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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소듐냉각 고속로 기계 핵심기반기술개발에서 수행할 연구 목표와 1차년도에서 수행한 주

요 연구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하 다. 

   경제성 향상은 Gen-IV 원자로 목표달성 항목의 요한 요소이다. 원자로의 안 성을 유

지하면서 경제성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한 방법 의 

하나가 원자로 주요부품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원자로 발 용량을 증가시켜는 것이

다. KALIMER-600의 개념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1200MWe 용량 소듐냉각 고속로의 후보

구조 개념을 경제성 향상 에서 도출하 다. 

   구조 에서 NSSS의 건설비를 축소시키는 몇 가지 연구항목을 선정하고 추진하 다.  

요 항목은 단순화된 기기배치, 통합기기 개념제안, 고온 LBB 용기술 개발, 신개념 원자

로 내부손상 검사시스템 개발이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냉각재가 500
o

C 이상 고온으로 1등  

기기와 구조물이 고온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들 구조건 성평가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ASME-NH 1등  기기 설계 코드의 산화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한 경제성을 낮추는 

간계통의 배 길이를 126m 까지 단축하는 배 배치 연구를 하 다. 

  향후 제안된 개념에 한 운   설계하 에 한 구조건 성과 기기 제작성을 검토하는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도출된 개념들은 많은 비교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고유한 개념으로 통

합될 것이다.



Abstract

The economic improvement is a hot issue as one of Gen IV nuclear plant goals. It requires many 

researches and development works to meet the goal by securing the same level of plant safety. One 

of the key research items is the increase of the plant capacity with the minimum number of 

components and loops. Through the successful conceptual design experience for the KALIMER-600, 

the structural design study for a 1200MWe large capacity of sodium-cooled fast reactor has been 

performed to achieve the above plant size effects. The component number and reactor structural 

sizing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core and fluid system design information. 

Several researches were performed to reduce the construction cost of NSSS in structural point of 

view, for example, a simplified component arrangement, concept proposals of integrated components,  

a high temperature LBB application technology, and an innovative in-service inspection (ISI) tool, 

and a computer program development of the ASME-NH design procedure of the  class 1 structure 

and component under high temperature over 500oC. The IHTS piping arrangement was also 

proposed to minimize the length through the properly locating the SG and pump by 126m.

Further studies of these concepts are required to confirm on the fabricability and the structural 

integrity for the operating and design loads. The proposed concepts will be optimized to a unified 

conceptual design through several trade-off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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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국가 장기과제를 통해 수행된 국내 소듐냉각 고속로의 구조설계기술 개발은 고온 원자

로에 고유한 구조설계특성 항목에 해 진행되어 왔다. 

   설계와 련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로는 KALIMER-150과 KALIMER-600 구조개념 

개발이다. KALIMER-150은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0 MWe 발 용량으로 원자로용

기 외경이 7.02 m이고, 길이가 18.55 m 이다. 이는 소규모 소듐냉각 고속원자로로 원자로건

물 체를 지진으로부터 차단하는 수평 면진장치를 용하 다[1]. KALIMER-600은 규모

로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0 MWe 발 용량으로 원자로용기 외경이 11.4 m이고, 길

이가 18.0m 이며, 같은 방식의 원자로건물 수평방향 면진설계가 되어 있다[2,3]. 

   설계해석기술의 주요 연구결과는 원자로  원자로건물 지진해석기술 확보, 원자로 고온

구조 건 성평가기술 확보, 원자로건물 면진설계해석기술 확보, 노심지진응답해석 기술확보 

등이다[4-8]. 한 원자로구조설계 요소기술로는 2차원  3차원 면진장치 개발, 고온구조  

면진 설계지침서 안 개발 등이다[9,10]. 그리고 Gen-IV 원자로 선진기술 연구항목으로 소

듐환경 원자로 내부가시화  손상검사 기술개발, 고온 LBB 용기술 개발 등이 계속 진행

되고 있다. 

◆ 원자로 Vault
- 원자로 지지벽 제공
- PSDRS 자연순환 잔열제거

공기유로 제공

◆ 원자로용기
- SS316 재료
- 외경 7.02m, 두께 0.05m 
- 길이 18.55m

◆ IHTS 전자펌프
- 수량 2개
- 전자기 소듐 순환펌프
- 외경 1.4m, 길이 6m

◆ 증기발생기
- 수량 2개
- 헬리컬 코일 튜브집합체
- 외경 2.8m, 높이 15.6m

◆ 중간 열교환기
- 수량 4개
- 침지식 직관형 열교환기
- 외경 1.15m, 길이 6.9m
- 입구온도

실린더 : 530 oC
전열관 : 340 oC

◆ 전자펌프
- 수량 4개
- 침지식 중앙 회귀형
- 외경 1.2m, 길이 7m
- 작동조건

입구온도 : 350 oC
출구온도 : 360 oC

 그림 1-1 KALIMER-150 원자로  기기 설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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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열제거계통(DHX, AHX)

- 자연순환으로 잔열제거

- 높이 약 10m, 직경 약 1m 

◆ 중간열교환기 (IHX)
-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열교환

하여 증기발생기로 전달

- 높이 약 7.7m, 외경 약 2.0m

◆ 원자로 1차 냉각재펌프

- 원자로에서 가열된 소듐을
순환하여 원자로용기 내부의 중간
열교환기로 전달 및 냉각재 순환

- 유량 약 4.5m3/sec, 길이 15.3m

◆ 증기발생기(SG)
-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중간

열교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아

고온/고압의 증기 생산

- 높이 약 17.6m, 외경 약 4.1m 

◆ 중간계통 순환펌프 (2차)

-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사이에
열전달용 중간 소듐냉각재를
전자력으로 순환시킴

- 유량 약 3.32m3/sec

? ◆ 원자로 용기(RV)

- 핵연료, 1차 기기, 제어봉 등 포함
- 높이 약 18m, 내경 약 11.4m, 

두께 0.05m, 무게 270톤

 그림 1-2 KALIMER-600 원자로  기기 설계개념

   축 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경제성 향상 에서 소듐냉각 고속로의 후보

구조개념 도출과 핵심기반기술개발을 수행하 다. 세부 연구항목은 그림 1-3과 같다.

   첫째로, 소듐냉각 고속로의 후보구조개념 도출과 련하여 고속로는 용량의 경제성을 추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200MWe 발 용량으로 격상하 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냉각재가 

500
o

C 이상 고온이며, 경제성을 하시키는 간계통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간계통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고온 열 특성이 우수한 FMS 재료를 채택하여 원자로기

기의 크기를 축소하고, 간계통의 배 길이를 단축하는 연구를 하 다[11-15]. 

   둘째로, 경쟁력 있는 Gen-IV 원자로 목표달성을 한 선진기술 개발은 소듐환경에서 원

자로구조물 가동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손상검사 센서시스템 개발

[16-24], FMS 소듐 배 에 한 고온 단 설 용 연구를 수행하 다[25-31]. 

   셋째로, 고온구조 설계  해석평가기술의 용 복잡성을 극복하기 해 ASME-NH에 따

르는 고온 구조설계평가 차의 산화(SIE ASME-NH) 코드를 보완하 다[32-37]. 

   다음은 2007년에 수행한 구조개념 도출, 선진기술개발  기반기술 개발에 한 세부 연

구항목과 연구추진의 필요성, 목   방법 등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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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념 도출구조개념 도출

5.1 경제성향상 후보구조개념
도출

5.2 주요기기 구조개념 제안

기반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

5.5 ASME-NH 고온 설계 절차
전산화 코드 구축

선진기술 개발선진기술 개발

5.3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센서
어셈블리 설계

5.4 고온 LBB 평가 기반기술
전산화 및 장비구축

그림 1-3  2007년에 수행 세부 연구항목

1.  구조개념 도출

∙Gen IV 원자로 경쟁력 있는 고유개념을 개발하려는 것이 궁극 인 목표이며, 안 성

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추진방향이다. 

∙경제성 향상을 해 원자로 용량에 맞는 주요기기 개념을 최 화하고, 경제성 향상 

후보구조를 유체, 안 , 노심 등 련세부분야와 의하여 도출한다. 

∙제작성 에서 Mod.9Cr-1Mo강을 구조재료로 채택하는 IHX / SG 튜 의 경우에 

형화 기기 개념에 합한가를 단해야 하며, IHTS 배 의 형화 개념,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검사장치의 개념 설정이 우선 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들 분야의 성공 여부는 산업체의 제작 능력과 련이 깊기 때문에 Mod.9Cr-1Mo 

재료에 해 경험과 기기 제작경험이 있는 국내외 설계제작 련업체의 기술조사  

문가 자문을 통하여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500oC 이상의 냉각재가 흐르는 IHTS 배 의 경우 80cm 이상의 직경배 이 세계 으

로 제작되어 소듐냉각 고속로에 직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형 고온배  

제작성은 NSSS 설계에서 매우 요한 기술제약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설계  제작

에 련된 국내외 문가와 세미나 개최,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

요가 있다. 

∙Gen IV 연구항목으로 추진되는 원자로 손상검사 반 구 센서개발, 고온 LBB 평가 

 용기술개발에 따른 연구결과를 개념도출  유용성 입증 설계단계에 극 으로 

반 하여 체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한 기반연구 개발 항목으로 추진하는 고온 설계  평가 산화 코드 개발의 결과

물인 설계해석 로그램(SIE ASME-NH)을 구조물 건 성평가에 활용하여 평가의 불

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여 설계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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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목표    안 설계 근법

- Large 
capacity

1,200 MWe

- Number of loop 
(2 or 3)

- Extension design concept of KAIMER-600 
- New component arrangement 
- Large component (SG, pump, piping)

- Core exit 
temperature

545oC

- 60 years design 
life

- Improvement of the design and evaluation technologies
- High temperature material DB
- Seismic isolation

- Simple 
IHTS piping 

layout

- Large diameter 
piping,
110cm

- Evaluation of piping size limit 
- Large coaxial piping on reactor head
- Minimization loop length
- New materials

- Economic 
improvement

- Safety
- Simple
- LBB

- Inspection & 
repair 

- Proper safety target level
- Integrated components
- LBB application for RV & IHTS piping 
- Innovative ISI, minimizing welds, allocating access root

- 72hours
650oC

- Creep 
deformation

- Stress relaxation design technology (180MPa)

표 1.1-1  소듐냉각고속로 구조설계 안 

2.  선 진 기술 개발

<원자로내 부  손 상 검 사  반 구 센 서개발 추 진 략>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손상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동  검사 비용을 축소하

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재까지 개발된 기술에서 극복해야 할 기술로는 500
o

C 

이상의 액체 속로 고온 환경과 길이가 10m 이상인 가이드 센서튜 를 노심에서 발

생하는 방사선  유동에 따른 음향소음의 향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술 등이다. 한 

고온 환경에 있는 동안의 웨이 가이드 구조물의 건 성과 친화성 여부를 분석하고 

극복해야 한다.

∙추진 방법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웨이 가이드 음  센서 련 특허기술의 타당성

을 확인하기 그림 1.2-1  1.2-2와 같이 해 3년 이내에 시스템 시제품을 설계, 제

작하여 수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수  검사의 정 도는 2mm 이내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원격거리는 1-3m 범 에서 할 계획이다. 한 10m 원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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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유효성은 간단한 시험 장치를 제작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5년 이내에는 소

듐환경에서 검사시스템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개발 기술의 타당성과 원자로설계에 

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정이다. 이들 결과는 개념설계 정인 고유 원자로에 

용하고, Gen-IV 국제공동연구 결과로써 외국의 연구결과와 기술교류를 수행할 수 있

는 자료로 활용할 정이다.

∙웨이 가이드 센서로부터 수집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한 음  신호의 가시화 

작업은 이 분야의 문 로그램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한 소스 

코드를 확보하여 국내 고유 랜드 US MultiView
TM

 로 고도화시키고, 검사 장치와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국/내외에 고속로 설계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 시킬 

정이다.

     

그림 1.2-1 수 용 내부구조물 원격 손상검사 시스템 구성 

그림 1.2-2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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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L B B  평가  용 기술 추 진 략>

∙LBB 기술은 가압경수로에서는 잘 정립되어 경제성 향상을 하여 최근 발 소 건설

에 용되는 기술이다. 소듐고속 냉각로에 이를 용하는 목 은 경제성 향상과 함께 

안 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00℃ 이상 운  원자로의 구조건 성과 다량의 소듐

출을 일으키는 단문제를 은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 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고온 환경에 LBB 기술을 용하기 해서는 그림 1.2-3과 그림 1.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LBB의 3가지 주요 구성요소인 설감지, 균열성장해석, 균열 안정성평가에 한 

해석기술이 정립되어야 한다. 소듐냉각 고속로에서는 고온환경으로 인한 크립 균열거

동이 가압경수로와는 완 히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 정립되어 있는 가압경수로 LBB 

기술을 그 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실이다. 때문에 3가지 기술요소에서 기술의 완

성도가 낮은 고온 균열성장해석 부분에 연구개발을 집 하고자 한다.

