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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속로(SFR, Sodium Fast Reactor)는 고속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반응에 의해 핵연

료의 증식 또는 자체 순환이 가능한 소듐 냉각의 원자로이다. SFR 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냉각재가 비등하고 용융 연료가 이동하는 노심 손상 상태에서는, 노심 특

성에 따라 실효 중성자 증배 계수가  정상 운전 시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기인사고 발생의 방지와 원자로 정지계통과 붕괴열제거 계통 등의 안전계통의 

강화를 통하여, 노심손상 발생 빈도를 극한 수준까지 감소시키려는 설계 노력이 행

하여지고 있다. 지극히 발생하기 어렵지만 결과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노심손상 

현상에 대하여도 적절한 영향 완화 대책을 강구하고,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등의 안전 평가를 통하여 그 영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는 것

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중대사고 관련 규제요건인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1]에서는 안전 목

표로서 정량적 보건 목표를 제시하고 중대사고 예방과 완화에 관한 원칙을 원전 성

능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중대사고 요건으로 PSA의 이행, 중대사고 

대처능력의 확보 및 중대사고 관리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건설. 운전 중인 경.중수로 원전의 규제 및 인허가 심사에 적용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 설계. 개발 중인 미래형 원전에도 적용될 것이다.

위와 같은 안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고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심층 방호

(DiD, Defense in Depth)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운전원 

및 공중에 대한 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ALARP, As 

Low As Reasonably Possible)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SFR 연소로 실증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고, 이를 위해  

2018년까지는 실증로에 대한 설계인증을 획득한다는 목표로 있다. 그러나 SFR에 대

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및 인허가 기준이 없고 심사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SFR 개발 선도국의 설계 및 규제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국내 

개발 SFR의 안전 설계 및 평가 방안의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안전 설계-즉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를 위한 목표, 기준 및 요건, 안전 계통의 설계 및 중대사

고 평가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GE 사가 설계 개발한 PRISM(Power Reactor Small Module) [2],  불

란서 EdF를 중심으로 유럽이 개발한  EFR(European Fast Reactor)[3], 그리고 일본

이 개발하고 있는 SFR의 안전 설계 및 평가 자료 [4]를 검토하였다.  PRISM은 150 

MWe 급의 소형 모듈 원자로로 국내 개발 SFR과 같은 풀 형의 금속 노심으로 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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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원자로 (!994년 심사보고서 발간

[5])로서 규제기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평가된다.

EFR은 풀형 산화노심의 SFR로서 안전 설계 보고서(1993년)[2]에는 규제기관의 입장

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설계과정에서 설계자와 규제기관의 의견 교환에 의해 

규제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안전 설계가 개념 설계 이상으로 

구체화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1999년부터 ‘고속증식로 사이클의 실용화 전략 조사 연구’를 시작하여, 

2006년에는 2단계 기술검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실용화 보고서(2006)[3]에서는 

현재 설계.개발 중에 있는 JSFR 설계 개념(루프형 산화노심 SFR)을 기본으로 한 미

래형 SFR 중심으로, 대체 설계로서 금속연료 노심의 SFR까지 다양한 설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SFR 설계.개발  및 중대사고 평가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있는 일본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SFR 안전 설계 요건 및 대처 방안, 특히  중대사고 방지 및 완

화를 위한 설계 및 평가 방안에 대한 SFR 개발 국가들 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조

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설계의 안전 요건, 사고 분류 체계 및 기준, 

Bounding Event의 해석을 통한 안전계통 평가, 중대사고 해석 ,PSA 등의 분야에 대

한 검토 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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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FR 안전설계 동향 검토

2.1 PRISM(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본란에서는 GE( General Electric)가 설계한 원자로인 PRISM에 대한 안전 설계 및 

규제 현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PRISM은 규제기관 검토 및 심사 결과로  당초의 설

계에서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 졌고 안전 해석 범위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안전 

현안 및 그 해결 방안의 이해를 위해서는 설계자와 규제기관간의 의견 교환 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란에서는 신형 원자로 개

념을 도입한 PRISM 설계에 대한 미국 규제 위원회(USNRC,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ttee))의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현안과 요구 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GE의 대응 방안, 즉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약술한다.  특히 GE가 NRC

의 요구에 따라 수행한 BE에 대한 평가, 중대사고 분석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PSA 결과도 요약하여 기술한다.

 

2.1.1 PRISM 심사 개요

GE는 1986년 11월 PRISM 개념설계에 대한 안전성 분석보고서  PSID(Preliminary 

Safety Information Document)[2]를 표준설계 인증을 위한 사전 검토의 일환으로 

USNRC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중대사고 정책에 따라 PRA 결과, TMI 요건 및 안전 현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부록으로 제출하였다.

USNRC의  중간 심사 의견(NUREG-1368, 1989.9)[6]에 따라 ,  GE는  PRISM 초기 설

계를 보강하고 안전해석도 추가 수행하여, NRC의 18개 안전현안에 대한 답변서를  

PSID 부록G [7]에 기술하여 1990년에 제출함. USNRC는 1993년, 8개 항목의 규제 현

안을 도출하고(SECY-93-092)[8], 1994년 최종적으로 PRISM 개념설계에 대한 예비안

전평가보고서 (Preapplication Safety Evaluation Report,PSER)[5]를 발간하였다.

PSER은 표준설계 인증(Design Certification, DC) 프로그램의 사전작업으로 설계자

와 규제기관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검

토,평가 보고서이다. GE는 1996년 9월말 까지는 PRISM 표준발전소에 대한  예비 설

계 승인(Preliminary Design Approval, PDA)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PRISM 설계 

사업의 중단으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2.1.2 PRISM PSID [2]

PRISM 은 GE가 개발한 열출력 425 MW(후에 471 MW로 출력 증강)의 소형 모듈의 고



- 4 -

속로로서 금속연료 노심의 풀형 원자로이다.  4개의 전자석 펌프와 2개의 중간열교

환기가 원자로 내에 위치하고, 피동 잔열제거계통 RVACS (Reactor Vessel 

Auxiliary Coolant System)에 의해 원자로 붕괴열이 제거 된다.

