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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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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목 

일체형 원자로 안전현안 해결방안 수립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SMART-P는 일체형 타입의 원자로이며 피동 안전계통을 채택하고 있으 

므로， 기존의 규제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용되는 설계개념으로 인하여 안전성 현안이 존재하며， 

이러한 현안을 미 해결시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현 

안의 도출과 조기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요 안 

전 현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SMART-P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본 연구의 수행목적이다. 

ID.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SMART-P의 도출된 안전현안의 검토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1) 인허가의 기본 요소 검토 

2) SMART-P의 건설 후 사용 목적 검토 

3) SMART-P의 안전성 현안 도출 

4) SMART-P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해석 여부 검토 



N. 연구개발결과 

안전현안의 도출은 반드시 확정된 설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 

고 있는데， 이것은 SMART-P의 안전해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SMART-P가 목표로 하는 모체 인 

SMART원자로의 설계자료와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수 차례의 자문회의 및 

SMART-P 시험 운전 자료를 근거로 인허가 현안들이 검토되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도출 · 검토된 SMART-P의 안전현안들은 설계개발단계에서 원 

자로 설계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그 기술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향후 SMART-P 인허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1 



SUMMARY 
(영 문 요 0 1: -. 

1. Tit1e 

Review of Critical Safety Issues for SMART - P 

n. Purpose of This Study 

Since SMART-P is a kind of integrated reactor and adopts passive 

safety system as main safety features , it is expected that existing 

regulatory requirements may not be adjustable. And there are many 

safety issues hard for us to deal with. Without solving these issues, we 

would come to the front of delay of license procedure or something not 

intended. Thus, the necessity of careful review of these safety issues was 

raised and then the specific items of safety issues were investigated. 

With these investigation and review, it can be expected that the realistic 

problems from license stage can be reduced or covered. 

m. Scope 

In this study, the critical safety issues of SMART - P were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aspects. 

1) Basic safety items for licensing 

2) The purpose of use of SMART-P 

3) Key issues for the safety of SMART-P 

4) Review of safety analyses of SMART-P 

… 



N. Results 

The investigation of safety issues should be performed with the settled 

and fixed information of the design. By now, however, there were not 

sufficient materials that describes the feature of SMART-P. Some part of 

safety analysis is under way now. With these reasons, this report 

presents limited results of investigation based on SMART design report, 

contents from consultation workshop and preliminary operation data of 

SMART-P. 

V. Plan for the application of study result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helpful for assurance of safety design 

of SMART - P and preparation of technical solutions so that we can make 

the license procedure to progress efficient1y.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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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SMART는 모률화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로서 그 

용량이 중소형 규모이므로 국내의 대용량 발전용 원자로와는 달리 열병합로， 

해수담수화로 및 선박추진용 동력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장점을 살려서 SMART를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SMART의 안전성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일반대중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 학선적인 설계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자로의 실용화 

를 위해서는 해당기술의 안전성과 성능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 

서 SMART의 안전성 및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소규모 원형원자로 

(SMART-P)의 개발 및 건설이 요구된다. 

SMART-P는 일체형 타입의 원자로이며 많은 피동 안전계통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규제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설계개념으로 인하여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안전성 현안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현안을 사전에 해결하 

지 못하면 인허가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현안의 도출과 조기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도 

출된 안전현안 중 정밀검토를 요하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예상된다. 

반응도제어계통 다양성요건 관련 현안 해결방향 수립 

설계기준 초과사고의 설계반영 범위 설정 

장기 냉각 성능 및 피동안전계통의 신뢰성 확보 방안 수립 

사고선원항 적용방향 수립 

그 외 특이 사항들(금속핵연료 및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검토 

SMART-P의 안전성 및 성능이 입증된 후에는 SMART의 상용화가 본격 

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SMART에 대한 인 · 허가 신청이 있게 될 것이다. 

SMART-P에 대한 안전현안은 SMART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발전용 

원자로에도 피동형 안전계통이 채택될 경우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되는 피 



동형 안전계통에 대한 규제기술요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피동형 안전계통에 

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일체형 원자로 및 피동안전계통에 대한 안전현안 

도출 및 문제점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TMI 및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 

후 증폭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 

이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전 선진국 및 

우리 나라에서는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원자로의 개발을 추진하여 왔 

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SMART에서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피동형 안전계통 및 일체형 설계개념 등의 신개념 및 신기술을 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큰 SMART에 대한 

일반대중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MART에 대한 실증로 

(SMART-P) 건설을 통해 신개념 및 신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SMART-P의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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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오| 기술개발 현황 

2.1 국외 기술개발 현황 

러시아，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스웨멘 등에서 전력생산， 난방용 에너지 공 

급， 해수 담수화 등의 목적으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그 

러나 이들 국가에서 일체형 원자로의 규제요건 및 지침의 개발을 위해 수행 

한 연구와 일체형 원자로의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안전현안은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중소형 원자로인 AP-600에 대한 인허가 심 

사과정에서 피동형 안전계통에 대한 규제입장이 개발되었고 관련 안전현안 

이 도출되어 해결방안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2.2 국내 기술개발 현황 

우리 나라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 교육용원자로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인 

허가 절차가 개발되어 있으나 각 원자로시설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SMART-P와 같이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실증목적을 갖는 원자로를 

어떤 원자로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일체형 타입의 

원자로와 피동 안전계통에 대한 규제기술요건 및 지침이 전혀 개발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SMART-P와 같이 일체형 개념과 피동 안전계통 

을 채택한 원자로에 대한 규제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SMART-P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안전현안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SMART-P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현안의 도출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는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일체형 원자로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왔다. 199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 

로 수행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개발”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에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안전특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현황， 일반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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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그리고 중소형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국외 규제요건 등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또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국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소형 

원자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 설계 개념 및 안전개념의 분석， 피동 안전계 

통에 대한 실증실험의 조사， 주요 설계기준에 대한 조사，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안전현안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 

연구소 주관으로 수행된 일체형 원자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일체형 원 

자로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 (대상 : SMART 원자로 설계) 가 1997년 -- 2002년 

사이 수행되었고， 각 연구에서 안전현안의 도출 및 평가연구가 수행되었다. 

