 설계에 IEEE-std-1289,
NUREG-0700 및 ANSI/HFS-100을 적용한다[3.15.5-5,6]. 운전 관련요원을 20-45세
의 대한민국 남성 그룹으로 가정하고 5% tile 및 95% tile의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
를 설계변수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KS A 7004" 및 "KS A 5552"에서 정의하고 있
는 120여개 측정항목 중 콘솔 및 의자 등의 설계와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여 적용한
다.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며, 국립기술표준원이 보유하고 있
는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제작 년도의 인체치수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적용
한다.
인간기계연계 설계는 시각 및 청각적 지각특성, reach 및 motion 등과 같은 생체
역학적(biomechanics) 특성, 수동조작행위 (motor control performance) 특성, 인체
측정학적(anthropometry) 특성을 포함하는 인간의 생리학적 특성을 반영한다. 운전
원에게 할당된 인지적 직무(cognitive task)는 직무수행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
도로 높지 않아야 할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각심(vigilance)을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인간기계연계에 표시되는 정보는 시스템
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되도록 직관적 인지(direct
perception)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계산 등과 같은 정보처리 업무에 할당되는 인지
적 자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운전원에게 제시되는 데이터의 표시형식 및 형태는 직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기계연계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고 기능적 요건 및 직무 요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어실 운전원이 사용하는 각종 표시기 및 제어기의 인간기계연
계 설계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기계연계, 운전절차서 및 훈
련시스템 사이에도 높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작업공간 및 배치 기준
운전원 및 유지보수 요원 등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에 충분한 작업공
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기 냉각송풍기(컴퓨터, CRT 등)에서 나오는 강제순환 공
기가 운전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기기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절차서, 도면,
기술문서 등은 필요시 운전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
로 제공하거나 서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어반의 모든 터치방식 표시장치는 운전
원이 착석한 자세에서 화면의 정보순항(information navigation) 버튼을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콘솔 및 의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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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의 설계변수 중 제어탁 높이는 95% tile의 인체계측자료를 활용하
여 다리여유(leg clearance)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콘솔의 주요 설계변수 값 결정
에 5% tile 및 95% tile의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설계한다.
의자는 “앉은 오금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운전원용 의자는 선택적으로 팔걸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예상되는 작업자세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 기준
제어실 운전원에 대한 연간 누적 방사선 유효선량이 과학기술부고시
(제98-12호, 1998.8.11 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20mSv)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
록 방사능 방호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정상운전 뿐만 아니라 냉각재
누설사고를 포함한 모든 설계기준사고 하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주제어실에서 원격정지제어반으로 통하는 통로는 방사능누출사고를 포함하는 설
계기준사고 하에서도 운전원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사선 방호 및 스팀방
호(steam proof) 설계를 하여야 한다. 평균 제어실 온도는 23±2ૡC에서 유지되어
야 한다. 운전원의 머리 수준의 위치와 바닥 사이의 온도차는 5.5ૡC를 넘지 않아
야 한다. 운영 중에 접촉이 필요한 기기의 표면온도는 최대 50ૡC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정상운전 중에는 35ૡ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착석식제어반에서 기기 자체
의 발열 및 냉각 송풍기에 의한 열 생성으로 운전원 무릎아래의 온도가 3ૡC 이상
3

높지 않아야 한다. 제어실은 최소한 분당 0.42m /man 이상 환기시켜야 한다. 기기
냉각송풍기(컴퓨터, CRT 등)에서 나오는 강제순환 공기가 운전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환기되는 공기의 속도는 분당 13.7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어실
에 설치된 HVAC 덕트에서 나오는 강제순환 공기가 운전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제어실은 40∼60%의 상대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값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조명 수준은 상기의 작업유형을 고려하여 조도, 휘광 및
반사율 등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적정한 조도, 휘광 및 반사율은
NUREG-0700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표시기 배치 측면에서 볼 때 광원이
VDU 표시화면상의 시야에 오지 않도록 기기 및 장비를 배치하여 반사율로 인한
읽기 작업(표시화면상의 객체에 대한)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휘광 및 반사율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간접조명 및 직광조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휘광은 광원 및 발
광체가 스크린상의 시야에 들어올 때 발생한다. 휘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반사 코
팅, diffusing surface 등과 같은 휘광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반사 또는 광
택이 나는 재질로 마감된 장비의 커버나 가구 등은 휘광 및 반사율에 영향을 미치
는 또 다른 광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질로 마감된 장비의 커버나 가구 등은
60도 광택계측기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45% 이
하여야 한다. 천정, 벽 및 바닥재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발광원
(high-luminance sources)은 주변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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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실 조명시스템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비상조명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야 한다. 또한 운전원에 의한 수동 동작도 가능하여야 한다. 제어실 조명시스템의
기능 상실이 비상조명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비상조명의 조도는
조명이 필요한 모든 제어반에서 최소한 10cd/ft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15.5.2 제어반
제어실을 규정하는 크기, 환경, 제어반, 배치, 운전조 구성 등 모든 설계
결과는 궁극적으로 비상운전상황하에서 최대 상주인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운
전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어실 내부의 구성요소에
대한 배치는 최대 상주인원을 가정하고 제어실의 각 구성요소를 배치하여 비상운전
상황하에서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주제어실의 개념
적 배치는 그림 3.15.5-1과 같다. 플랜트 구조물 배치측면에서 주제어실의 물리적
위치를 위한 설계정보가 아직 가용하지 않으므로 기술지원센터, 운전지원센터, 휴게
실, 회의실, 창고 등의 운전지원 공간 배치는 차후에 결정한다. 현재의 제어반 배치
설계는 다음과 같다[3.15.5-3].

ᵄ⓹㣄
ᵄ㐐ⵌ

㨰㥐㛨ⵌ

䝉䞈⮨

㉐Ḕ

㙼㤸㥉㫴㥐㛨ⵌ

그림 3.15.5-1 주제어실 배치도
∙작업공간
운전원 및 유지보수 요원 등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에 충분한 작업공
간을 확보하였다. 제어반에 장착되는 모든 제어기 및 표시기는 후면에서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였다.
∙이동성, 가시성, 접근성
대형화면을 전면에 설치하여 정상운전 중 뿐만 아니라 비상운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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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도 관련요원이 표시되는 변수를 용이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로
운전원 및 감독운전원은 착석한 자세에서도 대형화면의 표시변수를 참조할 수 있도
록 가시성을 확보하였다. 안전정지제어반을 주제어반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필요할
경우 원자로운전원이 사고후감시변수 등 표시변수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운전절차서, 도면, 기술문서 등은 필요시 운전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서가에 비치할 경우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
록 배치된다.
착석식제어반은 실제로 운전원의 작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직무(motor
task) 수행행위는 신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인체계측학적 측면이 제어반의 주요
설계변수 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원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받게되는 신체적 작업부하(physical workload)를 줄여 작업의 편이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5.5-2는 제어반의 주요설계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용할 인체계측자료의 항
목과 백분위수(percentile)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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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2 착석식제어반의 주요 설계변수 결정 모델
그림 3.15.5-2와 같이 착석식 작업 상태에서 무릎아래의 여유공간 (knee clearance
envelope) 확보는 95% tile의 남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착석식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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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터치방식의 평판표시기가 설치된다. 따라서 착석한 상태에서 해당 터치스크린
에 접촉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5% tile의 계측자료를 적용하여 95%의 남성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3.15.5-3은 착석식 주제어반의 형상이다. 중앙에 위치한 경보전용 CRT를 중
심으로 대칭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반의 양쪽을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설계하
여 한쪽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운전 시에는 원자로운전원 1인이 주제어반 좌측부분에 위치하여 플랜트를 운전
한다. 비상운전상황에서는 보조운전원(터빈운전원)이 즉시 우측에 위치하여 2차계통
을 담당함으로써 원자로운전원의 작업부하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반은 수평방향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아래로부터 첫 번째 영역은 팔
부분을 지지하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키보드와 트랙볼 마우스를 이 부분에 장
착한다. 두 번째 영역은 제어영역으로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를 배치한다. 소프트
제어기는 터치방식으로 구동되는 FPD가 설치되며 키보드 및 트랙볼 마우스는 세
번째 영역의 상세정보표시기를 위하여 장착된다.
상세정보표시기는 기본적으로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schematic diagram으로 구
성되며 다음과 같은 감시변수와 플랜트 각 계통의 운전상태 감시를 위한 플랜트 변
수 및 모든 순위의 경보를 그래픽과 텍스트 형태로 표시한다.
∙안전관련 감시변수
안전관련 공정지시 변수, 원자로 정지계통 감시변수, 제어봉위치 지시
변수, 사고후 감시변수, 자동우회 지시변수를 포함한다[3.15.5-2].
∙노심운전제한치 감시변수
∙건전성 감시변수
∙필수기능 및 성공경로 감시변수
∙디지털 감시계통 운전상태 변수
∙공정제어계통 운전상태 변수

ㇵ㉬㥉⸨䖐㐐ὤ

ᷱ⸨㤸㟝䖐㐐ὤ
ㇵ㉬㥉⸨䖐㐐ὤ

Soft-Controller

Input D evice
- Trackball
- Keyboard

그림 3.15.5-3 주제어반 배치

- 556 -

안전정지제어반은 설계기준사고 발생 시에 원자로 정지 및 사고완화를 위한 수
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안전정지제어반에는 원자로 정지와 사고완화를 위한 감시
용 표시기와 제어기가 설치된다. 운전원은 안전정지제어반에 설치되는 제어기를 사
용하여 비상운전과 원자로 안전정지를 수행하게 된다. 안전정지제어반에는 안전등
급의 기기 제어를 위해 두 채널의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가 설치되며 안전등급 소
프트제어기의 가용성 상실의 경우에 계통 수준 및 기기 수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
킬 수 있는 hard-wired 스위치가 후비수단(back-up)으로 설치된다. 또한 주제어반
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할 경우 비안전등급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주제어
반의 것과 동일한 비안전등급의 소프제어기 1대가 안전정지제어반에 설치된다.
안전정지제어반은 기동운전 및 비상시 보호계통 운전을 위하여 네 채널의

운전

원 입력 모듈을 갖는다. 안전정지제어반에 설치된 사고후감시표시기는 전기적 및
물리적으로 격리된 사고후감시변수 처리기로터 신호를 받아 표시하며 두 채널로 구
성된다. 정상운전 중에도 사고후감시변수를 운전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어반
좌측에 위치시켰다. 안전정지제어반의 배치는 그림 3.15.5-4와 같다.

S afety-related & Im p ortant
O peratin g P aram eter
P A M (A ,B )

C ritical & Frequ ent-use
P aram eter
O p. M o dule
- PPS
- SCO PS
- E S FA C S
M an ual C on trol S w itch

E S FA C S
T rain A E S FA C S
C ontrollerT rain B P rocess
C o ntro llerC on troller
그림 3.15.5-4 안전정지제어반 배치
3.15.5.3 원격정지제어반
화재, 방사능 오염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주제어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운전원은 신속히 원격정지제어반으로 이동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원격정지제어반에 설치되는 기기 및 인간기계연계 화면은 주
제어반의 것과 일관성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주제어실 대피상황에서 운전원이 신속
히 원격정지제어반으로 이동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수행도가 평상시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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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원격정지제어
반의 모습이 주제어실과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운전원의 직무수행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기기의 멘탈 모델(mental
model)이 주제어반과 같을 경우에는 원격정지제어반에 대한 친숙도(familarity)가
높아 최대의 수행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원격정지제어반에 대한 주요
설계요건이다.
∙운전원은 주제어실 제어반으로부터 원격제어반으로 제어권을 이양할 수
있다.
∙원격정지제어반으로 이동하는 통로 또한 방사능 및 스팀 방호설계를 하
여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표시기 및 제어기는 주제어실의 것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또한 표
시화면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 사용의 친숙성(familarity)을 확보하여야 한
다.
3.15.5.4 대형화면
3.15.5.4.1 설계요건
대형화면은 운전원이 SMART의 운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플랜트 주요 안전기능의 상태, 운전모드, 주요 기기의 작동 상태, 공정 변수 및 추
이 곡선 등의 개괄적인 운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대형화면은 운
전원이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플랜트 전체의 운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제어실 운
전원 간에 플랜트 운전상태에 대해 동일한 상황판단을 하도록 한다. 대형화면은 정
보처리계통, 경보계통, 표시계통으로부터 자료통신망을 경유하여 입력되는 관련정보
를 처리하여 주제어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대형화면
의 표시정보는 상세 진단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운전
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안내기능을 수행한다. 대형화면은 정보처
리계통의 기능상실 시에도 플랜트의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경보계통과 표시계통으
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대형화면은 비안전등급이지만 지진설계기준 사고 중 건전성
을 유지하며 플랜트의 출력상황, 과도상태 및 원자로 정지상황에서도 운전된다. 대
형화면은 단일고장으로 인한 기능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다중구조를 갖는다. 대형화면의 주요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3.15.5-7].
∙기능요건
대형화면은 SMART를 구성하는 계통 및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
의 상태, 주요 공정변수 값, 설정치에 대한 이들의 편차 및 추이, 필수기능에 대한
운전상태, 운전원의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우선순위 1, 2 경보, 운전우회 및 운전불
능 상태 지시 정보를 처리하여 표시한다.
∙데이터 취득 요건
대형화면은 정보처리계통, 경보계통, 표시계통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
여 매 1초의 주기로 데이터를 취득한다. 취득 데이터는 정보처리계통, 경보계통, 표

- 558 -

시계통에서 이미 검증된 데이터이므로 대형화면에서의 검증은 수행되지 않는다.
∙입력전환기능(Input Transfer Function)
대형화면은 정보처리계통의 기능 상실시 정보처리계통이 제공하는 플
랜트 계통에 대한 운전상태감시 등의 일부기능을 제외한 운전정보는 경보계통과 표
시계통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한다.
∙검증논리기능(Validation Logic Function)
정보처리계통, 경보계통, 표시계통으로부터 공통으로 받는 신호인 경우
에 각각의 값을 비교하여 오차가 허용 기준(acceptable tolerance)이 초과되면 이를
경보로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3.15.5.4.2 연계요건[3.15.5-8]
대형화면의 표시기는 주제어실의 제어반 전면에 위치하며, 표시처리기는
전기기기실에 위치한다. 대형화면 통신망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가
능한 표준화되어야 하며, 정보처리계통, 경보계통, 표시계통과의 자료전송에 사용되
는 통신 프로토콜은 산업표준을 적용한다. 대형화면 통신망의 경우 각 링크와 노드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전송률을 분석해야 하며, 예상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부분
이 과부하(overload)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정보처리계통, 경보계통, 표시계통
으로부터 전송되는 자료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전송되어야 하며, 예상 가능한 에러의
종류 및 이로 인한 계통 안전, 신뢰서, 성능의 영향이 미리 결정되어야 하며, 회복
불능의 에러에 의한 고장 시 이에 대한 처리 절차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대형화면은 다른 장비들이 대형화면 기기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며,
대형화면의 장비는 내진검증을 받지 않는 다른 기기로부터 적절히 보호된다. 대형
화면은 시험장비, 매뉴얼, 기타 기기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을 위한 보수 및 저장공
간을 확보해야 한다. 직사광선, 색깔이 있거나 빛나는 실내조명 및 눈부신 조명은
대형화면의 가시도를 감소시키므로 피한다. 대형화면의 기기는 열쇠 잠금장치에 의
해 장비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한다. 장비의 설치는 기기 제작사
가 제공하는 설치도면 및 장비설치 지침서에 따라 수행한다. 대형화면은 정상운전
동안 온도 21∼25℃, 상대습도 40∼60%, 대기압 등의 환경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형화면 장비는 먼지, 오물이 없는 환경을 필요로 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
는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정화되어야 한다. 만일 주제어실이나 대형화면 장비가 위
치한 방이 부식성가스, 염분성 공기 혹은 먼지가 많은 곳에 위치한다면 특별한 공
기정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15.5.4.3 기능 및 구조
대형화면은 SMART를 구성하는 계통 및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의
상태, 주요 공정변수 값, 설정치에 대한 이들의 편차 및 추이, 필수기능에 대한 운
전상태, 운전원의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우선순위 1, 2 경보, 운전우회 및 운전불능
상태 지시 정보를 처리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15.5-9]. 대형화면의 하드웨
어 구성은 그림 3.15.5-5와 같고, 대형화면 디스플레이 구조는 그림 3.15.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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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5 대형화면 하드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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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6 대형화면 Display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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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면은 크게 고정지시 영역과 추이화면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지시 영
역은 고정적으로 지시가 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연속적으로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영역이며, 추이화면 영역은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선택하여 지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고정지시 영역은 다시 플랜트 안전 기능과 관련된 PPS/BISI
영역과 플랜트 전체 공정 상태를 그래픽 형태로 표시하는 미믹 영역(mimic
section)으로 나누어진다. 미믹 영역의 상단에는 플랜트 운전모드, 원자로 및 발전
출력을 지시하는 전용 지시기와 계통수준의 고장 경보가 제공된다. 추이화면 영역
은 정보처리계통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운전원이 선택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원자로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ESF) 작동에 대한 상태 지시는 대형화면의 플랜트
보호계통(PPS) 영역에 제공된다. 원자로정지 상태 지시는 플랜트보호계통에서 자동
또는 운전원에 의한 수동조작으로 원자로 정지가 개시되었음을 알려준다. 공학적안
전설비작동신호(ESFAS)가 개시되면, 운전원이 개시신호와 관련된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의 기기들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 신호의
작동상태가 대형화면의 PPS/BISI 영역에 표시된다.
∙운전우회 및 운전불능 상태지시
운전우회 및 운전불능 상태지시(BISI)는 계통수준에서 보호계통의 우
회 또는 운전불능 상태 및 플랜트 운전에 요구되는 이들 계통에 대한 운전우회 및
정지채널 우회를 지시한다.
∙사고후 감시지시 변수
사고 또는 사고 후에 플랜트의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플랜트 안전상태 및 계통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사고 후 감시 지시
(PAMI) 변수가 제공된다.
운전지원 정보 및 CF 경보 영역에는 플랜트 운전모드, 원자로 출력, 발전기 출력,
First-out Alarm, 정보처리계통 고장, 노심감시계통 고장, CEA 고장 등 플랜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운전지원 정보가 표시된다.
또한 이 영역에는 필수기능 경보가 표시된다. 필수기능 경보는 플랜트의 안전 또는
출력기능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경보이다. 정보처리계통에서 제공되는 화
면(Display)이 대형화면의 추이화면 영역에 표시된다. 즉, 정보처리계통에서 사용되
는 VDU 화면 중 플랜트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변수
등이 포함된 화면이 대형화면의 추이화면 영역에 표시될 수 있다.
3.15.5.5 소프트제어기
3.15.5.5.1 설계요건
소프트제어기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제어기로서 SMART을 안
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전원의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소프트

제어기는 안전등급의 기기를 제어하기위한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비안전등급의
기기 및 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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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안전등급 기기에 대한 운전원의 제어행위 입력을 받아
들여 보호계통에 입력신호를 제공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비안전등급 기
기 및 공정에 대한 운전원의 제어행위 입력을 받아들여 제어계통에 입력신호를 제
공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사용되는 제어상태 정보는 안전등급 자료통신망
을 통하여 계측 및 보호계통으로부터,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사용되는 제어상
태 정보는 비안전등급 자료통신망을 통하여 계측 및 제어계통으로부터 제공된다.
각각의 자료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제어상태 정보는 신호변환, 신호검증요건에
상응하는 전송률 및 전송주기를 가지며, 운전정보표시에 적합하게 공학적 단위변환
이 수행되며 신호의 건전성이 확인된다. 소프트제어기의 주요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3.15.5-10].
∙ 성능 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안전등급으로 설계하며 비안전등급 소프트
제어기는 비안전등급으로 설계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지진사고에도 동작되
도록 내진등급 1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단일고장으로 인한 기
능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호처리부에서부터 표시부까지 채널별로 설
계해야 하며, 각 채널별로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 다중성 및 신뢰도 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안전계통에서 요구하는 다중성 요건을 만
족해야 하며 다중 채널을 위한 각각의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및 수동제어기 간에
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소프트제어기는 단일부품 또
는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 계통 전체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전등급 소프트제어기 및 수동제어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안전관련 계통에
서 요구하는 신뢰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채널별로
분리하여 설계하지는 않으나 고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신호입력부에서부터 표시구
동 프로세서까지 신뢰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되는 곳에 중복 설계해야 한다.
∙ 가동률 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가동률은 모든 운전조건에서 99.99% 이상이고,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가동률은 모든 운전조건에서 99% 이상이어야 한다.
∙ 기기고장 요건
구성 기기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가동률이 저해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간단한 모듈교체로 수리 가능한 표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에서의 단일 기기고장은 소프트제어기 기능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입력신호 상실이나 소프트제어기에서 발생한 고장은 주제어실 운전원에게 알려
져야 한다.
∙ 운전 및 시험 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Class 1E로 각 채널별로 독
립적이며, 연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채널별 전원은 단상으로 실효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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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Vac, 60Hz의 비접지 전원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필
수 전원모선(battery-backed vital buses)으로부터 전기등급 Non-1E인 120Vac,
60Hz전원을 공급받으며, 전원상실시 백업 배터리의 전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소프
트제어기의 하드웨어 장비는 컴퓨터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의 내환경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설치되는 장소에서 전기적 충격(Surge), 전자기파 간섭, 정전방전 및 공중파
간섭에 견디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소프트제어기는 필요시 운전원에 의한 운전 중
시험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소프트제어기 설계단계 별로 수행
되는 각종 시험은 시험지침서, 시험절차 및 시험과정(Test Process)에 따라 소프트
웨어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설치시험, 승인시험을 수행하며, 기능, 내환
경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구성 기기에 대해 확인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3.15.5.5.2 연계요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처리기는 캐비넷 안에 각각 채널별로 장착되어
전기기기실에 위치한다. 또한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채널간의 격리와 물리적인
분리, 전기적인 격리를 유지한다. 캐비넷과 모든 주변 장비의 최소 이격거리는 진동
및 지진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충분한 이격거리가 유지된다. 안전
등급 소프트제어 표시기는 안전정지제어반에 위치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처리기는 하나의 캐비넷 안에 장착되어 전기기기실에 위치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
제어기의 표시기는 주제어반에 설치된다. 소프트제어기의 기기 및 표시기들은 제거,
설치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해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소프트제어기의 처리기 캐비넷
과 타 기기와의 결선은 자료통신계통의 설계요건에 따라 케이블 커넥터를 통해 설
치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안전등급 자료통신망을 통하여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며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비안전등급 자료통신망을 통하여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한다[3.15.5-11].
3.15.5.5.3 기능 및 구조
소프트제어기의 구조는 그림 3.15.5-7과 같다. 소프트제어기는 운전원
이 기기 및 공정에 대한 수동/자동 제어요구 입력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한다. VDU의 한정된 공간 내에서 개별적인 소프트제어기에 접근하기 위
하여 계층적인 메뉴구조가 제공된다. 소프트제어기는 hard-wired 스위치와 같이 자
동/수동 선택기능을 가지며, 수동 선택의 경우에 허용연동 기능을 처리한다. 제어모
드 전환의 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전원의 확인과정 기능을 처리한다. 소프트제
어기 자체의 화면 조작기능(제어기 접근이나 정보조작 등)과 실제 기기의 제어신호
입력기능 사이에는 확연한 구별이 이루어지도록 제어기 상태 정보 및 제어기 접근
을 위한 순항화면과 제어화면으로 구분된 구조를 갖는다. 순항화면은 공정변수 및
기기 제어를 위하여 참조되는 운전 상태정보를 제공한다. 제어화면은 제어되는 공
정변수 및 기기 상태와 직접 관련되는 설정값, 현재값, 공정 및 기기의 운전상태 등
의 정보를 처리하여 표시한다. 운전원은 소프트제어기 화면상에 제공되는 제어기
버튼을 사용하여 제어요구 행위를 입력한다. 또한 오조작 방지의 일환으로 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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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위 입력완료 전에 운전원이 제어요구 행위 입력의 수정을 허용하는 구조를 갖
는다[3.15.5-12].
소프트제어기의 컴퓨터를 구동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인 수행기능을 갖
는 모듈(module) 단위로 구성된다. 소프트제어기는 VDU 상의 그래픽 형태로 운전
원에게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소프트제어기 표시화면은 제어대상 기기 및
공정에 대한 감시 및 제어행위를 용이하게 지원하도록 그림 3.15.5-8과 같이 화면
표제 영역, 미믹 표시영역, 제어기순항 표시영역, 제어 표시영역으로 구성된다. 소프
트제어 표시기는 운전원이 기기 및 공정제어명령을 터치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터치 스크린(Touch Screen)이 사용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㙼 㤸 㥉 㫴 G㥐 㛨 ⵌ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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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7 소프트제어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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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8 소프트제어기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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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MMIS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확립
3.15.6.1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요건
SMART MMIS는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이므
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과 안전성(safety)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
발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분석 및 대처방안 수립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수행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와 절차 확립
∙소프트웨어 등급 분류
∙소프트웨어 개발조직 설정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및 환경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지침 작성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표준체계 구축
∙기성소프트웨어 사용 인증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MMIS 소프트웨어가 기능적, 성
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정된 환경에서 실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가를 확인하
기 위한 시험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와 소
프트웨어 시험절차를 기술하였다.
3.15.6.2 MMIS 소프트웨어 개발절차 확립
SMART MMIS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는 NUREG-0800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측제어계통의 개발 수명주기인 그림 3.15.6-1을 적용한다. 그림
3.15.6-1로부터 수명주기의 흐름은 시스템 요건 도출, 시스템 설계가 주요 수행요소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
트웨어 설계를 수행한 후 통합업무를 수행한다. 통합된 시스템은 설치, 운전 및 유
지보수가 수행되며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확인 및 검증 절차가 수행된다. SMART
MMIS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

따른

활동

및

생산해야할

설계문서는

NUREG-0800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 3.15.16-2와 같다. 그림 3.15.16-2는 IEEE
Std 729 및 ASME NQA-2a-1990 Part 2.7에 기술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와도 일
치되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MMIS 소프
트웨어는 그림 3.15.6-1과 그림 3.15.6-2를 적용하여 개발된다. 단, 안전-관련 소프
트웨어에 대해서는 안전성 분석 수행은 권고 사항이며 비안전 소프트웨어는 안전성
분석 수행이 요구되지 않는다. SMART MMIS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에 따른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 예
를 들어, 품질보증 계획, 확인 및 검증 계획, 안전성 분석 계획, 형상관리 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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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을 설정한다. 즉, 구
조적 또는 객체지향 방법을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일정관
리를 위한 Pert를 작성하며, 각 부서별로 통용될 공문 양식, 각 단계별로 사용될 문
서 양식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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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1 SMART MMIS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소프트웨어 요건 분석 단계
소프트웨어 요건 분석 단계는 계통의 설계 요건, 연계 요건, 설계 사양
서를 검토하여 개발하여야 하는 시스템의 요건 및 기능을 파악하고 도출한다. 이
단계에서 시스템의 성능 즉, 실시간 요건 등을 분석하며 또한 사용자(운전원, 관리
자 등)와의 연계요건을 분석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는 소프트웨어 사양서 및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소프트웨어 사양서는 개발자가 사양서 만으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
록 모듈단위까지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형적
기법을 이용하여 사양서를 작성한다. 안전-관련 및 비안전은 소프트웨어개발지원도
구를 이용하여 Context Diagram, Data Dictionary, Data Flow Diagram, Control
Flow Diagram을 작성한다. 사양서를 통해 분석된 실시간 요건이 만족되는 지
Diagram을 통해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코딩 단계
소프트웨어 코딩 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에 따라 코딩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 단위시험이 수행되며 시험결과를 분석 및 기록한다.
∙소프트웨어 통합 단계
소프트웨어 통합 단계는 기능별 또는 그룹별로 분리되어 개발된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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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가 단위시험을 통과한 후 통합되는 단계이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단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 생산되는
결과물이 그 단계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각 단계별로 확인하며 소프트웨어가 통합되
어 전체 기능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 단계이다. 확인 및 검증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요건서 및 사양서로부터 확인 및 검증할 항목을 작성한다. 확인 및
검증 작업은 문서 및 코드 검토를 포함하여 시험의 결과 및 각 단계에서 부수적으
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검토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이
수행된다. 확인 및 검증 결과는 분석 및 기록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치 단계
소프트웨어 설치 단계는 통합시험을 마친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운전
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장착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완성된 시스템에 대해 현
장 인수 시험과 시운전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의 통과성(acceptance)을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단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단계는 최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계
획 및 절차가 수립되며 이를 통하여 시스템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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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2 MMIS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에 따른 활동 및 설계문서
그림 3.15.6-1과 그림 3.15.6-2의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직특
성과 환경을 반영한 특성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즉, 고품질
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정립하고 그
에 따라 일관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번 단계에서는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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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개발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틀(framework)을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소
프트웨어 개발절차는 개발자, 시험자, 독립검토자가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포함하여
야 하며 각자의 역할과 업무가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3.15.6-3과 같다.
3.15.6.3 MMIS 소프트웨어 시험절차 확립
SMART MMIS 소프트웨어 시험절차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 따라
그림 3.15.6-4와 같이 단위모듈 시험, 단위모듈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운용 및 허
락시험의 4단계로 구분된다. 각 시험단계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단위모듈 시험
단위모듈 시험은 각각의 모듈이 하나의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그 기능
을 적절히 수행하는가에 시험의 중점을 둔다. 즉, 단위모듈 시험은 모든 소스코드가
실행되었는가, 각 조건 분기는 발생하였는가, 모든 경계값(최소-최대 값)과 편집기
준은 수락되었는가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위모듈 통합 시험
단위모듈 통합시험은 모듈들은 완전한 소프트웨어/패키지로 구성하기
위해 조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단위모듈 통합시험은 단위시험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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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3 SMART MMIS 소프트웨어 개발절차(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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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소프트웨어 구조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시험한다.

통

합시험은 검증과 조합(assembly)의 두 가지 문제에 관련한 상황에 중점을 둔다.
∙시스템 시험
시스템 시험이란 모듈이 통합된 전체 시스템이 기 설정된 요건, 사양을
만족하여 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또한 계획단계에서 설
정한 요구사항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모든 요소들이 적절히 연결되어 전체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이 보장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운용 및 허락시험
운용 및 허락시험은 목표 하드웨어, 즉 현장 환경에서 수행하는 시험으
로서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제 운용환경 하에서 수행하는 시험이다.
그림 3.15.6-4의 시험을 위한 조직의 최소 구성인원은 시험관리자, 시험분석가, 시
험수행원이다. 시험관리자는 시험계획을 설정하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그룹, 개발
그룹과 시험그룹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개발그룹과 시험그룹간의 상충된 의견
이 발생한 경우 시험관리자는 이를 중재하고 일정을 재조정한다. 시험분석가는 시
험항목(test case)을 작성하여 시험수행원이 시험항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력으로
써 제공한다. 또한, 시험수행원이 수행한 시험결과를 분석하고 자신의 평가와 결론
을 내린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험수행원은 시험항목의 내용을 수행하며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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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4 SMART MMIS 소프트웨어 시험단계
시험항목을 시험분석가에게 제출한다. 시험 조직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서
∙소프트웨어 시험 명세서
∙시험항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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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절차 명세서
∙시험 로그
∙시험분석보고서
MMIS 소프트웨어 시험을 위한 절차를 정보흐름으로 표시하면 그림 3.15.6-5와
같다. 시험과정에서는 두 가지 입력이 필요하다. 즉,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설계
명세서,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구성과 시험계획 및 절차, 시험사례, 기대
되는 결과를 포함하는 시험구성이다. 시험평가 절차는 그림 3.15.6-5와 같이 한 개
의 모듈 또는 여러 모듈들의 통합된 집합인 특정 소프트웨어 코드에 시험항목을 수
행시킨 결과를 기대값과 비교 및 평가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결과치가 기대치와
다를 때는 결함이 발견되었음을 뜻하며, 디버깅 작업을 거쳐 수정하게 된다. 또한
결함이 얼마만큼 발견되었냐는 신뢰도 측정 모형의 입력 값이 되어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예측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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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5 MMIS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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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이차계통
SMART설계에서 이차계통 설계분야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장에서는 개념설정
과 관련된 정보만 서술한다. 관류형 증기발생기를 사용하는 SMART의 특성상 천이운
전시 일.이차계통의 상호작용이 빠르며, 핵증기공급계통의 제어측면에서도 이차계통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차계통 개념은 핵증기
공급계통의 설계 및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이차계통의 설계요건에 가까운 기술이며,
보다 자세한 설계특성은 추후 A/E의 설계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그림 3.16-1의 이차
계통 유로 개략도도 추후 A/E의 설계결과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3.16.1 설계요건 및 기준
3.16.1.1 기능 요건
이차계통의 주증기계통은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생성된 증기를 터빈으로
이송해야 하며, 원자로의 예열에서 정격 상태까지 변화하는 유량과 압력 범위 내에
서 증기발생기에서 터빈까지 증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SMART 단계별 부하 감발 및 SMART 기동/정지 운전 및 정상 운전 기간 동
안 핵증기공급계통에서 발생하는 열을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제거하는 수단을 제공
해야 하며 터빈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발생한 열을 적
절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기추출기, 터빈 그랜드 밀봉계통, 해수 담수화 계통
(필요시) 및 그 외 증기를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 등과 같은 관련 기기에 증기를 공
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SMART 정상냉각운전 모드에서는 이차계통을 이용해
원자로를 저온정지 상태로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증기 격리 밸브는 원격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예상되는 밸브 양단 최대 압력차에서도 완전 격리가 가능하도록
밸브 작동자의 용량을 충분히 커야 하며, 주증기 격리 신호를 받은 후 5초 이내에
주증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증기 격리 밸브는 고장 또는 밸브
작동자에 공급되는 작동용 전기, 압축 공기 등이 손실될 경우 자동으로 닫혀야 하
며, 주증기를 격리한 경우 격리 밸브를 통한 누수량이 정격 주증기량의 0.001%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차계통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부에 축적된 crud의 세척
o

을 위해 200 C 정도의 이상유체로 최소 1시간 이상 전열관 내부를 세척하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전열관 출구에서의 증기건도는 5∼10% 이고, 12개의 증
기발생기 카세트를 동시에 세척하기 위해서 급수유량은 정격유량의 20% 이상이 되
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척운전의 경우 상당기간 이상유동이 형성되므로 증기발생
기 세척운전에 사용되는 주증기계통은 이상유동의 흐름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한
다. 사용중인 증기발생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열관의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해 전열관 내.외부에 물을 채워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부를 포함하는 격리된 공간의 압력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상
적인 원자로출력의 제어를 위해 A/E는 정상출력운전시에 주증기계통의 증기압을
일정하게 제어해야 한다. 정상상태 운전시에는 제어 증기압으로부터 ±0.03MPa, 천
이상태운전시에는 ±0.15MPa의 정확도내에서 증기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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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E는 정격출력운전시 증기노즐 출구부터 증기압이 제어되는 곳까지의 압력강
하를 핵증기공급계통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터빈 우회 계통은 100%의 주증기
가 터빈을 우회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우회되는 증기는 과열 증기이므로 복
수기에서 응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과열 저감기를 통과하면서 응축수와 적절하게
혼합되어서 복수기로 유입될 때에는 포화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터빈 우
회용 밸브는 필요시 10%/sec의 속도로 개방되어야 하며, 완전 개방 상태로부터(완
전 폐쇄 상태로부터) 완전 폐쇄 상태로(완전 개방 상태로) 바뀌는데 소요되는 시간
은 최대 5초 이내여야 한다. 핵증기공급계통의 가열 운전시 주증기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과냉, 포화이상유체 혹은 과열증기를 과열저감기를 통과하면서 응축수와
적절하게 혼합되어서 기동용 응축기로 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주급수
계통의 배관 및 기기는 SMART 수화학지침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질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주급수 펌프는 50%용량으로 최소 3대를 설치하
여, 정상 운전중 2대가 작동하도록 하여, 주급수 펌프 한 대의 고장으로 인하여 핵
증기공급계통이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상운전중 작동중인 주급수 펌프의
고장 또는 오작동 신호가 발생하면 대기중인 주급수 펌프가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계통에 병입되어 주급수를 증기발생기에 공급하여 원자로의 출력을 정상운전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주급수 격리밸브는 fail-close 밸브이든지 또는 주급수격리
신호에 의해 닫히는 것이 보장되는 밸브이어야 한다. 섹션격리밸브는 fail-open 밸
브로 주급수 격리시에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복수
펌프는 100%용량의 펌프 2대를 설치해, 정상운전중 한 대만 작동하고, 다른 한 대
는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주급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주급수 조절 밸브를 급수
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 조절 밸브를 병렬로 설치하여 한 개의 급수 조절 밸
브 고장시 다른 조절 밸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주급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주급수 조절 밸브는 최대 ±10%/초의 변화율로 주급수를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급수조절밸브는 주급수유량 설정치로부터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정격유량의 5∼100% 범위내에서 유량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핵증기공급
계통의 기동 및 정지운전시 사용하기 위하여 기동용 급수펌프는 100%용량의 펌프
2대를 설치해, 정상운전중 한 대만 작동하고, 다른 한 대는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한
다.
3.16.1.2 설계 기준
주증기 및 주급수 계통 중 증기발생기 노즐로부터 원자로보호용기 격리밸브
까지 밸브를 포함한 배관 구간은 사고시 피동잔열제거 계통을 이용하여 잔열을 제
거하기 위한 안전 관련 계통이며, 이들 구간의 설계 압력은 일차계통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단일 능동 기기 고장이 가정된 상황하에서도 적절한 피
동잔열제거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파손된 배관의 영향(pipe whip,
blowdown, flooding 등)으로 인하여 다른 배관 및 밸브의 작동 및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배관 및 밸브의 배치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로보호용기 격리밸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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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보호용기 격리신호를 받을 경우 원자로보호용기를 격리할 수 있어야 하며,
밸브가 고장이거나, 밸브에 공급되는 동력원의 상실시에도 닫혀야 한다. 증기발생기
각 섹션별로 방사능 누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전열관 누수가 감지되었을 때 제어실에 비상신호를 보내 운전원
이 원격조작에 의해 증기발생기 섹션격리밸브를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격리된
섹션이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의 열유입에 의하여 냉각수의 열팽창으로 인한 과압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주증기, 주급수계통의 펌프 및 밸브를 포함
한 모든 기기는 다음과 같은 주파수(60Hz±3Hz) 및 전압의 변동폭(±5% 이내)하에
서도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주증기 배관을 증기발생기 노즐에 연결시 SMART
의 모든 운전모드에서 노즐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설계 해야한다. 주증
기의 최대 속도는 소음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m/초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배관, 배관 연결 이음부, 밸브 등은 다양한 운전 및 설계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ASME 또는 일반 산업 규격을 만족시켜
야 한다.
모든 BOP계통 ASME Section III 기기는 ASME Section XI에 따라 가동중
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BOP계통 기기중 ASME Section III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기기는 주기적으로 누
수, 구조물의 변형, 부식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야 하며, 원자로보호용기 격리밸브는 10CFR50 Appendix J에 따라 누수 및 격리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배수 및 시험용 배관은 가능하면 각

밸브에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3.16.2 계통기능
이차계통은 크게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터빈발전기계통 등으로 세분되어진
다. 주증기 계통은 증기 발생기에서 생성된 증기를 주터빈으로 보내며, 이차측 과압
방지용 안전 밸브를 설치하기 위한 위치를 제공한다. 사고시에는 증기발생기를 주
증기 및 주급수계통과 격리하거나 잔열제거운전을 위하여 잔열제거계통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며, 발전소 냉각 및 기동 운전시에는 원자로냉각재
계통에서 발생된 열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주급수 계통 역시 증기압력
보다 급수압력을 증가시키고 주급수 배관이나 주증기 배관파열 사고시 증기 발생기
를 급수 계통과 격리하거나 잔열제거운전을 위하여 잔열제거계통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발전소 냉각 및 기동 운전시 원자로냉각재 계통에서 발생된 열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발전소 기동시 기동용펌프를 이용하여 급수를 공급
한다. 그리고 급수의 정화를 위하여 전체 급수를 급수정화계통을 통과하도록 하여
증기 발생기 튜브에서 crud의 침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주터빈
발전기계통은 증기 발생기에서 생성된 증기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소외에서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며 증기 발생기에서 생성된 증기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소외에서 사
용할 전력을 생산한다. 터빈 발전기에 공급되는 증기는 충분한 과열도를 가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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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이며, 터빈내에서 발생하는 물방울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3.16.3 계통설명
이차계통은 크게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터빈발전기계통 등으로 구분된다.
3.16.3.1 주증기 계통
주증기 계통은 증기 발생기에서 생성된 증기를 동력 생산을 위해 터빈 발전
기 계통과 기타 증기를 필요로 하는 계통에 증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계통은 주증기 배관,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및 터빈우회계통 등이 있
다.
3.16.3.2 주급수 계통
주급수 계통은 복수기에서 공급되는 복수를 정화시켜 증기발생기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계통은 복수계통, 급수 정화계통, 급수 예열기, 주급수 펌프 및
급수 제어밸브 등이 있다.

복수기로부터 복수펌프에의해 급수 정화계통을 통과한

고순도의 급수는 급수예열기를 통과한 후 주급수펌프에 의해 주급수 조절밸브를 거
쳐 증기발생기로 보내진다. 급수계통에는 다음과 같은 계통 및 기기가 사용된다.
․복수기
․복수 펌프
․기동용 급수펌프
․증기 분사 공기 추출기
․주급수 펌프
․급수 저장 탱크
․급수 정화 계통
․급수 조절 밸브 등
3.16.3.3 터빈 발전기 계통
터빈발전기는 주증기 계통을 통하여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의 내부 에너지를
터빈의 회전 에너지로 바꾸며, 터빈축과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터빈 발전기 계통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BOP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터빈 발전기 계통의 개념 설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터빈 발전기

는 다음과 같은 계통 및 기기로 이루어져 있다.
․터빈발전기
․발전기 냉각계통
․터빈발전기 윤활계통 및 윤활유 냉각계통
․터빈축 밀봉 장치
․터빈속도 제어계통
․터빈 과속 방지 장치 등

3.16.4 기기설명
3.16.4.1 복수 펌프
복수 펌프는 복수 저장 탱크로부터 냉각수를 공급받아 주급수 정화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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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핵증기공급계통 내의 기기냉각계통, 가습조절기, 기동용 냉각장치 등에 냉각
수를 공급한다.

정상 운전중 한 대가 작동하며, 한 대는 대기상태에 있으며, 교류

전기 모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복수 펌프는 공동 현상(cavitation)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하에서 작동하므로(NPSHA와 NPSHR 사이의 여유도가 상당히 작음) 일반적으
로 특수 구조로 되어있다. 즉, 첫 번째 단은 NPSHR 및 수두가 원심형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작은 축류형이고, 후단은 방출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형으로 설계된다.

급수에 윤활유의 혼입을 막기 위하여 펌프 베어링은 모두

물을 윤활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펌프로부터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축밀봉재의 냉각도 수냉식을 이용한다. 복수 펌프는 복수기의 상태에 따
라 때로는 공동 현상에 의하여 작동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복수 펌
프를 통해서는 더 이상 냉각수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며, 별도의 가압된 냉각수 저
장 탱크로부터 필요한 곳에 냉각수가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복수 펌프의
작동 불능 상황은 5∼10분 이내에 해결된다.
3.16.4.2 기동용 급수펌프
기동용 급수 펌프는 플랜트의 기동 운전시 및 정지 운전시 사용되며, 주급수
정화계통을 통과하며 고도로 정화된 냉각수를 공급받아 증기발생기에 공급한다. 기
동 및 정지 운전중 한 대가 작동하며, 한 대는 대기상태에 있으며, 교류 전기 모터
에 의하여 구동된다. 급수에 윤활유의 혼입을 막기 위하여 펌프 베어링은 모두 물
을 윤활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펌프로부터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축밀봉재의 냉각도 수냉식을 이용한다.
3.16.4.3 주급수 펌프
주급수 펌프는 플랜트의 출력 운전시 사용되며, 주급수 정화 계통을 통과하
며 고도로 정화된 냉각수를 공급받아 증기발생기에 공급한다. 정상 운전중 50% 용
량의 펌프 두 대가 작동하며, 한 대는 대기상태에 있으며, 교류 전기 모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급수에 윤활유의 혼입을 막기 위하여 펌프 베어링은 모두 물을 윤활액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펌프로부터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축
밀봉재의 냉각도 수냉식을 이용한다. 복수 펌프가 공동 현상에 의하여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후 다시 정격 출력 운전이 가능할 때까지, 작동중인 복수 펌프의 고장
시 대기중인 복수 펌프가 정격 출력 운전이 가능할 때까지 복수 펌프로부터 냉각수
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주급수 펌프는 별도의 가압된 냉각수
저장 탱크로부터 냉각수를 공급받는다.
3.16.4.4 주급수 제어 밸브
주급수 제어 밸브는 주급수량을 조절하여 원하는 출력을 얻는데 이용한다.
병렬로 설치하여 정상 운전중 한 개만 운전되고, 다른 한 개는 대기 상태에 있다.
플랜트 제어 및 보호 계통의 신호를 받아 작동하며, 운전원이 수동으로 작동할 수
도 있다.

주급수 제어 밸브의 위치와 유량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도록 밸브의 특

성이 결정되었으며, 주급수 유량과 출력과는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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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제어 밸브의 개도 정도는 직접적으로 원자로 출력과 비례하게 된다.
3.16.4.5 복수기
터빈으로부터 방출된 증기-물 혼합물은 복수기의 상부에 설치되어있는 증기
입구를 통하여 복수기 상부로 유입된다. 복수기는 튜브내로 플랜트 최종 냉각재인
해수가 흐르고, 바깥쪽으로 터빈에서 방출된 증기-물 혼합물이 튜브와 직접 접촉을
하면서 열전달을 거쳐 복수로 환원시키는 기기이다. 응축된 복수는 자중에 의하여
복수기 하단에 고이게 되며, 복수 저장 탱크를 통하여 복수 펌프로 유입된다. 복수
기 튜브 집합체 최 외각에는 증기와 비응축성 기체의 혼합물을 방출하는 구간이 마
련되어 있으며, 이들 혼합물은 증기식 공기추출기에 의하여 강제로 복수기 외부로
방출되어 증기식 공기추출기내에 설치되어있는 별도의 냉각기에서 냉각된 후 응축
수는 회수되고, 비응축성 기체는 대기중으로 방출된다. 증기식 공기추출기에 의하여
복수기 내부는 적절한 정도의 진공 상태가 유지되며, 터빈의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복수기 튜브의 횡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튜브는 적절하게 지지되어 있다.

복수기

를 흐르는 해수는 해수 펌프에 의하여 강제 순환된다. 복수기에 유입되는 해수는
해수 펌프의 특성인 2가지의 상이한 회전성(저속운전 및 정상운전)에 의하여 유량
이 변화하나, 플랜트가 정상 운전중인 경우에는 해수의 유량 조절은 하지 않는다.
복수기의 해수가 흐르는 지역에는 유로를 검사하기 위하여 man-hole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개방하여 튜브 내부 검사, 세척 및 관막음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
히 터빈을 정지시키지 않고도 복수기의 튜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수 유입 및 방
출구가 2개씩 서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통상 복수기 내부의 압력은 대기압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열용량에 대한
복수기의 상대적인 크기, 냉각용 해수의 온도 및 유량, 플랜트 운전 모드 등 다양하
나, 배압 터빈 및 이때 방출되는 증기를 이용하여 해수 담수화 설비에 사용하는 경
우는 복수기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을 수가 있다. 현재 개념 설계에서 설정
한 출력 운전중 복수기내의 압력은 해수 담수화 계통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0.012
MPa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때 해수의 온도는 20℃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들 변수는 상세 설계가 진행되면서 바뀔 수 있다.
3.16.4.6 공기추출기(Air Ejector)
이차계통에서는 복수기의 내부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또한 터
빈발전기의 축을 밀봉하기 위하여 이들 축에 공급되는 저압의 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터빈발전기 축의 최 외각 베어링부에서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을
흡입하기 위하여 증기식 공기추출기를 사용한다. 공기식 공기추출기는 케이싱, 증기
노즐, diffuser 및 냉각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기식 공기추출기의 작동은 별
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증기가 노즐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압력 감소 현
상에 의하여 증기-비응축성 기체의 혼합물이 강제 흡입되며, 이들 혼합물이 냉각기
에서 냉각되면서, 증기는 응축되어 회수되고, 비응축성 기체와 이에 혼합된 극소량
의 증기는 외부로 배출되게 된다. 주증기배관으로부터 공급되는 증기(작동 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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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을 통하여 증기식 공기추출기로 유입되면, 노즐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 증가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압력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증기-비응축성 기체가
노즐로 흡입된다. 작동 증기와 흡입된 혼합물은 diffuser를 통과하면서 압축되고, 압
축된 혼합물은 냉각기를 거치면서 냉각되어, 일부의 증기는 응축되고, 나머지는 다
음 단으로 넘어가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수기에는 2단을
설치하며, 터빈축 밀봉용에는 1단을 설치하나, 필요한 용량에 따라 단의 개수를 조
정한다.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증기는 응축되고, 일부의 증기는 비응축성 기체와 함
께 특별한 노즐을 거쳐 대기중으로 방출된다.
3.16.4.7 기동용 냉각 장치
기동용 냉각 장치는 일차계통이 기동 운전중 증기발생기로부터 방출되는 증
기-물 혼합물 또는 증기를 받아들여서 냉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주증기배관으
로부터 기동용 냉각 장치로 유입된 증기, 증기-물 혼합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온
수 등은 기동용 냉각 장치에서 냉각되나, 증기가 100% 모두 응축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응축되지 않은 증기와 응축된 응축수는 기동용 냉각 장치 내에서 서로 분리되
어 복수기로 유입된 후 복수기에서 증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복수로 된다. 기동
용 냉각 장치는 주증기압이 약 1.6 MPa이 될 때가지 계속하여 작동되며, 주증기압
이 그 이상이 되면 터빈 우회 계통을 통하여 가습조절기를 거쳐 복수기로 유입되어
냉각 및 응축되고, 더 이상 기동용 냉각 장치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동용 냉각 장치
에 공급되는 증기의 효율적인 응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증기의 열전달계수를 증가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식이 증기의 열전달 계수를 증가시키는 방식
이다. 일반적으로 과열 증기는 열전달 계수가 포화 증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과열 증기를 응축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열전달 면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과열 증기가 기동용 냉각 장치로 유입되면, 유입된 과열 증기에 냉각
수를 분사시켜 직접 응축 효과도 얻고, 과열 증기를 물-포화증기 혼합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기동용 냉각 장치에 설치하여 복수기에는 항상 포화증기와 응축수
가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 기동용 냉각 장치는 케이싱, 노즐, 증기 공급 및 냉각수
공급용 배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증기 배관으로부터 과열 증기, 증기-물 혼합물
및 온수 등이 노즐로 공급되면, 이들은 노즐에서 팽창되며, 복수 펌프로부터 공급되
는 냉각수와 섞이면서 일부는 응축된다. 상대적으로 냉각된 이들 혼합물은 기동용
냉각 장치내의 구조상 유량의 흐름이 180도 바뀌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응축수와 아
직 응축되지 않은 증기가 분리되어서 복수기로 유입된 후 최종적으로 냉각 및 응축
된다.
3.16.4.8 가습 조절기
가습 조절기는 터빈 우회 계통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증기관으로부터 터빈
우회 계통을 통하여 복수기로 유입되는 과열 증기에 냉각수를 혼합시켜서 복수기에
는 증기-물 혼합 상태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증기를 효율적으로 복수기에서 응축시
키는데 목적이 있다. 과열 증기의 온도를 줄이기 위하여 복수 펌프로부터 응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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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증기내로 분사되며, 분사되는 응축수의 양은 가습 조절기로 유입되는 증기량
에 비례하여 변화되며, 냉각수 공급 기기에 의하여 조절된다. 냉각수 공급 기기는
터빈 우회용 밸브의 개도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터빈 우회용 밸브의 개
도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냉각수 공급 기기를 통과하는 냉각수량도 바뀌게 된다.
3.16.4.9 해수 펌프
해수 펌프는 플랜트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최종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해수
를 복수기의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플랜트의 기동 운전시 및 정지 운
전시 소요되는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속 운전을 하고, 정상 운전시 정상 운
전을 할 수 있도록 2가지의 회전 속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플랜트로부터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대가 작동하며, 한 대는 대기상태에 있으며, 교류 전기 모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펌프 베어링은 모두 물을 윤활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펌프로부터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축밀봉재의 냉각도 수냉식을 이용한
다.

3.16.5 계측 및 제어
앞서 기술 된 바와 같이 SMART설계에서 이차계통 설계가 수행되지 않았으나
핵증기 공급계통의 제어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차계통의 계측 및 제어변수 그리
고 설정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표 3.16-1 이차계통 제어 및 보호논리 설정치
계측 및 제어변수

설정치
경보

정지

운전모드

증기발생기 증기압, MPa

↑3.8

↑4

출력운전

복수기 압력, MPa

↑0.02

↑0.1

출력운전

↓10

출력운전

급수유량, %

3.16.6 계통운전
이차계통의 운전 모드는 일차계통의 운전 모드에 의존하는데, 일차계통의 운전
모드에 따라 정상운전모드로 기동운전, 출력운전, 정지 운전 및 냉각 운전 그리고
비정상운전모드로 나눌 수 있다.
3.16.6.1 기동 운전
주증기 유량이 20 %가 될 때까지의 운전을 의미하여 초기 원자로 상태는 차
가운 상태인 저온 정지 상태이거나, 원자로 긴급 정지후인 고온 정지 상태 등일 수
있다. 기동 운전 초기에는 원자로가 정지 상태이므로 소내 전력은 외부에서 공급되
고 있으며, 주터빈발전기는 모두 정지된 상태이다. 단기간 정지시에는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운전원이 제어실에서 운전 절차서에 의거하여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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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순차적으로 기동시키게 된다. 각 운전 모드내에서는 운전 절차서에 의한 초기
명령이 입력될 경우 다음 단계의 명령은 자동적으로 수행되며, 운전 모드를 바꿀
때에는 운전원의 별도 명령이 필요하게 된다. 터빈발전기가 정상 회전 속도에 도달
할 때까지 터빈발전기에 공급되는 윤활유는 별도의 기동용 전기기동 유압 펌프에
의하여 공급되며, 터빈발전기가 정상 회전 속도에 도달하면 주유압 펌프에 의하여
윤활유가 공급된다. 상기와 같은 예비 운전이 마무리되면 운전원은 플랜트를 기동
o

시키기 위한 명령을 입력하게 되며, 원자로는 40 C/hr의 속도로 가열될 수 있도록
원자로심에서 핵반응이 시작되며, 주급수량은 정격 유량의 5%가 되도록 유지된다.
이 경우 정상 운전시 주급수 유량 손실 사고를 예상하여 설치한 주급수 저유량 신
호(추후 정확한 설정치를 결정)를 차단시킴으로써 저유량 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기동 운전시 저유량 신호로 인하여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도록 한다. 일차계통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주증기 배관에는 순차적으로 온수, 물-증기 혼합물,
포화증기, 과열증기의 순서로 이차계통 냉각재가 흐르게 되며, 이들은 기동용 냉각
장치를 거쳐서 냉각된 후 복수기로 방출된다. 주증기의 열수력학적 상태가 0.8MPa,
o

약 180 C에 이르게 되면 터빈 밀봉 목적으로 사용되는 증기관과 복수기 진공을 유
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기분사식 공기추출기에 주증기의 일부를 공급하기 위하
여 관련 밸브를 열어서 터빈 축을 밀봉시키고, 복수기의 진공을 유지할 수 있게 한
o

다. 일차계통의 온도가 더욱 상승하여 주증기의 열수력학적 상태가 1.6MPa, 210 C
이상이 되면 주증기 압력 제어 계통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을 바꾸며,
기동용 냉각 장치를 차단시키고, 과열 증기를 터빈 우회 밸브 및 과열 증기를 효율
적으로 응축시키기 위하여 과열 증기에 물을 분사하는 기기인 가습조절기를 통하여
직접 복수기로 방출하여 냉각 및 응축시킨다.

주증기압은 가습조절기를 통하여 흐

르는 수증기량을 조절함으로써 변경시킬 수 있으며, 기동 운전중 주증기압이
1.6MPa에서 3.0MPa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가습조절기로 흐르는 양이 적절하게 조
절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주증기압이 3.0MPa이 되면 운전원은 주급수량
을 5%에서 20%가 되도록 (5 %/분의 속도로 증가됨) 설정치를 바꾸며, 주급수량에
따라 원자로 출력도 자동으로 5%에서 20%로 서서히 상승하게 된다. 주급수량이
20%가 되고, 주증기압이 3.0MPa이 유지되면, 운전원은 복수기에 충분한 진공이 형
성되어서 터빈발전기를 기동시키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운전원은 보조 터
빈발전기를 기동시킨다. 이 경우 보조 터빈발전기의 전기 출력은 소내 사용 목적이
므로 보조 터빈발전기에서 정격의 전력이 생산되면 외부에서 전력을 받던 일체의
전기 기기는 보조 터빈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외부 전력은 차
단된다. 또한 일차계통의 주냉각재 펌프의 속도도 저속 운전에서 정상 운전 속도로
증가하게 되며, 주급수펌프가 작동을 개시하고, 기동 급수 펌프는 작동을 멈추게 된
다. 주증기 압력제어 계통은 정상 운전시의 설정치(3.0MPa)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
동 상태로 바뀐다. 주급수량이 20%가 되고, 주증기의 열수력학적 상태가 정상 운전
설정치, 즉, 주증기압 3.0MPa, 주증기 온도 274℃가 되면 운전원은 보조 터빈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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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상적으로 운전중인 것을 확인한 후에 주터빈발전기를 가동시킨다. 주터빈발전
기의 출력이 최소가 되도록 유지시키면서 주급수 유량과 터빈발전기 출력 및 원자
로 출력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여 일치되면 기동운전은 끝나고, 출력 운전으로 운
전 모드를 바꿀 수 있다. 정지 냉각 운전 상태로부터 출력 운전 상태까지는 원자로
심 출력이 0.1%에 이르는 1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에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하는
o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일차 계통 냉각수의 온도가 150 C 이상에서 원자로가
정지해있는 고온 정지 상태로부터 기동 운전을 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저온 정지
상태로부터 기동 운전을 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소요되는 기동 시간만 다르다. 다만
고온 정지 상태가 비상 정지 등과 같은 비상 운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는 당연히 비상 정지된 원인을 제거한 후에 기동 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3.16.6.2 출력 운전
주증기 유량이 20% 이상, 보조 터빈발전기 및 주터빈발전기로부터 전기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운전 상태를 의미하며, 모든 상태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원하는 출력은 운전원이 바꿈으로써 플랜트 제어 계통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급수량
이 정격 출력의 5%/분의 속도로 바뀌면서 얻게되며, 원자로의 출력은 주급수량의
변화에 자동으로 따라가게 된다. 즉, 원자로심 출력이 주급수량의 변화에 피동적으
로 바뀌게 되며, 일차 계통의 열수력학적 변수의 변화율에 따라 자기 반응도 변화
에 따라 출력의 증감 또는 제어봉 이동에 따른 출력의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일
차 계통의 열수력학적 변수의 변화율의 설정치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출력 운
전중 주증기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주증기의 일부(2-3 % - 잠정치)
는 항상 터빈 우회 계통에 설치되어있는 가습조절기를 통하여 복수기로 방출된다.
또한 소내 전기 사용량의 변동에 따른 원자로심 출력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습조절기를 이용한다. 즉, 소내 전기 사용량의 변동이 보조 터빈발전기의 출력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보조 터빈발전기에 공급되는 증기의 양이 변동하게 되나, 그
변화된 증기의 양이 주증기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습조절기에 흐르는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주증기 배관에 흐르는 주증기의 양이 일정하도록 유지한다. 특히 출
력 운전중 갑작스런 무부하 운전(Load Rejection Accident)을 포함한 일체의 출력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터빈 우회 계통이 터빈발전기의 제어 계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급작스런 무부하 운전시에도 대기중으로 주증기를 방출
하지 않고도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설계된다.
3.16.6.3 정지운전 및 냉각운전
정상적인 정지 운전은 정상 운전 모드로부터 주급수 유량을 정격 출력시 주
급수 유량의 5%/분의 속도로 서서히 감소시킴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서서히 감소시
켜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운전을 의미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제어봉이 원자로심
에 삽입됨으로써 정상적인 정지 운전은 끝난다. 이 경우 보조 터빈발전기 및 주터
빈발전기가 정지되므로 소내에서 사용할 전력은 외부에서 공급된다. 반면 비상정지
운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하여 원자로 비상정지계통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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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긴급 정지되는 운전을 의미하여 원자로심으로 급속한 제어봉 삽입에 의하여
비상정지 운전은 끝난다. 이 경우 보조 터빈발전기 및 주터빈발전기가 정지되며, 소
내에서 사용할 전력은 30초 이내에 비상전원 공급장치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필요
시 외부에서 공급된다. 비상정지 후에 비상정지 명령을 내린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로를 다시 기동시키거나, 원자로를 냉각 운전을 통하여 냉각시킬 수 있다. 원자
로 냉각 운전은 원자로 기동 운전의 역방향으로 수행되며, 주증기의 열수력학적 상
태가 주증기유량이 5%, 압력이 1.6MPa, 온도가 약 210℃가 되면, 주증기관을 흐르
는 냉각수는 포화 증기 또는 포화상태의 혼합 상태가 되며, 기동 냉각 장치를 통하
여 냉각된 후에 복수기로 흐르게 된다. 운전원은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주급수량
을 조절함으로써 원자로의 냉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3.16.6.4 비정상 운전
비정상 운전은 정상 운전시 작동해야 하는 기기의 고장 또는 정지해 있어야
할 기기의 오작동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운전중인 복수 펌프의 일시적인
작동 불능 후 회복, 예비 해수 펌프의 자동적인 기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원자로 출력을 변경시키지 않고 계속적인 정상 운전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
다. 반면 정상 운전중인 두 대의 주급수 펌프(각 50 %)중 한 대의 정지시 출력이
75 %로 급격히 감소하나, 예비 주급수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격 운전으로 곧 100
% 출력으로 복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로 출력 변경이 불가피하나,
원자로를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 주터빈발전기의 정지시 원자로 출력은 감소되지
않고, 주증기는 모두 터빈 우회 계통에 의하여 가습조절기를 통하여 복수기로 방출
된다. 이 경우 주터빈발전기의 정지 원인 등의 파악후 원자로 출력의 감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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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운전 및 유지보수 개념
3.17.1 운전 개념
SMART의 운전모드는 기동운전, 정상출력운전, 정지운전 및 재장전운전으로
구별된다. 각각의 운전모드에서는 다른 방식의 제어논리 및 운전절차가 적용된다.
각 운전 모드별 원자로상태, 운전절차 및 특징이 표 3.17-1과 그림 3.17-1에 요약되
어있다. 운전모드별 운전 개념은 다음과 같다.
3.17.1.1 기동운전
기동운전은 고온정지 또는 저온정지 상태로부터 주터빈을 기동시킬 수 있는
운전모드인 MCP 저속 출력운전(주급수 유량 20%) 상태로 변환시키는 운전을 의미
한다. 기동운전은 노심기동운전, 핵적가열운전, 계통기동운전으로 구성되어있다.
노심기동운전이란 노심을 미임계 상태로부터 임계상태(0.1% 정격출력)로 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기동전 준비사항 점검이 완료되면 운전원은 노심기동
운전 개시 버튼을 눌러 노심기동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 노심기동운전시 노심출력
제어계통은 기동운전영역 계측기에서의 중성자속으로 얻어진 출력증배계수와 기설
정치(약 40∼50초) 간의 불일치 신호에 의해 수행된다. 기설정된 0.1% 수준의 노심
출력이 달성되면 출력제어계통은 노심출력을 이 수준에서 안정화시킨 후 노심기동
운전이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주제어실로 보낸다.
핵적가열운전은 노심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 일차냉각재 온도를 상온 또
는 고온정지 온도로부터 5% 출력 프로그램 온도까지 가열시키는 운전을 말한다. 핵
적가열운전이 끝나면 일차계통압력은 출력운전 압력준위까지 상승하며 증기발생기
를 통해 과열증기가 생성된다. 핵적가열운전모드에서 출력제어는 2 단계 출력제어
논리로 구성되어있다. 노심기동운전이 종료된 뒤 이차계통의 증기압력이 설정치 이
하이면 노심출력이 낮은 값으로 유지되면서 일차냉각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후
증기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바뀌면 노심출력 설정치를 높은 값으로 변경하여 일차
냉각재 온도를 계속해서 상승시킨다. 일차냉각재 온도가 최종 목표치 근처에 도달
하면 출력설정치를 재설정한 뒤 출력 및 온도를 안정화시킨 후 가열운전이 완료되
었다는 신호를 주제어실로 보낸다.
계통기동운전은 핵적가열운전 완료후 주터빈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심 열출
력을 정상출력의 5%부터 20%까지 증가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계통기동운전이 완
료된 뒤 주터빈을 통해서 SMART 운전을 위한 전력이 생산되기 시작해 자체전력
으로 SMART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계통기동운전모드에서 노심 출력제어는 기본
적으로 T+N 제어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T 제어논리는 측정된 노심출구온
도를 이용한 제어를 의미하며, N 제어논리는 측정된 노심의 중성자속을 이용한 제
어논리를 의미한다. 이 운전모드에서는 측정된 주급수 유량이 출력 설정치가 된다.
따라서 주급수 유량을 증가시키면 노심출력의 설정치가 증가하게 되고, 노심출력은
노심의 음의 냉각재계수, 도풀러계수 등의 자기제어능력에 따라 노심출력설정치를
자동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때 노심출력설정치(측정된 급수유량)의 변화속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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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 노심의 자기제어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된 노심출구온도 및 중성자
속의 크기가 기준값으로부터 오차가 커지게 되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
어봉이 움직이게 된다. 여기서 기준값이라 함은 측정된 급수유량에 의해 정의된 노
심출력 및 노심출력의 함수로 미리 정의된 노심출구온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편
의상 증기발생기 입구에서 계측된 일차냉각재 온도를 노심출구온도로 간주하며, 이
온도와 출력에 따라 정의된 기준온도 값의 차이에 일정한 가중치를 곱한 결과
(0.333x△T)와 계측된 중성자속 출력과 기준출력의 차이에 일정한 가중치를 곱한
결과(0.5x△N)를 더하여 그 편차의 절대치(|0.333x△T + 0.5x△N|)가 1 이상으로 벗
어날 경우 제어봉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이 편차가 0이 되면 멈춘다. 이 운전
모드에서 출력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출력제한기가 제어논리에 포함되어있다.
기설정된 노심출력(20%)이 달성되면 출력제어계통은 노심출력을 이 수준에서 안정
시킨 후 계통기동운전이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주제어실로 보낸다.
3.17.1.2 정상출력운전
정상출력운전은 원자로 출력이 20%에서 100%까지 변화되고 모든 핵증기공
급계통의 공정 변수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MCP 저속운전
모드와 MCP 고속운전모드로 분류 할 수 있다. MCP 고속운전모드에서는 노심출력
을 20%에서 100% 사이에서 운전할 수 있고, MCP 저속운전모드에서는 노심출력을
20%에서 25%사이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 운전모드에서 노심출력변화는 다음과 같
이 이루어진다. 운전원이 원하는 출력을 제어실에서 입력시키면, 주급수 유량이 정
격 출력의 5 %/분의 속도로 바뀌게 된다. 주급수유량은 노심출력 설정치가 되므로,
노심의 자기제어 능력에 따라 노심출력이 주급수유량에 맞게 따라가게 된다. 이때
노심출력과 주급수유량의 차이가 노심의 자기제어능력범위를 벗어나거나 (N 제어
로직), 노심출구 온도가 주급수유량에 따라 기설정된 프로그램 값과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T 제어로직) 자동으로 제어봉이 작동하여 이를 시정하게 된다.
출력 운전 중에는 계단 출력 변화율 ±20%의 터빈 출력변화 및 점진 출력
변화율 ±10 %/분의 터빈 출력변화를 수용하도록 운전된다. 출력운전 중 갑작스런
무부하 운전을 포함한 일체의 출력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터빈 우회
계통이 터빈발전기의 제어 계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급작스런 무부하 운
전시에도 대기중으로 주증기를 방출하지 않고도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17.1.3 정지운전
정지운전은 정상정지운전과 비상정지운전으로 구별된다. 정상 정지운전은
MCP 저속 출력운전(주급수 유량 20%)상태로부터 저온정지 상태로 변환시키는 운
전을 의미하며 필요한 주요기기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전력이 공급가
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정상정지운전은 3 단계로 나누어져 수행된다. 1 단계에
서는 주급수 유량이 5%까지 감소하며 주터빈과 정지된다. 이때 제어봉의 움직임은
계통기동운전 때와 같은 로직으로 움직이게 된다. 2 단계 운전기간 중 일차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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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가 이차계통에 의해 100℃로 냉각된다. 3 단계에서는 이차계통이 정지되고
기기냉각계통이 기기냉각운전모드를 종료하고 잔열제거운전모드로 전환되어 원자로
를 냉각시킨다.
비상정지운전은 원자로 트립변수 설정치 위반 신호 또는 운전원에 의한 비
상정지 신호에 의해 시작된다. 비상정지신호 발생시 모든 제어봉은 급속 삽입되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주요 펌프 및 터빈은 정지된다. 또한 주증기/주급수 격리밸
브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가 열려 노심으로부터의 붕괴열을 피동잔열
제거계통이 제거하게된다.
3.17.1.4 재장전운전
재장전운전은 원자로를 저온정지 상태로 유지하면서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
한 운전모드이다. 기기냉각계통을 능동잔열제거 운전모드로 운전함으로써 냉각재의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한다. 재장전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CEDM 지지구조물을 제거하고 압력용기 상부에 원통형 차폐구조물을 설

․

중앙덮개에 설치된 모든 케이블, 연결배관을 제거한다.