PRISM 노심은 비균질 노심으로서 42개의 구동 연료집합체(Driver Fuel Assembly)와  

24개의 내부 증식집합체(Internal Blanket Assembly)를 중심으로 , 그 외각에 33개

의 외부 증식집합체(Radial Blanket Assembly), 42개의 반사체 집합체(Reflector 

Assembly) 와 차페체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는 U-26%Pu-10%Zr이며 피복재는 HT9

이다. 원자로 정지를 위하여 6개의 정지 제어봉 외에 USS(Ultimate Shutdown 

System)및 GEM(Gravity Expansion Module)이 추가 설치되었다.

 

GE는 원자로심의 노물리 특성과 피동 안전계통 설계에 의한   PRISM의 고유 안전성

으로 인해, 격납용기 등의 중대사고 완화 설비 없이 안전 목표치를 만족할 수 있다

는 원칙하에, 비상 계획도 부지 경계로 제한하고 주위 인구에 대한 사전 경고나 대

피 훈련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GE는 ANS 표준 에 의거하여, 발생 확률에 따라 설계기준사건(Design Basis Event, 

DBE)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보수적 평가방법 적용하였다.

1) Normal operation : 발생빈도가  10-1/년 이상인 정상 운전 조건

2) Anticipated event :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 조건으로

서, 발생빈도가  10-2/년 이상인 사고

3) Unlikely event :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

상 조건으로서, 발생빈도가  10-2/년 이하, 10-4/년 이하인 사고.   

4) Extremely unlikely event :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limiting case의 비정상 조건으로서, 발생빈도가 10-4/년 이하인 사고

발생빈도가  10-6/년 이하인 사고는 설계기준 초과사고(Beyond Design Basis 

Event, BDBE)로서 설계여유도의 확인을 위해 분석하였다. UTOP(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ULOF(Unprotected Loss of Flow), ULOHS(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등의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가 이에 해당하며 

최적 평가(best estimate)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사고 등급별 사고해석 허용기

준으로 노심조건( 피복재 및 냉각재 최고 온도), ASME 사용자 수준 코드(service 

level code)에 의거한 구조 제한치, 발전소 직원 및 부지경계에서의 피폭선량 등이 

적용되었다. GE의 DBE/BDBE 해석 결과 모든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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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PSA 는 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에서와 같이 미국동부 지역 기

준 GESSAR-II 부지를 기준으로 Level 3 까지 수행하고 개인과 사회 위험도가 USNRC

의 안전 목표를 만족하고 노심용융빈도와 피폭선량도 목표치보다 작다는 것을 보였

다.

2.13  PRISM 설계 변경

PRISM PSID를 검토한 NRC는 1989년 9월 draft PSER(NUREG-1368)[6]을 발간하고, 신

기술을 적용한 설계 개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규제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8개 안전/규제 현안을 도출함.   

1) 격납용기

2) 정지 계통

3)발전소 수명

4)내진설비

5)소듐 증기

6)유량폐쇄

7)전자기 펌프

8)소듐.물반응 압력완화 계통

9)원자로용기보조냉각 계통

10)제어 계통

11)비상 계확

12)운전원 역할

13)복수 모듈 제어

14)안보

15)원형로 시험

16)안전해석

17)발전소 정전

18)위험도 평가

또한 USNRC는  개념설계 단계에 있는 PRISM 설계의 계통, 물성 및 해석 방법, 고유 

피동 계통의 신뢰도 등의 불확실성, 격납용기의 부재, 중대사고 대처 방안이 미약

한  PRISM 의 안전 여유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DBE를 초과하는 사고(즉 BE; 

Bounding Event)에 대해서도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요구하였다. 따라

서 EC-III( GE의 Extremely Unlikely Event 에 해당)를 발생빈도 10-7/년 까지 확

대하여 적용하고 여기에 BDBE를 초과하는 8종의 BE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2.1.5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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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는 USNRC와의 의견 교환 결과와 중간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중대사고 시 방사성 

물질 저감을 위하여 원자로 용기 상부에 격납용기 돔을 설치하고, 원자로용기 내에

서 중대사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자로 설계를 보강하였다. BE 해석 결과를  참조

하여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도 보완하였다. 아울러  원자로 성능 향상을 위하

여  출력을 증강(425 MWt to 471 MWt)하고, 냉각재 입출구 온도를 증가시키고

(321/469 to 338/485 oC), 핵연료 및 노심 설계도 변경하였다. 

중대사고 예방 설비로는 GEM(Gravity Expansion Mechanism), CRSS(Control Rod 

Stop System), USS(Ultimate Safe Shutdown)등이 추가되었다. 중대사고 완화 설비

로는 격납용기 돔(dome) 및 중간 열수송 계통(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IHTS) 격리밸브가 추가되었으며, 원자로 상판(upper deck)의 회전 플러그

와 고정판 사이에 shear ring, 자동 잠금 장치의 연료재장전 port, slotted 원통형 

UIS(Upper Internal Structure)와, lower plenum 하부에 backup plate가 추가되었

다.

1990년 GE는 설계변경 사항과, 상기 18개 규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 새

로운 설계에 대한 BE 해석과 중대사고 해석결과 등을 PSID 부록 G [7]에 기술하여 

NRC에 제출하였다.NRC는 1994년 2월 최종적으로 예비 안전성심사보고서

(NUREG-1368)[5]를 발간하였다. PSER에는  GDC(General Design Criteria) 검토 결

과, PRISM 설계 및 안전성 해석(BE, PSA, HCDA 포함)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  및 8

개 규제현안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2.1.4 NRC 심사기준 및 현안

2.1.4.1  PRISM 심사기준

USNRC 는 1986년 7월 ‘신형원자로 정책 성명( Advanced Reactor Policy) ’[9]을 

통해 경수로 표준 설계를 비롯한 미래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신형원자로는 최소한 당세대의 경수로 이상의 안전성(즉, 공중과 환경 

보호)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여유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 따라서 NRC staff은   

PRISM과 같은 신형원자로는 최소한 현재의 차세대(evolutuionary) 경수로 - 즉 

ABWR과 같은 표준발전소- 에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안전여유도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NRC는 기본적으로 

10CFR50 GDC, SRP( Standard Review Plan) 및 Reg. Guide 등, 기존의 경수로 규제 

및 지침을 근거로 심사하고, PRISM의 독특한 설계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기준을 

도출, 적용한다는 원칙하에 검토하였다. 불확실성이 큰 설계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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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심층 방호(Defense in Depth, DiD)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요 사건의 발생확률과 계통 신뢰도 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고 도출 