O 김효정외， KINS/GR-129, 중소형일체형원자로 안전특성평가， 1997 

O 설광원외， KINS/GR-201 , -221 ,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평가， ‘99 -’01 

O 김웅식외， KINS!RR-116,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평가， 2002 

상기 연구로부터 도출된 안전현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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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제목 
KINS/GR- KINS/GR-18 KINS/RR 

129 7,-201 , -221 -116 

1. 설계안전목표 설정 O 

2. 입증기술의 사용 O 

3. 심층방어 전략의 강화 O 

4. 발전소의 설계기준 사건분류 O 

5. 과도/사고해석 허용기준 O 

6.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대처 O 

7. 반응도제어계통의 다양성 O 

8. 이중 격납용기의 안전요건 O 

9. 연계설비의 안전성 O 

10. 피동계통의 신뢰성 O 

11. 사고 선원항의 계산 O 

12. 운전중 안전성 확보 O 

13. 비안전계통의 규제 O 

14. 디지털 기반 계측제어계통 현안 O 

15. 제어설 인간공학 설계 현안 O 

16. 소외비상계획의 적절성 O 

17. 부지선정 관련 현안 O 

18. 사전 안전성 평가 절차 O 

19. 보호용기내 기기환경 검증 O 

20. 선형 I&C 계통의 환경검증 O 

21. S/G 세관 가동중 검사 O 

계 9 9 3 

표2.1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안전현안 현황 

R 

녕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1 서 론 

SMART-P의 안전현안은 SMART-P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거나， 현행의 규제심사체계로는 그 안전성의 보장성에 대한 확 

인이 어려워 추가로 안전성의 확인평가 및 보장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본 연 

구는 SMART-P에 대한 안전성 현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현안들이 인허가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현안들을 도 

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SMART의 설계보고서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수 차 

례의 자문회의 및 SMART-P 시험운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SMART-P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결과 및 안전성 분석에 대한 자료가 아직 

은 상당 부분 부족한 실정이며 많은 부분은 현재 연구 단계에 있으므로 보 

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안 도출은 추후에 완결될 것으로 보이며 본 보고 

서는 현재 가용한 자료들을 검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3.2 SMART-P의 정 책 안전 현 안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SMART-P 원자로의 

인허가를 위해 실정에 맞는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델을 정하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SMART-P 원자로의 인허가 특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원자로의 외형적 특성만 가지고 발전용이냐 아니냐를 논의하기보다 

는， SMART-P의 안전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범주를 정하는 것으로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SMART-P의 안전성 현안들을 

선정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특성상 충분히 한 분류 속에 포함될 수 있 

다고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SMART-P의 안전 특성을 분석하여，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스럽게 인허가 기준 

선정을 유도하는 것이 적합하다. SMART-P의 안전성 현안으로 분석되어야 

할 검토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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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대상 원자로의 용도 

우리나라 현행 원자력법령의 원자로시설에 대한 언허가 절차는 발전용원자 

로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현행 법규상 연구 

개발단계에 있는 원자로인 SMART-P에 대한 분류 규정이 현재로는 존재하 

지 않아 관련 인허가제도 (원자로분류 인허가절차 기술기준 기타규정 등) 

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비-출력용에 대해서는 출력용과 동 

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출력용 기술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SMART-P의 경우 국외의 전형적인 분류방법 

에 의하면 비-출력용 (시험용 연구개발단계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SMART-P원자로의 설계자 측에서는 그 용도를 연구개발용으로 분류되기 

를 기대하고있다. 하지만 SMART-P의 경우 기존 연구용원자로에 비해， 큰 

출력 및 가압형 폐쇄회로를 채용하고 있어서 잠재적 위해도가 크므로 다양 

한 관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MART-P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운전을 할 것인지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한다. 현재 SMART-P의 개발 문건에는 해당 원자로가 건설된 다음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KINS의 검토 보 

고서에 따르면 SMART-P는 상업목적의 담수생산 및 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는 하나 연구개발을 동시에 한다면 어느 선까지 연구개발에 해당되고， 

또 이 원자로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 지에 관해 명백하게 언급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SMART-P의 운전이 더 큰 용량의 SMART를 실증하 

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확한 용도가 명시되어야 추후 용도변경에 대비한 근 

거가 될 수 있다. 

3.2.2. 부지 

SMART 원자로의 경우 전기생산 외에 담수를 생산하여 인근 주민 또는 공 

업단지 등에 공급하며， 주변 해수를 사용하므로 해수 및 생산되는 담수의 방 

사능 오염방지가 필수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SMART 원자로는 활용 

특성상 인구 또는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근거리에 설치 운영될 예정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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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 발전용 원자로에 비해 부지 환경 인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출력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단순하게 연구 

용으로 건설되는 원자로라면 연구소 내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주민 

들과 가까운 곳에 건설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처할 명분을 찾아야 하며 주 

변의 인위적 재해 가능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지를 단순히 연구개 

발용이므로 제한구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2.3. 위험도 분석 

SMART-P 원자로의 위험도가 일반 출력용 원자로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 

상되지만， 인근에 주민이 있다고 본다면， 정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지 

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과 특히 운전을 연구용처럼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지 

속적으로 운전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같이 고려해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SMART-P의 확정된 설계 자료와 예상 운전자료를 포함하였을 

경우， 또 다른 요인들을 원자로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할 것 

이다.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라도 잠재적 위험이 크므로 위험도분석을 할 수 

있다면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3.3. SMART - P 안전 기술현안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에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몇 가지 기본이 있다. 