․

CEDM의 Upper-Half와 Lower-Half를 분리 추출한다.

․

중앙덮개, 가압기, 노심상부구조물을 추출한다.

․

재장전 작업대에 Fueling Machine과 이송용기를 설치하고 핵연료 교체작

치한다.

업을 시작한다.
․

핵연료 교체작업을 완료한 후, 역순으로 기기 및 구조물을 조립한다.

이때 원자로는 온도가 60℃ 이하의 냉각수로 채워지며, 노심에 제어봉이 항
상 삽입되어 노심의 유효증배계수가 항상 0.95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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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 SMART 기동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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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1. SMART 운전모드와 원자로상태
반응도

정격 열출력

(Keff)

(%)

입구온도(℃)

노심기동운전

≥ 0.95

≤ 0.1

≤ 310

핵적가열운전

≥ 0.99

0.1∼5

≤ 310

계통기동운전

≥ 0.99

5∼20

≥ 310

출력
운전

MCP 고속운전

≥ 0.99

20∼100

≥ 310

MCP 저속운전

≥ 0.99

20∼25

≥ 310

정지
운전

정상정지운전

≤ 0.99

-

≤ 150

비상정지운전

≤ 0.99

-

≤ 150

재장전운전

≤ 0.95

-

≤ 60

운전모드
기동
운전

재장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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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3.17.2 가동중검사 개념
3.17.2.1 서론
원자력발전소는 운전에 들어간 후 수명이 끝날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점검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가동중검사(in-service
inspection, ISI)라고 부른다.

가동중검사란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건전성 및 성능이

원자로의 가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보이기 위한 점검 및 검사활동으로
서, 주요 설비에 대하여 발전소의 수명기간에 걸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화 및 열
화 정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이는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

라 설계, 제작, 건설되고 가동전검사(pre-service inspection, PSI)를 통과한 구조물
이나 부품이라 하더라도 사용조건에 따라 운전중 새로이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가동전검사시 발견되지 않은 미세균열 등이 운전과 더불어 진전할 수 있어 구조
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압력기기 및 배관에 대해서는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를, 그리고 주요 펌프 및 밸
브에 대해서는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시험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접부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시험은 초음파탐상을 위주로 한 비파괴시험에 의해 내
압부의 결함을 검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말하며, 성능시험은 주요 펌프 및
밸브가 각각에 대해 규정된 특성치 범위 내에 있는가를 봄으로써 그 작동상태를 확
인하는 운전정비, 점검시험이다.

본 절에서 가동중검사라 함은 Class 1 부품의 결

함을 검출하고 평가하여 일차압력경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한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현재 가동중검사는 원전의 건설 및 운전과 관련한 법적 규제사항의 하나로서, 국
내 원자력법 시행령 제 67조 2항 및 과기부 고시 제 95-1호 등에 따라 반드시 수행
해야 하는 법정검사이다.

기술적으로는 고리, 영광, 울진 원전과 같은 가압경수로

형은 미국 ASME Code Section XI, 그리고 월성 원전과 같은 가압중수로형은 캐나
다 CSA 코드 N285.4를 적용한다.

또한 다음에 열거한 항목들에 대하여는 미국 원

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Regulatory Guide) 1.14, 1.35, 1.58, 1.65, 1.83, 1.90,
1.147 및 1.150을 준용한다 (표 3.17.2-1 참조).
․원자로냉각재 펌프 플라이 휠의 건전성
․격납용기의 Tendon 검사
․검사요원의 품질보증
․원자로용기의 검사
․증기발생기의 세관검사
․격납용기의 구조검사
․ASME XI Code Case의 허용
한편 국내 발전설비 산업에 적용될 기술기준인 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KEPIC)이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1995년도에 발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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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경우에는 울진 5, 6 호기부터 적용되고 있다.
에 적용되는 부분은

이 중에서 원전의 가동중검사

KEPIC MI, 원전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으로서 울진 원전 5, 6

호기부터 부분적인 적용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된 후에 전면적인 확대 적용이
예상된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모든 기술기준들은 원래 분리형 상용로(PWR, BWR)를 대상
으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현재 개발중인 일체형원자로 SMART에 그대로 적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념 및 구조적 차이로 인해 많은 제약과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ASME Code Section XI 이 현재까지 가동중검사의 범위, 방법, 검사
간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규정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이를 SMART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절의 목적은 SMART의 가동중검사 방안개발의 예비단계로서, ASME Code
Section XI 의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규정과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
정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정리하여 해결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있다.
3.17.2.2 ASME Code Section XI 규정의 검토
발전소의 구성기기 및 부품의 설계, 제작, 건설, 검사 등에는 여러 가지 법
령과 기술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가동중검사는 ASME Code Section XI,
"Rules for Inservic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이하
Section XI)의 규정에 따라 원자로 일차계통, 그에 연결된 관련 보조계통 및 그 지
지부에 대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검사를 중심으로 Section XI의 내용을 살펴본다.
3.17.2.2.1 검사 주기
가동중검사는 발전소의 수명을 4회의 검사간격으로 분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SME Section XI은 발전소의 수명을 40년으로 설정하고 10년

주기로 검사를 행하는 방법(program B)과 40년 중 운전초기의 고장에 대처하기 위
하여 초기에 빈도를 많이 둔 방법(program A)을 제시하고 있다.
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3.17.2-2와 같다.

이들 두 개의 프

표에서 program B는 매 10년에 걸쳐 발전

소 전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 10년은 다시 3년 정도로 나누어 각각
16∼34%, 50∼67%, 100%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program A에서는

제1차 검사기간은 3년, 2차는 7년, 3차는 13년, 그리고 4차는 17년으로 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각 차수의 기간 안에 발전소 검사 대상 전체를 100% 가동중검사 하
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과기부 고시 95-1호’ 및 ‘전력기술기준’에서 program B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차는 다시 3회로 나누어 전체 검사물량의 16∼34%, 5

0∼67%, 100%를 검사․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동중검사는 원칙적으로 핵연료교체 혹은 보수정지와 같은 통상의 운전정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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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에 행하여지며 한 검사간격 내에 규정된 검사가 100% 완료되어야 한다.
표 3.17.2-1 가동중 검사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

법규 및 기술기준

제 목

비 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과학기술처고시
제 95-1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ASME Code Section XI,
Rules for ISI of NPP Components
Div. I
CSA/CAN3-N285.4

Periodic Inspection of CANDU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Reg. Guide 1.14

Reactor Coolant Pump Flywheel
Integrity

원자로냉각재 펌프
플라이 휠의 건전성

Reg. Guide 1.35

Inservice Inspection of Ungrouted
Tendons in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Structures

격납용기의 Tendon검사

Reg. Guide 1.58

Qualification of Nuclear Power Plant
검사요원의 자격인증
Inspection, Examination, and
Testing Personnel

Reg. Guide 1.65

Materials and Inspections for
Reactor Vessel Closure Studs

Reg. Guide 1.83

Inservice Inspection of Pressurized
Water Reactor Steam Generator
Tubes

증기발생기의 세관검사

Reg. Guide 1.90

Inservice Inspection of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Structures
with Grouted Tendons

격납용기의 구조검사

Reg. Guide 1.147

Inservice Inspec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XI
Division I

ASME Section XI
Code Case의 허용

Reg. Guide 1.150

Ultrasonic Testing of Reactor
Vessel Welds During Preservice
and Inservice Examinations

원자로용기의 용접부검사

SMART 적용상의 문제점 :
가. 현재 국내의 상용 원자로에서는 가동중검사주기 10년(program B)을
채택하고 매 핵연료 재장전기간 중에 가동중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상용로의 재장

전주기 약 12∼18개월과 비교할 때 SMART의 재장전주기는 약 3년으로서 훨씬 길
다.

따라서 재장전기간 1회당 수행해야 하는 가동중검사의 항목 및 부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나. 원자로압력용기 용접부의 가동중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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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구조물을 전부 들어내야 한다.

기존 분리형 상용로의 경우는 헤드가 열린 상

태에서 상부안내구조물과 노심지지배럴을 인양하는 것이 구조 특성상 별다른 어려
움이 없다.

이에 비해 SMART의 경우에는 핵연료 재장전시에 중앙덮개만을 열고

상부안내구조물을 인양한 후 핵연료를 재장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원자로내부
구조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주냉각재펌프를 해체하고 환형덮개와 증기발생기를 함께
들어내어야 한다.

따라서 매 3∼5년마다 원자로 압력용기 벽의 용접부에 대한 가

동중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로내부구조물 전부를 인양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고 SMART의 구조적인 개념과도 배치되어 오히려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SMART의 검사주기는 기존 분리형원자로에 적용하는 것과 다른 검사주기
를 검토하고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3.17.2-2 가동중검사의 검사시기 및 시험종료량
Program A
검사간격

검사시기

최소 시험종료량

최대 시험종료량

1차( 3년간)

1 - 3

100

100

4 - 7

33

67

8 - 10

100

100

11 - 13

16

34

14 - 17

40

50

18 - 20

66

75

21 - 23

100

100

24 - 27

8

28 - 30

25

31 - 33

50

34 - 37

75

38 - 40

100

2차( 7년간)

3차(13년간)

4차(1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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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4
67
100

Program B
검사간격

1차(10년간)

2차(10년간)

3차(10년간)

4차(10년간)

검사시기

최소 시험종료량

최대 시험종료량

1 - 3

16

34

4 - 7

50

67

8 - 10

100

100

11 - 13

16

34

14 - 17

50

67

18 - 20

100

100

21 - 23

16

34

24 - 27

50

67

28 - 30

100

100

31 - 33

16

34

34 - 37

50

67

38 - 40

100

100

3.17.2.2.2 검사범위, 부위 및 방법
Section XI의 IWB-2500, EXAMINATION and PRESSURE TEST
REQUIREMENTS에 따라 각 부품은 표 3.17.2-3과 같이 분류되며, 분류 등급에 따
라 검사부분, 방법, 기간, 정도 등이 정하여 진다.
3.17.2.2.2.1 검사범위 및 부위
원자로의 일차냉각계통은 운전중 고온, 고압을 받는 곳으로서 건전성
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차냉각계통을 중심으로 격납용기를 관통하

는 2개의 차단밸브까지가 압력경계가 되며 이 부분이 가동중검사의 범위가 된다.
검사는 원자로용기를 중심으로 배관류가 주대상이며 펌프, 밸브 등도 포함되지만
특히 내압부의 용접부에 중점을 두어 시행된다. 이는 열영향부를 포함한 용접부에
결함이 존재하기 쉽고 또한 용접이음부는 구조상 불연속부가 되기 때문에 운전중
높은 응력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용접부의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검사의 범위 및 정도를 정한다
:
가. 환경조건 : 중성자 조사에 의한 조사취화를 받는 부분
나. 가동, 정지의 반복에 따라 피로효과를 받기 쉬운 부분
다. 노즐부와 같이 설계상 높은 응력을 받는 부분
라. 이종금속(dissimilar material)의 용접부
3.17.2.2.2.2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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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검사에 사용되는 검사방법은 전부 비파괴검사로서 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로 나눈다.
전류탐상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열교환기용 전열관의 가동중검사법으로 와

이 외에도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앞서 기술한 검사방

법과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다른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육안검사 (Visual Inspection)
표면의 생채기, 마모, 균열, 부식, 침식 등의 표면상태 및 부품 또
는 구조물 각부간의 중심 맞추기 불량 및 이동, 누설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부품
또는 표면의 일반적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육안검사는 피 검

사면 표면으로부터 61cm 이내의 위치에서 30°이상의 각도로 눈을 접근시킬 수 있
을 때 직접 육안검사를 행하고, 이때 거울을 사용하거나 조명 등의 보조장비를 사
용하여도 좋다.

직접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망원 잠망경, 보아스코프, 공학카

메라, TV 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원격 육안검사 또는 박리성이 좋은 프라스틱을 이
용하여 피 검사면의 복제(replica)를 뜨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도 좋다. 그러나 이 경
우는 직접 육안검사와 동등 이상의 해상력을 가져야 한다.
나. 표면검사 (Surface Inspection)
표면 또는 표면 가까이에 있는 균열의 불연속부를 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면 상태, 재료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자분탐상법 또는 액체침투탐상
법이 사용된다.

자분탐상법은 자성을 갖는 재료의 표면 또는 표면 바로 밑에 있는

결함의 검출에 매우 유효한 방법이지만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액체침투탐상법은 강재 및 비철금속의 표면까지 연장되어 있는 재료내의 불

연속부를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수중에서의
탐상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분탐상법과 액체침투탐상법은 모두 접근성의 관점에서

난점이 있고 원격조작도 어려운 결점이 있다.
다. 체적검사 (Volumetric Inspection)
피검사부품의 전 체적을 검사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로는 방사선투과법과 초음파탐상법만이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투과법은 X선, γ선 또는 열중성자 등을 선원으로 사용하여 사진필름,

인화지 등에 영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보전이라는 점에서 탁월한 방법이
다.

방사선투과법은 용접부, 주조품 등의 검사에 매우 유용한 시험방법으로서 제작

중의 검사시에 널리 사용되지만, 방사선 레벨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용이 곤란하고
균열의 검출강도가 방향에 따라 현저히 영향을 받으며, 또한 균열의 검출감도 자체
도 초음파탐상법 보다 열등하고 장치가 대형화되는 등의 원인 때문에 적용장소의
제한을 받는다.

초음파탐상법은 초음파를 방출하여 결함부로부터 반사되는 반사파

를 수신함으로써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가동중검사의 대상이 되는 결

함이 주로 균열이고, 이 때문에 방사선투과법에 비하여 검출 능력이 높고 자동화
및 원격조작이 용이하고 탐촉자와 장치가 비교적 소형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고, 재질과 결함면의 형상, 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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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상태, 시험부의 형상 등의 영향을 받는다.

표 3.17.2-3
Examination
Category
B-A

AXME Section XI의 부품별 분류등급 및 검사방법
Examination Area

Pressure retaining welds in reactor vessel
Pressure retaining welds in vessels other than

B-B

reactor vessels

Examination
Method
Volumetric
Volumetric

Pressure retaining dissimilar metal welds in

Volumetric

vessel nozzles

Surface(< 4 in)

B-G-1/2

Pressure retaining bolting

Volumetric

B-H

Integral attachments for vessels

Surface

B-L-1

Pressure retaining welds in pump casings

Volumetric

B-N-1

Interior of reactor vessel

Visual

B-F

B-N-2

Integrally welded core support structures and
interior attachments to reactor vessel

Visual

B-N-3

Removable core support structure

Visual

B-O

Pressure retaining weld in control rod housings

B-P

All Pressure Retaining Components

Visual

B-Q

Steam generator tubing

Volumetric

Volumetric
Surface

3.17.2.3 SMART 가동중검사에의 적용
그림 3.17.2-1는 SMART 원자로집합체의 압력경계에서 가동중검사를 수행
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

각 검사부위에 대한 검사방법과 그 실시 가능성

에 대한 검토는 표 3.17.2-4에 정리되어 있다.
3.17.2.3.1 원자로용기 용접부
SMART의 원자로용기는 원자로용기 원통-하부쉘간의 접합부와 원자로
용기 원통-상부 플랜지간의 접합부, 원자로용기 원통간의 접합부 등 3곳에 원주방
향 용접연결부를 가지게 된다.

이 부분은 ASME Section XI의 요건에 따라

Category B-A로 분류되어 100% 체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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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1

SMART 원자로집합체의 가동중검사 대상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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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2-4 부위별 검사 방안과 가능성 평가

번호

검사부위

범주

검사방법

가능성

비고

1

원자로용기와 하부쉘의 접합부

B-A

체적탐상

있음

장치개발 필요

B-A

체적탐상

있음

장치개발 필요

B-A

체적탐상

있음

육안검사

있음

육안검사

있음

2
3
4

원자로용기와 상부플랜지
접합부
원자로용기의 용접부
환형덮개와 중앙덮개의
환형밀봉체

5

주냉각재펌프의 환형밀봉체

6

CEDM 노즐 및 관통부

B-F

체적탐상

없음

7

가압기냉각기의 배관 관통부

B-F

체적탐상

있음

8

증기발생기 증기노즐

B-F

체적탐상

있음

9

증기발생기 공급수 노즐

B-F

체적탐상

있음

10

CEDM의 압력경계

B-O

체적탐상

있음

11

주냉각재펌프의 압력경계

B-L-1

체적탐상

있음

12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튜브

B-Q

13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B-N-1

육안검사

14

원자로용기부착 내부구조물

B-N-2

육안검사

15

원자로내부구조물

B-N-3

육안검사

없음

16

원자로덮개 스터드볼트

B-G-1

체적탐상

있음

17

원자로집합체 지지구조물

B-H

와전류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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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켓, 볼트는
아님

장치개발 필요

초음파탐상
있음

단조로 제작,
용기와 일체

SMART의 경우 용기의 내벽 쪽에서 가동중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내
부구조물, 가압기, 펌프, 증기발생기 등을 들어내어야 하는 데 SMART 구조 특성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행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약 3년마다 일정량의 검사를 수

가능한 방법으로는 원자로용기의 용접연결부는

10년 주기의 마지막 시기에 원자로 내부를 모두 들어낸 후 초음파탐상에 의한
100%의 체적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ASME 코드의 요건은 만족하지

만 검사시기 및 수행 방안, 문제점 등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용기의 외벽 쪽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복잡한 사전작업을 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내부차폐탱크 설치에 의해 검사부위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 동심으로 배열된 원자로 용기와 내부차폐탱크 사이의 좁은 간극에 설치되어 원
격으로 조정될 수 있는 자동 초음파탐상장치가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원
자로 용기와 내부차폐탱크가 스커트형 지지구조물로 결합되고 나면 접근 차체가 현
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SMART는 일반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덮개간의 밀봉을 위하여 환형밀봉용접
(torus seal welding) 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압력경계부위에 반원형의 단면을 갖는
튜브를 대어 용접하는 것이다.

반원형의 튜브는 계통의 압력을 직접 받는 일차 압

력경계로 간주하여 설계하지만 그 운영에서는 단지 누설을 방지하는 기능적인 역할
을 하는 부품이므로 육안검사나 표면검사를 통하여 건전성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검사를 해야할 예상위치는 1) 환형덮개와 중앙덮개의 환형밀봉체, 2) 주냉
각재펌프의 환형밀봉체이다.
3.17.2.3.2 노즐 연결부
제어봉구동장치의 노즐, 각종 계측기 및 기기 냉각수 노즐 등은 압력용
기 상부의 덮개 (환형덮개/중앙덮개)를 통하여 연결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용접으

로 덮개와 연결된, 원자로집합체의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검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노즐 및 관통부는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지만 제어봉구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압기 내의 노즐 용접부위에 대하
여는 구조상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기준 또는 관련사항이 분석
되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배관 및 기기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 면제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SMART 특성에 비추어 상세한 평가
가 바람직하다. 다음의 기기 및 부품은 체적검사 및 표면검사의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원자로 냉각계통에 연결되고 원자로 압력경계부분이며 가상파열이 일
어났을 때, 발전소 정상운전조건에서 파열로 인해 원자로 냉각재계통으로부터 누출
되는 유량이 소내 비상전원을 공급받는 냉각재 보충계통의 보충용량범위 이내인 크
기와 모양을 지니는 기기,
․증기발생기 튜브를 제외한 호칭지름 1인치 이하인 배관과 호칭지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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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이하인 배관에 연결된 기기 및 배관 연결부,
․제어봉구동장치 관통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한 원자로 헤드 연결부
및 호칭지름 2인치 이하인 관련 배관
3.17.2.3.3 플랜지 연결부
플랜지 연결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력경계를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다.
3.17.2.3.4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장착되기 때문에 최대한 치
밀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고 이차측이 원자로 압력용기를 관통하기 때문에 압력용
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통부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카
세트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열관에 직접 접근이 불가능
하여 개별 전열관에 대한 가동중검사가 불가능하다. 원자로 압력용기에 설치된 증
기발생기 노즐헤더에는 모듈증기관과 모듈급수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관을 지나
가면 원자로 내에 장착된 모듈증기헤더 및 모듈급수헤더가 있다. 전열관은 모듈증
기헤더와 모듈급수헤더의 튜브 시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되
지 않는다. 또한, SMART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마다 이차측의 유동불안정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압력강하를 조절하기 위한 오리피스가 전열관의 유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오리피스를 탐촉자가 통과할 수 없는 것도 한가지 이유다.
그러나, SMART의 설계개념에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에 대비하여 운전중 온
라인으로 방사능을 검출하여 누설 전열관을 포함하는 섹션이 즉시 차단된다.
SMART에서는 전열관이 손상되어도 상용 원자로와는 달리 방사능이 포함된 증기
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고 이차측 압력경계 내에 갇힌다. 각 섹션은 차단밸브까지
일차측과 동일한 설계온도 및 압력으로 설계하며, 이 경우의 실질적인 압력경계인
차단밸브와 원자로 압력용기 관통부까지는 가동중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채택된 SMART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검사요건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3.17.2.3.5 기타 압력경계 부위
기타 압력경계 부위의 용접부로는 주냉각재펌프와 제어봉구동장치의 하
우징에 위치한 용접부를 들 수 있다. 이들 위치에 대한 체적검사는 비교적 두께가
얇고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
3.17.2.3.6 스터드 볼트 및 기타 볼트
지름 2인치 (51mm)를 초과하는 압력유지 볼트류는 볼트 및 스터드를
체결한 상태 혹은 해체한 상태에서 체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SMART 환형덮개의 스터드는 체결된 상태에서 체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용원자로의 경우 해체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점과 다르다.

한편 지름 2인치 이하

의 압력유지 볼트류는 체결상태에서 육안검사만 수행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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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17.2.3.7 가압기 냉각기 배관
가압기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냉각기는 가압기 외부 쉘의
주위에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다. 이 냉각기의 배관은 증기발생기의 세관과 그 기능
성이 비슷하다. 이들 배관은 일차냉각재 내에 위치하여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형과 다르다. 이들 배관에 대하여는 현재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으나
그 기능상의 유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증기발생기의 세관과 같은 검사방법을 적용
하는 개념으로 규정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3.17.2.4 예상 문제점 평가
ASME Code Section III 및 XI의 규정은 상용경수로(PWR, BWR)를 대상으
로 작성되어 적용되고 있다.

SMART의 경우는 기본적인 설계개념과 상위 설계요

구사항이 상용 경수로와는 다르다.
Section III, XI의 가동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ASME Code

가동중검사 규정을 SMART에 적용하는데는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
․Section XI은 기존의 분리형 상용로(PWR, BWR)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기술기준으로서 현재 개발중인 SMART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그 구조적 차이로
인해 제약이 예상된다.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가압기, 주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등이 원자로용기 내에 위치하여 압력경계를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압력경계부위
이외의 곳에 대한 Section XI 규정의 적용은 필요치 않다. 향후 상세 검토 및 규제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SMART의 특성에 적합한 가동중검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MART는 제한된 공간 내에 NSSS 기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
호개념이 차폐탱크 등으로 원자로를 차폐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검사대상 부위에의
접근성이 많은 제약을 받는다.

즉, SMART는 구조적 배치 특성으로 인해 Section

XI을 적용하기 위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앞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근성, 용접방법, 재질특성에 대해 최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SMART의 특성을 고려한 용접부위 검사를 위
한 기준, 방안 등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SMART에서 방사능이 높고 접근이 어려운 부분, 즉 원자로 압력용기의
Class 1 용접부를 자동으로 원격 검사하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료 재장전 주기의 증가로 인해 매 재장전 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검사
의 양이 많아진다. 이를 고려한 검사개념을 확립하고 가동중검사 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중앙덮개 내부의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용접부에 대한 건전성 확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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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연료 재장전 및 주요기기 교체 개념
3.17.3.1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SMART의 일반배치 특성
SMART는 분리형 원자로와 달리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가압기, 증기발생
기 및 주냉각재펌프가 설치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SMART의 노심 위에
는 상부안내구조물, 가압기, 그리고 49개의 제어봉구동장치가 설치된다.

원자로압

력용기의 덮개는 중앙덮개와 환형덮개로 구성되며, 핵연료 재장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덮개를 열고 노심 상부에 위치하는 각종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압
력용기 외부로 추출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내부에는 안전보호용기가 위치하고 그

중앙에 원자로집합체가 설치된다. SAMRT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전보호용기 내부에서 원자로용기 상부에는 유지․보수 작업 지지대를 설치하며, 이
작업 지지대에는 연료 재장전 및 각종 작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설치하
고 또한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유지․보수 작업 지지대 위쪽의 안전보

호용기 천정에는 해치(hatch)가 있고, 이 해치를 통하여 각종 장비 및 원자로집합체
를 구성하는 구조물을 안전보호용기 내․외부로 이동시키면서 연료 재장전 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SMART에서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을 추출하는 개략적인 절차는 제어봉구동장치 분리, 중앙덮개와 가압기 추출,
상부안내구조물 추출, 핵연료 집합체 추출,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추출, 증기발생기
카세트 추출 순으로 수행되며, 설치와 조립 절차는 상기 과정의 역순으로 수행된다.
3.17.3.2 연료 재장전을 포함한 주요 기기 교체 절차
SMART 운전기간 동안에 연료 재장전, 증기발생기 교체 혹은 원자로내부구
조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원자로집
합체를 분해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다음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자로집합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주요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3.17.3.2.1 원자로집합체 상부에 유지․보수 작업 공간 확보
안전보호용기 해치를 열고,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유지․보수작업 지지
대를 설치한 다음 원자로용기로부터 추출되는 내부구조물들의 안전한 이송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공간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들을 철거한다.
3.17.3.2.2 원자로용기 상부에 위치하는 보조설비 분리
제어봉구동장치 지지대를 분해, 분리하고, 제어봉구동장치 냉각배관을
포함하는 배관 라인을 분리하고, 제어봉구동장치 전원배선 및 각종 계측기기용 배
선 등의 보조설비들을 분리한다.
3.17.3.2.3 제어봉구동장치 분리 및 환형밀봉체 절단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사이에서 두 구조물의 틈새를 밀봉하여 원자로의
압력경계를 유지시키는 환형밀봉체를 절단한다.
3.17.3.2.4 원통형 차폐구조물 설치 및 추출작업 지지대 설치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외부로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자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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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용기 상부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들이 추출되는 내부구조물에서 방출되는 방
사능에 의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원통형 차폐구조물을 설치한다. 또한 유지․보
수 작업을 수행하는 각종 장비, 그리고 구조물의 이송장비 및 저장용기를 지지하는
추출작업 지지대를 설치한다.
3.17.3.2.5 가압기 추출
가압기는 원자로용기 중앙덮개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원
자로집합체를 분해할 준비가 완료되면 중앙덮개를 인양하여 가압기를 추출하고 안
전한 장소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3.17.3.2.6 상부안내구조물 추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가압기가 추출되면 상부안내구조물이 노출되며,
이 상태에서 상부안내구조물을 추출한다.
3.17.3.2.7 연료 재장전 작업 수행
원자로집합체로부터 가압기 및 상부안내 구조물을 추출하면 노심을 구
성하는 57개의 핵연료집합체 상단부가 노출되며 이 상태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추출
하고 새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한다.

연료 재장전 작업만을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상기의 절차의 역순으로 원자로집합체를 조립하며 별도의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추출
작업이나 증기발생기 교체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3.17.3.2.8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추출
노심지재배럴집합체는 노심지지배럴,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하부노심지
지판, 유동거름판 집합체 및 하단차폐판 집합체 등으로 구성된다.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에는 펌프 덕트 구조물, 증기발생기 카세트 및 충
전체, 측면차폐통집합체 등이 위치하므로 필요시 이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서는 노심지지배럴집합체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원자로용기에서 먼저 핵

연료집합체를 완전히 추출한 후에 수행된다.
3.17.3.2.9 증기발생기 카세트 추출 및 교체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노심지지배럴집합체가 추출되면 증기발생기 카
세트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급수 및 증기배관이 연결된 노즐부위에서 압력 경계부를 절단하고 증기발생기 카세
트 추출 한 다음 교체작업을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에서 급수 및 증기배관

과 접합부를 형성하는 노즐은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원주방향으로 12개가 형성되
어 있다.
3.17.3.2.10 조립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교체작업이 완료되면 노심지지배럴집합체를 설치
하고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한 후 상부안내구조물과 가압기를 설치하고, 제어봉구동
장치 및 상부 보조기기들을 결합하여 원자로를 조립한다.
3.17.3.3 유지․보수 작업 수행을 위한 주요 장비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추출 개념은 그림 3.17.3-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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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용기 내부에 설치된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원통형 차폐구조물, 추출작업
지지대, 저장 및 이송용기를 설치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내부구조물의 상부에 인양
기구를 설치한다.

내부구조물의 추출 준비가 완료되면 기중기를 사용하여 인양기

구를 사용하여 내부구조물을 이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린다.

저장․이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려진 내부구조물을 고정하고 하부 개폐문을 닫아 밀봉한 다음 이송용기를 안
전보호용기 외부로 옮겨서 안전하게 보관한다.

유지․보수 작업 수행시 사용되는

주요 장비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7.3-1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일반적인 추출작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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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3.1 원통형 차폐통
원통형 차폐통은 원자로용기 덮개를 열고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원자로용기 상부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들이 추출되는 내부구조
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원통
형상의 차폐 구조물로서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바닥에서 원자로 덮개 사이의 공간
에 설치된다.
3.17.3.3.2 추출작업 지지대
추출작업 지지대는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설치된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원자로용기로부터 각종 구조물을 추출하여 이송 및 저장
용기 내부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할 때 이송 및 저장용기들이 작업대 위에 정확하게
설치, 고정되도록 하며 이송용기의 상․하부 개폐문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지하
는 구조물이다.

또한 추출작업 지지대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각종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작업영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3.17.3.3.3 내부구조물 저장․이송용기
원자로용기에서 추출되는 내부구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중 및 오염물질로부터 내부구조물을 격리하며 또한 추
출한 내부구조물을 안전하게 이송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저장․이송용기를 사용한
다.

저장․이송용기는 원통형 용기, 하부개폐문 및 상부 개폐문으로 구성되며 내부

구조물을 인출하여 용기 내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부개폐문과 상부개폐문을 닫아
용기를 밀봉한다.

저장․이송용기가 밀봉된 이 상태에서 내부구조물 인양기구와

기중기를 사용하여 저장․이송용기를 안전보호용기 외부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3.17.3.3.4 내부구조물 인양기구
내부구조물 인양기구는 원자로집합체로부터 원자로내부구조물을 기중기
를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바깥으로 추출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부구조물을 원자로용
기에 설치할 때 구조물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하며 또한 구조물이
기중기에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구조물 인양기구는 내

부구조물이 기중기에 안전하게 매달리도록 고정하는 여러 개의 wrench 집합체, 추
출되는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spreader beam 및 clevis 집합체, 기중기
고리에 내부구조물 인양기구를 걸기 위한 체결부로 구성되며 개념적 형상은 그림
3.17.3-2와 같다.
3.17.3.4 주요 작업 수행 개념
3.17.3.4.1 안전보호용기의 해치 열기
안전보호용기의 천정에 있는 해치는 격납건물의 천정 기중기를 사용하
여 열며, 연료 재장전 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시 각종 구조물과 지원장비들을 추
출하거나 반입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안전보호용기 해치는 원자로용기에서 추출되

는 각종 구조물과 이송용기 그리고 작업 지지대가 안전보호용기와 간섭 없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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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3.17.3.4.2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설치
안전보호용기 내부에서 원자로용기 덮개를 열고 유지․보수작업을 수행
할 때 필요한 지지구조물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보수작업 지지대를 설치한다.

이 구조물은 원자로집합체의 각종 구조물을

안전보호용기 외부로 추출하기 위하여 안전보호용기 내부에서 원자로용기 상부에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작업 중 구조물 사이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3.17.3.4.3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 분리
원자로용기 상부에서 제어봉구동장치를 지지하는 제어봉구동장치 지지
구조물을 분해하고 추출하여 환형 밀봉부와 각종 냉각배관 및 전선들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3.17.3.4.4 각종 전선 및 연결 배관 분리
원자로 중앙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 전선이나 제어봉구동장치 냉
각배관과 같은 배관을 절단하여 추출하고 절단부분에 보호마개를 끼운다.
3.17.3.4.5 환형 밀봉부(torus seal weld) 절단 및 중앙덮개 걸쇠 해체
원자로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경계면에 형성된 환형 밀봉부분을 절단하
고 중앙덮개 고정장치(걸쇠)를 푼다.
3.17.3.4.6 원통형 차폐통 설치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나 시설이 추출되는 내
부구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각종 하중 및 오염물질이 원자로 압력용기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원자로집합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통형 차폐통를 유지․보수작업 지지대와
원자로용기 덮개 사이의 공간에 설치한다.

그림 3.17.3-2

내부구조물 인양기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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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7 제어봉구동장치 분리
운전 중인 원자로가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원자로용기 내부의 압력
및 온도가 해체작업을 위한 허용조건에 도달하면 작업 순서에 따라 가압기와 제어
봉구동장치를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추출한다.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가압기와 제

어봉구동장치를 추출하기 이전에 CEDM 지지대 분리, 내부 계측기 추출, 중앙덮개
걸쇠 해체, 환형 밀봉체 절단 등의 작업이 수행된다.

제어봉구동장치와 함께 가압

기를 원자로에서 추출하려면 먼저 제어봉구동장치에서 연결된 연장봉과 핵연료집합
체에 삽입되는 제어봉집합체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림 3.17.3-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제어봉구동장치에서 A지점에 위치한 스터드 볼트를 풀어 제어봉구동장치 상단
에 위치한 상부압력용기를 분리하고, B지점에 위치한 연장봉 상단부에서 내부연장
봉을 누르고 외부연장봉을 당겨서 연장봉 하단에 부착되어있는 콜릿척(collet
chuck)과 제어봉집합체 지지대를 분리하면 연장봉과 제어봉집합체가 분리된다.

위

의 순서대로 49개의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하여 상부압력용기 분리 작업 및 콜릿척과
제어봉집합체 지지대의 분리 작업을 수행하여 모든 제어봉집합체가 제어봉구동장치
로부터 분리되어 노심 내에 삽입되도록 한다.

그림 3.17.3-3 제어봉집합체의 분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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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8 가압기 추출
가압기 및 중앙덮개의 추출작업 순서는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가
압기 저장․이송용기를 설치하고 천장기중기 및 인양기구를 사용하여 가압기를 이
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린 다음, 이송용기의 상부에서 가압기의 중앙덮개를 고정시키
고 이송용기 하부의 개폐문을 닫고 천장기중기를 사용하여 옮겨 보관한다.

원자로

집합체에서 가압기를 추출할 때 가압기를 수평으로 유지시켜 원자로용기 내부에 긁
히거나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추출된 가압기가 이송용기에 고정된 상태에
서 안전하게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가압기 인양기구를 사용한
다.

가압기 인양기구는 그림 3.17.3-2의 내부구조물 인양기구와 개념이 유사하다.

가압기의 저장․이송용기는 가압기를 원자로집합체에서 추출하여 이송하고 보관할
때 사용하며 원자로집합체 내부에서 사용된 가압기에 의하여 작업자들을 방사능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 및 주변기기와의 간섭에 의
한 충격 등에 대해서 가압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에서 기중기, 인양기구, 추출작업 지지대, 이송용기를 사용하여 원자로집합체로
부터 가압기를 추출하는 개념은 그림 3.17.3-4와 같다.
3.17.3.4.9 상부안내구조물 추출
원자로집합체에서 가압기를 추출한 다음 상부안내구조물을 추출하며 추
출 방법 및 개념은 가압기의 경우와 유사하다.

추출작업 지지대에 상부안내구조물

이송용기를 설치하고 상부안내구조물 인양기구를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내부에 위치
한 상부안내구조물을 고정한다.

기중기를 사용하여 인양기구를 수직으로 끌어당겨

서 상부안내구조물을 이송용기로 내부로 끌어들여 고정한 다음 상부 및 하부 개폐
문을 닫아 밀폐하고 기중기를 사용하여 안전보호용기 외부로 이송하여 안전하게 보
관한다.
3.17.3.4.10 핵연료집합체의 추출
원자로집합체에서 가압기 및 상부안내 구조물을 추출하면 노심을 구성
하는 57개의 핵연료집합체 상단부가 노출되며, 이 상태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추출할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를 노심에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심에서 추출하

고자 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고, 노심과 핵연료집합체로부터 방
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여 원자로 외부에 위치하는 각종 구조물과 작업자들을 보호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노심 위치설정기(그림 3.17.3-5)를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
에 설치한다.

노심 위치설정기를 구동시켜 추출하고자 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단

에 연료추출 튜브를 위치시킨 후 노심 위치설정기를 고정시키고 연료이송기(그림
3.17.3-6)와 인양기구를 사용하여 연료이송기의 하부 개폐문이 노심 위치설정기의
연료추출 튜브 상단과 일치하도록 한다.

이 상태에서 연료이송기 상부에 설치된

윈치를 이용하여 연료체결기를 작동시켜 핵연료집합체를 연료체결기의 고리에 걸고
당겨서 핵연료집합체를 연료이송기 내부로 끌어올린다.

연료이송기 내부로 핵연료

집합체가 완전히 들어오면 하부개폐문을 닫고 연료이송기를 인양기구에 매달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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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호용기 외부에 설치된 핵연료저장조로 이송하여 핵연료집합체를 하역시킨다.
핵연료집합체를 저장조에 하역한 후 연료이송기는 다시 원자로용기 영역으로 돌아
와 핵연료 추출작업을 계속한다.

격납건물 천정 기중기 및 연료이송기를 사용하여

연료 재장전작업을 수행하는 개념은 그림 3.17.3-7과 같다.

그림 3.17.3-4

가압기 추출작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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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5 노심 위치설정기의 개념

그림 3.17.3-6 연료 이송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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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7 연료 재장전 작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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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위치설정기
노심 위치설정기는 연료재장전 작업을 수행할 때, 노심에서 추출되거
나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가 미리 설정된 노심의 정확한 위치에 삽입 혹은 추출될
수 있도록 노심의 정확한 좌표계를 지정하고 또한 핵연료집합체의 수직 이동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핵연료집합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지원하는 장비이며 형상개념은
그림 3.17.3-5와 같다.

노심 위치설정기는 3개의 회전원판, 1개의 연료추출 튜브 및

2개의 구동모터로 구성된다.

유지․보수작업 지지대 위에 회전지지대의 중심과 원

자로집합체 노심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설치되며, 회전지지대 위에 1차 회전판이 설
치되며, 1차 회전판 위에는 2차 회전판이 설치되고, 2차 회전판 위에는 연료추출 튜
브가 삽입된다. 회전지지대와 1차 회전판 그리고 1차 회전판과 2차 회전판 사이의
접촉면에는 베어링 집합체가 설치되어 두 구조물의 상대 회전운동을 원활하도록 하
며, 회전지지대 위에 설치된 1차 회전판 구동모터는 회전판 지지대 위에서 1차 회
전판을 회전 운동시키며, 1차 회전판 위에 설치된 2차 회전판 구동모터는 1차 회전
판 위에서 2차 회전판을 회전 운동시킨다.

1차 회전판과 2차 회전판의 상대적인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노심에서 추출하거나 장전하려는 핵연료집합체의 정확한 위치
를 결정하고 그 위치에 연료추출 튜브가 위치하도록 한다.

연료추출 튜브는 노심

상단에서 노심 위치설정기 상단까지 관통된 튜브 구조물로써 핵연료집합체가 이 튜
브를 통하여 노심과 연료이송기 사이를 이동함으로써 핵연료집합체의 이동경로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연료재장전 작업 수행하기 위하여 노심 위치

설정기가 노심 상부에 설치되면 노심 상부는 노심 위치설정기의 원판에 의하여 덮
히는 구조가 되어, 노심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이 유지․보수 작업장으로 누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연료이송기
연료이송기는 새 핵연료집합체를 핵연료 저장조에서 추출하여 노심에
장전하거나 사용후 핵연료집합체를 노심에서 추출하여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로 이
송하여 하역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형상 개념은 그림 3.17.3-6과 같다.

연료이송기

는 이송용기, 연료체결기, 윈치 및 하부개폐문으로 구성되며 연료재장전 작업 과정
에서 이송용기는 연료이송기 인양기구를 이용하여 기중기에 매달려 핵연료저장조와
원자로용기 사이를 이동하게 된다.

연료이송기에는 핵연료집합체를 안전하게 추출

하거나 장전하기 위하여 윈치와 연료체결기에 작용하는 인장하중을 감지하는 하중
감지장치를 부착하여 핵연료집합체에 과부하가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연료체결기는 연료이송기의 중앙부의 빈 원통 공간에 위치하며, 연료이송기 상부에
있는 윈치의 로프에 매달려 있다.

연료체결기의 구조는 그림 3.17.3.-8과 같으며 자

중에 의하여 콜릿척의 축을 눌러주는 상단부 누름 스위치 부분과 하단의 콜릿척으
로 구성된다.

인양기의 윈치 로프를 풀어서 연료체결기가 핵연료집합체 상부에 놓

여지게 되면 연료체결기 상단구조물의 자중에 의해 누름 스위치가 눌러지고 콜릿척
은 벌어짐과 오므러짐 동작을 하게되며 이에 따라 핵연료집합체와 체결기의 콜릿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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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 체결되거나 풀려지게 된다.

윈치는 연료이송기 상부에 위치하며 윈치의

로프에 연료체결기가 매달려 있어서, 윈치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연료체결기는 상하
운동을 하게되므로 노심 및 연료 저장조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추출하거나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17.3-8 연료체결기의 개념

․연료이송기 인양기구
연료재장전 작업을 수행할 때 핵연료집합체를 내장한 연료이송기를 안
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연료이송기 인양기구를 사용하며 그 형상개념은 그림
3.17.3-2의 내부구조물 인양기구와 유사하다. 이 구조물은 고리 체결부, clevis 집합
체, tie rod, spreader beam 등으로 구성되며 이송용기에 형성된 돌기에 인양기구의
연결부를 걸어서 기중기에 매달고 기중기를 움직여 이동시킨다.
3.17.3.4.11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추출
증기발생기 카세트 교체작업 및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심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완전히 추출한 다음 노심지지
배럴 집합체를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노

심을 직접 지지하는 구조물로서 원자로 압력용기 외부로 추출할 경우에 노심지지배
럴 집합체를 구성하는 각종 구조물에 의하여 방출되는 방사선으로부터 주변구조물
및 작업자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는 유

지․보수작업 지지대에 설치된 저장 및 이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려 밀폐시킨 상태에
서 기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노심지지배럴 집합체의

추출개념은 가압기 및 상부안내구조물의 추출작업 개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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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지지배럴

집합체에는 노심지지배럴, 노심슈라우드 집합체, 하부 노심지지판, 유동거름판 집합
체 등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추출작업 과정에서 환형덮개와, 펌프덕트, 증기발생기
주변구조물 및 측면차폐통 집합체 사이의 매우 좁은 공간을 빠져나와야 한다.

따

라서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를 추출하거나 설치할 때 각 구조
물들이 상호 충돌하거나 고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정교하게 인양 및 설치작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7.3.4.12 증기발생기 카세트 추출 개념
연료재장전 작업을 통하여 노심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완전히 추출하고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를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추출한 다음 증기발생기 카세트 교체
작업을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교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써 원자로 압력용

기 외부에서 증기발생기 노즐에 연결된 급수 및 증기배관을 절단하고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발생기 노즐 사이의 일차 압력경계 용접부(그림 3.17.3-9)를 절단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노즐헤더의 압력경계 용접부를 절단한 다음에 증기발생기 카
세트를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로 당겨서 압력용기에서 분리시킨 후 이송용기 내부로
끌어올려서 저장한 다음 안전보호용기 외부로 추출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원

자로집합체 외부로 추출하는 개념은 가압기 및 상부안내구조물과 같은 원자로내부
구조물의 추출작업 개념과 유사하다.

12개의 증기발생기가 위치하는 노심지지배럴

과 압력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에서 증기발생기 카세트 사이의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주냉각재의 보유량을 줄이며, 또한 증기발생기 사이의 냉각재 우회유로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충전체 구조물은 내․외부 충전체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외부
충전체는 증기발생기의 카세트와 일체로 제작되어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함께 설치
되고 추출된다.

그림 3.17.3-9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지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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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MART 성능 및 안전해석
4.1 성능해석
SMART 핵증기공급계통 설계 개발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안전 및 성능 분석이 수행된다. 이중 성능 분석은 플랜트 수명동안 요구되거나 목
표로 하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설계 과정에 걸쳐 수행되는 일련의
업무로 정의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조 계통이나 부품 설계자에게 설계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제어 계통 설계를 통해 제어 논리 개발을 수행하며 제어 및 보호
계통 작동 설정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 업무는 성능해석 방법론에서 제
시하는 체계화된 방법 및 절차를 따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핵증기공급계통 특성에 맞는 운전 모드에 근거하여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및 이 사건들에서 공정 변수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허용기준을 도출한다. 다음으
로 각 운전 모드의 특성에 적절한 제어 논리를 개발한 다음,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선정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들에 대해 해석
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제어 논리의 검증 및 개선 그리고 성
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선정 적합성 등이 도출된다. 필요시 부적절하게 선정된 성
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이 제거되거나 새로이 도출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제어 논리도 개선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통 설
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SMART 핵증기공급계통이 요구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4.1.1 사건분류 및 허용기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플랜트 설계시 반영되어야 하는 핵증기공급계통 과
도 사건을 말하며,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발생 결과가 플랜트 기기의 정상운전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기기의 정상 운전 영향은 설계기준사건의
발생 결과로 인하여 별도로 기기를 교체하거나, 검사 및 시험할 필요가 없어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으로는 플랜트 기동 및 가열, 정상
적인 정지, 재장전 운전 등이 포함된다. 계획되지 않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으로
는 주급수펌프 한 대의 상실이나 터빈 부하 상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분류는 기기 운전을 위한 핵증기공급계통
공정 변수(즉, 압력, 온도, 유량 등)의 정상 운전 범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
며, 또한 핵증기공급계통의 성능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4.1.1.1 사건분류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준사건이 발생하는 운전 모드에
관련되는 분류에 따라 나뉜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분류는 이들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세분된다. SMART의 성능관련 설계기준
사건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운전 모드는 다음과 같다[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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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모드

반응도

%정격 출력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Keff

(Nnom)

냉각재 온도 (℃)

≥0.99

20≤Nnom≤100

≥295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시 운전

≥0.99

20≤Nnom≤50

≥295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시 운전

≥0.99

20≤Nnom≤75

≥295

․원자로 기동 운전

≥0.99

5≤Nnom≤20

≥295

․원자로 가열 운전

≥0.99

0.1≤Nnom≤5

≥295

․핵적 기동 운전

≥0.99

0.1

≤60

고온 정지운전

≤0.99

-

150≤

저온 정지운전

≤0.99

-

≤150

재장전 운전

≤0.95

-

≤60

정상 출력 운전
비정상 출력 운전

기동 운전

상기 일반 운전 모드에 따라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을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다.
․20%와 100% 사이에서의 출력 증감발 운전(±5%/분)
․터빈 출력 ±20% 급감발
․원자로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임의의 출력운전중 핵증기공급계통에 대한 즉
각적인 최대 100%의 부하 상실
․원자로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주급수펌프 1대 고장
․원자로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주냉각재펌프 1대 고장
․100℃/시간의 변화로 일차 계통의 온도 변화
․Keff < 0.95인 조건에서 미임계에서 임계 상태에 도달
․20% 출력 상태에서 Keff < 0.95인 미임계 상태에 도달
․기동 및 출력 운전중 원자로 정지
각 운전 모드 별로 분석대상이 되는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아래와 같이 세분
되며, 세부 사항은 표 4.1.1.1-1에 정리 및 기술되어 있다.
출력 운전 (20% - 100%)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 유량 변화
․계단 출력 변화 ±20%의 터빈 출력 변화
․원자로 비상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임의의 출력운전중 핵증기공급계통에 대
한 즉각적인 최대 100%의 부하 상실
․주급수펌프 1대의 정지(2대 운전중)
․고속 운전 모드의 10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 (20% - 50%)
․100% 정상 출력 운전에서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시의 50% 출력 운전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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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 유량 변화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빈 출력 변화
․주급수펌프 1대의 정지(2대 운전중)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 운전 (20% - 75%)
․100% 정상 출력 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시의 75% 출력 운전으로의
전환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 유량 변화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빈 출력 변화
․주급수펌프 1대의 정지(2대 운전중)
원자로 기동 운전 (5% - 20%)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 유량 변화
․저속운전 모드의 2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원자로 가열 운전 (0.1% - 5%)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를 최대 100℃/시간(정상 40℃/시간) 이내의
임의의 가열율로 증가
․냉각재 고온상태인 5%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 정지
핵적 기동 운전 (0% - 0.1%)
․원자로심을 미임계 상태(0% 출력)에서 임계 상태(0.1% 출력)로 전환
․저출력 임계 상태인 0.1%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고온 정지 운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시간 이내의 임의의 냉각율로 감소
저온 정지 운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시간 이내의 임의의 냉각율로 감소
재장전 운전
․원자로심에서 제어봉 및 정지봉을 핵연료와 함께 제거하거나 교체
출력운전에서 기동운전 혹은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전환(20%)
․출력 운전에서 기동운전으로의 전환
․기동 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기동 운전에서 고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원자로 출력을 0%로 낮추면서 원자로심 상태를 임계 상태에서 미임계 상태
로 전환
고온 정지 운전에서 저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잔열 제거를 위하여 사용중인 피동잔열제거 모드를 능동잔열제거 모드로 전
환
저온 정지 운전에서 재장전 운전으로 전환
자연순환 출력운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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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운전에서 자연순환 운전으로의 전환
․자연순환 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자연순환 운전모드의 20% 출력에서의 원자로 비상정지
출력 운전중 모든 핵증기공급계통의 유체 계통, 제어 계통 및 기기는 자동 운전
형태(기술사양서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최대 용량)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4.1.1.2 허용 기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1) 임의의 핵
증기공급계통 기기나 계통의 정상운전영향(Normal Service Effects) 초과, (2) 기술
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s)에 기술된 운전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LCO)이나 다른 플랜트 운전제한 위반, (3)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의 작동, (4)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ESFAS)의 작동, (5)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방.
상기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능 분석시 공정변수 과도에 적용되는 허
용기준으로, 정상운전에 대해서는 경보신호 발생이 그리고 비정상운전에 대해서는
원자로트립 신호 발생이 금지된다.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정상 기동 및 출력 운전
․과도후 지속적 출력운전시 이차측 증기과열도는 4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출력 천이 기간중 이차측 증기과열도는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표 4.1.1.2-1에 기술된 각 운전 모드에 적용되는 경보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비정상 출력 운전
․표 4.1.1.2-1에 기술된 각 운전모드에 적용되는 원자로 트립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노심에서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핵비등이탈율(DNBR)이 최소
DNBR 이상이어야 하고, 냉각재 비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운전
․핵적 기동 운전이나 원자로 가열 운전 그리고 원자로 비상 정지 운전에 대
해서는 표 4.1.1.1-1에 기술된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위의 구체적 허용기준중 어느 기준 및 신호가 특정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과
관련되는지는 표 4.1.1.1-1과 표 4.1.1.2-1에 상세히 기술된다.