및 평가에는 결정론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이 BE의 선정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원전 중대사고 관련 정책 및 규제 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할 

것은 1985년 USNRC가 제정한 ‘중대사고 정책 성명(Severe Accident Policy 

Statement)'이다[10]. 이에 의하면, 새로운 원전 표준 설계는 다음과 같은 

중대사고 기준과 절차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TMI요건 [10CFR50.34(f)]을 비롯한 기존 규제요건

- 미해결 안전현안(Unresolved Safety Issue, USI) 및 고유 안전현안(Generic      

  Safety Issue, GSI)의 해결

- PRA 수행 및 이에 의해 발견된 중대사고 대처 방안 수립

- 결정론적 공학적 해석과 PRA에의한 판단으로 보완한 인허가 심사의 완료 

‘중대사고 정책 성명’에 이어서, 1986년 8월 ‘안전 목표 정책 성명(Safety Goal 

Policy Statement)’를 제정하였다[11]. 원전 운영과 사고에 의한 방사성 위험에 

대한 허용 기준을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정성적 보건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적 목표를 규정하였다. 정량적 목표는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과 동일함. 이러한 안전 목표를 만족하기 위하여 중대사고 예방과 

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격납용기, 부지선정 및 비상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87년 9월 USNRC는 ‘표준화 정책 성명 (Standardization Policy Statement)’를 

제정하였다[12], 중대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표준설계 인증에 ‘중대사고 정책 

성명’에 규정된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어서 1989년에 

제정된 10CFR Part 52 'Early Sitre Permit’에서 ‘중대사고 정책 성명’과 

‘표준화 정책 성명’의 중대사고 요건 만족을 10CFR52.47에서 규정한 바 있다. 

2.1.4.2 PRISM 심사 현안

 GE는 PRISM 설계가 고유한 안전성과 피동 안전 계통의 설계로  중대사고 발생 가

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고,  사고 완화 설비 및 비상계획 등을  기존의 LWR 

보다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NRC는 새로운 설계 개념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 요건으로는 심사하기가 어려운 8개 규제 현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

다(SECY-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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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도출 및 평가

USNRC는  개념설계 단계에 있는 PRISM 설계의 계통, 물성 및 해석 방법, 고유 피동 

계통의 신뢰도 등의 불확실성, 중대사고 대처 방안이 미약한  PRISM 의 안전 여유

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DBE를 초과하는 BE에 대해서도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

아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EC-III를 10-7/년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여기에 

BDBE를 초과하는  BE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선원항 평가

LWR SRP에 준거, EC-II/III 사건에 대해 역학적(mechanistic) 부지 선원항을 계산

하여 EC-II는 10CFR100의 10 %, EC-III 사건은 10CFR100 선량 지침을 만족할 것을 

권고하였다. GE는 BE에 대해 10CFR100 선량기준의 10%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임의적

인 선원항을 설정, 사용하였다. 

3) 격납용기 성능

차세대 LWR에 버금가는 안전성 확보. 새로운 설계 개념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

여, 중대사고 완화에 대한 DiD 강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첫째, 상기 선원항 기준

을 만족하고, 둘째, 노심 손상 발생 후 24시간 동안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즉, 누출율  및 응력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4) 비상계획

GE는 부지 방사선량이 EPA PAG 기준을 초과할 확률이 작 때문에 비상계획 구역

(EPZ)를 부지 경계로 제한하고, 주민 대피 훈련 등에 관한 현재의 기준보다 간단한 

비상계획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0CFR52에 의해 비상계획은  설계 인증 요

건은 아니지만 통합 인허가(combined license)에는 필요하다. NRC는 비상계획은 

DiD의 한 요소로 미래형 원자로에서도 현재의 규정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인허가 단계에서 상세한 안전 해석  결과를 검토한 후, 비상계획의 단순화를 고려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 잔열제거 

NRC는 단일 피동냉각계통만에 의한 잔열제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를 들

면. RVACS로 hot standby 온도(561K)까지 냉각시키는 데에 80일 정도 걸려 원자로

용기 및 구조물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7) 반응도계수 : positive 소듐 반응도에 대한 보수적 안전성 평가 필요

5) 운전원 배치 및 기능

8) 제어실 및 원격정지구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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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사고 도출 및 평가 - Bounding Events(BEs)

USNRC는 사고를 다음과 같이 4 기지 범주로 분류하고, 자체적인 공학적 판단에 의

해 결정론적으로 등급별 사건 및 사고를 도출하였다.

1) EC-I : AOOs(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로서 발생빈도가 10-2/년 이

상인 사건. 

2) EC-II : LWR DBA에 해당. LWR 에서는 연간 발생확률 10-4/년 이상이나, PRISM 

검토 시 10-5/년 까지 포함함. 보수적 기준( 즉,single failure criteria,  비안전 

등급계통에 대한 기여 불인정 등)을 적용.

3) EC-III : GE 분류 등급인 Extremly unlikely even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발생빈도가 10-7/년 이상인 사고. 안전해석에 최적 평가(best-estimate) 방법을 적

용 함. 대량 조기 방출빈도(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 기준을  만족하

기 위해서  총합 발생확률을 10-6/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것임. 또한 발전소 설계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BE 를 이 범주에 포함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함. 

4) EC-IV : 발생확률이 10-7/년 이하인 사고로 위험도가 무시할 수준(residual 

risk)인 사고.

BE 에서는 ATWS 발생 시 비안전계통이 실패하거나, 안전계통이 일정기간 부분 실패

하거나 또는 회복이 지연된다고 가정한다. BE에 대한 허용 기준으로서 최대 피복재 

온도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1450 oF (788 oC) 이하, 장기간 동안에는 1300 oF (704 
oC)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 냉각재 온도는 1300 oF (704 oC)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조 기준으로는  ASME 코드 사용자 수준 D, 방사선 피폭 선량은  

 10CFR100 기준을 제시하였다. NRC가 도출하여 GE의 평가를 요구한 BE는 다음과 같

다.

1) UTOP  : 모든 제어봉이 12시간동안 인출된 후, 원자로 정지

   BE-1A  : 강제 냉각 은 작동한다고 가정. 

   BE-1B :  제어봉 인출 시 RVACS 만 작동하고, 강제 냉각은 실패한다고 가정. 