∙첫째로, 소듐 설 평가기술에서는 소듐 설률 평가방법  균열 열림 면 계산, 

설균열 크기  형상 결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둘째로, 고온 균열 성장 평가기술에서는 해석  방법으로,

  - 316SS 배  균열 성장 평가기술

  - Mod.9Cr-1Mo(FMS) 배  균열성장 평가기술 (Gen-IV)

  - 배  용 부 균열 성장 평가기술

 실험  방법으로,

  - 316SS 소형실린더 균열성장시험(크립, 피로, 크립-피로)

  - Mod.9Cr-1Mo 소형실린더 균열성장시험(크립, 피로, 크립-피로) (Gen-IV)

  - 배  용 부 균열성장시험(크립, 피로, 크립-피로)

  - 형 구조물 고온 균열성장시험

          - 괴역학  기본 물성 데이터 확보시험 

∙셋째로, 고온 균열안정성평가  LBB 성립성 평가에서는 불안정 속성장 임계균열 

크기 평가와 리가먼트 크립 단조건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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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고온 LBB 평가기술 차 비교 

그림 1.2-4 PWR과 SFR의 LBB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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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시험장치 개요  활용 내용 

∙추진방법으로 우선 고온 LBB 시험시설을 그림 1.2-5와 같이 구축하고, 원자로 배 재

료인 FMS 구조물의 탄소성-크립 균열 해석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해 필요

한 시험자료 DB를 생산한다. 생산된 시험 자료 DB는 Gen-IV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물

로 제시하여, 외국과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도 활용한다. 한 LBB 기술

개발과 련하여 선진개발 국가인 랑스와 상호 공동연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상

황을 바탕으로 상호 기술교류를 통하여 고온 LBB 용기술과 산화 로그램 

SECA-LBB 316을 개발한다. 연차별 수행 내용은 그림 1.2-6과 같다.

     

재료물성 데이터분석
(인장, 고온저주기,
크립,완화)

재료물성 데이터분석
(인장, 고온저주기,
크립,완화)

고온 LBB 적용
경제성향상방안도출

고온 LBB 적용
경제성향상방안도출

시험보고서
DB

시험보고서
DB

고온LBB 설계
평가 종합지침
고온LBB 설계
평가 종합지침

시
험

계
획

해
석

평
가

2007 2011

Gen IV

2008 2009 2010 2012 - 20162007 2011

Gen IV

2008 2009 2010 2012 - 2016

고온 LBB 적용
기반시험

고온 LBB 적용
기반시험 FMS 재료 고온하중

영향 균열성장시험

FMS 재료 고온하중
영향 균열성장시험

고온용접부 균열성장시험
및 시험결과분석

고온용접부 균열성장시험
및 시험결과분석

FMS 재료 탄소성-크립
균열성장해석 모델 개발

FMS 재료 탄소성-크립
균열성장해석 모델 개발

FMS 재료 고온 LBB 
안전성평가 모델

FMS 재료 고온 LBB 
안전성평가 모델

고온 LBB 
평가기술보완

고온 LBB 
평가기술보완

고온LBB평가기술
비교해석검증

고온LBB평가기술
비교해석검증

고온LBB평가기술
소형구조시험검증

고온LBB평가기술
소형구조시험검증

고온 LBB 
시험시설구축

고온 LBB 
시험시설구축

SECA-

LBB 316

SECA-

LBB 316

SECA -

LBB P91

SECA -

LBB P91

고온LBB평가기술
대형구조시험검증

고온LBB평가기술
대형구조시험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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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고온 LBB 연차별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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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 기술 개발

      <고온 설 계 차  산 화  코 드  ( SIE ASM E-N H)  검 증 >

∙기계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반기술은 4단계 결과물인 고온구조설계해석 기본지

침서를 좀 더 발 시키고, 주요 핵심부분을 산화하는 고온구조 설계해석코드(SIE 

ASME-NH)를 검증한다. 

∙개발목표는 ASME-NH 고온설계 규정  독자 개발 정인 비탄성해석법을 포함하는 

산코드 (SIE ASME-NH)를 개발하여 Gen-IV 원자로 60년 설계에 비한 설계해석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수로와 같이 운 온도가 크립온도 이하인 경우는 응력과 피로한계 요건을 

ASME-NB 규정에 따라서 수행하면 되지만 소듐냉각로와 같이 운 온도가 크립발생 

온도 이상인 경우에는 크립, 크립변형, 크립-피로, 고온좌굴과 같은 시간의존성 구조

손상을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원자로 수명 동안 발생하는 고온과도 손상평가를 수

계산으로 수행하는 것은 재료의 비선형성과 ASME-NH 설계코드 복잡성 때문에 비

경제 이며, 설계자의 단요소가 결과에 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를 산화하여 

용실수를 이는 표 화가 요구된다.

∙SIE ASME-NH 산코드의 개발 성공시에 Gen-IV 고온원자로 설계해석에 소요되는 

공학  비용이 70% 정도 크게 어들어 경제성 향상 효과가 기 되며, 특히 원자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효과가 더 클 것

으로 상된다. 

∙연차별 연구내용으로 그림 1.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차년도에는 ASME-NH 코드 

규정의 각 분야별 설계해석 규정에 한 세부 산화 모듈을 개발한다. 2차년도에는 

개발된 각 모듈별 산코드들을 통합하는 SIE ASME-NH 산코드 시스템을 완성하

여 그 성능을 검증한다. 3차년도에는 재료시편 시험결과 등으로 비탄성구성식의 입력

변수를 규명하고, 이를 SIE ASME-NH 산코드의 비탄성해석법에 추가한다. 4, 5차

년도에는 60년 고온원자로 설계해석에 탄성해석법과 비탄성해석법을 모두 용할 수 

있는 SIE60 ASME-NH 산코드를 완성할 정이다.

∙ASME-NH 고온 설계 차 산화 코드 (SIE ASME- NH)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국내외 학계와 산업체를 포함하는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고 용결과 피드백 수정을 

수행하고, 궁극 으로는 국제 으로 통용되는 고온 원자로구조물 설계해석기술 상용

로그램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Gen-IV에서 목표로 하는 원자로 60년 

수명을 보장하는 고난도 고온구조물 설계해석기술을 완성하고, 미국 NRC에 설계 로

그램 코드인증을 신청할 정이다.



- 10 -

그림 1.2-7 고온 설계  평가 산코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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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 진 체 계  

고유 구조개념
실용성 입증
(DS 1.1.2.b.KR2)
-제작 및 구현성

후보 구조개념 구성
(DS 1.1.1.b.KR2)
- 주요기기 구조 제안
- 신재료 타당성 평가

고유
구조개념

고온LBB 
평가코드
SECA1.0

가시화
센서

어셈블리

실용성
입증

구조개념

고온LBB
평가코드

SECA2.0

검사장치
시제품

2007 2009 2010

기계 핵심기반기술 개발 개념 개발

선진기술 개발

기반기술 개발

시설구축 및 예비시험

US Multi-
view 1.0

후보 구조개념 특성평가
(DS 1.1.1.b.KR2)
- IHTS 배관 대형화
-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 및 검사장치

튜브구조시험

고유 구조개념 도출
(DS 1.1.1.b.KR2)
- 경제성 향상 구조개념

설정
- 3D 형상화

굽힘 구조 영향시험

US Multi-
view 2.0

US Multi-
view 3.0

2008

성과물성과물

상용
US Multi
ViewTM

SIE40 
ASME-NH

전산코드
SIE60
ASME
-NH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모듈 구축

SIE ASME-NH1.0

60년수명 고온
설계 및 평가

기술 개발

NRC 
인증신청

NRC 
인증신청코드재료 DB 모듈

설계 절차 전산화
코드 모듈 통합

40년수명 고온
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다중 웨이브가이드 센서
어셈블리 설계

(CD 3.1.1.K1)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SW 개발 및 스캐너 설치

(CD 3.2.1.K1)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다중센서 수중실증시험

(CD 3.2.1.K1)

고온 LBB 평가 기반기술
전산화 및 시험장비 구축
-SECA-LBB 316 개발

(CD 3.1.1.K2)

FMS 구조 탄소성-크립
균열 해석모델 개발

(CD 3.1.1.K2)

FMS 재료 균열성장 시험
- SECA-LBB P91개발

(CD 3.1.1.K2)

손상검사 시스템
개발 및 소듐내 실증

(CD 3.2.1.K1)

고온 LBB 평가
코드 검증 및
적용성 검증

(CD 3.1.1.K2)

2011

< 1.2 단계 (2007- 2011) 추진체계 >

고유 구조개념 실증
- 대구경 고온 동축배관
- SG 튜브 설계/제작성
- 원자로내부손상 검사기기
- 통합형 핵연료 교환기기

고유 구조개념
실용성 입증
(DS 1.1.2.b.KR2)
- 구현성
- 제작성 분석

고유 구조개념 도출
(DS 1.1.1.b.KR2)

- 경제성 향상 기기
개념 도출

- 3D 형상화

고유
구조개념

고온LBB 
평가코드
SECA1.0

가시화
센서

어셈블리

실용성
입증

구조개념

고온LBB
평가코드
SECA2.0

원자로
내부손상
검사장치
시제품

실증 고유
구조개념

SFR ISI
절차 및
적용 체제

2007 2011 2016

기계 핵심기반기술 개발 기계구조 개념실증
개념 개발

선진기술 개발

성과물

기반기술 개발
2009 2010 2014

SIE40 
ASME-NH

전산코드

고온원자로
기계설계
평가기술

SIE60
ASME-NH 

전산코드

40년수명 고온설계
및 평가 전산코드

검증

60년수명 고온
설계 및 평가
기술 개발

60년수명 고온설계
평가 검증자료 생산
및 설계기술서 개발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반영구 센서개발
(CD 3.1.1.K1)

고온 LBB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

(CD 3.1.1.K2)

고온 설계 적용기술
실규모 검증시험
- 고온구조 크립 거동
- 고온 LBB

고온 LBB 평가
코드 검증 및
적용성 검증

(CD 3.1.1.K2)

원자로내부 손상
검사 시스템 개발
(CD 3.2.1.K1)

SFR 건전성 검사/
감시기술개발

SFR ISI 기준 및
절차개발

2008 2012

< 참고 : 10년 (2007- 2016)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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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본  론

1.   SFR 고유  구조개념 도출

고유개념 소듐냉각 고속로(SFR)는 제 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독자 

개발된 원자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고유개념 개발을 한 기계설계 연구방향은 원자로의 안

성을 유지하면서 NSSS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한 여러 가

지 방안 에서 원자로 구조설계 분야에서는 유체, 안 , 노심 등 련 세부분야와 업무 의를 

통하여 그림 2.1-1과 같이 용량에 맞는 “경제성향상 후보구조 개념 도출”  “주요기기 구조개

념 도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2.1-1 원자로 구조개념 도출 연구 항목

가.  경 제성향 상  후 보구조 개념 도출

경제성 향상을 한 방안으로 원자로의 용량화가 우선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따

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로 1,200MWe 용량에 한 루 수 최소화 에서 2-루   3-루

 기기 배치, 둘째로 Mod.9Cr-1Mo 신재료를 채용하는 IHTS 루 길이 최소화, 셋째로 구

경 IHTS 동축배  형화 용성 등이다.