인허가란 대상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운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어떠 

한 사고에도 발전소 경계를 벗어나 방사성물질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과연 대상 

원자로에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며， 가장 심각한 사고에 대해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는가 

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해석에서 보면， 가장 limiting한 사 

고를 분석을 통하여 선정하고， 그런 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방사선 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 과정을 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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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안전성 철학의 삼 단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첫째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충분히 예방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것은 원자로 고유의 설계특성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주로 자체적인 제어 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정지제어계통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 

우에 대비하여 제 2의 정지기능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 

리 법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중성을 고려하여， 제어봉과 다른 독립적인 

제 2의 제어 수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로에서는 인간이 설계할 당시 아무리 잘 고려한다고 해도， 사고 

는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이 안전성의 2단계 철학이며， 아무리 고 

유의 기능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 

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최소로 하기 위한 공학적안전기구를 갖추 

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ECCS를 들 수 있으며， Emergency 

Power Supply도 여기에 속한다. 사실 이 부분이 안전성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섬이며， 설계기준사고를 논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방지하고 사고의 결과를 줄이려고 노력하더라도，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3단계의 안 

전성 철학이 도입된다. 즉， 설계기준사고를 기반으로 설계된 원자로이지만， 

최악의 경우에 극심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소한 방사성물질이 원자로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상기의 관점으로 SMART-P에 대한 안전 현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 

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3.3.1 반응도 제어 계통의 다양성 

원전에서는 과도 및 사고이후에 핵연료의 손상을 제한하기 위해 노심내의 

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양성의 요 

건에 따라 다른 설계원리를 가진 2개의 독립적 반응도 제어수단의 구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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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 에서는 제어봉만을 이용하여 반응도를 제어하며 안전주입 계통 

연결된 비-안전계통의 비상붕산수 주입계통을 구비하여 설계기준 초과사 

활용하게 되어 있으며 미세조절이 가능한 제 

의한 반응도 변화 제어기능을 구비하고 있 

독립적 반응도제어계통을 제 

핵심인 제 2의 정지계통을 가지고 

수단도 뚜렷하게 

가진 2개의 

철학의 

에 

건에 대비한 Back-up 수단으로 

어봉제어계통을 통해 출력변화에 

다고는 하나 서로 다른 설계원리를 

공하지 는 못하고 있다. 이 는 1단계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다른 대체 보이지 않는다. 

논란이 예상된 인허가 과정에서 이 문제를 현행 규정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 

다. 

3.3.2 설계기준 사고 선정 

현재 SMART 설계 보고서를 검토하면 제 2단계 철학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 제시된 SMART-P의 설계 기준 사고들은 기존의 

PWR의 설계 기준 사고에 근거한 내용이며 어떤 유형의 사고해석을 통하여 

가장 limiting한 경우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모든 사고 유형에 대 

상용 

;:::<:.. 
τs-열제거 해 종합적인 Limiting Case를 도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차측의 

사고， 원자로 유량 감소 사고에 속하는 사고 유형에 대한 

부분적 제시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ECCS가 필요 

감소 '01 
^ 가 

limiting case의 

켜 
/、있다는 진다. 다만 Safety Injection System을 갖추고 한 지도 불분명해 

주 입 이 passive system이 었 òl 설계에서는 전부이다. 그것도 SMART의 이 

변경되었 

다. 결국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일하게 냉각수를 보충할 수 있는 계통을 확 

되었다. 이렇게 

active system으로 안전주입이 지 만， 지 금 제 안된 SMART-P에 는 

emergency 변경한다면， active injection으로 없게 까‘ 
T 인할 

redundancy를 

검토해야 하며， off-site power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것은 인 

허가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제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제시된 SMART-P에 대한 설계기준사고의 

허용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SMART-P는 기존 원전과 다른 설계특성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며， 또 다른 의미에서 power supply의 

타당성이 선정의 설계기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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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므로 기존원전에 추가되는 사고에 대한 허용기준 또한 기존 원전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SMART-P 설계를 보면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체 

형으로 설계되어 원자로 용기 내에서 경계를 이루면서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는 냉각 배관의 파단으로 인한 용기 밖으로 냉각수가 상실 

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수로에서의 경우처럼 심 

한 냉각재상실사고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1차 냉각수의 상 

실과 같은 사고를 대체할만한 설계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그러나 냉각재의 

상실은 반드시 배관 파단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냉각 

재의 상실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계통을 살펴보면， 

가압기의 밸브가 열림으로 인한 감소가 있을 수 있고， 증기발생기의 파손으 

로 인한 명각수 상실이 가능하다. 그러나 밸브의 열림과 닫힘은 조절이 가능 

하고， 또 충분히 신뢰성을 가진 밸브라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가압기에는 질소가 충전되는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SMART-P에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3.3.3 금속 핵연료 규정 및 ECCS 성능평가 

SMART-P 원자로의 핵연료는 기존 PWR 의 핵연료 (심재 U02, 피복재 

Zircaloy-4) 와 달리 심재로서 U-Zr 합금을 사용하며， 피복재로서 Zr-l%Nb 

를 사용하는 금속핵연료를 채택하고 있다. 관련 규제기술요건에서는 ECCS 

성능기준으로서 원통형 지르코늄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 연료에 대 

한 피복재 최고온도， 피복재 최대산화， 최대 수소생성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SMART-P 의 금속핵연료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연료허용손상한계의 설정 및 관련 설비의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PWR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에 대한 허용기준을 SMART-P에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핵연료의 허용기준 설정에 적용되는 LB-LOCA 성능평가 

가 LB-LOCA를 배제하고 있는 SMART-P의 설계 개념상 그대로 적용하기 

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SMART-P의 인허가 절차를 위해서는 금속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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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규제 요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마련된 후 이에 따른 ECCS 

의 성능 평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4 증기발생기 세관 재질에 관한 기준 

일체형원자로는 기존 원자력 시설과 상당히 다른 설계특성을 가지는데 이 

중 하나가 증기발생기 세관의 재질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SMART-P 설계 

상에는 증기발생기 세관의 재료로 티타늄 합금 (PT-7M)를 채택하고 있다. 