2) BE-2 : 발전소 전원상실 (24시간 전원 상실 가정 )

3) 열제거 상실 사고 :정상 냉각과 중간열수송 계통 작동 실패

   BE-3A : RVACS 12시간 동안 실패

   BE-3B : RVACS 75 % 무기한 실패

4) ULOF : 유량 상실사고시 정지 계통 작동 실패

   BE-4A : 1개 펌프 유량 정지

   BE-4B : 1개 펌프 coastdown 정지

5) BE-5 : 증기발생관 파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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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6 :소듐 대량 누출 사고

7) BE-7 : Fuel Blockage

8) BE 8 : 외부 사건

NRC의 요구에 따라, GE는 ARIES 코드를 사용하여 구동연료의 출력이 가장 큰 초기 

평형주기 (Beginning of Equilibriym Cycle, BOEC)) 조건에서  위에 기술된 BE 를 

분석하였다. NRC는 GE 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BE-1B, BE-3, BE-4, BE-7은 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노심 손상  및 냉각재 비등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설계에서의 상기 BE에 대한 GE의 해석 결과, 대부분 허용기준을 만족하였

고, 이는 NRC를 위해 BNL이 SSC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한 독립 계산에 의해 입증되

었다. BE-1B, BE-4의 경우 노심온도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NRC는 GE의 계산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BNL도 GE가 제시한 반응도 계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응도 계수의 불확

실성으로 인한 계산 결과의 공통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사고 초기 조건 - 노

심 출력, 온도, 유량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BE의 평가 결과에 대한 NRC의 심사 현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속연료(U-Pu-Zr)의  특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정상상태 및 사고 

시, 각 원소의 이동 현상으로 UTOP 사고 시 반응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한 원소 이동으로 HT9 피복재와의 공융 온도가 낮아질 수 있어, 특히 유량 상

실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 Synchronous EM펌프 coastdown에 대한 자료 및 경험부족으로 인해 유량상실 사고

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RVACS의 failure mode를 도출하여 신뢰도를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 GEM의 신뢰도, 가동중 시험, 작동 실패 시 검출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부

주의로 반응도가 삽입될 수도 있다.

 - CRSS의 반응도 삽입 제한치( 40 cents)로는 노심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

다. 30 - 35 cents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RSS를 비안전등급인  발

전소 제어계통(PCS)이 통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 핵연료의 제조 결함으로 인한 핵연료 집합체 유량 폐쇄 사고(BE-7)로 핵연료 용

융, 소듐 비등 및 재임계 사고에 이를 수 있다. 추후 상세설계 시 핵연료 제조 QA 

프로그램의 검토가 필요하다.

- GE는 외부사고(BE-8)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음. PRISM 설계가 피동 안전 설계

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내부 사건보다는 외부 사건이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안전 현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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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중대사고 평가

2.1.3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GE는 1990년 설계 변경 시, 중대사고 예방 설비뿐만 

아니라 완화 설비도 강화하였다.  원자로용기 내에서 중대사고를 1차적으로 수용하

는 것(In-Vessel Retention, IVR), 즉 원자로 용기가 재임계 및 FCI(Fuel Coolant 

Interaction) 시의 발생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심 하부 plenum 으로 

흘러내린 노심 용융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계 목표(design goal)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 상판(upper deck)의 회전 플러그와 고정판 사이

에 shear ring을 설치(소듐 slug에 의한 충격 흡수)하고, lower plenum 하부에 

backup plate(debris bed 냉각을 위함)를 설치하는 등 원자로용기 및 구조물의 설

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대량조기방출(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 요건 

만족을 위해 격납용기도 설치하였다. 즉 부지경계에서 36시간 동안의 피폭선량이 1 

rem 이상일 확률을 10-6/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GE는 PRISM 설계가 이러한 목표를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로 용기 및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개략적인 방법(scoping 

method)을 사용하여 중대사고 시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원자로용기 및 구조물의 응답 및 격납용기의 구조 건전성 및 선원항을 평가하였다. 

NRC는PRISM 설계의 중대사고 평가를 위해서는 설계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향

후 본격적인 규제 심사를 위해서는 특히 금속 핵연료의 물성 및 사고시 거동과  FP 

방출 및 이송 거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본란에서는 GE가 수행한 IVR 평가 방법 및 결과를 기술한 후, 격납용기 건전성 및 

선원항 평가 결과도 소개한다. 

2.1.7.1  IVR 평가

IVR 설계 목표의 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자로 초임계 출력 폭주 시 발

생하는 에너지를 평가해야 하고, 둘째 원자로 용기 및 내부 구조물이 에너지 부하

에 대해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셋째 사고 후 노심용융물이 임계도, 냉각 및 

구조 측면에서 유지(retention)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1) HCDA 에너지

금속연료는 산화 연료에 비해 용융점이 낮고, 용융연료의 유동성이 커서 유로 내에 

blockage를 형성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발생량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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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GE는 PRISM에서의 HCDA(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에너

지 발생량을 40 MJ로 평가하고, 원자로구조 건전성 기준(500MJ)을 만족한다는 입장

이다. 그러나 향후, HCDA 시 용융연료의 거동규명을 위한 연구와 소듐-냉각재 반응

(Fuel-Coolant Interaction, FCI )등에 의한 에너지 발생량에 대한 실험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NRC의 지적에 GE도 동의하였다.

 GE가 ANL IF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연구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유로 내 핵연료 분산에 대한 노외 실험

 b. 다수 연료봉의 용융, 파손 및 유로 내 재배치 거동에 대한 노내 실험

 c.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

2) HCDA 부하(load) 및 구조 건전성 평가

GE는 PRISM과 용량이 유사한 FFTF(Fast Flux Test Facility : 출력 400 MW, 산화노

심의 시험로)의 HCDA 부하 특성을 준용하여, 이에 대한 PRISM 원자로의 구조 건전

성을 평가하였다. FFTF의 FSAR에서는 UTOP-HCDA와  100$/s ULOF-HCDA(ULOF사고로 

인한 소듐 증기화와 노심붕괴로 초당 100 $의 반응도가 삽입된 중대사고)에 대하여 

원자로용기 구조 건전성을 평가한 바 있다.