4.1.2 전산코드 및 해석방법론
SMART 성능분석은 최적 입력을 사용하여 최적(Best-estimate) 계산을 수행
하며 모든 공정 및 안전 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모든
제어계통은 각 운전 모드에 해당하는 제어 논리에 의해 자동으로 동작한다.
4.1.2.1 전산코드
일체형원자로인 SMART에 특수한 기기와 계통 및 열수력 모델을 장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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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SMR 전산코드가 SMART의 성능분석 및 안전해석을 위하여 사용된다.
TASS/SMR 코드는 Drift Flux 모델을 사용하며 특히 많은 양의 계산을 해야 하는
성능 분석 및 설정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4.1.2-1]. TASS/SMR 계통 열수력 코
드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rift-Flux 모델을 사용하여 비균질/비평형 이상유체의 현상을 분석한다. 지
배방정식은

액체 질량 보존식, 혼합체 질량 보존식, 혼합체 운동량 보존식,

혼합체 에너지 보존식, 증기 엔탈피 보존식으로 구성되며, 또한 비응축개스
를 다루기 위하여 비응축개스 질량 보존식도 함께 푼다.
․수치 해법은 Porsching의 Implicit One Step 해법에 의해 차분화된 선형 대
수식을 직접해법으로 풀며, 수렴성과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작은 시간 구간
이 사용된다.
․노심 동특성 모델로는 점근사 모델(Point Kinetics Model)과 일차원 동특성
모델(1-D Kinetics Model)을 가지고 있다.
․노심은 12개로 세분화하여 비등시 국부 유체 조건을 모의할 수 있다.
․계통의 각 부분은 수직관 혹은 수평관으로 구성되며 각 노드에서는 증기 질
량 보존식에 의한 혼합체 수위 계산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핵연료봉을 포함하여 열교환기 튜브 및 열구조물을 모사할 수 있는 열전도
모델을 가지고 있다. 특히 SMART용으로 증기발생기 나선형 튜브를 위한
일차원 열전도 방정식 및 가압기 냉각기 모델이 추가되어 있다.
․노심과 증기발생기 나선형 튜브 그리고 피동잔열제거계통 튜브에는 유동 모
드에 따라 선정되는 열전달 상관식이 사용된다.
․부품 모델로는 펌프, 밸브, 축압기, 임계 유량 모델등이 있다.
․다양한 제어 계통을 모사할 수 있는 제어 모델을 가지고 있다.
4.1.2.2 해석방법론
4.1.2.2.1 해석 방법 및 범위
성능 과도기 분석시 공정 변수는 운전제한조건(LCO)이내에 유지되거나,
운전제한조건을 벗어나더라도 성능 제한치(Performance Limit)를 초과하지 않고 운
전 제한치 이내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아래의 그림에 예시하면, A와 B의 경우는
성능 요구 사항을 만족하나 C의 경우는 성능 제한치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
다.
성능 분석시 고려되는 초기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표 4.1.1.1-1에 기술된 성능관
련 설계기준사건들에서 초기 노심 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고려된다.
․10% 증기발생기 관막음(7/72 증기발생기 모듈이 관막음된 것으로 가정)
․BOC, MOC, EOC 초기 노심 조건(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Fuel
Temperature Coefficient, 노심 출력 분포, 제어봉 반응도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튜브 Fouling
아울러 SMART 성능분석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대한 허용 요건 만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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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더불어 제어 계통의 제어 논리 개발 및 보호 계통의 경보 및 트립 설정치 분
석 등을 포함한다.
Normal Operation or
Initial Condition of
Performance Analysis

Operating Margin

Uncertainty

C
B

Reactor Trip
Setpoint

A

LCO
LSSS
Performance
Limit

Safety
Limit
LCO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LSSS (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4.1.2.2.2 계통 열수력 모델
그림 4.1.2.2-1은 TASS/SMR 코드를 이용한 SMART 성능 및 안전 분
석을 위한 일차 및 이차계통 모델을 보여준다. 일차 및 이차 계통 전체는 총 122개
의 노드와 135개의 유로로 구성되어 과도기 분석을 위한 계통 열수력 거동을 예측
할 수 있다.
일차계통의 경우 노심(노드 1)에서 주냉각재펌프(유로 6,7,8,9) 그리고 증기발생기
일차측(노드 6에서 25) 및 하향 유로(노드 26)를 통한 순환 유로가 형성되며, 증기
발생기 일차측은 이차계통 모델과 일치하게끔 4개의 독립 유로들로 구성된다. 환형
공동(노드 28)에는 가압기 영역이 연결되어 과도시 압력 보상을 담당한다. 핵연료봉
은 반경 방향으로 5개의 노드와 축 방향으로 12개의 노드로 세분화되며, 12개의 분
할(Sectionalized) 유체 영역을 가지는 노심 노드와 연계되어 열전도 및 열전달 거동
을 예측한다. 또한 압력용기 및 내부 열구조물은 Lumped Wall 열전도 모델로 고려
하며, 가압기 열교환기 튜브 및 증기발생기 나선형 튜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열전도
모델을 사용한다.
이차 계통의 경우 독립된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는 SMART 이차계통의 실제
구조와 일치하게끔, 4개의 이차 계통 유로와 4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과도시 4개의 독립된 계통 각각이 다른 계통 열수력 거동을 보이는 것도 예
측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나선형 튜브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튜브 영역에
서는 노드를 세분화함으로써, 단상 액체에서 이상 유체를 거쳐 단상 증기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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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그 역으로 되는 급격한 유체 특성 변화를 모사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시
형성되는 이상 자연순환동안 예상되는 배관들과의 열교환도 Lumped Wall 열전도
모델을 사용하여 모사한다.
성능 및 안전 과도기 분석시 각각의 기기나 계통의 작동 및 이들을 구동하기 위
한 신호 등은 TASS/SMR 코드의 제어 모델로써 적절히 구현될 수 있다.
TASS/SMR 코드는 사용자 편의성을 가지도록 개발되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
정이나 변경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능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를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되는 열수력 코드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1.2.2.3 주요 제어논리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을 분석함에 있어 모든 제어 계통은 정상 작동하
는 것으로 가정됨으로 핵증기공급계통의 제어 논리를 성능분석용 전산코드에 의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4.1.2-2]. 아래의 제어 논리는 성능 분석에 의해 그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 핵적 기동 운전 제어 논리
핵적 기동 운전은 원자로 출력을 0% 출력에서 0.1% 출력으로 증가시
키는 과정으로 초기 미임계 상태에서 출발하여 핵적 기동 운전 종료시 임계 상태에
도달한다. 출력 제어를 위해 중성자 출력이 사용되며 출력증배시간(Doubling Time
Period)이 40초 부근에서 유지되도록 제어한다. 핵적 기동 운전동안 노심 출력이 매
우 낮으므로 출력은 노심 동특성과 제어봉 이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림
4.1.2.2-2는 핵적기동 운전에 사용되는 제어 논리로써 Limiter의 설정치나 이득값은
성능분석으로부터 결정되어진다. 계측된 출력증배시간(대수 출력변화율의 역수)과
기준 값과의 편차가 1 이상으로 벗어날 경우 제어봉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이
편차가 0이 되면 멈춘다.
∙ 원자로 가열 운전 제어 논리
원자로 가열 운전시의 원자로 출력 제어는 단계적으로 노심 출력을 여
러 일정 값으로 제어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노심 출구 온도 가열율을 얻는 방식이
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이 자동으로 제어되기 전까지는 목표 출력을 Q1으로 낮
게 잡고 증기가 생성된 후에는 목표 출력을 Q2로 높게 잡는 방식의 2 단계 출력
설정 방식으로 원자로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노심 출구온도에 대한 목표 가열율
(dT/dt)을 만족하도록 해 준다. 설정된 목표 출력(Q1 또는 Q2)과 노외 중성자 계측
기에서 측정된 중성자속(Neutron Flux)으로부터 산정된 노심출력(Q)과 차이가 나게
되면 제어봉이 움직이게 된다. 목표 출력이 설정되면 제어봉이 인출되고 양의 제어
봉 반응도가 노심에 투입되어 노심 출력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노심 출구 온도가
증가하여 온도 반응도(음의 값임)가 커지게 되므로 총 반응도가 작아지게 된다. 총
반응도가 음의 값이 되면 노심 출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출력 제어 목표값이 일정값
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봉은 가열 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인출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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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2는 이러한 제어봉 반응도 및 온도 반응도의 궤환(Feedback)효과 개념을 포
함한 다단계 출력 설정의 전체 제어 논리도를 보여 준다. 제어 논리도에 나타난 변
수(Q1과 Q2 등)들이나 이득값은 성능분석으로부터 결정되어 진다.
∙ 원자로 기동 운전 제어 논리
출력 변동이나 운전중 예상 과도시 공정 변수의 변화로 계통 조건이
정상 운전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경우에 적절한 제어를 통해 안정 모드로 복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4.1.2.2-3에서 보여진 제어 변수를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영
향 변수들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맞는 제어 논리를 구비해야 한다.
SMART에서의 출력 제어는 짧은 시간에 걸쳐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지연
되어 나타나는 변수 모두를 적절히 제어하는 출력 제어 방식으로 출력-유량 편차와
온도 편차를 결합한 제어방식으로 아래와 같으며 이를 “T/N-제어기”라 한다.
U = 0.333 × △T + 0.5 × △N
여기서 △N = N - Qw로 중성자 출력(N)과 주급수 유량(Qw)과의 편차이고, △T
= Thot - Tref로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Thot)와 기준 온도 프로그램(Tref)간의
편차이다. 계통 특성에 따라서는 어느 한 편차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출력-유량 편
차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N-제어기”라 하고, 온도 편차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T제어기”라 한다.
기동 운전과 같이 주냉각재펌프가 저속 운전되는 경우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즉 노심 입구 영역의 냉각재 온도가 너무 낮게 되어 냉각재 수축이 크다. 큰 냉각
재 수축은 일차계통 압력을 낮추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그림 4.1.2.2-4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고온측(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Thot)가 출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지는 기준 온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T/N-제어기를 이용한 출력제어 방식이 그림 4.1.2.2-4에 보여지는데 이때 제어
봉은 ｜U｜> 1 일때 이동하여 ｜U｜= 0 일때 정지하는 이력 특성을 따른다. 이 제
어봉 이력 특성은 성능 분석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 출력 운전 제어 논리
출력 운전 제어도 기동 운전시의 출력 제어 방식을 따르며 그림
4.1.2.2-4의 제어 논리에 의해 수행된다. 이때 일차 계통의 조건은 출력 변동으로 인
한 냉각재 팽창 및 수축을 최소화하는 기준 온도(Tref) 프로그램을 따른다. 즉, 고온
측(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Thot)가 출력의 함수로 선형적으로 변하는 값을
가진다. 출력 운전을 위한 제어 논리의 경우 불필요한 제어봉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T-제어기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음의 반응도 궤환으로 출력이 제어
된다.
자연순환 출력 운전에서는 일차 계통 유량이 정격 유량의 약 1/8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일차측 증기발생기를 통한 냉각재 온도 감소가 커지게 된다. 이는 노심 입
구 온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냉각재 수축을 증가시켜 일차측 압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기동 운전에서와 같이 T/N-제어기와 고온측(일차측 증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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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입구) 온도(Thot)가 출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지는 기준 온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비정상 운전시 공정 변수의 큰 변화가 발생되며 원자로 트립 신호 설정치에 도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것을 막기 위해 표 4.1.1.2-1을 보면, SMART에는 예비보호
(Pre-scram)신호가 있어서 비정상 운전시 예비 보호 신호가 발생하면 이 신호가 소
거될 때까지 제어봉이 급속히 삽입되어 원자로 출력을 낮추게 된다. 이때 제어봉의
이동은 삽입만이 가능하다.
∙ 원자로 트립시 제어 논리
어떤 원인으로 예상치 않은 원자로 트립 신호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자
로를 안정한 정지 상태에 도달하도록 원자로 보호 계통이 자동 작동한다. 제어봉이
급속히 삽입되어 원자로 출력을 붕괴열 준위로 낮춘다. 원자로트립 신호에 의해 붕
괴열 제거를 위한 열제거원을 확보하기 위해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작동하도록 한다.
원자로트립 신호에 의해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가 폐쇄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입구 및 출구 차단밸브가 개방됨으로써 자연순환 폐회로가 형성된다. 초기 과도후
안정한 자연순환 유로가 형성되면 일차계통으로부터의 붕괴열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의 열교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된다.
∙ 주급수 유량 제어 논리
주급수 제어 계통의 주된 기능은 5%에서 100% 출력사이의 기동 및
출력 운전에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주급수 유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주급수 유량 제어를 위한 주급수 제어밸브에 대한 제어 논리는 그림 4.1.2.2-5에 주
어져 있다. SMART에서는 두 가지 주급수 유량 변화율을 채택한다:
․기동 운전 및 정상 출력운전 중에는 5%/분의 속도로 주급수 유량이 자동 제어된
다.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 주급수펌프 1대 정지,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에는 필요시
최대 10%/초(분석에 의해 결정)로 주급수 유량이 급속히 감소한다.
∙ 주증기 압력 및 증기우회 제어 논리
정상 운전중 증기압 조절 계통은 주증기의 일부를 주증기 계통으로부
터 복수기로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주증기 압력을 설정치로 유지한다. SMART에
서는 정상 운전중 주증기압을 출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도록 증기압
조절 계통(가습 조절기)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 출력 제어 계통은 터빈 출력 20% 계단 변화, 5%/분 점진적 변화까지는
원자로 출력과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를 제어봉 구동 장치의 도움없이 정상
허용 범위 이내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더 큰 양의 부하 감발을 감당하고 터
빈 발전기의 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여분의 증기 부하가 필요하
다. 이와 같은 핵증기공급계통의 연속적인 운전에 필요한 것이 증기우회 제어 계통
(가습 조절기)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증기 부하는 높은 압력의 주증기를 바로 복수
기로 보내는 가습 조절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증기우회 제어 계통은 100%의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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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주증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그림 4.1.2.2-6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주증기 압력 제어와 터빈 속도 제어가 유압
식 기계 장치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루어 진다. 터빈 속도(혹은 출력)가 일정한 상태
에서 주증기 압력이 변동되면, 유압기에 연결된 레버가 압력 변동에 즉각 반응하여
가습 조절기의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원래의 설정된 압력으로 복귀시킨다. 마찬가지
로 터빈 속도 변동시 역시 유압기에 의해 터빈 유량이 조절되고, 동시에 터빈 유량
변화로 야기된 압력 변동을 가습 조절기의 유압기에 의해 조절된다. 터빈 발전기
정지시에는 터빈 전단에 설치된 터빈정지밸브가 급속히 폐쇄되며, 나머지 잉여 주
증기 유량은 가습 조절기를 통해 복수기로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가습 조절기의
유압식 압력 조절에 의해 일정 값을 유지하므로 일차계통이나 급수 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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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1-1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
운전
모드

설계기준사건

사건 기술

20%와 100%사이의 원자로출력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에서 주급수 유량을 ±5%/분으
주급수 유량 변화
로 증가 혹은 감소
20%와 100%사이의 터빈출력에
계단 출력 변화 ±20%의 터
나
서 터빈 속도를 ±20%로 계단
빈 출력 변화
형 증가 혹은 감소
원자로 비상정지를 수반하지
터빈발전기 정지시 주증기 유량
않는 임의의 출력운전중 즉
다
전부를 가습조절기(THD)를 통
각적인 최대 100%의 부하 상
해 우회
실
정상운전 중인 주급수펌프중 1
주급수펌프 1대의 정지(2대
라
대 정지시 75%까지 주급수 유
운전중)
량의 급감소
가

1.
출력
운전

마

고속 운전모드의 100% 출력
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100% 정상 출력운전에서 증
가 기발생기 2섹션 차단시의
50%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2.
증기
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

나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 유량 변화

다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
빈 출력 변화

라

주급수펌프
운전중)

1대의

정지(2대

100% 정상 출력운전에서 주
가 냉각재펌프 1대 정지시의
75%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3.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나
주급수 유량 변화
주냉각재
펌프 1대
정지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
다
빈 출력 변화
운전

4.
원자로
기동
운전

라

주급수펌프
운전중)

1대의

정지(2대

가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 유량 변화

나

저속 운전모드의 20% 출력에
서 원자로 비상정지

허용 기준

출력 운전관련 경보 BOC,MOC,
신호 발생 금지
EOC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터빈 출력 변 EOC
화
선택된 알고리즘에
EOC
따라 주증기량 우회

출력 운전관련 원자
로트립 신호의 발생
금지
선택된 알고리즘에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 따라 원자로 정지
및 PRHR에 의한
입, 터빈 정지, PRHR 작동
장기 냉각
이차계통 배관 손상시 50%까지
출력 운전관련 원자
주급수 유량 급감소후 해당 증
로트립 신호의 발생
기발생기 2섹션의 증기 및 급수
금지
섹션차단밸브를 격리
20%와 50%사이의 원자로출력
출력 운전관련 경보
에서 주급수 유량을 최대 ±
신호 발생 금지
5%/분으로 증가 혹은 감소
20%와 50%사이의 터빈출력에 선택된 알고리즘에
서 터빈 속도를 ±10%로 계단 따라 터빈 출력 변
형 증가 혹은 감소
화
정상운전 중인 주급수펌프중 1 출력 운전관련 원자
대 정지시 허용값까지 주급수 로트립 신호의 발생
유량의 급감소
금지
출력 운전관련 원자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시 75%
로트립 신호의 발생
까지 주급수 유량 급감소
금지
20%와 75%사이의 원자로출력
출력 운전관련 경보
에서 주급수 유량을 최대 ±
신호 발생 금지
5%/분으로 증가 혹은 감소
20%와 75%사이의 터빈출력에 선택된 알고리즘에
서 터빈 속도를 ±10%로 계단 따라 터빈 출력 변
형 증가 혹은 감소
화
정상운전 중인 주급수펌프중 1 출력 운전관련 원자
대 정지시 허용값까지 주급수 로트립 신호의 발생
유량의 급감소
금지
5% 출력에서 기동급수펌프 정
지 및 주급수펌프를 작동
주급수유량을 5%와 20%사이에 MCP 저속운전관련
서 5%/분으로 증가
경보신호 발생 금지
복수기 진공 확보 및 터빈발전
기 가동
선택된 알고리즘에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 따라 원자로 정지
및 PRHR에 의한
입, 터빈 정지, PRHR 작동
장기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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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위

BOC,MOC,
EOC
BOC,MOC,
EOC

BOC,MOC,
EOC
BOC,MOC,
EOC
“1의 나”항
에 의해 구
속
“1의 라”항
에 의해 구
속
BOC,MOC,
EOC
BOC,MOC,
EOC
“1의 나”항
에 의해 구
속
“1의 라”항
에 의해 구
속

BOC,MOC,
EOC

BOC,MOC,
EOC

표 4.1.1.1-1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계속)
운전
모드

5.
원자로
가열
운전

설계기준사건

허용 기준

분석
범위

기동냉각기 혹은 가습조절기를
통한 이차계통 냉각수 방출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원자로 가열 운전
주증기 압력제어
BOC,MOC,
o
가 온도를 최대 100 C/시간 이내
관련 경보신호 발생
선택된 제어논리에 따라 제어봉
EOC
의 임의의 가열율로 증가
금지
이동 및 출력 제어로 일차계통
냉각재 온도 상승
나

6.
핵적
기동
운전

사건 기술

냉각재 고온상태인 5% 출력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입 정지상태 도달
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BOC,MOC,
EOC

원자로 기동 조건의 준비후 선
원자노심을 미임계상태 (0%
택된 제어논리에 따라 제어봉 핵적 기동 운전관련 BOC,MOC,
가 출력)에서 임계상태 (0.1% 출
이동 및 출력 제어로 임계상태 경보신호 발생 금지 EOC
력)로 전환
에 도달
나

저출력 임계상태인 0.1% 출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입 정지상태 도달
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BOC,MOC,
EOC

이차계통 주급수 유량을 조절함
7.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
으로써 냉각(계획된 냉각)
선택된 알고리즘에
o
EOC
고온정지 가 를 최대 100 C/시간 이내의
비상정지시 잔열제거계통을 이 따라 냉각
임의의 냉각율로 감소
운전
용한 냉각
이차계통 주급수 유량을 조절함
8.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으로써 냉각(계획된 냉각)
선택된 알고리즘에
o
EOC
저온정지 가 최대 100 C/시간 이내의 임의
비상정지시 잔열제거계통을 이 따라 냉각
의 냉각율로 감소
운전
용한 냉각
9.
재장전
운전

원자로심에서 제어봉 및 정지봉
선택된 알고리즘에 절 차 서 에
을 핵연료와 함께 제거하거나
따라 작업
의함
교체

가 재장전 운전

10.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 가 의 전환
에서기동
운전혹은
기동운전
에서출력 나 출력운전에서
의 전환
운전으로
전환

출력운전으로

기동운전으로

20% 저속운전 모드에서 주냉각
MCP 저속운전관련 BOC,MOC,
재펌프의 속도를 저속에서 고속
경보신호 발생 금지 EOC
으로 차례로 전환
20% 고속운전 모드에서 주냉각
MCP 저속운전관련 BOC,MOC,
재펌프의 속도를 고속에서 저속
경보신호 발생 금지 EOC
으로 차례로 전환

11.
기동
원자로 출력을 0%로 낮추면
유효반응도 Keff를 0.99이하로 선택된 알고리즘에
운전에서
가 서 원자로심 상태를 임계상
EOC
전환하기 위해 제어봉 삽입
따라 수행
고온정지
태에서 미임계상태로 전환
운전으로
전환
12.
잔열제거를 위하여 사용중인
고온정지
피동잔열제거 모드를 능동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냉각펌프를 선택된 알고리즘에
운전에서
가
EOC
따라 수행
열제거 모드로 전환(잔열제거 가동
저온정지
계통 사용시)
운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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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1-1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계속)
운전
모드

설계기준사건

13.
저온정지
저온정지 운전에서
운전에서
가
운전으로 전환
재장전
운전으로
전환

가

출력운전에서
으로의 전환

사건 기술

분석
범위

재장전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덮개 볼트 선택된 알고리즘에 절 차 서 에
및 상부덮개 제거
따라 수행
의함

자연순환운전

14.
자연순환운전에서
나
기타
으로의 전환
자연순환
출력운전

허용 기준

출력운전

주냉각재펌프를 고속에서 저속
자 연 순 환 운 전 관 련 BOC,MOC,
으로 차례로 전환 완료후 저속
경보신호 발생 금지 EOC
에서 차례로 정지
주냉각재펌프를 저속으로 차례
자 연 순 환 운 전 관 련 BOC,MOC,
로 기동 완료후 저속에서 고속
경보신호 발생 금지 EOC
으로 차례로 전환

선택된 알고리즘에
자연순환 운전모드의 20% 출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 따라 원자로 정지 BOC,MOC,
다
및 PRHR에 의한 EOC
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입, 터빈 정지, PRHR 작동
장기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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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2-1 경보 신호와 원자로 정지 신호 및 신호 설정치
계측 및 제어 변수
출력증배계수, 초

정격

설정치
예비
보호

경보

40

↓25

↓25

↓15

핵적기동운전

↑33

↑33

↑40

자연순환운전

↑40

원자로 가열 운전
(5% Nnom)

↑1.0

핵적기동운전
(0.15% Nnom)

노심 출력, %

정지

↑38

↑38

↑45

원자로기동운전
(20% Nnom)

↑108

↑108

↑115

출력운전
(20% ~ 100%)

최소 DNBR

↓1.66

LPD, kW/ft

↑9.99

일차측 증기발생기
o
입구 온도, C

310

↑325

가압기 압력, MPa

15.0

↓13
↑16

제어봉 위치차, mm

↑335

출력운전

↑16

↓12
↑17

출력운전

↑2200

출력운전

↓1800

주냉각재펌프 회전
속도, %

3.3

복수기 압력, MPa

1MCP
↓80

2MCP
↓80

출력운전
(20% ~ 100%)

1MCP
↓20
↑3.8

2MCP
↓20
↑4.0
↓2.0

기동운전
(MCP 저속)

↑0.02

↑0.1

출력운전

↓10

출력운전

주급수 유량, %
터빈 속도, rpm

↑325

↑5.0

가압기 수위, mm

증기발생기 증기압, MPa

운전 모드

설계값

3600

↑3780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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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운전

nUjU

Z_

그림 4.1.2.2-1 SMART 성능분석용 TASS/SM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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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적 기동 운전 제어논리도 >
Limiter 1
Ndm

1.0

Log
+

-0.3
0.2

Log N

-1.0

Limiter 2
1.0

Gain
Glog

Log
rate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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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0

Gain
Gdb1
Limiter 3
1.0

Bank
controller

Bank
selection
algorithm

Gain
Gsph

-1.0
1.0

-1.0

< 원자로 가열운전 제어논리도 >

wGO㫑ὤ㚉⥙P

{GO⊬㐠㻐Ạ㝜⓸P

GwGcGwUhukU{cG{SGxGdGxXG
GGwGeGwUGvyUG{GeG{SGxGdGxY

zGo
G{GeG{

n
nX

xGO⊬㐠㻐⥙P

~ jy
i
j

i
z
h

TXUW
XUW

그림 4.1.2.2-2 핵적 기동 운전 및 원자로 가열운전 제어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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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변수

영향 변수

Q
: 중성자 출력
G
: 일차측 유량
THOT,Ref :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기준 온도
WFW
: 주급수 유량
: 주증기 압력
PS
N
: 터빈 속도

P
:
TCOLD :
TIN :
TOUT :
:
TS
TFW :
PFW :
WTG :
WTHD :
PCOND :
TCOND :

가압기 압력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노심 입구 온도
노심 출구 온도
주증기 온도
주급수 온도
주급수 압력
터빈 유량
THD 우회 유량
복수기 압력
복수기 온도

그림 4.1.2.2-3 핵증기공급계통 열평형도 및 제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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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기준 냉각재 온도 프로그램 >

그림 4.1.2.2-4 기동 및 출력운전 제어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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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2-5 주급수 유량 제어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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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조절기와 터빈의 연계 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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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2-6 주증기 압력 및 증기 우회 제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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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성능 해석
성능

해석은

성능관련설계기준사고(Performance

Related

Design

Basis

Events)를 해석함으로 원자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4.1.3-1].
SMART는 열출력이 330 MWt인 일체형원자로이다.

SMART 원자로는 네 대

의 주냉각재펌프, 비응축성 가스인 질소를 사용하는 가압기, 나선형 세관 형상을 한
4 대의 증기발생기 구역(각 구역은 각각 3 대의 증기발생기 카세트로 이루어짐)을
모두 원자로용기 내에 장착하고 있다.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피동잔열제거

계통은 네 개가 있으며 각각 급수관과 증기관과 차단밸브로 연결되어 있다.

본 보

고서에서는 기동운전, 출력운전, 비정상 출력운전, 원자로 비상정지 운전 모드에 대
하여 해석 내용 및 결과를 기술한다. 성능해석에서 사용된 원자로의 조건은 최적
상태를 고려하였으며 10% 증기 관막음을 고려하였다. 사용한 코드는 TASS/SMR
코드이다.
기동운전은 미임계 저온정지상태(20℃)의 원자로를 출력 가능한 상태로 가져가는
운전이다.

기동운전은 적용되는 제어논리와 원자로의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에 따

라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임계상태의 원자로를 임계상태

로 만드는 핵적기동운전, 두 번째 단계는 임계상태에 도달한 저온상태의 원자로의
냉각재 온도를 정상운전이 가능한 범위까지 올리는 가열운전,

마지막 세 번째 단

계는 정상운전이 가능한 상태의 원자로를 출력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자로
기동운전이다.

세 단계의 운전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핵적기

동운전에서는 출력증배계수(출력이 두 배가 되는 시간) 가 약 40 초가 되도록 계통
을 제어한다. 가열운전에서 냉각재의 가열율을 약 100 ℃/시간 범위 내에 유지하도
록 하며 운전을 진행한다.

핵적기동운전과 가열운전에서 급수유량은 5%이다.

원

자로기동운전에서는 급수유량을 5%에서 20%로 증가시키며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
구온도와 미리 프로그램된 기준온도의 편차를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제어봉을 이
동한다.

네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밀봉형 타입(Glandless Canned Motor)으로 원자

로 용기 상부 환형공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냉각재펌프 운전모드는 고속모드와 저
속모드 두 형태이며, 각각의 회전수는 각각 3600 rpm 과 900 rpm 이다. 주냉각재펌
프의 관성이 작아서 소요되는 전력 요구량이 적으며 펌프에서 마찰열이 적으므로
가열운전시 펌프열을 사용하지 않는다.

핵적기동운전, 가열운전, 원자로기동운전

기간 중 계통의 제어를 위하여 제어봉의 인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네 대의 주
냉각재펌프는 저속 운전 상태이다.
SMART 원자로의 출력운전에서 출력 변동은 급수유량을 5%/분의 비율로 변화
시키면서 개시하게 된다.

출력운전에서의 허용기준은 계통상태를 천이시키는 과정

에서 생성되는 증기의 과열도는 10 oC 이상이며 계통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증기 과
o

열도가 40 C 이상이어야 하며 계통 경보신호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운전모드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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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운

원자로기동이 종

료된 원자로를 출력운전 상태로 전환하는 천이운전, 20% 출력과 100% 출력 사이에
서 출력을 증가/감소시키는 출력 증가/감소운전, 20% 출력에서 네 대의 주냉각재펌
프를 모두 정지시키고 출력을 20%∼25% 사이로 변화시키는 자연순환운전이다.

기

동운전이 종료된 후 진행하는 천이운전에서는 저속 상태의 주냉각재펌프를 고속으
로 전환하며,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기준온도를 미리 프로그램된 값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출력 증가/감소 운전에서 급수유량을 5%/분의 비율

로 변화시키며 운전을 하는데 원자로 출력과 급수유량의 편차와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의 프로그램된 기준온도와 측정된 온도의 편차를 합쳐서 각각 2% 와 3℃ 이내
로 유지되도록 제어봉을 이동시킨다.

SMART 원자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붕산

노심은 냉각재온도계수가 기존의 붕산을 함유한 노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출력 변동 운전시 급수유량의 변화에 따르는 냉각재온도계수의 영향으로 부하추종
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자연순환운전은 일차계통 유로의 저항이 적은 점을 이용

하여 주냉각재펌프가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자연대류를 이용한 상태에서도 원하는
출력이 생산되도록 하는 운전이다.

이때 저하된 노심 유량에 따르는 일차계통의

과도한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온도를 변경하여 계통 압력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한다.
비정상출력운전은 주냉각재펌프 정지운전과 증기발생기 구역 차단운전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출력운전에서 허용기준은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과열도는 계통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40℃ 이상을 유지하
여야 한다.

주냉각재펌프 정지운전은 고속운전 중인 네 대의 주냉각재펌프 중 한

대가 불시에 정지하여도 원자로 출력이 20%∼75% 범위에서 출력운전이 가능하도
록 하는 운전이다.

증기발생기 구역 차단운전은 운전중인 네 대의 증기발생기 구

역 중 한 곳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이상이 발견된 증기발생기 구역과 대칭되는
상대편 구역을 차단하고 원자로 출력을 낮추어 20% ∼ 50% 범위에서 운전을 수행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비정상출력운전의 초기조건은 100% 전 출력 상태로 하였으

며 주냉각재펌프 정지, 증기발생기 구역차단 운전 모두 원자로 출력을 각각 75%와
50%까지 낮추고 계통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20% 까지 변경시키고 다시 각각 75%,
50% 출력으로 변동시키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출력 변화율은 5%/분을 사용하였

다.
원자로 불시정지운전은 노심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비상냉각탱크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원자로가 불시에 정지하는 경우 능동기기의 작동 없이 잔열제거계통의 자
연대류를 이용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운전이다.

전 출력 운전 상태인 원

자로를 불시에 정지시키고 피동잔열제거계통과 일차측의 계통거동을 살펴보았다.
원자로 불시정지운전의 허용기준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 잔열을 제거하여 계
통의 온도와 압력이 안정화되어 감소하는 것이다.
4.1.3.1 기동운전
SMART의 기동운전은 미임계 저온상태의 원자로를 출력운전이 가능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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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태까지 가져가는 운전을 의미하며, 다시 핵적기동운전, 원자로가열운전, 그리
고 원자로기동운전으로 나눌 수 있다.
4.1.3.1.1 핵적기동운전
핵적기동운전은 미임계상태의 원자로를 임계상태로 만드는 운전과정으로
냉각재 온도에 따라 저온핵적기동운전과 고온핵적기동운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온상태에서 시작하는 저온핵적기동운전에 대해 해석하였다.
∙ 해석방법 및 허용기준
핵적기동운전에서 원자로를 임계상태로 만들기 위한 제어봉 인출은 출
력증배계수를 40초 부근으로 하는 제어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출력증배
계수의 Dead Band는 2초이다. 즉 출력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 42초보다 크면 제어
봉을 인출하고 반대로 38초보다 작으면 제어봉을 삽입한다. 원자로가 임계 및 목표
출력(0.1%)에 도달하면 제어봉의 움직임을 멈추고 계통을 안정화시키고 핵적기동운
전을 완료한다.
핵적기동운전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경보 및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 경보 설정치 : 출력증배계수 25초 이하
- 정지 설정치 : 출력증배계수 15초 이하, 출력 1% 이상
∙ 운전경위 및 초기조건
핵적기동운전을 시작하면 주어진 제어논리에 따라 제어봉의 구동이 이
루어지며 출력이 상승하게 된다. 원자로가 임계상태에 도달하고 출력이 목표출력
근방에 도달하면 제어봉의 움직임이 멈춘다. 이후 얼마간 운전을 계속 진행하여 계
통이 안정화되면 운전을 완료한다.

핵적기동운전동안의 과도 경위를 표 4.1.3.1-1에

정리하였다.
핵적기동운전을 위한 초기조건은 표 4.1.3.1-2에 정리되어 있다. 원자로는 상온
-7

정지상태(4.5 MPa, 20℃), 출력은 초기출력의 10 %, 주냉각재펌프 4기는 모두 저속
(정격 속도의 25%)으로 회전하고 있다. 가압기의 중앙공동, 중간공동, 그리고 환형
공동의 일부에 비응축성 가스(N2)가 채워져 있다. 이차측에는 4개의 증기발생기 섹
션 중 1개만 개방하여 운전하며 정격유량의 5%에 해당하는 주급수가 흐르고 있다.
∙ 해석결과
핵적기동운전 해석 결과 출력변화가 그림 4.1.3.1-1에 나타나있다. 운전
시작과 함께 출력은 상승하기 시작하여 약 600초 정도에 0.158%까지 증가한다. 이
후 약간 감소하였다가 0.1% 근방에서 완만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전 동안의 출력증배계수가 그림 4.1.3.1-2에 나타나 있다. 초기에 출력이 상승
할 때는 출력증배계수가 서서히 감소하다가(그림은 출력증배계수의 역수), 어느 순
간 급격히 감소하여 최소 28초까지 줄어든다. 이후 출력증배계수는 다시 증가하여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적기동운전동안 출력은 최대 0.158%, 출력증배
계수는 최소 28초로 모두 운전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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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2 원자로가열운전
원자로가열운전은 핵적기동운전에 의해 임계상태에 도달한 저온상태의
원자로를 가열하여 냉각재의 온도를 정상운전이 가능한 범위까지 올리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운전이다.
∙ 해석방법 및 허용기준
원자로가열운전에서 냉각재를 가열하기 위해서는 노심 출력을 증가시
켜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생성하도록 한다. 이때
이차측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열이 냉각재를 가열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를 위해 출
력제어논리에서 목표출력을 주어 냉각재가 가열되도록 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
은 목표출력의 값에 따라 냉각재의 가열율이 변한다는 것과 목표 출력의 값을 하나
만 주었을 경우 운전이 계속 진행되어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비등이 일어나면 빠
져나가는 열이 많아지므로 가열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목표
출력을 두 단계로 준다. 즉 이차측에 비등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각각 다른 값의
목표 출력을 주어 비교적 일정한 가열율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해석을 함에 있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비등이 발생
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제어논리에서는 주증기헤더의 압력이 1.6 MPa인 때를 경
계로 1 단계와 2 단계의 목표 출력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1 단계와
2 단계에서 각각 2.5%와 7.5%의 목표 출력을 주어 계산하였다.
냉각재의 가열이 이루어져 원자로의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냉각재 온도
가 목표값(293℃)에 도달하면 제어봉을 정지시키고 계통을 안정화시킨다. 원자로의
가열율은 정상시 4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로가열운전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원자로정지 설정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 정지 설정치 : 출력 40% 이상
∙ 운전경위 및 초기조건
원자로가열운전을 시작하면 1 단계 목표 츨력에 따라 제어봉의 구동이
이루어지며 냉각재의 가열이 이루어진다. 냉각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마
침내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비등이 일어나게 되며 주증기 헤더의 압력 또한 상승
하게 된다. 주증기 헤더의 압력이 1.6 MPa을 넘어서게 되면 목표 출력을 2 단계 값
으로 바꾸어 준다. 이에 따라 출력이 변하며 지속적인 냉각재의 가열이 이루어진다.
원자로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온도가 293℃ 부근에 도달하면 제어논리에
의해 제어봉의 구동을 멈추고 계통을 안정화시킨다. 원자로가열운전동안 과도 경위
를 표 4.1.3.1-3에 나타내었다.
원자로가열운전을 위한 초기조건은 핵적기동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하며 표
4.1.3.1-4에 정리되어 있다. 노심이 임계라는 것과 출력이 0.1% 부근이라는 것을 제
외하면 미임계정상상태와 유사하다.
∙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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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가열운전동안의 출력변화가 그림 4.1.3.1-3에 나타나있다. 운전시
작과 함께 출력은 상승하여 약 4%까지 올랐다가 2% 부근에서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냉각재의 온도와 가압기의 압력은 그림 4.1.3.1-4와 4.1.3.1-5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약 6500초 정도에서 목표출력의 설정값이 바뀌어 실제 출력
이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4.1.3.1-6에서 보이듯이 이 시간대에서
주증기압이 1.6 MPa을 넘었기 때문이다. 출력은 7% 부근에서 진동하다가 냉각재
온도가 목표값 근방에 도달하면 낮아지면서 안정화된다. 최종적으로 약 5.9%의 출
력을 보인다. 냉각재의 온도는 목표출력이 바뀌기 전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목표 출력의 값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최종적으로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는 291.2℃에서 안정화된다.
가압기의 압력도 꾸준히 상승하여 가열운전 종료시점에서는 14.1 MPa이 된다.
이 값은 정상운전조건인 15 MPa보다는 조금 낮은 값인데 이는 원자로기동운전을
통해 상승되는 계통압력을 고려하여 기동운전 전반을 거쳐 압력이 운전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값이다.
가열운전기간동안 냉각재의 팽창에 따른 가압기 수위 변화를 그림 4.1.3.1-7에서
보여준다. 환형공동, 중간공동, 그리고 중앙공동의 차례로 냉각재의 수위가 올라감
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중앙공동의 69%까지 냉각재가 차 올랐다.
그림 4.1.3.1-8에는 개방된 이차측 증기발생기 섹션에서 주증기헤더에서의 기공
율을 나타내었다. 약 5000초 정도에 기공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과도상태를 거쳐 약
7000초 이후부터는 과열증기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원자로가열운전기간동안 출력은 최대 8.4%까지 상승하고, 온도는 초기 21.3℃에
서 최종적으로 291.2℃까지 12000초만에 증가하여 평균 가열율은 80℃/시간으로 나
타났다.
4.1.3.1.3 원자로기동운전
원자로기동운전은 원자로가열운전을 통해 정상운전조건에 도달해 있는
원자로계통을 실제 출력운전이 가능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운전과정이다. 출력운
전을 위해서는 원자로의 출력이 20% 이상 되어야 하며 증기발생기에서는 과열도
40℃ 이상의 과열증기가 발생되어야 한다.
∙ 해석방법 및 허용기준
원자로기동운전에서는 출력운전과 마찬가지로 T/N 제어기를 이용하여
출력을 제어한다. 즉 주급수유량을 증가시켜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제어봉을 구
동하는 것이다. 출력은 10%까지 상승시켰다가 다시 2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다. 주급수유량의 변화율은 분당 5%로 한다. 이 과정에서 차단되어 있던 3개의 증
기발생기 섹션을 개방한다. 원자로기동운전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냉각재펌프 저
속운전시의 경보 및 원자로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경보 설정치
① 출력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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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 325℃
③ 가압기 압력 : 16 MPa
- 원자로 정지 설정치
① 출력 : 45%
②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 335℃
③ 가압기 압력 : 17 MPa
∙ 운전경위 및 초기조건
원자로기동운전을 시작하면 주급수유량을 분당 5%로 10%까지 상승시
킨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차단되어 있던 증기발생기 섹션 3개중 1개를 개방
한다. 계통이 안정화되면 주급수유량을 20%까지 상승시킨다. 그리고 얼마후 닫혀있
던 나머지 증기발생기 섹션들을 개방한다. 이후 계통이 안정화되면 원자로기동운전
을 종료한다. 원자로기동운전동안 운전 경위는 표 4.1.3.1-5에 기술하였다.
원자로기동운전을 위한 초기조건은 원자로가열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하며 표
4.1.3.1-6에 정리되어 있다. 원자로는 고온상태이며 초기출력은 5.9%이다.
∙ 해석결과
원자로기동운전동안의 출력변화가 그림 4.1.3.1-9에 나타나있다. 운전시
작과 함께 주급수유량을 5%/분으로 10%까지 상승시키면 이에 따라 실제 출력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급수유량의 증가가 멈추어도 출력은 계속 상승하여
최대 16.4%까지 상승하였다가 몇 번의 진동을 거쳐 11.8%에서 정상화된다. 1000초
에서 주급수유량을 20%로 증가시키면 출력은 다시 이에 따라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23.7%에서 안정화된다.
그림 4.1.3.1-10에는 원자로기동운전기간 동안의 냉각재 온도 변화가 나타나있다.
초기에 계통의 온도가 제어논리상의 설정온도보다 조금 낮은 상태에서 운전이 시작
된다. 따라서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제어봉은 지속적으로 인출된다. 이로 인해 초
기 출력이 비교적 높은 값까지 Overshoot 된다. 이후 고온측 온도는 기준온도에 비
해 조금 낮은 값을 가지며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는 출력이 설정출력보다 조금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4.1.3.1-11의 가압기의 압력은 냉각재 온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최대
15.6 MPa까지 상승한다.
증기발생기 4 섹션에서의 주급수유량 변화가 그림 4.1.3.1-12에 나타나 있다. 초
기에 하나의 섹션으로만 흐르던 주급수가 주급수유량의 변화 및 다른 섹션의 개방
과 함께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1.3.1-13에는 주증기 헤더에서의 증기과열도를 나타내었다. 초기에 주급수
량을 늘였을 때 증기과열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하나의 증기발생기 섹션만으로는
이차측으로 전달되는 열이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후 다른 증기발생기 섹션
을 개방함에 따라 일차측과 이차측의 열전달 면적이 증가하여 증기과열도가 다시
높아진다. 최종적으로 40℃ 이상의 과열도를 가진 증기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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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기동운전동안 원자로출력은 5%수준에서 20%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 26.6%까지 상승하였다.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온도는 최대
311.3℃, 그리고 가압기 압력은 최대 15.6 MPa까지 상승하였다. 따라서 주요 변수들
은 모두 운전 허용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원자로기동운전은 요
구되는 성능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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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1 핵적기동운전동안 과도 경위
시간
0초
140초
175초
327초
419초
1504초
4000초

과도상황
핵적기동운전 시작
최초로 임계에 도달
출력증배계수 최소값 28초에 도달
최초로 출력 0.1%에 도달
최대출력 0.158%에 도달
출력이 하한 값인 0.05%에 도달
운전 종료시점에서 출력 0.094%

표 4.1.3.1-2 핵적기동운전 초기조건 및 계산결과
노심 출력
일차계통 변수
노심 유량 (㎏/s)
가압기 압력 (㎫)
가압기 N2 가스 체적비
노심 출구온도 (℃)
노심 입구온도 (℃)
이차계통 변수
총 급수유량 (㎏/s)
SG 입구 압력 (㎫)
급수온도 (℃)
SG 출구 온도 (℃)

영출력상태 (초기 값)
-7
10 %

0.1% 출력상태(계산 값)
0.05%

468.7
4.5
1.0
19.99
19.98

468.2
4.5
1.0
21.3
21.2

7.635
0.23
19.8
20.0

7.635
0.21
19.8
21.3

표 4.1.3.1-3 원자로가열운전동안 과도 경위
시간
0초
4850초
5219초
6376초
6406초
6783초
7368초
8310초
8400초
8424초
9150초

과도상황
원자로가열운전 시작
증기발생기 이차측 이상유동 발생
중앙공동에 냉각재가 차오르기 시작함
주증기 압력 1.6 MPa에 도달, 목표출력 바뀜
출력 최대 8.4%에 도달
주증기 압력 3.3 MPa에 도달, 이후 3.3 MPa 유지
주증기 헤더 기공율 1에 도달
제어봉 움직임 멈춤
중앙공동 수위 정상상태 도달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정상상태 도달
출력 정상상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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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4 원자로가열운전 초기조건 및 계산결과
노심 출력
일차계통 변수
노심 유량 (㎏/s)
가압기 압력 (㎫)
가압기 N2 가스 체적비
노심 출구온도 (℃)
노심 입구온도 (℃)
이차계통 변수
총 급수유량 (㎏/s)
SG 입구 압력 (㎫)
급수온도 (℃)
SG 출구 온도 (℃)

0.1%출력상태 (초기값)
0.094%

5% 출력상태(계산값)
5.86%

468.2
4.5
1.0
21.3
21.2

358.3
14.01
0.31
291.2
281.3

7.635
0.21
19.8
21.3

7.635
3.39
19.7
283.4

표 4.1.3.1-5 원자로기동운전동안 과도 경위
시간
0초
60초
104초
300초
1000초
1060초
1165초
1175초
1300초
1327초
2000초

과도상황
원자로기동운전 시작, 주급수유량 10%로 증가 시작
주급수량 증가 멈춤
출력 16.4% 도달
증기발생기 1섹션 개방
주급수량 20%로 증가시작
주급수량 증가 멈춤
가압기 압력 최대 값인 15.6 MPa에 도달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최대 값인 311.3℃ 도달
증기발생기 나머지 섹션들 개방
출력 최대 값인 26.6%에 도달
원자로기동운전 종료

표 4.1.3.1-6 원자로기동운전 초기조건 및 계산결과
노심 출력
일차계통 변수
노심 유량 (㎏/s)
가압기 압력 (㎫)
가압기 N2 가스 체적비
노심 출구온도 (℃)
노심 입구온도 (℃)
이차계통 변수
총 급수유량 (㎏/s)
SG 입구 압력 (㎫)
급수온도 (℃)
SG 출구 온도 (℃)

5%출력상태 (초기값)
5.86%

20% 출력상태(계산값)
23.7%

358.3
14.01
0.31
291.2
281.3

375.9
14.52
0.29
303.6
265.0

7.635
3.39
19.7
283.4

30.54
3.41
177.7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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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1 핵적기동운전중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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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2 핵적기동운전중 출력증배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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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3 원자로가열운전중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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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4 원자로가열운전중 냉각재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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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5 원자로가열운전중 가압기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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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6 원자로가열운전중 이차측 주증기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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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7 원자로가열운전중 가압기 수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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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8 원자로가열운전중 개방된 증기발생기 주증기헤더에서의 기공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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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9 원자로기동운전중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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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10 원자로기동운전중 냉각재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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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11 원자로기동운전중 가압기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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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12 원자로기동운전중 주급수 유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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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13 원자로기동운전중 이차측 증기과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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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출력 운전
o

SMART에서 출력 운전은 원자로 출력이 20%∼100% 범위에서 40 C 이상의
과열 증기를 생성하는 운전이다. 해석된 출력 운전은 기동 운전에서 출력 운전으로
의 전환 운전, 20%∼100% 범위에서 출력 증감소 운전, 20% 출력에서 자연순환운
전이다.
4.1.3.2.1 20% 출력에서 100% 출력사이의 출력 증가/감소
출력 증감소 운전은 20%∼100% 범위에서 운전원이 원하는 출력으로의
천이 및 천이된 이후의 안정적인 출력을 생성하는 운전이다
∙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원자로의 출력은 급수유량을 5%/분의 비율로 변화시키면 원자로 출력
이 급수 유량을 추종하게 된다.

급수 유량 증가시 노심 입구의 냉각재 온도 하락

은 정 (+) 반응도의 삽입에 의하여 노심 출력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열출력의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 속도(Loop Transport Time)가 중성자출
력의 반응 속도(Reaction Time)에 비하여 느리게 나타남으로 급수 유량 변화에 대
한 노심 출력의 연속적인 추종을 위하여 제어봉의 이동에 따른 반응도가 보상이 필
요하다.
출력 증감소 운전에서의 허용 조건은 표 4.1.3.2-1 의 원자로 경보 신호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하며 증기 과열도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노심 출력이 급수 유량
변화율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 운전 경위 및 초기 조건
20% ∼ 100% 범위에서 운전원에 의하여 급수유량이 5%/분의 비율로
변화시키면서 출력 변화 운전이 시작된다.
출력 변화 운전의 초기 조건은 원자로 출력이 100% 인 최적 상태이며 이때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다.

운전은 100% 출력에서 20% 출력으

로 출력을 낮추어 계통을 안정시킨 후 계속해서 출력을 100% 까지 증가시킨 후 종
료하게 된다.
∙ 해석 결과
출력 변화 운전에서 원자로 출력과 급수 유량 변화율이 그림 4.1.3.2-1
에 나타나 있다.

운전이 시작되어 급수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차측으로의 열전달

율이 감소하여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가 증가한다. 이때
SMART 원자로의 특성인 무붕산 노심의 상대적으로 큰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하여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한 부(-) 반응도의 삽입과 급수유량과 노심 출력의 편차를 일
정한 범위 내로 유지시키도록 제어봉을 이동시키면서 노심 출력은 급수 유량을 추
종하게 된다.

감소된 노심 출력에 의하여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 변화는 그
림 4.1.3.2-2에 나타난 대로 변화하게 된다.

계통의 압력은 그림 4.1.3.2-3에 보여주

는 것 같이 냉각재 온도 변화에 따라서 변화한다. 20% 출력에서 일정 시간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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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해서 출력을 증가시키는 운전은 출력 감소 운전에서처럼 원자로 출력이
급수 유량 증가를 추종하면서 진행된다.

전체 운전과도 기간에서의 증기 과열도의
o

변화는 그림 4.1.3.2-4에 표시되어 있으며 40 C 이상을 유지한다.

계통 압력, 냉각

재 온도, 노심 출력에 의한 경보 신호는 발생하지 않으며 출력 운전은 원하는 성능
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전체 출력 증가/감소 운전의 과도 경위는 표 4.1.3.2-2에,
그리고 100% 출력과 20% 출력에서의 주요 계통 변수가 표 4.1.3.2-3 에 표시되어
있다.
4.1.3.2.2 20% 출력에서 기동운전과 출력운전간의 천이운전
기동운전과 출력운전의 천이는 기동운전이 종료되어 20% 출력에서 4 대
의 주냉각재펌프의 속도를 저속에서 고속으로 변화시키고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의 기준온도를 변화시키는 운전이다.
∙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기동운전 과정에서 주냉각재펌프는 저속 상태로 운전된다. 기동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의 온도는 주냉각재펌프가 고속인 상태보
다 적은 노심 유량을 보상하기 위하여 전출력의 기준온도인 310

o

C를 유지한다.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시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저속에서 고속 운전 상
태로 전환되며 일차측 기준온도는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원자로의 출력에 따른 20%
출력 기준온도인 298℃로 바뀌게 된다.

천이운전시 급수 유량은 20%를 유지하며

주냉각재펌프 속도 변화에 따른 원자로 출력 진동과 기준온도 변화에 따른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편차는 정해진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제어봉이 이동하게 된
다.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에서의 허용 조건은 표 4.1.3.2-1 의 원자로
경보 신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증기 과열도가 천이운전기간동안 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운전 경위 및 초기 조건
기동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저속 모드로 운전 중인 4 대의 주냉각재
펌프는 차례로 고속 모드로 변화되며 첫 번째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고속 모드에
도달하게 되면 기준온도는 310℃에서 298℃로 변화한다.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천이운전의 초기 조건은 기동운전이 종료된 상태
이다.
∙ 해석 결과
천이운전에서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60 초의 간격으로 차례로 저속에
서 고속으로 전환된다(그림 4.1.3.2-5).

냉각재펌프의 고속 전환에 따라 노심 입구

에서의 냉각재 온도 하락에 따른 냉각재온도계수의 정(+) 반응도 삽입에 의하여 노
심 출력은 증가하게 되며 첫 번째 주냉각재펌프의 고속 도달 이 후 낮추어진 기준
온도와 출력의 편차(+)에 의한 제어 신호로 제어봉이 삽입되며 20% 출력에서 안정
화될 때까지 진동을 하게된다(그림 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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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압력은 냉각재온도 변화에 따

라 진동하게 된다(그림 4.1.3.2-7).

천이운전 기간 동안의 증기과열도는 40℃ 이상

을 유지하여 허용기준을 만족한다(그림 4.1.3.2-8).

천이 운전 개시와 종료시 주요

계통 변수가 표 4.1.3.2-4에 표시되어 있다.
4.1.3.2.3 20% 출력에서 출력운전과 자연순환운전간의 천이운전
자연순환운전으로의 천이는 20% 출력에서 이루어진다.

20% 출력에서

자연순환이 이루어 진 이 후에 원자로 출력을 25%까지 증가시키고 다시 출력을
20%로 낮추고 주냉각재펌프를 고속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천이운전은 종료한다.
∙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20% 출력에서 주냉각재펌프를 정지시키고 이때 감소하는 노심 유량을
따라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을 맞추어 주기 위하여 평균 냉각재 온도는 하락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 하락에 따른 계통 압력의 지나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
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에 대한 기준온도를 전출력 상태인 310℃로 전환시켜 온도
편차에 따른 제어봉의 인출로 냉각재 온도를 올려 준다.
20% 출력에서 자연순환운전이 안정화되면 급수유량을 25%까지 증가시켜 자연
순환상태에서 25% 출력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 후 출력을 20%까지 낮추고 4 대의
주냉각재펌프를 차례로 고속 운전 상태로 전환시켜 출력운전과 자연순환운전간의
천이운전은 종료한다.
출력운전에서 자연순환운전으로 천이운전에서의 허용 조건은 표 4.1.3.2-1 의 원
자로 경보 신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증기 과열도가 천이운전기간동안 10℃ 이
상을 유지해야 한다.
∙ 운전 경위 및 초기 조건
20% 출력에서 고속으로 운전 중인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차례대로
저속과 정지 상태로 전환된다. 이때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저속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준온도를 310℃로 전환시킨다. 20% 출력에서 자연순환운전이 안정화되면
급수유량을 25%까지 증가시켜 자연순환상태에서 25% 출력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
후 출력을 20%까지 낮추고 4 대의 주냉각재펌프를 차례로 고속 운전 상태로 전환
시켜 출력운전과 자연순환운전간의 천이운전은 종료한다.
출력운전에서 자연순환운전으로 천이운전에서 계통의 초기 조건은 4 대의 주냉
각재펌프가 고속으로 운전히고 있는 20% 출력 상태이다.
∙ 해석 결과
천이운전에서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60 초의 간격으로 차례로 고속에
서 저속으로 전환되고 일정한 시간 경과 후 다시 차례로 정지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림 4.1.3.2-9).

냉각재펌프의 정지상태로의 전환에 따른 노심 유량 감소로 노심

입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하락하게된다(그림 4.1.3.2-10).

출력은 냉각재온도계수

의 변화와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어봉 이동에 의해서 진동을 한다.

자연순환 운전

시 급수 유량이 20%, 25%인 경우에 노심 출력은 각각 약 18%, 23% 수준에서 머문
다(그림 4.1.3.2-11).

계통 압력은 과도기간중 최소 13.7 MPa, 최대 15.7 MPa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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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화한다(그림 4.1.3.2-12).

증기 과열도는 전체 과도기간중 10 ℃ 이상을 유

지하여 성능기준을 만족한다(그림 4.2.3.1-13).

자연순환으로의 천이운전 과정은 표

4.1.3.2-5에, 그리고 20%와 25% 자연순환운전에서의 주요 계통 변수가 표 4.1.3.2-6
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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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1 원자로 경보신호
설정치
노심 출력

108% ↑
o

o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 C)

325 C ↑
16 MPa ↑

일차계통 압력 (MPa)
13 MPa ↓

표 4.1.3.2-2 출력 증가/감소 운전 경위
시간, 초

과도 전개 사항

0

100% 전출력 운전
급수 유량 감소 시작

960

급수 유량 20% 도달

1250

계통 거동 20% 출력으로 안정화
급수 유량 증가 시작

2210

급수 유량 100% 도달

2500

계통 거동 100% 출력으로 안정화
해석 종결

표 4.1.3.2-3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요 계통 변수 거동
주기초

노심 열출력, MWt
노심 유량, kg/sec
일
차 가압기 압력, MPa
계
가압기 온도, K
통
변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수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급수 유량, kg/sec
이
차 급수 압력, MPa
계
급수 온도, K
통
변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수
증기 압력, MPa

주기중

주기말

100%

20%

100%

20%

100%

20%

330.0

61.86

330.0

62.1

330.0

62.95

1491

1523

1491

1522

1491

1259.39

14.96

15.32

14.99

15.37

15

15.45

363.03

365.36

363.32

365.53

363.99

366.27

582.83

572.64

582.85

572.88

582.81

573.63

542.84

564.55

542.87

564.79

543.03

565.5

152.7

30.54

152.7

30.54

152.7

30.54

5.66

3.38

5.66

3.38

5.66

3.39

453.15

453.36

453.12

453.36

453.15

453.36

551.89

568.07

551.9

573.13

552.89

568.99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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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4 천이운전시(기동운전→출력운전) 주요 계통 변수 거동
1

20%

78.21

67.23

노심 유량, kg/sec

368

1381

가압기 압력, MPa

15.88

15.24

가압기 온도, K

582.43

428.20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582.44

569.61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548.86

560.83

급수 유량, kg/sec

30.54

30.54

급수 압력, MPa

3.77

3.77

급수 온도, K

453.07

453.07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575.85

565.06

3.30

3.30

노심 열출력, MWt
일
차
계
통
변
수

이
차
계
통
변
수

2

20%

증기 압력, MPa
1: 기동운전 종료시
2: 출력운전으로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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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5 자연순환운전 전개 과정
시간, 초
0

MCP
고속 -> 저속

180
180 ∼ 600
600

4 대의 MCP 정지 운전

1200 ∼ 1260

급수유량 20% → 25% 증가

1260 ∼2000

급수유량 25% 자연순환운전

2000 ∼ 2060

급수유량 25% → 20% 감소

2060 ∼2800

급수유량 20% 자연순환운전

2800

60 초 간격으로 4 대의 MCP 차례로 저속으로 전환

2980

4 대의 MCP 저속 도달

2980 ∼ 3400

4 대의 MCP 저속 운전

3400

60 초 간격으로 4 대의 MCP 차례로 고속으로 전환

3580

4 대의 MCP 고속 도달

3580 ∼4000

4 대의 MCP 고속 운전

MCP
저속 -> 고속

4 대의 MCP 저속 운전
60 초 간격으로 4 대의 MCP 차례로 정지 상태로

780 ∼ 1200

MCP
정지 -> 저속

4 대의 MCP 저속 도달

전환
4 대의 MCP 정지 상태

저속 -> 정지

급수유량 감소

60 초 간격으로 4 대의 MCP 차례로 저속으로 전환

780

MCP

급수유량 증가

과도 전개

표 4.1.3.2-6 자연순환운전시 주요 계통 변수 거동
주기초

노심 열출력, MWt
노심 유량, kg/sec
일
차 가압기 압력, MPa
계
가압기 온도, K
통
변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수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급수 유량, kg/sec
이
차 급수 압력, MPa
계
급수 온도, K
통
변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수
증기 압력, MPa

주기중

주기말

20%

25%

20%

25%

20%

25%

66.61

76.52

66.36

76.8

66.5

76.45

170

189

170

189

170

189

13.91

13.72

13.9

13.72

13.9

13.71

367.15

367.68

367.4

367.82

368.18

368.68

583.95

584.35

583.96

584.52

583.91

584.31

510.37

506.77

519.4

506.78

510.3

506.76

30.54

38.175

30.54

38.175

30.54

38.175

3.28

3.43

3.28

3.43

3.28

3.43

453.36

453.36

453.36

453.36

453.36

453.36

571.36

545.8

571.37

546.74

571.33

545.46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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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OC
MOC
EOC

Core Power Fraction, -

1.0

0.8

0.6

0.4

0.2

0.0
0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250

2500

Time, seconds

그림 4.1.3.2-1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기별 출력 거동
590

Primary SG Inlet/Outlet Temperature, K

585
580
575
BOC-inlet
BOC-outlet
MOC-inlet
MOC-outlet
EOC-inlet
EOC-outlet

570
565
560
555
550
545
540
0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250

2500

Time, seconds

그림 4.1.3.2-2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기별 일차측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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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BOC
MOC
EOC

PZR Pressure, MPa

15.5

15.0

14.5

14.0

13.5

13.0
0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250

2500

Time, seconds

그림 4.1.3.2-3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기별 계통 압력 거동

65
BOC
MOC
EOC

Steam Superheat, K

60

55

50

45

40
0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250

2500

Time, seconds

그림 4.1.3.2-4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기별 증기과열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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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pump_1
pump_2
pump_3
pump_4

450
400

MCP Speed, rad/sec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0

100

200

300

400

500

Time, seconds

그림 4.1.3.2-5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시 주냉각재펌프 속도 거동
0.40

core_power
feedwater flow

0.36

Core Power Frcation, -

0.32
0.28
0.24
0.20
0.16
0.12
0.08
0.04
0.00
0

100

200

300

400

500

Time, seconds

그림 4.1.3.2-6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시 노심 출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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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PZR Pressure, MPa

15.5

15.0

14.5

14.0

13.5

13.0
0

100

200

300

400

500

Time, seconds

그림 4.1.3.2-7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시 계통 압력 거동
70

Steam Superheat, K

65

60

55

50

45

40
0

100

200

300

400

500

Time, seconds

그림 4.1.3.2-8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시 증기 과열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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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pump_1
pump_2
pump_3
pump_4

350

MCP Speed, rad/sec

300
250
200
150
100
50
0
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200

3600

4000

Time, seconds

그림 4.1.3.2-9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주냉각재펌프 속도 변화
600

Primary SG Inlet/Outlte Temperature (K)

590
580
570
BOC-inlet
BOC-outlet
MOC-inlet
MOC-outlet
EOC-inlet
EOC-outlet

560
550
540
530
520
510
500
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200

3600

Time, seconds

그림 4.1.3.2-10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냉각재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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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0.50

BOC
MOC
EOC

0.45

Core Power Fraction, -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200

3600

4000

Time, seconds

그림 4.1.3.2-11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노심 출력 거동
16.0

BOC
MOC
EOC

PZR Pressure, MPa

15.5

15.0

14.5

14.0

13.5

13.0
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200

3600

Time, seconds

그림 4.1.3.2-12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계통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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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80
BOC
MOC
EOC

75

Steam Superheat, K

70
65
60
55
50
45
40
35
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200

3600

Time, seconds

그림 4.1.3.2-13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증기 과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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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4.1.3.3 비정상 출력 운전
4.1.3.3.1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 운전
∙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주냉각재펌프(MCP) 1대 정지 운전에 대한 해석은 최적 초기 조건 및
최적 해석 입력을 사용하고, 관련된 모든 공정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
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는 10%의 튜브 관 막음을 가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72개의 증기발생기 모듈 중 7개의 모듈이 관막음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더불

어 노심 출력,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온도 및 일차 계통 압력에 대한 계
측 신호의 시간 지연이 해석에서 고려되었다.
MCP 1대 정지 운전시 허용 기준은 원자로 정지 신호중 출력 운전과 관련된 원
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노심에서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핵비등이탈율(DNBR)이 DNBR 제한치 이상이어야 하며, 냉각재 비등이 허용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운전 경위 및 초기 조건
과도 시작 이전 일차 계통은 100% 정상 출력 운전하에서 4 대의 MCP
가 모두 작동하는 강제 순환/고속 운전 상태이며, 가압기 상부에 연결되어 있는 가
스 실린더는 개방된 상태에 있다.

이때 MCP 1대가 정지하는 과도 상태가 발생하

게 되는데, 정상 작동중인 3대의 MCP 만으로 출력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데, 노심
유량 감소로 인해 핵비등 이탈 여유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출력 운전 범위는 20%에
서 75%로 제한된다. 정지되는 MCP 속도가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하면, 급수 유
량은 75%까지 분당 5%의 비율로 감소한다.

또한 반응도 제어 논리 기준인

Sliding Tref 프로그램이 Constant Tref(310℃)로 변경되어 일차 계통을 통한 유량 감
소시 노심 입구 온도의 감소로 인한 냉각재온도계수 반응도 변화 폭을 줄여준다.
이후 계통 변수가 안정됨에 따라 20%에서 75% 사이의 출력 운전이 가능해지는데,
이때의 출력 변동은 최대 5%/분의 속도로서 이루어진다.

MCP 1대 정지 운전에

대한 사건 경위는 표 4.1.3.3-1에 나타내었다.
MCP 1대 정지시 펌프 방출구의 환형 영역에서 유동 및 온도의 비대칭 거동이
있을 수 있으나, 펌프 방출구의 환형 영역에서 유동 및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출구에서 분포가 균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해석 초기 조건은 주기초(Beginning of Core), 주기중(Middle of Core)

및 주기말(End of Core) 조건 하에서 얻어진 100% 정격 출력 운전 조건이 사용되
었으며, 이들을 표 4.1.3.3-2에 나타내었다.
∙ 해석 결과
MCP 1대 정지 운전을 모의하기 위해 MCP 1의 감속이 그림 4.1.3.3-1
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MCP 1의 속도는 과도 시작 이후 약 2 초경에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하게 되며, MCP 1의 속도가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한
이후 급수 유량은 분당 5%의 비율로 75%까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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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유량 및 증기발생기 이차측 입/출구 유량 변화를 그림 4.1.3.3-2와 4.1.3.3-3
에 나타내었다.

노심 유량은 MCP 1대 정지로 인해 사건 초기에 급속히 감소하고

노심 출력이 75% 출력 수준으로 유지된 이후 약 1250 kg/sec 근방에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 20% 출력 변화가 이루어지는 800초 이후부터 노심 유량

은 계통의 압력 및 온도 변화로 인하여 다소 변하지만, 75% 출력 수준에서의 노심
유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MCP 1의 속도는 약 2초만에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하게 되며, 2초 부근부터 급수 유량은 분당 5% 비율로 300초만에 75%까지 감
소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증기 유량은 해석 초기 및 정격 유량의 75%에 도
달하는 시간(300초)에서 급수 유량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급수 유량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5% ↔ 20% 출력 변화시 급수 유량은 분당 5%의 비율

로 변하는데, 이러한 노심 출력 변화 시에도 증기발생기 이차측 증기 유량은 큰 차
이 없이 급수 유량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심 출력 변화는 그림 4.1.3.3-4에 나타내었는데, 노심 출력은 과도 초기에 급격
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심 유량의 감소로 인해 냉각재 온도가 증

가하여 발생하는 냉각재 밀도 감소로 인해 부(-)의 냉각재 반응도가 주입되기 때문
이다.