이 재료는 러시아의 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재료로 현재 ASME Code에 등재 

되지 않은 물질이며 해당 재료의 사용 경험 및 해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 

련 규제 법규에서는 원자로 가동기간중 성능유지 필요 부품에 대해서는 경 

험， 해석 또는 시험 등에 의한 성능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원자로시설에 설치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소한 재질의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관련 규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3.3.5 원자로 구조물 가동중 겸 사 

SMART-P는 원자로용기내에 모든 1차계통 기기가 내장된 일체형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협소해지고 복잡해지는 원자로 내부 구조 

에 의해 원자로집합체에 대한 가동중검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로용기 용접부에 대한 100% 체적검사가 힘들게 되었으며 

접근이 가능하지 않는 노즐연결부가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 

관 ECT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관련 규제 법규에서는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가능성 및 구조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SMART-P의 

설계 특성상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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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노섬 출력분포 측정 

노심 출력 분포의 측정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노심의 중성자속 빌도의 측정 

을 요구하고 있으며 FSAR의 16장 3.2에는 노심 출력분포에 대해서 기술되 

며 출력분포 이상에 따른 운전제한 조건이 정의된다. 하지만 SMART-P에서 

는 적당한 노내 계측기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설계자 측에서는 원 

자로용기 하부덮개를 관통하여 설치， 원자로용기 측면을 관통하여 설치， 원 

자로용기 덮개나 용기를 관통하여 용기 바닥에서 U자로 설치， 원자로용기 

덮개를 관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검토 

결과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얻어진 바 있다. 중성자 속의 

측정은 원자로 안전운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7 CEDM의 전자기 장 간업 

디지털 I&C계통 또는 신 아날로그 계통은 기존 I&C 계통과 비교하여 온도 

습도， 전자파 간업 및 방사선 등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관련 환경에 대 

한 환경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SMART의 설계상에는 대부분의 핵연 

료집합체에 제어봉집합체를 삽입토록 설계되어 전자기장의 유발에 의한 상 

호간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설계개념이 SMART-P에서도 동일하 

게 적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자 측에서는 SMART의 

linear step motor 제어봉 구동장치 대신에 SMART-P에서는 공간을 줄일 

수 있는 ball-screw 제어봉 구동장치를 적용하여 공간의 문제를 해소하였으 

며 자기장 간업을 우려하여 CEDM 집합체 높이를 25cm 가량 상향조정하였 

다.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의 해결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실제 

적인 적용에 있어서 CEDM의 자기장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할 점이라고 판 

단된다. 

3.3.8 장기 냉각 능력 및 피동 계통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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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해석 관점에서 가장 큰 관섬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충분한 보충 냉 

각수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장기적으로 노심의 용융을 막을 수 있도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가압경수로에서는 LOCA를 설계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에너지를 대부분 처리 

있도록 하고 있다. 초기 의 열은 break를 통하여 방출되 고， 안전주입 계 

통에 의해 들어온 물은 핵연료를 충분히 quenching시킬 수 있을 

록 물을 공급할 수 

할수 

주
 
ι
 

로
 

도
 

처O
 

처 리 하기 위 해 long-tenn cooling을 

때 제공되는 물은 sump에 고여 

처리한다. 그런데 SMART-P에서는 장기적인 냉각을 어떻 

지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또 break가 

노심에서 생성된 열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며 모든 일차 냉각수 

걸쳐 단순히 잔열 만이 아니라 사고 과정에서 발생된 내부에 

열을 처리해야 한다면 결국은 서서히 가열되는 

물이 비등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핵연료의 

된다. 중대사고는 항상 핵연료의 용융에서부터 시작 

냉각수의 공급과 노섬에서 decay heat에 의해 생성되 

recirculation 

보일러 

건전성을 

디 O 
능딛「뜯즉r 

01 즈二 
/λλ "L-

있다. 장기적으로 decay heat를 

모
 

말이 

장기 

있으며， 이 

mode로 전환하여 

게 제공할 수 있을 

없기 때문에 

가 장기간에 

저장되어 있던 

와 같아 궁극적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되는 개념이므로 

비하고 

하고 

중요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SMART-P에서는 자연순환냉각， 피동잔열제거 등의 피동 

안전설비를 채택하고 있다. 피동계통은 설계단순화 및 운전용이성을 제공해 

는 열을 처리할 수 있는 잔열제거계통의 

주지만， 설비 사용과 관련하여 성능입증， 계통 상호간의 영향 

확보되어야만 가용한 설비가 된다. 현재 이러한 피동설비의 신뢰성 

기술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피동설비 신뢰성을 

실험/연구 등의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동설비 등 신안전 

개념 설비에 대하여 기술입증후 사용과 관련한 규제기준의 마련이 필요하 

며 피동잔열제거계통 (PRHRS) 등의 피동설비의 신뢰성 확인 실험/연구 내 

용이 제시된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계통의 

기능 중에서도 자연 순환에 의한 냉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이 

확보와 

있는 

미
-
}
 

<

확인할 수 관련된 

중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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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중대사고 대처 

3단계 철학을 지키려면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체형 원자 

로의 가장 큰 장점은 중대사고의 발생 확률이 희박하여 별도의 대처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점은 앞으로 PSA 분석을 

통하여 입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SMART-P의 경우， 발전용 원자 

로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설계기준사고 경위가 도출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유 안전성 현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피동형 

설비에 대해서는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필수적이다. SMART 설계보고서에 

의하면 설계기준 초과 사고에 대한 현안 도출은 아직 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ln-Vesssel Retention(원자로하부 steel shielding plate), ln-Core Corium 

Catcher, ln-Vessel Cooling, Extemal Cooling 등의 중대사고 완화 계통에 

대해 기술해 놓고는 있지만 정량적인 성능평가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수소제어 계통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10 증기 발생 기 세 관 파단 사고 분석 

증기발생기의 파손으로 인한 냉각수 상실은 경수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그것은 수 천 개의 전열관 중에서 극히 적은 수의 관이 파손되는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SMART-P는 127B 의 카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카세트는 각각 6개의 모률과 324개의 전열관을 가지고 있다. 