GE는 FFTF의 HCDA vapor bubble 에 대한 p-V curve를 기준으로 결정된 압력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a. 초기 노심 압력에 대한 원자로용기와 UIS 응답

 b. 소듐 slug 충격에 대한  회전 플러그 closure 응답

 c. 소듐 slug 충격에 이은 압력에 대한 주 계통 경계의 응답 

 d. 핵분열 기체와 생성물에 의한 붕괴열  부하에 대한 주 계통 경계의 응답

회전 플러그 closure와 UIS는 비탄성 유한요소 방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부분에 대

해서는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였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초기압력에 대해 노심 배럴이 압력을 차단하여 용기를 보호하고, UIS는 하단부

가 파손되나 압력을 감쇄시켜 closure 건전성은 유지되고,

 b. slug 충격으로 인한 응력과 변형(strain)은 ASME 코드 기준과 연성(ductility) 

기준을 만족하고, 충격으로 인한 회전 플러그와 closure의 변위는 riser와 canopy 

seal의 설계능력 범위 안에 있으며,

 c. 소듐 slug 충격에 이어지는 압력에 대해 주 계통 경계의 건전성 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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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듐 bubble이 팽창과정에서 급냉(quenching) 되지 않을 경우, canopy seal의 

보완이 필요하다. 

 d. 붕괴열 부하로 인한 cover gas의 압력은 ASME 코드 기준을 만족한다.

GE는 PRISM의 원자로용기 및 압력경계 기기/계통은 보수적으로 125$/s 반응도 삽입

에 의해 발생하는 일 에너지로 평가된 500 MJ 까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근거로 다음 사항을 참조하였다. 

첫째, HCDA 부하 계산 시, 125$/s 반응도 삽입률 까지는  입증된  p-V 곡선이 사용

되었으나 그 이상의 삽입율에 대해서는 근사치에 근거하여 계산하였고,

둘째, 125$/s HCDA 부하 이하에서는  구조물이 실질적으로 탄성을 보였으나 그 이

상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비탄성 변형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GE가 평가한 PRISM HCDA 에너지 발생량은 40 MJ로서,  GE가 준용한 원

자로구조 건전성 기준(500MJ)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500 MJ이라는 일에너지는 

bubble이 1 기압으로 단열 팽창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HCDA 손상은 

초기 증기압, 증기량 및 bubble 팽창시의  FCI에도 영향을 받는다. GE는 IFR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금속노심에 대한 HCDA 압력 및 에너지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NRC/BNL은 Bethe -Tait 방법을 사용하여  GE의 500 MJ 기준에 대한 검증 계산을 수

하였다. UTOP과 ULOF 사고 시, 최대 일에너지 발생량은 각각 190 MJ 과 160 MJ로서 

GE 기준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에 상응하는 반응도 삽입률은 110-115 $/s 이었다.

그러나 NRC는 원자로용기 및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 시, 방사선 조사로 인한 취화

(embrittlement)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사고후 열제거(PAHR, Post Accident Heat Removal)

GE/ANL은 사고 후, 노심용융물 debris를  원자로용기 내에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개략적인(scoping) 평가를 위해, debris bed 의 임계도, 냉각 특성 및 lower 

plenum plate의 건전성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구동 연료집합체(Driver Fuel 

Assembly)만 용융될 경우에는 재임계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B4C를 주입하여 

증배인자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또한 lower plenum plate에서는 용융노심의 

냉각 기준을 만족치 못하여 그 밑에 backup plate를 설치하였다. 

GE는debris bed 의 냉각도 분석 시, RVACS에 의해 붕괴열이 계속 제거되어 냉각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NRC는 RVACS 실패로 인한 노심용

융 사고 또는 노심용융사고로 인해 RVACS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서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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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용기 뿐만 아니라 격납용기도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GE는 용융연료 재배치 거동, debris의 입자 크기, 용융물의 구성 및 물성 등을 

주요 불확실성으로 설정하고, ANL의 IF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음의 현상을 

규명할 노외실험이 수행될 계획이라고 표명하였다.

-핵연료집합체 내부와 집합체 사이에서의 용융물 재배치 거동

-노심 하부에서 용융물과 소듐 반응에 의한  fragmentation/solidification

-용융물 내 철 구성 성분(UFe2 또는 다양한 U-Fe-Zr 구성비)의 영향

-debri bed의 형태

-UTOP 시 유로 내에서의 핵연료 분산 

-소듐 내 핵분열생성물 거동  

2.1.7.2 격납용기 성능 및 선원항

PRISM의 격납용기 설계 기준(design criteria)은  부지경계에서 36시간 동안 피폭 

선량이 1 rem 을 초과할 확률을 10-6/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격납용기 

설계기준 사고로서,  중대사고 시  소듐 풀과 격납용기 공기의 직접 접촉에 의해 

소듐 화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즉, 소듐이 최대로 연소된다고 가정). 

격납용기 누출면적은 0.0032 cm2 이며,  격납용기 누출률은 274 kPa, 644K에서  

1%/day 로 가정하였다.

GE(Westinghouse Hanford) 는 CONTAIN 코드를 사용하여 DBE를 분석하여 최악의 

소듐화재에서도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사고기간 

동안  최대압력은 183 kPa(12 psig), 최대온도는 561 K 로서 설계 압력 274 kPa( 

25 psig)과 온도인 644 K 보다 작았다.  NRC/BNL은 소듐연소 및 격납용기 

온도/압력 계산에 간단한 열역학 계산을 통하여 GE/SNL의 CONTAIN 해석 결과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설계기준 선원항은  CDA 선원항과 소듐 화재로 인한 선원항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CDA 선원항은 사고 초기 10초간 격납용기로 방출되고, 소듐화재에 

의한 선원항은 사고 10초 후부터 6시간 까지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6시간 이 

후는 격납용기의 압력이 외부보다 낮아  FP 방출은 무시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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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1  PRISM 격납용기 설계기준 선원항

GE는 상기 선원항을 CONTAIN 코드에 입력하여 방사성 핵종의 누출량을 평가하고, 

SMART 코드를 사용하여 부지경계에서의 선량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신 

피폭선량은 0.19 rem, 갑상선량은 0.87 rem 으로 PAG 지침에 비해 18 % 정도에 

그쳤고, 기타 골수 및 폐에 대한 선량도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PAG(Protective Action Guideline) 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NRC는 GE의 선량 평가에 사용된 선원항은 산화 연료를 기준으로 수정된 

것이어서 금속연료 노심에의 적용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NRC는 금속연료에 

대한   선원항의 역학적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핵연료로 

부터의 FP의 방출, 소듐 냉각재에서의 FP 거동 및 cover gas에서의 거동 및 방출 

등의 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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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PSA

GE는 ANL, Westinghouse Hanford, SNL(Sandia National Laboratory)과 함께 PRA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PSID 부록 A [2]에 기술하였다.  PRISM의 당초 설계가 산화연

료 노심으로 구성되었고, PSA도 산화연료 노심에 대해 수행되었었다. PRISM 설계가 

금속연료 노심으로 변경된 후에도, 산화연료 노심에 대한 PSA의 틀을 유지한 채 변

경 부분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심용융사고의 사고 

경위와 선원항이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과 WASH-1400 등의 경수로 자료가 준용되었

다. 