이후 노심 출력은 핵연료온도계수, 냉각재온도계수 및 T/N 제어에 의한 제

어봉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변하다가 약 75% 출력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75% → 20% 출력 변화시 변화 초기에는 노심 출력은 목표 출력을 잘 추종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림 4.1.3.3-5에 보이는 것처럼 가압기 압력이 가압기 예
비 보호 신호 설정 압력인 16.0 MPa를 초과하는 1400초 부근부터 노심 출력은 목
표 출력 근방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심 출력의 진동 현상은 가

압기 압력의 예비 보호 신호 설정 압력 초과 여부에 따른 제어봉 반응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며, 20% 출력 수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후 20% 출력에서

75% 출력으로 출력 증가에 따라서 서서히 사라져 노심 출력은 목표 출력을 추종하
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3.3-5는 가압기 압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도 초기 가압기 압력은
노심 표면을 통해 방출되는 열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에 따라서
변하다가, 약 350초 이후부터는 열평형을 이루게 되어서 가압기 압력은 약 14.9
MPa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5% → 20% 출력 변화시 출력 변

화 초기부터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량이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에 비하
여 크기 때문에 가압기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가압기 압력이 예비 보
호 설정 압력인 16.0 MPa에 도달한 이후부터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량과 증기발생
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에 따라서 가압기 압력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 → 75% 출력 변화 시에는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량이 증기발생

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가압기 압력은 감소하게 되며,
이후 75% 노심 출력에서 출력이 안정화되면서 가압기 압력 또한 안정화된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MCP 1대가 정지된 75% 출력 운전 및 75% ↔ 20% 출력 변화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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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압기 압력은 고압/저압 원자로 정지 설정치 허용 기준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1.3.3-6은 MATRA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DNBR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수행된 계산 결과에 의하면 해석 기간중 DNBR은 DNBR 제한치 1.4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펌프 방출구의

환형 영역에서 유동 및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출구에서
분포가 균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후 유동 및 온
도 분포의 불균일성이 DNBR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MCP 1대가 정지된 75% 출력 운전 및 75% ↔ 20% 출력
변화시 출력 운전과 관련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이 가능
하였으며, DNBR은 DNBR 제한치(1.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1.3.3.2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
∙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증기발생기 2섹션 격리 운전에 대한 해석은 최적 초기 조건 및 최적
해석 입력을 사용하고, 관련된 모든 공정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는 10%의 튜브 관 막음을 가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72개의
증기발생기 모듈 중 7개의 모듈이 관막음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심

출력,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온도 및 일차 계통 압력에 대한 계측 신호의
시간 지연이 해석에서 고려되었다.

증기발생기 2섹션 격리 운전시 허용 기준은 원

자로 정지 신호중 출력 운전과 관련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노심에서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핵비등이탈율(DNBR)이 DNBR 제한
치 이상이어야 하며, 냉각재 비등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운전 경위 및 초기 조건
과도 시작 이전 일차 계통은 100% 정상 출력 운전하에서 4 대의 MCP
가 모두 작동하는 강제 순환/고속 운전 상태이며, 가압기 상부에 연결되어 있는 가
스 실린더는 개방된 상태에 있다.

증기발생기 2섹션 격리 운전의 과도 발단은 급

수관/증기관의 누설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이며, 운전원의 탐지 및 판단에 의해
노심 출력을 줄이게 된다.

사용되는 노심 출력 감소 비율은 5%/분이다.

그리고

누설이 발생한 증기발생기의 격리시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편의 증기발생
기도 격리시키기 때문에 노심 출력은 50% 수준까지 감소된다.

노심 출력이 50%까

지 감소된 이후 계통 변수가 안정화되면 증기발생기 섹션격리밸브를 잠그게 되는
데, 섹션격리밸브를 잠그는 시점을 급수 유량이 50% 수준으로 감소된 시점으로 가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10초의 섹션격리밸브의 Stroking Time을 가정하였다.

이

후 계통 변수가 안정됨에 따라 20%에서 50% 사이의 출력 운전이 가능해지는데, 이
때의 출력 변동은 최대 5%/분의 속도로서 이루어진다.

증기발생기 2 섹션 격리 운

전시 시간에 따른 운전 상황을 표 4.1.3.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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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2섹션 격리 운전시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의 비대칭 거동이 예상되나,
증기발생기 2섹션이 격리되더라도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출구에서는 온도/유동 분
포가 균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초기 조건은 주기

초, 주기중 및 주기말 조건 하에서 얻어진 100% 정격 출력 운전 조건이 사용되었으
며, 이들을 표 4.1.3.3-4에 나타내었다.
∙ 해석 결과
증기발생기 2 섹션 격리 운전시 급수 유량 및 증기발생기 이차측 입/
출구 유량 변화를 그림 4.1.3.3-7과 4.1.3.3-8에 나타내었다.

그림 4.1.3.3-7에서 나

타났듯이, 과도 초기 급수 유량은 분당 5%의 비율로서 정격 급수 유량의 50%까지
600초만에 감소되며, 증기발생기 이차측 개별 경로에서의 급수 유량도 50%씩 감소
하였다.

그리고 600초에서 섹션격리밸브 1과 3번을 잠그도록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독립 유로 1번과 3번에서의 급수 유량은 0으로, 그리고 독립 유로 2번과 4
번에서의 유량은 정격 조건의 급수 유량으로 증가하게 된다(그림 4.1.3.3-8).

이에

반하여 증기 유량은 시간 지연을 가지고서 급수 유량을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계통 변수가 안정됨에 따라서 50 ↔ 20% 출력 운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급수
유량 및 각 경로에서의 유량은 급수 유량 변화율에 따라서 적절히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심 출력 변화를 그림 4.1.3.3-9에 나타내었는데, 노심 출력은 사건 초기에 목표
출력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2 섹션이 격리되는 시점

인 600초 근방에서 목표 출력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제거되는 열량에 비하여 커져 냉각재의 밀도
가 감소함으로써 주입되는 음의 냉각재 반응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노

심에서 발생하는 열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량 사이 열평형이 이루어지면서
노심 출력은 목표 출력인 50% 출력 근방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 변수들이 안정화된 이후 50 ↔ 20% 출력 변화 운전이 이루어지는데, 출력 변
화 운전시에는 핵연료온도계수, 냉각재온도계수 및 T/N 제어에 의한 제어봉의 위
치 변화에 따라 반응도가 변하면서 노심 출력은 큰 차이 없이 목표 출력을 잘 추종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3.3-10은 가압기 압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
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에 따라서 가압기 압력은 증가 또는
감소를 하게 된다.

600초에서 섹션격리밸브가 잠기기 시작하게 되며, 이 시점 부근

에서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이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에 비해 작아져
서 가압기 압력이 최대가 된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

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가압기 압력은 안정
화된다.

50% ↔ 20% 출력 변화 시에도 가압기 압력은 노심에서의 발생 열량과 증

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된 성능 해석 결과에 의하면 증기발생기 2 섹션이 격리된 50% 출력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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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0% 출력 변화 시에서 가압기 압력은 고압/저압 정지 설정치 허용 기준(고
압은 17.0 MPa, 저압은 12.0 MPa)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 계통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는 그림 4.1.3.3-11에 나타내었다.

과도 초기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는 Sliding Tref에 따라서 약 578.0 K 까지 감소하게
되는데, 50% 노심 출력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는 575.65 K이다.

또한 열평형을 맞

추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노심 출력이 50% 정상 상태
에 도달했을 때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는 558.48 K 인 것으로 나타났다.

600초 시

점에 섹션격리밸브 1번과 3번이 잠기면서, 증기발생기 일차 및 이차측의 독립 유로
1번과 3번에서의 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독립 유로 1번 및 3번에

존재하는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노드에서의 온도는 증기발생기 입구 노드의 온도
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며, 독립 유로 2번 및 4번의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
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관련된 이차측 경로에서의 유량 증가로 인하여 온도가 감
소하게 된다.

50% 노심 출력에서 계통 변수가 안정화되면, 50% ↔ 20% 출력 변

화 운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는 Sliding Tref에 따라서 573.23
K 까지 감소하게 되며(20% 노심 출력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는 571.15 K), 섹션격
리밸브가 잠기지 않은 쪽과 관련되는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는 557.14 K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해석 결과에 의하면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

의 온도는 원자로 정지 설정치인 608 K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3.3-12는 증기발생기 2섹션 격리 운전중 DNBR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수행된 계산 결과에 의하면 해석 기간중 DNBR은 DNBR 제한치인 1.4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2

섹션이 격리되더라도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출구에서는 온도/유동 분포가 균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후 유동 및 온도 분포의 불 균
일성이 DNBR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증기발생기 2섹션 격리시 50% 출력 운전 및 50% ↔ 20%
출력 변화시 출력 운전 관련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이 가
능하였으며, DNBR은 DNBR 제한치(1.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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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3-1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 운전시 운전 경위
시간 영역, 초

0~800

시간, 초
0

노심 출력: 100%
주냉각재펌프 1 정지

2

주냉각재펌프 1 속도가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감소

40

주냉각재펌프 1 정지

30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75%에 도달

300 - 800

800~1900

노심 출력 75%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8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감소

146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20%에 도달

1460 - 1900

1900~3000

운전 경위

노심 출력 20%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19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증가

256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75%에 도달

2560 - 3000

노심 출력 75%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표 4.1.3.3-2 주기별 주요 계통 변수
주기초

node/
path

노심 유량, kg/sec

1

330.0

노심 열출력, MWt
일

1

3

주기중
2

1

주기말
2

2

1

2

76.15

330.0

76.71

1

1

330.0

2

2

50.17

1538.48 1258.36 1538.48 1255.91 1538.48 1259.39

차 가압기 압력, MPa
계 가압기 중간 공동 온도, K

30

14.99

15.64

14.99

15.76

14.99

15.77

29

356.87

413.67

356.87

414.15

356.87

420.21

통 가압기 환형 공동 온도, K
변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수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28

582.84

559.24

582.84

561.10

582.84

560.20

5

582.83

575.97

582.83

576.79

582.83

577.03

26

542.83

565.75

542.83

566.49

542.83

568.06

152.7

30.54

152.7

30.54

152.7

30.54

32

5.66

3.39

5.66

3.39

5.66

3.39

차 급수 온도, K

32

453.15

453.36

453.15

453.36

453.15

453.36

계 증기발생기 입구 압력, MPa

34

5.07

3.38

5.07

3.38

5.07

3.38

통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변
증기발생기 출구 압력, MPa
수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34

453.2

453.34

453.2

453.34

453.2

453.34

45

3.42

3.31

3.42

3.31

3.42

3.31

45

552.89

571.06

552.89

571.82

552.89

572.53

121

3.30

3.30

3.30

3.30

3.30

3.30

급수 유량, kg/sec
이

급수 압력, MPa

증기 압력, MPa
1: 100% 출력 운전
2: 1 MCP 정지후 20% 출력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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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3-3 증기발생기 2 섹션 격리 운전시 운전 상황
시간 영역, 초

시간, 초
0

0~1000

노심 출력: 1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감소

60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50%에 도달
섹션격리밸브 #1, #3 폐쇄 시작(Stroking Time = 10초)

610

섹션 #1, #3 격리

610 - 1000

1000~2000

과도 전개 상황

노심 출력 50%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10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감소

136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20%에 도달

노심 출력 20%
1360 - 2000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2000~3000

20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증가

236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50%에 도달

2360 - 3000

노심 출력 50%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표 4.1.3.3-4 주기별 주요 계통 변수
node/
path

주기중

주기말

22

11

22

11

330.0

62.65

330.0

62.54

330.0

22

노심 유량, kg/sec

3

가압기 압력, MPa

30

62.67
1521.0
1538.48 1521.07 1538.48 1521.46 1538.48
5
14.99
15.43
14.99
15.42
14.99 15.42

가압기 중간 공동 온도, K

29

356.87

371.8

356.87

370.7

356.87

371.2

가압기 환형 공동 온도, K

28

582.84

580.1

582.84

580.5

582.84

580.2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5

582.83

573.2

582.83

573.2

582.83

573.2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26

542.83

565.1

542.83

565.1

542.83

565.1

노심 열출력, MWt
일
차
계
통
변
수

주기초
11

152.7

30.54

152.7

30.54

152.7

30.54

급수 압력, MPa

32

5.66

3.71

5.66

3.71

5.66

3.71

급수 온도, K

32

453.15

453.3

453.15

453.3

453.15

453.3

5.07

3.43
/3.63

5.07

3.43
/3.63

급수 유량, kg/sec

이
증기발생기 입구 압력, MPa
차
계
통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변
수 증기발생기 출구 압력, MPa

343/484

5.07

3.43
/3.63

34/48

453.2

453.2
/453.3

453.2

453.2
/453.3

453.2

453.2
/453.3

45/59

3.42

3.45
/3.33

3.42

3.45
/3.33

3.42

3.45
/3.33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45/59

552.89

514.9/
567.1

552.89

514.9/
567.1

552.89

514.9/
567.1

121

3.30

3.30

3.30

3.30

3.30

3.30

증기 압력, MPa
1:
2:
3:
4:

100% 출력 운전
2 섹션 격리후 20% 출력 운전
섹션격리밸브가 작동된 경로
섹션격리밸브가 작동되지 않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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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Speed, Radians/sec

400

300

MCP 1 Speed
MCP 2 Speed
MCP 3 Speed
MCP 4 Speed

200

100

0

0

10

20

30

40

50

Time, seconds

그림 4.1.3.3-1 MCP 속도 변화

1500

Mass Flow Rate, kg/sec

1450

BOC
MOC
EOC

1400

1350

1300

1250

1200
0

500

1000

1500

2000

2500

Time, seconds

그림 4.1.3.3-2 주기별 노심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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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Mass Flow Rate, kg/sec

40

BOC: Feedwater Flow
BOC: Steam Flow
MOC: Feedwater Flow
MOC: Steam Flow
EOC: Feedwater Flow
EOC: Steam Flow

30

20

1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Time, seconds

그림 4.1.3.3-3 주기별 급수 및 증기 유량의 변화

1.0

Target Power
BOC
MOC
EOC

Core Power Fraction, -

0.8

0.6

0.4

0.2

0.0
0

500

1000

1500

2000

2500

Time, seconds

그림 4.1.3.3-4 주기별 노심 출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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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18

17

PZR Pressure, MPa

16

15
BOC
MOC
EOC
High Pressure Trip Setpoint
Low Pressure Trip Setpoint

14

13

12

1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Time, seconds

그림 4.1.3.3-5 주기별 가압기 압력의 변화
14.0
12.6

BOC
MOC
EOC

11.2

DNBR, -

9.8
8.4
7.0
5.6
4.2
2.8
1.4
0

500

1000

1500

2000

Time, seconds

그림 4.1.3.3-6 주기별 DNB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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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3000

160
140

Mass Flow Rate, kg/sec

120

Feedwater Flow

100
80
60
40
20
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Time, seconds

그림 4.1.3.3-7 급수 유량의 변화

40
35

Mass Flow Rate, kg/sec

30
25
20
15
BOC

10

MOC
EOC

5

P_FLOW (41)
P_FLOW (51)
P_FLOW (41)
P_FLOW (51)
P_FLOW (41)
P_FLOW (51)

P_FLOW (56)
P_FLOW (66)
P_FLOW (56)
P_FLOW (66)
P_FLOW (56)
P_FLOW (66)

0
-5
0

500

1000

1500

2000

2500

Time, seconds

그림 4.1.3.3-8 주기별 급수 및 증기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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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1.0

Target Power
BOC
MOC
EOC

Core Power Fraction, -

0.8

0.6

0.4

0.2

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Time, seconds

그림 4.1.3.3-9 주기별 노심 출력의 변화
18

17

PZR Pressure, MPa

16

15

14
BOC
MOC
EOC

13

12

11
0

500

1000

1500

2000

2500

Time, seconds

그림 4.1.3.3-10 주기별 가압기 압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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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620
610
Temperature at Node 5
Temperature at Node 10
Temperature at Node 15
Temperature at Node 20
Temperature at Node 25
High S/G Inlet Temperature Trip Setpoint

600

Temperature, K

590
580
570
560
550
540
53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Time, seconds

그림 4.1.3.3-11 주기초 조건에서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출구 냉각재 온도 변화
14.0
12.6
BOC
MOC
EOC

11.2

DNBR, -

9.8
8.4
7.0
5.6
4.2
2.8
1.4
0

500

1000

1500

2000

Time, seconds

그림 4.1.3.3-12 주기별 DNB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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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3000

4.1.3.4 정지 운전
SMART의 정지 운전에는 저온 정지 운전, 고온 정지 운전, 재장전 운전 및
원자로 비상 정지 운전이 있는데, 본 해석에서는 원자로 비상 정지 운전에 대해서
기술한다. 원자로 비상 정지 운전은 원자로가 불시에 비상 정지할 때 피동잔열제거
계통을 사용하여 원자로 잔열이 제거됨을 보여주는 운전 모드이다.
∙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SMART 원자로는 4 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있다.

원자로가 정지되

면 주급수 격리밸브와 주증기 격리 밸브가 닫히게 되고 급수 배관과 증기 배관과
연결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차단밸브가 개방되어서 원자로 잔열을 제거하게 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급수 연결 부위의 보상탱크는 4.5 MPa로 가압된 상태이고 급
수관과 연결 부위에 있는 체크밸브는 급수배관 연결 부위와 증기배관 연결 부위의
역류를 방지한다.
해석 방법은 100% 전출력 운전중 원자로가 불시에 정지되어 4 개의 피동잔열
제거계통을 1, 2, 3, 4개를 운전하여 계통거동을 살펴보아 원자로 잔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4 개의 잔열제거계통 중 몇 개가 운전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본다. 원자로
잔열은 ANS-73 Curve를 사용한다.
원자로 불시 정지에서 허용 조건은 원자로 계통의 온도 및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안정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 운전 경위 및 초기 조건
100% 출력 중인 상태에서 원자로를 불시에 정지시킨다. 주급수/주증기
격리밸브는 닫히게 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급수 배관과 증기 배관 연결 부위의
차단 밸브는 열리게 된다 각각의 밸브의 Stroke Time 은 10 초이다.
원자로 비상 정지 운전에서 계통의 초기 조건은 100% 전출력 상태이다.
∙ 해석 결과
원자로가 정지되면 정지 제어봉이 8초만에 노심 바닥까지 삽입되면서
원자로 출력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출력 준위가 약 7%에 도달하면 제공된 잔열
Curve에 의한 잔열을 생성하게 된다(그림 4.1.3.4-1).

원자로 정지에서 4 대의 피동

잔열제거계통 중 1개, 2개, 3개 및 4개를 운전하는 경우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의 총
유량은 그림 4.1.3.4-2에 나타내었다.

한 개의 계통 유량은 약 2.5 kg/sec이다. 그림

4.1.3.4-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잔열제거계통을 1 구역만 사용하는 경우 계통 압
력은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 16.3 MPa 까지 상승하여 경보 신호를 발생시킨다. 따라
서 최소한 2 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운전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온도 거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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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4-4는 일차측

0.5
4 section
3 section
2 section
1 section

Core Power Fraction, -

0.4

0.3

0.2

0.1

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Time, seconds

그림 4.1.3.4-1 원자로 비상 정지시 노심 출력 거동
30
4 section
3 section
2 section
1 section

PRHR Total Flow Rate, kg/s

25
20
15
10
5
0
-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Time, seconds

그림 4.1.3.4-2 원자로 비상 정지시 PRHRS 총 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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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6.5
4 section
3 section
2 section
1 section

PZR End Cavity Pressure, MPa

16.0
15.5
15.0
14.5
14.0
13.5
13.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Time, seconds

그림 4.1.3.4-3 원자로 비상 정지시 계통 압력 거동

Primary Side SG Inlet Temperatu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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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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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

400

600

800

10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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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4-4 원자로 비상 정지시 냉각재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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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2 안전해석
SMART 플랜트에서는 설비의 가상적인 고장이나 인적 실수 및 자연 재해 등에
의해 플랜트의 과도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다중의 보
호설비와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는 플랜트가 가상의 과도나
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과도 및 사고
해석(Transient and Accident Analysis)을 수행하며, 인허가 기관은 이러한 해석 결
과를 근거로 플랜트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과도 및 사고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플랜트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도출
하고 사건의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사건분류(Event Categorization), 상세
해석이 필요한 초기사건 및 제한사건을 선정하는 사건선정(Event Selection), 적절
한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해석방법론(Analysis Methodology), 그
리고 해석 후에 만족해야 할 허용기준(Acceptable Criteria) 등이 체계적으로 설정되
고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플랜트 설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미 선정된 기존 플랜트의 과도나 사고들에 대해 허용기준의 만족여부를 보여 줌으
로써 플랜트의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일체형원자로인 SMART의 체계적인 안전성 분석과 평가를 위해 발생 가능한
사건의 선정, 사건의 분류, 그리고 적절한 사고해석 방법론과 허용기준 등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었던 플랜
트의 사건분류와 선정 그리고 사고해석 방법론과 허용기준을 근거로 일체형원자로
인 SMART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들을 분석한다.

4.2.1 사건분류 및 허용기준
4.2.1.1 사건분류
SMART 플랜트의 발생 가능한 잠재적 사건은 사건의 발생확률과 그 사건결
과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
에 미치는 방사학적 영향을 낮게 제한하고, 공공에게 미치는 방사학적 영향이 심각
한 사건일수록 낮은 발생빈도를 유지하게 한다. 이는 플랜트의 가상적인 과도 및
사고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플랜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
본 안전원칙으로서 플랜트의 잠재적인 사건을 선정하고 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사
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SMART PIRT(Phenomena Identification Ranking Table)에 기초한 예비 안전해
석 방법론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전해석방법론의 사건분류와 NRC 및 ANS Codes
& Standards에 따른 사건 분류와의 비교가 표 4.2.1.1-1에 정리되어 있다.

표

4.2.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랜트의 사건분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NRC는 정성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건분류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10 CFR Part 50, App. A에서는 플랜트 조건을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허용 방사선량 등
을 설정하여 플랜트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플랜트 사고해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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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기준은 표준심사절차와 규제지침(RG) 1.70에서 사건의 정성적인 발생빈도
에 근거하여 모든 과도 및 사고를 정상운전, 보통 빈도고장, 낮은 빈도고장, 제한
빈도고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플랜트 사건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기관별
로 서로 다른 사건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이 정성적인 기준에 근거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ANSI/ANS-51.1-1983
(R1988)[4.2.1-1]은 정량적인 발생빈도에 근거하여 플랜트 조건을 5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MART의 사건 종류는 ANSI/ANS-51.1-1983(R1988)에 준거하여 그 발생 확
률에

따라

5개의

플랜트

상태(Plant

Condition;

PC)로

분류되었다.

ANSI/ANS-51.1-1983 (R1988)의 플랜트 상태 분류는 년간 발생하는 원자로 사건발
생 빈도 및 안전 관련 기기의 최적 고장 빈도를 바탕으로 설정되나 현재 SMART
에 대해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기존 플랜트의 자료를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사건의 선정은 플랜트 설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 즉 소외에 방사학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초기사건들을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적절한 가정, 즉 단일고장기준
과 같은 가정을 통해 상세 해석이 필요한 제한사건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한사건
들은 적절한 해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되며 안전설비의 성능 확인이나 소외 공
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사선량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SMART 안전해석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사건 및 사고에 대한 플랜트 상태는 다음
과 같으며, 공공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각 사건들에 대해 차별적인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SMART의 균형있는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차측 열제거 증가 사고
급수 온도 감소

PC-2

급수 유량 증가

PC-2

주증기 유량 증가

PC-2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배관 파단

PC-5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배관 파단

PC-5

잔열제거 계통 오작동

PC-2

이차측 열제거 감소 사고
외부부하 상실

PC-2

터빈정지

PC-2

복수기 진공상실

PC-2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

PC-2

플랜트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 전원 상실

PC-2

정상 급수 유량 상실

PC-2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배관 파단

PC-5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

PC-5

기기 냉각계통 냉각유량 상실

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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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유량 감소 사고
노심유량 부분 상실

PC-2

노심유량 완전 상실

PC-3

단일 주냉각재 펌프 로터 고착

PC-4

단일 주냉각재 펌프 축 파단

PC-4

반응도 및 출력이상 변화 사고
미임계 및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PC-2

출력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PC-2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PC-3

단일 제어봉집합체 낙하

PC-2

제어봉 집합체 이탈

PC-5

비작동 주냉각재펌프의 기동

PC-2

재장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PC-3

부적절한 위치로 부주의한 핵연료 재장전

PC-3

원자로 냉각재 재고 증가 사고
충수계통 오작동

PC-2

원자로 냉각재 재고 감소 사고
가압기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PC-3

소형 냉각재관 파단

PC-4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PC-3

증기발생기내 급수 혹은 증기배관 파단

PC-4

기기냉각계통 배관 파단

PC-4

비상노심냉각계통 오작동

PC-2

부속계통이나 기기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사고
방사성 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파단

PC-4

핵연료 취급 사고

PC-5

4.2.1.2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
단일고장 기준은 사고 원인 발생과 동시에 원자로 안전기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Support)하는 계통의 안전관련 기기 요소의 고장이 발생하여도 플
랜트가 1) 비상 노심 반응도 제어, 2) 비상 노심 및 격납용기 열제거, 3) 격납용기
격리/건전성 유지 및 대기 정화 능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안전관련 기기요소

에 대한 단일고장 기준의 적용에 관한 10CFR50[4.2.1-2] 및 SRP의 요구를 만족하
기 위하여 SMART 안전해석에서는 ANSI/ANS-51.1-1983(R1988)의 단일고장 기준
을 적용한다. ANSI/ANS-51.1-1983(R1988)의 사고 원인 발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단일고장 기준 적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원인 발생에 대해 반응이 필요한 안전관련 기기요소에 한하여 단일
고장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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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의 ④부터 ⑥항에서 정의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전기능을

지지하기

위한

전기

안전관련

기기요소는

ANSI/IEEE

279-1971 및 ANSI/IEEE 379-1977의 단일고장 기준을 따른다.
③ 다음의 ④부터 ⑥항에서 정의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전기능을 지지하기 위한 유체 계통은 ANSI/ANS-58.9-1981의 단일고장
기준을 따른다.
④ 사고 발생 원인이 다목적 즉, 정상운전 및 사고시에 운전되는 안전관련 계
통의 2개 이상의 Redundant Train 중 하나인 경우 그 계통이 지진등급 I
로 설계되어 있고 그 계통이 소외와 소내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안전 등급 1, 2 및 3의 Quality Assurance, Testing
및 In-service 기준에 따라 운전 및 점검 된 경우, 그 계통의 나머지 Train
에 대해 단일고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초기 사고발생 이
후 플랜트의 운전은 기술지침서에 따라 제어된다.
⑤ 사고 발생 원인이 정상시 운전되지 않는 2개 이상의 Redundant Train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련계통의 한 개 Train이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원자
로 트립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단일고장은 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초기 사고발생 이후 플랜트의 운전은 기술지침서에 따라 제어된다.
⑥ 사고 발생 원인이 정상시 운전되지 않는 2개 이상의 Redundant Train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련계통의 한 개 Train이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원자
로 트립이 요구되는 경우 단일고장을 가정한다. 단일 고장이 사고가 발생
한 계통의 다른 트레인에 발생한 경우, 안전 관련 계통이 아닌 계통을 포
함한 모든 가동 계통이 사고 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계통의
Availability의 평가시 사고 발생으로 원자로 또는 터빈 트립이 발생하는
경우 전원의 계속적인 공급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운전원 조치 가능성

에 대해서는 충분한 징후 여부, 계획된 조치 실행에 대한 시간적 여유, 기
기에 대한 접근여부 등이 평가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⑦ 2개 이상의 Redundant Train을 가지고 있는 안전 관련 계통의 한 개
Train의 허용 Outage 기간 중 그 기기의 나머지 Train에 대해 단일고장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SMART에 대한 단일고장 해석업무는 유체계통, I&C, PSA(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및 안전 해석의 통합된 SMART 설계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한다.
몇 개의 사고는 원자로 안전관련 기기의 단일고장, 공통 원인에 의한 고장 및 원
자로 안전 관련 기기의 다중 고장과 별도로 독립적 또는 저 확률로써 초기 사건 발
생에 종속하여 발생하는 동시사건을 수반할 수 있다.
대한 충분한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는 이러한 동시사건에

사고의 초기사건 발생과 동시에 발생할 동시

사건 또는 동시사건들의 조합의 확률이 10-2 보다 작은 경우 PC-2, PC-3 및 PC-4
에 해당하는 사고에 각각 PC-3, PC-4 및 PC-5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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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에서 고려하는 동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외부전원 상실
․제어봉 집합체 고착
․원자로 냉각재 계통 요드 농축도의 급격한 증가
․정규 플랜트 제어 계통의 고장
4.2.1.3 허용기준
4.2.1.3.1 일반적인 허용기준
SMART 플랜트는 정상운전 중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은 방사선량
을 유지해야 하며, 사고 후에는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허용 가능한 기
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에 미치는
방사학적 영향을 낮게 제한하고, 공공에게 미치는 방사학적 영향이 심각한 사건일
수록 낮은 발생빈도를 유지하도록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건, 즉 정상운전 조건으로부터 이탈한 예상운전과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핵연료의 손상을 적절히 방지해야 하며, 발생빈도가 극히 낮
은 사건은 어느 정도의 핵연료 손상이 허용되나 방사학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피
폭선량을 규정된 제한 값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플랜트의 안전성을 확인
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방사선량 허용기준을 보여준다.
․사건 발생 이후에 안전설비만을 사용하여 다음의 안전기능(Safety Func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반설계기준(일반설계기준 10, 15, 26, 27, 28, 31,
35, 등), ECCS의 성능기준(10 CFR 50.46 및 부록 K), TMI 관련요건(10 CFR
50.34 (f)) 등을 만족해야 한다.
- 과도 및 사고 이후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안전정지 조건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
- 과도 및 사고 이후에 노심으로부터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
- 방사능 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방사능 물질의 유출이 정상운전과 예
상운전과도시에는 규정 제한치 이하로, 설계기준사고시에는 허용 제한치 이
하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
․방사능 방호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빈도에 따른 규정된 선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SMART 원자로 설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상기 기존의 과도/사고에 대한 일반허용
기준을 활용한다.
4.2.1.3.2 SMART 허용기준
SMART 안전해석 허용기준은 기존 발전용 원자력 설비의 과도/사고에
대한 기본 안전원칙을 근거로 하여 플랜트의 발생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규제 법령 및 규제 관련 사항을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미국 연방법 10 CFR part 50 [15] 및 10 CFR part 100
․미국 핵규제 위원회의 규제 지침 (U.S. NRC Regulator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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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규제 위원회의 표준 심사안 (U.S. NRC Standard Review Plan)
․미국 ANSI/ANS(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merican Nuclear
Society)의 표준
․원자력법 관계 법령집
일반설계기준 및 규제 지침(Regulatory Guide) 1.70[4.2.1-3] 및 ANS 51.1에 의
한 사건빈도의 분류에 따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통빈도사건 (PC-2 Condition)
∙ 핵연료 성능
일반설계기준 10은 원자로 설계기준으로서 예상 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 운전
시에 원자로 노심과 관련냉각재계통, 제어계통 그리고 보호계통은 규정된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 SAFDL)를 초과하
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설계기준 20은 보호계통 설계기준으로서, 보호계통은 1) 예상 운전과도 조
건시에 규정된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을
포함한 적절한 계통의 운전을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 사고
조건시에 사고를 감지하고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운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설계기준 25는 반응도 제어고장에 대한 보호계통 요건으로서, 보호계통은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과 같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고장에 대해 규정된 허
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설계기준 26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다중성과 능력에 대한 설계기준으로서,
서로 다른 설계 원리에 근거한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가급적 제어봉 삽입수단을 포함한 제어봉을 사용해야 하며, 예상
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하에서 제어봉 고착과 같은 기능 상실에 대해 적
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규정된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
도 변화를 신뢰성있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계획된 정상의 출
력변화로 인한 반응도 변화율을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
뢰성있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개 중 하나를 이용하여 원자로를 미임계
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유효한 SAFDL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 온도 : 과도기간중 핵연료의 상당한 용융이 있어서는 안된다.
- 핵비등이탈비(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DNBR) : 핵연료 피
복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DNBR이 95/95 DNBR 제한치(예, 1.41) 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계산된 DNBR은 상관식 및 플랜트 운전 변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
여야 하며 핵연료의 휨 및 Hot Channel Factor 등과 기타 Hot Channel 관
련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냉각재계통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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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설계기준 15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기준으로서, 예상 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시에,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관련보조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원
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SME 코드의 Section III, Article NB 7311은 “압
력 과도 조건을 유발하는 어떠한 플랜트 과도의 경우에도 압력 경계내에 있는
어떠한 기기 요소의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압력
완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방사선 누출
허용하지 않음
위의 일반설계기준 10에서 제시한 규정된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와 일반설계기준
15에서 제시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에 대한 SRP 요구사항을 참조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
하여 계산된 최소 DNBR이 95/95 DNBR 제한치 (예, 1.41) 보다 높게 유
지되어야 한다.
2. 핵연료 중심온도는 용융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균일 피복재 변형은 1 %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값의 110 % 이하를 유지해
야 한다.
5. 해석에서는 보수적 가정 및 조건 등을 사용해야 한다.
희귀빈도사건 (PC-3 Condition)
∙핵연료 성능
PC-2에서 기술한 일반설계기준 10과 26을 적용한다.
- 핵비등이탈비: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상
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DNBR이 95/95 DNBR 제한치(예, 1.41) 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 허용 방사선 누출까지의 핵연료 손상 허용
∙냉각재계통 압력
PC-2에서 기술한 일반설계기준 15를 적용한다.
- 설계압력의 110% 이하 유지
∙방사선 누출
방사학적 영향을 평가하여 플랜트 제한구역과 저 인구밀도지역 경계에서의 선
량기준, 10 CFR Part 100을 만족해야 한다. 즉, 10 CFR 100 대비 소량.
위의 일반설계기준 10에서 제시한 규정된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와 일반설계기준
15에서 제시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 및 10 CFR 100에 대한 SRP 요
구사항을 참조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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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DNBR이 95/95 DNBR 제한
치 보다 높게 유지되면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
다.
2.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연성파괴뿐만 아니라 취성파괴
도 고려하여 허용설계제한치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3. 해석에서는 보수적 가정 및 조건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4. 어떠한 방사능 유출도 부지경계에서 계산된 선량이 10 CFR Part 100 지
침의

일부분(Small

Fraction),

즉

10%에

해당되는

배타면적경계

(Exclusion Area Boundary)에서 2시간 동안의 1인 전신 2.5 rem과 갑상
선 30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5. SGTR인 경우 사고전 Iodine Spike를 가정한 가상사고 그리고 노심 밖에
서 최고 반응도가의 제어봉 고착을 가정한 가상사고에 대해 계산된 선량
이 10 CFR Part 100.11의 지침, 즉 전신 25 rem과 갑상선 300 rem을 초
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계사고 (PC-4 및 PC-5 Condition)
∙핵연료 성능
일반설계기준 27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능력에 대한 설계기준으로서 사고 조건
시에

반응도 제어계통은 제어봉 고착에 대해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한 독물

질 첨가와 함께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노심 냉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응
도 변화를 신뢰성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설계기준 28은 반응도 제한치에 대한 설계기준으로서 가상 반응도사고의
영향이 1)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제한 국부 항복 이상으로 손상시키지 말
고, 2) 노심의 냉각 능력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노심, 노심 구조물 혹은 압력
용기 내부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은 잠재적인 반응도 증가
률과 량에 대한 적절한 제한치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 반응도사고에는 제어봉 인출, 제어봉 낙하, 증기관 파열, 원자로냉각재 온
도 및 압력의 변화, 그리고 저온의 냉각재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 냉각 가능한 노심 형태 유지
- 허용 방사선 누출까지의 핵연료 손상 허용
∙냉각재계통 압력
일반설계기준 31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파괴 예방에 대한 설계기준으로
서 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 사고조건에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응력이
작용할 때, 압력경계가 비취성 거동을 하고, 급격하게 전파되는 파괴 확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계시에는
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 사고 조건하에서 압력경계가 겪는 온도와 경계재질
의 조건, 재질의 성질, 재질 특성에 미치는 방사화의 영향, 정상 및 과도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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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잔류 응력, 균열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
일반설계기준 35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기준으로서 모든 냉각재 상실사고
시에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다음의 비율로 열을 전달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계속적이고 효율적인 노심냉각을 통해 핵연료와 피복
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사이의 반응이 무시할 수준의
량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계통의 안전기능은 단일고장 가정하에 소
내 전력계통 운전 (소외전력 이용불능 가정) 혹은 소외 전력계통 운전 (소내
전력 이용불능 가정)에 대해 기기와 설비의 적절한 다중성, 적절한 상호연결
그리고 격납 능력의 제공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선 누출
방사학적 영향을 평가하여 플랜트 제한구역과 저 인구밀도지역 경계에서의 선
량기준, 10 CFR Part 100을 만족해야 한다.
상기 사고 조건에 대한 설계기준, 일반설계기준 27, 28, 31 및 35과 10 CFR 100
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SRP 요구사항을 참조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DNBR이 95/95 DNBR 제한
치 보다 높게 유지되면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
다.
2.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관 파단과 같이 낮은 확률사건에 대해
설계값의 110% 이하, 그리고 양단파단과 같은 매우 낮은 확률사건에 대해
서는 설계값의 12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제어봉 집합체 이탈인 경우는
가정된 반응도 귀환에 의해 최대 원자로압력이 ASME Code, Service
Limit C를 초과하는 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3. 교류 전력상실과 격납용기 격리가 원자로냉각재펌프 손상을 야기하지 않
도록 펌프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해석에서는 보수적 가정 및 조건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5. 사고전 Iodine Spike를 가정한 MSLB 그리고 노심 밖에서 최고 반응도가
의 제어봉 고착을 가정한 MSLB에 대해, 계산된 선량이 10 CFR Part
100.11의 지침, 즉 전신 25 rem과 갑상선 300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
다.
6. 사고시 가정된 Iodine Spike와 전출력 운전에 대한 평형 Iodine 농도를
가지는 MSLB에 대해, 계산된 선량이 10 CFR Part 100.11 지침의 일부분
(Small Fraction), 즉 10%에 해당되는 전신 2.5 rem과 갑상선 30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어봉 집합체 이탈인 경우는 일부분 (Well
Within), 즉 25 %에 해당되는 전신 6 rem과 갑상선 75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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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치를 표 4.2.1.3-1 SMART의 안전 허용기준에 요
약하였으며, 표 4.2.1.3-2는 단일 고장 및 동시사건을 적용시 변화하는 플랜트 상태
를 요약하였다. 표 4.2.1.3-3은 플랜트 조건들에 대하여 표 4.2.1.3-1에서 기술한 안
전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값들은 안전해석과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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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1 원자력 발전소 사건 분류방법 비교
ANSI

USNRC
10 CFR

RG 1.48

RG 1.70

발생빈도(/ry)

ANSI/ANS-51.1

ANSI N18.2

정상
(Normal)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정상운전
정상
Plant Condition 1
Condition I
(Normal)
(Normal)
(PC-1)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보통빈도고장
예상운전과도
이상운전
Plant Condition 2
Condition II
(Incidents of
(Anticipated
(Upset)
(PC-2)
Moderate Freq.)
-1
Operational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ꠏꠏꠏ 10 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Occurrences)
희귀빈도고장
Plant Condition 3 Condition III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Infrequent
(PC-3)
Incidents)
-2
비상운전
ꠏꠏꠏ 10 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Emergency)
사고
(Accidents)

-3
제한빈도고장 ꠏꠏꠏ 10 ꠏꠏꠏ
(Limiting Faults)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고장운전
(Faulted)

ꠏꠏꠏ 10

-4

ꠏꠏꠏ 10

-5

ꠏꠏꠏ

Plant Condition 4
(PC 4)

Condition IV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lant Condition 5
(PC-5)

ꠏꠏꠏ

ꠏꠏꠏ 10-6 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고려안함

표 4.2.1.3-1 SMART의 안전 허용기준
플랜트 상태
PC-1 PC-2 PC-3 PC-4 PC-5

안전 허용 기준
․정상운전 및 사고시에 10 CFR 50 App. I 와 10
CFR
100
offsite
radiological
dose의
ANSI/ANS-51.1-1983 (R1988)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o

o

o

o

o

․정상운전 및 사고시 ANSI/ANS 51.1-1983 (R1988)
플랜트 설계법규 및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정상운전 및 사고시 핵연료 설계제한치가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플랜트 정상운전시 항상 정상적인 원자로 정지와 원
자로 냉각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고시 필요한 원자로 정지 및 원자로 냉각기능 과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시에도 항상 제어된 원자로 정지 및 원자로 냉
각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및 사고시 원자로 안전기기가 필요할 때
원자로 안전기능이 항상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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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표 4.2.1.3-2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 적용시 SMART 플랜트 상태의 변화

PC of IO

PC

PC

PC
-2

-2

CO > 10 /IO

PC
-2

-2

CO ≤10 /IO

CO > 10 /IO

CO ≤ 10 /IO

or SF

or SF

or SF

2

2

3

3

4

3

3

4

4

5

4

4

5

5

5

5

5

5

5

5

PC = Plant Condition
IO = Initiating Event
CO = COincident Occurrence
SF = Single Failure

표 4.2.1.3-3 SMART 안전해석 허용기준
플랜트 조건

PC-2

PC-3

PC-4

PC-5

변수

허용 값

연료상태

최소 DNBR 1.41 이상

계통압력

18.7 MPa 이하

허용 방사선 량

허용하지 않음

연료상태

최소 DNBR 1.41 이상

계통압력

18.7 MPa 이하

허용 방사선 량

전신 2.5rem 갑상선 30rem 이하

연료상태

냉각 가능한 형태 유지

계통압력

18.7 MPa 이하

허용 방사선 량

전신 6.2rem 갑상선 75rem 이하

연료상태

냉각 가능한 형태 유지

계통압력

20.4 MPa 이하

허용 방사선 량

전신 25rem 갑상선 300re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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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전산 코드 및 해석 방법론
4.2.2.1 열수력해석 전산 코드
4.2.2.1.1 TASS/SMR 전산코드
SMART 기본설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평가와 보호 및 제어계통 설정치
해석을 위한 계통분석 코드로 TASS/SMR 코드[4.1.2-1]가 사용된다. TASS/SMR
코드는 TASS 코드에 Drift-Flux 모델, 비응축개스 모델, SMART 열수력 특수 현
상 모델들을 도입하고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지배방정식을 통합하여 해를 구하는
계산 알고리듬으로 개선한 것이다.
Drift Flux 모델: TASS/SMR 코드에서는 열수력 모델을 Homogeneous 모델과
Drift-flux모델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Drift-flux모델의
지배방정식으로는 혼합체 질량, 액체 질량, 비응축 가스 질량, 혼합체 운동량, 혼합
체 에너지, 증기 엔탈피의 보존 방정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배방정식에는 액상과 기
상의 속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Drift-flux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비선형 실험
상관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므로 Implicit하게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
라 유동 건도(Flow Quality)를 정의하여 Drift-flux항을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소거시
키고 있다. 즉, Drift-Flux 항이 고려된 유동 건도를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을 나타냄
으로서 Drift-flux항을 Explicit하게 처리하는 대신에 미지수들의 계수로서 반영하고
있다.
비응축성 기체 모델: SMART의 계통 압력은 비응축성 기체로 채워진 가압기에 의
해 자기 제어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ASS/SMR에서는 각각의 계산 체적에
포함되어있는 비응축성 기체에 대한 보존방정식을 기존의 지배방정식과 함께 계산
하고 있다. 계산 체적내의 압력은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반복 해법에 의하여 구하
여진다.
가압기 냉각기 모델: 가압기 냉각기 모델은 가압기 주변 공동에 위치한 냉각기에
서 제거되는 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것으로서, 열교환기의 열 평형을
사용하여 냉각기의 열제거 성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델링한다.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SMART 증기발생기에 내장되어 있는 나선형 튜
브에서 열수력 현상은 직선 튜브에서 현상과 매우 상이하다. 나선형 튜브는 튜브의
축방향 주 유동 뿐만 아니라 튜브 원주방향의 이차유동으로 인하여 직선형 튜브와
비교시 압력손실 및 열전달이 증가한다. 기존 가압경수로의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사용되는 열전달 모델을 나선형 튜브에 적용하면 튜브를 통하여 일차측에서 이차측
으로의 열전달을 과소 예측하므로 나선형 튜브를 사용하는 증기발생기의 열전달 모
델을 사용한다.
4.2.2.1.2 MATRA 전산코드
MATRA 전산코드[4.2.2-1]는 가압경수로 및 신형원자로 노심에서의 정
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 노심 및 핵연료 집합체 내의 엔탈피 및 유동 분포를 3차원
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수로 해석 코드이다. MATRA는 유체의 물성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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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e을 코드 내에 이식하여 과냉 상태의 물성치를 직접 계산하도록 하였고, 유
동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계통 압력 혹은 국부 압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유체의
물성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한편 주어진 최소 핵

비등 이탈율에 대한 열출력, 봉의 반경 방향 첨두치(Rod Radial Peaking Factor,
Fr) 및 유량의 값을 찾아내는 MDNBR Iteration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교차류 방정
식에 대한 수치 해법으로 Successive Over Relaxation과 Gaussian Elimination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ATRA 코드는 SMART 노심 조건에 적용
가능한 SR-1 국부 조건 CHF 상관식을 사용한 DNBR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필요
시 AECL-IPPE 1995 CHF Table 방법론을 사용한 DNBR 계산 결과를 제공할 수
도 있다.
4.2.2.1.3 MASTER 전산코드
제어봉 이탈 사고시 노심 출력 변화는 MASTER 전산 프로그램[4.2.2-2]
으로 계산한다.

MASTER 프로그램은 시간 종속 3차원 노심 해석이 가능하며 모

든 핵연료봉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사고 해석을 위

하여 노심 핵특성 인자인 MTC, FTC, 제어봉가 등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사고 해석의 초기조건으로 정한 축방향 출력분포에 맞도록 초기 조건의 축
방향 출력 분포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MASTER 전산프로그램은 참고문

헌 [4.2.2.1-3]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다.
4.2.2.1.2 MARS/SMR 전산코드
MARS/SMR[4.2.2-3] 코드는 2 유체에 대하여 6-방정식을 이용하는 1 차
원 최적 열수력 코드로써 피동형 부품들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모델들이 개선된
RELAP5/MOD3.2를 바탕으로 하여 노심의 3 차원 해석 기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완 개선된 MARS 코드를 기초로 하여 SMART 고유 특성을 고려한 모
델을 개발 중인 코드이다. 일체형원자로인 SMART와 관련하여 추가된 모델들과 사
고 해석에 영향을 주는 주요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나선형 증기발생기: SMAR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증기발생기가 기존 상용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U-tube 전열관 대신에 나선형 전열관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
선형 전열관에서 열전달 상관식은 U-tube에서 사용하는 열전달 상관식과 상이하며
이에 대한 많은 관계식들이 나와 있다.

MARS/SMR에는 나선형 전열관을 모의하

기 위하여 난류영역의 단상(Single phase)인 경우 튜브영역은 Mori-Nakayama 관
계식을 사용하고, 쉘영역은 Zukaukas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임계열속은 건
도(Quality)가 0.8인 경우에 나타나고, 핵비등과 Post-CHF 영역 및 단상 층류와 자
연대류 영역에서는 MARS에 내장된 기존의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핵연료 봉 다발의 임계열속: 핵연료 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항목 중에 하나이다. 핵연료 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MART에서는 최소 DNBR이 1.41 이하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NBR을
계산하려면 임계열속의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MARS/SMR에는 A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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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up 표가 내장되어 있다. SMART 노심에 장전되는 KOFA 핵연료에 보다 유
효한 KRB-1 임계열속 상관식을 MARS/SMR 코드에 추가하였다. 이 상관식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수직 번들(Vertical Bundle)로 정의되어야 한다.
임계유량 (Critical Flow): SMART는 15 MPa의 초기압력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파단 사고가 일어나면 계통과 안전보호용기 사이의 큰 압력차에 의하여 파단면에서
임계유량이 흐르게 된다. 파단유량은 냉각재 재고량을 좌우하는 변수로 과도기에
큰 영향을 준다. 파단면에서 임계유속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Ransom and Trapp
에 의하여 개발된 1 차원 임계유동 모델을 사용한다. 임계유동 모델은 단상과 이상
(Two Phase)에 대하여 각각 모델링하는데 단상유동은 Chocking이 일어나는 면까
지의

과정을

단열과정으로

가정하는

Moody

모델과는

달리

베르누이

팽창

(Bernoulli Expansion)으로 가정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이상유동은 상간 가속항
(Phasic Acceleration Term)과 질량 전달율이 포함된 2-유체 모델의 특성분석
(Characteristic Analysis)을 사용한 해석적 임계조건을 이용하여 모델하였다.
4.2.2.2 비냉각재 상실사고 해석 방법
SMART는 노심의 보호 및 감시를 위해 디지털 계통인 SCOPS(SMART
Core Protection System)와 SCOMS(SMART Core Monitoring System)를 갖추도
록 설계되었다.

SCOPS와

SCOMS의 채용에 따라 SMART의 안전해석은 디지털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SMART의 안전해석을 위해 디
지털

해석 방법(DAM)을 설립하였다. DAM은 크게 SAR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과

SCOMS/SCOPS의 Database제공을 위한 방법으로 나뉘며, DAM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의 관련 분야간 연계 관계는 그림 4.2.2.2-1과 같다.
DA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심설계분야(CA), 유체계통분야(FS) 및 기기계측분
야(IC)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SCOPS/SCOMS 관련하여
DAM을 수행하여 안전해석이 노심설계분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들도 있다.

따

라서 DA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야간 해석 수행의 Iteration이 필요하며 이러한
Iteration의 필요성은 ROPM(Required OverPower Margin) 등 DAM 수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변수의 설정에 있어 더욱 유효하다.
그림 4.2.2.2-2는 DAM에서 정의하는 주요 Limits와 Margin의 상호 관계를 간략
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가장 외곽 경계를 안전 제한(Safety Limit; SL)으로 설정하

면, SL 경계에서의 DNBR 및 LPD는 허용기준치 값을 가지며, 이 경계가 DAM에
있어 제한경계를 제공한다. 가장 내부의 경계는 LCO(Limiting Condition of
Operation)로 정의하며 이 영역은 원자로의 정상운전 상태의 경계를 보여준다.
원자로의 정상운전은 LC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DAM 안전해석의 초기조건은

ROPM을 고려하여 LCO에서 선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ROPM의 적용치와 SL이 우
선 결정되어야 한다. SL의 결정은 노심 설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SMART에
적절한 ROPM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해석을 통한 반복적 계산을 수행하여야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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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에 대해서는 참조할 수 있는 신뢰있는 자
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적 계산은 필수적이다.

현재는 SL 및 ROPM의 설정치

를 잠정적으로 가정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법론도 이를 바탕으로 개발
하였다. 잠정적으로 결정한 SL중 하나인 최소 DNBR은 1.41이고 ROPM은 18%이
다. DAM 수행은 계통해석용으로 TASS/SMR, 노심 열수력 해석용으로 MATRA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SAR 작성을 위한 DAM의 경우, 주어진 사고에 대한 DAM 수행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ROPM 값을 설정
② Fr(Radial Peaking Factor)을 제외한 플랜트 상태변수를 LCO 내에서 선택
③ 노심 출력을 ROPM 만큼 증가
④ MATRA 전산코드를 실행하여 DNBR이 SL값에 도달하는 Fr의 값 선정
⑤ ②에서 설정한 플랜트 상태변수와 ④에서 찾은 Fr 값의 조합으로 l개의 플
랜트 초기조건 구성
⑥ ⑤의 초기조건을 바탕으로 TASS/SMR을 수행하여 계통의 열수력 변수 계
산
⑦ TASS/SMR에서 계산된 노심 입구 및 출구에서의 열수력 변수를 MATRA
부수로 코드에 “Forcing Function"으로 제공하여 노심 열수력 계산
⑧ MATRA 코드를 실행하여 최저 DNBR 계산
⑨ 주어진 사고에 대한 Minimum DNBR을 찾았다고 확신될 때까지 ②로 돌아
가 사고해석을 재 수행
⑩ Minimum DNBR을 포함한 제한값을 바탕으로 SAR 작성
이미 언급하였듯이 ROPM 값에 대한 설정은 반복적인 계산에 의해 찾아내거나
참조 플랜트가 있을 경우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

SMART의 경우 참

조 플랜트가 없으므로 적절한 ROPM값을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하여 선정하여야 하
나, 이를 위해서는 주요 사고 Spectrum에 대한 안전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확실한
Safety Limit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는 ROPM 값을 잠정적으로 18%로 선

정하였으며 이 값은 SL로부터 LCO까지 요구되는 Safety Margin을 출력으로 표현
한 것이다. Fr을 제외한 원자로의 주요 상태변수인 압력, 온도, 유량, 노심 출력,
Peaking Factor 등을

LCO 내에서 선정한다. 이때 변수의 선정은 보수적 관점에서

사고를 가장 악화시키는 값으로 선정한다. 2 단계에서 선정한 주요 플랜트 상태변
수와 3 단계에서 ROPM 만큼 증가한 노심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MATRA 전산코
드의 Fr 값 선정을 위한 계산을 수행한다. 이때 21개 채널 1/8 core를 모사하여 이
를 수행한다. 2 단계에서 선정한 주요 플랜트 상태변수와 4 단계에서 계산된 Fr 값
으로 TASS/SMR 수행을 위한 1 개의 입력 Set를 구성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TASS/SMR에서 계산한 노심 입-출구의 열수력 변수를 MATRA 코드의 Forcing
Function 형태로 입력하여 MATRA 코드를 수행하여 DNBR을 계산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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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Set는 주어진 사고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될 때까지 다
른 LCO 영역에 대해 재 생성하여야 한다.

SCOMS 및 SCOPS의 Database를 위한

사고해석은 이들 디지털계통이 요구하는 각종 불확실성 항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
해 수행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주요 사고해석 방법은 SCOMS 및 SCOPS의 설계

가 주어져야 결정될 수 있다.
4.2.2.3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 방법
LOCA 해석은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설계를 위해 수행하며 상용 원자로인 경
우 이에 대한 허용기준치는 미연방법 10CFR50.46에 명시되어 있고 해석 방법은
10CFR50 Appedix K에 명시되어 있다. 10CFR50.46은 LOCA 해석을 보수적인 방법
(Evaluation

Model;

EM)과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반하는

최적방법(Realistic

Evaluation Model; REM)의 사용을 모두 허용하여 해석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M의 경우, 10CFR50 App. K에 제시된 보수적 방법 및 모델을 따라 수
행하여야 하며 이때 따로 주요 안전기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반면, REM의 경우 최적코드 및 최적 계산 방법 등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치를 계산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계산된 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규명하여야 한다.

SMART

의 LOCA 해석 방법(SMART-EM)은 보수적 계산 방법인 EM을 따라 개발하였으
며 10CFR50 App. K에 명시된 방법 및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나 10CFR50 App. K
는 SMART와 같은 일체형원자로에서 발생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는 SMART-EM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SMART에서 LOCA
려하여야 할 주요 현상은 PIRT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동

조건이

성립되며

원자로에서는

2상

유동이

발생시 고

LOCA가 발생하면 2상 유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SMART-EM에는 2상 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MARS/SMR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MARS/SMR은 RELAP5 전산코드를 근간으로 일체형원자로인 SMART 형태에
알맞게 개선된 전산코드로 Separated 2 Fluid(Liquid & Vapour)에 대하여 6 개의
지배 방정식을 풀어 2상 유동을 모사한다.

SMART의 가압기에는 비응축 가스가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LOCA 사고시 중요한 현상인 임계유량을 모사하기 위해
MARS/SMR에 SMART 설계에 적합하도록 비응축개스 존재시 적용하는 임계유량
모델을 개발하여 삽입하였다.

또한, SMART는 나선형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있

어 이에 적합한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을 추가하였다.
개념 설계시 MARS/SMR 전산코드로 수행한 예비 LOCA 사고해석 결과에 따르
면 노심은 충분히 냉각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PCT(Peak Cladding Temperature)
및 핵연료 산화도는 허용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에 비추어 볼 때 상용 원자로 경우와 달리 10CFR50에서 요구하는 여러 모델들이
SMART LOCA 계산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NS71 Decay
모델의 삽입과 Fuel Swelling 및 Rupture 모델 확장 등 약간의 전산코드 개선으로
MARS/SMR을 근간으로 10CFR50 Appendix K Feature와 충분한 보수성을 가지는
LOCA 해석 방법론/코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0CFR50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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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의 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SMART-EM의 대응은 표 4.2.2.3-1과 같다.
냉각재 상실사고는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 코드인 MARS/SMR를 사용하여 최대
한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소형 냉각재상실
사고 후 원자로 계통의 압력이 충분히 떨어져 임계유량이 형성되지 않을 때의 파단
유량

거동은

안전보호용기의

압력

및

온도에

따라

좌우된다.

현재

개발된

MARS/SMR 코드로는 안전보호용기 및 격납건물의 과도상태 거동을 적절히 모사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은 우선 MARS/SMR 코드로 원자로 계통의 열수력 과도
상태 거동을 예비 계산한다. 이때 안전보호용기의 온도 및 압력을 전 사고 기간 동
안 초기 상태로 일정하게 두어 방출량을 최대화한다. 여기서 얻어진 질량 및 에너
지 방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보호용기 및 격납건물의 열침원 모델이 내장된
CONTEMPT4/MOD5/PCCS 코드로 안전보호용기에서의 거동을 상세히 계산한다.
사고 후 장기냉각(Post-LOCA Long Term Cooling) 해석은 운전원 조치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 방법론은 향후 개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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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3-1 SMART-EM 와 10CFR50 Appendix K EM Feature의 비교 (1/5)
SMART
EM

만족
여부

1. Power Level (1.02 × Licensed Power)

고려

만족

2. Maximum Peaking (Tech. Spec. Limit)

고려

만족

3. Range of Power Dist. Shape

고려

만족

4. Break Spectrum + Single Failure

고려

만족

5. Initial Stored Energy
Burn-up to yield highest clad temperature
- UO2 thermal conductivity as function of burnup
- UO2 thermal conductance as function of burnup

고려

만족

6. Fission Heat
Reactivity and Reactor kinetics
Min. shutdown reactivities of Temp. and voids
Rod trips and insertion

고려

만족

7. Actinides Decay
incl. Neptunium, plutonium and Uranium isotopes
select to cause highest fuel temperature

고려

만족

8. Fission Product Decay
1.2 × ANS71
Infinite Operating time

1.2 × ANS
73 (79)
고려

코드개
선
필요

9. Metal-Water Reaction
Baker-Just equation
not to be steam-limited
incl. Inside of clad for rupture clad

Not
Applicable

N/A

10. Reactor Internals Heat Transfer
Consider heat transfer from pipes, vessel walls, and
non-fuel internal hardware

고려

만족

11. PWR Primary-to-Secondary Heat Transfer
Consider heat transfer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ystems through SG

고려

만족

10CFR50 Appedix K EM requirements
A. Source of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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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3-1 SMART-EM 와 10CFR50 Appendix K EM Feature의 비교 (2/5)
10CFR50 Appedix K EM requirements

SMART
EM

만족
여부

B. Swelling and Rupture of the Cladding and Fuel Rod
Thermal Parameters
Include provision for prediction of clad swelling and
rupture
․Consider axial Temp. distribution
․Consider P diff.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clad
․Do not under-estimate degree of swelling and incidence
of rupture
․Take into consideration in calculation of gapconductance, cladding oxidation and embrittlement,
hydrogen generation

부분적
고려

코드
개선
필요

고려
(SBLOCA)

만족

고려

코드
개선
필요

Not
Applicable

N/A

d. Nodding Near the break and the ECCS Injection Points
․choose reliable nodding

고려

만족

2. Frictional Pressure Drops
․use realistic variation with Re and 2-phase multiplier
․Acceptable Models for 2-phase multiplier
․Modified Baroczy
․Thom correlation and Martinelli-Nelson

고려

만족

C. Blowdown Phenomena
1. Break Characteristic and Flow
a. Spectrum of possible pipe breaks shall be considered
․include double-ended break up to largest pipe in primary
system
․also consider longitudinal split
b. Discharge Model
․use Moody model for 2 phase discharge
․Find Cd giving maximum clad temperature
c. End of blowdown
․subtract ECC injection into vessel during bypass period
․define 'end of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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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3-1 SMART-EM 와 10CFR50 Appendix K EM Feature의 비교 (3/5)
SMART
EM

만족
여부

고려

만족

a. Correlation developed from experimental data

고려

만족

b. Acceptable Steady-state CHF correlations
(1) W3 correlation
(2) B&W-2
(3) Hench-Levy
(4) Macbeth
(5) Barnett
(6) Hughes

고려

만족

c. Transient CHF correlations from experiment

고려

만족

10CFR50 Appedix K EM requirements
3. Momentum Equation
- Consider following in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
(1) temporal change of momentum
(2) momentum convection
(3) area change momentum
(4) momentum change due to compressibility
(5) wall friction
(6) pressure due to area change
(7) gravitational acceleration
4. Critical Heat Flux

d. Acceptable Transient CHF correlations
(1) GE Transient CHF
e. No return to nucleate boiling during blowdow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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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pplicable

N/A

표 4.2.2.3-1 SMART-EM 와 10CFR50 Appendix K EM Feature의 비교 (4/5)
SMART
EM

만족
여부

a. Demonstrate consertvatism in correlation with experimental
data using statistical correlation

고려

만족

b. Acceptable Correlations
․Groeneveld Correlation (film boiling)
․Westinghouse Correlation (transition)
․McDough, Milich and King (between nucleate and film
boiling)

고려

만족

c. Dougall-Rohsenow (film boiling)

고려

만족

6. Pump Modelling
․Derive from dynamic model and include
․Momentum transfer between fluid and rotating
member
․Variable pump speed as a function of time
․Justify pump model resistance
․Verify 2-phase pump model by applicable performance
data

고려

만족

7. Core Flow Distribution During Blowdown

고려

만족

a. Calculate flow rate through 'hot region of core'
․Hot region less than one fuel assembly
․Consider cross flow and flow blockage
․Smooth the calculated flow (period < 0.1 sec)

고려

코드
개선
필요

b. Hot channel heatup analysis
․Use enthalpy from blowdown for hot-channel heat-up

고려

코드
개선
필요

10CFR50 Appedix K EM requirements
5. Post CHF Hea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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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3-1 SMART-EM 와 10CFR50 Appendix K EM Feature의 비교 (5/5)
10CFR50 Appedix K EM requirements
D. Post-Blowdown Phenomena : Heat Removal by the
ECCS
1. Single Failure Criterion
․Assume most damaging single failure of ECCS
equipment
2. Containment Pressure
․Not exceed conservatively calculated pressure
․Include effects of operation of all installed pressure
reducing system and processes
3. Calculation of Reflood Rate
․Refilling and the time/rate of reflood
․Calculate using acceptable model
․Consider T/H characteristics of core and reactor
․Conservatively assume locked or free rotating impeller
․Use ratio ('total fluid flow at core exit plane' / 'total
fluid at core inlet plane') to determine core exit flow
using expt. Data
․Consider effect of compressed gas in the accumulator
4. Steam Interaction with ECC water
․Consider interaction between steam and ECC in
reflooding rate calculation
․During refill and reflood, assume
․Steam flow in unbroken reactor coolant pipes to be
zero during the time accumulators are discharging
water into those pipes
․Or use experimental data for realistic calculation
5. Refill and Reflood Heat Transfer
a. Reflood rate >= 1 inch/sec
․Reflood HTC based on exp. data : FLECHT
․Conservative relative to FLECHT
b. Reflood rate < 1 inch/sec
․Steam cooling only
․Consider flow blockage
6.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BWR)
7. BWR channel box under spray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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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M

만족
여부

고려

만족

고려
(contempt)

만족

Not
Applicable

N/A

Not
Applicable

N/A

Not
Applicable

N/A

Not
Applicable

N/A

Not
Applicable

N/A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A
N/A

CA

SAR 㣅㉥

- 㻐⥙⺸䔠
- Neutronic constants
- Kinetics Basedeck
- Limit DNBR
- MATRA-D Basedeck
- Fuel Code Basedeck
- Gap Conductance

CA

FS

- SCOPS Constants
. Trip Setpoints
. Addressable
constants
. Power Offset

DAM

- Plant Description
- TASS Basedeck 㣅㉥
㜄 䙸㟈䚐 㣄⨀

- SCOMS constants
. ROPM, RUFF
. Max. LHR limits
. ASI LCO Range

IC

CA

- RPS & ESFAS
Response Time
- Measurement delay
time

- SCOPS-Fortran
model & Basedeck
- Partial POL
derivatives

- ROPM for SCOMS
out of service
- Tech. Spec

그림 4.2.2.2-1 DAM을 수행하기 위한 분야간 연계도

LCO
SL

RO
PM

LSSS

Analysis Trip Setpoint
Actual Trip Setpoint

LCO : 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LSSS : 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ROPM : Required Over-Power Margin
SL : Safety Limit
- DNBR, LPD(Linear Power Density)

그림 4.2.2.2-2 주요 Limits와 Margin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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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안전 해석
4.2.3.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4.2.3.1.1 급수 온도 감소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급수 온도 감소는 이차계통에 의해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건으로 원자
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한다. 급수
온도 감소 사건은 급수 가열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며, 급수 가열기의 한 트레인
이 상실되면 가열기 기능이 상실되면서 급수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급수계통
의 가열기 고장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로 공급되는 급수 엔탈피는 유체온도
393 K에 해당하는 507.52 kJ/kg으로 가정하였으며, 소외전원 상실을 기본 가정으로
사용하였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급수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
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
도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증
가하고,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저압
력 또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
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
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 및 핵연료의 건전성
이 보장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급수 온도 감소 사건은 증기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자로 정지 후의 노심 출력과 유량의 영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율이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
통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4.2.3.1.3의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관련된 과도상태보다 덜 심각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과도상태 핵비등이탈률을 일으
킨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4.2.3.1.3의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유사하고 그 사건
영역 내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 분석된 열제거 증가 사건은 일차계통의 과도한 냉각으로 인하여 계통
의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이 고려된 본 사건의 일차계통
압력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 결론
급수 온도 감소 사건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 이탈률은 1.41 이상
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며, 일차계통과 이차계
통의 압력은 18.7 MPa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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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2.3.1.2 급수 유량 증가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급수 유량 증가는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건으로 원
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한다. 급
수 유량 증가 사건은 기기의 고장이나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급수 제어밸브가 더
개방되거나 급수펌프의 속도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때 고장으로 인하여 증가
할 수 있는 최대 유량은 주급수계통 정격 유량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였으며, 소외전원 상실을 기본 가정으로 사용하였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급수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
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증가하고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저
압력 또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허
용핵연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
지 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
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
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급수유량 증가 사건은 증기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자로 정지 후의 노심 출력과 유량의 영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율이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
통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4.2.3.1.3의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관련된 과도상태보다 덜 심각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과도상태 핵비등이탈률을 일으
킨다. 본 사건의 과도상태는 4.2.3.1.3의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유사하고 그 사건
영역 내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 분석된 열제거 증가사건은 일차계통의 과도한 냉각으로 인하여 계통
의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이 고려된 본 사건의 일차계통
압력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 결론
급수유량 증가 사건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 이탈률은 1.41 이상
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며, 일차 계통과 이차
계통의 압력은 18.7 MPa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
된다.
4.2.3.1.3 주증기 유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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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증기 유량 증가는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건으로 원
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조건 PC-2에 해
당하는 사건이다.