운전 중 일부 세관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 가압경수로와 달리 카세트를 차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냉각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될는지 분석이 필 

요하다. 또한 tube rupture와 같이 급속하게 파단되 는 경 우에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3.3.11 선원항 계산 

SMART-P에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므로 사고 선원항에 차이가 많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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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므로 선원항 계산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3.12 설계 및 규제검증 코드의 적용성 

앞으로 SMART-P 에 대하여 SMART 원자로의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 및 해석이 수행될 예정이지만 기존원전과 설계특성이 다른 

SMART-P 원자로에 대하여 기존 LWR 원자로에 적용되는 설계 및 규제검 

증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존 검증코드를 그대로 활용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적용성을 평가하고 SMART-P 설계에 적합하게 수 

정 •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4 SMART와 SMART-P의 설계차이 비교 · 분석 

본 절에서는 SMART와 SMART-P의 기본 설계 개념을 비교 ·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그 기본 설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세라믹 핵연료를 사용하며， 나선형， 관류식 증기발생기와 캔드모터형 주냉각 

재 펌 프， Linea Step Motor 제 어 봉구동장치 , 자기 가압기 등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노심은 저출력의 노섬밀도로 무붕산 및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초기 운전시에 계통의 가열방법으로 Nuclear Heating을 이용한 

다. 완전 자동화 디지털 제어 보호계통과 Near constant average 

temperature 제어 개념， 자가 압력 제어 계통의 도입으로 운전의 자동화 및 

단순화를 꾀하였다. 또한 CVCS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잔열제거계통을 피동 

형으로 설계하여 그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SMART의 안전성 및 성능을 입 

증하기 위한 소규모 원형원자로(SMART-P)의 기본 설계는 SMART의 설계 

를 대부분 그대로 채용하고 었다. 그러나 핵연료를 SMART와는 달리 금속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Ball-Screw 제어봉구동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 

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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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핵연료 제원 비교 

SMART의 핵연료는 세라믹핵연료를 사용하는것에 반해 SMART-P에서는 

금속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일체형 원자로 개발 기획위원회에서 

SMART-P 핵연료는 SMART 원자로의 활용 다변화를 꾀하고 노심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속핵연료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SMART-P 핵연료는 금속 핵연료를 사용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 

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금속핵연료집합체는 원통형 관으로 둘러 쌓인 

핵연료집합체 내부에 51-55 개의 핵연료봉이 있다. 금속핵연료봉은 Zr-U 

섬재에 피복재로 Zr-1%Nb를 사용하며 핵연료심재는 한변의 길이가 4.1 

mm인 정방형이며 피복재의 두께는 0.5 mm이다. 핵연료봉은 축 방향으로 

400 mm 피치의 나선형으로 꼬여져있으며 피복재 네 꼭지점에는 핀이 설치 

되어 있다. 인접한 핵연료봉의 핀끼리 서로 접촉하면서 핵연료봉 사이의 거 

리가 유지되며 그 사이로 냉각수가 흐른다. 또한 핵연료봉들을 원통형관내 

에 조밀하게 배열하고 핵연료봉 사이의 간격이 스스로 유지되게 함으로써， 

노심 내의 부품 수를 최소화하고 핵연료집합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원자 

로의 운전조건상 요구되는 지진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지격 

자를 사용하여 핵연료봉을 지탱하지 않기 때문에 핵연료집합체 내에서 서로 

다른 재료간의 접촉이 없고 맹각수의 흐름에 따른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서 

핵연료봉간의 접촉 혹은 핵연료봉과 핵연료집합체 내의 다른 부품과의 접촉 

에 따른 마모부식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금속핵연료는 열전도도가 

매우 커서 동일 출력에서 U02 세라믹 핵연료 대비 핵연료 온도가 매우 낮 

다. 이로 인해 정상출력운전시 핵연료에 저장된 에너지가 감소하여 사고시 

핵연료 차손 저항성이 증대되고 출력변화에 따른 핵연료온도변화가 적어 반 

응도제어에 유리한 점이 있다. 다음 표3.2는 SMART와 SMART-P의 사용 

핵연료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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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SMART SMART-P 
값 단위 값 단위 

핵연료심 

재질 U-Zr 금속 U02 세라믹 

밀도 8.53 g/cm3 10.1 g/cm3 
U-235 농축도 -19.7 wt.% 4.95 wt.% 

제원 4.1 x 4.1 정방형 mmxmm 8.05 원통형 mm 
Equivalent Diameter 4.63 mm 8.05 mm 

피복재 

재질 Zr-1Nb Zircaloy-4 
두께 0.5 mm 0.5 mm 

Equivalent Diameter 5.75473 mm 

핵연료봉 격자간격 7.0 mm 12.6 mm 

지지방법 나선형 핀에 의한 5개의 지지격자 

Self Stan버ng 사용 

핵연료집합체 형태 원통형 Closed 처바혀 Open 

재질 Zr-1Nb Channel 
내경 58.4 mm 
외경 60.0 mm 

표3.1 SMART와 SMART-P의 사용핵연료를 비교 

3.4.2 원자로 출력 및 원자로 집합체 

SMART-P는 SMART 대비 원자로 출력이 1/5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하 

여 원자로 원자로 용기의 면적도 대략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림 

3.1은 근사한 척도의 SMART와 SMART-P와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일 

체형 원자로의 공간 배치 특성을 고려하면 정확히 1/5로 줄지는 않으나， 원 

자로 집합체만 비교하면 약 -60%정도의 크기로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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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MART-P 

그림 3.1 근사한 척도의 SMART와 SMART-P와의 비교 

3.4.3 제 어 봉 구동장치 (CEDM) 

SMART에는 49 CEDM을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 집합체 상부 공간이 확보 

되었으나， SMART-P의 경우 동수의 CEDM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하여 제어봉 구동장치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무붕산 노심의 반응도 제어는 

제어봉에만 의존하므로 제어봉의 세밀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 제어봉 구동 

장치 를 갖추어 야 한다. SMART-P의 경 우 줄어 드는 제 어 봉 구동장치 에 따라 

SMART의 제어봉구동장치에 비해 세밀한 제어가 가능한 제어봉 구동장치 

를 설 계 하여 야 하므로， SMART에 서 사용하는 Linear Step Motor type으로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Step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제어봉 구동장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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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1 screw type이 채택되었다. 

3.4.4 SBLOCA 대 처 개 념 

노섬 수위 유치 측면에서의 SBLOCA 대처 개념을 비교해 볼 때， SMART 

의 피동형 안전계통은 ECCS tank (Accumulator)와 Safety Guard Vessel이 

있는 반면 SMART-P는 이를 갖추고 있지 않다. 능동형 안전계통으로 

SMART는 2-Trains의 안전주입계통을 갖고 있는데， SMART-P의 경우에는 

4-Trains의 안전주입계통을 갖고 있다. Safety Guard Vessel을 제거한 것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보수적일 가능성은 많지만， 실제 건설된 원자로에 

서 어떤 식으로건 맹각재 상실과 같은 사건은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보 

수성을 시험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불필요한 설비로 오인받 

을 가능성이 있다. 