PRISM PSA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 반응도 삽입, 열제거 사고, 지진등의 21개 초기 사건

(IE)을 도출하고 각 초기사건에 대해 계통 , 노심 거동 및 격납용기 사건 수목

(Event Tree)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결말 분석(consequence analysis)을 수행하

였다 .

2) 각 초기 사건에 대해 발전소 제어 계통, 원자로보호계통, 정지계통 등의 반응 , 

고유반응도 궤환, 펌프 트립및 coastdown, 열제거 계통의 작동 등에 대한 계통사건 

수목(System Event Tree, SET)을 개발한 결과, 초기사건은  23 개의 사고 카테고리

로 귀결되었다. 대표적안 사고로는 UTOP,ULOF,LOF-TOP, LOHR 등의 사고를 들수 있

다.

3) 각 계통수목(SET)에 대해  노심반응 사건 수목(Core Response Rvent Tree, 

CRET)을 개발하였다.  용융 반응도 궤환, 용융연료 이동 및 소듐 비등과 같은 노심 

현상을 고려하였다. 12개 노심 손상 카테고리가 도출됨.

4) 각  노심반응 사건 수목에 대해 격납용기 사건 수목(Containment Event Tree, 

CET)을 개발함. debris 냉각, 원자로용기 조기파손, 초임계 출력폭주, 방사성 핵종 

방출 현상 등을 고려함. 9가지의 방사성 방출 카테고리가 결정됨.

5) GESSAR-II 부지에 대하여 SMART 코드를 사용하여 결말 분석을 수행함. 

6) 노심손상 빈도는 3x10-8/년, 조기 방출 확률은  2x10-8/년 으로서, 안전 목표치

를 만족하였고, 개인과 사회의 위험도도 Safety Goal을 만족하였다.

NRC는 PSA 결과를 안전성 및  규제 결정에 활용하기는 의문시된다는 입장이며, 다

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1) 계통 신뢰도 관련 data 및 경험이 부족함. 또한 공통원인 고장, 인적 오류, 안

전계통과 보조계통의 상호반응, 보조계통 실패 등이 고려되지 않음 

2) 지진을 제외한 외부사건이 취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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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원의 회복조치와 보수.유지 작업이고려되지 않음

4) RVACS, synchronous coastdown machine,GEM, CRSS, 면진설비 등의 PRISM의 대표

적 설비에 대한 시험 자료와 경험이 미비함. 이로 인해 노심손상빈도 및 조기 대량

방출 확률에 큰 차이(2 or 3 order of magnitude)를 보일 수 있다.

5) 사고 경위와 선원항이 금속연료 노심에 대해 역학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음.   

 표 2.1.2  PRISM 위험도 및 중대사고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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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FR(European Fast Reactor)[3]

2.2.1 안전 기준 및 요건

EFR의 안전 설계를 위하여 ‘방사성 위험으로부터의 효율적 방어에 의한 개인 과 

사회및 환경을 보호 한다’ 는 정성적인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원칙(Design Principle)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고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심층 방호(DiD, Defense in Depth) 원칙이며,

둘째,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운전원 및 공중에 대한 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 한다, 즉 ALARP(As Low As Reasonably Possible) 원칙을  

적용하고,

셋째, 사고(fault)에 대한 설계의 민감성(sensitivity)을 최소화한다.

EFR의 안전 수준은 미래형 경수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계하며 IAEA 의 미래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론적인 안전 목적(General 

Safety Objective)을 설정하였다.

- 방사성 핵종 방출에 관한 허용 한계는  부지 경계에서 조기 대응이 요구되지 

않는 방사선량 기준 및  중대사고 시의 허용 가능한 결말(consequence)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 이러한 허용한계를 초과할 확률이 10-6/년 미만이어야 한다.

상기의 총론적인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노심용융빈도가 10-6/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고, 

- 이러한 노심용융 빈도 목표를 위해서는 원자로정지(shutdown) 기능과 붕괴열 

제거 상실 확률은  10-7/년 이하로 되도록 설계한다. 

- 격납성능 요건 : 중대사고 결말 완화 기능으로서 1차적으로 원자로 용기 내에서 

사고를 종결하고, 격납용기는 방사선량을 가능한 한도까지 저감하여야 

한다(ALARP). 이를 위해 원자로계통과 격납용기에 현저한 취약점(weak point)이 

없어야 하며 cliff edge 효과(즉, 작은 량의 부하 증가에 대한 급격한 위험도의 

증가)는  회피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설계 목표(특히, 노심용융 빈도)의 만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PSA가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LOD(Lines of 

Defense)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 기능(원자로 정지 및 붕괴열 제거)을 점검한다. 

즉 10-7/년 이하라는 안전기능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2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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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장치(strong mean)에 더해 또 한 가지의 노심손상 방지 방안이 강구된다.  

노심 설계 특성, 능동 설비 등이 이러한 추가 방안에 활용된다. 이를 제3의 

방벽(Third Barrier)이라 부른다.