1)  1, 200M W e 용 량  기기배 치

1,200MWe 소듐냉각 고속로(G4SFR) 고유개념 설정을 한 후보구조 개념으로 노심  

주요 기기의 크기를 바탕으로 2-루   3-루  시스템에 하여 그림 2.1-2와 같이 기기 배

치  구조 개념을 도출하 다. 도출된 후보 개념들은 향후의 기기  구조 설계 합성 평가

를 통하여 고유 개념으로 수정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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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용기
- SS316 재료
- 외경 14.5m &14.1m
- 길이 19.5m &19.15m
- 두께 0.05m 

◆ 중간 열교환기
- 수량 4개 & 6개
- 관-관통형 열 교환기
- 외경 2.6m & 2.17m ◆ 일차펌프

- 수량 2개 &3개
- 기계식 펌프
- 외경 2.64m & 2.37m

◆ 잔열제거 열교환기
- 수량 4개 &3개
- 헬리컬 튜브형
- 외경 1.0m 

그림 2.1-2 원자로용기 내부 기기의 설계치수

가)  2-루  시 스 템   

2-루  시스템을 용하는 G4SFR 원자로의 기기 배치는 동일한 루 가 칭 으로 배치된

다. 원자로 내부에 치하는 주요기기인 간열교환기(IHX), 일차펌 , DHX는 루 당 각각 2

개, 1개, 2개씩 배치되며, 이들은 지지배럴과 원자로배  사이의 환형 공간에 치한다. 지지배

럴의 외경은 G4SFR의 노심 직경이 7.29m임을 고려하여 7.9m로 설정하 고, 원자로배 의 외

경은 내부기기의 크기와 기기간격을 고려하여 14.35m로 설정하 다. 이때 내부 기기들의 심

은 직경이 11.1m인 원주 상에 치하게 된다. 그림 2.1-3(a)은 2-루 에서의 원자로구조물의 

크기  기기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 기기 사이 간격은 약 1.1m 확보가 가능하다. 

G4SFR 원자로 구조물의 수직 배치는 KALIMER-600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기기의 길

이 변화를 반 하 는데, 2-루  시스템에 용하는 G4SFR IHX의 길이는 8.82m로서 

KALIMER-600보다 1.01m 증가하 다. 내부기기의 길이 증가에 따른 구조물들의 길이 변화는 

정상 운 시의 온풀 액 보다 낮은 치에 설치되는 구조물들에 용함으로써 가스침입 방

지 요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IHX-노심 간 열 심 거리를 증가시켜 자연순환  기냉각

성 향상에 유리하도록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원자로용기의 길이는 19.5m이다. 그

림 2.1-3(b)은 기기의 수평  수직 배치 자료를 바탕으로 개략 으로 작성한 G4SFR 원자로 

기기구조 배치형상이다.

   

                    (a) 기기배치 단면도                  (b) 기기  구조물 배치 개념도

그림 2.1-3 2-루  시스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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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3-루  시 스 템   

3-루  시스템에서는 각 루 가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며 각 루 당 IHX/일차펌 는 2-루

와 동일하게 각각 2개/1개씩 배치되지만 DHX는 2-루 와 달리 루 당 1개씩 설치되어 각각

의 DHX는 120° 구역을 담당하게 된다. 내부기기들이 치하는 지지배럴과 원자로배 의 직경

은 내부 기기들의 직경을 고려하여 각각 7.9m, 13.95m로 설정하 다. 내부 기기들의 심은 직

경이 10.9m인 원주 상에 치하는데, 이때의 기기 간격은 약 0.9m 확보가 가능하다. 그림 

2.1-4(a)는 3-루 에서의 원자로구조물 크기  기기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 원자로용기의 직경

이 2-루 보다 0.4m 작음을 알 수 있다. 

3-루  시스템의 원자로 구조물 수직 배치는 내부기기의 길이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하 다. 

3-루 에 용되는 IHX는 모두 6기가 배치되고 2-루  IHX보다 길이가 0.38m 작아진다. 이를 

고려하여 원자로용기를 비롯한 내부구조물의 수직 배치를 구성하 으며, 이때 설정된 원자로용

기의 길이는 19.15m이다. 그림 2.1-4(b)는 개략 으로 작성한 3-루  시스템 G4SFR 원자로 기

기구조 배치형상이다. 

     

                (a) 기기배치 단면도                   (b) 기기  구조물 배치 개념도

그림 2.1-4   3-루  시스템 배치도 

2)  M od. 9 Cr-1M o 재 료  채 용  루 길 이  최 소화

SFR에는 기존의 경수로에서는 볼 수 없는 간열 달계통(IHTS)을 설치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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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의 경제성을 하시키는 요인 의 하나이지만 재의 기술로는 이를 제거할 수 없는 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FR의 경제성 향상 방안 의 하나로서 IHTS  배  길이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고온 열성능이 우수하여 열교환기 열 으로 많이 사용되는 Mod.9Cr-1Mo 강은 열팽

창 계수가 스테인리스강보다 히 낮은 장 이 있다. G4SFR의 IHTS 배 은 최  직경이 

1.0m 이상의 큰 배 이 용되는데 545℃의 고온 운  특성으로 인해 IHTS 배 에는 큰 열팽

창이 발생한다. 이러한 열팽창은 배   연결 기기에 큰 하 으로 작용하므로 열팽창률이 작

은 Mod.9Cr-1Mo 강을 IHTS 배 의 재료로 용하여 배  길이를 단축하 다. IHTS 배  배

치는 원자로 비후보 개념에서 제안된 2-루   3-루  각각에 하여 이루어지는데, 배  

직경은 구경  소구경 배 이 2-루 에서는 1.1m, 0.8m, 3-루 에서는 0.9m, 0.65m로 각각 

설정하 다. IHTS 배 은 증기발생기의 종류와 지지방식, 이차펌 의 치, 배  배치요건 등

에 따라 배치가 달라지는데, 재의 G4SFR 후보개념 도출 단계에서는 이들 개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각각에 한 IHTS 배  배치를 수행하여 후보 개념들로 제안하 다. 

증기발생기는 직 형으로 설정하 고 지지 치에 따른 배  길이는 하부 지지방식에서 

약 10% 더 크게 나타났다. 직 형 증기발생기의 길이는 2-루 의 경우 37.4m, 3-루 의 경우 

38.7m를 사용하 다. 그리고 이차펌 는 용량 원자로 특성을 만족하기 해 기계식 펌 를 

용하 으며, 치는 KALIMER-600에서 설정된 배  배치요건을 용하 다. 기계식 펌 의 

성능 하를 방지하기 하여 펌 와 증기발생기의 자유액면의 수직 높이를 일치시키는 방안

이 추가로 검토되었는데 이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펌 의 치를 높여야 하며 이는 곧 배

의 길이를 증가시켰다. 

R=0.99
R=1.368

R=0.99
R=1.368

RH

2.5

1.5

5.0

7.0

7.1

14.2

2.85 28.3

5.6

3.5

L=127.33m

RHRH

2.5

1.5

5.0

7.0

7.1

14.2

2.85 28.3

5.6

3.5

L=127.33m

  

                     (a) SG 앙부 지지     (b) SG 하부 지지 (c) SG/펌  동일 자유액면 

그림 2.1-5 G4SFR IHTS 배치 후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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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는 각 경우에 한 배치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각 경우에 한 IHTS 배

배치를 수행한 결과로 나타난 루 당 배 길이는 2-루 의 경우 최소 127m에서 최  177m, 

3-루 의 경우 최소 126m에서 최  180m로 나타났고, 배 길이가 최소인 그림 2.1-5(a)의 경

우에 사용된 엘보우는 13개이다. 

나선형 증기발생기는 직 형과 달리 직경은 크지만 길이가 훨씬 작으므로 이를 용하면 

체 배 의 길이도 이에 따라 단축된다. 이로부터 G4SFR에는 나선형 증기발생기를 용한 

2-루  시스템이 IHTS 배  길이 최소화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배  열팽창 하 은 

Mod.9Cr-1Mo 강을 배  재료로 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G4SFR의 경제성향상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IHTS 배  길이 최소화는 향후 체 시스템 

구성 방안과 함께 종합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G4SFR IHTS 배치 후보개념에 한 고

온 구조건 성 평가는 향후 연구에서 수행될 정이다.

3)  구경  동 축 배  용  타 당 성 평가

1,200MWe G4SFR에 용될 간계통 배 의 직경이 1m 내외로 형화됨에 따라 배 에 

연결되는 구조물들의 형화 한 불가피하다. 특히 온  고온의 이차 소듐이 공존하는 

간열교환기에는 이들을 IHTS 배 으로 연결하는 구조물이 설치된다. 재의 기기 배치 개념에

서는 루 당 2기의 원통형 IHX가 배치되고 각각의 IHX에는 고온  온 배 이 연결되는데, 

IHX  배 의 크기를 고려할 때 원통형 IHX에 고온  온 배 을 분리하여 연결할 수 없

다. 이로 인하여 형 배   IHX가 연결되는 동축배 의 형화는 필연 이다. 

구경 동축배 은 고온  온 소듐의 온도 구배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형화에 따른 열팽창 하   기계  하 으로부터 건 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형 동축

배 의 주요 취약부는 그림 2.1-6(a)과 같이 A) 배  열팽창 하 을 지지하는 배 연결부, B) 

동축배  열팽창에 의한 원자로헤드와의 합부, C) 기기 하  증가에 따른 지지구조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1은 구경 동축배 에 한 주요 안  처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표 2.1-1 구경 동축배  주요 안  처방안

  

- 하부지지방식을 적용하여 동축배관과

원자로헤드의 직접접촉 방지

- 단열재 사용으로 소듐 열손실 방지 및

원자로헤드 온도증가 억제

B. 고온소듐 안내원통과 RH의 접합부 반경

방향 열팽창 및 응력 완화

- Convolution 구조 형상으로 배관

열팽창 하중 완화

A. 중간계통 고온배관 열팽창하중 완화

(KALIMER-600의 약 2.5배 이상)

- 하부지지방식을 적용하여 하중을 분산

시켜 응력 완화

C. 대형 기기의 하중 증가 및 온도 구배 완화

현안 대처 방안대구경 동축배관 주요 현안

- 하부지지방식을 적용하여 동축배관과

원자로헤드의 직접접촉 방지

- 단열재 사용으로 소듐 열손실 방지 및

원자로헤드 온도증가 억제

B. 고온소듐 안내원통과 RH의 접합부 반경

방향 열팽창 및 응력 완화

- Convolution 구조 형상으로 배관

열팽창 하중 완화

A. 중간계통 고온배관 열팽창하중 완화

(KALIMER-600의 약 2.5배 이상)

- 하부지지방식을 적용하여 하중을 분산

시켜 응력 완화

C. 대형 기기의 하중 증가 및 온도 구배 완화

현안 대처 방안대구경 동축배관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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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고온소듐
안내원통

(A)

(B)

(C)

단열제

배관열팽창 및 외부하중
2.5배 증가

온도차
증가

배관/원자로헤드
접합부 열팽창증가

(a) 동축배  개념도                           (b) 하부 지지방식 개선형상    

그림 2.1-6 구경 동축배  기 개념  개선 형상

먼  지지구조물의 구조 취약성은 자 과 온도 구배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지구조물의 축

방향 온도구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 동축배 의 열팽창으로 원자로헤드 합부에 

나타나는 취약성은 열변형이 구속되면 응력이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축배 과 원자로헤

드의 직  을 방지하는 구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 다. 

마지막으로 IHTS 배 의 열팽창 하 은 동축구조물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축

구조물 자체의 형상 변경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하 은 매우 제한 인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HTS 배 과 연결되는 동축배  합부는 배  열팽창을 지지할 수 있으면서 제작이 간편한 

Y-형 구조로 설정하 다. 

    

   그림 2.1-7 구경 동축배  정상상태 응력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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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b)은 구경 동축배 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고온 소듐의 열손실 방지를 한 

연체 설치가 용이하도록 검토된 구조 개념 에서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는 하부 지지

방식의 동축배  구조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7은 원자로 정상 운 상태에서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30만 시간에서의 

가 106MPa임을 고려하면 응력강도는 비교  낮은 값으로 나타났지만 이것만으로 구조물의 

수명기간 동안 건 성 여부를 단할 수는 없으므로 IHTS 배  배치 설계와 더불어 향후 구

조 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조취약부에 한 고온구조 설계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나 .  주 요기기 구조개념 제안

G4SFR 경제성 향상을 해 원자로 기기 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은 첫째로 

Mod.9Cr-1Mo 신재료 타당성 평가, 둘째로 핵연료 교환기  원자로내부 ISI 통합 단순화 개

념 도출, 마지막으로 SG-Pump 일체형 통합기기 개념 도출이다.

1)  M od. 9 Cr-1M o 신 재 료  타 당 성 평가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IHX와 증기발생기(SG)와 같이 열 목 을 갖는 원자로 기기에 요구

되는 첫번째 요건은 우수한 열 달 특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온 

환경에서 구조건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ALIMER-600에서 IHX 재료는 기존의 304 SS에서 Mod.9Cr-1Mo, SG 재료는 기존의 

2.25Cr-1Mo에서 Mod.9Cr-1Mo로 교체되었고 이는 G4SFR에도 그 로 용하 다. 이 재료는 

표 2.1-2와 표 2.1-3에 비교한 것과 같이 기존 재료에 비해 우수한 열 달 성질과 고온강도를 

갖는다. Mod.9Cr-1Mo강은 스테인리스강에 버 가는 고온강도를 갖고 있으면서 열 달 특성은 

그림 2.1-8과 같이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획기 으로 우수하다. 