잔열제거 측면에서는 SMART 및 SMART-P 모두 4-Trains으로 구성된 동 

일 개념의 피동 잔열제거계통 사용한다. 

3.4.5 상용로 및 SMART-P 안전 계 통 비 교 

SMART-P와 상용원자로와의 안전계통을 비교한 것이 아래 표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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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원자로 SMART-P 

ECCS ECCS 

SBLOCA : HPSI SBLOCA: 안전주입계통 

LBLOCA : SIT. LPSI LBLOCA: 사고 없음 

잔열제거계통 
잔열제거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보조급수계통 

정상원자로 정지: 정지냉각계통 
정지냉각계통 

(능동) 

격납용기 및 격납용기 살수계통 (능동) 좌동 

일차계통 과압보호 : 가압기 안전밸브 일차계통 과압보호 및 안전감압계통 

완전급수상실사고:안전감압계통 POSRV 설치 
이차계통 과압보호 

이차계통 과압보호 : 주증기 안전밸브 
MSIV 전단까지 일차계통 

설계압력과 동일 

주증기 안전밸브 
비상붕산수 주업계통 : 없음 비상붕산수 주입계통 

설계기준초과사고 대처설비 

표3.2 상용원자로와 SMART-P와의 안전계통 비교 

3.5 SMART 계통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존의 SMART 설계보고서를 바탕으로 SMART의 축소 연구로인 

SMART-P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음의 내용은 SMART 

설계보고서에 나타난 안전성 검토와 관련되는 주요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3.5.1 SMART 설계기준 사건 및 사고 분류 

SMART의 설 계 보고서 상에 나타난 설 계 기 준 및 사고 분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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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RC ANSI 

10CFR RG 1.48 RG 1.70 
발생빈도 

(/yr) 
ANSI! ANS-51.1 ANSI N18.2 

;셔。 λ 。l ;져。 λ 。l 정상 
Plant Condition 

Condition I 
(NormaI) (NormaI) (NormaI) 

(PC- l) 

보통빈도고장 
Plant Condition 

예상운전과도 (Incidents of 
(Anticipated 이상운전 

2 Condition 11 
moderate 

10-1 

Operational (Upset) 
(PC-2) 

Freq.) 
Occurrences) 낮은빈도고장 Plant Condition 

(Infrequent 3 Condition 111 

Incidents) 10-2 (PC-3) 

비상운전 

(Emergency) 10-3 Plant Condition 

4 

10-4 
(PC-4) 

제한빈도고장 

(Limiting 
10-5 Plant Condition Condition IV 

고장운전 Faults) 5 

(Faulted) 
10• 6 

(PC-5) 

고려안함 

표3.3 SMART 설계기준 사건 및 사고 분류 

3.5.2 SMART 원자로의 설계기준 사건 및 사고 

SMART 원자로의 설계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사고들이 검 

토되고 있다. 

가. 이차측 열제거 증가 사고 

이차측에서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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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온도감소 PC-2 

- 급수유량증가 PC-2 

- 증기유량증가 PC-2 

-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배관 파단 PC-5 

이 유형의 사고들 중에서 격납건물 내외부로 냉각재가 방출될 수 있는 경 

우는 증기배관 파단으로 증기유량이 증가하여 증기발생기를 통한 과도한 에 

너지를 제거함으로 냉각재의 온도감소가 커질 수 있다. 이런한 경우에는 음 

의 냉각재 온도계수로 인하여 우선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일차 

및 이차 측의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차측에서 열제거가 증가되는 사고에 

서는 일반적으로 증기관의 저압력 설정치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며， 원자로 

정지 신호와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되고 2차측 피동잔열 제거 

계통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동잔열제거 계통은 자연대류에 의해 원 

자로를 맹각시키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가압기의 압력이 비상냉각탱크의 

압력이하로 감소하면 자동으로 비상냉각탱크에 있는 냉각수가 주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해석에서는 피동 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잔열이 제거되는 

사고후 짧은 기간 동안의 과도기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장기 명각 가능성 

에 대해서는 설계 자료의 부족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분석이 어렵다고 보인 

다. 특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능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하는 장 

기 냉각에 대해서는 SAMRT의 비상운전절차서가 마련된 후에 수행할 예정 

이다. 

-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배관 파단 PC-5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있는 증기배관이 파단되는 경우는 격납건물 내부의 증 

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자로 정지 후의 

노심 출력과 유량의 영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율이 더 크기 때문에 덜 

보수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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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열제거 계통 오작동 PC-2 

나. 이차측 열제거 감소 사고 

이차측에서 열제거가 감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 

- 외 부부하 상실 PC-2 

- 터빈정지 PC-2 

- 복수기 진공상실 PC-2 

- 증기관 격리밸브 폐쇄 PC-2 

-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 비상교류 전원 상실 PC-2 

다. 정상 급수유량 상실 사고 PC-2 

-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배관 파단 PC-5 

급수의 과다방출로 인해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의 증가가 일어난다. 이 경우 음의 냉각재온도 

계수에 따라 노심의 출력이 변하며 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가압기에 설치 

되어 있는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며 피동 잔열제거 

계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통의 작동으로 원자로의 냉각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 PC-5 

급수의 과다방출로 인해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한다. 역시 이 경우에도 음의 

냉각재온도계수에 따라 노심 출력 변화 및 계통 압력 증가가 일어난다. 가압 

기의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피동 잔열제거 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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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충분한 원자로 냉각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 기기 냉각계통 냉각유량 상실 PC-2 

원자로 기기의 냉각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급수밸브의 차단으로 인해 

MCP 냉각기 제어봉집합체 냉각기 가압기 냉각기를 통한 열제거가 불가능 

하게 되어 일차계통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기기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주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운전 

원에 의한 수동원자로 정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고해석시에는 사 

고 발생 후 100초 후에 수동 정지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라. 원자로유량 감소 사고 