2.2.2 사고 분류

o EFR에서도 통상 사고 분류 방식에 따라 설계기준사고(DBE)를 다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 Category 1 : 정상 운전 조건

 - Category 2 : 발생빈도가 10-2/년 이상인 사고, 발전소 재가동

 - Category 3 : 발생빈도가 10-2/년 이하,  10-4/년 이상인 사고

                  발전소 점검 및 보정 후 재가동

 - category 4 :  발생빈도가 10-7/년 이상인 사고, 발전소 재가동 불가

사고 범주별로  방사선량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아울러 핵연료, 피복재 및 

발전소 가동에 관한 보조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보조 기준들을 만족하면, 

보수적 관점에서 선량기준은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DBE시 안전관련 계통은 규정된 신뢰도를 유지해야 하고, 다중성. 다양성. 격리 및  

fail-safe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사고범주 별 안전 해석을 위해서, single 

failure 기준, 불확실성에 대한 보수적 해석, 초기사건에 더한 전원상실 등 

보수적인 가정을 해야한다.   

o 발생빈도가 10-7/년 이하인 사고는 설계기준 초과사고(Beyond Design Basis 

Events : BDBE)로 규정하고 이러한 중대사고의 결말과 위험도를 최소화(Risk 

Minimization)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된다. 사고의 확률을 더욱 감소하기 위한 

제3의 방벽이 강구되는 한편, 사고 완화를 위하여 원자로용기 및 주냉각 경계 

에서의 1차 수용(primary containment)과 격납용기에 의한 2차 수용(secondary 

containment) 기능에 대한 취약점과 cliff edge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BDBE는 Limiting Event(LE) 와 Residual Risk Event(RRE) 2 종류의 사고로 

분류된다. BDBE 해석의 목적은 설계 보완을 통하여 LE는 노심손상사고에 이를  

가능성을 더 한층 낮추어 RRE로 사고 범주가 떨어지게 하고, RRE에서는 방사선량을 

ARARP 원칙에 따라 저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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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는 인허가 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설계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일종의 

Bounding Event 이다.   LE 는 확률론적인 방법보다는 결정론적으로   도출하며 

최적 (best estimate)방법론으로 해석한다. 중대사고 방지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설계 보완(추가적인 원자로정지 방안 등)과 사고 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심손상 확률을 현저히 낮추어 사고 범주가 LE에서 RRE 로 

변경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EFR 개념 설계 시, 도출.평가된 LE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용기(main and safety vessel) 누설

 - 핵연료집합체 용융

 - 증기발생기에서의 대형 소듐-물반응

 - 원자로 상판(roof)에서의 소듐 누설

 - 격납용기 밖으로의 대형 소듐 누설 : 주소듐관(main sodium circuit) 파단에    

    의한 누설에 해당함.

Residual Risk Event 는  설계 강화로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없어서 사고 

분석이 필요가 없는 사고를 말한다. ALARP 원칙에 따라 필요시 LOD를 추가하여 

중대사고 결말을 저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임의로 

Beyond Design Plant State(BDPS)를 설정하고 방사선량을 평가한다. RRE로 분류된 

사고는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사고 시, 원자로 정지 실패

 -반응도 대량 삽입

 -붕괴열 제거 기능 상실

 -대량 하중 낙하로 인한 주계통  파손

 -주계통 펌프 flywheel 실패

 -외부 가압에 의한 원자로용기 buckling

 -주계통으로의 물 침투  

2.2.3 EFR 안전 설계 특성

EFR은 열출력 3600 MW, 전기출력 1440 MW의 산화연료 노심의 풀형 고속로이다. 

노심  입구온도는 395oC 이고 출구온도는 545oC이다. 노심은 387개의 핵연료 

집합체와 12개의 제어정지봉(Control & Shutdown Rods, CSD)과 9개의 

보조정지봉(Diverse Shutdown 깽, DSD)으로 구성되어 있다. CSD와 DSD는 RG1/2 두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다. 각 그룹은 독립적인 트립 시스템에 연결되어, 1개 봉을 

제외하고도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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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정지 후 핵분열 생성물(FP)의  붕괴열(Decay Heat Removal, DHR)은  

2차계통과 증기발생관에 의해 제거 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적인 원자로 

냉각(Direct Reactor Cooling, DRC) 루프에 의해 제거된다.  DRC 루프는 3개의 

능동 DRC와 피동 DRC로 이루어 져 있다. 피동 DRC는 원자로용기 소듐 풀에 잠겨 

있는 열교환기(Dip Heat Exchanger, DHX)와  그 것의 34 m 위에  소듐/공기 

열교환기 (AHX)가 설치되어 있어 자연 순환에 의해 붕괴열을 제거하여 비상전원의 

필요성을 최소화 한다. 능동 DRC는 좀더 용량이 작은 DHX, 냉각 fan이 설치된 AHX, 

및 소듐 강제 순환을 위한 EM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을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DHX, AHX, 댐퍼 및 전원을 사용하였다.   

EFR 발전소는 중앙에 원자로건물, 그 주위에 3개의 증기발생기 건물 및 원자로 

보조건물 등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이 건물들은 모두  수평 지진 부하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 건물은 2개의  증기발생기와 2개의 2차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2.2.4 Risk Minimization - 중대사고 예방

EFR 설계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LOD 개념을 활용한다. 즉, 원자로 

보호계통(RPS)에 의한 두가지 강력한(strong) 원자로 정지 기능(“a")에  제3의 

중간급(medium) 정지 기능("b")을 추가한다. 제3의 정지 기능으로는 

발전소보호계통(PPS), 자연 현상 및 운전원 조치를 들 수 있다. EFR의 설계 목표는 

노심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설계기준 초기사건을 (2a+b) LOD에 의해 RRE 

범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붕괴열제거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증기발생기 외벽의 

공기 냉각을 제3의 기능으로 활용한다.

제3의 원자로정지 기능은 2개의 원자로 정지 기능이  실패하였을 때, 능동 또는 

피동적 방안에 의해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제3의 기능은 제어봉 

자석의 de-energize 실패와 노심 지형의 왜곡으로 인한 제어봉 삽입 실패를 

보정하는 기능을 하며, 다음과 같은 설비가 포함된다.

- SADE(DSD rod scram magnet de-energization system)

- CREED(Control  Rod Enhanced Expansion Device) 

- BRI(Bulk Rod Insertion)

- ABND(Accoustic Boiling Noise Detection)

- SLD(Stroke Limiting Device)

- React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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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TWS를  완화하여 제3 정지 기능의 효율을 고양하는 방안으로서 소듐 

반응도의 감소, SLD를 활용하여 UTOP 시 반응도 삽입량을  제한하는 방안, DSD 

봉이  일정 부분 강하한 후 분리하는(disconnect) 방안 등이 있다.