  표 2.1-2 IHX/SG의 재료 성질 비교       표 2.1-3 고온재료의 기계  물성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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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고온 구조재료의 열팽창계수  열 도계수 특성 비교

증기발생기의 경우는 열 성능과 고온강도 외에도 부식 항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

다. 지 까지는 소듐과 물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의 문제가 염려되

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신 2.25Cr-1Mo강이 세계 으로 리 사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고온 강도가 개선된 Mod.9Cr-1Mo강이 주로 사용될 망이다. 최근 DFBR, EFR, 

PFBR과 같은 고속로 설계에서도 증기발생기 튜   쉘 재료로 Mod.9Cr-1Mo강이 선정된 바 

있다. 다만 이 강은 용 성이 좋지 않고 용 후열처리(PWHT) 후에 용  합부의 괴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 이 있어서 이에 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표 2.1-4는 IHX와 SG 열 재료들에 해 열 에 작용하는 내압과 온도구배에 의한 응

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Mod.9Cr-1Mo를 용하는 IHX  SG 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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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SS, 2.25Cr-1Mo를 용한 경우보다 응력이 충분히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재료의 

열물성  응력 특성을 고려한 결과 Mod.9Cr-1Mo강은 IHX와 SG의 열 재료로 타당한 것으

로 단된다.

표 2.1-4 재료에 따른 IHX  SG 열 의 응력 비교


(MPa)


(MPa)

Stress Ratio
(thermal max.)

IHX 

열

304 SS 2.7
37

(min, To=545℃)
153

(max, To=390℃)



 

Mod.9Cr-1Mo 2.7 27 107

SG 

열

2.25Cr-1Mo 92 42
(min, To=526℃)

162
(max, To=320℃)



 

Mod.9Cr-1Mo 92 36 142

2)  핵 연료  교 환 기  원자로내 부  ISI 통 합  단 순 화  개념

노내 핵연료 교환기는 소듐으로 채워진 원자로 내에서 노심집합체를 이동하는데 사용된다. 

부분의 소듐냉각 고속로는 별도의 핵연료 교환기와 원자로내부 노심구조 검사장치가 설치되

나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교환기와 노심 검사장치를 일체화하는 개념을 연구하 다. 

원자로 내부의 노심집합체는 고온환경과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수 mm 정도로 길이가 증가

하고 그 치가 변형하므로 핵연료 교환공정에서 노심집합체의 치와 변형정도를 정확히 

악하여야 한다. 그림 2.1-9는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장치를 이용한 노심집합체와 노심상부를 

검사하는 개념도이다. 그림 2.1-10은 노내 핵연료 교환장치에 일체형으로 설치된 웨이 가이드 

음 센서 어셈블리에 한 개략도이다. 

  

그림 2.1-9 통합 노내 핵연료 교환장치 검사 개념도   그림 2.1-10 웨이 가이드 음 센서 어셈블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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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G/펌  일 체 형  기기 개념

제 4세  원자로 개발에 있어서 요 목표의 하나인 경제성 향상을 최 한 추구할 수 있는 

주기기 개발을 하여 그림 2.1-11과 같이 증기발생기와 이차펌 의 일체형 기기 개념  간

계통 배치 개념을 제시하고 비 타당성을 검토하 다. 

HOTLEG

COLDLEG
CANNED 

MOTOR

PUMP

SKIRT 

SUPPORT

MAIN STEAM PIPE

Gas

그림 2.1-11 SG/펌  일체형 개념  원자로 배치 개념

그림 2.1-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차 배 루 에 용되는 기계식 펌 로 Canned 모터펌

를 사용하고 이를 증기발생기 하부와 결합시킴으로써 소듐냉각재 출 가능성을 원천 으로 

차단하고 증기발생기와 펌 간의 흡입배 부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개념이다. 

Mod.9Cr-1Mo 재료를 사용하는 이차 고온배 은 간열교환기를 나와서 직  형태로 증기발

생기를 향해 수평으로 설치되고 증기발생기 방에서 수직으로 상승하여 상부노즐에 연결됨으

로써 이차 고온배 의 총길이를 최 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 다.

S/G

Pump PumpFL

Discharge hole        

Critical Section

N5834 – N5663

Critical Section

N5834 – N5663

• Secondary Membrane Stress = 106MPa

• Max. Secondary Stress Range = 11MPa

그림 2.1-12 SG 하부평면 개념도       그림 2.1-13 고온배  응력 분포  엘보우 단면

그림 2.1-12는 증기발생기 하부평면 개념을 도식 으로 나타낸 것으로 2개의 이차 온배

이 Canned 모터펌 에 연결되고 하부 심부에는 수노즐이 설치된다. 한 하부에는 소듐방

출 노즐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2.1-13은 SG/펌  일체형 기기 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차 고

온배 의 엘보우 부 에서 발생되는 응력분포  구조건 성 평가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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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K0.000(72H) 0.077
Fatigue Damage

OK0.011(SS)   0.000

OK0.206(72H) 0.098
Ratcheting Limit

OK0.446(SS)   0.397 

Not OK1.0 %(72H) 3.15 %
Creep Ratchet Strain

Creep-Fatigue Limits

OK1.000(SS)   0.896

Inelastic Strain Limits

Not OK1.0 %(SS)   1.38 %

Not OK0.250(72H)  ***
Creep Damage

CheckLimit valueCalculatedEvaluation Items

Not OK0.000(72H) 0.077
Fatigue Damage

OK0.011(SS)   0.000

OK0.206(72H) 0.098
Ratcheting Limit

OK0.446(SS)   0.397 

Not OK1.0 %(72H) 3.15 %
Creep Ratchet Strain

Creep-Fatigue Limits

OK1.000(SS)   0.896

Inelastic Strain Limits

Not OK1.0 %(SS)   1.38 %

Not OK0.250(72H)  ***
Creep Damage

CheckLimit valueCalculatedEvaluation Items

표 2.1-5 구조건 성 평가 결과 

표 2.1-5는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ASME-NH 차에 따라서 비탄성 변형률  크립-피

로손상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탄성해석법에 의한 라체  규정은 만족하나 단순비탄성해석

법에 따른 크립라체  변형률은 3.15%로 설계기 치 1.0%를 훨씬 과한다. 크립-피로 손상 

평가의 경우 정상상태 운 조건(steady state)에 해서는 기 치를 만족하나 72시간 무운 원 

운  가상 천이운 조건(72H)을 가정한 경우에는 설계기 치를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천이 운 하  설정과 비탄성해석법에 의한 고온구조건 성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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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내 부 손 상 검 사  반 구 센 서 개발

 고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교환시 핵

연료 어셈블리의 치 악과 노심 상부 장애물 탐지  ASME Sec. XI, Div. 3의 가동 검사 

규정에 의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직 인 육안검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 음 를 이용한 소

듐내부가시화 (USV: Under-Sodium Viewing) 기술 용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원자로 내부 손상검사용 가시화센서의 실용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센서 어셈블리를 설계

하고, 불투명 소듐 환경에 있는 내부구조물의 손상검사용 웨이 가이드 음  신호를 수집하

는 시스템을 검증하고, 센서에서 수집한 가시화 상자료를 형상화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단계 목표이다. 원천특허의 실용화 입증 과정은 국제경쟁에서 기술  우 를 확보할 수 

있다. 

   음 를 활용한 내부구조물의 손상검사용 장수명 센서 시스템은 유지보수기간을 단축하

여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이 개발될 경우 불투명한 액체 내부를 원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체에도 용 가능하며, 한 실용화 입증 과정을 통하여 국제 으

로도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소듐 내부가시화와 가

동 검사에 용할 수 있는 웨이 가이드 음 센서 어셈블리를 설계하고 타당성을 분석하

다. 

가.  다  웨이 가이 드  센 서 어셈블리 설 계

1)  센 서 어셈블리 설 계

본 연구에서 (plate) 형상의 웨이 가이드 음  센서를 그림 2.2-1과 같이 개발하 고, 

그림 2.2-2는 웨이 가이드 음 센서를 이용하여 노심과 내부구조물을 원격으로 검사하는 개

념도를 보여 다.  

가)  센 서 어셈블리 구조 설 계

 그림 2.2-3은 소듐냉각 고속로에 용 가능한 웨이 가이드 센서의 설계개념도와 센서 상

부의 단면도를 보여 다. 웨이 가이드 센서는 노내 상부내부구조물(UIS) 내부의 고온 소듐 

역에 치하며 원자로헤드의 회 러그에 array 형태(약 16채  이상)로 설치되어 지지된다. 

웨이 가이드 센서에서 음 센서는 반 구 인 사용을 하여 온 역인 원자로헤드 외부

에 치한다. 웨이 가이드 센서는 304 SS 재질로 길이가 10m이며, 보호 튜 의 외경은 

18.7mm, 두께는 1mm 인 가늘고 긴 튜  구조 형상이다.

웨이 가이드 센서는 상부의 음 센서에서 발생된 종 를 A0 모드 로 변환하기 한 

액체 웨지 는 테 론 재질의 고체 웨지가 장착되며 음 를 노심상부까지 안내하는 웨이

가이드 , 이를 음 의 에 지가 소듐내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온소듐으로부터 보

호하기 한 차폐 튜 , 수직 종 를 방출하는 끝단 방사부 등으로 구성된다. 

차폐 튜 의 손으로 소듐이 원자로 외부로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튜  내에 두

개의 격리 을 설치하고 노심의 방사선이 웨이 가이드 센서 상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방사선 차폐 블럭을 원자로헤드 상단의 차폐 튜  내에 설치한다. 차폐블록의 두께는 



- 24 -

원자로헤드와 차폐체 두께의 합인 65cm로 설정하 으며, 재료는 모두 304 SS를 용한다. 웨

이 가이드 센서가 UIS 내부의 소듐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으로부터 형상  치를 유지

하기 하여 튜  외부에는 진동방지 (anti-vibration plate)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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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웨이 가이드 센서 어셈블리      그림 2.2-2 웨이 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용 개념도   

Reactor 
Head

Thermal
Shield
Plate

Sodium
Level

Waveguide
Protection 

Tube

Waveguide 
Plate

Wedge

Ultrasonic 
Sensor

Ultrasonic
Radiation

Beam

Separation  
Plate

Radiation
Sheild Block

Baffle 
Plate

Anti-Vibration
Plate

Anti-Vibration
Plate

Waveguide plate
- t=1mm
- width=15mm

WG Protection tube
- t=1mm
- OD=18.7mm
- HT≒10m

Radiation 
Shield Block
- HT=65cm

그림  2.2-3 웨이 가이드 센서 구조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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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센 서 어셈블리 온도 분 포   모 드  해 석

웨이 가이드 센서에 한 합성을 검토하기 하여 구조 설계에 한 온도 분포 해석을 

수행하 다. 원자로헤드 상단면에서의 웨이 가이드 센서의 온도는 48℃이며 음  센서  

웨지의 온도는 외부 공기의 온도와 비슷한 40℃로 나타나 음  센서는 원자로 정상 운 시 

온 역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한 가늘고 긴 튜  구조 형상의 웨이 가이드 센서에 한 모드 해석결과 고유진동수가 

1Hz 내외의 매우 낮은 역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웨이 가이드 평 의 변형 모드로 

나타났다. 한 웨이 가이드 센서 보호 의 변형 모드는 약 4Hz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었다. 

2)  고출력 사 각펄 스  제어  스 캔  상 화  로그 램  개발 

소듐냉각 고속로 원자로내부 손상검사 시스템의 시제품(Under-Sodium MultiView)을 개발

하기 하여 그림 2.2-4와 같이 검사 시스템을 구성하고 로그램을 개발하 다. 

1차년도에 개발된 로그램은 손상검사 스캐 를 정  구동하면서 웨이 가이드 센서에 고

출력 음 신호를 시키고 고출력 음  주 수 변환 기능을 구 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이다. 