증기 유량 증가 사건은 운전원의 실수나 터빈 발전기 부하 제한

의 오동작, 터빈 우회회로의 오동작 등에 의하여 증기 유량이 과다 방출되므로써
발생한다.
증기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감소
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증가하고 원
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저압력 또는 노
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허용핵연료설계
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하여 탐지된다. 증기 유량이 증가하여
노심 고출력 또는 최저 핵비등이탈율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원
자로가 정지되거나, 원자로와 터빈사이의 큰 출력 불일치 또는 과도한 증기 방출로
인한 소음을 통해 운전원이 플랜트 비정상상태를 감지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
시킨다. 운전원이 과도 초기에 개입할 경우는 충분한 지연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
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본 사건의 주 관심은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위반하는지,
또는 핵연료의 피복재 손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핵비등이탈률을 감소시
키는 인자들로는 다음과 같은 인자들이 있다.
-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출력분포 효과를 고려한 노심 열속 증가
-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압력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온도 증가
과도상태시 최소 핵비등이탈률을 일으키는 단일고장은 원자로 정지 전에는 가능
한 한 가장 낮은 핵비등이탈률을 가지고,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후에는 핵비등이탈
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변수를 채택한다. 단일고장 평가 결과에 의하면 가장 제
한적인 단일고장은 주급수 제어계통의 오작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도
주급수/주증기 격리밸브가 닫힐 때 까지는 주급수를 계속 공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정지 제어봉군이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
는 것과 터빈 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것을 동시사건으로 가정하였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이차계통에 의한 증기 유량의 증가는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를 증
가시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냉각을 일으킨다. 이때 냉각재온도계수 및 핵연료온
도계수의 작용으로 노심 출력은 초기 정격출력의 98%로부터 증가하여 115%에 도

- 705 -

달하게 된다. 급수제어계통은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가
작동할 때까지 계속 급수 유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사건의 경우 증기
유량 증가로 인해 최소 핵비등이탈률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원자로 정지
가 발생하지 않고 출력 불일치에 의하여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경우보다
증기유량이 117% 증가하여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소외전원상실의 가정으로 인해 원자로 정지
와 동시에 주냉각재펌프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이다.
증기우회계통이 동시에 상실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원자로 정지 후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작동으로 이차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 이하에서 안정화되고, 일차계통의
온도와 압력은 서서히 감소하였다.
초기에 원자로와 터빈사이의 큰 압력 불일치, 원자로 정지 후 모든 섹션의 증기
발생기 압력의 동일한 과도기 변화, 증기발생기 압력경보, 증기의 과다한 방출로 인
한 소음 등의 다양한 현상들에 의하여 운전원은 사건을 판단하여 증기 유량이 증가
하게 된 원인을 제거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원자로 냉각이 이루어지다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잔열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자연순
환 구동력이 감소하게 되면 운전원은 수동으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을 중지시
키고 보수냉각펌프를 이용한 능동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하여 노심의 잔열을 지속적으
로 제거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터빈 우회계통의 오동작을 수반한 증기유량 증가와 주급수제어계통
의 오동작을 고려한 증기 유량 증가 사건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모델하며 노심 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
화 등을 계산한다.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4.2.3.1-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
다. 초기조건들은 증기 유량 증가에 의해서 야기되는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선택되었다. 증기 유량이 110% 이상 증가한다면 원자로는 노심 고출
력 설정치에 의하여 정지되고, 증기 유량이 105% 이상에서는 최소 핵비등이탈률 설
정치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며, 105% 미만에서는 원자로 정지 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원자로와 터빈사이의 출력 불일치에 의하여 원전원이 수동으로 원자
로를 정지시킴으로써 핵연료의 열적 여유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초기조건이 다를 경우 과도상태는 서로 상이한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정지
된다. 본 사건해석에서는 방출 가능한 최대 증기 유량을 정격 유량의 117%로 가정
한 경우인 방출 증기 유량 117 %의 초기조건이 제한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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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주급수제어계통의 오동작을 수반한 증기 유량 과다 방출 사건시 일
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은 그림 4.2.3.1-1부터 4.2.3.1-6에 나타
내었으며, 표 4.2.3.1-2에는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였다.
증기 유량 증가는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를 증가시켜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하여 노심 출력은 98%로부터 증가하여 약 10.86초
에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설정치에 도달한다.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
생하면 11.285초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격리밸브가 열리고, 21.285초에 주증기관 및
주급수관 격리밸브가 닫히면서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원자로
의 잔열을 제거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소외전원 상실 가정에 의하여
주냉각재펌프의 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약 10초 후에 일차계통은 최소 유량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차계통의 유량 감소와 원자로 정지로 인한 출력 감소
의 조합에 의하여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 발생 14.21초에 발생하였다.
이차계통 압력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과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피동잔열
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 유량이 안정화되면 약 6 MPa에 안정화되면서 일차계통
의 온도와 압력도 안정화된다.
∙ 결론
증기 유량 증가 및 주급수제어계통 오동작이 결합된 사건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 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방지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본 사건동안 일차계통의 압력은 17.51 MPa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압기 안전밸브는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차계통과 이차계통
의 압력은 18.7 MPa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4.2.3.1.4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
가하는 사고로 PC-5에 해당한다. 증기관 파단사고는 격납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증기계통의 배관이 파단되는 사고로 정의되며, 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에는 핵연료
피복재의 성능저하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와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경우의 파단사고를 선택해야 하지만 본 보고서에는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서
만 분석한다.
가상의 증기관 파단은 안전보호용기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모든 증기관의 파단을
고려해야 하며(격납용기 내부 및 외부의 배관 파단으로 구분), 파단의 크기는 배관
의 양단 파단에서 작은 크랙(Crack)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상의 증기관이 파단되면
증기관 격리밸브 차단신호가 발생하는데,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는 파단
위치에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로 증기가 파단면을 통하여 방출된다. 그러나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힌 후에는 파단 위치에 따라 과도기 진행이 상이하다. 격리밸브 하단
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격리밸브가 닫히게 되면 파단면을 통한 증기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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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료되지만, 격리밸브 상단에서 발생할 경우는 격리밸브가 닫힌 후에도 파단이
발생한 증기관의 압력과 격납용기 압력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하여 증기의
방출이 일어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은 증기 유량의 증가로 인하여 증
기발생기를 통하여 과도하게 에너지를 제거하여 계통이 냉각되는 사고이다. 파단면
으로의 증기 방출로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
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증가하고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저
압력, 주증기관 저압력 또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
나, 과도상태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한 저
핵비등이탈률에 의하여 탐지된다.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한 증기관 파단사고의 경우
는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증기관 파단으로 증기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증기관 저압력 설정치에 의하여 자
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는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
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가압기의 압력이 비상냉
각탱크의 압력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냉각탱크의 냉각수가 원자로
에 주입되어 일차계통 냉각수의 온도를 감소시킨다.
운전원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된 후 적절한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하여 피동
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잔열 제거를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 해석에서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잔열이 제거되는 사고 발생 후 짧은 기
간 동안의 과도기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며, 능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하는 장기 냉
각에 대해서는 추후 SMART의 비상운전절차서가 마련된 이후에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 배관 파단에 의한 증기 유량 증가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
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모델하며 노심 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다. 사고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4.2.3.1-3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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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조건들은 배관 파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선택되었으며, 파단은 격납건물 내부에서 관 지름 250 mm의 증기관에서
양단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격납건물 외부의 큰 증기관에서 파열이 발
생하면 원자로 정지신호가 빨리 발생하여 핵비등이탈률관점에서는 덜 보수적이다.
또한 양단 파열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격납건물로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량을 최대
로 할 뿐 아니라,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 노심 출력을 최대로 한다. 파단 사고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급속히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급수 펌프의 출
구

저항이

없어짐에

따라

고속으로

운전(Run-out

Flow)되는데,

SMART의

Run-out Flow 조건은 정격유량의 150%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증기관
저압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 후 급수 유량은 10%/sec 비율로 감소하고, 원자로
정지신호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되며 주냉각재펌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관
성 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핵비등이탈율 계산시에는 노심 입구에서의 온도
및 유량에 대한 비대칭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 결과
전 출력 운전중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격
납용기 내부에서 증기관 파단사고 발생 후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
력 거동은 그림 4.2.3.1-7부터 4.2.3.1-12에 나타내었으며, 표 4.2.3.1-4에는 과도상태
에 대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였다.
증기관 파단사고가 발생한 후 3초에 증기관 저압력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와 동시에 주냉각재펌프는 관성 서행을 시작하며,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도 닫히기 시작하여 14.125초에 완전히 잠긴다. 이와 같이 일차
계통의 유량 감소와 원자로 정지로 인한 출력 감소의 조합에 의하여 최소 핵비등이
탈률은 8.30초에 발생하였다. 이때 최소 핵비등이탈율은 1.51로 계산되었다.
이차계통 압력은 파단이 발생한 섹션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건전한 섹
션에서는 사고 초기에 감소하다가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
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에 의한 자연대류 유량이 안정화되면 약 4 MPa에
안정화되면서 일차계통의 온도와 압력도 안정화되었다. 시간이 경과하여 피동잔열
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의 구동력이 감소하면 운전원은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운전을 전환하여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한다.
∙ 결론
단일고장과 동시사건을 고려한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관 파단 사고시
소외전원 상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노심 출력은 원자로 정지 후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원자로 정지 후 재임계 도달로 인한 핵연료의 손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고 기간 동안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 MPa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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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예측된다.
추후 증기관 파단에 의한 온도 및 유량 비대칭 효과가 DNBR에 미치는 영향 분
석과 대기로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4.2.3.1.5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 배관 파단
∙ 사고의 개요 및 원인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
가하는 사고로 PC-5에 해당한다. 이 사고는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있는 주증기계통
의 배관이 파단되는 사고로 정의되며, 핵연료 피복재의 성능저하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와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경우의 파단사고에 대하여 분석
한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위치하는 모든 증기관에서 가상의 증기관 파단을 고려해야
하며, 파단 크기는 배관의 양단 파단에서 작은 크랙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상의 증
기관이 파단되면 증기관 격리밸브 차단신호가 발생하여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는 증기가 파단면을 통하여 방출되다가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힌 후에는 파단
증기관의 압력과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하여 증기의 방
출이 일어나면서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일차계통의 냉각이 이루어진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은 증기 유량의 증가로 인하
여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과도하게 일차계통의 에너지를 제거하여 냉각되는 사고이
다. 파단면으로의 증기 방출로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게 된
다.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
심 출력이 증가하고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
압기 저압력, 주증기관 저압력 또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
지되거나, 과도상태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
한 저 핵비등이탈률에 의하여 탐지된다.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한 증기관 파단사고
는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증기관 파단으로 증기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증기관 저압력 설정치에 의하여 자
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는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
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운전원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된 후 적절한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하여 피동
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잔열 제거를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영향분석 및 결과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는 격납건물 내부의 증
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 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자로 정지 후의 노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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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유량의 영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율이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
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언급된 계통 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4.2.3.1.4의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과 관련된 사고 보
다 덜 심각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과도상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본 사고의 과도상
태는 4.2.3.1.4의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와 유사하고 그 사고 영
역 내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 분석된 열제거 증가사고는 일차계통의 과도한 냉각으로 인하여 계통
의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이 고려된 본 사고의 일차계통
압력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 결론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 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예
측되어 원자로 노심은 충분한 냉각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
의 압력은 18.7 MPa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4.2.3.1.6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피동잔열제거계통 오작동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
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
당한다. 이 사건은 운전원의 실수나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설치된 격리밸브들이 오작
동 신호에 의하여 개방됨으로써 발생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오작동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급수관과 피동잔열
제거계통의 압력에 따라서 이차계통에서의 유동이 달라지게 되어, 일차계통의 주요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급수관의 압력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압력보다 높은 경
우에는 급수관으로부터 피동잔열제거계통 밸브를 통하여 보상탱크로 급수 유량의
일부가 유입된다. 이로 인해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가 개방된 급수관을 통하여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급수 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급수 유량의 감소는 이
차계통에서의 열제거 성능의 감소를 일으켜 노심 입구의 냉각재 온도를 증가시키
며,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으로 인하여 과도 초기에 노심 출력
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급수관의 압력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압력보다 낮
은 경우에는 언급된 현상과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이 지난 이후 격리
밸브 오작동이 이루어진 급수관과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의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면
서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의 냉각수 유입이 없어지게 되고, 급수관을 통하여 증기발
생기로 유입되는 급수 유량은 초기조건과 비슷하게 된다. 급수 유량이 안정화된 이
후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 또한 초기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하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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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사용된 초기조건들은 증기관 파단사고의 해석에서 사용된 초기
조건인 표 4.2.3.1-3과 동일한데, 이 초기조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오작동 사건시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 및 계통의 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건이다. 본 사
건의 경우는 사건이 시작되면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 또 다른 노심 출력에서 안정된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초기조건이 과도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단일고
장이나 동시사건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건 해석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오
작동을 운전원이 사건 발생 10분 후에 감지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본 사건은 증기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자로 정지 후
의 노심 출력과 유량의 영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율이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통운전과 그 결과로 초
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4.2.3.1.3의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관련된 과도상태 보다
덜 심각한 과도상태의 핵비등이탈률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과도상태는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 영역 내에 포함된다.
∙ 결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오작동 사건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이탈률
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 MPa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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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1-1 전 출력 운전시 증기 유량 증가 사건 초기조건
계통 변수

계산값

노심 열 출력, %

98%

증기발생기 통과 유량, kg/s

1596.5

노심 통과 유량, kg/s

1539.6

가압기 End Cavity 압력, MPa

15.2

가압기 End Cavity 유체 온도, K

365.1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구 온도, K

587.5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온도, K

550.4

급수 유량, kg/s

149.6

이차계통 급수 온도, K

453.2
3.4

이차계통 증기헤드 압력, MPa
이차계통 증기 온도, K

552.6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10.0

최대 반경방향 첨두계수

1.71

표 4.2.3.1-2 전 출력 운전시 증기 유량 증가 사건 경위
시 간 (초)
0.0
10.86
11.285

11.785
14.21
21.285
100.0

사 건
증기 유량 증가사건 발생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도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MCP 관성 서행 시작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최소 핵비등이탈률 도달
주급수격리밸브 폐쇄
주증기격리밸브 폐쇄
계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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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 또는 수치
>115%

1.445

표 4.2.3.1-3 전 출력 운전시 증기 배관 파단 사고 초기조건
계통 변수

계산값

노심 열 출력, %

102 %

증기발생기 통과 유량, kg/s

1596.6

노심 통과 유량, kg/s

1535.8

가압기 End Cavity 압력, MPa

15.25

가압기 End Cavity 유체 온도, K

363.6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구 온도, K

588.3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온도, K

549.7

급수 유량, kg/s

155.7

이차계통 급수 온도, K

453.2

이차계통 증기헤드 압력, MPa

3.4

이차계통 증기 온도, K

552.8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10.0

최대 반경방향 첨두계수

1.64

표 4.2.3.1-4 전 출력 운전시 증기 배관 파단 사고 경위
시 간 (초)

사 건

0.0

증기관 파단 발생

3.0

증기관 저압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도달

4.125

설정치 또는 수치

> 2 MPa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MCP 관성 서행 시작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주급수격리밸브 폐쇄 시작
주증기격리밸브 폐쇄 시작

4.625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8.30

최소 핵비등이탈률 도달

14.125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완전 개방
주급수격리밸브 완전 폐쇄
주증기격리밸브 완전 폐쇄

50.0

계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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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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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1 노심 출력 (증기유량증가)
18

PZR Pressure, MPa

16

14

12

10
0

20

40

60

80

Time, seconds

그림 4.2.3.1-2 가압기 압력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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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3 일차계통 유체 온도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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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4 각종 반응도 변화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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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5 최소 핵비등 이탈률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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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6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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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7 노심 출력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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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8 가압기 압력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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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9 일차계통 유량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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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10 일차계통 유체 온도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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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11 이차계통 압력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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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12 최소 핵비등이탈률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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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2.3.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4.2.3.2.1 외부부하 상실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외부부하 상실 사건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외부부하 상실 사건은 전기 배전 급전망(Electrical Distribution Grid)으

로부터 터빈 발전기가 분리됨으로써 발생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외부부하 상실이 발생하면 터빈 조절밸브가 닫히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로부터 터빈으로의 증기 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증기 유량 감소가 외부부하 상실

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주증기 유량과 주급수 유량이 순간적으로 차
단되지 않는다.

외부부하 상실 사건시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

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가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

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
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

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외부부하 상실사건의 결과는 4.2.3.2.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
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외부부하 상실사

건은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유량이 점차 감소한다고 가정하지만,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은 터빈정지와 함께 급수유량이 순간적으로 완전 상실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외부부하 상실사건에 비하여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시 이차측의 열제거
능력이 더 감소하게 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더욱 높다.

핵연료 건전성의

관점에서, 외부부하 상실사건시에는 원자로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다.

외부부하 상실시

소외전원상실을 가정하게 되면 4.2.3.3.2에서 논의된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
건과 동일한 사건이 된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결과는 터

빈정지시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외부부하 상실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외부

부하 상실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
압 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한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외부부하

상실사건은 복수기 진공상실사건의 각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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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부하 상실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

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4.2.3.2.2 터빈 정지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터빈 정지는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터빈 정지 사건은 터빈 정지신호를 유발할 수 있는 터빈 발전기 제어계통(Turbine
Generator Control System)의 잘못된 터빈 정지신호에 의하여 발생한다. 터빈 정지
신호는 터빈정지밸브를 차단시킨다.

본 사건은 증기량 감소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

외하면 4.2.3.2.1의 외부부하 상실사건시 나타나는 계통의 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
인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터빈이 정지되면 터빈정지밸브가 차단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로부터
터빈으로의 증기 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터빈 정지시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

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
가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

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

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
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터빈 정지사건의 결과는 4.2.3.2.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의 결
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터빈 정지사건은 원자

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유량이 점차 감소한다고 가정하지만,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
은 터빈정지와 함께 급수유량이 순간적으로 완전 상실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터빈 정지사건에 비하여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시 이차측의 열제거 능력이 더 감소
하게 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더욱 높다.

핵연료 건전성의 관점에서, 터빈

정지 사건시에는 원자로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다.
초기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다.

따라서,

터빈 정지시 소외전원상실을 가정하

게 되면 4.2.3.3.2에서 논의된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된
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결과는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터빈 정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터빈 정지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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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터빈 정지사건은 복수기 진공상실사건의 각 경우보다 더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 결론
터빈 정지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4.2.3.2.3 복수기 진공 상실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복수기 진공 상실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하는 사
건이다.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은 복수기 냉각에 공급되는 냉각수계통의 고장, 비응

축성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복수기 진공계통의 고장 또는 터빈 글랜드(Gland)를 통
하여 공기의 과도한 누설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터빈은 복수기 진공 상실

의 원인이 발생함과 동시에 터빈이 정지되고 터빈정지밸브가 닫힌다고 가정한다
(터빈정지밸브의 작동시간이 증기관 및 급수관의 격리밸브 작동시간 보다 더 짧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수기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주급수 펌프가 정지하도록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주급수 유량이 순간적으
로 상실된다고 가정하였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복수기 진공 상실로 인하여 터빈 정지밸브가 폐쇄되면 정상 출력 운전
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 온도가 증
가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

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 또는 증기관 고압력 정지 설정치
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
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본 사건의 주 관심은 일차계통 첨두압력의 설계 제한치 초과 여부이며 일차계통
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출력분포 효과를 고려한 노심 열속 증가
-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온도 증가
-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단일고장은 과도상태시 일차계통의 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변수를 채택한다.

평

가결과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은 가압기 안전밸브(Pressurizer Safety Valve;
PSV) 3개중 하나의 고착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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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제어봉군이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 상실을 동시사건으로 가정
하였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복수기 진공상실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

용하여 플랜트를 모델하며 노심 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
산한다.

그리고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

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4.2.3.2-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
다.

초기조건들은 복수기 진공 상실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차계통의 첨두압력이 최

대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증기발생기 증기 고압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가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보다 먼저 발생하게 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
은 감소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증기발생기 압력 계측기가 고장인 것
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주냉각재펌프가 정지될 경우 일차계통의

압력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시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 결과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을 그림 4.2.3.2-1 부
터 4.2.3.2-6에 나타내었으며, 표 4.2.3.2-2에는 과도 상태시 주요 사건의 발생시간을
요약하였다.
복수기 진공이 상실되고 증기발생기에 의한 열제거가 감소되면서 일차계통의 온
도와 압력이 증가하고, 8.4초에 가압기 압력이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
게 된다.

0.975초의 신호지연시간 후인 9.375초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피

동잔열제거계통의 격리밸브와 주급수관/주증기관의 격리밸브가 10초의 Stroking
Time을 가지면서 개방 및 폐쇄를 시작한다.

증기발생기 압력은 사고 발생 후 9.6

초만에 최대 압력 10.19 MPa에 도달하고,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은 14.2 초에 최
대 압력 18.24 MPa에 도달하였다.

가압기 안전밸브는 가압기 압력이 17.51 MPa

이상이 되는 시점인 10.6초에 개방되었다가, 가압기 압력이 13.86 MPa 이하로 떨어
지는 시점인 23.9 초에 닫혔다.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발생 이후 일차계통 압력

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한치인 1.41 이상으로 유지된다.
∙ 결론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의 과도상태 기간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
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그
리고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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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4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증기관 격리밸브(Main Steam Isolation Valve; MSIV) 폐쇄는 이차계
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PC-2 사건에 해당한다.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 사건은 잘못된 폐쇄 신호에 의해 갑자기 증기관 격리밸브가 동시에 차단되면
서 발생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주증기 격리밸브가 닫히면 증기발생기로부터 터빈으로의 증기 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 사건시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

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

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 또는 증기관 고압력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
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

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
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사건의 결과는 4.2.3.2.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
실사건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주증기 격

리밸브 폐쇄사건은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유량이 점차 감소한다고 가정하지만,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은 터빈정지와 함께 급수유량이 순간적으로 완전 상실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사건에 비하여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시

이차측의 열제거 능력이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더욱 높
다.

핵연료 건전성의 관점에서,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사건시에는 원자로계통의 압

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다.
비등이탈률이다.

따라서, 초기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전원상

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의 각 경
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 결론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

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4.2.3.2.5 플랜트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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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
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PC-2에 해당한다. 플랜트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전원 상
실은 외부 급전망(External Grid)의 완전상실이나 소내 교류 배전계통의 상실에 의
하여 발생한다. 이 경우 비상 전원은 디젤발전기에 의하여 플랜트에 공급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교류전원이 상실되면 밸브들의 작동으로 증기발생기로부터 터빈으로의
증기유량과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가 감속하여 냉각재 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또한 주냉각재펌프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
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

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 또는 주

냉각재펌프축 저속 속도 제한치에 의하여 탐지되는데, SMART 특성에 의하면 주냉
각재펌프 저속도 설정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가 우선적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
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
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의 결과는 4.2.3.3.2에 제시된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과 동일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는 4.2.3.2.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보다 덜 제한적이다.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시에

는 주냉각재펌프축의 저속도 설정치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시에는 가압기 고압력 설정치에 의해 시간 지연되어 원자로가
정지된다.

따라서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에 비하여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첨두 압력이 높다.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시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가압관점에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단
일 고장은 없다.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이 4.2.3.3.2에 논의된 유량 완
전 상실사건보다 덜 제한적이다.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은 유량 완전 상실사

건의 초기사건이므로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의 결과가 직접
적으로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 사건에 적용된다.
∙ 결론
플랜트 보조계통용 비 비상교류전원 상실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
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4.2.3.2.6 정상 급수 유량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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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정상 급수 유량 상실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
로 PC-2에 해당한다.

정상 급수 유량 상실 사건은 한 대 또는 두 대의 주급수 펌

프가 상실되거나 급수제어계통의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급수제어밸브가 폐쇄됨으로
써 발생한다.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모든 급수밸브가 차단되는 경우이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모든 급수밸브의 차단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유량이
감소하면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
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의 결과는 4.2.3.2.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
실사건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은 원자로 정지 이후에 주증기 유량이 차단되지만,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은 정상 급수 유량의 완전상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정지 이전에 주증기 유량이
차단된다.

이런 부가적인 조건은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에 비하여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시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을 더 감소시키므로 더 높은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첨두압력을 일으킨다.

핵연료 건전성의 관점에서, 정상 급수 유량 상실

사건시에는 원자로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다.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다.

따라서, 초기

정상 급수 유량 상실시 소외전원상실을

가정하게 되면 4.2.3.3.2에서 논의된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과 동일한 사
건이 된다.

따라서,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결과는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정상 급

수 유량 상실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은 복수기 진

공 상실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
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
는다.

따라서,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의 각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 결론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

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4.2.3.2.7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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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급수 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고로 PC-5
에 해당한다.

가상의 급수관 파단 사고시 격납건물 외부 또는 격납건물 내부 사이

에 위치하는 모든 급수관의 파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가상의 급수관이 파단되면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에 있는 유체가
파단면으로 역류하여 방출된다.

그러나 급수관의 각 Section Pipe에는 역류방지밸

브(Check Valve)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급수관의 유체는 파단면으로 역
류하지 않는다.

급수관 격리밸브가 닫힌 후에는 파단 위치에 따라 계통 경향이 상

이한데, 격리밸브 상단에서 파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단 부위를 통한 냉각수 방출
이 중지된다.

이에 반하여 격리밸브 하단에서 파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수관 격

리밸브가 닫힌 후에도 파단이 발생한 급수관 압력과 격납용기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파단 부위를 통하여 냉각재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에서
열전달이 감소하면서 일차 계통의 과압이 이루어진다.
파단면을 통한 급수의 과다 방출로 건전한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유량이 감소하
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

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일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

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

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
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본 사고의 주 관심은 일차계통 첨두압력의 설계제한치 초과 여부이며, 일차계통
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출력분포 효과를 고려한 노심 열속 증가
-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온도 증가
-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단일고장은 과도상태시 일차계통의 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변수를 채택하였다.
평가결과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은 가압기 안전밸브 3개중 하나의 오작동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정지 제어봉군이 고착되어 작동
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 상실을 동시사건으로 가정하였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파단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
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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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모델하며 노심 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다. 그리고 사고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
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
여 계산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4.2.3.2-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
다. 초기조건은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파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차계통의 첨
두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격납건물 외부 급수관 파단의 경우 파단부위

의 지름이 200 mm 인 관이 양단 파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역류방지밸브 중 하
나가 고장인 것을 단일고장으로 가정하였다.

격납건물 내부에서 파단이 발생할 경

우 파단부위의 지름 150 mm의 관이 양단 파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격

납건물 내부에서 급수관 파단이 발생하더라도 격납건물의 압력은 일정한 것으로 가
정하였으며, 원자로 정지시 주냉각재펌프가 정지되는 경우 일차계통의 압력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시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격납건

물 외부에서의 배관 파단사고와 내부의 배관 파단사고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파단 부위의 크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파단 부위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

량이 매우 크고 방출되는 시간이 매우 작아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격
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인하여 이차계통 냉각수 방출량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 결과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급수관 파단사고시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을 그림 4.2.3.2-7부터 4.2.3.2-12에 나타내었으며, 표 4.2.3.2-3에
는 과도상태시 주요 사건의 발생시간을 요약하였다.
격납건물 외부 급수계통 배관이 파단되고 증기발생기에 의한 열제거가 감소되면
서 일차계통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한다.

9.116초에 가압기 압력이 원자로 정지 설

정치에 도달하였고, 10.091초부터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격리밸브와 주급수관/주증기관 격리밸브가 10초의 Stroking Time을 가지면서 개방
및 폐쇄된다.
하였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14.8 초만에 최대압력 18.28 MPa에 도달

가압기 안전밸브는 가압기의 압력이 17.51 MPa이상이 되는 시점인 11.4초

에 개방되었다가, 가압기 압력이 13.86 MPa 이하로 떨어지는 21.2초에 닫혔다.

최

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발생 이후 일차계통 압력 증가로 인해 제한치인 1.41 이상
으로 유지되었다.
∙ 결론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파단사고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
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
되므로 핵연료는 냉각 가능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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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8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
소하는 사고로 PC-5에 해당한다. 가상의 급수관 파단시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위치
하는 모든 급수관의 파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가상의 급수관 파단사고가 발생하면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에 있는
유체가 파단면으로 역류하여 방출된다.

그러나 급수관의 각 Section Pipe에는 역류

방지밸브(Check Valve)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급수관의 유체는 파단면으
로 역류하지 않는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에서 급수관 파단이 발생하면 파단이 발생

한 급수관 압력과 안전보호용기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파단 부위를 통하
여 냉각재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에서 열전달이 감소하면서 일차 계통
의 과압이 이루어진다.
파단면을 통한 급수의 과다 방출로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일차계통의 압
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
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의 결과는 4.2.3.2.7에 제시된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사고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이는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시 고려되

는 관의 지름(80 mm)이 격납건물 내/외부에서의 급수계통 배관의 크기보다 적고,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핵연료 건전성의 관

점에서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시에는 원자로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는 격납건물 내/외부에의 급수계통 배관 파
단사고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격
납건물 내/외부에서의 급수배관 파단사고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 결론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
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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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핵연료는 냉각 가능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4.2.3.2.9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사건은 원자로의 주요 기기를 냉각하는 냉각계
통의 유량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사건으로 사건등급 PC-2에 해당한다.

기기냉각계

통 유량 상실 사건은 기기냉각계통의 급수제어밸브가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폐쇄됨
으로써 발생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모든 급수밸브의 차단으로 인하여 기기냉각계통으로 공급되는 급수유
량이 차단되면 주냉각재펌프(MCP) 냉각기, 제어봉집합체(CEDM) 냉각기, 가압기
냉각기를 통한 열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계통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도기는 냉각재온도계수의 영향으로 초기상태와 다른 출력

준위에서 정상상태는 유지될 수 있지만, 기기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주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원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원자로를 수
동으로 정지시키게 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
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
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
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
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모델하며 노심 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
을 계산한다.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4.2.3.2-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
다.

기기냉각계통 유량이 상실되면 기기냉각계통의 유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며

기계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기냉각계통을 통하여 제거되지 못하는 열량은

가압기, MCP 4대, CEDM 각각 134 kW, 99.4×4 kW, 210 kW로 가정하였다.

원자

로는 운전원이 기기냉각유량 상실이 발행하고 100초 후에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 결과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사건의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을 그림 4.2.3.2-13부터 4.2.3.2-16에 나타내었으며, 표 4.2.3.2-4에는 과
도상태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을 요약하였다.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이 발생한 후 일차계통에 더해지는 열량은 742 k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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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노심 출력 330 MW에 비하여 작은 양이다.
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차계통의 냉각재 압력

주기기 상태를 운전원이 파악하여 사건 발생 100초

후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였으며 100.5초에 트립 차단기가 개방되었다.

110초에

피동잔열제거계통 밸브가 완전 개방되고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 완전 폐쇄되면
서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일차계통이 냉각되기 시작한다.

120.2초에 일차계통

은 최대압력 16.92 MPa에 도달한 이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최소 핵비등

이탈률은 사고발생 이후 일차계통 압력의 증가로 인하여 제한치인 1.41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 결론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
대압력이 18.7 MPa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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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2-1 전 출력 운전시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사건 초기조건
계통 변수

계산값

노심 열 출력, %
증기발생기 통과 유량, kg/s
노심 통과 유량, kg/s
가압기 End Cavity 압력, MPa
가압기 End Cavity 유체 온도, K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구 온도, K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온도, K
급수 유량, kg/s
이차계통 급수 온도, K
이차계통 증기헤드 압력, MPa
이차계통 증기 온도, K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102
1596.5
1535.8
15.2
363.5
588.2
549.6
155.7
453.2
3.3
514.5
-10.0

표 4.2.3.2-2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의 사건경위
시간 (초)
0.0
8.40
9.375

9.6
9.875
10.6
12.3
14.2
19.375
22.2
23.9
2000.

사건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 발생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도달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 폐쇄 시작
MCP 유량감소 시작
최대 증기발생기 압력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시작
가압기 안전밸브 완전 개방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완전 개방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 완전 폐쇄
가압기 안전밸브 폐쇄 시작
가압기 안전밸브 완전 폐쇄
계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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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 또는 수치

17.0 MPa

10.19 MPa
> 17.51 MPa
18.24 MPa

< 13.86 MPa

표 4.2.3.2-3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사고의 사건경위
시간 (초)
0.0
9.116
10.091

10.591
11.4
13.1
14.8
20.091
21.2
22.9
2000.

사건
격납건물 외부 급수계통 배관 파단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도달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주증기 및 주 급수 격리밸브 폐쇄 시작
MCP 유량감소 시작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시작
가압기 안전밸브 완전 개방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완전 개방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 완전 폐쇄
가압기 안전밸브 폐쇄 시작
가압기 안전밸브 완전 폐쇄
계산 종료

설정치 또는 수치
0.031416 ㎡
17.0 MPa

> 17.51 MPa
18.28 MPa

< 13.86 MPa

표 4.2.3.2-4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사건의 사건경위
시간 (초)
0.0
100.0

100.5
110.0
120.2
2000.

사건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
운전원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잔열제거계통 밸브 개방 시작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 폐쇄 시작
MCP 유량감소 시작
원자로 트립 차단기의 개방
잔열제거계통 밸브 완전 개방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 완전 폐쇄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계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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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 또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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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1 시간에 따른 노심 출력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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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2 시간에 따른 반응도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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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3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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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4 시간에 따른 Gas Cylinder Safety Valve 유량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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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oolant Temperature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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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5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온도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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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6 시간에 따른 증기발생기 압력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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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7 시간에 따른 노심 출력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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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8 시간에 따른 노심 출력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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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9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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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10 시간에 따른 Gas Cylinder Safety Valve 유량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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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11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온도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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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12 시간에 따른 증기발생기 압력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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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13 시간에 따른 노심 출력 변화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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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14 시간에 따른 반응도 변화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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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15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변화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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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16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온도 변화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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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4.2.3.3.1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의 감소를 유
발시키는 운전조건 PC-3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출력 운전모드에서 예상치 않게 모
든 주냉각재펌프로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되어 고속 또는 저속으로 운전 중인 4 대
의 주냉각재펌프가 동시에 정지됨으로써 일차측 강제순환 유량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어떠한 냉각재 유량 상실사건보다 더 심각한 최소 핵비등이탈
률을 발생시킨다.
모든 주냉각재펌프로 공급되는 전원이 동시에 상실되면 주냉각재펌프 저속도에
의하여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며,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하여 제어봉
이 삽입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
통이 작동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원자로 냉각재 유량감소사건에서 중요한 관심 인자는 고온수로 최소 핵비등이탈
률인데, 이 인자로 핵연료 설계기준이 위배되었는지를 판명하며 또한 핵연료 손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부적 핵비등이탈률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국부적 열속 (반경 및 축방향 출력분포 영향 포함)
- 냉각재 온도
- 냉각재 압력
- 냉각재 유량
∙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모든 주냉각재펌프에 전원이 상실되면 원자로 노심을 통과하는 냉각재
유량이 감소한다. 냉각재 유량의 감소로 인하여 노심 평균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는
데, 이는 핵비등이탈 여유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설정치 이
하로 감소하면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원자로는 정지된다. 주냉각재펌프 유량이
완전 상실된 후, 원자로 열제거는 자연순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차계통에서 이
차계통으로의 열전달은 증기발생기에서 이루어진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와 압력
이 비상운전절차서에서 규정한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능동
잔열제거계통으로 전환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가압기는 과도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유체의 초기 팽창을 보상해 줌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과 부피 변화를 조절하
는데 도움을 준다. 터빈 정지로 인하여 일차계통의 열제거원 상실과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의 상승을 유발하며,

필요시 원자로냉각재계

통 압력의 상승은 일차계통 안전밸브에 의해 제한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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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모델하며 노심 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다.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
의 계통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4.2.3.3-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
다. 초기조건들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에 의해서 야기되는 허용핵연료설
계제한치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선택되었다.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
지는 정지제어봉군이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동시사건으로 고려하였고, 사건
발생 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4 개 트레인 중 1 개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하였다. 최소 노심 출력은 사건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열
을 최대화한다. 사건 발생 중 핵비등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은 노심 출력
운전 제한치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낮은 노심 입구 온도와 높은 일차계통 압력
이 선정되었다.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최소값을 사용하고, 반경방향 첨두계수는 디

지털감시계통에 의해 허용되는 노심 출력 운전 제한치에서 시작되도록 이미 선정된
다른 조건들을 이용하여 구한다.
- 결과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
수의 열수력 거동은 그림 4.2.3.3-1부터 4.2.3.3-4에 나타내었으며, 표 4.2.3.3-2는 과
도상태에 대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였다.
사건은 0초에 4대의 주냉각재펌프가 동시에 정지하면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
냉각재펌프는 관성 서행을 시작하고 원자로 냉각재 유량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주

냉각재펌프 속도가 정격속도의 80%에 도달하면 원자로 정지신호에 도달하고 0.3초
의 지연시간 후 펌프 저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되면서 급수 및 증기관
격리밸브의 격리가 시작되며 4개의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중 3개가 열리기 시
작한다.

그림 4.2.3.3-1과 그림 4.2.3.3-2는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 해석

의 주요 안전성 관련 변수인 최소 핵비등이탈율과 가압기 압력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핵비등이탈율은 최저값이 1.48로써 기준치인 1.41을 상회하고 있
다. 최대 압력은 16.39 MPa로 기준치인 18.7 MPa를 초과하지 않는다.
4.2.3.3-3과 4는 장기적인 계통의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

일차측과 이차측 압력은 전 기

간동안 압력 차이를 유지하고 있고 증기발생기 입구와 출구 온도도 계속 온도차가
유지되고 있어 일차측으로부터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이 원활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으로 일차측의 잔열을 증기발생기를 통해

제거하여 계통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 결론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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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사건중 발생하는 최소 핵비등
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4.2.3.3.2 원자로 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원자로 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사건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의 감소를 유
발시키는 운전조건 PC-2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출력 운전모드에서 예상치 않게 주
냉각재펌프로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되거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하여 고속 또는 저속
으로 운전 중인 주냉각재펌프가 1대, 2대 또는 3대가 정지됨으로써 일차측 강제순
환 유량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건이다.
∙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주냉각재펌프에 전원이 상실되거나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면 원자로 노
심을 통과하는 냉각재 유량이 감소한다. 냉각재 유량의 감소로 인하여 노심 평균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핵비등이탈 여유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주냉각재펌
프의 속도가 설정치 이하로 감소하면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원자로는 정지된
다. 주냉각재펌프 유량이 완전 상실된 후, 원자로 열제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
동하여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와 압력
이 비상운전절차서에서 규정한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능동
잔열제거계통으로 전환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원자로 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사건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
건보다 원자로의 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측면에서 덜 보수적이
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통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4.2.3.3.1
의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과 관련된 과도상태보다 덜 심각하거나 유사
한 정도의 과도상태 핵비등이탈률을 일으킨다. 본 사건의 과도상태는 4.2.3.3.1의 원
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과 유사하고 그 사건 영역 내에 포함된다.
∙ 결론
주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사건중 발생하는 최소 핵비등이탈
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4.2.3.3.3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 사고는 출력운전모드에서 한 개의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가 기기 고장 또는 펌프의 탈축 등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못
하고 고착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PC-4로 분류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가 고착되면 노심 유량이 순간적으로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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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는데, 부의 특성을 가지는 냉각재온도계수에 의
하여 노심 출력은 줄어들게 된다.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면서 줄어든 냉각재 유량으로 인해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냉각
재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 낮은 온도의 냉각재가 노심에 유입되면 출력 및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낮아지게 된다.
∙ 영향 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 사고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
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
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모델하며 노심 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
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다. 사고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
드의 계통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
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4.2.3.3-3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
다. 초기조건들은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 사고에 의해서 야기되는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선택되었다. 최소 노심 출력은 사고 발생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열을 최대화한다. 사고 발생 중 핵비등이탈률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사고는 노심 출력 운전 제한치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높은 노심 입구
온도와 높은 일차계통 압력이 선정되었다.

원자로 냉각재 유량은 최대값을 사용하

고, 반경방향 첨두계수는 디지털감시계통에 의해 허용되는 노심 출력 운전 제한치
에서 시작되도록 이미 선정된 다른 조건들을 이용하여 구한다.
- 결과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의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은 그림 4.2.3.3-5부터 4.2.3.3-10에 나타내었으며, 표 4.2.3.3-4에
는 과도상태에 대한 주요 사고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였다.
사고 초기 출력이 급감하는데, 이는 노심 유량이 줄어들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가함으로 인해 음의 반응도가 삽입된 결과이다(그림 4.2.3.3-5). 그러나 냉각재 유
량 감소로 인해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의 냉각재 온도가 낮아지고(그림 4.2.3.3-6),
낮은 온도의 냉각재가 노심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양의 반응도 삽입 효과로 다시 출
력은 증가하게 된다. 증가된 출력은 다시 반응도 궤환 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4.2.3.3-7). 일차측과 이차측의 열균형을 맞추
기 위해 증기발생기 입/출구의 온도차가 초기의 37℃에서 46℃로 커진다(그림
4.2.3.3-6). 과도 초기 냉각재 밀도 감소로 인해 음의 반응도가 삽입되고 이로 인해
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노심 출력이 감소함에 따라 핵연료 온도가 낮아지고 양의
도플러 반응도 삽입이 이루어지는데, 냉각재 밀도와 핵연료 온도에 의한 반응도 궤
환 효과는 서로 반대의 부호를 가지고 작용하여 전체적인 과도를 완화시키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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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사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유량은 급속히 감소하여 약 30초 정도에 최소 값
에 도달하고, 이후 정격유량의 80.6%에서 정상상태를 유지하였다(그림 4.2.3.3-9).
본 사고시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1.45였다(그림 4.2.3.3-10).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시에 원자로 정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심
출력, 가압기 압력, 냉각재 온도, 최소 DNBR은 정상 운전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
태에서 사고가 완화되어 계통이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 결론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 이
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사고동안 가압기 안전밸브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 MPa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4.2.3.3.4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축 파단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축 파단 사고는 출력운전모드에서 한 개의 주냉
각재펌프와 펌프 모터를 연결하는 축이 파단되어 발생하는 사고로 PC-4에 해당하
는 사고이다. 이 때 주 냉각재펌프는 Free-wheeling을 하게 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주냉각재펌프의 축이 파단되면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와 유사
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노심 유량이 감소하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고,
부의 특성을 가지는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하여 노심 출력은 감소하게 된다. 증기발
생기의 이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면서 줄어든 냉각재 유량으로
인해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낮아진다. 낮은 온도의 냉각재
가 노심으로 유입되면 출력 및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최소 DNBR은 낮아지게 된
다.
∙ 영향 분석 및 결과
주냉각재펌프 유로에서 역방향 유로의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단일 주냉각재펌프 축 파단사고는 회전자 고착사고의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과도상태를 일으킨다. 따라서 축 파단사고의 해석결과는 4.2.3.3.3의 단일 주냉각재
펌프 회전자 고착사고 관련된 과도상태와 유사한 정도의 과도상태 핵비등이탈률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본 사고의 과도상태는 4.2.3.3.3의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
착사고와 유사하고 그 사고 영역 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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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3-1 원자로 유량 완전상실사고의 초기조건
계통 변수

값

초기 노심 출력, 정격치의 %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냉각재 온도 반응도가
연료 온도 반응도가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최대 축방향 첨두 계수
최대 반경방향 첨두 계수
제어봉반응도가, %Δρ
제어봉 낙하시간, 초
초기 가압기 압력, MPa

98.0
98.0
103.0
0.3
0.5
Least Negative
Most Negative
+0.40
1.8898
1.7047
10%
8.0
15.25

표 4.2.3.3-2 원자로 유량 완전상실사고의 주요 사고 전개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
1.28

4대 주냉각재펌프 전원 상실
주냉각재펌프 저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도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
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최소 핵비등이탈률 도달
가압기 최대 압력 도달
계산 종료

80% of MCP Speed

1.58

2.08
5.50
15.5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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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소요
10초 소요
1.48
16.39 MPa

표 4.2.3.3-3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시 사용된 초기값
계통 변수

값

초기 노심 출력, 정격치의 %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냉각재 온도 반응도가
연료 온도 반응도가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최대 축방향 첨두 계수
최대 반경방향 첨두 계수
제어봉반응도가, %Δρ
제어봉 낙하시간, 초
초기 가압기 압력, MPa

98.0
98.0
103.0
1.125
0.5
Most Negative
Least Negative
+0.40
1.8898
1.7047
10%
8.0
15.25

표 4.2.3.3-4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시 사고 경위
시간 (초)
0
0.5
12.5
27.0
34.5
51.0
500

사건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출력 최소에 도달
압력 최소에 도달
출력 최대에 도달
DNBR 최소에 도달
압력 최대에도달
계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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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 또는 수치

정격 출력의 58.6%
15.02 MPa
정격 출력의 104.7%
1.45
15.37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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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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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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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conds

그림 4.2.3.3-1 DNBR (유량완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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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2 가압기 압력 (유량완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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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3 계통 압력 장기거동 (유량완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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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4 계통 온도 장기거동 (유량완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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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5 노심 출력(회전자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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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6 냉각재 온도(회전자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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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7 반응도(회전자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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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8 가압기 압력(회전자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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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9 노심 유량(회전자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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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10 DNBR(회전자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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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2.3.4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4.2.3.4.1 미임계나 저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미임계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군의
구동장치의 고장이나 원자로 출력 제어 및 보호 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노심이 미임
계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는 사건으로 PC-2에 해당한다. 미임계 운전상
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고려되는 단일 고장은 사건 발생후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4개 트레인 중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 사건은 원자
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정지 제어봉군의 고착이다.
∙ 사건의 경위 및 계통 운전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면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 속도와 인출시 노
심 동특성에 따라 정(+)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심 출력, 냉각재 온도 및
계통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은 시간에 따른 노심 출력
의 재분포를 야기한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하여 원자로는 출력증배시간 및 노심 고
출력 신호에 의하여 정지하게 되며, 이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
해 이루어진다. 정지 신호가 발생하고 신호 지연 시간이 지난 이후 주급수 및 주증
기 격리 밸브는 10초 이내로 폐쇄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밸브들은 10초 이내로 개
방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미임계나 저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
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해석 초기조건 및 가정
미임계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제어봉집합체군의
최대 반응도 인출률,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인출 속도는 각각 511.5 pcm/cm와 50
mm/초이며, 이때의 반응도 인출 속도를 계산하면 2557.5 pcm/초이다. 초당 2557.5
pcm의 반응도가 인출되도록 초기 사건을 가정하였다. 미임계 상태하에서 제어봉집
합체군 인출시에는 노심 출력이 증가하여 핵연료 온도 및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연료온도계수 및 냉각재온도계수
는 최소 값을 적용하였다.
- 결과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은 노심 출력이 없는 상
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는 사건으로, 단시간 내에 과도한 반응도가 주입되
어 노심 출력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의 해석이 주요 관점이므로 최대 반응도 인출
속도를 가정하였다(2557.5 pcm/초). 표 4.2.3.4-1에는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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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군 인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었다. 사건 시작 후 0.002초에 출력증배계
수는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도달한다.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도달한 후 신호 지연
시간 0.5 초 및 트립 차단기 개방 시간 0.5 초를 합한 1.0 초 동안 노심 출력은 계
속 증가하게 되는데, 최대 노심 출력은 261%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4-1부터 4.2.3.4-3에 사건 진행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노심
출력의 증가에 따라 일차계통의 온도는 증가하며, 원자로 정지 후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주냉각재펌프는 저속 운전 모드로서 원자로 정지 후에도 계속 작동하기 때문
에 노심의 열제거는 원활하게 이루어져, 최대 노심 입구온도는 약 28℃로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
∙ 결론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 결과
일차 계통의 압력은 초기 압력에 비하여 크게 변하지 않아 허용기준인 18.7 MPa
이내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일차계통 냉각재 온도의 증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최

소 DNBR은 허용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4.2.3.4.2 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군의 구동 제어
장치의 고장이나 원자로 출력 제어 및 보호 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원자로가 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어 발생하는 사건으로 PC-2에 해당한다. 출
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고려되는 단일 고장은 사건 발생 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네 트레인 중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 사
건은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정지 제어봉군의 고착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비안전 전원 계통의 상실로 인한 주냉각재펌프의 정지를 추가적인
동시 사건으로 고려하였다.
∙ 사건의 경위 및 계통 운전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면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 속도와 인출시 노
심 동특성에 따라 정(+)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심 출력, 냉각재 온도 및
계통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로 인하여 원자로의 주요 변수가
노심 고출력, 가압기 고압력 및 최저 핵비등이탈률 등과 같은 원자로 정지 설정치
를 초과하게 되면 원자로는 정지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고 신호 지
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 밸브는 10초 이내로 폐쇄되고, 피동
잔열제거계통 밸브들은 10초 이내로 개방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원자로 정지 신
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피동잔열제거
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 대
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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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원자
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
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
하여 분석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초기 및 경계 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DNBR을 적게 하는 방
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노심 출력,
출구 온도, 유량, 계통의 압력, 반응도가 등)들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제어봉집합체군의 최대 인출 반응도율은 HFP(Hot
Full Power) 및 HZP(Hot Zero Power) 상태에서의 각각 1738.5 pcm/초 및 1826.5
pcm/초이다. 그러나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최대 반응도 인출 속
도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과도한 반응도 인출로 인해 즉각적으로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게 되어 핵연료 건전성 평가 기준인 DNBR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원자로 정지를 가능한 늦추어
DNBR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응도 인출 속도를 파악하기 위한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한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자로 정지 시점을 늦추기 위하여
핵연료온도계수 및 냉각재온도계수는 최대 값을 사용하였다.
- 결과
반응도 인출 속도를 비롯한 초기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여 DNBR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반응도 인출 속도 및 초기조건을 파악하였다. 노
심 출력의 범위는 98% ~ 102%, 노심 입구 온도의 범위는 265℃ ~ 275℃, 가압기
압력의 범위는 14.8 MPa ~ 15.2 MPa, 노심 유량의 범위는 97% ~ 103%를 고려한
초기조건에 대하여 각각 TASS/SMR을 이용한 사건 해석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를
입력으로 하여 MATRA 코드에 의한 DNBR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에 의하
면 노심 출력 98%, 노심 입구 온도 275℃, 가압기 압력 15.2 MPa, 노심 유량 103%
의 초기조건에서 5 pcm/초의 반응도 인출 속도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이 발
생하는 경우 최저 DNBR이 발생하였다. 5 pcm/초 미만의 반응도 인출율인 경우에
는 노심 출력의 증가율이 매우 작아 핵연료온도 및 냉각재밀도 궤환 효과에 의하여
핵연료 및 냉각재의 온도 증가가 억제되어 DNBR은 높게 유지된다. 이에 반하여 5
pcm/초 이상의 반응도율의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는데, 반응도율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시점이 점차 빨라져서 DNBR은 점차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4-2에는 DNBR이 최소가 되는 경우(노심 출력 98%, 노심 입구 온도 27
5℃, 가압기 압력 15.2 MPa, 노심 유량 103%의 초기조건에서 5 pcm/초의 반응도
인출 속도)에 대한 사건 진행 과정을 나타내었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반응도율이
적기 때문에 노심 출력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원자로 정지는 가압기 고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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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 신호는 가압기 압력이 고압력 설정치 도달
후 신호 지연시간인 0.975초가 경과되어 발생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
시에 주증기 및 주급수 밸브가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밸브들이 열리기 시작
한다. 또한 이 때에 비안전 전원 계통이 상실되는 것을 가정하여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되기 시작한다. 원자로 정지를 위한 정지 제어봉은 원자로 정지 신호 발
생 후 0.5 초 뒤에 낙하하기 시작한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에 따른 정(+) 반응도 삽입으로 인하여 가압기 고압력에 의
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기까지 노심 출력, 가압기 압력, 노심 입구 온도 및
핵연료 평균 온도는 단순 증가한다(그림 4.2.3.4-4에서 4.2.3.4-7). 그리고 원자로 정
지 후 노심 입구 유량은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함에 따라 감소하며, 이후 피동
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함에 따라 약 100 kg/초 수준을 회복한다(그림 4.2.3.4-8). 가압
기 최대 압력은 17.2 MPa로서 안전 허용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저 DNBR에

의한 원자로 정지 보호 기능을 해석에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 DNBR은 안전 제한치
인 1.41 이하로서 허용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 DNBR은 원자로 정지 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냉각재펌프의 관성 서행에 의한 노심 유량 감
소로 인하여 열 제거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소 DNBR을 안전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정지 시
점을 앞당김으로서 비교적 낮은 노심 출력 상태에서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되도
록 노심보호계통의 저 DNBR 설정치를 설정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저
DNBR 설정치는 1.66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림 4.2.3.4-9는 시간에 따른 DNBR의 변
화를 보여준다.
∙ 결론
출력 운전상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 결과 제어봉
집합체군의 인출 반응도율이 5 pcm/초인 경우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저 DNBR 원자로 정지를 고려한 안전해석 수행 결과 최
소 DNBR은 1.42로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4.3 제어봉집합체 오작동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제어봉집합체 낙하는 제어봉집합체의 제어봉집합체 구동 장치 지지
코일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어봉집합체 지지 장치의 기계적 고장에 의하여
발생하며, PC-2에 해당한다.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에서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원
자로 정지를 일으키지 않고 출력이 감소하다 다시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원자로 정
지와 관련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단일고장 및 비안전 전원 계통의 상실과 같은 동
시사건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의 구동 제어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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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나 원자로 출력 제어 및 보호 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원자로가 출력 운전상태
에서 단일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되어 발생하는 사건으로 PC-3에 해당한다.
∙ 사건의 경위 및 계통 운전
-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제어봉집합체의 낙하로 삽입된 부(-) 반응도는 초기에 노심 출력을
감소시켜, 냉각재 온도 및 원자로 계통의 압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부의 특성을 가
지는 핵연료온도계수와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하여 노심 출력은 다시 증가하게 되는
데, 이러한 과도 기간중 원자로 보호 계통의 작동 여부에 따라서 원자로는 정지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시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원자로 정지
를 일으키지 않고 출력이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이다. 제어봉집합체가 낙
하하는 경우 부(-) 반응도의 주입으로 노심 출력, 냉각재 온도 및 원자로 계통의 압
력이 감소하고, 반경 방향 첨두 계수는 낙하후의 점근값으로 증가한다.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의 감소는 부(-)의 특성을 가지는 핵연료온도계수와 냉각재온도계수로
인해 정(+)의 반응도 삽입을 야기하여 노심 출력은 다시 증가하게 되어, 원자로는
정지되지 않으면서 DNBR은 감소하고 핵연료 온도는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원자로 계통 및 BOP(Balance Of Plant) 계통은 과도 초기에 비하여 다소 낮은 상
태에서 안정화된다.
-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단일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되면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인출 속도와 인
출시 노심 동특성에 따라 정(+)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심 출력, 냉각수
온도 및 원자로 계통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전반적인 열수력학적인 경향은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과 비슷하지만,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의 경
우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되는 위치에서의 출력이 국부적으로 증가해 반경 방향의 첨
두 계수가 달라지게 되어, 핵연료의 건전성이 국부적으로 더욱 저하될 수 있다. 주
요 계통 변수가 노심 고출력 정지 설정치 또는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게 되며, 이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
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시 고려되는 단일
고장은 사건 발생 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네 트레인 중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 사건은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정지 제어봉
군의 고착과 비안전 전원 계통의 상실로 인한 주냉각재펌프의 정지이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가. 수학적 모델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
SMR 코드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나.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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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은 핵연료의 건전성이 안전성 측면에서 주
요 관심 변수이다.

초기 및 경계 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DNBR을 적게 하

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노심
출력, 출구 온도, 유량, 계통의 압력 등)들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출력 운전중 제어
봉집합체 낙하 사건의 원인은 제어봉집합체가 중력 또는 모터 구동력에 의하여 삽
입되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지 않고, 출력이 감소하다가 핵연료온
도계수 및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해 출력이 다시 상승하는 경우이다. 전 출력 상태에
서

낙하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반응도가는

0.747%△ρ이며,

이때의

Radial

Distortion Penalty Factor(RDPF)는 1.4091이다.
제어봉집합체의 낙하 속도는 중력에 의한 경우와 모터 구동력에 의한 경우가 각
각 250mm/초 및 50mm/초이며, 2000 mm 제어봉의 길이를 고려하면 제어봉집합체
의 낙하 시간은 8초 혹은 40초이다.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핵연
료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기간은 제어봉집합체가 완전 낙하된 이후(Post Drop
Phase)의 출력 증가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제어봉집합체의 낙하 시간은 해석 결과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해석에서는 최대 낙하 속도를 고려한 8 초의 낙하시
간을 사용하였다.
RDPF 1.4091은 제어봉집합체가 완전 낙하된 이후의 값으로 낙하되기 이전의 값
은 1.0이다. 즉 RDPF는 제어봉집합체 낙하와 동시에 1.0에서부터 시작하여 1.4091
까지 증가한다. 이와 같이 RDPF는 사건 진행에 따라 변하지만 안전성 관점에서 중
요한 부분은 제어봉집합체 낙하 이후이므로 해석 초기부터 1.4091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이 경우 계산된 DNBR은 제어봉집합체 낙하시간 이후의 값만이 유효하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핵연료온도계수 및 냉각재온도계수
는 최대 값을 사용하였다.
나. 결과
노심 출력, 노심입구온도, 가압기 압력 및 노심 유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초기조건들에 대하여 사건 해석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를 입력으
로 하여 MATRA 코드에 의한 DNBR 계산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
심 출력 98%, 노심 입구온도 275℃, 가압기 압력 15.3 MPa, 노심유량 103%의 초기
조건에서 최저 DNBR이 발생하였다. 표 4.2.3.4-3에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의 진
행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4.2.3.4-10에서 4.2.3.4-13에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변
화를 나타내었다. 제어봉집합체는 사건 시작 후 8초에 낙하 종료되는데, 삽입된 전
체 반응도는 -0.747%△ρ이다. 노심 출력은 8초에 최소 값인 81%에 도달하며, 이후
도플러 및 냉각재 밀도 궤환 효과에 의하여 증가하기 시작한다. 사건 진행 동안 원
자로 보호계통에 의한 정지신호는 발생되지 않으며 약 60초 이후에 초기 출력보다
약간 낮은 95%에서 새로운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이때의 DNBR은 RDPF에 의하여
1.15까지 감소하는데, 이는 제한치 1.41을 벗어났기 때문에 핵비등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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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시 DNBR 제한치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기능이 요구된다. 실제로 Westinghous형
및 CE형 가압 경수로의 경우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과도한 출력 감소율에 대한 원
자로 정지 신호를 고려하고 있다. 그림 4.2.3.4-14에는 RDPF에 따른 DNBR의 변화
를 나타내었는데, 1.24 이하에서는 DNBR 제한치 1.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1.24 이상의 RDPF를 초래하는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하
는 기능이 노심보호계통에 제공되어야 한다.
-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가. 수학적 모델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
SMR 코드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나.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단일 제어봉제어봉 인출 사건은 핵연료의 건전성이 안전성 측면에
서 주요 관심 변수이다. 초기 및 경계 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DNBR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노심
출력, 출구 온도, 유량, 계통의 압력, 반응도가 등)들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단일 제
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의 원인은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Dead Band를 초과한 제어되
지 않는 인출이다. 여기서 Dead Band는 동일 제어군내에 속한 제어봉집합체들 사
이의 상대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어봉집합체간의 상대 위치가 Dead Band
이내인 경우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Dead Band에 의하여
반경방향 출력 분포가 비 균일하게 될 수 있다. Dead Band에 따른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반응도 인출율, 최대 인출 반응도가, Xenon Redistribution Penalty Factor
(XRPF) 및 Static Distortion Factor(SDF) 등과 같은 노물리 변수는 표 4.2.3.4-4에
나타내었다. 제어봉집합체 인출 반응도율은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속도 50 mm/초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핵연료온도계
수는 최대 값을 사용하였고, 냉각재온도계수는 -42.38pcm/℃를 사용하였다. 출력 상
태에서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시 최저 DNBR을 발생시키는 초기조건은 출력 98%,
노심 입구온도 275℃, 가압기 압력 15.2 MPa, 노심 유량 103%으로, 단일 제어봉집
합체 인출 사건에도 동일한 초기조건을 적용한다.
다. 결과
언급된 초기조건에서 Dead Band에 따른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2.3.4-15에는 Dead Band의 변화에 따른 최
저 DNBR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분석에 의하면 Dead Band가 15 cm 이상인 경우
최소 DNBR은 제한치인 1.41 이하로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DNBR 제한치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어봉집합체 Dead Band를 15 c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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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표 4.2.3.4-5는 Dead Band를 15cm 이하인 단일 제어봉집합
체 인출사건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4.2.3.4-16에서 4.2.3.4-20에는 주요
변수들의 나타내었다. 제어봉집합체의 인출 반응도가는 95.39 pcm이며, 인출 시간은
7.5초이다. 제어봉집합체 인출에 따라 노심 출력은 계속 증가하여 7.6초에 최대값인
105.8%에 도달하며, 17.6초에 최대 핵연료 평균온도인 794K에 도달한다. 약 60초
이후에는 노심 출력 99% 수준에서 안정화된다. 최대 가압기 압력은 15.6 MPa이고
최소 DNBR은 1.41로서 각각 허용기준을 만족한다.
∙ 결론
-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제어봉집합체 낙하 후 노심 출력은 새로운 점근 값인 95%에서 안정
화되며, RDPF가 1.24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노심보호계통이 구
성되면 최소 DNBR은 DNBR 제한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Dead
Band가 15 cm 이상인 경우 최소 DNBR은 DNBR 제한치를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DNBR을 DNBR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Dead Band 관련 노심
보호계통이 구성되어야 한다.