원자로에 주입되는 유량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노섬유량 부분 상실 PC-2 

이 경우는 노심유량 완전 상실 사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 노섬유량 완전 상실 PC-3 

원자로에 주입되는 유량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에는 원자로 계통에 설치되 

어 있는 4대의 주냉각재 펌프가 동시에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주맹각재펌프 

의 속도가 설정치 이하로 감소하면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되 

며， 주냉각재펌프의 유량 완전상실 후 원자로 열제거는 자연순환에 의해 이 

루어지고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이 증기발생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고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로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의 제어 

봉 집합체의 고착되었다고 가정하며 피동잔열제거계통의 4개의 트레인중 1 

개의 트레인이 고장났다고 가정한다. 사고해석 결과 원자로냉각계통과 이차 

계통의 최대압력은 설계압력의 110%이하로 유지할 수 있으며 최소 핵비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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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율은 1.41이상으로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및 온도 거동은 사고발생후 200초 후까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계통 압력 

고착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노심의 유량이 순 

온도가 증가하고 노심의 출력은 감소하게 된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면서 줄어든 냉각재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감소한다. 이렇 

인해 출력 및 압력은 상승하게 된다. 증가된 

안정화될 수 있으며 사고해석결과를 

노심 유량은 정격 유량의 80.6%에서 정상상 

있다. 이 경우 최소핵비등 이탈율은 1.45로 나 

PC-4 고착 

보면 

- 단일 주 냉각재 펌프 로터 

단일 주 냉각재 펌프의 로터가 

감소함으로 맹각재의 

이차측에서 빠져나가는 

일차측 증기발생기 

온도가 감소함으로 

궤환효과로 점차 

발생하지 않으며 

있음을 보이고 

j도
 

때
 

으
 
이
 

처
「
 

간
 
다
 
유량으로 인해 

냉각재의 

반응도 

정지는 

유지하고 

있다. 

게 

출력은 

원자로 

태를 

타나 

PC-4 펌프 축 파단 - 단일 주 맹각재 

냉각재의 펌프 축이 파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펌프는 free-wheeling을 

되며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사고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며 회전 

고착 사고의 영역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마. 반응도 및 출력이상 변화 사고 

~ 
T 

하게 

자 

증배 

결 

것으로 

최
 

며
 

되
 

력
 

이
H
 

그
그
}
』
 

zT 

사고해석 

만족하는 

및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 집합체 인출 PC-2 

미임계상태에서의 제어봉 집합체 인출로 인해 과도한 반응도가 

대반응도를 가진 제어봉의 인출 속도를 가정한 경우 0.002초후에 

계수가 설정치를 초과하게 

과를 보면 원자로계통의 

- 26 -

되면서，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진다. 

다행스럽게도 허용기준을 조건은 

- 미엄계 



나타났다. 

- 출력 운전중 제어봉 집합체 인출 PC-2 

출력 운전 중에 제어봉 인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속도 

와 인출시의 노심 동특성에 의해 양의 반응도 주입 정도가 결정된다. 노심의 

출력이 갑자기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맹각재의 온도가 상승하며 계통의 압력 

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는 고출력 고압력 최저 DNBR등에 의해 원자로의 

정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피동잔열계통의 작동으로 충분히 잔열을 

제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사고해석시에는 사건 발생후 피동잔열제거계 

통의 4개중 1개의 트레인이 고장났다고 가정하며， 가장 큰 반응도가의 집합 

체가 고착되었다고 가정한다. 또한 원자로 정지시 외부전원 상실로 인한 주 

냉각재펌프의 정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초기조건으로 출력 98%, 노섬 입 

구온도 275 0C 가압기 압력 15.25MPa 노심 유량 103%(최소DNBR 조건)을 

가정하였다. 사고해석의 결과는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 반응도율이 5 

pcm/sec 인 경우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DNBR은 1.42로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일 제어봉 인출 PC-3 

단일 제어봉이 인출되는 경우에도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속도와 인출시의 노 

섬 동특성에 의해 양의 반응도가 주입된다. 전반적인 열수력적인 경향은 출 

력 운전중 제어봉 집합체 인출 사건과 비슷하지만 단일제어봉의 인출로 인 

해 인출되는 위치에서의 출력의 국부적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 

다. 사고해석시에는 사건 발생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4개중 1개의 트레인의 

고장 및 가장 큰 반응도가의 집합체의 고착을 가정하였다. 또한 원자로 정지 

시 외부전원 상실로 인한 주냉각재펌프의 정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해 

석에서는 초기조건으로 출력 98% 노섬 입구온도 275 0C 가압기 압력 

15.25MPa, 노섬 유량 103%를 가정하였으며 DNBR이 최소가 되는 조건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DNBR이 1.41이상으로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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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제어봉 집합체 낙하 PC-2 

단일 제어봉 집합체가 낙하하는 경우는 앞의 경우와 유사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인다. 

- 제어봉 집합체 이탈 PC-5 

제어봉 집합체가 이탈되는 경우에는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과 관련된 가 

장 심각한 사고로 간주할 수 있다.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이탈에 따라 고출력 

조건에 의해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며 이 사고의 해 

석결과를 보면 DNB 파손율은 4.1%에 달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고 

의 결과로 나타나는 방사능양을 계산할 때에는 핵연료봉의 10% 정도 핵비등 

이탈을 가정하였으며 사고해석의 결과는 10CFR100 선량한도를 만족하고 있 

음을 보이고 있다. 사고해석에서는 전출력 주기 말을 초기 조건으로 가정하 

였고，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해석에 사용된 가정을 같이 적용하였다. 이러한 

가정으로 사고를 해석한 결과 노심출력이 4sec 이내에 0.2% 이하로 떨어짐 

을 보이고 있다[16，17]. 

- 비작동 주냉각재 펌프의 기동 PC-2 

(해석내용없음) 

- 재장전중 제어봉 집합체 인출 PC-3 

(해석내용없음) 

- 부적절한 위치로 부주의한 핵연료 재장전 PC-3 

(해석내용없음) 

바. 원자로 냉각재 재고 증가사고 

- 28 -



원자로 냉각재의 재고가 증가하는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동
 

작
 

오
 

토
 
0 채

 깨
 μ

 
π
 

PC-2 또는 PC-3 

사. 원자로 냉각재 재고 감소 사고 

- 가압기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PC-3 

이 경우는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의 일부로 기술하고 있다. 