자동화 그래픽 로그래  툴인 LabVIEW를 사용하여 3축(x-y-z) 스캐  시스템을 이송 

제어하고, 1채  센서의 음  신호를 취득하고 상 처리하며 고출력 음 장비의 사각펄스

(tone burst) 음 신호를 송수신하는 로그램인 Under-Sodium MultiView 1.0을 그림 2.2-5

와 같이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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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고출력 사각펄스 제어  스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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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5 US MultiView1.0의 Front Panel       그림 2.2-6 센서 성능검증 실험 장치

3)  다  웨이 가이 드 센 서 검 증  장 비  구축   성능  시 험

가)  검 증  장 비  구축

웨이 가이드 음  센서 련 특허기술과 내부구조물 손상검사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수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장비를 그림 2.2-6과 같이 구축하 다. 수  검사의 정

도는 2mm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SME Sec. V의 육안검사에서 요구하는 0.8mm를 실

할 계획이다.      

                 

나 )  웨이 가이 드  센 서 성능  검 증  

( 1)  송 수 신  감 도 성능  시 험

웨이 가이드 센서의 극복기술 의 하나인 10m 장거리 음   성능을 검증하기 하

여 10m 과 웨이 가이드 센서에서의 A0  모드의 분산 특성시험과 송수신 감도 특성시

험을 수행하 다. 

그림 2.2-7은 펄스 개수가 2개인 short pulse에 의해 발생된 A0 모드의 특성 시험 결과

로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A0 모드의 분산성이 증가하여 형의 폭이 증가는 특성을 보여 

다. 이러한 단 은 그림 2.2-8과 같이 long pulse를 사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었다. 10m 거

리에서는 펄스 개수가 20개 이상인 long pulse를 사용하면 A0 모드의 송수신 신호의 분산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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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3m5m10m

10mSS304 Plate (t=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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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m (Pulse : 2 Cycles) (b) 3m (Pulse : 5 Cycles) 

(c) 5m (Pulse : 10 Cycles) (d) 10m (Pulse : 20 Cycles) 

   그림 2.2-7 Short pulse에 A0모드의 분산     그림 2.2-8  Long pulse에 의한 분산성 개선



- 27 -

 한, 그림 2.2-9와 같이 10m 과 웨이 가이드 센서에서의 A0 모드 수  반사 신호에 

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수  반사체의 반사신호의 S/N비가 15dB 이상이 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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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0m                      (b) 10m 웨이 가이드 센서 

그림 2.2-9 10m 과 웨이 가이드 센서에서의 A0모드 수  반사 신호 

( 2)  손 상 감 지  성능  시 험

개발된 웨이 가이드 센서를 사용한 음 가시화 성능과 손상감지 해상 정 도를 검증하

기 하여 모의 표면손상 시험편과 모의 노심을 이용하여 음  C-스캔 시험을 수행하 다. 

음  C-스캔 시험에는 길이가 30cm와 10m인 304 SS 과 차폐튜 가 있는 10m 웨이

가이드 센서가 사용되었으며 공진주 수가 1MHz인 음  탐 자와 웨지를 장착하여 사각펄

스 신호를 발진시키고, 펄스에코 방법으로 신호를 송수신하 으며 직경이 15mm이고 공진 주

수가 5MHz인 상용 수침형 음  센서의 시험 결과와 비교하 다. 

손상감지 해상 정 도 검증시험에서는 그림 2.2-10(a)와 같이 슬릿(slit)과 사각형  원형 

돌출부가 있는 모의 표면손상 검증시험편을 이용하여 웨이 가이드 센서의 손상감지 감도 비

교 실증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2.2-10(b)는 상용 수침형 음  센서의 C-스캔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2-10(c), (d), (e)는 각각 30cm , 10m   10m 웨이 가이드 센서의 C-스캔 상을 보여

주고 있다. 검증시험 결과 웨이 가이드 센서는 사각형  원형 돌출부를 감지해 내었으며 폭

이 2mm인 슬릿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2.2-11(a)는 검증 시험에 사용된 모의 노심의 형상이다. 총 7개의 핵연료 어셈블리 

에서 하단부 우측 핵연료 어셈블리를 임의로 변형시켰으며 변형된 모의 노심에 한 C-스캔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2.2-11(b)는 10m 웨이 가이드 센서에서 송수신되는 음 신호를 보

여 다. 

어셈블리 상단면과 원형부 반사 신호에 게이트를 걸어 이 신호의 진폭과 시간 데이터를 스

캐 의 치 값과 함께 장함으로써 모의 노심에 한 C-스캔 상을 그림 2.2-11(c), (d), 

(e)와 같이 가시화할 수 있으며 변형된 핵연료 어셈블리를 10m 거리에서 원격 탐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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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Slit : 2mm  1mm  0.8mm  0.5mm

70mm

Slit : 2mm  1mm  0.8mm  0.5mm

70mm

         

 (a) 손상감지 검증시험편         (b) 상용 수침센서    (c) 길이 30cm  웨이 가이드 

                     

    (d) 길이 10m  웨이 가이드 센서         (e) 10m 웨이 가이드 센서  

그림 2.2-10 상용 수침 음 센서(5MHz, 직경=15mm)와 웨이 가이드 센서의 손상감지 감도 비교 시험

                  

Waveguide 끝단 신호

노심 하단부 신호

노심 상단부 신호

Waveguide 끝단 신호

노심 하단부 신호

노심 상단부 신호

             (a) 모의 노심                       (b) 송수신 음  신호

                          

(c) 노심 상단부의 최 진폭 상   (d) 시간(TOF) 상    (e) 노심 원형부의 진폭 상 

그림 2.2-11 모의 노심 시험체와 웨이 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C-스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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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 L B B  평가  용 기술 개발

고온 LBB( 단 설) 평가기술은 최근에 많은 발 이 이루어져 기술이 정립되고 있는 단

계이지만 2004년 ASME Subsection NH에 고온재료로 등재된 Mod.9Cr-1Mo에 해서는 아직 

평가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림 2.3-1은 소듐냉각 고속로에 용될 고온 LBB 평가의 개략 인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균열성장해석과 안정성평가에 한 시험과 평가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

히 국제공동연구인 Gen-IV의 일환으로 Mod.9Cr-1Mo(FMS) 구조의 고온 크립-피로 균열 발

생  성장 시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석  평가방법의 개발과 검증에 기여

하도록 하 다. 생산된 시험자료 DB는 Gen-IV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물로 제시하여, 외국과 국

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고 국내기술의 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그림 2.3-1 고온 LBB 평가 흐름도

가.  고온 L B B  용  경 제성 향 상  방 안  도출

1)  RV,  IHTS 배  L B B  용  경 제성 평가

미국의 경우 NRC의 규제요건으로 GDC4에서 요구하는 배 양단 단(DEGB)을 설계에 고

려해야 하는데, 국내의 가압경수로 규제요건도 이와 같다. 이에 따라 배 의 양단순간 단의 

동 향에 비한 규모의 방어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LBB를 용함으로써 DEGB의 

가능성을 설계, 제작에서 배제하면 다음과 같은 큰 경제  효과가 있다.

  - 원자로 비 칭 취출하  감소, 설계 단순화  해석업무 감소 

  - 기기지지구조물 하  감소, 기기  배 의 방진기 감소 

  - 배 단 구속장치  유체분출 차단벽 제거

NRC의 평가에 따르면 가압경수로 1기에 LBB 용시 이득은 1984년 기 으로 약 100억원 

정도이며, 종사자의 피폭이 40년 설계수명 동안 1000 man-rem이 감소하여 경제성은 물론 안

성도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듐냉각 고속로(SFR)는 그림 2.3-2에 보인 것과 같이 DEGB의 규제요건을 용할 경우 가

압경수로와는 달리 속 단으로 인한 동 향보다는 소듐의 규모 설로 인한 형화재에 

한 비책을 세우는 것이 요하다. 

표 2.3-1에서 보인 것과 같이 랑스는 실증로 SPX를 설계, 건설하여 임계에 도달한지 7년

이 경과한 후 규제기 의 요청으로 DEGB를 고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형 소듐화재에 

한 비책으로 원자로건물 내에 많은 격실(compartments) 구조를 설치하는 규모 건물 보

완을 함으로써 큰 경제  손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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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세계각국의 SFR의 DEGB와 LBB 용 사례

DEGB

용

독일 SNR-300, SEFOR - Pipe rupture 고려

러시아 BN-800
- 주 배  1m

3
 설

- 보조 배  DEGB 용

랑스 SPX
- 출력 도달후(‘86) 규제기  요구
   Big Building Modification (’93)

DEGB

배제

미국 FFTF, CRBRP - Guard pipe 설치(고온 LBB 기술미비, PA불리)

미국 PRISM - Guard pipe 설치 권고(고온 LBB 기술 미비, PA불리)

LBB

용

유럽 EFR - 크립 무시 온도 역에서 LBB 용

인도 PFBR, JSFR - 고온 LBB 평가기술 용 (PA 증진)

DEGB로 인한 형 소듐화재에 한 비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규모 소듐화

재 진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듐화재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여러 개의 작은 격실

로 다원화하여 격실에서의 화재는 격실 내 산소의 고갈로 인한 질식소화 방법이다. 소듐화재는 

MET-L-X분말, Na-X 분말, MARCALINA 분말과 같은 소화약제를 그림 2.3-3에 보인 것과 

같이 화재시 불활성 가스의 압력에 의해 스 링클러형 장치로 분사함으로써 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건물과 같이 큰 내부 공간에 형화재에 한 형 자동진화장치를 설치하는 것

은 실 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상된다. 소듐화재 진압을 한 격실의 설치는 소듐화재 

상 구역을 여러 개의 작은 격실로 나 고 한 곳에서 발생한 소듐화재를 격리해서 화재가 

되지 않고 격실 내의 산소 고갈로 인해 자동 진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랑스의 Phenix와 

SPX에 용된 바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그림 2.3-2 SFR의 LBB 용 효과     그림 2.3-3 스 링클러형 소화설비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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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는 고속로 설계․건설에 한 뚜렷한 규제요건 자체가 없어서 가압경수로에 용

했던 요건들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배 의 경우는 배  외부에 보호 (guard pipe)을 설치하

여 설되는 소듐을 격리하는 개념을 용하기도 하 지만 보호 은 배 의 단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고 설의 감지를 돕는 방안이고 소규모 설된 소듐을 격리하는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과거에는 크립을 고려해야 하는 고온 

역에서 용할 단 설 기술이 으로 미비하 기 때문에 DEGB에 한 여러 나라의 

응방식이 일 성이 없었던 것으로 단된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반에 걸쳐서 고온 단 설 평가기술은 많은 발 을 이루

었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유럽, 인도, 국, 일본, 한국의 고속로에는 이를 용함으로써 정량

으로 DEGB의 가능성을 설계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온 단 설 설계

기술은 아직 완 히 정립된 단계는 아니지만 지속 인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고속로 고

온배 에 용함으로써 DEGB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정량 인 방법으로 입증함으로써 형 소

듐화재 가능성을 기술 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로부터 소듐화재의 지역을 국소화시켜 소형 수

동 진화장치의 배치만 요구되면 격실 설치를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작업원의 피폭이 최소화되어 심층 인 안 성을 확보하여 수용성(PA)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SS316 용  L B B  평가 산 코 드  개발 

고온에서 운 되는 원자로용기  배 에 LBB 개념을 효율 으로 용하기 해서는 LBB 

평가 차의 정립, 평가의 신뢰성, 재 성, 계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평가 차의 

산화가 실히 요구된다. 재 고온 원자로 구조에 용할 수 있는 고온 LBB 평가 차는 

랑스 RCC-MR의 부록인 A16에 비교  잘 갖추어져 있고, 국의 건 성 평가지침인 R6에도 

차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비교  기술 체계가 앞서 있는 A16의 평가 차도 용 상 재

료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으로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단계에서 316 SS 재

료에 해 정립된 A16의 결함평가  LBB 평가 차를 산화하여 SECA(SFR Elevated 

temperature Crack Assessment code)-LBB 316을 개발하고 로그램 등록하 다.

가)  산 코 드  SECA-L B B  316 의  구조

산코드는 결함 평가(Part I. Defect Assessment) 부문과 단 설 평가 (Part II. LBB 

Assessment) 부문으로 구성된다.

Part I은 결함 평가부분으로, 결함이 존재하는 구조물에 해 고온 는 온 피로 균열 개

시(crack initiation), 피로균열 성장(fatigue crack growth), 불안정성(instability) 평가를 수행한

다. 결함이 존재하는 구조물의 결함평가 차 흐름도는 그림 2.3-4와 같다. 산코드는 비탄성 

변형률 계산을 한 서 루틴 ‘Strain', 크립-피로 손상 평가를 한 서 루틴 'C-F damage', 

피로 균열성장 평가를 한 서 루틴 ’FCG‘, 그리고 크립 균열성장 평가를 한 서 루틴 

’CCG'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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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arac te rize 
d efe ct

C reep
s ig nifican t

Fatigue C ra ck 
Ana lys is

F atig ue
In itiation?