15cm를 Dead Band 관련 설정치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저 DNBR은 제한치인 1.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2.3.4.4 제어봉집합체 이탈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단일 제어봉집합체 이탈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이나 제어봉 구동장
치 노즐의 원주상 파열로부터 발생하며 PC-5에 해당한다.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제어봉집합체의 이탈에 따라 고출력 조건에 의해 원자로보호계통에 의
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고 제어봉집합체들이 노심 내로 낙하한다.
∙ 영향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참고문헌 [4.2.3-1]에서 기술된 절차로 핵연료봉 내의 에너지 축적량
을 결정한다.

핵비등이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연료봉의 수는 참고문헌

[4.2.3-2]에 기술된 SR-1 상관식을 이용하고 MATRA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
산한다. 노심해석코드 MASTER로 예측한 시간에 따른 집합체 출력 변화로부터
DNB 해석에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집합체 출력 첨두치 변화를 나타내는 Limiting
Transient Curve(LTC)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핵비등 이탈을 겪는 핵연료봉의 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핵연료봉이 핵비등 이탈을 겪을 때 피복재 파손이 일어난다
고 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수성이 고려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핵연료 주기초와 주기말의 특성 조건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초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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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상태가 고려된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에 의해 가장 노심 및 핵연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조건들의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주요 노심 핵특성들의 초기 조
건들을 변화시킨다. 각각의 초기 조건에서 냉각재온도계수, 핵연료온도계수, 이탈제
어봉가(ERW) 및 축방향 출력분포의 보수성을 고려한다. 제어봉집합체 위치는 불확
실도를 고려하여 보다 깊이 삽입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표 4.2.3.4-6에 불확실도를
포함한 최대 이탈제어봉가 및 제어봉집합체 위치를 나타내었다. 축방향 출력분포는
이탈제어봉가가 최대가 되도록 노심 상부 편향 출력 분포를 선택한다.
- 결과
각 경우가 규제지침서 1.77에 설정된 기준을 만족하고 모든 경우에서
반경방향 평균 연료봉 엔탈피가 고온 핵연료봉의 최고온 축방향 지점에서 280
cal/gm 이하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초기 제어봉집합체 배열과 출력에 대해
분석이 수행된다. 엔탈피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경우는 주기초 75% 출력 상태이며,
소외 방사능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즉, 가장

많은 핵연료손상이 예

상되는 경우)는 전출력 주기말 초기조건에서 시작된 경우로 확인된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초기 조건과 가정들은 표 4.2.3.4-7에 나타나 있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은 거의 순간적으로 양의 반응도를 삽입하여 노심 출력을 급
격히 증가시키게 한다.

그렇지만, 노심 출력의 급격한 증가는 도플러 궤환과 지발

중성자 효과의 결합으로 중단된다. 이러한 출력 증가는 0.011초에 노심 고출력 트립
설정치인 118%를 초과한 후 노심 최대 출력은 0.08초에 334%에 도달한다. 1.66초에
정지 제어봉군이 노심으로 삽입되면서 노심 출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림 4.2.3.4-21과 그림 4.2.3.4-22는 중요한 과도기간 동안에 노심 출력 및 집합
체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3.4-23은 DNB 분석에 사용된 축방향 출력분포
를 나타낸다. 그림 4.2.3.4-24는 그림 4.2.3.4-22의 자료로부터 t1 = 0.03, t2 = 0.08,
t3 = 1.67 초로 선정된 LTC 이다.

DNBR 분석은 그림 4.2.3.4-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온 집합체 내의 1/8 대칭성을 고려한 45-수로 모형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노심 핵적 출력은 사고 발생 후 0.08초에서 최대 값을 가지며, 1.66초에서 원자로
가 정지된다. 이를 고려하여 DNBR 분석은 0 ~ 2초 구간에서 0.01초 간격으로 수행
하였다.

원자로 물성치와 Gap Conductance는 표 4.2.3.4-8에 제시한 바와 같이

DNB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사고에 따른 고온 집합체 출력 변화는 LTC
로 계산되는 출력 첨두치 변화와 노심 출력 변화를 곱하여 계산한다. SMART 노심
의 Pin Census 자료로부터 Fpre는 0.2 ~ 1.4, Fpost는 0.2 ~ 1.6 범위 내에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3.4-26과 같은 모든 Pin Census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Fpre-Fpost 조합을 미리 선정하여 DNBR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2.3.4-9에 정리하였다.
확률론적 방법에서는 최소 DNBR에 해당하는 DNB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DNB
파손이 발생하는 기대치를 평가한다. 표 4.2.3.4-9에 제시된 Fpre-Fpost 조합에 대
한 최소 DNBR 계산 결과로부터 내삽하여 Pin Census 자료에 나타나는 모든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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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에 대한 최소 DNBR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DNB 파손율은 4.1%로 평가되었
다. 단열 가정을 이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된 엔탈피는 280cal/gm을 초과하지 않으
며, 노드 평균으로 예측된 최대 핵연료 중심 온도는 그림 4.2.3.4-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기초 전출력에서 1100℃ (1373 K)로 핵연료 용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의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시 10.0%의 핵연료봉이 핵비등이탈을 경험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규제지침서 1.77은 핵비등이탈의 시작이 피복재 파손을 예측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용로에서와 마찬가지로 핵비등이탈 시작
을 피복재 파손과 동일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피복재 파손이 생기는
핵연료봉의 백분율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방사선 결말 분석을 위한 기본 입력 자
료는 표 4.2.3.4-10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상용로에서는 파손된 제어봉 구동장치 압력 하우징을 통해 격납건물
로 누출된 방사능은 격납건물 내에서 일시에 섞이고 대기로 누출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며, 이차계통으로부터는 주증기 안전밸브와 대기방출밸브를 통해 냉각 기간
동안 대기로 누출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SMART는 관류형 증기
발생기를 압력 용기 안에 내장하는 일체형원자로의 특성상 상용로와는 다른 방출
경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며 BOP 개념 설계(안)을 바탕으로 현재 가용한 설계 입
력 자료와 누출 경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상의 EAB에서의 방사선량을 DNB, 1
차 냉각재 누출율에 대해 선량을 평가한다.
방사능 누출 경로
가) 사고초기에 격납 건물로부터 방출 가능한 방사능
격납 건물로부터 방출 가능한 방사능은 다음과 같은 규제지침서 1.77, 부록 B의 가
정들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핵연료봉 갭내의 방사능은, 최대 전출력 운전을 계속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노심 주기말에 핵연료에 축적된 옥소의 10%와 불활성기체의 10%에 해당된다. 핵비
등이탈을 겪을 것으로 계산된 핵연료봉들의 핵연료봉 갭내에 있는 모든 방사능이
격납건물로부터 즉시 방출 가능하다고 가정된다.
둘째, 과도기간 중 어느 때라도 연료봉 용융이 일어나는 온도에 도달하거나 넘어서
는 핵연료봉들의 핵종 재고량은 불활성기체의 100%와 옥소의 25%가 격납건물로부
터 즉시 방출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나) 이차계통으로부터 방사능 누출
SMART의 특성상 증기 발생기를 통한 일차 냉각재의 방출이 없으며 증기 덤프를
대기로 하지 않는 계통 특성상 이차계통을 통한 증기의 방출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
다. 다만, 증기 발생기를 통한 일차 냉각재의 누출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차
측으로의 일차 냉각재 누설율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였다.
∙ 결론
제어봉 구동장치 노즐이나 하우징의 파열과 이에 따른 제어봉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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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은 반경방향 평균 엔탈피가 어떤 핵연료봉의 어느 축방향 지점에서도 280
cal/gm보다 작다.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시 DNB에 의한 핵연료 파손율은 확률론
적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4.1%로 나타났다.
방사능 누출 경로를 격납 건물을 통한 일차 냉각재 방출만을 고려할 경우에 대
해 제한구역 경계에서 2시간 동안 흡입으로 인한 갑상선과 선량노출에 의한 전신선
량을 분석하고 표 4.2.3.4-10에 나타내었다. 그림 4.2.3.4-28과 그림 4.2.3.4-29에는
앞에서 제시한 핵비등 이탈율 10.0% 외에 확률론적 평가법에 의한 4.1% 및 ROPM
18%에 해당하는 17.0%를[4.2.3-3]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평가하였으나 계산된 선
량은 10 CFR 100 선량한도의 25%인 갑상선 및 전신 선량 제한치 75rem과
6.25rem을 모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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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4-1 미임계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시작
초기 핵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2557.5 pcm/초
294 K
4.5 MPa

0.002

출력증배계수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15 초

0.502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 밸브 닫힘
PRHR 급수/격리 밸브 열림

10초 Stroking Time
10초 Stroking Time

최대 노심 출력 도달

261 %

1.002

정지 제어봉군 삽입 시작

-

2.4

최대 핵연료 온도에 도달

576.6 K

0

0.8

표 4.2.3.4-2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시작
초기 DNBR
초기 핵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5 pcm/초
1.82
777 K
15.2 MPa

88.4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17 Mpa

89.2

최대 노심 출력 도달

111%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 밸브 닫힘
PRHR 급수/격리 밸브 열림
주냉각재 펌프 감속 시작

10초 Stroking Time
10초 Stroking Time
40초 관성 서행 시간

89.4

최대 핵연료 온도에 도달

819 K

89.875

정지 제어봉군 삽입 시작

-

92.6

최소 DNBR에 도달

1.25

95.8

최대 가압기 압력에 도달

17.2 MPa

주냉각재 펌프 정지

-

0

89.375

12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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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4-3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초기 DNBR
초기 핵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0.093 %△ρ/sec
1.82
777 K
15.2 MPa

8.

제어봉집합체 낙하 완료

0.747 %△ρ

8.

최저 노심 출력

81 %

14.

최소 핵연료 평균 온도

744 K

정상상태 도달
노심 출력
가압기 압력
핵연료 평균 온도
DNBR

95 %
14.3 MPa
764 K
1.15

60 ~

표 4.2.3.4-4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 해석용 노물리 자료
Dead Band
(cm)

최대 인출
최대 반응도
반응도(pcm) 인출율(pcm/cm)

SDF

XRPF

Penalty Factor

5.0

30.25

6.05

1.091

1.0001

1.0911

10.0

62.56

6.26

1.107

1.0001

1.1071

15.0

95.39

6.36

1.120

1.0002

1.1202

30.0

190.79

6.36

1.152

1.0003

1.1523

45.0

286.18

6.36

1.206

1.0023

1.2088

60.0

381.57

6.36

1.241

1.0028

1.2445

75.0

476.96

6.36

1.287

1.0043

1.2925

90.0

572.36

6.36

1.318

1.0039

1.3231

105.0

667.75

6.36

1.318

1.0063

1.3263

120.0

763.14

6.36

1.318

1.0067

1.3268

135.0

858.53

6.36

1.318

1.0102

1.3314

150.0

953.93

6.36

1.318

1.0104

1.3317

None

1017.52

6.36

1.318

1.0104

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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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4-5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시작
초기 DNBR
초기 핵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12.72 pcm/초
1.82
777 K
15.3 MPa

7.6

최대 노심 출력 도달

105.8%

17.6

최대 핵연료 온도에 도달

794 K

20.8

최소 DNBR에 도달

1.41

50.8

최대 가압기 압력에 도달

15.6 MPa

0

표 4.2.3.4-6 최대 이탈제어봉가 및 제어봉 위치
연소도

출력

이탈제어봉가

제어봉위치
R4/R3/R2

이탈제어봉
소속 군

주기초

0
75
100

349
420
394

60/120/180
120/180/200
120/180/200

R3
R4
R4

주기중

0
75
100

348
304
284

120/180/200
120/180/200
80/140/200

R4
R4
R4

주기말

0
75
100

344
394
400

100/160/200
60/120/180
60/120/180

R4
R4
R4

표 4.2.3.4-7 전출력 주기말 초기조건시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해석에 사용된 가정
변수

가정

초기노심출력준위

103%

지발중성자율

0.00565

냉각재온도계수

-46.34 pcm/℃

이탈제어봉가

403 pcm

핵연료온도계수

-2.99 pcm/℃

가상 제어봉집합체 이탈시간, 초

0.05

제어봉집합체 위치 불확실도
트립 지연 시간

5 cm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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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4-8 노심 DNBR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변수
압력, bar
노심 입구 온도, ℃
노심 유효 질량 유속, kg/㎡/s
노심 평균 열속, kW/㎡
냉각재 열 생산 비율
고온집합체 입구 유속 감소율
CHF 상관식
상관식 한계 DNBR
핵연료 집합체 지지격자 혼합날개
TDC
지지격자 압력 손실 계수(상하단/중간)
미포화 비등 기포율 모델
포화 비등 기포율 모델
LCO 조건
압력, bar
노심 입구 온도, ℃
노심 유효 질량 유속, kg/㎡/s
노심 평균 열속, kW/㎡
소결체 열전도도, kW/m/℃
소결체 specific heat, kJ/kg/℃
소결체 밀도, kg/㎥
소결체 직경, mm
피복관 열전도도, kW/m/℃
피복관 specific heat, kJ/kg/℃
피복관 밀도, kg/㎥
피복관 두께, mm
Gap conductance, kW/㎡/℃

값
150
270
1010
401.8
1.9%
5%
SR-1
1.34
있음
0.038
0.85/1.15
없음
Chexal-Lellouch 모델
130
278
808
499
0.006
0.300
10400
8.05
0.0162
0.318
6600
0.64
30

표 4.2.3.4-9 최소 DNBR 분석에 사용된 집합체 Fpre-Fpost 조합
집합체 Fpre
0.2

0.6

1.0

1.2

1.4

집합체

0.2

10.08

4.17

2.37

Fpost

0.6

4.79

3.29

2.20

1.86

1.0

3.07

2.29

1.84

1.55

1.28

1.2

1.98

1.48

1.35

1.13

1.4

1.68

1.23

1.06

0.98

1.6

1.40

1.03

0.90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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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4-10 EAB 에서의 감상선 및 전신 선량 평가를 위한 기본 입력 자료
항목

입력 자료

비고

핵연료 갭 비방사능

노심 재고량의 10%

반경 방향 첨두 출력 인자

1.65

Reg. Guide 1.25

증기 발생기를 통한 1차 냉각재
방출

고려하지 않음

증기 덤프 없음

이차 계통을 통한 증기 방출

고려하지 않음

방출 없음

격납 용기를 통한 1차 냉각재 방출

0.1%/day

처음 24 시간

EAB에서의 대기 확산 인자[sec/m3]

100m:5.607x10
-3
200m:5.204x10
300m:3.754x10-3
-3
400m:2.304x10
-3
500m:1.578x10
600m:1.158x10-3
-4
700m:8.921x10
-4
800m:7.115x10

-3

3

한국 대표 부지에 대한
대기 확산 인자 사용
KNGR 사업시KOPEC
이 산정함

-4

플랜트외부에서의 호흡율[m /sec]

0 - 8hr:3.47 x 10

일차 냉각재 재고량[kg]

40620

3

냉각재 밀도[lbm/ft ]

노심내
선원항[Ci]

48.746
I-131
I-132
I-133
I-134
I-135
Kr-85M
KR-85
KR-87
Kr-88
Kr-89
Xe-131M
Xe-133M
Xe-133
Xe-135M
Xe-135
Xe-137
Xe-138

0.78119 g/cc
9.220e6
1.340e7
1.940e7
2.140e7
1.810e7
2.840e6
1.200e5
5.550e6
7.820e6
9.680e6
1.020e5
5.970e5
1.940e7
3.670e6
7.540e6
1.700e7
1.650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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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4-11 격납용기를 통한 냉각재 누출을 고려한 경우의 갑상선 및 전신 선량
선량 [rem]
EAB[m]

갑상선

전신

100

16.7

0.179

200

15.5

0.167

300

11.2

0.120

400

6.84

0.074

500

4.69

0.051

600

3.44

0.037

700

2.65

0.029

800

2.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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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re Power Fraction, -

2.5

2.0

1.5

1.0

0.5

0.0
0

5

10

15

20

Time, seconds

그림 4.2.3.4-1 노심 출력의 변화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
301

Core Inlet Temperature, K

300
299
298
297
296
295
294
0

20

40

60

80

100

120

Time, seconds

그림 4.2.3.4-2 노심 입구 온도의 변화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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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00

Fuel Average Temperature, K

550

500

450

400

350

300

250
0

20

40

60

80

100

120

140

Time, seconds

그림 4.2.3.4-3 핵연료 평균온도의 변화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
1.2

Core Power Fraction, -

1.0

0.8

0.6

0.4

0.2

0.0
0

50

100

150

Time, seconds

그림 4.2.3.4-4 노심 출력의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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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7.5

PZR Pressure, MPa

17.0

16.5

16.0

15.5

15.0
0

50

100

150

200

Time, seconds

그림 4.2.3.4-5 가압기 압력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590

Core Inlet Temperature, K

585
580
575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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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555
550
545
0

50

100

150

Time, seconds

그림 4.2.3.4-6 노심 입구 온도의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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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850

Fuel Average Temperature, K

800

750

700

650

600

550
0

50

100

150

200

Time, seconds

그림 4.2.3.4-7 핵연료 평균 온도의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1600

Core Inlet Flow, kg/sec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

50

100

150

Time, seconds

그림 4.2.3.4-8 노심 입구 유량의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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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

DNBR, -

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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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DNBR = 1.4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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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conds

그림 4.2.3.4-9 DNBR의 변화; SCOPS에 의한 저 DNBR 원자로 정지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1.00
0.98

Core Power Fraction, -

0.96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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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0.80
0

20

40

60

Time, seconds

그림 4.2.3.4-10 노심 출력의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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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11 가압기 압력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551

Core Inlet Temperature, K

550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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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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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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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12 노심 입구 온도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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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13 노심 입구 온도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1.50
1.45
1.40

DNBR, -

1.35
1.30
1.25
1.20
1.15
1.10
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6

1.38

RDPF, -

그림 4.2.3.4-14 RDPF변화에 따른 DNBR의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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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6
1.5

Limit DNBR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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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Trip
(High Cor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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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15 Dead Band에 따른 최저 DNBR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1.08

Core Power Fraction, -

1.06

1.04

1.02

1.00

0.98

0

20

40

60

Time, seconds

그림 4.2.3.4-16 노심 출력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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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17 가압기 압력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553.0

Core Inlet Temperatu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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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18 노심 입구 온도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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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19 핵연료 평균 온도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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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D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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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20 DNBR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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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21 노심출력의 변화(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그림 4.2.3.4-22 반경 방향 집합체 출력 첨두치 변화(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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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23 DNB 해석에 적용된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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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그림 4.2.3.4-24 DNB 해석에 적용된 LTC 형태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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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25 DNBR 분석에 사용된 1/8 고온 집합체 모형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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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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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26 Pre-Post Fr Census 결과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 784 -

1.4

Fuel Centerline Temperauture, K

1400
1350

BOC 100%

1300
1250
1200

EOC 100%

1150
1100
1050
1000
0

1

2

3

4

Time, seconds

그림 4.2.3.4-27 노드 평균 최대 핵연료 중심 온도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ʹΠΟΥΒΚΟΞΖΟΥ͑ͽΖΒΜ͑ΟΝΪ͞΅ΙΪΣΠΚΕ͑͵ΠΤΖ

͵΄Ͷ͑ΌΣΖΞΎ

͢͟͡͡Ͷͣ͜͡

͢͟͡͡Ͷ͜͢͡

͢͟͡͡Ͷ͜͡͡

ٻۀۍېۇۄڼڡٻڀڌډڏٻ
ۀۍېۇۄڼڡٻڀڋډڋڌ
ۀۍېۇۄڼڡٻڀڋډڒڌ
ڸۈۀۍڐڒڶۏۄۈۄڧ
͢͟͡͡Ͷ͢͞͡
͢͡͡

ͣ͡͡

ͤ͡͡

ͥ͡͡

ͦ͡͡

ͧ͡͡

ͨ͡͡

ͩ͡͡

ͶͲͳ͑ΌΞΎ

그림 4.2.3.4-28 격납건물을 통한 냉각재 방출에 의한 EAB에서의 갑상선 선량 분포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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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29 격납건물을 통한 냉각재 방출에 의한 EAB에서의 전신 선량 분포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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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증가
4.2.3.5.1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 사건의 개요 및 허용요건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은 충수펌프가 불시에 작동을 개시하는 사고
로서 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고에 해당된다.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은 SMART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 중 PC-2인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나, 사건시 가정되는 단일고
장과 동시사건의 발생률에 따라 PC-3 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충수계통은 탱크와 펌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냉각재상실사고 등 냉각재
재고량 감소 사고시 냉각재를 보충하여 노심 노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안전계통이
다(표 4.2.3.5-1). 충수펌프는 왕복동 펌프(Positive Displacement Pump; PDP)로서
방출 부분의 압력에 상관없이 일정한 유량을 흘려주게 된다.
충수펌프가 오작동하게 되면 냉각재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원자로계통의 압
력이 증가하게 된다. 일차 계통의 압력이 증가하여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
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
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에도 충수펌프는 충수탱크가 고갈될 때까지 계속
작동하게 되어 가압기 가스실린더에 있는 안전밸브의 설정치까지 원자로 계통의 압
력을 증가시키며, 안전밸브의 개방으로 원자로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이내
로 유지된다.

충수탱크의 물 용량은 약 30 톤이며 충수펌프의 설계유량은 1.235

kg/sec로 전체 충수탱크의 냉각수가 고갈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7 시간이다.
사고 발생 초기에 가압기 중앙공동과 가스 실린더에 비응축성 가스가 존재할 때 안
전밸브를 통한 방출유량과 중앙공동과 가스 실린더가 냉각재로 가득 차게 되는 이
후의 방출유량 특성은 다르다. 본 해석에서는 운전원이 충수펌프 오작동을 인지하
여 12000 초에 충수펌프를 계통으로부터 차단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 영향 분석 및 결과
- 수학적 모델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을 해석하
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모델하며 노심 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변화
등을 계산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은 압력 변화에 따른 일차계통의 가압 관
점에서 분석된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건 발생시 가능한 한 원자로 최대 압력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
을 조절하여 사용하는데, 본 분석에서 사용된 초기 조건을 표 4.2.3.5-2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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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기간 동안 원자로의 최대 압력을 가장 보수
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원자로 정지 신호는 최대한의
지연 시간을 가지며,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는 상실되기 시작한다.

원자로 정

지 신호 발생과 동시에 소외 전원은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주냉각재펌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급수관/증기관 격리 밸브의
개폐 시간 및 PRHRS 격리 밸브의 개폐 시간은 10초를 이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기의 측정 오차 및 불확실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조절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가는
고려하지 않고 정지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가만 고려하였다. 단일고장으로는 3 개의
가압기 안전밸브 중 2 개만 작동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반응도가와 관련해서
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냉각재온도계수 및 핵연료온도계수를 각각 최대 값 및
최소 값을 이용하였다.
- 결과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사건시 주요 계통 변수들의 경향을 그림
4.2.3.5-1에서 4.2.3.5-5에 나타내었고, 과도 상태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을 표
4.2.3.5-3에 나타내었다.
과도 초기 충수계통의 작동에 의하여 원자로계통이 가압되어 냉각재 밀도는 증
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노심 출력은 증가하게 된다. 충수계통이 계속적으로 작동함
에 따라 가압기 압력은 사고 발생 후 970 초경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인 17
MPa에 도달하여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진다(그림 4.2.3.5-1). 원자로가 정지된 이 후
충수탱크가 고갈될 때까지 충수펌프는 계속 작동하여 계통의 압력은 가압기 안전밸
브의 개방 설정치(17.51 MPa)를 초과하여 안전 밸브가 개방되어 계통 감압이 이루
어진다. 계통의 감압은 안전밸브 닫힘 설정치(13.85 MPa) 이하로 떨어져서 안전밸
브는 닫히게 된다. 이후에 안전밸브는 충수펌프가 작동을 멈출 때까지 계속하여 열
림과 닫힘을 반복하게 된다(그림 4.2.3.5-2).

냉각재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가압기

중앙공동과 가스실린더는 각각 약 6300 초와 10000 초에 냉각재로 가득차게 된다
(그림 4.2.3.5-3).

안전밸브를 통한 초기의 가스 방출 유량은 약 17 kg/sec이고, 가

스 실린더가 냉각재로 채워진 이후의 방출유량은 약 50 kg/s이다(그림 4.2.3.5-4).
12000초 이후 충수펌프는 계통으로부터 차단되어 더 이상의 냉각재 재고량 증가는
없으며 이후 노심 붕괴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제거되어 일차계통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그림 4.2.3.5-5).
∙ 결론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사건의 과도 상태 기간동안 원자로냉각재
계통과 이차 계통 압력은 설계 제한치인 18.7 MPa 이내에서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
전성이 유지된다.

그리고 최소 핵비등이탈율은 사고 발생이후 일차 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한치인 1.41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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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5-1 충수 계통 설계값
3

충수 탱크

물 용량 (m )

30.2

온도 (℃)

50

압력

대기압
3

충수 펌프

유량 (m /hr)

4.5

표 4.2.3.5-2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사건시 사용된 초기값
계통 변수

값

초기 노심 출력, 정격치의 %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냉각재 온도 반응도가
연료 온도 반응도가
제어봉반응도가, %Δρ
제어봉 낙하시간, 초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02.0
102.0
103.0
0.975
0.5
Most Negative
Least Negative
10%
8.0
15.25

표 4.2.3.5-3 충수 계통 부적절한 작동 사건 진행 경위
시간 (초)
0
970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충수 펌프 작동 개시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12000

충수 펌브 계통으로부터 격리

15000

해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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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MPa

1.2

Core Power Fraction, -

1.0
0.8
0.6
0.4
0.2
0.0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Time, seconds

그림 4.2.3.5-1 노심 출력 거동
19
PZR end cavity
Gas cylinder

Primary Pressure, MPa

18

17

16

15

14

13
0

3000

6000

9000

Time, seconds

그림 4.2.3.5-2 계통 압력 거동

- 790 -

12000

15000

5
PZR end cavity
Gas cylinder

Mixture Level, m

4

3

2

1

0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Time, seconds

그림 4.2.3.5-3 가압기 중앙공동 / 가스실린더 수위 거동

Safety Valve Flowrate, kg/s

80

60

40

20

0
0

3000

6000

9000

12000

Time, seconds

그림 4.2.3.5-4 안전밸브 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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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600

Primary Temperature, K

SG inlet
SG outlet

580

560

540

520
0

3000

6000

9000

Time, seconds

그림 4.2.3.5-5 일차계통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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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15000

4.2.3.6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감소
4.2.3.6.1 가압기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4.2.3.6.4 절의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일부로 기술되어 있다.
4.2.3.6.2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건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증기발생기 세관파단(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사건은
원자로용기 내부에서 일차 계통과 접촉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나선형 세관이 파단되
는 사건이다.

SGTR 사건은 SMART 안전 관련 설계기준사건 중 PC-3인 사건으

로 분류되었으나, 사건 발생시 가정되는 단일 고장과 동시 사건의 발생률에 따라
PC-4 사건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SGTR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차 계통의 냉각재는 파단 부위를 통하
여 이차 계통으로 유출되어 일차 계통의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세관 파단

이 발생한 부위에서의 이차 계통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단 부위를 가지는 증기
발생기 이차 계통의 경로 입구에서의 급수 유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파단 부위를
통한 일차 계통에서 이차 계통으로의 냉각재 유출로 인해 파단이 발생한 경로에서
의 전체 유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파단이 발생한 경로에서의 급수 유량이 감

소하기 때문에 건전한 이차 계통 증기발생기 경로로의 급수 유량은 정상 상태에 비
하여 다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이차 계통을 통한 전체 유량은 증가

하게 되며, 과도 초기 노심 출력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증기발생기 이차

계통을 통한 열제거량이 노심에서의 열생성량보다 크기 때문에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차 계통의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

에 파단 부위를 통한 냉각재 유출은 줄어들게 되고, 노심 출력 또한 서서히 감소하
게 된다.
일차 계통의 압력이 감소하여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차단되고

PRHRS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PRHRS 열교환기를 통한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시 외부 전원 상실 여부에 따라 주냉각재펌프는 계속

운전되거나 정지하게 된다.

파단이 발생한 경로에서의 이차 계통의 유체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일차측의 냉각재와 혼합되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체는 터빈 정
지 전까지는 계속하여 터빈으로 방출된다.

이후 원자로가 정지하게 되면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 밸브가 작동하여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체의 흐름은 PRHRS 내
부로 제한된다.
∙ 영향 분석 및 결과
SGTR 사건 분석에서 주된 관심은 대기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 정도
및 핵연료의 건전성이다.

현 단계에서는 방사능 물질 누출 분석은 제외하고, 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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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계통 및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 수학적 모델
SGTR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를, 그리
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SGTR 사건은 노심 출력과 압력 변화에 따른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
및 방사능 영향 평가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초기 및 경계 조건은 사건시 가

능한 한 최소 DNBR을 작게 하고, 소외 방사능 누출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으로써 이들 두 가지 관점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해석에서는 최소 DNBR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초

기 및 경계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열수력 변수들로는 노심 출력, 원자로 압력,
일차 계통 유량, 노심 입구 온도 및 반응도가 등이 있다.
SGTR 사건 기간 동안 최소 DNBR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원자로 정지 신호는 최대한의 지연 시간을 가지며, 원자로 정

지와 동시에 급수는 상실되기 시작한다.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과 동시에 소외 전

원은 상실된다고 가정하였고, MCP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급수관/증기관 격리 밸브의 개폐 시간 및 PRHRS 격리 밸브의 개폐 시간
은 10초를 이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기의 측정 오차 및 불확실도 등을 고려하였

고, 조절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가는 고려하지 않고 정지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가만
고려하였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SGTR 사건의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냉각재

온도계수는 최소 값을, 그리고 핵연료온도계수는 최대 값을 이용하였다.
- 결과
SGTR 사건 해석에서 고려된 초기 및 경계 조건을 표 4.2.3.6-1에 나
타내었다.

표 4.2.3.6-1에 나타난 초기 조건은 다양한 초기 조건들중 최소 DNBR

관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의 조합이다(노심 저출력, 가압
기 고압력, 노심 입구 고유량 및 노심 입구 고온도).
SGTR 사건시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을 그림 4.2.3.6-1
에서 4.2.3.6-5에 나타내었으며, SGTR 사건시 사건 진행 상황을 표 4.2.3.6-2에 요
약하였다.

SGTR 사건시 가압기 압력은 151.24초경에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

인 12.0 MPa에 도달하게 되고, 1.125초의 신호 지연 시간을 가지고서 약 152.4초부
터 급수관/증기관 격리 밸브 및 PRHRS 관련 밸브가 10초 Stroking Time을 가지면
서 폐쇄 또는 개방된다.

그리고 주냉각재펌프는 40초 이내에 감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자로 정지는 약 153초경부터 정지 제어봉의 삽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다.

노심 출력은 정지 제어봉이 삽입되기 전인 152초경 최대 출력 102.3%에 도달

하게 되고, 155.4초경 최소 DNBR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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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TR 사건시 일차계통의 압력은 이차계통으로의 냉각재 유출로 인하여 지속
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과도 초기 압력 15.25 MPa이 최대 압력이 된다.

그리고

SGTR 사건시 노심 입구 유량은 과도 초기부터 원자로 정지 이전까지 시간에 따라
큰 변화는 없지만, 반응도 궤환의 효과로 노심 출력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DNBR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 이후 최

소 DNBR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원자로 정지 제어봉에 의한 노심 출력의 감소보
다 노심 입구 유량의 감소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해석에 의하면 최

소 DNBR은 155.4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509이다.
∙ 결론
SGTR 사건의 경우 과도 상태 기간동안 MDNBR 및 계통 압력은 각각
설계 제한치인 1.41 이상, 그리고 설계 압력의 110%인 18.7 MPa 이내에서 유지된
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 누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4.2.3.6.3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혹은 증기 배관 파단사고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사고는 SMART 증기발생기 내부에 위치한
급수/증기 배관이 파단되어 발생하는 사고이다.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는

안전 관련 설계기준사건 중 PC-4인 사고로 분류되었으나, 사고 발생시 가정되는 단
일 고장과 동시 사건의 발생률에 따라 PC-5 사고로도 분류될 수 있다.
∙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는 직경 27 mm의 급수 배관이
파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차 계통 냉각재가 파단 부위를 통하여 이차 계통으로 방출하게 되어 일차 계통의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방출된 일차 계통의 냉각재는 이차 계통의 급수 유

량과 합쳐져 증기발생기로 전달된 열량을 제거하게 되어 노심 입구로 유입되는 냉
각재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과도 초기에는 일차 계통 압력 감소의 효과가 냉각재

온도 감소의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냉각재 밀도는 감소하게 되며, 감속재 밀도 감
소로 인해 부(-)의 냉각재 반응도가 주입된다.

그리고 노심 입구로 유입되는 냉각

재의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의

도플러 반응도가 주입되는데, 냉각재 밀도 반응도가 도플러 반응도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과도 초기에는 노심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후 일차 계통의 압력 감소의

효과보다 냉각재 온도 감소의 효과가 커지게 되어서 냉각재 밀도는 증가하게 되며,
냉각재 밀도의 증가로 인해 정(+)의 냉각재 반응도가 주입되면서 노심 출력은 증가
하게 된다.

이후 일차 계통의 압력이 감소하여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증기 배관 파단

사고는 직경 65 mm의 증기 배관이 파단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증기 배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급수 배관 파단시에 비하여 일차 계통의 압력은 급속히 감소하게 된
다.

이와 더불어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 이차측 경로의 출구 압력은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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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압력이 증기압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
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
되고 PRHRS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PRHRS 열교환기를 통한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시 외부

전원 상실 여부에 따라 주냉각재펌프는 계속 운전되거나 정지하게 된다.

증기발생

기 내부 배관 파단이 발생한 경로에서의 이차 계통 유체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일차측의 냉각재와 혼합되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체는 터빈 정지 전까지는 계
속하여 터빈으로 방출된다.

이후 가압기 저압력 정지 신호 또는 증기압 고압력 정

지 설정치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하면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 밸브가 작동하여 방사
능 물질을 포함한 유체의 흐름은 PRHRS 내부로 제한된다.
∙ 영향 분석 및 결과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 분석에서 주된 관심은 대기로의 방사
능 물질의 누출 정도 및 핵연료의 건전성이다.

현 단계에서는 방사능 물질 누출

분석은 제외하고 열수력 계통 및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 수학적 모델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
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는 노심 출력과 압력 변화에 따른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 및 방사능 영향 평가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초기 및

경계 조건은 사고시 가능한 한 최소 DNBR을 작게 하고, 소외 방사능 누출을 최대
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 두 가지 관점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해석에서

는 최소 DNBR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초기 및 경계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열수력 변수들로는

노심 출력, 원자로 압력, 일차 계통 유량, 노심 입구 온도 및 반응도가 등이 있다.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 기간 동안 최소 DNBR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
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원자로 정지 신호는 최대한의 지연 시간

을 가지며,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는 상실되기 시작한다.

원자로 정지 신호 발

생과 동시에 소외 전원이 상실된다고 가정하였고, MCP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급수관/증기관 격리 밸브 및 PRHRS 격리 밸브의
개폐 시간은 10초를 이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기의 측정 오차 및 불확실도 등도

고려하였고, 조절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가는 고려하지 않고 정지 제어봉에 의한 반
응도가만 고려한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

의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냉각재온도계수와 핵연료온도계수는 최소 값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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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결과
증기발생기 내부 증기 배관 파단 사고시에는 배관 파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계통 변수들은 급격한 과도 현상을 보이게 되며, 원자로 정지 신호는 증기
압 고압력에 의해 과도 초기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급수 배관 파단 사고

의 경우에는 급수 배관의 크기가 증기 배관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증기 배관 파단
사고에 비하여 완만한 과도 현상을 보이게 되며, 노심 출력은 시간에 따라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 신호는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

에 의해 시간이 지연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핵연료 건전성의 판단 기준인
DNBR 측면에서 본다면 노심 출력이 증가하고 원자로 정지 신호가 시간 지연되어
발생하는 급수 배관 파단 사고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은 노심 저출력, 가압
기 고압력, 노심 입구 고유량 및 노심 입구 고온도인 초기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6-3).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
수력 거동을 그림 4.2.3.6-6에서 4.2.3.6-10에 나타내었으며,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사건 진행 상황을 표 4.2.3.6-2에 요약하였다.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가압기 압력은 22.42초경에 가압기 저압
력 정지 설정치인 12.0 MPa에 도달하게 되고, 1.125초의 신호 지연 시간을 가지고
서 약 23.54초부터 급수관/증기관 격리 밸브 및 PRHRS 밸브가 10초 Stroking
Time을 가지면서 폐쇄 또는 개방된다. 그리고 주냉각재펌프는 40초 이내에 감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자로 정지는 24초경부터 정지 제어봉의 삽입에 의해서 이루어
지게 된다.

노심 출력은 정지 제어봉이 삽입되기 전인 23초경 최대 출력 114.7%에

도달하게 되고, 26.3초경 최소 DNBR이 나타나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일차계통의 압력은 이차계통으로의 냉
각재 유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과도 초기 압력 15.25 MPa이 최
대 압력이 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노심 입구 유량

은 과도 초기부터 원자로 정지 이전까지 시간에 따라 큰 변화는 없지만, 반응도 궤
환의 효과로 노심 출력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DNBR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 이후 최소 DNBR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는 원자로 정지 제어봉에 의한 노심 출력의 감소보다 노심 입구 유량의 감소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최소 DNBR은 26.3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DNBR 설계 제한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심보호계통의 저

DNBR 설정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최소 DNBR은 1.5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었다.
∙ 결론
증기발생기 내부 파단 사고의 경우 핵연료 건전성 관점에서 증기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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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 사고의 경우에 비하여 급수 배관 파단 사고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심보호계통의 저 DNBR 설정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건시 MDNBR 및 계통 압력은 각각 설계 제한
치인 1.41 이상, 그리고 설계 압력의 110%인 18.7 MPa 이내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 누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4.2.3.6.4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는 일차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NSSS의 모든 구성품 및 배관 등의 가상적인 파단으로 인하여 일차측 냉각재가 안
전보호용기나 격납건물 등으로 누설되어 계통의 압력과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하는
사고이다.
∙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파단부를 통한 누설 유량의 발생으로 사고 초기에 계통의 압력이 급격
히 감소하면 일차계통 저압력 비상보호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된다. 원자로
가 정지되면 주급수관/주증기관이 격리밸브에 의해 폐쇄되어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원자로용기보다 높은 곳에 피동잔열제거계
통의 비상냉각탱크 및 응축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증기발생기 튜브를 통하여 전달된
노심 잔열을 자연순환에 의하여 제거하게 된다. 일차계통의 압력 감소로 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계통의 기포율은 증가하게 되고, 파단부를
통한 지속적인 질량 및 에너지의 방출로 일차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및 압력은 감소
한다. 이후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이 작동하여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
을 보충하게 된다.
안전보호용기의 압력과 온도는 파단부를 통하여 유입되는 에너지와 안전보호용
기 및 격납용기의 열침원을 통한 열 제거량 사이의 밸런스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
라서 열 제거량이 유입 에너지보다 많아질 때까지 안전보호용기의 압력과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계통의 압력이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에 근접하게되면 파단부를 통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은 감소하며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의 나머지 부분은 피동
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제거된다.
계통과 안전보호용기에서의 열 평형 도달로 계통과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이 같아
지게 되면 파단 유량이 형성되지 않게 되어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손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안전보호용기 벽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열
제거가 발생함으로써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은 계통의 압력보다 약간 낮게 유지되어
파단유량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이로 인한 일차 계통의 재고량 손실은 충수펌프
를 통하여 보충함으로써 노심 노출이 방지된다. 이와 같은 충수계통과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작동으로 핵연료 봉의 온도와 N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게 되고 원자로는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 안전 제한치 혹은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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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만족하여야 할 허용기준은 가압경수로의 비상노
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냉각재상실사고해석시 적용하는 10CFR50.46[4.2.3-4]의
허용기준으로서 다음과 같다.
o

- 핵연료의 최대 피복재 온도는 1204 ℃(2200 F)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국부 피복재산화깊이는 원래 벽두께의 17%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산화반응한 지르코늄의 량이 전 피복재 질량의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노심 형상은 냉각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 사고후 장기간 동안 잔열이 제거되어 노심의 온도는 충분히 낮게 유지
되어야 한다.
∙ 해석방법론 및 해석모델
- 사용 전산코드
소형냉각재 상실사고는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 코드인 MARS/SMR
[4.2.2-4] 코드를 사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해석
을 수행하였다.

MARS/SMR 코드는 기존 상용로의 최적 계산용으로 널리 사용되

어 온 RELAP5 전산코드[4.2.3-5]를 근간으로 SMART 고유 모델들을 추가하여 개
발하고 있는 코드로 사고시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유동에 대하여 6개의 지배방
정식을 이용하여 유체 온도, 압력, 유량 거동 등을 계산한다. 현재 개발된
MARS/SMR version 1.4에는 SMART의 설계 특성을 반영한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비응축성 개스를 포함한 이상유동의 임계유량 모델, 자기가압기 모델
등이 내재되어 있다. SMART의 설계 특성과 관련하여 추가된 모델들과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모델들은 참고문헌 [4.2.3-6]에 기술되어 있다.
∙ 해석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은 아래에 기술되는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하였고, 해석에 사용된 주요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은 표
표 4.2.3.6-5에 요약되어 있다.
- 초기조건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심
출력은 노심의 열속 측정계기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격출력의 102%로 하고 유량과
온도 등은 출력 증가에 해당하는 정도만큼 변화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급수유
량은 노심 출력 증가량만큼 증가된 유량을 사용하였다.
- 잔열생성율 및 출력 분포
해석에 사용된 잔열 곡선은 ANS-73 값에 1.2를 곱한 곡선을 사용하
였다. 이 잔열 곡선은 10CFR50 Appendix K에서 요구하고 있는 1.2×ANS-71 잔열
곡선과 비교하여 -0.4∼2.1% 정도로 약간 높으며[4.2.3-7] 플랜트의 운전조건과 계
산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곡선이다. 그리고 노심의 축방향 출
력분포는 LCO 조건에서 핵연료의 위쪽에서 최대 출력이 나타나는 Axial Off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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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을 사용하였다.
- 반응도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차계통의 압력 감소로 일차측 냉각재 밀도가 감
소하고 이에 따라 부의 반응도가가 주입됨으로써 핵연료 평균온도도 감소한다. 이
들이 반응도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냉각재 밀도 반응도가
와 도플러 반응도가는 각각 Least Negative 값과 Most Negative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어봉의 반응도가는 최소값(10% △ρ)을, 제어봉의 낙하 속도는 초당 250
mm로 하였다. 여기서 제어봉 뱅크의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 다발의 고
착(Stuck)을 고려하였다.
- 원자로 보호계통 설정치 및 지연시간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감압으로 인한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비상보
호 설정치(12 MPa)에 도달하면 센서 응답시간(0.6 초)과 신호지연시간(0.525 초)을
거친 후에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며, 트립 차단기 열림 및 제어봉구동계통의
코일 감쇠 시간 지연(0.5 초) 후에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와 더불어 원자로 정지 신호발생과 동시에 소외전원 상실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
다.
- 피동잔열제거계통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하면 주급수관/주증기
관 격리밸브가 닫히면서 터빈/발전기 계통은 핵증기 공급계통으로부터 격리된다. 이
와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증기 및 급수 차단밸브가 열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주급수관/주증기관 격리밸브의 완전차단 시간은 10
초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급수/증기 차단밸브의 완전개방 시간은 10 초로 가정하였
다. 사고 시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일 고장을 고려하여 4 트레인 중 3 트레인만 작
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증기발생기 튜브 막음
헬리컬 튜브의 관 막음은 설계요구조건인 10% 관막음을 고려하였으
며 12 개의 카셋트에 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듈 관막음시 비대칭성
은 고려하지 않았다.
- 임계유량
임계유량 모델은 MARS/SMR에 내장된 비응축성 가스가 고려된
Henry-Fauske모델을 기본으로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상간 유량을 선형 외삽
(Liner Extrapolation)하도록 수정보완한 SMART 용 Henry-Fauske모델을 사용
하였다. 파단 유로는 형상계수를 0.6으로 한 Smooth Area Change 옵션과 균질평형
모델(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옵션을 사용하고 방출계수는 단상액체, 이
상혼합체, 단상증기에 대하여 모두 1.0을 사용하였다. 또한, 보수적인 파단 유량 계
산을 위하여 배관 파단은 원자로 용기와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며 원자로 용기 두껑
에 장착되어 있는 노즐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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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주입계통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
충하기 위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이 설치되어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기계적으로 분리된 2 트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비상
노심냉각탱크 하부 배관은 2 트레인의 충수계통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냉각재 상
실사고시 계통의 압력이 9.475 MPa 이하로 떨어지면 질소로 가압된 비상노심냉각
탱크의 물은 탱크와 원자로의 압력 차이에 의하여 체크밸브를 통하여 가압기 환형
공동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충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시에는 1 트레인만이 작동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배관 파단 사고 시에는 2 트레인이 작동하는 것으로 하였다.
충수계통은 1 개의 충수 저장탱크를 수원으로 하여 구성과 기능이 동일한 2 개
의 독립적인 트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트레인에는 독립적인 전원을 받는 고압
충수펌프 2 대가 병렬로 연결되어 원자로용기의 환형 덮개에 연결된 노즐을 통하여
냉각수를 주입한다. 따라서 충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시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1
대의 충수펌프가 주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차계통 냉각재 상실시 충수계통은
가압기 환형공동 내에 설치된 수위계의 저수위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운전원
의 수동 조작으로 기동되며 원자로의 수위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정지된다. 해석시
모든 파단 사고에 대하여 충수펌프 1 대가 저수위 신호 발생 20초 후에 자동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장기냉각 수행으로 충수탱크의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게되면, 수원이 내부차폐탱크로 전환되어 재순환(Recirculation) 운전으로 냉
각수 보충이 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
- 안전보호용기
계통의 재고량 손실 관점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안전보호용기
의 온도 및 압력은 전 사고 기간 동안 초기 대기 조건으로 일정하게 두어 방출량을
최대화하였다.
- 파단위치와 파단면의 크기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해석은 일차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NSSS의 모든 구성품 및 배관 등의 가상적인 파단 위치 및 크기를 고
려하여 수행한다. 현 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파단 위치로는 원자로의 중앙 덮개로
연결되는 가압기 가스실린더 배관, 제어봉구동장치의 분배관, 가압기 열교환기로 연
결되는 분배관, 수위계 분배관, 온도계 분배관 등과 환형 덮개로 연결되는 충수계통
배관, 정화계통 배관, 원자로 수위계 분배관, 온도계 분배관, 노내외 계측기 안내관
등이 있다. 이러한 배관들은 원자로용기 덮개에 장착된 노즐에 연결되어 있고 이
노즐들에는 대부분 유량 제한기 또는 체크밸브가 내장되어 있어 원자로 외부에서
직경이 큰 배관이 완전 파단되더라도 일차측 재고량은 직경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
유량 제한을 받으며 방출되게 된다.
이러한 파단들 중 냉각재 재고량 손실 거동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가
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가압기 안전밸브 한개의 부적절한 개방,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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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사고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내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은 원자로용기 덮개에 장착된
최소 내경 20 mm의 노즐에 연결되어 있고,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최소 내경은
25 mm, 노외 계측기 안내관의 내경은 50 mm로 하여 해석하였다.
∙ 해석 결과
해석이 수행된 상기 배관 파단 사고들에 대한 주요 계통변수들의 사고
거동은 그림 4.2.3.6-11 ∼ 4.2.3.6-34에 나타나 있다. 표 4.2.3.6-6는 각 사고들의 주
요 사건진행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 그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량 손
실이 가장 많은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을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통의 냉
각재 재고량은 노심 상부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고 전 기간 동안 노심이 냉각재로 채워져 있으면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나 산화
정도는 허용기준보다 충분히 낮게 유지될 수 있고 노심 냉각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핵연료의 최대 피복재 온도는 초기치 (345℃)보다 높아지지 않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4 트레인의 피동잔열제거계통 중 3
트레인만이 작동하더라도 노심의 잔열은 충분히 제거되어 N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파단 사고들은 비슷한 사고 진행
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사고에 대한 해
석 결과를 아래에 기술하였다.
표 4.2.3.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2% 정격 출력 운전 모드에서 가압기의 중앙
공동 상부 덮개에 연결된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이 순간적으로 완전
파단되면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은

안전보호용기로

급속히

방출된다(그림

4.2.3.6-11). 이 때 파단유량은 덮개에 장착된 최소 내경 20 mm의 노즐부에서 유량
제한을 받으며 형성된다. 사고 초기 질소기체/증기 혼합체가 파단부로 먼저 방출됨
으로 인하여 계통의 압력은 급격히 줄게되고, 사고 후 28.45 초에 가압기 저압 비상
보호 설정치(가압기 압력 12 MPa)에 도달하게 된다(그림 4.2.3.6-12). 비상보호 설
정치 도달 후 감지기 응답 및 신호지연이 고려된 총 1.125 초의 시간 지연 후인
29.575 초에 원자로 비상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
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하며,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트립 차단기 열림 및 제어봉구동계통의 코일 감쇠 시간으로 가정된 0.5
초의 시간 지연 후인 30.075 초에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여 노심 출력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주냉각재펌프의 정지로 강제순환이 상실되고, 냉각재 손실 및 압력 감
소로 인한 Flashing으로 일차 계통에서는 사고 후 70 초경부터 이상 자연순환 유동
이 형성된다(그림 4.2.3.6-13).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가 닫히고 증기발생
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증기발생기 하단으로 유입되는 급수는 나선형
세관을 따라 올라 가면서 쉘측으로 흐르는 일차측 냉각재의 열을 흡수하여 과열증
기가 되고, 이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로 유입되어 응축된 후 다시 증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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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로 되돌아오는 자연순환 유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작동 초기단계에서는
피동잔열제거계통 내 배관 및 열교환기에 채워져 있던 물의 영향으로 원활한 유로
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이차계통의 압력은 계속 상승하여 62 초경에 최
대치인 7.01 MPa에 도달한다. 그 후 이차계통 내에서는 자연순환 유량이 충분히 형
성되어 이차측의 압력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그림 4.2.3.6-12).
사고 후, 92 초에 원자로의 압력이 9.475 MPa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비상노심냉
각계통이 작동하여 원자로 환형공동으로 냉각수를 주입한다(그림 4.2.3.6-14). 주입
된 냉각수의 상당부분은 파단부인 가압기 중앙공동으로 유입된다. 가압기의 수위가
파단 부위까지 도달하는 105 초경부터는 과냉액체 혹은 저 건도의 이상혼합체가 질
소기체와 함께 방출됨으로 해서 방출 유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200 초경에 최대 유
량이 약 28 kg/s에 달한다(그림 4.2.3.6-11). 이로 인하여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사고 후 300 초경부터는 고 건도의 이상혼합체/질소기체가
방출됨으로써 방출유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단 유량의 지
속으로 일차 계통에서는 제일 먼저 가압기 환형공동부터 비기 시작하여 사고 후
384 초경에 가압기 저수위 설정치인 환형공동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 설정치 도
달 후 신호 지연 시간, 충수펌프 및 관련 밸브 구동 시간이 경과한 404 초경부터
충수계통의 안전주입이 시작된다(그림 4.2.3.6-14). 이 때부터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을 통한 안전주입 유량이 파단 유량보다 많아져 원자로의 냉각재 수위는
상승하게 된다(그림 4.2.3.6-15). 3130 초경에 비상노심냉각탱크의 물은 고갈되나 충
수펌프 1 대를 통한 안전주입만으로도 원자로의 냉각재 수위는 노심 상단보다 충분
히 높게 유지된다.
안전주입이 진행되는 동안 상온의 안전주입수와 고온의 증기 사이에 발생하는
직접접촉응축 현상에 의한 응축요동으로 원자로의 수위요동이 발생한다. 증기 발생
기 쉘 측을 포함한 원자로 강수부와 노심사이의 이러한 수위 요동은 노심 입구유량
의 요동을 유발하며(그림 4.2.3.6-13), 이에 따라 노심 출력, 증기 발생량 및 노심 상
부의 압력 변화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는 다시 강수부 내부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Feedback 효과를 발생시켜 저온측의 강수부와 고온측의 노심사이에 Manometric
Oscillatin을 발생시킨다. 일차계통의 냉각재는 이와 같은 이상유동을 지속하고 증기
발생기 쉘 측의 냉각재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를 거쳐 튜브측을 통과하는
저온의 이차측 자연순환 유동에 의하여 냉각된다. 사고 후 10490 초경부터는 피동
잔열제거계통은 단상의 액체에 의한 자연순환유동으로 일차측의 열을 제거하게 된
다.
상기와 같이 충수계통을 통한 냉각수 보충으로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고 노심
잔열은 파단부를 통한 에너지 방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열전달에 의하여 충
분히 제거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 온도, N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그림 4.2.3.6-16).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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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기본설계의

여러

가지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하여

MARS/SMR 코드를 이용하여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을 통한 안전주
입 유량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량은 노심 상부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되었다. 이
o

로 인하여 노심 냉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는 초기치(345 C)
보다 높아지지 않고 감소하였다. 또한,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4 트레인의 피동잔열제
거계통 중 3 트레인만이 작동하더라도 노심의 잔열은 충분히 제거되어 NSSS의 압
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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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6-1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건 해석에 사용된 값
변수

값

초기 노심 출력, 정격치의 %

98.0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98.0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103.0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1.125*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0.5

냉각재온도 반응도가

Least Negative

핵연료온도 반응도가

Most Negative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0.40

최대 축방향 첨두 계수

1.8898

최대 반경방향 첨두 계수

1.7047

제어봉반응도가, %Δρ(최대 반응도 제어봉 고착)

10%

제어봉 낙하시간, 초

8.0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5.25

가압기 개스 실린더

Open

단일 고장

PRHRS 1 Train Failure

MFIV/MSIV 닫힘 시간, 초

10.0

PRHR 급수/증기 차단 밸브 개방 시간, 초

10.0

* 가압기 저압력 정지 지연 시간임.
표 4.2.3.6-2 증기발생기 세관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발생
초기 DNBR
초기 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1.82
776.8 K
15.25 MPa

151.24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12.0 MPa

152.0

최대 노심 출력에 도달

102.3%

152.365

주증기격리밸브 닫힘
PRHR 급수/격리 밸브 열림
주냉각재펌프 감속 시작

10초 Stroking Time
10초 Stroking Time
40초 관성 서행 시간

152.865

제어봉 삽입 시작

-

155.4

최소 DNBR에 도달

1.509

192.365

주냉각재펌프 정지

-

400.0

해석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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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6-3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사고 해석에 사용된 값
변수

값

초기 노심 출력, 정격치의 %

98.0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98.0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103.0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1.125*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0.5

냉각재온도 반응도가

Least Negative

핵연료온도 반응도가

Least Negative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0.40

최대 축방향 첨두 계수

1.8898

최대 반경방향 첨두 계수

1.7047

제어봉반응도가, %Δρ(최대 반응도 제어봉 고착)
제어봉 낙하시간, 초

10%
8.0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5.25

가압기 개스 실린더

Open

단일 고장

PRHRS 1 Train Failure

MFIV/MSIV 닫힘 시간, 초

10.0

PRHR 급수/증기 차단 밸브 개방 시간, 초

10.0

* 가압기 저압력 정지 지연 시간임.
표 4.2.3.6-4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 진행 상황
시간 (초)
0
22.4215
23.0
23.5465
24.0465
26.3
63.5465
100.0

사건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발생
초기 DNBR
초기 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최대 노심 출력에 도달
주증기격리밸브 닫힘
PRHR 급수/격리 밸브 열림
주냉각재펌프 감속 시작
제어봉 삽입 시작
최소 DNBR에 도달
주냉각재펌프 정지
해석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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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 또는 수치
1.82
776.8 K
15.25 MPa
12.0 MPa
114.7%
10초 Stroking Time
10초 Stroking Time
40초 관성 서행 시간
1.51
-

표 4.2.3.6-5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사용된 주요 초기/경계 조건 및 가정
주요 변수
노심 출력 (MWt), (정격치의 %)
일차계통
․노심 유량/노심 우회유량/전체 유량 (kg/sec)
․가압기 압력/가스 온도 (MPa/℃)
3
․가압기 중앙공동/가스실린더 가스 체적 (m )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출구 온도 (℃)
이차계통
․주급수 압력/온도 (㎫/℃)
․주급수 유량 (kg/sec), (정격치의 %)
․주증기 공통 헤더 압력 (㎫)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증기 과열도 (℃)
․SG 튜브 관막음, %
PRHRS
․트레인 수
․초기 압력/ 초기 온도 (㎫/℃)
3
․보상탱크 물/가스 체적 (m )
3
․비상냉각탱크 물 체적 (m )
안전보호용기
3
․순 자유체적/초기압력/초기온도 (m /MPa/℃)
2
․철재 대기접촉 표면적/벽면 두께(m /cm)
격납용기
3
․순 자유체적/초기압력/초기온도 (m /MPa/℃)
2
․철재 대기접촉 표면적/벽면 두께(m /cm)
비상노심냉각계통
․트레인 수
3
․탱크 1 대 물/가스 용량 (m )
․초기 가스 압력/물 온도 (㎫/℃)
충수계통
․트레인 수
3
․충수탱크 1 대 물 용량 (m )
3
․충수 펌프 1 대 주입 유량 (m /hr, kg/s)
원자로 정지 신호
잔열 곡선
냉각재온도 반응도가/도플러 반응도가
제어봉반응도가, % △ρ
단일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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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336.6, (102)
1490/60/1550
15.0/91.0
6.075/7.2
310/270
5.6/180
155.754, (102)
3.3
282.6/40 이상
10
4
4.5/50
2.8/0.7
91.4
400/0.1/50
500/12
3000/0.1/30
1700/4
2
3.0/2.202
9.475/50
2
30
4.5, 1.2357
가압기압력 ≤ 12 MPa
1.2 x ANS 73
Least/Most negative
10
PRHRS 1 트레인 고장

표 4.2.3.6-6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사고진행 상황 (시간, 초)
파단 종류

과도전개 사항

*

Case 1

Case 2

Case 3

Case 4

파단 발생

0.005

0.005

0.005

0.005

가압기 저압력 비상보호 설정치 도달

28.45

23.075

47.15

1.525

원자로정지 신호 발생

29.575

24.2

48.275

2.65

터빈 트립

29.575

24.2

48.275

2.65

주냉각재펌프 4대 정지

29.575

24.2

48.275

2.65

주급수 상실

29.575

24.2

48.275

2.65

증기, 급수 격리밸브 잠김

29.575

24.2

48.275

2.65

피동잔열제거계통 증기,급수차단밸브 열림

29.575

24.2

48.275

2.65

제어봉 삽입 시작

30.075

24.7

48.775

3.15

70

62

94

10

62
(7.01)

56
(7.0)

82
(7.01)

33
(7.20)

ECC Tank 안전주입 시작

92

72

191

32

가압기 저수위 경보 발생

384

335

1158

188

일차 계통 이상 자연순환 시작
증기발생기 증기관 압력 최대치 도달 (MPa)

404
355
12500
23300
원자로 고온측 수위 최소치 도달 (압축 수위) (노심상단 (노심상단 (노심상단 (노심상단
3.3 m 위) 3.1 m 위) 3.2 m 위) 0.16 m 위)
충수계통 안전주입 시작

404

355

1178

208

ECC Tank 고갈

3130

3180

3580

990

PRHRS 단상액체 자연순환 시작

10490

10790

10800

2400

사고계산 종료

18000

18000

18000

30000

* Case 1: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내경 20 mm의 노즐에 연결)
Case 2: 내경 25 mm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개의 부적절한 개방
Case 3: 내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내경 20 mm의 노즐에 연결)
Case 4: 내경 50 mm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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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re Power Fraction, -

1.0

0.8

0.6

0.4

0.2

0.0
0

100

200

300

400

Time, seconds

그림 4.2.3.6-1 노심 출력의 변화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0.0004
Total
Doppler
Moderator
Scram

Reactivity, -

0.0002

0.0000

-0.0002

-0.0004
0

30

60

90

Time, seconds

그림 4.2.3.6-2 반응도의 변화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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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50

30

16

20

14

12

10

10

0
-10

8

6

Primary Side: Node 1
Secondary Side: Node 34

-20

Mass Flow Rate, kg/sec

Pressure, MPa

Path Flow at 106

-30

4

-40

2
0

100

200

300

400

Time, seconds

그림 4.2.3.6-3 계통 압력 및 PRHRS로부터 급수관으로 유입되는 질량 유량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16

Mass Flow Rate, kg/sec

12

8

4

0

0

100

200

300

Time, seconds

그림 4.2.3.6-4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방출 유량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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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0
2.8
2.6
2.4

DNBR, -

2.2
2.0
1.8
1.6
1.4
1.2
1.0
0

30

60

90

120

150

180

Time, seconds

그림 4.2.3.6-5 DNBR의 변화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1.2

Core Power Fraction, -

1.0

0.8

0.6

0.4

0.2

0.0
0

20

40

60

Time, seconds

그림 4.2.3.6-6 노심 출력의 변화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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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0.00250

Total
Doppler
Moderator
Scram

Reactivity, -

0.00125

0.00000

-0.00125

-0.00250
0

10

20

30

Time, seconds

그림 4.2.3.6-7 반응도의 변화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10

16

14

0

12

-10

10

-20

-30

8
Primary Side: Node 1
Secondary Side: Node 34

Mass Flow Rate, kg/sec

Pressure, MPa

Path Flow at 106

-40

6

-50

4
0

20

40

60

80

100

Time, seconds

그림 4.2.3.6-8 계통 압력 및 PRHRS로부터 급수관으로 유입되는 질량 유량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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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ass Flow Rate, kg/sec

80

60

40

20

0

0

20

40

60

80

100

Time, seconds

그림 4.2.3.6-9 증기발생기 급수 배관 파단 방출 유량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3.5

3.0

DNBR, -

2.5

2.0

1.5

1.0
0

10

20

30

40

Time, seconds

그림 4.2.3.6-10 노심보호계통에 저 DNBR 설정치 고려시 DNBR의 변화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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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ass Flow Rate, kg/s

Liquid
Vapor
N2 Gas
Total
20

10

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18000

그림 4.2.3.6-11 파단유량 거동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16
PZR EC
2ry SG steam

14

Pressure, MPa

12
10
8
6
4
2
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그림 4.2.3.6-12 계통 압력 거동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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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200

Mass flow rate, kg/s

Core Inlet
PRHRS

100

0

-10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18000

그림 4.2.3.6-13 계통 유량 거동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5
1 Makeup Pump
2 ECC Tank

Flow Rates, kg/s

4

3

2

1

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그림 4.2.3.6-14 안전주입 유량 거동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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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10
9
8

Collapsed Level, m

7
6
5
4
Top of Core

3
2
1
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18000

그림 4.2.3.6-15 원자로 고온측 압축수위 거동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400

o
Temperature, C

Hot spot clad surface
Primary SG inlet
Primary SG outlet

300

200

10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그림 4.2.3.6-16 핵연료 피복재 및 일차측 냉각재 온도 거동
(내경 66.5 mm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 816 -

18000

30

Mass Flow Rate, kg/s

Liquid
Vapor
N2 Gas
Tota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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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18000

그림 4.2.3.6-17 파단유량 거동
(내경 25 mm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16
PZR EC
2ry SG steam

14

Pressure, MPa

12
10
8
6
4
2
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그림 4.2.3.6-18 계통 압력 거동
(내경 25 mm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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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200

Mass flow rate,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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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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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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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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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18000

그림 4.2.3.6-19 계통 유량 거동
(내경 25 mm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5
1 Makeup Pump
2 ECC Tank

Flow Rates, kg/s

4

3

2

1

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그림 4.2.3.6-20 안전주입 유량 거동
(내경 25 mm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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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21 원자로 고온측 압축수위 거동
(내경 25 mm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400

o
Temperature, C

Hot spot clad surface
Primary SG inlet
Primary SG outlet

300

200

100
0

3600

7200

10800
Time, seconds

14400

그림 4.2.3.6-22 핵연료 피복재 및 일차측 냉각재 온도 거동
(내경 25 mm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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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23 파단유량 거동
(내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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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R EC
2ry SG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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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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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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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
Time, seconds

그림 4.2.3.6-24 계통 압력 거동
(내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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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25 계통 유량 거동
(내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5
1 Makeup Pump
1 ECC Tank

Flow Rates,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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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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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10800
Time, seconds

그림 4.2.3.6-26 안전주입 유량 거동
(내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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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27 원자로 고온측 압축수위 거동
(내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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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G inlet
Primary SG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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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conds

14400

그림 4.2.3.6-28 핵연료 피복재 및 일차측 냉각재 온도 거동
(내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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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29 파단유량 거동
(내경 50 mm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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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30 계통 압력 거동
(내경 50 mm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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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31 계통 유량 거동
(내경 50 mm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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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32 안전주입 유량 거동
(내경 50 mm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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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33 원자로 고온측 압축수위 거동
(내경 50 mm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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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34 핵연료 피복재 및 일차측 냉각재 온도 거동
(내경 50 mm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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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0

4.3 안전성 평가(PSA)
SMART의 안전성을 평가함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를 수행하였
다. 현 단계에서 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기본적인 설계안만 나와 있는 상태이
며, 상세 설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SA에서도 일부 계통에 대해서는 설계를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보다
는, SMART 설계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설계의 취약점을 찾아 개선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PSA를 수행하였다.