- 소형 냉각재관 파단 PC-4 

소형 냉각재 배관의 파단은 파단부를 통한 누설 유량의 발생으로 계통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일차계통은 저압력 비상보호신호에 의해 원자 

로가 정지되며 피동 잔열제거 계통의 작동으로 연결된다. 일차계통의 감압으 

로 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기포율 증가하며， 파단부 

를 통한 지속적인 질량 및 에너지의 방출로 일차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및 

압력이 감소함을 보인다. 이 경우에는 비상노심 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이 작 

동 하여 냉각재의 손실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해석에서는 다음과 같 

은 가정을 하고 있다. 

초기출력 : 정격출력의 102% 

잔열곡선 : ANS-73 x 1.2 

원자로 정지신호와 동시에 소외전원 상실 가정. 

피동 잔열계통 4개중 3개만 작동 가정. 

증기발생기 튜브 10%막음(비대칭성 고려안함) 

비상노심 계통 : 충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시에는 1트레인만 작동 그 외 2 

트레인 모두 작동. 

충수계통 : 모든 파단사고에 대하여 충수펌프 2대중 1대가 저수위 신호발 

생이후 20초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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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탱크의 저수위시 수원이 내부차폐탱크로 전환되어 재순환운전으로 보 

충이 지속되는 것으로 함. 

Limiting case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충수계통 배관 파단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위의 사고들을 limiting case로 판단하여 해석 수행. 

사고해석의 결과를 보면，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을 통한 안전주입 유 

량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량은 노심상부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됨을 알 

수 있으며. 잔열제거 계통의 열제거량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PC-3 또는 PC-4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인해 일차계통 냉각재가 이차계통으로 누출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은 감소하며 이차계통의 유량은 증가한다. 압력 감소로 인한 

음의 냉각재 밀도계수로 출력은 감소한다. 노섬 입구 냉각재의 온도는 감소 

하며， 양의 냉각재 온도 계수로 인하여 노심의 출력은 증가한다. 일차계통의 

감압으로 인하여 가압기의 저압설정치에 도달하게 되며 이 신호로 원자로는 

정지한다. 잔열은 피동잔열계통의 작동으로 제거될 수 있으며， 자연대류에 

의해 열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관해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증기발생기내 급수 혹은 증기배관 파단 PC-4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혹은 증기배관 파단으로 인해 일차측의 냉각재의 이 

차측으로의 누출이 일어난다. 일차계통의 압력은 감소하며 이차계통의 유량 

은 증가한다. 압력 감소로 인해 음의 냉각재 밀도계수로 출력을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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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노심 입구 맹각재의 온도가 감소하고 양의 냉각재 온도 계수로 인하여 

노심의 출력은 증가한다. 이차측 출구압력 증가로 인하여 증기압 고압력 설 

정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일어난다. 피동잔열계통이 작동되어 자연대류에 

의해 잔열을 제거할 수 있다. 사고해석의 결과를 보면 증기배관 파단보다 

급수배관 파단 사고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보이고 있으나， DNBR 

은 1.41이상으로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 

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방사능 물질 누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 기기냉각계통 배관 파단 

(해석내용없음) 

- 비상노섬 냉각계통 오작동 

(해석내용없음) 

아. 부속계통이나 기기로부터의 방사능 유출사고 

- 방사성 폐기물계통 누설 및 파단 

(해석내용없음) 

- 핵연료 취급 

(해석내용없음) 

자. 정지불능 예상과도 상태 (ATWS) 

(해석내용없음) 

3.5.3 SMART 발전소 보호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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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비상노심냉각 계통 

비상노심 맹각계통은 냉각재 상실사고나 설계기준초과사고시 외부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비상노섬냉각탱크에 채워진 고압의 가스에 의하여 피동적으 

로 작동하여 원자로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노심을 보호하는 보호안전계통이 

다. 모든 설계기준사고 발생 후 72시간 동안은 운전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노심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원자로 비상정지계통 

원자로 제어봉 집합체는 반응도가가 제일 큰 제어봉집합체가 고장에 의해 

삽입되지 않더라도 100% 정격출력에서 고온정지상태로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정지여유도를 가지고 있다. 제어봉 집합체의 원자로 정지계통이 고장에 의하 

여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비상붕산수 주입계통이 원자로에 비상 붕산수를 

주입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비상붕산수 주입계통은 2개의 트레인으로 구 

성되어 있고 한 개의 트레인 만으로도 원자로를 미임계상태로 보낼 수 있으 

며 충수계통의 배관과 펌프를 이용하여 운전원에 의해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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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 결과 

앞에 언급된 내용은 SMART원자로의 설계보고서와 SMART-P 관련 문건， 

SMART-P 의 인허가를 위한 자문 회의 내용 및 KINS의 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본격적으로 SMART-P에 대한 

인허가 요구가 들어오면 결과를 그에 맞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SMART-P 설계자 측에서는 SMART-P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고 해석 

및 PSA, 그리고 기 검토된 현안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차 

후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도출된 후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의 결과는 앞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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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모
 
「

드}-A:케 ç 
i르 c> -1- 및 대외기여도 

본 연구를 통하여， 인허가 요건， 안전성 현안은 일부 도출하였지만 그에 대 

한 해결책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본 과제에 제출된 자료가 

전부 SMART에 관련된 것으로， 아직 SMART-P에 대해서는 검토할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내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전현안의 도출 

은 반드시 확정된 설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SMART-P의 안전해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따라 

서 본 연구는 SMART-P가 목표로 하는 모체인 SMART원자로의 설계자료 

를 근거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이 2003년 

중반이라고 하니 그 때 더 세밀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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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도출 · 검토된 SMART-P의 안전현안들은 설계개발단계에서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그 기술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향후 SMART-P 인허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SMART-P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안전성과 성능이 실 

증될 경우， SMART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성 및 수용성이 제고되어 산업 

의 다방면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MART-P의 설계개념이 

다른 국가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 

된 것이므로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로서 국제적인 모델로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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