F ast ru pture
& Instab ility

Fa tigu e 
G row th?

C reep -Fa tig ue 
Crac k Analys is

C -F  C I* ?

In stability

C-F C G**?

no

no

R esults of
D efect 

Asse ssm en t

yes yes

yes yes

no

no

* : Crack Initiation
** : Crack Growth

no yes

C-Fdam age

FCG

CCG

Strain

모 듈 (subroutine)

그림 2.3-4 결함평가 차 흐름도(Part I)

Part II는 LBB 평가부분으로, 그림 2.3-5와 같이 가상 결함으로부터의 감지가능 균열길이

() 계산, 통 균열길이()의 계산, 불안정 균열성장 길이()의 계산  최종 LBB 요

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LBB 로그램 모듈은 그림 2.3-6과 같이 감지가능 균열길이의 

계산을 한 서 루틴(LBB-)  불안정 균열길이의 계산을 한 서 루틴(LBB- )으로 

구성된다. 평가에 사용되는 RCC-MR의 A3(부록 3)에 제시된 18개 재료 물성치는 DB화 하

다. 

Load cond’ns for
(Fatigue / C-F) Initiation

detectable crack
Length : 2CL
Opening : δ

defect at 
penetration : 2Cp

detectable 
through wall defect
internal surf. : 2Cd
external surf.: 2CL

LBB condition
2Cd < 2CG / α

through-wall
defect length : 2CG

Load conditions for
Fast rupture / instability

            

C-Fdamage

FCG

CCG

Main

LBB-2Cd

Subroutine

Strain

Part II

Part I

LBB-2CG

  그림 2.3-5 고온 LBB 평가 차 흐름도(Part I)     그림 2.3-6 SECA 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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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SECA 코 드  검 증

SECA 코드의 검증을 해 SECA 코드의 결함 평가(Part I) 모듈을 이용하여 그림 2.3-7의 

IHX 지지구조 시편에 한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험  수 계산

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 다. 

크립-피로 균열성장 시험에서 매 50회(유지시간:100시간) 후 인 으로 가공된 9개의 결함

부 에서 손상  결함 성장을 찰하 다. 

그림 2.3-7의 결함 3번에서는 크립-피로 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이 조 씩 성장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300회 후에 측정된 표면 균열의 성장량은 약 0.11mm로 나타났다. 

개발된 SECA 코드를 이용한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결과는 그림 2.3-8과 같이 시험결과

보다 보수 이며, 수계산과 일치하여 신뢰성이 있는 계산결과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7 316L 크립-피로 시험 모델  결함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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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SECA 코드 계산 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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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고온 L B B  시 험 시 설  구축  

1)  소형  구조모 델  크 립 피 로 균 열  발생   성장  시 험 장 치  구축

시험 장치는 그림 2.3-9와 같이 기본 으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Instron-8516 재료

시험기와 기계  하  제어장치, 5kW 규모의 고주 유도가열/냉각계통, 그리고 균열 찰 비젼

시스템과 직류 압강하측정장치(DCPD)를 이용한 실시간 균열측정 장치이다.

유도가열기

컨트롤러

I- 8516
제어 PC

I-8516
100kN
Load Cell

균열관찰
비젼시스템

DCPD
측정장치 8Ch 

열전대포트

산업용 PC

가열/냉각

제어프로그램
Tube-CFCG

I- 8515 제어
MMI 보드

Test
Section

고온 Furnace

유도가열기
및 지지대

VISION,
DCPD
제어 PC

그림 2.3-9 소형구조모델 크립피로 균열발생  성장 시험장치

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계측장치는 그림 2.3-10과 같이 5A 용량을 갖는 IPS 

12B5 Power Supply와 Yokogawa Data Acquisition(MX-100EF)으로 구성하 고 시편의 류

입력과 미세 압 출력선은 무 항 니 선을 용 하여 사용하 다. 

시험은 고주 유도가열기와 가열코일을 이용한 550℃의 고온시험이므로 균열의 발생과 성

장을 측정하기 한 근  미경의 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그림 2.3-11에 보인 것과 같이 측정

거리 285mm에서 325배까지의 배율로 시편의 표면을 찰할 수 있도록 원거리 확  미경

(Union UWZ-285)과 화이버 옵틱을 활용한 조명장치로써 비젼시스템을 구축하 다. 

시편의 온도하  조   온도데이터 수집을 해 그림 2.3-12와 같이 시편의 길이 방향으

로 7채 의 K-type 열 를 용 하 고 시편 심부의 변형률 측정을 해 Instron 2632 

고온 extensometer를 고온 세라믹코드를 이용해 장착하 다. 

LabVIEW 언어를 사용하여 가열  냉각 온도제어와 온도수집 로그램(TUBE-CFCG)을 

개발하고 로그램 등록하여 지 재산권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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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10 DCPD 계측장치    

 

그림 2.3-11 비젼 시스템    

 

그림 2.3-12 열 와 extens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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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구조모 델  크 립 피 로균 열  시 험   비 시 험  결 과

그림 2.3-13 소형 튜 시험시편과 결함 방 가공

Mod.9Cr-1Mo강 소형 튜 구조 시편을 그림 2.3-13에 나타내었는데 시편은 체 길이 

150mm, 바깥 외경 15mm, 심부 외경 11mm, 그리고 심부의 내경은 9mm, 두께는 1mm이

다. 시편의 심부에는 원주방향으로 폭 0.18mm이고 길이는 1.5mm～3mm인 결함을 방 가공

으로 제작하여 결함의 끝단에서 크립피로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것을 찰 측정한다. 

비시험에서는 축방향으로 210MPa의 인장하 과 상온에서 550℃까지의 온도하 을 

In-Phase 모드로 부가하고 고온 유지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 다. 시편의 가열은 30  동안 최

고 온도에 도달하도록 설정하 고, 냉각은 30  동안 공냉한 후 1분간 잔여시간을 주어 상온에 

도달하도록 설정하여 시험 1주기는 총 7분이 소요된다. 

그림 2.3-14는 7개 튜 시편 시험후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FMS구조물에 

한 균열개시, 성장, 안정성 규명시험 DB가 만들어 지기 시작하 다. 이는 Gen-IV 결과물로 활

용할 정이다.

그림 2.3-14는 7개 튜 시편 시험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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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는 처음 10회에서 측정된 온도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채  1과 5는 시편 심

에서 축방향으로 ±10mm 지 이고 채  2와 4는 심에서 ±5mm, 채  3은 시편의 심을 나

타낸다. 그림 2.3-16은 1회 후 결함의 우측선단을 120배로 찰한 모습을 보여 다. 

그림 2.3-17은 560회 후 결함의 우측선단에서 0.3mm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이후 

9회 동안 균열이 1mm까지 안정 으로 성장하다가 570회에서 불안정 속 단이 발생하 고 

단 후의 모습은 그림 2.3-18과 같다. 

앞으로 여러가지 결함 길이와 고온 유지시간을 변화시킨 다양한 하 조건에 한 소형구조

모델의 균열발생과 성장시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Mod.9Cr-1Mo강의 결

함평가기술 개발과 검증에 활용할 것이다. 

한 축하 과 굽힘하 의 조합에 한 시험, 고온 유지시간 동안 인장하 과 압축하 이 

균열 성장에 미치는 향시험, 용 부 향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여 Gen-IV 국제공동

연구와 국내기술의 발 에 기여할 정이다.

        

    그림 2.3-15 온도수집데이터(10회)        그림 2.3-16 결함우측선단(1st cyc, ×120배)

         

그림 2.3-17 결함우측선단(560th cyc, ×120배)     그림 2.3-18 단후결함모습(570th,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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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온 설 계   평가 산 코 드  검 증

가.  ASM E-N H 고온 설 계 차  산 화  코 드  구축

소듐냉각 고속로(G4SFR)는 545℃의 고온환경에서 운 되며 60년 설계수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온 장시간 운 환경에서 원자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손상  손 기구들은 

매우 시간 의존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 1등  원자로기기  구조물에 한 고온구조건 성 설계평가 코드로 고

려하는 ASME-NH 설계코드는 실제 설계 운 하 들에 한 시간의존성 일차응력, 비탄성변

형률, 그리고 크립-피로손상에 한 제한규정과 고온에서의 구조불안정성 평가를 한 명확한 

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구조건 성 평가 항목들은 복잡한 시간의존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시곡선 (Isochronous stress-strain curve) 개념을 사용한 크립라체  평가 차는 매우 복잡하

여 수계산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공학  계산시간과 계산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실제 설계 하 주기 각각에 해 계산된 응력완화 시간이력곡선들을 첩하여 하나의 

포 응력완화 곡선을 결정하는 차가 매우 복잡하며 이 곡선으로부터 각 시간구간들을 분

하여 크립손상 평가를 수행하도록 제시된 차도 엄청난 평가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ASME-NH 설계코드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고온구조건 성 평가를 수행

하고 이로부터 최 의 구조설계 개념을 도출할 수 있도록 ASME-NH 고온구조건 성 평가

차  이에 필요한 재료데이터베이스를 산화 로그램으로 개발하 다. 

1)  SIE ASM E-N H 1. 0 산 로그 램  

가)  산 로그 램  구성

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모두 7개의 주 로그램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 SIE-ASME-NH.f : 주 로그램

- INPUT-DATA.f : 입력자료 제어모듈

- P-LIMITS.f : 일차응력제한 평가모듈

- S-LIMITS.f : 비탄성 변형률제어 평가모듈

- CF-LIMITS.f : 크립-피로 평가모듈 (탄성해석법)

- CF-INELASTIC.f : 크립-피로 평가모듈 (비탄성해석법)

- MAT-DB.f : 재료특성 평가모듈

의 각 평가모듈들의 실제 인 운용은 19개의 재료 련 데이터베이스 로그램과 8개의 

평가 련 부 로그램들의 지원으로 수행된다. 그림 2.4-1은 SIE ASME-NH 로그램의 체

인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SIE ASME-NH 산 로그램은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구한 응력  변형률 계산결과들

로부터 고온구조건 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Batch 작업 차를 도입하고 있다. 입력자료 

작성에는 *명령어 체계를 개발하여 사용자가 목 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선택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4-2는 SIE ASME-NH에서 사용하는 체 명령어들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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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DATA.f :
(Input data)

P-LIMITS.f :

(Primary stress limits)

S-LIMITS.f :

(Inelastic strain limits)

CF-LIMITS.f :

(Creep-fatigue)

CF-INELASTIC.f :

(Ceep-fatigue)

MAT-DB.f

(Material DB evaluation)

Mat-e.f : Elastic modulus (E)
Mat-sy.f : Yield strength values (Sy)
Mat-so.f : Allowable stress intensity for design condition (So)
Mat-sm.f : Time-in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mt)
Mat-st.f : Time-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t)
Mat-smt.f : Lower of two stress intensity values, Sm and St (Smt)
Mat-st-time.f : Maximum allowable time by St-vs-time (tim, tib, tir, tibr)
Mat-srv.f : Expected minimum stress-to-rupture values (Sr)
Mat-srv-time.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by Sr-vs-time (Td)
Mat-srv-time-weld.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at weldment
Mat-srf.f : Weld strength reduction factor (R)
Mat-srs.f : Stress relaxation strength values (SrH , SrL)
Mat-iso-strs.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ess calculation
Mat-iso-strn.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ain calculation
Mat-iso-time.f : Isochronous stress-strain for time point determination
Mat-fatigue.f : Allowable number of cycle for fatigue (Nd)
Mat-cf-fatigue.f : Fatigue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Mat-cf-creep.f : Creep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Creep-strain.f : Creep strain increment for creep-fatigue evaluation
Bree-b1b3.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s. B-1 and B-3 (Z)
Bree-b2.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 B-2 (Z)
Amadj-kvd.f : Adjustment factors for inelastic biaxial Poisson’s ratio (K’v)
Amadj-tf.f : Inelastic multiaxial adjustment factors (f)
Axi-tresca.f : Calculation of Tresca stress intensity for axisymmetric models
Axi-principal.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axisymmetric models
Gen-tresca.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general models 

Max-strn-range.f : Calculation of max-strain range from components time history
Wall-temp : Calculation of max and min-wall averaged temperature

(Module)

(Main Program)

SIE ASME-NH.f

(Main program)

INPUT-DATA.f :
(Input data)