4.3.1 PSA 수행방법론
PSA 수행범위는 전출력 운전중 내부 사건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 평가까지만
포함한다. 노심손상 이후의 2단계 PSA 및 3단계 PSA, 그리고 지진, 화재, 홍수 등
으로 인한 외부사건 PSA, 정지/저출력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PSA는 상세설
계 단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1단계 PSA 수행 전산 소프트웨어는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KIRAP(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4.3.1-1]을
사용하였다.

4.3.2 PSA 모델 및 신뢰도 자료
4.3.2.1 초기사건 분류
초기사건은 PSA 분석의 시작점으로서 각 초기사건에 대해 사건 수목(Event
Tree)을 이용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노심손상빈도를 추정하게 된다. 가능
한 SMART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분류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SMART는 기본 설계안만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PSA에서 일반적
으로 고려되는 사건 이외에는 초기사건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보조 계통
등의 고장으로 인한 초기사건은 상세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
본적으로 안전해석에서 고려되는 모든 사건들과 타 PSA(표준원전 계열)에서 고려
되는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표 4.3.2.1-1에 나타내
었다.
4.3.2.2 초기사건별 사건 수목
4.3.2.2.1 일반과도사건
일반과도사건(General Transients)은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나, 주요 계통
의 고장이나 LOCA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 및 다중성보호계통(Diverse
Protection System; DPS)에 의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고, 제어봉이 원자로심
으로 삽입됨으로써 원자로는 정지된다. General Transients 사건은 물론 다른 초기
사건의 경우에도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ATWS 사건으로 따로 취급
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급수 및 증기관은 격리되고, PRHRS 격리 밸브가 열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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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PRHRS가 작동하면 노심의 잔열이 제거되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만일
PRHRS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전원은 급수를 다시 공급하거나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이차측을 통한 잔열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증기발생기 이차측을 이용한 잔열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충수계통 및
POSRV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수행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
다.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에서 충수계통이 이용 불능일 경우에는 살수계통을
이용하여 일차측으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다. Feed & Bleed 운전시 장기적으로
는 충수탱크(Makeup Tank)의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원을 내부차폐탱크
(Internal Shield Tank)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3.2.2-1은 General
Transient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준다.
4.3.2.2.2 급수유량상실사건
급수유량상실사건(Loss of Feedwater)은 주급수가 상실되는 사건이다.
Loss of Feedwater가 발생하면 주급수 펌프는 물론 기동 펌프를 이용한 급수도 이
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복수기 진공(Condenser Vacuum) 등이 상실된 경우
에는 Condensate Receiver Tank의 수원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2-3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급수원이 없으므로 급수는 상실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주급수가 상실된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급수 및 증기관은 격리되고, PRHRS 격리 밸브가 열리게 되
어 PRHRS가 작동하면 노심의 잔열이 제거되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만일
PRHRS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전원은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이차측을 통한
잔열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증기발생기 이차측을 이용한 잔열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충수계통 및
POSRV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수행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
다.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에서 충수계통이 이용 불능일 경우에는 살수계통을
이용하여 일차측으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다. Feed & Bleed 운전시 장기적으로
는 충수 탱크의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원을 내부차폐탱크로 전환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림 4.3.2.2-2는 Loss of Feedwater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준다.
4.3.2.2.3 소외전원상실사건
소외전원상실사건(Loss of Offsite Power)은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이다.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경우에 소내부하 운전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원자
로 정지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지만, 본 분석에서는 보수적으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하면 급수계통은 이용
할 수 없다.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하면 비상전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에는
두 대의 비상디젤발전기(Emergency DG)와 한 대의 개스터빈발전기(Gas Turbine
Generator)가 있다. 안전모선에 전력공급이 상실되면 두 대의 Emergency DG는 자
동 기동하여 각 안전모선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만일 2 대의 Emergency D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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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운전원은 Gas Turbine Generator를 기동하여 안전모선
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급수 및 증기관은 격리되고, PRHRS 격리 밸브가 열리게 되
어 PRHRS가 작동하면 노심의 잔열이 제거되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만일 PRHRS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비상전원의 투입 여부에 따라 사고는 다
르게 진행된다. 비상전원이 투입된 경우에는 운전원은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이
차측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비상전원이 모두 고장난 경우에는 소외전원을 복구되
기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는 소외전원을 5시간 정도 내에 복구하면 기기냉각계통
을 이용하여 이차측을 통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
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만일 PRHRS도 작동하지 않으며 비상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심손상
으로 진행한다. 그림 4.3.2.2-3은 Loss of Offsite Power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
준다.
4.3.2.2.4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Small LOCA)는 일차측과 연결된 배관 등에 누설이
나 파단이 발생하여 일차측 냉각재가 상실되는 사고이다. SMART 설계에 따르면
Small LOCA시 최대 파단 유량이 야기되는 곳은 노외 계측기에 연결된 50 mm 안
내관이다.
Small LOCA가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면 급수 및 증기관은 격리
되고, PRHRS 격리 밸브가 열리게 되어 PRHRS가 작동한다. 파단 부위로 냉각재가
누출되면서 일차측 압력은 떨어져 RCS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ECCS
Tank의 수원이 압력차에 의해 일차측으로 주입된다. 이후 RCS Level이 설정치 이
하로 내려가면 충수 계통은 RCS Low Level에 의해 자동 기동하여 냉각수를 일차
측으로 주입하게 된다. 일차측 냉각수가 보충되고 PRHRS에 의해 잔열이 제거되면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충수 계통에 의해 일차측 냉각수 보충이
이루어지며, 충수 탱크의 수원이 고갈되면 수원을 내부차폐탱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CCS Tank 및 충수 계통에 의한 냉각수 보충은 이루어지나, PRHRS 계통이 작
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원은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충수 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살수계통 및 POSRV를 이용하여 일차측
Feed & Bleed 를 수행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일차측 Feed & Bleed 운전
시 장기적으로는 충수 탱크의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원을 내부차폐탱크로 전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3.2.2-4는 Small LOCA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준다.
4.3.2.2.5 증기발생기 내부 증기배관 파단사고
증기발생기

내부

증기배관

파단사고(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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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Break

inside

Steam

Generator; SLBSG)는 증기발생기 내에 위치한 증기관에 누설 또는 파단이 발생하
는 사고이다. SLBSG가 발생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파단부위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유출된다. 증기발생기 내의 증기관의 직경은 65 mm로서 Small LOCA에서 분석한
파단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SLBSG가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면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
가 잠기게 된다. 이 밸브들이 잠기면 일차측 냉각수의 추가적인 누출 차단이 가능
하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일차측 냉
각수가 장시간 추출되기 때문에 충수 계통에 의한 충수가 필요하다. 이후 운전원이
수동으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차단에 실패하면, 일
차측 냉각수는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모두 누출되기 때문에 충수 계통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원이 고갈되게 될 것이므로 노심손상이 발생한
다고 가정한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이 차단되어 일차측의 추가적인 누출을 차단하면,
이후는 PRHRS 또는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SLBSG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은 수행할 수 없으
며,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4.3.2.2-5는 Steam Line
Break inside Steam Generator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준다.
4.3.2.2.6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는 증기발
생기 내의 세관이 파열되거나 누출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SGTR이 발생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파단부위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유출된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직경은 9
mm 정도로서 Small LOCA 정도에 해당하는 파단이 발생할 수 있다.
SGTR이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면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
가 잠기게 되며, 일차측 냉각수의 추가적인 누출 차단이 가능하다. 주급수 및 주증
기 격리밸브들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원이 수동으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차단에 실패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증기발
생기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모두 누출되기 때문에 충수 계통이 작동하더라도 궁극적
으로는 수원이 고갈되게 될 것이므로 노심손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이 차단되어 일차측의 추가적인 누출을 차단하면,
이후는 PRHRS 또는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SGTR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은 수행할 수 없으
며,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4.3.2.2-6은 SGTR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준다.
4.3.2.2.7 이차측 대형 배관 파단 사고
이차측 대형 배관 파단 사고(Large Secondary Side Break; LSSB)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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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측 증기관 또는 급수관에 파단이 발생하는 사고이다.
증기관측에 파단이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을 통한 증기 유출량이 커지게
되어 일차측이 냉각된다. SMART는 이차측 냉각재 재고량이 적으므로 일차측의 냉
각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원자로 정지 후에 전체 반응도가 양(Positive)이 되지는
않는다.
급수관측에 파단이 발생하면 증기발생기로 급수되는 냉각수가 줄어들게 되어 부
분적인 급수상실과 유사한 사고경위가 된다.
LSSB가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면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가
잠기게 되며, 일차측 급냉 효과는 곧 중지하게 된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
이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 원전에서는 일차측 급냉에 의한 Return to Power
발생 가능성 여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SMART에서는 이차측

냉각재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Return to Power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손상된 증기
발생기가 차단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증기발생기 섹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이
외에는 일반적인 원자로 정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자로 정지 이후
에는 PRHRS 또는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LSSB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은 수행할 수 없으
며,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4.3.2.2-7은 LSSB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준다.
4.3.2.2.8 제어봉이탈사고
제어봉이탈사고(Rod Ejection Accident)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이탈
되어 방출되는 경우이다. 제어봉집합체가 이탈될 경우 그 부위를 통하여 일차측 냉
각수가 누출될 수 있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대 누출량은 Small LOCA와 비슷
한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Rod Ejection Accident가 발생하면
Small LOCA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Rod Ejection Accident가 발생한 뒤에
원자로

정지가

실패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의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에 설명되어 있다.
원자로 정지가 된 이후의 사고 시나리오는 Small LOCA 사고와 동일하다. 그림
4.3.2.2-8은 Rod Ejection Accident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준다.
4.3.2.2.9 정지불능예상과도상태
정지불능예상과도상태(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ATWS)
는 원자로 정지가 필요한 초기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원자로 정지계통의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가 실패하는 사고이다. ATWS 사고은 원자로 안전성에 미치는 중요성
및 독특한 현상 때문에 별도의 초기사건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ATWS가 발생하면, 일차측 열생성과 이차측 열제거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일차측의 급격한 압력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원전에 대한
PSA[4.3.2-2]에서도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인한 일차측 압력경계의 건전성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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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운전과 관련된 밸브의 작동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만일 일차측 최대
압력이 레벨 C 응력 제한치(약 22 MPa)를 초과하는 경우, 일차측 배관 파손 또는
압력 경계의 손상으로 LOCA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배관 안전주입관에
있는 체크밸브 양단의 커다란 압력차로 인한 밸브 디스크 손상으로 체크밸브가 폐
쇄 고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차측으로 안전 주입 유량을 공급할 수 없다고 가정한
다.
ATWS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형태의 사건을 고려하였다.
․CEA Ejection Accident: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이탈되는 사
고로서 Small LOCA를 동반한다. 이 경우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사고 초기의 일
차측 압력은 원자로 정지 및 가압기 안전밸브(POSRV)의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넘지 않으며, 원자로 출력은 110% 정도에서 안정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 ATWS 측면에서의 노심손상 빈도에 대한 추가적인 분
석은

수행하지

않으며,

LOCA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Rod

Ejection

Accident에서 평가된다.
․CEA Bank Withdrawal: SMART는 49개의 제어봉집합체를 6개의 군(Bank)으로
분류하여 원자로 출력 제어를 수행한다. 제어봉집합체군이 급격히 인출되는 CEA
Bank Withdrawal 사건은 제어논리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해석 평가에 의하면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
기 안전밸브의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사건은 4.3.2.2.10에서 따로 분석된다.
․CEA 고장으로 인하지 않은 사건: LOCA 사건, General Transients, Loss of
Feedwater 등과 같은 초기사건으로서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고 이차측의 열제거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심각한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Loss of Feedwater
를 대표적인 사건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
고, 가압기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일차측 압력이 계속하여 증가하여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으나 가압기
안전밸브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일차측 압력은 레벨 C 응력 제한치 이내에서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 노심손상빈도 측면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과도 사건 등이 발생하고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를 ATWS로
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였다. 과도사건이 발생하고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제어봉집합체군의 고장으로 원자로 정지가 실패한 경우에는 가압기 안
전밸브의 작동 여부가 중요하다. 가압기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으면, 일차측 압력
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넘어 노심손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가압기 안전밸브가 작
동하여 일차측 압력을 레벨 C 응력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
점에서 원자로 정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원은 수동으로 Trip Breaker를
열어 원자로를 정지하려 할 것이다. 만일 정지 제어봉 고장으로 인하여 원자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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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안되는 경우에는 운전원은 Emergency Boron Storage Tank의 붕산수를 충수
펌프들을 이용하여 일차측으로 주입함으로써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림

4.3.2.2-9는 ATWS에 대한 Event Tree를 보여준다.
4.3.2.2.10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사건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사건(CEA Bank Withdrawal)은 제어봉집합체군이
급격히 인출되는 사건으로서 제어논리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해석 평가에 의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은 경
우에는 가압기 안전밸브의 작동 유무에 관계없이 노심손상이 발생한다.
4.3.2.3 계통 모델
표 4.3.2.3-1은 Event Tree들에 나타나는 Heading 및 Branch들에 대한 설명
과 Fault Tree에서 어떤 Gate로 모델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각 초기사건에 대해 구성된 Event Tree에는 여러 가지 안전기능이 모델된다.
Event Tree에 나타나는 모든 Branch에 대해 고장확률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
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델은 Fault Tree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는 직접 값으로 계산되기도 한다. 또한 계통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계통과
같은 보조계통은 표 4.3.2.3-1에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각 계통에 대한 모델링 방법
및 가정사항 등은 다음에 설명된다.
계통 및 안전기능에 대한 Fault Tree는 표 4.3.2.3-2와 같은 Top Event들이 모델
되었다.
4.3.2.3.1 원자로 정지
원자로 정지 실패에 대해서는 Fault Tree 모델을 구성하는 대신 직접 고
장확률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자로 정지 실패는 Trip Breaker가 열리지 않는 경우와 Breaker가 열리나 제어
봉집합체가 삽입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이중 Trip Breaker가 열리지 않는 원인
으로는 RPS 및 DPS의 고장으로 인하여 Trip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Trip
신호는 발생하나 Trip Breaker의 고장으로 인해 Breaker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SMART 원전의 RPS 및 DPS의 고장 및 Trip Breaker 고장을 포함한 실패 확
률은 전문가 판단을 사용하여 1.0e-5 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제어봉집합체의
고장 확률은 INEL에서 평가한 CE형 원전에 대한 연구[4.3.2-3] 의 1.7e-5을 사용하
였다. 공통원인고장은 Beta Factor 0.1을 가정하여, 제어봉집합체의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 확률은 1.7e-5×0.1을 하여 1.7e-6으로 평가하였다.
4.3.2.3.2 피동잔열제거계통
PRHRS는 4 Train으로 이루어진다. 정상운전 시에는 각 Train에서
PRHRS 입구 및 출구 격리밸브(Main Feedwater Isolation Valve; MFIV & Main
Steam Isolation Valve; MSIV)로 증기관 및 급수관과 격리가 되어 있다. PRHRS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각 증기발생기 섹션마다 MFIV 및 MSIV를 닫고, PRHRS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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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밸브들을 열어야 한다.
PRHRS 격리밸브들은 공통원인고장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밸
브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PRHRS에서 Train A, D의 격리밸브는 Motor Operated
Valve를, Train B, C의 격리밸브는 Solenoid Valve를 사용한다.

그리고 PRHRS

격리밸브들의 Train A, C 측에는 전기 Train A로부터, Train B, D 측에는 전기
Train B로부터 필요한 전원을 공급받는다.
PRHRS 격리 밸브들은 정상운전 시에는 시험을 할 수 없는 밸브들로서 1년 주
기인 점검(Overhaul) 기간에만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도 자료는 대부
분 3개월 주기 점검되는 기기로부터 얻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밸브들에 대해서는
고장자료를 4 배로 하여 사용한다.
PRHRS의 성공기준은 2 Train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기사건에
서의 성공기준은 2/4가 된다(Gate GRH-PRHRS로 모델됨). SGTR, LSSB, SLBSG
에서는 한 Train은 냉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3 Train에서 밸
브들이 적절히 작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모델하였다(Gate GRH-PRHRS-1F로 모델
됨).
4.3.2.3.3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 격리밸브
MFIV 및 MSIV 격리밸브들은 공통원인고장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밸브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MFIV 및 MSIV는 각 증기발생기 섹션
마다 두 개씩 있는데, 이중 증기발생기에 가까운 측은 Pneumatic Valve이며, 먼 측
은 Hydraulic Valve를 사용한다. 그리고 MFIV 및 MSIV 모두 Train A, C 측에는
전기 Train A로부터, Train B, D 측에는 전기 Train B로부터 필요한 전원을 공급
받는다.
MFIV 및 MSIV 밸브들 모두 정상운전 시에는 시험을 할 수 없는 밸브들로서 1
년 주기인 점검 기간에만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 자료는 대부분 3개
월 주기 점검되는 기기로부터 얻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밸브들등에 대해서는 고장
자료를 4 배로 하여 사용한다.
PRHR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MFIV 및 MSIV가 잠기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델
들은

PRHRS

기능에

GMS-TR-A-ISO,

GMS-TR-B-ISO,

GMS-TR-C-ISO,

GMS-TR-D-ISO로 포함되어 모델되었다.
Steam Line Break, Feed Line Break Steam Line Break Inside SG,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등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 섹션의 MFIV 및 MSIV가
잠기어

해당

증기발생기를

격리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GMS-ISO-AUTO,

GMS-ISO-SLB, GMS-ISO-SGTR 로 모델되어 있다.
잠기는 신호는 PRHRS 작동신호와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4.3.2.3.4 급수 계통
Feedwater System은 3대의 주급수 펌프와 2대의 기동급수펌프가 있다.
이러한 펌프들이 전원을 모두 비안전등급(Non-Safety Class)으로부터 받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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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Loss of Offsite Power 등에서는 급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SGTR, LSSB,
SLBSG, Small LOCA 등의 사고에서도 보수적으로 급수는 작동시키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급수가 계속하여 제공되기 위해서는 각 증기발생기 섹션에서 격리된 밸브를 다
시 열고, Humidifier, 복수기(해수로 진공 유지), 복수계통, 급수계통, 증기발생기로
이루어지는 유로가 유지되어야 한다.
급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원이 MFIV
및 MSIV 들을 열고, 펌프들을 기동하면 급수 유로가 재형성될 것이다. 급수 유로
에는 많은 기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대신
이용불능도는 0.05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3.2.3.5 기기냉각수계통
SMART에는

기기냉각수계통(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를 통한 냉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 CCWS에 대한 상세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CWS 는 2 Train
으로 구성되며, 최종 냉각원은 해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CCWS를 이용
한 이차측 냉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수동으로 필요한 밸브들을 작동시켜
야 한다. 이 사건은 Gate GCC-SG 로 모델되었다.
4.3.2.3.6 충수 계통
충수 계통은 4대의 왕복동 펌프, 2 Train의 주입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Motor operated Valve들이 차단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
충수 계통에서 Train A 측(충수 펌프 1, 2 포함)은 전기 Train A로부터, Train
B 측(충수 펌프 3, 4포함)은 전기 Train B로부터 전원은 공급받는다.
Small LOCA와 같이 일차측 냉각수가 상실되는 사고에서, 충수 계통은 일차측
저수위에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이 경우 충수는 하나의 주입관으로 1대의 충수 펌
프로 주입하면 성공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장기적으로는 충수 탱크 저수위가 되면 수원을 내부차폐탱크로 전환하는 재순환
(Recirculation) 운전이 필요하다. 재순환관은 2 Train으로 이루어지며 한 Train은
Motor Operated, 다른 Train은 Hydraulic Operated Valve를 사용한다.
Small

LOCA

및

GFB-MAKEUP으로

Rod

Ejection

모델되며,

Accident에

장기적인

주입을

필요한
위한

충수

기능은

Gate

수원의

전환은

Gate

GFB-REC로 모델되었다.
충수 계통의 또 다른 기능은 Emergency Boron Storage Tank에 저장된 붕산수
를 일차측에 주입하여 반응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Emergency Boron Storage Tank
의 방출구는 Lock-Close된 수동밸브 및 모터구동밸브를 거쳐 충수 펌프의 흡입구
로 연결된다.
4.3.2.3.7 격납용기 살수계통
격납용기 살수계통(Containment Spray System; CSS)의 기본기능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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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건물의 압력제어이지만, Small LOCA 등에서 충수가 실패할 경우, POSRV를 이
용하여 일차측 압력을 낮추고, 격납용기 살수펌프를 이용하여 일차측 충수 및 냉각
을 수행하는 Feed & Bleed 운전을 통해 노심손상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 살수계통에 대한 상세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수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살수계통은 모델은 Feed & Bleed의 부분
으로만 모델되며, 살수계통에 해당하는 모델은 Gate GCS-CS 이다.
4.3.2.3.8 충전 및 유출(Feed & Bleed)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은 이차측을 이용한 냉각이 불가능할 때 충수
계통 또는 격납용기 살수를 이용하여 일차측을 냉각하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또한 Small LOCA시 충수 계통이 이용 불능할 때 격납용기 살수를 이용한 충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Feed & Bleed에서는 운전원이 POSRV를 수동으로 열어주고 충수 계통 또는 격
납용기 살수를 이용하여 충수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은 Gate GFB-ALL로 모델되
었다.
Small LOCA 등에서 충수가 실패하여 격납용기 살수를 Feed & Bleed 운전을
수행하는 것은 Gate GFB-LPFB 로 모델되었다.
4.3.2.3.9 전기 계통
전기 계통은 아직 설계안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안전모선은 2 Train으로
이루어지고 각 모선에는 하나씩의 Emergency DG가 연결되어 있으며, Station
Blackout에 대비하여, Gas Turbine Generator가 Train B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기계통에서는 다음과 같은 Gate들이 모델되었다.
Gate

설명

GEK01A

4.16 KV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K01B

4.16 KV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EL01A

480V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L01B

480V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ED01A

125V DC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D01B

125V DC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4.3.2.3.10 원자로 과압보호계통
원자로 과압보호계통은 설계기준초과 사고시 일차측의 압력을 감소시켜
일차측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계통은 3개의 Tr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Train은 1개의 파열판과 2개의 방출밸브가 직렬로 연결되고, 이는 원자
로보호용기 외부에 설치된 외부차폐탱크로 연결된다.
4.3.2.4 가정 사항
SMART 원자로는 기본 설계 개발에 있는 원자로이므로 상세 설계 자료가
없다.

PSA 수행을 위해서 설계와 관련하여 많은 가정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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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가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PRHRS 격리밸브에서 2 Train은 MOV, 2 Train은 Solenoid Valve 이용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 격리밸브는 1 열은 Pneumatic Valve, 1 열은
Hydraulic Valve를 이용
․충수 계통과 POSRV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기능 있음
․격납용기 살수펌프 및 POSRV를 이용하여 일차측 Feed & Bleed 수행
가능 (LOCA시 충수 계통이 실패할 경우 활용)
․LOCA시 충수 계통은 RCS Low Level에 의해 자동 기동하여 주입
․비상 전원으로서 2 Emergency DG 및 1 Gas Turbine가 사용됨.
․2차측 증기배관은 1차측과 같은 압력으로 설계되며 Main Steam Safety
Valve가 설치되지 않음
․SGTR, Steam Line Break 등의 경우에 증기발생기는 자동 격리됨
․Steam Line Break시 급냉으로 인한 일차측 재고량 감소를 보충하지 않
아도 PRHRS를 이용한 냉각 가능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이 이차측 냉각을 수행 가능
․충수 탱크 저수위시 충수 펌프 Suction 자동 Transfer
․일차측 Feed & Bleed를 위한 Recirculation Line은 2 Train으로 이루어
지며 한 Train은 Motor Operated, 다른 Train은 Hydraulic Operated
Valve를 사용한다.
4.3.2.5 신뢰도 자료
PSA에서의 신뢰도 자료는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 정량화의 입력자료로 사용
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자료가 필요하다.
․초기사건 발생빈도 (과도사건빈도, 배관파단빈도 등)
․기기신뢰도 자료 (밸브고장율, 펌프고장율 등)
․시험 및 보수 자료 (정기점검주기, 보수주기, 보수시간 등)
․공통원인고장 자료
․인간오류 자료 (인간오류확률, 회복조치실패확률 등)
․기타
4.3.2.5.1 초기사건 빈도
초기사건 빈도는 국내 원전 정지 이력, 외국의 일반 신뢰도 자료, 공학적
판단에 의해 표 4.3.2.5-1과 같이 추정하였다.
4.3.2.5.2 기기 신뢰도 자료
기기의 신뢰도 자료는 기본적으로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된 신뢰도 자
료를 사용하였는데, 본 분석에 사용된 기기 신뢰도 자료는 표 4.3.2.5-2에 주어져 있
다. 이중 POSRV에 대한 신뢰도 자료는 가정하여 사용하였으며, Gas Turbine
Generator에 대한 신뢰도 자료는 EPRI URD[4.3.2-1]에서 주어진 자료를, 그 외의
기기에 대해서는 표준원전 PSA[4.3.2-2]에 사용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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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3 인간 신뢰도 자료
인간신뢰도 자료는 표준원전 PSA에서는 ASEP 방법[4.3.2-4]을 기초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SMART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기가 어
렵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인간오류 분석 전문가의 전문가 판단을 이용하여 인간
신뢰도 자료를 평가하였다. 표 4.3.2.5-3은 각 인간오류 사건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각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단절군을 구한 후 하나의 최소단절군에 2개 이상의 운
전원 조치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원 조치사이에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표 4.3.2.5-4와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4.3.2.5.4 공통원인고장 자료
공통원인고장 자료는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된 자료를 약간 보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공통원인고장 모델은 β Factor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기기종
류별로 사용된 β factor는 표 4.3.2.5-5에 주어져 있다.

4.3.3 PSA 정량화 및 결과
각 초기사건에 대해 노심손상으로 이르는 사고경위에 대해 정량화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각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정량화 분석은
KIRAP을 이용한 사고경위 정량화 방법[4.3.3-1] 을 이용하였다.
4.3.3.1 전체 노심손상빈도 결과
각 초기사건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는 표 4.3.3.1-1에 주어져 있는데, 고려된
10개의 초기사건에 대한 노심손상빈도의 합은 8.56e-7/ry로서 계산되었다.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를

보면,

Small

LOCA가

53.0%,

CEA

Bank

Withdrawal이 13.7%, General Transient가 12.0%, Loss of Feedwater가 5.4%,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가 4.7%의 기여도를 가져 주요한 초기사건으
로 나타났다. 특히 Small LOCA 하나가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53%를 차지하며,
CEA Bank Withdrawal, General Transients 와 합쳐서는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78.7%를 차지하여 SMART 플랜트의 노심손상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3.3.2 주요 사고경위
표 4.3.3.2-1에는 각 사고경위별 노심손상빈도 결과를 정리하였다. Small
LOCA후 일차측 충수 및 Feed & Bleed 실패가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53%, CEA
Bank Withdrawal 사고시 원자로 정지 실패가 13.7%, General Transients후
PRHRS, Feedwater, 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가 12%를 차지하여 가장 주요한 사고경위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 주급수상실,
SGTR, 소외전원상실, 증기 또는 급수관 파단사고에서 PRHRS 실패, CCWS를 이용
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로 인한 노심손상빈도가 전체의
5.4%, 2.7%, 2.4%,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d Ejection 사고시
LOCA 후 충수 및 Feed & Bleed 실패가 3.5%, ATWS시 운전원의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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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tion 실패가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3 전체 노심손상빈도에의 중요 최소단절군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최소단절군을 검토한 결과 표 4.3.3.3-1과 같은 최
소단절군이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4.3.3.4 민감도 분석
4.3.3.4.1 Small LOCA시 안전보호용기에 의한 압력 평형
Small LOCA시 계통과 안전보호용기 사이의 압력차에 의하여 파단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질량 및 에너지가 방출되면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및 압력은 감
소한다. 안전보호용기의 압력 및 온도는 안전보호용기로 유입되는 에너지와 안전보
호용기내의 구조물 및 벽면을 통한 열 제거량 사이의 밸런스에 의하여 좌우된다.
안전보호용기 벽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열제거가 일어나게 되면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파단유량 또한 지속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원자
로 계통의 재고량 손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노심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원은 사고후 적절한 시간 내에 충수 펌프를 작동시켜 노심노출이 발생하지 않
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Small LOCA 분석에서는 ECCS Tank의 작동
유무에 관계없이 충수 계통에 의한 일차측 냉각수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
다.
만일 안전보호용기의 자유체적감소, 벽면의 열용량 감소, 벽면의 단열 처리 등을
통하여 계통과 안전보호용기 사이의 열적 기계적 평형이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설
계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면, 파단 유량 형성을 방지하거나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
즉각적인 운전원의 복구 조치 없이도 장기간에 거쳐 냉각재 수위는 노심 상단부보
다 충분히 높게 유지되고, 노심의 잔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충분히 제거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ECCS Tank에 의한 일차측 냉각수 보충이 된다면 충수 계통의 작
동없이 노심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Small LOCA 사건
을 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mall LOCA에 의한 노심손상빈도는 73%가 줄어들며,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39%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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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1-1 선정된 초기사건
초기사건

비고

General Transients

주요한 계통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고 원자로 정
지가 필요한 경우는 General Transients로 취급

Loss of Feedwater

주급수 펌프 상실 등으로 원자로 정지가 되는
경우.
Loss of Condensate System도 포함

Loss of Offsite Power

소외전원 상실 사건.
모든 Emergency DG 및 AAC 가 상실되는
Station Blackout 도 Loss of Offsite Power에
포함시켜 분석

Small LOCA

RCS에 연결된 배관에서 50 mm 이하의 Break
가 발생하는 사건.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중기발생기 세관에서 파단 또는 누출이 발생하
는 사건

Steam Line Break inside Steam
Generator

증기발생기내 급수 혹은 증기배관 파단 사고

Large Secondary Side Break

증기발생기 외부의 주증기 배관 또는 주급수 배
관이 파단 또는 대형 누출이 발생하는 사건

Rod Ejection Accident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Ejection 되어 LOCA 가
발생하는 사건

Anticipated
Scram

Transient

CEA Bank Withdrawal

Without

원자로 정지가 필요한 과도사건이 발생하나 원
자로 자동 정지가 실패하는 사건
제어봉집합체군이 부적절하게 인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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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3-1 Event Tree에 나타나는 Heading 및 Branch들
Heading
RT

Branch
RT
RT-SIGNAL
RT-ROD
RT-MANUAL

PRHRS

PRHRS
PRHRS-LOP
PRHRS-SBO
PRHRS-1F

FW

FW

CCSG

CCSG
CCSG-LOP
CCSG-R

MAKEUP

MAKEUP

F&B

F&B
F&B-LOP
F&B-R

LPF&B

EDGS

EDGS

ROOP

ROOP

SGI

SGI

SGIM

SGIM-SLBSG
SGIM-SGTR

PSV

PSV

BOR

BOR

Gate
RT-SIGNAL
RT-ROD
(RT-SIGNAL) (*)
(RT-ROD)

비고
+ 원자로 정지 실패 (Trip 신호와 CEA 고장을
모두 포함
Trip 신호 실패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
CEA 들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 실패하는 사
(RT-MANUAL)
건
GRH-PRHRS
PRHRS가 실패하는 사건
GRH-PRHRS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한 경우
GRH-PRHRS
Station Blackout이 발생한 경우
SGTR, SLBSG, LSSB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하나의 Steam Generator Session을 이용하지
GRH-PRHRS-1F
못함.
General Transients의 경우에는 운전원이 FW
(FWSYSTEM)
를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음
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에 실패하는 사
GCC-SG
건
GCC-SG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한 경우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하나, 추후에
GCC-SG
Offsite Power를 복구한 경우
GFB-MAKEUP +
Small LOCA 및 Rod Ejection Accident의 경
GFB-REC
우, Makeup System이 실패하는 사건
GFB-ALL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이 실패하는 사건
GFB-ALL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한 경우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하나, 추후에
GFB-ALL
Offsite Power를 복구한 경우
Small LOCA 및 Rod Ejection Accident의 경
우, 초기에 Makeup System이 실패하고
GFB-LPFB
Containment Spray Pump를 이용하여 Feed &
Bleed 운전을 시도하나 실패하는 사건
비상전원이 실패하는 사건. 2대의 Emergency
GEK01A * GEK01B
DG 및 Gas Turbine Generator가 모두 실패하
는 사건
Offsite Power를 5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하
(ROOP)
는 사건
SGTR, SLBSG 사건이 발생하고, 손상된 SG
GMS-ISO-AUTO
를 자동으로 격리하지 못하는 사건
SLBSG 사건이 발생하고, 손상된 SG를 수동
GMS-ISO- SLB
으로 격리하지 못하는 사건
SLBSG 사건이 발생하고, 손상된 SG를 수동
GMS-ISO-SGTR
으로 격리하지 못하는 사건
(PS-PSV12)
모든 가압기 안전밸브 열림 실패 사건
ATWS의 경우 Makeup System을 이용한
GFB-EMERBOR
Boron 주입 실패하는 사건

* ( ) 로 묶인 것은 Gate 대신 기본 사건인 경우임. 즉, RT-SIGNAL은 기본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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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3-2 계통 Fault Tree 모델의 주요 Top Event 들
Gate

비고

GRH-PRHRS

PRHRS가 실패하는 사건

GRH-PRHRS-1F

SGTR, SLBSG, LSSB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하나의 Steam
Generator Session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PRHRS 모델

GFB-MAKEUP

Small LOCA 및 Rod Ejection Accident의 경우, Makeup
System이 실패하는 사건

GFB-ALL

일차측 Feed & Bleed 모델

GFB-REC

Makeup 이후 Makeup Tank가 Depletion 되었을 때, 수원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Recirculation 실패하는 사건

GFB-LPFB

Makeup이 실패하였을 때의 일차측 Feed & Bleed 모델

GCC-SG

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에 실패하는 사건

GFW

Feedwater 모델

GEL01A

480V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L01B

480V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ED01A

125V DC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D01B

125V DC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EK01A

4.16 KV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K01B

4.16 KV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MS-ISO-AUTO

Main Steam & Feed Water Isolation (Auto)

GMS-ISO-SLB

Main Steam & Feed Water Isolation (Manual) in SLBSG

GMS-ISO-SGTR

Main Steam & Feed Water Isolation (Manual) in SGTR

GFB-ECCS

ECCS Tank를 통한 RCS Inventory Makeup

GFB-EMERBOR

Emergency Boron
Emergency Boration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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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를

이용한

일차측

표 4.3.2.5-1 초기사건 빈도
초기사건

빈도(/ry)

General Transients
Loss
of
Feedwater/Loss
Condensate

1
Main
of

Loss of Off-site Power

비고
보수적으로 1년에 1번 trip 으로 가정

0.25

국내 FW+Condensate 상실 빈도에 약간 보수적
인 값 사용 (FW 0.165/ry + CV 0.0607/ry)
(영광 56 PSA에서는 0.55/ry + 0.23/ry 사용)

0.1

보수적으로 0.1 가정
(영광 56 PSA 에서는 0.0312/ry)

Small LOCA

3e-3

영광 56 PSA 및 EPRI KAG[4.3.2-1] 의 값 사
용 (3e-3/ry)

Large Secondary Side
Break
inside
Steam
Generator

2e-4

영광 56 PSA의 대형 LOCA 빈도와 유사한 값
사용 (영광 56 PSA 1.7e-4/ry, EPRI KAG
3.4e-4/ry)

Steam Generator
Rupture

5e-3

영광 56 PSA 및 EPRI KAG의 SGTR 빈도와
유사한 값 사용 (4.5e-3)

2e-3

영광 56 PSA 및 EPRI KAG의 LSSB 빈도와
유사한 값 사용 (1.5e-3)

2e-4

아직까지 미국 PWR 에서 rod ejection 사고는
없어 추정이 곤란함. Large LOCA 빈도와 유사
하다고 가정.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1.36

Transient 사건들의 빈도를 더한 값. 실제
ATWS 빈도는 이에 원자로 정지 실패 확률을
곱한 1.59e-5/ry 가 됨

CEA Bank Withdrawal

0.01

NUREG/CR-3862 에서 Uncontrolled rod
withdrawal = 0.01/ry 로 평가된 값을 이용.

Tube

Large Secondary Side
Break (Steam Line or
Feed Line Break)
CEA 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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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5-2 기기 신뢰도 자료
기기종류

계통 기기

고장모드

고장
코드

고장율

Motor Driven Pump

코드 코드
MP

Fails to Start

S

2.30e-3

Motor Driven Pump

MP

Fails to Run

R

2.50e-5

Motor Driven Pump

CC

MP

Fails to Start

S

1.30e-3

Motor Driven Pump

CC

MP

Fails to Run

R

5.00e-6

Motor Driven Pump

CS

MP

Fails to Start

S

5.00e-3

Motor Driven Pump

CS

MP

Fails to Run

R

5.00e-5

Motor Driven Pump

FB

MP

Fails to Start

S

1.00e-3

Motor Driven Pump

FB

MP

Fails to Run

R

5.00e-5

Motor Driven Pump

SW

MP

Fails to Start

S

2.40e-3

Motor Driven Pump

SW

MP

Fails to Run

R

3.20e-5

Check Valve

CV

Fails to Open

O

2.00e-4

Check Valve

CV

Fails to Close

C

1.00e-3

Hydraulic Operated Valve

EV

Fails to Open

O

6.42e-4

Hydraulic Operated Valve

EV

Fails to Close

C

6.42e-4

Motor Operated Valve

MV

Fails to Open

O

4.00e-3

Motor Operated Valve

MV

Fails to Close

C

4.00e-3

Pneumatic Valve

AV

Fails to Open

O

2.00e-3

AV

Fails to Close

C

2.00e-3

SV

Fails to Open

O

1.00e-2

Fails to Open

O

4.00e-3

Pneumatic Valve
POSRV

FB

POSRV-Safety Valve 기능
Solenoid Operated Valve

LV

Fails to Close

C

7.82e-4

Solenoid Operated Valve

LV

Fails to Open

O

7.82e-4

Diesel Generator

DG

Fails to Start & Load

S

1.40e-2

단위

h
h
h
h
h

Diesel Generator

DG

Fails to Run

R

2.40e-3

Gas Turbine Generator

GT

Fails to Start & Load

R

1.00e-5

Gas Turbine Generator

GT

Fails to Start & Load

S

2.50e-2

Battery

BY

Fails to Provide Output

A

5.00e-4

Battery Charger

BC

Fails to Maintain Output

Y

7.00e-6

h

Circuit Breaker (4KV)

HB

Open Spuriously

I

6.00e-7

h

Circuit Breaker (4KV)

HB

Fails to Close

C

3.00e-4

Circuit Breaker (600v)

LB

Open Spuriously

I

5.00e-7

Circuit Breaker (600v)

LB

Fails to Close

C

1.00e-3

Y

2.00e-7

h

1.00e-7

h

Electrical Bus

BS

Fails during Operation

Transformer (4KV to 600/480V)

XM

Fails to Continue Operating

Transformer (High Voltage)

XH

Fails to Continue Operating

Transformer (Lower Voltage)

XL

Heat Exchanger

HX

Tank

TK

h

h

Fails to Continue Operating
Fails while Operating (Severe
Leakage)
Fails Catastroph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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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B

표 4.3.2.5-3 인간오류확률
사건

인간오
류확률

설명
Operator Fails to Initiate SG Cooling using CCW
(Execution)
Operator Fail to Start AAC & Connect at 1E
4.16KV Bus
Operator Fails to Initiate Emergency Boration
(Diagnosis)
Operator Fails to Initiate Emergency Boration
(Execution)

CCOPH-CCWSG
EGOPHGT01E
FBOPH-EBD
FBOPH-EBE

1.00e-2
1.00e-3
5.00e-4
1.00e-2

FBOPH-FBD

Operator Fails to Initiate Feed & Bleed (Diagnosis)

5.00e-2

FBOPH-FBE

Operator Fails to Initiate Feed & Bleed (Execution)

1.00e-2

FBOPH-MK

Operator Fails to Initiate Makeup Pumps

5.00e-3

FBOPH-REC

Operator Fails to Initiate Recirculation Cooling

1.00e-2

Operator Fails to Actuate PRHRS Open Signal
(Execution)
Operator Fails to Actuate PRHRS Open Signal
(Diagnosis)

FSOPH-PRHRSE
FSOPH-SG-COOL

1.00e-3
1.00e-3

FWOPH-FWE

Operator Fails to Initiate FW Cooling (Execution)

5.00e-3

MSOPH-SG-ISO

Operator Fails to Isolate Steam & Feed Line

5.00e-2

MSOPH-SG-SGTR

Operator Fails to Isolate Steam & Feed Line in
SGTR

5.00e-3

RT-MANUAL

Operator Fails to Initiate the Reactor Trip

5.00e-4

표 4.3.2.5-4 운전원 조치의 의존성
내용

처리

PRHRS의 자동작동 실패시 수동 조작에
대한 Diagnosis 실패후 CCWS 작동에 대
한 Diagnosis 실패

완전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 즉,
첫번째 Diagnosis 실패시 두번째는 항상
실패하는 것으로 모델

PRHRS/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 실
패후 Feed & Bleed 운전 실패

두번째인 Feed & Bleed 운전에 대한
Diagnosis 실패확률을 0.5로 조정

Makeup 자동 작동 실패시 수동 조작에 대
한 Diagnosis 실패후 Feed & Bleed에 대
한 Diagnosis 실패

두번째인 Feed & Bleed 운전에 대한
Diagnosis 실패확률을 0.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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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5-5 공통원인고장 β factor
기기 종류

β factor

Pneumatic Valve
Hydraulic Valve
Motor Valve

0.075

Check Valve

0.05

Pump

0.1

POSRV
Diesel Generator
Start

0.1
Fails

to

0.02

Diesel Generator Fails to Run

0.073

Battery

0.032

CEA

0.1

기타

0.1

비고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된 자료는 0.05
–
0.075
사이에
기기종류별,
Redundancy별로 주어짐. 약간 보수적
으로 0.075를 사용
표준원전 PSA에서는 0.0104가 사용되
나, 이 값이 다른 PSA와 비교할 때 매
우 낮은 값임. 따라서 공학적 판단으로
0.05를 사용
표준원전 PSA에서는 펌프 종류별로
0.1에 약간 못 미치는 값들 사용됨.
Generic β인 0.1 사용
Generic β 인 0.1 사용
표준원전 PSA 및 EPRI URD에서는 사
용한 0.02 사용
표준원전 PSA 및 EPRI URD에서는 사
용한 0.073 사용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한 0.032 사용
Generic β 인 0.1 사용
그 외의 모든 기기종류에 대해서는
Generic β 인 0.1 사용

표 4.3.3.1-1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
노심손상

초기 사건

빈도

기여도 (%)

General Transients

1.03e-7

12.0

Loss of Feedwater (Loss of Condenser Vacuum 포함)

4.59e-8

5.4

Loss of Off-site Power (including Station Blackout)

2.39e-8

2.8

Small LOCA

4.54e-7

53.0

Steam Line Break inside Steam Generator

2.49e-9

0.3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2.99e-8

3.5

Large Secondary Side Break

9.24e-9

1.1

제어봉집합체 이탈로 인한 Small LOCA

3.03e-8

3.5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4.05e-8

4.7

CEA Bank Withdrawal

1.17e-7

13.7

합계

8.56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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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2-1 사고경위별 노심손상빈도
사고경위
SLOCA-6
CBW-2
GTRN-5
LOFW-4
REA-6
ATWS-3
SGTR-4
LOOP-4
LSSB-4
SGTR-9
ATWS-6
ATWS-7
LOOP-9
SLBSG-9
ATWS-4

SLBSG-4
SLOCA-4
SGTR-8

사고경위 설명
Small LOCA후 Makeup 실패, 살수펌프를 이용
한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CEA Bank가 인출된 후 원자로 정지 실패
General Transients 발생후, PRHRS, Feedwater,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주급수 상실후, PRHRS,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Rod Ejection으로 인한 LOCA후 Makeup 실패,
살수펌프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CEA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후, 운전
원이 Emergency Boration 실패
SGTR후, PRHRS 실패,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소외전원 상실후, PRHRS, CCW를 이용한 이차
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증기 또는 급수관 파단후, PRHRS, CCW를 이용
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SGTR후, 손상된 SG 격리 실패
Trip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며, 운전원의 수동 원
자로 정지 실패
Trip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 원자로 정지 실패후,
가압기 안전밸브 작동하지 않아 일차측 압력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초과
소외전원 상실후, 비상전원 (EDG 및 GT) 실패
및 PRHRS 실패, 소외전원복구 실패
SG내 증기관 파단후, 손상된 SG 격리 실패
CEA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후, 가압
기 안전밸브 작동하지 않아 일차측 압력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초과
SG내 증기관 파단후, PRHRS 실패, CCW를 이
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
패
Small LOCA후 PRHRS 실패,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SGTR후, 손상된 SG 수동 격리, PRHRS 실패,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비율 (%)
** 4.54e-7 는 4.54 x 10-7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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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손상
빈도
4.54e-7
(**)
1.17e-7

*

비율

52.98
13.66

1.03e-7

12.01

4.59e-8

5.36

3.03e-8

3.53

2.73e-8

3.19

2.28e-8

2.67

2.09e-8

2.43

9.24e-9

1.08

6.83e-9

0.80

6.80e-9

0.79

5.44e-9

0.64

3.09e-9

0.36

1.54e-9

0.18

9.25e-10

0.11

9.11e-10

0.11

5.48E-10

0.06

2.77E-10

0.03

표 4.3.3.3-1 주요 최소단절군에 대한 설명
*

**

최소단절군

CDF

비율

Small LOCA 또는 Rod Ejection Accident로 인한 LOCA시
Makeup 및 살수펌프의 공통연결 배관 이후에 일차측과 연결된 체
크밸브들의 고장

2.64e-7

30.8

CEA Bank Withdrawal 사고시 원자로 정지 실패

1.17e-7

13.7

Small LOCA 또는 Rod Ejection Accident로 인한 LOCA시
Makeup이 MOV 고장으로 실패하고, 운전원이 살수펌프를 이용한
Feed & Bleed 운전에 실패하는 경우

1.14e-7

13.3

PRHRS 작동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원이
PRHRS 작동에 실패하며, 또한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에 실패
하는 경우

7.60e-8

8.9

PRHRS 밸브들의 실패로 이용불능이 되고, 운전원이 CCWS 를 이
용한 이차측 냉각을 실패하며, 또한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에
실패하는 경우

5.84e-8

6.8

LOCA시 Makeup Pump가 실패하고, 운전원이 살수펌프를 이용한
Feed & Bleed 운전에 실패하는 경우

4.18e-8

4.9

LOCA시 Recirculation 실패

3.97e-8

4.6

ATWS 사고시 운전원이 수동정지 또는 Emergency Boration 실패

3.11e-8

3.6

* 같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단절군들을 합친 노심손상빈도
**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비율 (%)

표 4.3.3.4-1 Small LOCA시 Safety Guard Vessel에 인한 압력 평형 민감도 분석

기본
ECCS Tank 만으로 Makeup 성공 가정
*

감소비율

* 1 - (민감도 결과 / 기본 결과) 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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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LOCA

전체

노심손상빈도

노심손상빈도

4.54e-7

8.56e-7

1.22e-7

5.24e-7

73.1%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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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1 General Transients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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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2 Loss of Feedwater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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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5 Steam Line Break inside Steam Generator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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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6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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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7 Large Secondary Side Break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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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8 Rod Ejection Accident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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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9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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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10

CEA Bank Withdrawal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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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

제 5 장 담수계통 설계
5.1 개요
SMART 발전-담수플랜트는 단위 용량 10,000 ㎥/일인 4기의 MED (multi-Effect
Distillation) unit으로 구성되며 40,000㎥/일의 담수와 약 90MWe의 전기를 생산한다.
담수플랜트는 원자로에서 생성된 방사성물질의 이송에 의한 담수플랜트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담수플랜트의 각 unit은 증기변환기를 통하여 SMART의 이차계통과 연결
된다. SMART의 이차계통과 담수계통의 연계방법은 터빈의 다중제어밸브에 의한 자동
추기방식으로 9 기압의 포화증기를 터빈 중간에서 추출하여 증기변환기에 공급하고 증
기변환기는 이 증기를 이용하여 담수플랜트에 사용되는 증기를 생성한다. 생성된 증기
는 8 기압, 176℃의 조건에서 열 압축기인 증기 Ejctor 통하여 담수플랜트에 공급된다.
SMART 열병합 발전-담수플랜트의 구성도는 그림 5.1과 같다. SMART 담수플랜트는
MED에 열압축기를 결합한 담수공정으로 최대농염수 온도(MBT) 65℃, 해수온도 33℃
의 조건에서 운전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담수공정은 증기공급, 증발, 해수공급, 농염수
의 이송 및 방출, 화학 및 수 처리 공정으로 구성된다. SMART 담수플랜트의 주요특
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담수생산용량

40,000㎥/일 (4 x 10,000㎥/일)

설계수명

30년

증발기(Evaporator) 형식

수평형 튜브 Falling Film Type

Effect 수

10

해수온도

33℃

농염수 최대온도

65℃

성능비(Performance ratio)

19.6 kg of distillate/2326 kJ

열 압축기 공급 증기 온도/압력

176℃/8.0 기압

1st effect의 증기압력

0.25 기압

Maximum Distillate Temperature

40.0℃

Brine Blowdown Temperature

41.0℃

Maximum Seawater Salinity

40,000ppm

튜브재질

Titanium

Frequency of Acid Cleaning

6개월

열압축기의 증기회수 흡입부 압력

0.139 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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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SMART 담수플랜트 구성도

5.2 SMART 담수계통 및 설계요건
5.2.1 담수화공정 MED-TVC
SMART 담수플랜트는 MED에 열압축기를 결합한 담수공정으로 증기공급, 증
발, 농염수의 이송 및 방출, 스케일 제어 공정으로 구성되며, 튜브 내에서 응축하는
수증기와 튜브 외부를 흐르는 농염수 간의 잠열 교환에 의한 증발현상을 이용하여
담수를 생산한다. SMART 담수플랜트는 4기의 MED-TVD unit으로 구성되며 각
3

unit은 최대농염수 온도(MBT) 65℃, 해수온도 33℃의 조건에서 10,000m /일 담수생
산용량을 가진다. 담수공정은 증기공급, 증발, 해수공급, 농염수의 이송 및 방출, 화
학 및 수 처리 공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5.2는 담수플랜트의 block diagram을, 그림
5.3은 SMART 담수화 플랜트에 사용되는 MED-TVC 공정의 흐름도, 그림 5.4, 5.5
는 담수플랜트의 P&ID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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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담수플랜트의 Block Diagram


!








 

 









" 







$





그림 5.3 SMART 담수공정 MED-TVC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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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해수 취수 및 전처리계통 P&I Diagram

그림 5.5a 담수플랜트 P&I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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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b

담수플랜트 P&I Diagram

5.2.1.1 증기공급
증기변환기(steam transformer)는 이차계통으로 부터 추출된 증기를 이용하
여 SMART 담수화플랜트의 에너지원인 증기를 생산한다. 증기변환기에서 생산된
중간압력(midium pressure: MP)의 증기는 motive steam으로 열압축기에 공급된다.
MP steam의 압력에너지는 열압축기의 벤츄리를 통과하면서 운동에너지로 변환되
어 증기는 매우 높은 속도를 가지게 되며 이때 압력이 크게 감소하여 MED unit의
최종 응축기로부터 증기의 일부가 열 압축기로 추출된다. 최종 응축기로부터 열압
축기로 회수된 증기는 열 압축기의 저압부에서 motive steam과 혼합되며 이 혼합
증기는 열 압축기의 디퓨저부를 통과하면서 motive steam과 suction 압력의 중간압
력,

즉

MED

unit의

첫

번째

effect의

압력까지

압축된

증기가

공급된다.

Desuperheater는 MED-TVC unit의 성능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혼합증기의 건도
(quality)를 조절한다.
5.2.1.2 증발 및 응축
담수공정의 열원인 증기는 열 압축기를 통해 담수설비의 가장 높은 온도 영
역인 첫 번째 effect에 공급된다. 첫 번째 effect에 유입된 증기는 튜브 다발 안에서
응축되고 이 때 발생하는 잠열은 튜브를 통해 튜브 외벽의 농염수로 전달되어 응축
되는 증기의 양과 거의 동일한 양의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첫 번째 effect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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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증기는 두 번째 effect에서 응축되어 담수로 되고 다시 농염수의 일부를 증발시
키며 이후 이러한 과정이 마지막 effect 까지 반복된다. 마지막 effect에서 발생한
수증기는 최종 응축기로 이송되며 모아진 수증기의 일부는 열 압축기에 의하여 추
출되고 나머지는 응축되어 담수가 된다. 열 압축기로 추출된 수증기는 모티브 스팀
과 혼합되어 첫 번째

effect로 유입되어 열원으로 다시 사용된다. 각 effect의 튜브

다발에서 생성된 수증기는 기수분리기를 지나면서 증발 과정 중에 수증기의 흐름으
로 유입된 농염수의 작은 물방울을 제거하여 제조된 담수의 오염을 방지하게 된다.
그리고 수증기는 배관을 통하여 다음 effect의 튜브로 이송된다.
5.2.1.3 해수공급
담수공정에서 해수는 냉각수와 원수(feed raw water)로 사용된다. 해수의 증
발과 응축은 열 에너지와 질량의 완전한 평형이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공정으로 담
수계통에 추가된 에너지는 냉각수에 의하여 담수계통의 외부로 배출되며 증발과정
을 통하여 해수로부터 분리된 담수의 양만큼 보충수가 보충된다. 해수공급계통의
flow diagram은 그림 5.6과 같다.

해수펌프에 의해 담수계통으로 공급되는 해수에

포함된 부유물은 취수구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걸러내고 유기물질은 염소를 주입하
여 소독한다.

그림 5.6

해수공급계통 개념도

해수는 플래시 스테이지와 최종 응축기를 순차적으로 흐르며 마지막 effect
의 운전온도로 가열된다. 가열된 해수의 일부는 담수플랜트에 공급되고 나머지 잔
량은 배출구로 방출된다. 보충수는 해수와 동일한 조성을 가지며 스케일을 형성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담수계통의 전열면에 alkaline 스케일이 형
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케일 생성 억제 약품을 첨가하여 담수계통으로 공
급된다. 공급해수의 일부는 최종 effect에 공급되고 나머지 stream은 마지막 effect
와 첫 번째 effect 사이에 설치된 예열기를 통하하며 각 effect의 운전온도에 맞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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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된다. 따라서 effect수 N인 플랜트는 최대 N-1개의 예열기의 설치가 가능하다.
예열기의 수는 플랜트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첫 번째 예열기를 통과한 공
급수 stream은 분배관을 통하여 각 effect로 분배되며 각 effect에 수평으로 배치된
다발 위에 분무되어 튜브 다발을 흘러내리는 동안 튜브 내에서 응축되는 수증기의
잔열로 가열되어 일부가 증발하게 된다. 공급해수(feed seawater)는 첫 번째 effect
에 공급되기 전에 ejector condenser의 냉각수로 사용된다.
5.2.1.4 농염수 이송 및 방출
예열기를 통하여 가열된 해수는 분무노즐을 통하여 각 effect의 튜브 다발
위에 분무되어 튜브 내를 흐르는 증기와의 잠열교환 의하여 끓는점까지 가열된다.
튜브 다발 위에 분무되는 해수는 얇은 막(film)의 형태로 튜브 외벽을 흘러 열교환
효율을 증대시키며 빠르게 증발한다. 전열면이 노출되는 경우 노출된 영역의 온도
가 급격히 상승하여 스케일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각 effect의 급수율은 전열면을
완전히 적실 수 있도록 결정된다. 각 effect의 농염수는 연결배관을 통하여 다음
effect로 이송되며 최종적으로 flash condenser에 수집된다. Flash condenser에서 남
이 있은 열은 flash evaporation을 통하여 냉각해수에 전달된다. 플랜트에서 가장 농
축도가 큰 stream은 농염수 방출펌프를 통하여 배출구로 방출된다.
5.2.1.5 스케일 제어
Calcium carbonate, calcium sulfate 등과 같은 스케일을 형성하는 화합물이
전열면에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해수에 스케일 억제제가 주입된다.
또한 증발기 내부의 과도한 거품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품방지제를 첨가할 수도
있으며, 튜브다발 외부의 공급수 젖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면장력개선제 등을 주

입하기도 한다.