P-LIMITS.f :

(Primary stress limits)

S-LIMITS.f :

(Inelastic strain limits)

CF-LIMITS.f :

(Creep-fatigue)

CF-INELASTIC.f :

(Ceep-fatigue)

MAT-DB.f

(Material DB evaluation)

Mat-e.f : Elastic modulus (E)
Mat-sy.f : Yield strength values (Sy)
Mat-so.f : Allowable stress intensity for design condition (So)
Mat-sm.f : Time-in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mt)
Mat-st.f : Time-dependent allowable stress intensity values (St)
Mat-smt.f : Lower of two stress intensity values, Sm and St (Smt)
Mat-st-time.f : Maximum allowable time by St-vs-time (tim, tib, tir, tibr)
Mat-srv.f : Expected minimum stress-to-rupture values (Sr)
Mat-srv-time.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by Sr-vs-time (Td)
Mat-srv-time-weld.f : Allowable time duration for creep at weldment
Mat-srf.f : Weld strength reduction factor (R)
Mat-srs.f : Stress relaxation strength values (SrH , SrL)
Mat-iso-strs.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ess calculation
Mat-iso-strn.f : Isochronous stress-strain values for strain calculation
Mat-iso-time.f : Isochronous stress-strain for time point determination
Mat-fatigue.f : Allowable number of cycle for fatigue (Nd)
Mat-cf-fatigue.f : Fatigue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Mat-cf-creep.f : Creep Limit from Creep-fatigue damage envelope curves 

Creep-strain.f : Creep strain increment for creep-fatigue evaluation
Bree-b1b3.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s. B-1 and B-3 (Z)
Bree-b2.f  : Bree diagram for effective creep stress parameter for Test No. B-2 (Z)
Amadj-kvd.f : Adjustment factors for inelastic biaxial Poisson’s ratio (K’v)
Amadj-tf.f : Inelastic multiaxial adjustment factors (f)
Axi-tresca.f : Calculation of Tresca stress intensity for axisymmetric models
Axi-principal.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axisymmetric models
Gen-tresca.f : Calculation of principal stresses for general models 

Max-strn-range.f : Calculation of max-strain range from components time history
Wall-temp : Calculation of max and min-wall averaged temperature

(Module)

(Main Program)

SIE ASME-NH.f

(Main program)

그림 2.4-1 SIE ASME-NH 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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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 start of SIE procedures

*MATDB                 : start of material DB evaluations

*TITLE                   : user-defined evaluation title

*MAT : structural material option for base metal

*WELDMENT       : welding option for weldment evaluation

*DB-TYPE               : material DB type

*P-CHECK             : option for primary stress intensity limits evaluation

*S-CHECK : option for inelastic strain limits evaluation

*CF-CHECK : option for creep-fatigue damage evaluation

*MODEL                 : option for structural model type

*PSTRESS              : elastic primary stress components corresponding to stress categories

*PDATA                  : maximum temperature and total duration of specified primary load conditions

*MINQSTRESS : secondary stress components corresponding to stress categories at the minimum stress time point during the stress cycle 

*MAXQSTRESS     : secondary stress components corresponding to stress categories at the maximum stress time point during the stress cycle 

*LOADHISTORY : the temperature-time blocks for a complete load history based on the defined-cycle types sequentially

*DESIGNLIFE : the total design life time when wall averaged temperatures exceed the creep temperature

*NCYC  : number of cycles for each cycle type

*WATEMP             : the maximum and minimum wall averaged temperature

*HCTEMP : hot and cold temperatures for the stress extremes 

*EXTEMP : the wall averaged temperatures for the stress extremes defining the maximum secondary stress range, (QR)max

*MMTEMP : the maximum metal temperature during the cycle

*HDTEMP : hold temperature for the normal operation

*STRAIN-C            : elastic strain components for calculating the maximum strain range

*STRAIN-R            : the maximum elastic strain range for creep-fatigue evaluation

*TRDATA : the maximum transient temperature and duration

*DTCREEP            : time step size for integration of the creep damage

*OUTRES : control data for the stored output data points on output files

*END : indicator of the end of input data (mandatory)

그림 2.4-2 SIE ASME-NH 로그램 명령어

나 )  SIE ASM E-N H 크 립 -피 로손 상  용  차

   SIE ASME-NH 산 로그램은 ASME-NH 설계해석 코드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탄성 

 비탄성 해석 차에 명확히 부합하는 고온구조건 성 평가 로그램이다. 고온 크립-피로손상 

평가를 하여 ASME-NH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탄성해석과 비탄성해석을 이용한 방법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탄성해석법을 이용한 SIE ASME-NH에서의 피로손상 평가 차는 다음과 같다.

- 차 1 : 각 하 주기 형태, j에 한 탄성변형률 시간이력 응답계산 

- 차 2 : 최 , 혹은 최소변형률 발생 시간  선정 (하첨자 o로 명시)

- 차 3 : 다음과 같이 각 시간 에서의 모든 성분에 한 변형률 범  계산;

           ∆εxi = εxi - εxo, ∆εyi = εyi - εyo, etc.. 

- 차 4 : 다음 식으로 부터 각 시간 에서의 등가 변형률 범  계산;



- 41 -

           
( ) ( ) ( ) ( )

2/1
222222

*, 2
3

)1(2
2

⎥⎦
⎤

⎢⎣
⎡ ∆+∆+∆+∆−∆+∆−∆+∆−∆

+
=∆ zxiyzixyiyixiyixiyixiiequi γγγεεεεεε

ν
ε

- 차 5 : 다음과 같이 최  변형률 범  정의;        

           ∆εmax = Max(∆εxiequiv,i)  

- 차 6 : 국부 기하학  응력집 과 다축효과를 고려한 최  변형률 범  수정

- 차 7 : 다음 식으로부터 총변형률 범  결정;

           εt = Kv∆εmod + K∆εc 

- 차 8 : 계산된 총변형률 범 ()에 상응하는 허용 설계횟수, 를 설계 피로 곡선으

로부터 결정 

- 차 9 : 다음 식으로부터 피로손상계수 계산; 





 



탄성해석법을 이용한 SIE ASME-NH에서의 크립손상 평가 차는 다음과 같다.

- 차 1 : 각 하 주기 형태에 한 총 고온크립 유지시간,   정의 

- 차 2 : 각 하 주기 형태에 한 고온크립 온도,   정의

- 차 3 : 각 하 주기 형태에 한 평균 하 주기 시간 정의,   

- 차 4 : 각 하 주기 형태 마다 각각의 총변형률 범 와 고온 크립온도()에 상응하

는 응력수 ()를 t=0 등시성 곡선에서 결정

- 차 5 : 고온크립 온도()에서 기 응력수  의 응력완화 시간이력곡선을 각 평

균 하 주기 시간 동안에 해 구함

- 차 6 : 각 하 형태에 한 응력완화 시간이력 곡선들을 하 제어 천이효과를 고려하

여 수정함. 

- 차 7 : 천이 설계온도 정의

- 차 8 : 수정된 각 하 주기 형태에 한 응력완화 곡선을 첩하여 포  응력완화 곡

선을 결정함.

- 차 9 : 분 시간간격, , 각 분 시간 에서의 응력을 안 계수로 나  값, 

 ′과 온도, 를 결정

- 차 10 : 차 9에서서의 결정 값들에 해당하는 허용 설계시간, 을 상 최소 응

력 단 곡선 상 최소응력 단 곡선(expected minimum stress-to- rupture 

curve)으로부터 결정

- 차 11 : 다음 식으로부터 크립손상계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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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SIE ASME-NH에 의한 크립-피로 평가 

그림 2.4-3은 SIE ASME-NH 로그램를 활용하여 316 SS와 9Cr-1Mo-V강에 해 고온크

립온도(550℃), 총 유지시간 (300,000 hours), 총변형률범 (0.1%, 0.5%) 조건에서 과도운  발

생횟수에 따른 크립-피로손상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총유지시간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과도운  발생횟수가 증가할수록 크립-피로 상호작용 

효과에 의하여 고온손상이 크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로그 램  입 력 재 료 시 험  DB  확 보

  액체 속로 구조 재료 에서도 재료의 물성치가 충분하지 않은 Mod.9Cr-1Mo 강의 재료 

물성치 확보를 하여 국외 재료 데이타 시스템, 기존의 발행된 논문  자료, 원자력연구원 

재료 데이터 등을 수집 분석하 다. 

국외 재료 DB 시스템은 일본의 재료 물성치 DB시스템인 NIMS(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 Science)  유럽의 재료 DB 시스템인 ODIN(Online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for Energy)을 검색하여 재료물성 데이타를 확보하 다. 

발행된 논문이나 자료에 의해서는 크립 시험자료 7건, 인장 시험자료 5건, 주기 시험자료 5

건  기타 시험자료 15건등 총 32건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 다. 표 2.4-1은 수집 분석된 재료

시험 DB의 물성자료 내역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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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Mod.9Cr-1Mo강 재료시험 DB 

3)  IHX  지 지 구조 균 열 성장  거 동 시 험  DB  생 산

가)  시 험  개요

액체 속로 구조물에서 취약한 부 의 하나로 분류되는 IHX 지지 부 를 모사하여 제작한 

구조시편은 그림 2.4-4와 같다. 시편은 Mod.9Cr-1Mo강과 316L 스테인리스강  Alloy 800HT 

재료로 제작된 y-구조형상이며, 시편은 약 600°C까지 가열된 후 2시간의 유지시간을 거친 후 

냉각된다. 

년도에 동 구조시편에 해 200회 시험을 수행했고, 여기서 심이 있는 316L 결함부 에

서 약 0.07mm의 균열개시가 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회의 구조 시험을 추가로 수행

하 다. 따라서 구조시편에는 총 300회(유지시간 기  600시간)의 크립-피로 하 이 가해졌다. 

한 주요부의 손상  결함부의 균열성장 거동에 해 평가와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림 2.4-5는 시험에 사용되는 IHX 지지구조 시편에 하여 ASME-NH와 RCC-MR 차

에 따른 300회 시험에 의한 크립-피로 손상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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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4 IHX 지지구조 시편     그림 2.4-5 Mod.9Cr-1Mo강의 표면 찰 이미지 (300회 후)

나 )  손 상   균 열 거 동  찰  결 과

크립-피로 균열성장 시험은 매 50회(유지시간:100시간) 마다 손상  결함 성장을 찰하

다. 총 600시간 열하 이 가해진 300회 시험 결과는 결함이 없는 부 에서는 뚜렷한 손상 흔

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함부의 경우 316L 스테인리스강의 4번 표면 균열의 성장량이 약 

0.13mm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9Cr-1Mo강의 결함부에서는 300회 후에도 뚜렷한 균열 개시 

상이 찰되지 않고 약간의 결함 선단에서의 둔화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  시 험 결 과 와  설 계 코 드  계 산 결 과 의  비 교

주요 부 에 해 시험결과와 설계코드 계산결과를 비교하기 해 설계 차를 따라 크립-

피로 손상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2.4-6에서 Mod.9Cr-1Mo강 재질인 9번 치에 한 ASME-NH를 따른 크립-피로 손

상 평가결과는 식 (4.1)과 같이, RCC-MR의 RB-3200을 따른 손상 평가결과는 식 (4.2)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두 재질의 손상 평가 결과는 구조 시험 기에 손(failure)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실제 찰결과는 무결함 부 에서 그림 2.4-5와 같이 손상 흔 이 찰되지 않

아 평가 결과가 매우 보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4.1),           




≤   ‥‥‥‥‥ (4.2)

여기서, 두 식을 비교할 때, ASME-NH의 크립-피로 포락선(envelope) 교 이 (0.1, 0.01)로 

RCC-MR의 (0.3, 0.3)에 비해 허용면 이 훨씬 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316L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무결함(defect free) 부 인 4번 치에 한 ASME-NH를 따른 

크립-피로 손상의 설계평가 결과는 식 (4.3)과 같이, RCC-MR을 따른 손상평가결과는 식 (4.4)

와 같이 나타났으며, 크립-피로 허용선도 상에서는 그림 2.4-6과 같이 나타났다. 





≤   ‥‥‥‥‥ (4.3),       





≤   ‥‥‥‥‥ (4.4)

300회의 크립-피로 하 이 가해진 후의 찰결과는 그림 2.4-7과 같이 가시  손상은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6의 300회 평가 결과로부터 측되는 손 발생 사이클 

횟수가 ASME-NH를 따른 경우에도 5,000회 부근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구조시험횟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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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직 인 비교는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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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구조시편 손상 평가 결과    그림 2.4-7 316L 강의 표면 찰 이미지 (300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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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구조시편 시험 후 표면 찰과 손상평가 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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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 론

원자로 경제성 향상 에서 용량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로헤드  배 구조 등을 축

된 설계경험에 의하여 분석하고, 1200MWe 용량에 합한 2&3 루  NSSS 구조 개념을 도

출하 다. 

SFR의 경제성 향상을 해 원자로내부구조물과 간계통 배 의 형화에 의한 기기배치

설계  Mod.9Cr-1Mo 재료를 사용하는 IHX/SG 기기 용성을 분석하 다. 한 고유개념에 

합한 핵연료 교환개념을 도출하 다. 이들 연구는 국제경쟁에서 원자로 개발의 기술  우

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다. 

앞으로, 제작성 에서 Mod.9Cr-1Mo강을 구조재료로 채택하는 IHX/SG 튜 의 경우에

는 형화 기기 개념에 합한가를 단해야 하며, IHTS 배 의 형화 개념, 통합 노내 핵연

료 교환  검사장치의 개념 설정이 우선 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들 분야의 성공 여부는 

산업체의 제작 능력과 련이 깊기 때문에 Mod.9Cr-1Mo 재료에 해 경험과 기기 제작경험

이 있는 국내외 설계제작 련업체의 기술조사  문가 자문을 통하여 개념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00
o

C 이상의 냉각재가 흐르는 IHTS 배 의 경우 80cm 이상의 직경배 이 제작

되어 소듐냉각 고속로에 직  사용된 경우가  세계 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형 고온배  

제작성은 NSSS 설계에서 매우 요한 기술제약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설계  제작에 련된 

국내외 문가와 세미나 개최,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 할 계획이다.

Gen-IV 연구항목으로 추진되는 원자로 손상검사 반 구 센서개발, 고온 LBB 평가  

용기술개발에 따른 연구결과를 개념도출  유용성 입증 설계단계에 극 으로 반 하여 

체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500
o

C 이상 고온 LBB (Leak Before Break) 평가  용 기술개발은 원자로설계의 경제

성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술 으로 요한 요소이다. 이 기술은 소듐 배 의 양단 단사

고의 가능성이 없음을 기술 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경수로 LBB 용 차를 바탕으로 소듐

냉각 고속로의 고온  소듐냉각재 운 환경특성을 고려한 고온 LBB 기술 개발이다. 주요 

수행 내용은 고온 LBB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Mod.9Cr-1Mo(P91) 강의 튜 구조에 한 균열

발생  진 평가기술 확립에 요구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이들 생산 결과를 토 로 고온 

LBB 평가  용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한 시험결과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 인정받

고, 기술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요자료로 활용할 정이다. 고온 LBB 평가  용 기술

개발에 의해서 소듐 배 의 양단 단사고 가능성이 없음을 기술 으로 입증하여 경수로 

LBB 용에 따라 얻어진 호기당 500억 정도의 경제 인 이득을 소듐냉각 고속로에서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반연구 개발 항목으로 추진하는 고온 설계  평가 산화 코드 개발의 결과물인 

설계해석 로그램(SIE ASME-NH)을 구조물 건 성평가에 활용하여 평가의 불확실성과 시행

착오를 여 설계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앞으로 ASME-NH 고온 설계해석 차의 산

화 로그램을 보강하고, 60년 설계 수명평가 능력을 갖추어 상용화로 발 할 수 있도록 세부 

모듈의 해석  피드백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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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설계코드는 기술 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원자력연구원 인력들이 유일하다. 이들 문기술에 한 사용 지침서와 실

무 용을 한 산화 코드를 개발함으로써 국제 으로 고온원자로 구조설계 뿐만 아니라 

련 산업체에 한 기술 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설계평가 로그램 개발은 많은 Gen-IV 원자로가 고온에서 운 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도 기술이 을 원하는 분야이며, 이를 선도 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

수 을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 으로 상용화코드를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감 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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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제 4세  소듐냉각고속로 시 스 템  배 치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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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제성 향상 후보 구조개념 도출

- 72시간 온도 제한치, 650 oC

- IHTS 배관 직경, 0.9 ~ 1.1 m

- 노심 출구 온도,       545 oC

- 전기출력,           1,200 MWe

- 72시간 온도 제한치, 650 oC

- IHTS 배관 직경, 0.9 ~ 1.1 m

- 노심 출구 온도,       545 oC

- 전기출력,           1,200 MWe

설계 요건설계 요건

원자로용기
- SS316 재료
- 외경 14.5m
- 길이 19.5m
- 두께 0.05m

중간열교환기

NSSS 경제성 20% 향상을 위한 대용량 구조개념 도출NSSS 경제성 20% 향상을 위한 대용량 구조개념 도출

SG

1200MWe 용량 2루프 및 3루프 원자로구조물 배치

Mod.9Cr-1Mo 신재료 채용 IHTS 루프길이 최소화 (JSFR의 60%)

IHTS 동축배관 적용 타당성 평가로 응력 완화 하부지지방식 도출

IHTS 루프
최소화 배치

하부지지 방식
동축배관

2루프/3루프
기기배치

대용량 원자로 NSSS 및 IHTS 후보구조 개념 도출대용량 원자로 NSSS 및 IHTS 후보구조 개념 도출

부 록  2 :  연구결 과  요약 발표 자료

5. 기계 핵심기반기술 개발

구조개념 도출구조개념 도출

5.1 경제성향상 후보구조개념
도출

5.2 주요기기 구조개념 제안

경제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념 도출 및 선진기술 개발경제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념 도출 및 선진기술 개발

기반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

5.5 ASME-NH 고온 설계 절차
전산화 코드 구축

ASME -NH
(고속로, 가스로)

하중제어응력제한
(Time Dependent)

변형제어물성제한

Inelastic Strain Creep-Fatigue Buckling

+

선진기술 개발선진기술 개발

5.3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센서
어셈블리 설계

5.4 고온 LBB 평가 기반기술
전산화 및 장비구축

설계평가시간
70% 축소

설계평가시간
70% 축소

- 경제성 향상
- 안정성 향상

- 경제성 향상
- 안정성 향상

NSSS 경제성 20% 향상NSSS 경제성 20% 향상

소
량

누
설LBB

적용

소
량

누
설LBB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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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요기기 구조개념 제안

Main 
Steam 
Pipe

① 핵연료 교환기 및 원자로내부
ISI 통합 단순화 개념

( 연료교환기 + 초음파센서 장치)

② SG /펌프 일체형 기기 개념

(SG + 펌프)

GasGas

-배관길이 단축, 
약 20m / 루프

-완전 밀봉 펌프
(Canned Motor 
Pump)

수평 빔

수직 빔

UIS

통합 노내
핵연료교환기

초음파
센서 및 웨지
(4set)

초음파
센서 및 웨지
(4set)

핵연료 인출기

NSSS 경제성 20% 향상을 위한 기기 단순화 2건NSSS 경제성 20% 향상을 위한 기기 단순화 2건

Skirt 
Support

SG

- 유지보수 시간 단축,

특허 출원(118137호)

’08년도
타당성 평가

5.3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센서 어셈블리 설계

원자로 환경에서 웨이브가이드 센서 신호손실 현안기술 시험원자로 환경에서 웨이브가이드 센서 신호손실 현안기술 시험

평가 검증시험

- 10m 장거리 센서

신호감도 및 분해능

Slit : 2mm  1mm  0.8mm  0.5mm

70mm

Slit : 2mm  1mm  0.8mm  0.5mm

70mm

신호손실 최소화 어셈블리 설계

- S/N 비 : 15dB 확보
- 탐지 분해성능 : 2mm 

- S/N 비 : 15dB 확보
- 탐지 분해성능 : 2mm 

설계 및 성능 검증
Gen IV 보고서

설계 및 성능 검증
Gen IV 보고서

Scanning Image 

음향
차폐
구조

상용
초음파 센서

Sodium 
Level

(500 ℃)

초음파 빔

액체 웨지

웨이브
가이드

방사선
차폐구조

원자로
헤드

음향
차폐
구조

상용
초음파 센서

Sodium 
Level

(500 ℃)

초음파 빔

액체 웨지

웨이브
가이드

방사선
차폐구조

원자로
헤드

Ultrasonic
System

Scanner
Controller

Ultrasonic
System

Scanner
Controller

인식표본

인식 결과

고온/고방사능 적용 웨이브가이드센서 어셈블리 설계 및 제작 : 특허출원 1건, 등록 1건

10m 장거리 신호 탐지 감도 및 분해능 확인 시험 : S/N >15dB, 분해능 < 2mm

Gen-IV 보고서 작성 (Feasibility Test Report) 

10m 검증 센서 설계/제작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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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온 LBB 평가 기반기술 전산화 및 장비구축

고온 LBB 평가 전산체제 개발
- SS316 재료 크립-피로 균열성장

평가코드 (SECA-LBB 316) 개발

- EXCEL 계산 검증

- 구조물 시험으로 코드 보수성 확인

FMS 재료 튜브구조 시편
(Mod.9Cr -1Mo)

구조 시험자료 생산
- 소형구조물 고온구조 시험장비 구축

- 튜브구조 크립-피로 균열성장 시험자료 생산

고온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LBB 평가 기술 개발고온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LBB 평가 기술 개발

검증계산과 1% 이내 일치

-국내 처음으로
FMS구조 균열개시,
성장, 안정성 규명
시험 DB 확보

- Gen IV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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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damage

FCG

CCG

Main

LBB-2Cd

Strain

LBB- Condtn

LBB-2CG

C- Fdamage

FCG

CCG

Main

LBB-2Cd

Strain

LBB- Condtn

LBB-2CG

SECA-LBB 316 
냉각

가열
냉각

가열

5.5 ASME-NH 고온 설계절차 전산화 코드 구축

전산코드 기술이전 (두산중공업) 

사용 세부지침서 발간

ASME 고온분과 위원회 코드이슈 참여자격 획득

ASME - NH
(고속로/가스로)

하중 제어 응력제한
(Time Dependent)

변형 제어 물성제한

Inelastic Strain Creep-Fatigue Buckling

ASME - NB
(경수로 )

하중제어 응력제한
(Time Independent) 

+ Fatigue

+

입력데이타

모듈(INPM)
일차응력평가

모듈 (PSLM)
변형률 /크립-피로
모듈 (IS,CFLM)

ASME SG ETD
고온분과기술교류

SIE ASME-NH 
전산코드구축

입력데이타

모듈(INPM)
일차응력평가

모듈 (PSLM)
변형률 /크립-피로
모듈 (IS,CFLM)

ASME SG ETD
고온분과기술교류

SIE ASME-NH 
전산코드구축

SIE ASME-NH 
전산코드구축

고온구조 설계평가 시간 70% 축소 및 설계 신뢰성 확보고온구조 설계평가 시간 70% 축소 및 설계 신뢰성 확보

- Gen IV 60년 설계수명 평가

- Gen IV 설계관련 NRC 안전성 이슈

- 고온 재료 비탄성 및 크립 평가법

- Gen IV 60년 설계수명 평가

- Gen IV 설계관련 NRC 안전성 이슈

- 고온 재료 비탄성 및 크립 평가법

필요성
ASME-NH 복잡한 설계해석과정의 오류 배제

수계산 한계성 극복

공학적 설계 비용 제고

단순 / 탄성단순 / 탄성

복잡 / 비탄성복잡 / 비탄성

단순 / 탄성단순 / 탄성

복잡 / 비탄성복잡 / 비탄성

코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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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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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경제성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한 방법 

의 하나가 원자로 주요부품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원자로 발 용량을 증가시켜

는 것이다. KALIMER-600의 개념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1200MWe 용량 소듐냉각 고속

로의 후보구조 개념을 경제성 향상 에서 도출하 다. 

   구조 에서 NSSS의 건설비를 축소시키는 몇 가지 연구항목을 선정하고 추진하 다.  

요 항목은 단순화된 기기배치, 통합기기 개념제안, 고온 LBB 용기술 개발, 신개념 원

자로 내부손상 검사시스템 개발이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냉각재가 500
o

C 이상 고온으로 1

등  기기와 구조물이 고온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들 구조건 성평가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ASME-NH 1등  기기 설계 코드의 산화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한 경제성을 

낮추는 간계통의 배 길이를 126m 까지 단축하는 배 배치 연구를 하 다. 

  향후 제안된 개념에 한 운   설계하 에 한 구조건 성과 기기 제작성을 검토하

는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도출된 개념들은 많은 비교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고유한 개념으

로 통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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