5.2.2 SMART 담수화플랜트의 설계요건
5.2.2.1 일반요건
SMART 담수플랜트는 단위용량 10,000㎥/day인 4기의 MED-TVC로 구성된
다. SMART 해수담수화플랜트는 horizontal tube falling film 타입의 MED 플랜트
로 각 effect는 수평형으로 배치되고, 충분한 영구접근로(permanent access)가 모든
effects에 제공되어야 한다. 수직관 또는 extended surface를 가진 튜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각 unit에 공급되는 증기는 hydrazine등과 같은 휘발성의 독성물질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증기는 주 배관(main header)으로부터 열압축기를 통하여 각 담
수 unit의 첫 번째 effect에 공급되며 열평형 계산은 명시된 성능비와 시험조건에서
보증된 양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각 부품 및 계통의 설계는
운송 및 현장 설치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담수플랜트는 90%의 load factor
를 가정하여 정지간 산 세척없이 12개월동안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기타 SMART 담수플랜트 MED-TVC 공정의 설계에 적용되는 주요 인
자들의 설계 기준 및 일반요건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해수의 성분은 MED 플랜트설계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SMART 담수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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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는 OSW(office of saline water)에 의해 제안된 표준해수성분표를 사용하며
OSW의 표준해수성분은 다음의 표 5.2와 같다.
표 5.1 SMART 담수화플랜트 MED-TVC공정의 일반요건
Parameter

Unit

성능비

Value

kg/2326/kJ

19.6

℃

65.0

ppm

40,000

- 입구

℃

33.0

- 출구(최대)

℃

47.7

℃

9.0

농염수 최대온도
Total Dissolved Solids
Cooling Seawater Temperature

Cooling Water Temperature Rise
Scale Temperature Rise

Anti-scalent dosing

표 5.2 OSW의 표준해수성분표
성

분

농

Sodium

도

10.561 g/kg

Magnesium

1.272 g/kg

Calcium

0.400 g/kg

Potassium

0.380 g/kg

Chloride

18.980 g/kg

Sulfate

2.649 g/kg

Hydrogen carbonate

0.142 g/kg

Bromine

0.065 g/kg

Total

34.449 g/kg

5.2.2.2 공정 및 성능요건
SMART 담수화플랜트의 담수화공정 및 성능과 관련된 요건으로는 담수설비
는 열 압축기가 결합된 다중효용(multi-effect), 수평형 튜브, falling film 타입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각 unit은 규정된 해수온도의 범위에서, 보증된 값 보다 적은 양
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보증된 생산량, 즉 일산 10,000㎥의 담수를 생산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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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설계 정격용량의 50%까지 부분부하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담수플랜트
는 증기변환기와 ejector에서 사용되는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산된 담수의 일부를
증기변환기에 응축수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되는 해수온도는 33℃를 기준으로 설
계되어야 하며 해수온도 20∼33℃에서 정격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농
염수의 최대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담수의 품질요건은 TDS<
25mg/l, 최대 구리(Copper) 성분<0.025mg/l, 최대 철(Iron) 성분<0.025mg/l 이다.
5.2.2.3 플랜트 배치요건
그림 5.7은 SMART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일반 배치도이다. 담수플랜트의 배
치설계와 관련된 요건으로는 운전원의 최소화, 튜브 및 기타 전열면의 산 세척용이,
펌프 및 기타 보조기기와 플랜트내의 보든 부품의 검사 및 수리를 위한 접근성 튜
브 교체 용이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대형의 펌프, 모터, water box,
make-up strainer, 문 등을 이동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설비 및 영구 접근로를 비롯
한 chemical dosing plant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5.7

SMART 담수플랜트의 일반배치도

5.2.2.4 운전 및 제어 요건
담수플랜트는 담수생산량을 제어실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완전 자동화되어
야 하며 정상운전은 에어컨시설이 있는 중앙제어실에 위치한 원격제어패널에서 수
행되어야 한다. 담수플랜트의 운전과 제어에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중앙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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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원격 제어 desk 에서 1명의 운전원이 1명의 plant attendant의 도움으로 기동,
정지 및 제어운전을 할 수 있어야한다. 주요 펌프 및 증기 격리밸브의 운전은 중앙
제어실과 현장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desk operator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자동보호 기능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어밸브를 포함
한 다음의 밸브는 모타구동 밸브이어야 한다.
‧ distillate와 응축수를 위한 production/rejection 밸브
‧ 내경 300mm이상의 모든 격리밸브
‧ terminal header의 주증기밸브, ejector 증기밸브, 기동용 ejector 증기밸브
급수의 갑작스런 중단과 같은 비상시 열압축기에 공급되는 증기의 차단을
위한 자동잠금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control set point는 중앙제어실에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충수는 50∼100% 사이의 모든 부하조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
어야 한다. 각 effect의 보충수, anti-scale flow, 첫 번째 effect의 top brine 온도 등
은 항상 기록되어야 한다.

5.3 MED-TVC 담수설비(Distiller)
5.3.1 일반요건
담수설비는 담수 증발기 내부의 증발실과 응축기의 튜브 내에 물을 가득 넣었
을 경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철골구조물과 담수 증발기에 부착될 설비들의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완전 진공상태에서도 견딜만한 강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담수설비의 배관 및 기기들은 코드에 등재된 바와 같이, 최대 수두, 안전 밸브 또는
rupture disk를 포함하여 코드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최악의 조건을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담수설비의 제조/제작 기간 동안에 내부 스테인레스 강을
보호해야 하며, 공사현장으로 해상운송 전에 외부 표면에 페인트를 도장해야 한다.
effect 튜브의 설계 최대 오염계수는 0.10 ㎡K/kW 이며 최종 응축기, ejector 응축
기, 예열기의 최대 설계 오염계수는 0.15 ㎡K/kW 이다. 취수설비에서 공급되는 해
수의 온도와 방출 냉각수/농염수 혼합 흐름간의 온도차는 여름 설계 조건 기준 8.
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담수설비 출력, 운전 기간,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통한
높은 가동률을 얻기 위하여 SMART 담수 설비는 건설 경험을 통하여 입증된 고품
위 재질을 사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담수 설비 용기는 철골 구조물 위에 설치되
며, 철골구조물은 담수설비의 모든 운전 및 시험조건, 팽창력, 풍압 그리고 수압시
험을 위하여 채워질 물의 무게를 포함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담수 설비 용기가 원형으로 설계될 경우 수압시험 기간 및 이후 형태변형을 방지하
기 위하여 지지면 상에 보강재로 강도를 높여야 한다. 모든 연결 덕트 및 배관은
열팽창에 대한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연결되는 설비나 펌프
에 과도한 부하를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담수설비 및 모든 부대 용기는 시험 및
운전 기간에 예상되는 최대 압력과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실현 가능한
한 담수설비 및 모든 부대 용기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의거하여 설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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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어야 한다. 어떠한 고장이나 오동작에 기인한 과대 압력 작용으로부터 담수 증
발기나 수증기실 보호 목적으로 100%용량의 rupture disc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2 효용기
각 효용기(effect)의 바닥면은 담수설비의 운전 정지 기간동안 완전히 배수되도
록 설계되었다. 각 effect에는 검사, 유지/보수, 기수분리기 교환, 분무 노즐 교환 그
리고 내부 청소 등을 위한 적절한 통로를 배치하였다. 육안 검사용 창이 각 effect
에 설치되어 공급수의 분무 상태 및 튜브 다발 상단부를 운전 중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냉간 운전 시 분부 설비의 비정상 작동 및 막힘 여부를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상 운전 중 튜브 번들 하단부의 검사를 위하여 각
effect의 바닥면에도 한개의 육안 검사용 창이 설치된다. 각 effect로 공급되는 해수
는 특정 물질에 의한 분무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duplex strainer를 통하
여 걸러지게 된다. mesh 크기는 0.5mm 이하이어야 한다. Strainer의 용기 내부는
최소 두께 3mm의 70 shore D강도의 고무를 도포하여야 하며 바스켓과 mesh의 재
질은 SUS 316L 이다. 담수설비로 공급되는 해수 또한 분무 노즐 막힘 방지를 위하
여 strainer를 통하여 걸러지게 되는데 재질은 공급수 strainer와 같은 재질을 사용
한다. 바스켓 mesh의 크기는 10mm 이다. 생산된 담수의 순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SUS 316L 재질의 기수 분리기를 사용한다. 기수분리기(그림 5.8)는 접근 통로를 통
하여 이동, 유지/보수 및 교환이 용이하도록 통상적인 크기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림 5.8

기수분리기(Demister)

공급수 예열기 그리고 플래시 응축기의 water box는 튜브 다발에 용이한 접근
을 위하여 볼트와 경첩의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였으며 공기를 방출하기 위한 배
기 및 배수 배관을 설치하였다. 담수실 및 수증기실 통로는 담수용기에 볼트와 경
첩으로 고정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각 effect내부 해수공급 분무노즐과 분
배 배관에서 노즐의 위치는 튜브 다발 위에 필요한 유량 분배를 얻을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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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소 유량지역 또는 건조지역 발생에 의한 튜브 면에 스케일이 생성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분부 노즐과 분배 배관은 용이하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무 노
즐 교환 방법 및 수단에 대하여 유지/보수 지침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분무 노
즐(또는 분배 배관)에는 담수 배관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여 소세하기 위한
연결구가 설치되며 유지/보수 접근로 및 사다리는 SMART 담수설비의 모든 부분
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영구 설치된다.

5.3.3 용기 재질
SMART 담수설비 용기의 모든 내부 자재, 내부 구조물, baffle, 덕트, 그리고
배관부품 등은 ASTM A 240 316L로 제작된다. 탄소강은 내부 자재 또는 해수, 농
염수, 담수, 그리고 비응축 가스와 접촉되는 부품의 재질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담수설비 외부의 보강재, 지지대, 강화재 등에는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5.3.4 전열면적, 튜브 플레이트와 수증기, water boxes
각 effect의 튜브 다발은 수평으로 배치되며 튜브 플레이트에 롤러 확관 방식
을 이용하여 고정된다. 다른 주요부품의 분해 및 절단 작업 없이도 볼트와 경첩 구
조의 덮개를 통하여 제거 및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튜브의 제거와 교환 방법은
유지/보수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관련 설계요건은 표 5.3과 같다.
․ 튜브 피치는 TEMA 표준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담수설비의 튜브 피
치는 전열면 상에 만족할 만한 필름 유동과 수증기가 큰 저항 없이 흘러나올 수 있
어야 한다.
․ 예열기 및 최종 응축기, 플래시 응축기 및 waterbox는 해수공급 펌프의 최대
수두에 25% 큰 압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튜브 내의 설계 해수 속도는 최
대 2.1 m/s를 초과 할 수 없다.
․ SMART 해수 담수화설비의 전열 튜브 재질은 티타늄인(ASTM B338 grade
2 welded) 상단부 3 열을 제외하고 알루미늄/황동(76/22/2 ASTM 111 C78700)을
사용한다. 알루미늄/황동 재질의 튜브는 이음매가 없으며 최소 벽두께는 0.7mm이
다. 티타늄 재질의 튜브는 용접 이음 튜브이며 최소 벽두께는 0.5mm 이다.
․ 최종 응축기, 해수 예열기, 그리고 기타 응축기용 튜브는 최소 벽두께 0.5mm
의 티타늄(ASTM B338 grade 2 welded) 재질을 사용한다. 튜브 플레이트, 튜브 지
지대, water box 외벽은 SUS 316L을 사용한다.
․ 희생전극(sacrificial anode)은 모든 응축기와 냉각기의 water box 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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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정용 펌프
SMART 원자력 담수설비 각 unit은 담수 생산과 담수설비 운전에 필요한 다음과 같
은 펌프가 설치된다.
- Brine blowdown 펌프

1x100%

Horizontal

- Distillate 펌프

2x100%

Horizontal

- Condensate 펌프

2x100%

Horizontal

각각의 공정용 펌프별로 한 대의 예비 펌프가 있어야 한다. 펌프는 수평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응축수 회수 및 여타 소형 펌프는 End Suction Back Pull Out 형식
도 가능하다. 모든 펌프에는 기계식 seal이 설치된다. 공정용 펌프에 대한 주요요건은
다음과 같다.
․ 펌프는 설계수두에서 100%의 정격유량을 가져야 한다.
․ 담수펌프는 생산된 담수를 곧바로 후처리 설비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 지
점 플랜지에서 계측하였을 때 요구되는 담수의 압력은 음용수 처리설비를 흐르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적절한 여유를 포함한 압력이어야 한다.
․ 요구 NPSH는 설계조건 NPSH보다 최소한 1m이상 작아야 한다.
․ 농염수 배출펌프는 총 공급수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 농염수 배출펌프는 산(acid) 세척시 사용될 pH=1.5의 세척액으로 운전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 모든 펌프 토출 배관에는 체크 밸브와 최소유량 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토출/흡
입 양측에 shut-off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모든 펌프에는 임시 strainer를 설치하여 최초 기동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해수와 농염수를 작동유체로 하는 펌프의 재질은 표 5.4와 같다:

5.5.1 농염수 배출 펌프 (Brine Blowdown Pump)
농염수 배출 펌프는 2번 플래시 응축기에서 농염수를 추출하여 외부로 배출한
다. 1 × 100%의 전동기 구동식의 원심펌프가 각 SMART 원자력 담수설비의 각
unit에 설치되어 농염수를 배수구로 퍼낸다. 농염수 배출 펌프 시스템은 2번 플래시
응축기에 연결된 흡입구, 토출구측 체크 밸브 1대, 흡입/토출구 shut-off 밸브 2대로
구성되어 있다. 농염수 배출 펌프의 주요 설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설계 변수

단위

설계값

Total blowdown discharge pressure

기압

4.48

Suction pressure

기압

0.14

Blowdown TDH

m

44.5

Pump efficiency

-

0.8

Motor efficiency

-

0.95

Operating BHP

H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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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kW

228

Fluid

-

Brine

Temperature

o

41.0

TDS

PPM

Density

C

kg/m

표 5.4

52,000
3

1,027.17

해수와 농염수를 작동유체로 하는 펌프의 재질

Materials for all pumps handling seawater and brine
Casing (including bell mouth :
bowl diffuser, column riser,
discharge etc.)
:
Impeller
Shaft
Barrel

Wear rings
Sleeves

Case iron Ni-resist D-2W, alloy
0.7659 as per DIN 1694 (GGGNiCrNb
20 2)
Stainless steel, type CF-3M as per :
ASTM 296
: Stainless steel, type AISI 316L
: Glass fiber reinforced epoxy or
vinylester resin or carbon steel clad
with CuNiFe1Mn (min. thickness of
cladding 3.0mm)

: Monel K500
: Monel K500

Material for condensate pumps;
Case
: Aluminum Bronze BS 1400 AB2 Gr.-C
: Aluminum Bronze BS 1400 AB2 Gr.-C
Impeller
: Duplex Stainless Steel
Shaft
: Monel K500
Wear ring
Material for distillate pumps;
Case
Impeller
Shaft
Wear ring

:
:
:
:

Aluminum Bronze BS 1400 AB2 Gr.-C
Aluminum Bronze BS 1400 AB2 Gr.-C
Duplex Stainless Steel
Monel K500

5.5.2 담수펌프 (Distillate Pump)
담수 펌프는 2번 플래시 응축기에서 담수를 추출하여 음용수 처리 설비로 송
출하는 역할을 한다. 2 x 100%의 농형 전동기 구동식의 원심펌프가 각 SMART 원
자력 담수설비에 설치되어 담수를 음용수 처리 설비로 송출한다. 담수 펌프 시스템
은 2번 플래시 응축기에 연결된 흡입구, 토출구측 체크 밸브 1대, 흡입/토출구
shut-off 밸브 2대로 구성된다. 담수 펌프의 주요 설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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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수

단위

설계값

Total distillate discharge pressure
Suction pressure

기압
기압

2.00
0.14

Blowdown TDH

m

18.6

Pump efficiency
Motor efficiency

-

0.75
0.95

Operating BHP

HP

43

Operating
Fluid

kW
-

34
Distillate

Temperature

℃

41.0

TDS
Density

ppm
kg/㎥

Max. 25
988.95

5.5.3 응축수 펌프(Condensate Pump)
응축수 펌프는 1번 effect 응축수 실(室)에서 응축수의 일부를 추출하여 steam
transformer 시스템으로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2 × 100%의 농형 전동기 구동식의
원심펌프가 각 SMART 원자력 담수설비에 설치되어 응축수를 steam transformer
시스템으로 송출한다. 응축수 펌프 시스템은 1번 effect 응축수 실에 연결된 흡입구,
토출구측 체크 밸브 1대, 흡입/토출구 shut-off 밸브 2대로 구성된다. 응축수 펌프의
주요 설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설계 변수
Total condensate discharge pressure

단위
기압

설계값
10.0

Suction pressure

기압

0.27

Blowdown TDH
Pump efficiency

m
-

97.3
0.78

Motor efficiency

-

0.95

Operating BHP
Operating

HP
kW

10.31
8.10

Fluid

-

Condensate

Temperature
TDS

℃
ppm

67.0
0

Density

kg/㎥

976.36

5.6 진공 이젝터 시스템 (Vacuum Ejector System)
SMART 담수설비는 담수설비 내에 진공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림 5.10과
같이 shell and tube 형식의 응축기를 사용하는 두 단의 증기 ejector가 장착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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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이젝터 설비는 공급수와 공기 유입 그리고 담수설비 내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으
로 인한 모든 비응축 가스를 약간의 수증기와 함께 추출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스
팀 공급 차단 시 계통 내부로의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공기 작동형의
shut-off 밸브와 체크 밸브가 대기압 배관에 설치된다. 이젝터 응축기의 외부, 튜브 플
레이트 그리고 튜브 지지판은 SUS 904L의 재질을 한다. 응축기의 튜브는 용접이음의
티타늄(ASTM 338, Grade-2) 재질로 최소 벽두께는 0.5mm 제작된다. 또한 담수설비
내부 압력을 한 시간 내에 240 mbar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소음기가 장착된 스팀 구동
시동 ejector 한 대가 설치된다. 이 시동 ejector는 담수설비가 정상 운전될 경우에는
폐쇄된다. 시동 ejector는 SS 316L로 제작된다. ejector 노즐은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
며 교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노즐과 디퓨저의 재질은 SUS 317L로 제작되어야 한다.
담수설비 내에는 배기계통이 설치되어 튜브의 전열면에 비응축 가스의 축적을 예방하
여야 한다. 비응축 가스는 cascade 방식의 배기를 통하여 최저 압력 effect로 이송되어
ejector로 추출할 수도 있다.

그림 5.10 SMART 담수계통의 진공 Ejector 시스템

5.7 Desuperheater
열 압축기로부터 배출되는 증기는 과열증기이다. Desuperheater는 열 압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과열증기를 포화상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과열증기 상태의 스팀
이 SMART 원자력 해수담수화 설비 1번 effect로 공급된다면, 담수설비에는 과열증기
상태에서 포화 증기로 냉각에 필요한 만큼의 전열면적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러한 추가적인 전열면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desuperheater는 1번 effect로 공급
되는 스팀을 해당하는 온도의 포화상태로 조절해 준다. SMART 원자력 해수담수화 설
비에 설치될 desuperheater 시스템은 그림 5.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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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Desuperheater Installation Diagram

5.8 화학제 주입계통(Chemical Dosing System)
SMART 담수설비 스케일 예방을 위하여 공급수에 화학물질 공급하는 계통이다. 화
학제 주입계통의 anti-scale과 anti-foam의 주입 지점은 공급수 공급배관의 유량제어
밸브 전단이다. 최소직경이 12mm인 화학물질 주입용 배관은 가능한 한 가깝게 설치하
여야 하고 격리밸브 및 체크밸브가 주입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탱크 및 교반기는 화
학약품과 희석액이 잘 혼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탱크에는 anti-vortex, 배수용 배
관, 범람용 배관, 화학약품 공급용 철판, 세정용 설비, 및 드럼 보충용 연결구가 설치되
어야 한다. 화학약품 주입용 펌프는 유압식 다이아프램 펌프이며 송출량에 맞게 행정거
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한 조작으로 유량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송출
유량은 반드시 %로 보정된 지시계에 의하여 지시되어야 한다. 펌프 토출 측에는 혼합
형식의 압력계와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과압으로부터 펌프를 보호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SUS 316L을 사용한다. 펌프의 흡입 연결부는 탱크의 바닥
과 어느 정도 이격되어 침전물 흡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화학제 주입계통의
주요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nti-scale 탱크 2개, 일주일 분량
․ anti-foam 탱크 2개, 일주일 분량
․ 수위 지시계, 고-저 경고
․ 교반기
․ anti-scale 펌프, 2대 × 100%
․ anti-foam 펌프, 2대 × 100%
․ 흡입구 고립용 밸브, 중간 연결 배관 밸브
․ 이송부 고립용 밸브 및 중간 연결 배관 밸브
․ 안전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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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댐퍼
․ anti-scale 유량계/anti-foam 유량계
․ 화학약품 보충펌프 1대(주입 설비당 1000 ℓ /시간)
․ 100% 용량의 주입 펌프 2대
․ 탱크 및 배관 재질 :

SUS. 316L

5.9 산 세척 계통 (Acid Cleaning System)
산 세척 계통은 산 용액을 튜브 다발 위에 분부하여 담수계통의 스케일 제거를 제거
한다. 담수설비에는 산 세척 시스템과 연결된 영구 연결구가 설치되며 산 세척 용액으
로는 묽은 염산 또는 묽은 황산을 사용한다. 농염수 배출 펌프와 공급수 배관을 산 세
적 용액의 순환에 사용한다. 배관은 고립, 벤트, 시험편 채취 및 배수가 가능하도록 설
계되며 모든 배관은 GRP로 제작된다. 세안용기, 전신 샤워, 안구 세정기가 산 세척 설
비 인근에 비치되어야 한다. 산 용액은 산용액 이송 펌프에 의하여 공급된다.

5.10 증기변환기 (Steam Transformer)
증기변환기는 원자로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담수플랜트를 보호하기 위한 설
비로 수평의 튜브 다발로 구성되며 터빈으로부터 추출된 증기를 이용하여 담수플랜트
에 사용되는 증기를 생산한다. 증기변환기의 일차, 이차 스팀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
며 이 두 흐름간에 어떠한 혼합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 설비는 생산된 담수가 일차
스팀 내에 존재할 수 있는 히이드라진이나 방사능 물질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증기변환계통은 수평으로 배치된 튜브 다발로 구성된다. 포화 온
도조건의 일차 스팀은 튜브 다발 내부로 유입되어 응축되며 튜브 다발의 외부에는 순
환펌프에 의하여 순환수가 분무된다. 분무된 순환수의 일부가 증발하여 생성된 스팀이
SMART 담수설비 열 압축기의 motive스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담수설비 1번 effect
의 응축수의 일부가 다시 steam transformer 시스템으로 회수된다. 이 보충수는 예열
기를 통과하며 일차 스팀의 응축수에 의하여 예열되고 증기변환기내로 공급된다. 예열
기는 판형 열교환기이며 티타늄 재질로 용접 제작된다. 최소 시동시에는 공급수가 광물
질이 제거된 물로 채워진 100㎥ 용량의 저장 탱크로부터 공급된다. 이 시스템은 펌프,
배관, 밸브 그리고 필요한 계측 제어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증기변환기의 shell은 탄소
강으로, 튜브는 SUS 361L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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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Steam Transformer PFD

5.11 배관 및 밸브
담수계통에 사용되는 배관 및 밸브는 각 계통의 특성과 용도에 부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농염수, 해수 및 담수에 대한 배관 재질은 GRP, Vinylester, C Veil, E glass를
사용하며, 연결은 모래를 포함하지 않는 라미네이트로 한다. 담수용 GRP와 다른 고무
또는 프라스틱으로 내벽을 두른 강관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사용 가능
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GRP 배관을 사용하더라도 제어용 밸브의 후단에는 한 spool
길이, 밸브 지름과 동일한 지름을 갖는 duplex 스테인레스 재질의 단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GRP 배관의 경도는 필요한 유량, 유속 한계, 유체역학, 배관 설치높이 등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배기배관, 제어용 압축공기 배관, 증발기 배기
배관과 배수용 배관의 재질은 SUS 316L 이어야 하며 스팀과 응축수용 배관에는 탄소
강 API5L Grade B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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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계통에 사용되는 밸브는 해당계통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수, 농염수, 담수 회로
에는 50 mm이상의 배관 크기에는 주로 버터플라이밸브가 사용되며 50mm 이하 배관
에서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볼 밸브를 사용한다. 스팀/응축수용으로 사용되는 밸브는 게
이트 밸브가 선호되며 용접이음 한다. 몸체의 재질은 A216 또는 WCB이며 보네트와
디스트는 탄소강 재질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water flap 체크 밸브, 단수용 제어 밸브
에는 SUS 316 재질을 사용한다. 감쇄 시스템이 달린 체크밸브가 병렬운전용 펌프 시
스템에 사용되는데 축베어링과 윤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12 계측과 제어 (Instrumentation and Control)
정상 운전 상태에서 SMART 원자력 담수설비는 자동운전 된다. 주제어실 내에 상주
하는 운전원이 경보 또는 외부적인 문제 발생의 경우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현장에 있
는 운전원은 상례적인 검사, 진동 계측 및 화학물질을 주입한다. 공급된 제어 설비들은
어느 부분이 고장 난 경우 플랜트가 갑자기 운전정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플랜트 자
체와 운전원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플랜트의 제어 및 관리는 주제어실의 원격 조정
반을 통하여 조작된다. 담수설비 운전 개념은 초기 밸브 등의 세팅 이후 주제어실의 원
격 제어반에서 담수설비 주요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기동, 정지, 제어, 그리고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SMART 원자력 담수계통의 제어요건으로는 스팀시스템, 해수공급시스템, 해수공급
시스템, 농염수 및 담수배출 그리고 보충수 제어 등이 있다. 주 스팀 공급 압력이 열
압축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압력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압력조절을 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플랜트 이상 신호 발생시 열 압축기 스팀 공급 배관에 위치
한 자동 고립 밸브가 잠기고 플랜트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상 신
호에는 열 압축기 후단 온도가 최대 온도인 70℃를 초과, 담수설비의 범람, 해수공급의
중단, anti-scale 공급 중단, 1번 effect 농염수 과열, 공급수 유량 부족 등이 있다. 보
증 담수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담수 설비는 기준 조건에서 미리 정해진 범위의 온도 내
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담수 설비로 유입되는 해수 온도의 변화로 담수설비
effect 간의 온도 배분이 변하게 된다. Effect에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해수 유입 유량은 반드시 제어되어야 하며 특정한 해수 온도 조건에서 일정한 해수량
이 담수설비로 유입되어야 한다. 담수설비의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하려면 열 압축기의
흡입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담수설비에 유입되는 해수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해수 공급량이 과도하게 감소하게 되면 담수설비가 자동으로
정지 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effect에서 농염수 수위는 농염수 제어밸브에 의하여 제
어된다. 고-고 농염수 수위가 탐지되거나 농염수 배출 펌프 정지 신호가 울리면 전체
담수 플랜트는 운전정지 된다. 최종 effect에서의 담수 수위는 담수 수위 조절밸브에 의
하여 조절된다. 생산된 담수는 담수 품질의 좋고 나쁨에 따라 담수 저장 탱크나 배출구
로 보내어 진다. 고 전기 전도도가 탐지되면 자동적으로 배출 스위치가 작동된다. 그러
나 다시 담수 저장 탱크로의 전환은 충분한 전기 전도도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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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이루어진다. 담수설비로의 보충수는 담수설비의 열물질 수지에 정의된 값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어떠한 운전정지도 플랜트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
다. 또한 각 시스템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전력 손실 또는 계측/제어용 압축공기의
차단 시에도 안전하게 운전 정지되어야 하는 오신호 대응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플랜
트의 운전은 현장의 계측/제어에 대한 원거리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정상 자동 운
전뿐 아니라 시동 및 운전정지 또한 추가적인 제어계측 설비의 설치 없이 모든 유지보
수 확인 및 문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수설비의 제어실내의 장비들을 제
외한 모든 제어 계측 장비들은 실외에 설치되므로 고온, 고습도, 자외선, 모래가 포함된
바람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장비들은 이와 같은 운전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고온과 높은 습도에 기인한 부식이나 오작동 등이 발생하면 안 된다. 제어 계측
장비의 최소 enclosure 사양은 IP54이다. 자외선의 조사에 의하여 품질 저하가 예상되
는 임의의 장비는 적절한 차양막 또는 보호용 상자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플랜트 전력
손실은 제어 손실을 의미하므로 밸브의 기계적인 스프링 리턴 또는 이와 유사한 오신
호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력과 압축공기의 복구 시 어떠한 위험 조건도 형성되
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담수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시험에 추가하여 제어 계측 설비에 대
한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어용 압축공기 공급 및 전원 차단 시 플랜트 반작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5.13 담수 냉각기/해수 예열기
담수 냉각기와 해수 예열기는 결합된 하나의 열 교환기와 같이 작동한다. 담수플랜트
는 설계온도는 33℃로 해수를 공급하여 생산된 담수의 온도는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생산된 담수가 담수설비 출구에서의 온도가 이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 담수
냉각기를 설치하여 배출 온도가 4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수를 냉각수로 사
용할 것이며 배출된 냉각수의 일부는 담수설비의 공급수로 사용된다.

5.14 담수플랜트의 과도현상에 대한 SMART 안전성 영향평가
원자로와 담수계통은 steam transformer로 불리는 중간 열 교환기를 통하여 열적,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수계통에서 발생하는 과도 현상이 원자로의 안전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행속도가 느린 과도현상은 SMART의 부하추종 능력 또는
담수계통에 공급되는 증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급격히 진행되는 담수계통의 과
도현상 만을 고려하여 이들 과도현상이 SMART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
다. 현재의 설계에서 SMART 설계기준사고를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상 사건은 1) 담수계통 disturbance에 의한 터빈 정지, 2) 담수계통으로의 유입되는
증기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부하, 3) 담수계통 정지로 인한 부하 상실 등이 있다.
이들 사고는 SMART의 설계기준사고인 터빈정지사고, 주증기관 파단사고, 급수관파단
사고에 의하여 각각 제한되며 이들 사고에 대한 해석결과를 검토한 결과 담수계통의
연계로 SMART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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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SMART의 경제성
6.1 개요
SMART는 열출력 330MWt의 일체형원자로로 90 MWe의 전기와 40,000㎥/day 의
담수를 생산하는 열병합플랜트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SMART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열병합 발전-담수 플랜트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론을
검토하여 SMART에 적용할 경제성 평가방법을 설정하였다. 근사적인 방법에 의해 산
정된 SMART 플랜트의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와 핵연료비를 이용하여 발전단가를 산
정하고,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SMART 발전-담수 열병합플랜트의 경제성을 평가하였
다. 또한, 순건설비, 이용율, 할인율 및 다수호기 반복건설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SMART 발전-담수 열병합플랜트의 경제성은 전력생산이 주를 이루고 담수생
산이 생산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열병합플랜트의 경제성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평
가된 power credit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2 SMART 열병합플랜트의 경제성 평가 방법론
SMART의 설비용량은 열출력 330MWt로 전기와 물을 동시에 생산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SMART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전형적인 결합생산의 경제성 평가에 해당한
다. 열병합 발전-담수 플랜트에서 물과 전력의 총 생산비용은 일반적인 비용계산 방법
에 의해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고압증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플랜트의 비용을
물 생산비와 전력 생산비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비용의 배분 문제를 가지고 있
다. 물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담수플랜트의 총비용을 최종 생산물인
물과 전력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용
배분 방법으로는 ‘cost prorating'방법과 ’credit'방법이 있다. Credit 방법은 한 개의
상품 생산비용을 사전에 설정하고, 복합총생산비용으로부터 이 비용을 차감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비용을 산출한다. Power credit 방법에서는 열병합으로 인한 이익을 전부
물의 생산단가 산정에 포함시키며, cost prorating 방법은 총 생산비용을 물과 전력의
생산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SMART의 경제성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하
였다. 첫째로, SMART를 전기생산 전용 발전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SMART
는 그 열출력 330MWt 모두를 전기생산에만 활용하여 전기출력 100MWe의 생산이 가
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존의 다른 발전원과의 발전단가를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SMART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둘째로, SMART는 본래의 설계
목적대로 전기와 물을 동시에 생산한다고 가정하여 결합생산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결합생산의 경제성평가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정과 전제조건들이 설
정되어야 한다. 전기와 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결합생산의 경제성 평가에는 power
credit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DEEP 컴퓨터 코드를 활용하였다. DEEP은 IAEA에서 개
발하여 전기와 담수의 결합생산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많은 IAEA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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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이용되고 있다.

6.2.1 발전단가 산출방법
SMART를 100MWe급의 발전소로 간주하여 그 발전단가를 산출하여 기존의
다른 발전원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발전단가는 평준화방법에 의하여
발전소의 건설․운전 및 폐지에 이르기까지 전 수명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일정한 시점으로 할인하여 현가화하여 도출한 총비용을 수명기간동안 생산하는 총
할인 발전량으로 나눈 것이다. 평준화 발전단가 산출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Ck
(1+x) k - d
M
Ek
∑
k-d
k = 1 (1+x)
M

LC =

- 평준화 비용:

∑
k=1

(1)

여기서, k는 지출 또는 에너지 생산 시점
d는 할인의 기준 시점
M은 사업 기간
x는 할인율
Ck는 k시점에 발생한 비용
Ek는 k시점에 생산한 에너지 산출량
LC는 평준화 비용

6.2.2 DEEP 코드의 경제성 분석 방법
DEEP 코드는 열병합플랜트의 경제성평가를 목적으로 IAEA에서 개발하여 사
용중인 전산 프로그램으로 power credit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Power credit 방법
은 2가지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플랜트의 경제성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Credit 방법은 두 개의 상품 중에서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사전에 비용을 설정한
후에, 결합총생산비용으로부터 사전에 설정된 비용을 차감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비
용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Credit 방법은 우선, 열병합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 1단

위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부과한다. 즉, 1kWh 당 일정한 값을 설정하는데 이 값이
바로 power credit이다. 이 값의 산출에 있어서 최소비용 대안을 기준으로 한다. 여
기서 최소비용 대안이란 결합생산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과 동일한 양을 단독 발
전소에서 생산할 때의 최소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비용 대안은 결합
생산 plant가 전력계통의 총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power credit의 산출에 있어서 산출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최소
비용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결합생산 plant가 발전 전용 plant일 경우 가능한
발전단가를 power credit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ower credit 방법을 사용
하면, 결합생산에 따른 모든 편익은 물 생산에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power credit
방법은 열출력의 상당부분을 전기생산에 주력하는 결합생산의 경제성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다. DEEP 프로그램의 열병합플랜트 경제성 평가절차는 그림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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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DEEP 프로그램의 열병합 발전-담수화 플랜트 경제성 평가 절차

6.2.3 연구개발투자의 비용화
SMART의 개발로 인한 편익이 전기와 물의 생산으로 국한된다면 SMART의
연구개발비를 전액 비용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MART 개발로 인한 편익
이 전기와 물의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원자력 기술의 자립분야 확대에 따른
원자력 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도입핵심기술의 수입 대체효과, 관련 산업 분
야의 기술능력 향상 및 타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의 활용성 증진 등 이들 요인에 의
한 경제적인 이득을 정량화 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편익이 발생한다. SMART
경제성 평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연구개발비
전액을 비용화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 경우 최초호기에 연
구개발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4기에 걸쳐 균등 분할하도
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비를 전액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이는 연구개발로 인한 기술개발이 연구개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
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연구개발로 인
한 광범위한 외부경제 창출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6.3 SMART 발전단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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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개요
원자력 플랜트의 발전단가는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 및 핵연료비 등 비용자료
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특히 비용자료중 건설사업비는 플랜트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플랜트의 제반특성이 반영된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여
야 한다. 그러나 SMART는 현재 개발중인 일체형 소형원자로로 전 세계적으로 이
와 유사한 원자로의 건설 및 운전경험이 없으므로 비용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근사적 방법에 의한 이들 비용의 산정이 불가피하나 근사
적 추정은 유사경험자료를 토대로 제반 가정 및 근사방법을 적용하므로 결과의 불
확실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근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된 SMART 플랜트의 건설
사업비, 운전유지비와 핵연료비를 이용하여 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건설사업비, 이용
율, 할인율 및 건설호기수 등 발전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SMART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6.3.2 SMART 건설단가
6.3.2.1 단순 보정계수 적용에 의한 SMART 건설단가
원자력플랜트의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 및 핵연료비의 산정방법은 대상 발
전소의 설계특성, 용도 등에 따라 다르다. 특히 SMART와 같이 새로 개발되는 신
형원자로는 비용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건설사업비 산
정시 용량에 따른 경제성(Economies of Scale)을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Scaling
Law의 적용과 같은 근사적인 방법에 의한 비용추정이 불가피하다. 용량증감에 따
른 비용의 증감은 지금까지의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p

Cost of large unit
( C apacity of large unit)
=
Cost of small unit
(Capacity of small unit) p

(2)

기본적으로 식(1)은 유사한 노형으로 용량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지수
p는 용량보정계수(scaling factor)이며, 플랜트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및 계통(핵
증기 공급계통, 터빈계통, 전기계통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지
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규모지수는 0.5∼0.9의 값을 가지며 용량이 2배 증가할 경
우 0.7∼0.9 정도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식 (1)을 이용하면 SMART 건설단가
는 다음의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SMART ဳⓣᚧ྿ = ᇯⰳ⪏⯃ ဳⓣᚧ྿×
( SMART ⓣ∃⩨ᮈ/ᇯⰳ⪏⯃ ⓣ∃⩨ᮈ )×
p
( ᇯⰳ⪏⯃ ⓣ∃⩨ ᮈ/SMART ⓣ∃⩨ᮈ )
기존 원전의 건설단가는 최근의 전원계획에서 이용된 1000MWe 급 원자력발전소
의 건설단가인 1541$/kWe를 사용하였으며, SMART의 설비용량은 100MWe를 적
용하였다. 그리고 보정계수는 0.8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SMART의 건설단가는 2,442($/kWe)이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 1000MWe급 원전의
건설단가보다 58%가 더 높은 값이다.
6.3.2.2 설계자료를 이용한 SMART의 건설단가
최근 한기(주)에서는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SMART의 건설단가를 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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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상세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한 것으로 상당
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SMART 건설의 직접비는 원자로 설비, 터빈발전기,
토건공사, 기전공사로 구성되는데, 이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정하였
다. 원자로설비 비용은 한국중공업의 견적가격 및 한국형표준원전(KSNP)의 경험자
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터빈발전기 비용은 국제가격 및 KSNP의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토건공사비 및 기전공사비는 KSNP의 경험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간접비는 이들 직접비 각 항목의 일정비율로 설정하여 추정하
였다.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최초호기의 전력설비 건설단가가 2,655$/kWe 인 것으로
나타났다. SMART 건설의 직접비는 원자로 설비, 터빈발전기, 토건공사, 기전공사
로 구성된다. 한기(주)에서 추정한 건설비에 의하면 건설 직접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각 항목비용의 점유율의 구성비는 원자로설비 23%, 터빈발전기 4%, 토건공사비
30%, 기전공사 43%이다.
6.3.2.3 다수기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를 고려한 SMART 건설단가
SMART 건설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원자로설비, 터빈 발전기, 토건공사, 기
전공사, 설계기술용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건설과 관련된 직접비 이외에도
외자조작비, 사업주비, 용지비 등의 간접비와 예비비 및 건설 중 이자를 고려하여서
총건설비 규모가 산출된다. 대부분의 간접비와 예비비는 직접비의 일정비율로 설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간접비와 예비비는 직접비 규모가 주어지면 결정된다. 직
접 건설분야에 대한 비용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 분야를 비용의 성격상
구매, 시공, 설계의 3 부문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복제 절감율
을 적용하여 다수기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를 분석하였다. 표준설계로 반복건설 할
때 적용하는 절감율은 EPRI URD Vol.II APP. C에서 제시한 절감율과 학습곡선 공
식을 활용하였다. 본 평가에서의 복제 절감율은 구매 5%, 시공 10%, 설계 33%로
각각 설정하였다.
- 기기 구매비용의 학습 절감 곡선
N번째 발전소의 구매비용 = C0× (1-S p )

ln (N)/ ln (2)

여기서, C0는 최초 호기 발전소의 기기 구매비용
Sp는 기기 구매비의 절감율
- 시공 비용의 학습 절감 곡선
N번째 발전소의 시공비용 = I0 × (1-S I )

ln (N)/ ln (2)

여기서, I0는 최초 호기 발전소의 시공비용
SI는 시공비의 절감율
- 설계비용의 학습 절감 곡선
N번째 발전소의 설계비용 = E0 × (1-S E )

ln (N)/ ln (2)

여기서, E0는 최초 호기 발전소의 설계비용
SE는 설계비의 절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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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은 이상의 학습절감 복제율을 적용하여 10기 건설에 따른 순 건설단가
를 산출한 결과이다. 최초호기의 건설단가는 2,442$/kW로 가정하였으며 항목별 직
접비 점유율에 의해 각 항목별 건설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각 항목별 복제 절감율을
적용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한기(주)에서 수행한 건설비 추정치를 참고로 직접비에
서 차지하고 있는 각 항목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원자로설비 23%,
- 터빈발전기 4%,
- 토건공사비 30%,
- 기전공사 43%.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추정한 다수기 건설시의 건설단가는 다음과 같다. 반
복건설호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단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1 학습절감 보제율을 적용한 SMART 순건설단가
호기
순건설단가
($/kW)

1

2

3

4

5

6

7

8

9

10

2,442 2,231 2,116 2,039 1,981 1,935 1,897 1,865 1,837 1,812

6.3.2.4 연구개발 투자비를 포함한 SMART 건설단가
2008년까지 투입될 연구개발비를 8%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총계를 구하면
231,338 백만원으로 추산된다. 연구개발비 총액을 최초 호기부터 4기에 걸쳐 균등하
게 배분하여 비용화할 경우 순 건설단가는 표 6.2와 같다.
표 6.2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SMART 건설단가

호기

1

2

3

4

순건설단가($/kW)

2,968

2,757

2,642

2,565

연구개발비를 건설비용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건설단가는
최초호기의 경우 22% 더 상승하고, 두 번째 호기는 24%, 세 번째 호기는 25%, 네
번째 호기는 26%가 각각 더 상승한 수치이다.

6.3.3 발전원별 발전단가 비교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원자력, SMART의 4가지 발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발전원의 경제성은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하
였으며, 발전단가의 산출은 평준화방법을 이용하였다.
6.3.3.1 주요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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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발전원의 설비용량은 기존의 장기 전원계획에서의 일반적인 설비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석탄화력은 500MW, 가스복합화력은 450MW, 상용 원자력은
1000MW, 그리고 SMART는 100MW로 각각 설정하였다. 상용원자력과 SMART의
수명기간은 40년으로 가정하였고, 석탄화력과 가스복합화력의 경우는 30년으로 가
정하였다.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상용원자력에 대한 투자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에 대한 자료는 장기전원계획의 입력자료를 참조하였다. 이용률은 모두 80%를 가정
하였고, 년간 8%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SMART의 운전유지비는 "고유 안전로
이용 해수 담수화 계통 경제성 조사연구, 고등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12.50$/MWh로

설정하였다.

표

6.3에는

다른

발전원의

운전유지비의

단위가

$/kW-yr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비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동일한 단위로 변
환하여 표현하였다. SMART의 연료비는 FUELCOST-IV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핵연료비의 산출과정은 표 6.4a∼c와 같다.
표 6.3 발전원별 경제성 비교를 위한 주요 입력 자료
상용
원자력

SMART

450

1000

100

30

30

40

40

1,043

520

1,541

2,442

44.93

31.52

56.67

87.6

구분

단위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설비용량

MWe

500

수명기간

년

투자비

US$/KWe

운전유지비 US$/KW-yr
연료비

US$/kWh

0.012

0.030

0.004

0.008

이용률

%

80

80

80

80

할인율

%

8

8

8

8

표 6.4a

SMART 핵연료 주기비 계산을 위한 일반 입력 자료
Contents

Data

Thermal Power

330 MWt

Present Worth Factor & Start Date

0.10 / 1999. 01. 01.

General Interest Rates

0.10

Electrical Power

100 MWe

Effective Capacity Factor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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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b

SMART 핵연료 주기비 계산을 위한 비용 입력 자료
항 목

핵연료 구입비

우라늄
손실계수

Lead Time

Data

우라늄원광 구입비

$ 11 /lb U3O8

변환비

$ 5.8 /kgU

농축비

$ 110 /kgU

성형가공비

$ 250 /kgU

Conversion Loss Factor

0.5%

Fabrication Loss Factor

0.7%

Tail Enrichment

0.25w/o

우라늄원광 구입

장전 11개월 전

변환

장전 9개월 전

농축

장전 7개월 전

성형가공

장전 3개월 전

표 6.4c SMART용 자료를 사용한 핵연료 주기비 비교 (mills/kWh)
SMART 1 Batch

SMART 1.5 Batch

9.50

8.05

6.3.3.2 발전원별 평준화 발전단가 비교
발전원별 평준화 발전단가의 산출결과는 다음의 표 6.5와 같다.
표 6.5. 발전원별 평준화 발전단가 (단위:$/kWh)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상용원자력

SMART

자본비

0.013(40.6)

0.007(16.7)

0.018(60.0)

0.033(62.3)

운전유지비

0.006(18.8)

0.004((9.5)

0.008((26.7)

0.012((22.6)

연료비

0.013(40.6)

0.031((73.8)

0.004(13.3)

0.008((15.1)

0.042(100)

0.030(100)

0.053(100)

평준화발전단가 0.032(100)

단, 괄호안의 숫자는 %를 나타낸다.
산출결과를 보면, 상용 원자력이 0.030$/kWh로 가장 경제적이며, 그 다음이
석탄화력 (0.032$/kWh), 가스복합화력 (0.042$/kWh)이고 SMART가 0.053$/kW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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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상용 원자력에 비하여
SMART의 발전단가는 77%가 더 높으며, 가스복합화력에 비하여는 2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3.4 민감도 분석
6.3.4.1 발전원별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
발전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중에서 이용률과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두 매개변수의 변화는 발전원별 상대적 경제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이용률에 관한 민감도 분석
이용률에 대한 발전원별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결과는 표 6.6과 같다. 이용
률이 내려갈수록 가스복합화력의 상대적 경제성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의 이용률 하에서는 고려대상 발전원 중에서 가스복합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
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스복합화력의 건설단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가장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용률이 올라갈수록 상용원자력의 발전단가가
낮아져서 70%의 이용률 하에서는 석탄화력과 더불어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이용률에서는 석탄화력보다도 더 경제적인 발전원임을 알
수 있다. SMART의 경우는 모든 이용률 하에서 가장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가스복합화력에 대한 경제성 열위의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이용률에 대한 발전원별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단위: $/kWh)
이용률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원자력1000

SMART

30%

0.064

0.060

0.074

0.083

50%

0.043

0.048

0.046

0.067

70%

0.034

0.043

0.034

0.057

80%

0.032

0.042

0.030

0.053

90%

0.029

0.040

0.027

0.050

나) 할인율에 관한 민감도분석
할인율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는 표 6.7와 같다. 할인율이 올라갈
수록 건설단가가 높은 발전원의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며 할인율이 내려
갈수록 건설단가가 낮은 발전원의 상대적 경제성이 악화된다. 따라서 할인율이 올
라갈수록 원자력의 경제성은 불리해지는 반면 석탄화력의 경제성은 개선된다. 10%
의 할인율 하에서는 상용원자력의 경제성은 석탄화력과 더불어 경제성이 가장 우수
한 발전원으로 나타났으며, 12%의 할인율에서는 석탄화력의 경제성이 원자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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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의 경제성을 가스복합화력과 비교하면, 5%
이상의 할인율 하에서 가스복합화력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3%의 할인
율에서는 SMART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의 할인율에서는 가
스복합화력의 SMART에 대한 경제적 우위는 5%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 우위의 폭
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7 할인율에 대한 발전원별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결과(단위: $/kWh)
할인율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원자력1000

SMART

3%

0.026

0.039

0.021

0.036

5%

0.028

0.040

0.025

0.042

8%

0.032

0.042

0.030

0.053

10%

0.034

0.043

0.034

0.061

12%

0.037

0.044

0.039

0.070

6.3.4.2 SMART의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
SMART 발전단가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중에서 건설단가, 이용률, 할인율
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준안의 기본 가정으로는 할인율 8%, 이용률
90%, 건설단가 2442$/kWh를 설정하였다. SMART의 이용률을 90%로 설정한 것은
설비규모가 작음으로 인하여 고장정지확률이 작다는 운전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가) 다수호기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 고려
다수호기 반복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로 인해 SMART의 건설단가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호기별 순건설단가의 산출결과는 앞 절의 표 6.1과 같으
며 이에 따른 발전단가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6.8과 같다.
표 6.8 다수호기 반복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를 고려한 발전단가
호기
순건설단가
($/kW)
발전단가
($/kWh)

1

2

3

4

5

6

7

8

9

10

2442 2231 2116 2039 1981 1935 1897 1865 1837 1812
0.050 0.047 0.046 0.045 0.044 0.044 0.043 0.043 0.043 0.042

반복건설함에 따라 순건설단가가 내려가므로 발전단가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번째 호기의 발전단가는 최초호기에 비하여 16%가 감소하는 것으로 산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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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
SMART의 건설단가를 2,000$/kWe, 2,442$/kWe, 2,600$/kWe로 각각 설정
하여 각 경우의 발전단가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단가의 변동폭은 한기(주)에
서 최근에 잠정적으로 추정한 SMART의 건설단가의 범위를 참조한 것이다. 건설비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

건설단가가

2000$/kWe일

경우는

발전단가가

0.044$/kWh, 건설단가가 2442$/kWh일 경우는 발전단가가 0.050$/kWh, 그리고 건
설단가 2600$/kWe일 경우의 발전단가는 0.051$/kWh로 산출되었다.
다) 이용률에 대한 민감도
건설단가 2600$/kWe, 2442$/kWe, 2000$/kWe 각각에 대하여, 이용률이
30%로부터 90%에 걸쳐 변화할 때의 발전단가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SMART의
발전단가는 0.044$/kWh에서부터 0.087$/kWh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참조)
표 6.9

이용율의 변화에 따른 발전단가 (단위: $/kWh)

건설단가

2600($/kWe)

2442($/kWe)

2000($/kWe)

30(%)

0.087

0.083

0.072

50(%)

0.070

0.067

0.059

70(%)

0.059

0.057

0.050

80(%)

0.055

0.053

0.047

90(%)

0.051

0.050

0.044

이용률

라)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건설단가 2600$/kWe, 2442$/kWe, 2000$/kWe 각각에 대하여, 할인율이
3%로부터 12%에 이르기까지 변화할 때, 건설단가를 산출하였다. 다음의 표 6.10은
할인율을 변화시켜 산출한 발전단가로, SMART의 발전단가는 0.032 $/kWh에서
0.067 $/kWh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발전단가 (단위: $/kWh)
건설단가

2600($/kWe)

2442($/kWe)

2000($/kWe)

3%

0.036

0.035

0.032

5%

0.041

0.040

0.037

8%

0.051

0.050

0.044

10%

0.059

0.057

0.050

12%

0.067

0.065

0.057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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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개발투자비를 전액 비용화할 경우
앞의 순건설단가 2442($/kWe)에 대하여 연구개발 투자비 전액을 4기에 걸
쳐 균등 배분하여, SMART의 건설비에 추가시키고 이에 대한 건설단가를 산출하였
다. 이 경우 각 호기별 발전단가는 다음의 표 6.11과 같다.
표 6.11 연구개발투자비를 전액 비용화한 경우 발전단가 (단위: $/kWh)
호기

1

2

3

4

순건설단가($/kWe)

2,968

2,757

2,642

2,565

발전단가($/kWh)

0.056

0.053

0.052

0.051

6.4 담수생산단가 분석
담수생산 단가의 산출에 필요한 입력자료들은 대부분 DEEP 컴퓨터 코드에 있는 숫
자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담수 플랜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자료가 아직 생산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SMART를 통한 담수생산 용량은 40,000㎥/day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의 담수생산 용량의 비용산정을 위한 기준단위 용량은 24,000㎥/day, base
unit cost는 900$/㎥, 최대염수온도는 70℃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건설공기는 12개월로
설정하였다. 담수생산 단가의 산출에 있어서 할인율은 8%를 적용하였으며, 이용율은
90%를 기준값으로 가정하였다.

6.4.1 다수호기 건설에 따른 건설단가 절감고려
결합생산 하에서의 경제성 분석에서 power credit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단가의 변화가 담수생산단가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10기 반복
건설에 대하여 산정한 SMART 순 건설단가에 대하여 각각의 담수생산단가를 산출
하였다(표 6.12).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순건설단가가 감소함에 따라 담수생산단가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건설단가는 최초호기 2,442$/kW에서 10번째호기
1,812$/kW로 감소한다. 10번째호기의 건설단가는 최초호기의 건설단가에 비하여
3

26%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담수생산단가는 0.80$/m 에서 0.76$/㎥로 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투자비를 4기에 걸쳐 균등배분할 경우의 담수생산
단가($/㎥)는 1호기 0.83, 2호기 0.82, 3호기 0.81, 4호기 0.80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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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6.12 다수기 동시건설에 따른 담수생산단가 (단위: $/m )
호기

1

순건설 단가
($/kW)
담수생산단가
3

($/m )

6.4.2

2

3

4

5

6

7

8

9

10

2,442 2,231 2,116 2,039 1,981 1,935 1,897 1,865 1,837 1,812
0.80

0.79

0.78

0.78

0.77

0.77

0.77

0.77

0.76

0.76

이용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SMART 기준 건설단가를 2,442$/kWe로 정하고 상한값을 2,600$/kWe, 하한값

을 2,000$/kWe로 설정하여 이들 각각의 건설단가에 대하여 이용율의 변화가 담수
생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였다. 표 6.13은 이용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로, 이용률의 변화를 30%에서부터 90%까지 고려했을 경우, 산출된 담수생산단가는
0.77$/㎥에서부터 1.22$/㎥까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6.13 이용률에 대한 담수생산단가 민감도분석 (단위: $/㎥)
건설단가

2600($/kWe)

2442($/kWe)

2000($/kWe)

30(%)

1.22

1.21

1.19

50(%)

1.10

1.09

1.06

70(%)

0.96

0.95

0.92

80(%)

0.88

0.88

0.85

90(%)

0.81

0.80

0.77

이용률

6.4.3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할인율이 3%에서부터 12%까지 변화할 경우 설정된 각각의 건설단가에 대하여
담수생산단가를 산출하였다. 표 6.14는 민감도 분석 결과로 담수생산단가는 0.56$/
㎥에서부터 0.95$/㎥까지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담수생산 단
가가 할인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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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할인율에 대한 담수생산단가 민감도분석(단위: $/㎥)
건설단가

2600($/kWe)

2442($/kWe)

2000($/kWe)

3(%)

0.56

0.56

0.54

5(%)

0.65

0.64

0.63

8(%)

0.81

0.80

0.77

10(%)

0.99

0.91

0.88

12(%)

1.05

1.04

0.95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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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신형원자로 기술에 대한 사전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열출력 330MWt 급의 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 원
자로계통에 대한 설계개발을 ‘97. 7월부터 ’02년 3월까지 수행하여 기본설계개발을
완료하였다. 소형원자로서의 안전성 제고와 경제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접
목된 SMART 설계특성은 고유안전성, 피동안전성, 계통/기기의 단순화 및 모듈화,
첨단 인간공학 연계설계, 60년 설계수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SMART 설계개발의 기본목표인 안전성 제고와 경제성 향상
을 구현하기 위한 SMART 일반설계요건과 설계원칙을 정립하였다. 또한 SMART
가 목표하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성능관련 요건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성 목표 및 안전성관련 요건을 정립하였다. 정립된 설계요건과 설계원칙에 따라 각
분야별로 설계‧개발된 SMART 원자로계통의 주요 설계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핵연료 및 노심설계분야
∘ 핵연료는 국내 상용 원전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17x17 핵연료 기술을 바탕으
로 열출력 330MW인 SMART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핵연료봉은 UO2 소결체와
Zircaloy-4 피복관을 사용하며, 핵연료 소결체의 적층 길이는 2,000mm이다. 일반 핵
연료봉은 4.95wt%의 농축도를 사용하였으며, 가돌리니아 독봉에는 1.8wt%를 사용
하였다.
∘ 57개의 핵연료 집합체로 이루어진 노심은 열출력 330MW로 주기길이 990일
동안 무붕산 운전 노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핵연료 연소에 따른 반응도 변화는
Al2O3-B4C와 가돌리니아(Gd2O3-UO2) 가연성 독봉에 의해 이루어진다. 49개로 이루
어진 Ag-In-Cd 제어봉은 2개의 기동제어군과 4개의 조절제어군으로 구성되며, 항
상 1% 이상의 상온 정지여유도를 보장하며, 제어봉 운전전략은 첨두출력과 제어봉
이탈사고에 대비한 이탈제어봉가 관점에서 최적화되었다.
∘ 핵연료 설계 기준(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 SAFDL) 설정과
관련하여 SMART 노심 운전 조건을 포함하는 정방형 집합체 실험 자료를 사용하
여 개발한 SR-1 CHF 상관식의 한계 DNBR은 1.34로 평가되었으며, ITDP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한계 DNBR은 1.41로 설정하였으며, 정상 상태 노심 최소 DNBR은
2.44로 평가되었다.
∘ SMART 노심보호계통 SCOPS(SMART Core Protection System)는 실시간
디지털 계통으로 원자로 보호계통의 일부를 구성하며, 노심 운전상태 변화에 의해
SAFDL이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노심 열적여유도 항상에 직접
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 SMART 노심감시계통 SCOMS(SMART Core Monitoring System)은 선출력
밀도 여유도, DNBR 여유도, 노심출력, 사분 출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 편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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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계산, 감시하여 운전원이 규정된 운전제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노심 상
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값의 지시와 경보를 제공한다.
∘ SMART 방사선 작업자의 방호 기준은 ICRP 60의 권고에 따라 5년간
100mSv 이내로 유지하되 1년간 50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노심 반경
방향

및
17

하단부에서의
2

압력용기
20

최대

중성자

조사량은

16

2

4.49x10 n/cm 과

2

5.89x10 n/cm 로 제한치인 1.0x10 n/cm 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 SMART 압력 용
기는 60년의 수명 기간 동안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유체계통설계분야
∘ 일차계통, 비상 노심 냉각계통, 비상붕산수 주입계통, 잔열제거계통, 충수계통,
기기냉각계통, 안전보호용기, 그리고 정화계통의 기본설계 개발을 완료하고 그 결과
물로 각 계통의 설계요건서, 계통설명서, 계통 P&ID, 기기설계요건서, 밸브설계요건
서, I&C 설계요건서, 연계요건서 등의 설계문서를 생산하였다.
∘ SMART 원자로집합체에 설치되어 있는 유체계통 주요기기의 설계변수 및 열
적크기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설계 전반에 필요한 환경, 배관 및 수화학 설계지침서
를 작성하였으며, 각종 열수력 모델 및 열수력 전산코드가 개발되었다. 또한 원자로
냉각재의 정화없이 운전되는 일체형원자로에 적용될 암모니아 수화학 개념이 정립
되었다.
￭ 기계설계분야
∘ SMART 설계개발에 적용할 기술기준 및 설계요건 확립을 위해 법규, 기존
규제요건 및 산업코드에 대해 SMART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
였으며 새로이 개발되어야 하는 요건 등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 49개의 CEDM 설치 수용, 증기발생기 노즐의 압력용기 측면 배치, MCP 임
펠러를 통과하는 냉각재의 유로변경 등을 수용하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구조물,
연계구조물 등의 기계구조적 설계개발이 이루어졌다.
∘ 설계 최적화를 반영한 원자로집합체 해석모델을 완성하였으며 정상상태 해석,
내진해석, 배관파단 해석을 모의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
였다.
∘ 원자로집합체의 제작성을 평가하고, 유지보수 방안, 핵연료 교체 방안, 주요
기기 교체방안을 수립하여 SMART가 제작, 조립, 운전을 통해 구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MMIS 설계분야
∘ 계측제어계통 각 계통에 대한 기능, 성능, 운전 및 시험에 대한 설계요건과 기
계적, 전기적, 신호연계, 환경 등의 연계요건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계통의
구성과 구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구조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기능 및 성능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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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개발된 구조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
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방법과 검증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 MMIS 설계의 인간기계연계 설계에서는 제어실의 제어반, 개괄정보표시기, 소
프트제어기에 대한 설계 및 연계요건을 각각 개발하였고, 이와 같은 설정된 요건
및 구조를 기반으로 부분적인 모의설비를 구축하여 단위기능 및 성능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설정된 설계요건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 MMIS 설계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가용성 제고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디지털 기기의 개발방법과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 등을 개발하여 MMIS
계통의 전체적인 설계구현의 구체성을 증가시켰다.
￭ 주기기설계분야
∘ 주기기인 증기발생기(SG)

카세트, 냉각재순환펌프(MCP), 제어봉구동장치

(CEDM)의 기본설계 개발을 완료하고 부분조립품을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함으
로써 구현성을 확인하고 개발기술을 검증하였다.
∘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Ti 합금을 전열관으로 사용하는 나선형 관류식으로 설계
되었으며, 전열관내 유동불안정성 제거를 위한 이중나사 개념의 전열관 오리피스,
원자로용기 관통부 최소화를 위한 카세트 노즐헤더 등의 기술이 접목되었으며, 개
별 카세트 교체가 가능한 모듈개념으로 최적화하였다.
∘ 냉각재순환펌프는 기계적 밀봉이 없기 때문에 운전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캔드
모터형 축류펌프로 설계 개발되었으며, 임펠러 설계해석기술, 회전축 동특성 해석기
술, 고온 장수명 베어링 설계기술, 구조해석기술, 캔드모터 전자기 해석기술, 인버터
전력전자 제어기술 등 핵심 설계기술이 개발되었다.
∘ 제어봉구동장치는 핵적 기동시 미세 반응도 조절(4mm/step)이 가능하고 기계
적 구동부가 없어 내구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고 고추력을 내는 ISI가 가능한 선형
펄스모터형으로 설계 개발되었으며, 스텝모터 전자기 해석기술, 전력전자 제어기술,
위치지시기 설계기술, 구조해석기술 등 핵심기술이 개발되었다.
￭ 담수계통설계분야
3

∘ SMART에 연결되는 담수플랜트는 단위 용량 10,000 m /day인 4기의 MED
3

unit으로 구성되며 40,000m /day의 담수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담수플랜
트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MED 공정에 증기 Ejector를 결합한 열
압축방법(MED-TVC)을 적용하였다. 또한 생산 담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방지를 위
해 SMART 이차계통과 담수계통의 연계 방법으로 증기변환기 개념이 도입되어 있
다.
∘ 담수플랜트는 증기공급계통, 증발 및 응축계통, 해수공급계통, 브라인계통 및
화학적처리계통으로 구성되며 증발기 형식은 horizontal tube falling film 타입이다.
담수플랜트는

설계수명은

30년,

성능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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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세척

주기(Acid

cleaning

frequency) 12개월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최대농염수 온도(MBT) 65℃, 해수온
도 33℃의 조건에서 운전되도록 설계하였다.
￭ 안전해석 분야
∘ SMART 설계목표로 설정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 및 안전
해석이 수행되었다.
∘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을 선정/분류하였으며,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들에서 공
정 변수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허용 기준을 도출하고, 운전 모드의 특성에 적절
한 제어 논리를 개발한 후, 선정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들에 대해 해석 방법론에
따라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설정된 성능 관련 설계기준사건 발생시
SMART 일체형원자로는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안전 관련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도출하고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안전관련 설
계기준사건을 분류하고, 각 사건 분류에 따라서 만족되어야 하는 허용기준을 도출
하고, 초기 조건 및 제한 사건을 선정한 후, 선정된 사건들에 대해 해석 방법론에
따라서 안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주증기관 저압력, 노심보호계
통내 저 DNBR, 단일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발생하는 RDPF(Radial Distortion
Penalty Factor) 및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시 제어봉집합체들 사이의 상대 위치
(Dead Band)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해석에서 고려된 설계관련 설계기준사건 발생시 언급된 4가지 정지 설정치들을 추
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각 사건 분류에 따른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 SMART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10개의 초기사건을 대상으로 사건 시나리
오를 개발하고, 계통 고장수목분석, 신뢰도 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하여 노심손상빈
-7

도를 계산한 결과 8.56×10 /RY로 계산되어, PSA 측면에서 안전성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분석
∘ 용량의 소규모로 인해 SMART의 경제성은 기존의 다른 발전원에 비해 전반
적으로 낮으나 제한된 영역에서는 다른 발전원, 특히, 가스복합화력과 경쟁적인 관
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단가 2,000($/kWe) 이하에서 할인율이
8%이하가 되면 SMART는 가스복합화력보다 더 경제적인 발전원이 될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단가 2,442$/kWe과 할인율 5%이하에서는 역시 SMART가
가스복합화력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의 건설비 및 운영비 산
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발전원으로서의 잠재적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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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MED를 연계한 담수생산용량 40,000(m /일)에 대하여 담수생산 에너지원으로
서의 SMART의 경제성분석 결과, 담수생산 단가가 이용율 80%이상에서 0.56∼
3

0.88($/m )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담수생산의 경제성평가
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범위에 들어가는 값으
로 이는 SMART가 담수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도 경제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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