2.2.5. Risk Minimization - 중대사고 완화

EFR 설계는 LOD 방식에 의한 ‘위험도 최소화’의 결과로 노심손상확률은 극소화 

되어 실질적인 특정 중대사고 경위를 설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중대사고의 수용(containment) 및 결말을 역학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사고의 1차 수용(primary containment)을 위하여 임의의 에너지 부하에 

대한 원자로용기 및 주계통 경계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임의의 

열수력 조건 및 선원항(즉 BDPS, Beyond Design Plant State)에 대한 격납용기 

계통에서의  방사선량 저감을 평가하고, 필요시 설계를 보완하였다.

2.2.5.1  Primary Containment   

EFR의 1차 격납 경계는 원자로 용기, 원자로 상판 및 알곤 cover gas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IHX 및 외부 정화계통도 경계의 일부분을 형성한다(그림 2.2.1 

참조).  중대사고시 1차 방벽인 원자로계통의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기계적 에너지 부하(80 MJ, 150 MJ, 300 MJ)에 대한 내부구조물,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 상판(roof)이 반응이 평가되었다. 원자로용기 및 내부 

구조물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SEURBNUK/EURDYN 코드를 사용하였고, 상판 

구조물의 부하 및 반응을  계산하기 위하여  PLEXUS 와 EURDYN3 코드를 

사용하였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부하가 80 MJ 이하인 경우 소듐 slug의 원자로 상판에 대한 

충격(impact)이  미약하고, 원자로용기 및 상판 구조물은 탄성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에너지 부하를 수용하기 위하여 약 4 기압( cover gas층에  유입된 FP의 

붕괴열로 인한 압력 상승)에 대한 cover gas 배관의 내압 설계와 상판 플러그와 

주기기의  hold-down 구조물 설치가 이루어 졌다.

2) 에너지 부하가 150 MJ 정도인 경우, 원자로용기의 구조 건전성은 별 문제가 

없으나. 상판의 변형과 소듐 누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판하부에 

지지판(prop)을 설치하였다. 기체 FP는 주로 cover gas 계통 방출 밸브를 통하여 

Gas Blanket Room으로 누출된다.

3) 에너지 부하가 150 MJ 이상인 경우원자로 용기와 상판의 소성(plastic) 변형이 

급격히 증가한다. 에너지 부하가 300 MJ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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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EFR 1,2차 격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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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원자로용기 두께 증가, 원자로 상판 stiffness 강화 등)을 통하여 건전성을 

확보하였다. 

4) 300 MJ 이상인 경우는 원자로용기 계통의 전면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ALARP 요건을 벗어난다.

각 에너지 부하에 따라 원자로 상판으로 분출된 소듐과 알곤기체 량의 평가 결과는 

표 2.2.1과 같다. 150MJ과 300 MJ 사이에서는 최대 소듐 누출량이 1,400 kg 정도로 

일정함을 볼 수 있다.

표2.2.1  원자로 상판(roof)으로의 누출량

또한 노심용융물 retention 평가의 일환으로 debris tray 에서의 임계도, 냉각 및 

구조 건전성 등도 평가 됨. 전 노심 용융의 경우에도 재임계의 위험은 없으며, 

debris bed의  dry-out 및 용융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ebri bed 의 

냉각을 위하여  붕괴열제거 계통은 300 MJ 이상의 에너지 부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5.2 Secondary Containment

중대사고시 격납용기의 방사선 저감 성능을 평가하기위하여 기인사고를  ULOF라고 

가정하고, 표2.2.2에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BDPS에 대한 FP 방출량을 

CONTAIN-LMR을 사용하여 평가함.  위험도 최소화 차원에서 ALARP 원칙에 따라 

PS-I, PS-II, PS-III 의 결말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지만, PS-IV 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림 2.2.2는 CONTAIN-LMR 코드에서 소듐 누출과 FP 방출 경로를 모의하기 위한 된 

5개 cell 을 보여준다. 즉,

 -cell 1 : Primary Cover Gas Volume

 -cell 2 : Reactor Crane Hall

 -cell 3 : Plant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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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BDPS(Beyond Design Plant State)의 선원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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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소듐 및 방사성 핵종 누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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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4 : Buffer Vessel

 -cell 5 : Cover Gas System Plant Room

 -cell 6 : 외부 환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격납용기로의 방출은 Primary Cover Gas Volume(cell 

1)에서 Reactor Crane Hall(cell 2)로의 직접 방출과, Buffer Vessel(cell 4)과 

Cover Gas System Plant Room(cell 5)을 경유한 방출로 이루어 진다.  격납용기( 

cell 2)에서 외부 환경(cell 6)으로의 누출률은 10 mbar 과압상태에서 0.1 %/일 로 

가정하였다.

PS-1, PS-2, PS-III 에 대한 계산 결과, FP 방출 분율이 불란서 기준치(S3라고 

칭함)보다 현격히 작았음.  소듐 화재에 의한 격납용기의 압력 상승으로 인한 FP 

방출량 증가도 무시할 정도이었다. 따라서 격납용기 성능의 향상을 위한 설계 

보완이나 사고 관리는 필요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방사성 핵종의 조기 대량 방출 

확률도 목표 확률인 10-6/년 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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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중대사고 초기단계 분석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의 차원에서 최적 노심 설계인자(소듐반응도, 노심형태, 

소듐비등 여유도, 핵연료 반응도 등)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대사고 초기단계 코드 

FRAX-5B를 사용하여, ULOF로 인한 중대사고시의 출력, 핵연료 온도의 변화 및 발생 

에너지 등을 계산하였다.  SAS4A코드 및 PHYSURAC 코드는 필요시 입증 계산에 

활용하였다. 참조 노심은 높이가 1m이고, 소듐증기반응도가 5$인 소위 'Consistent 

Design' 이다.

예비 계산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인자가 ULOF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소듐비등과 핵연료 파손의 동시성 : 여기서 핵연료 파손은 노심 형태(core 

geometry)의 상실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 

 - 핵연료봉 내 연료 이동(In Pin Fuel Movement, IPFM) 

 - 용융연료의 고화로 인한 냉각 유로의 폐쇄(blockage)의 결과로, 용융 연료가 

분산(dispersion)되지 못함.

 

표 2.2.4는  ULOF로 인한  초기단계의 해석 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 참조 노심의 핵연료 온도는 용융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에너지 방출량도 

무시할 만큼 작았다( Case 0). 주요 민감도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Case 0A :  연소도가 유사한 노심의 출력 분포는 비교적 균등하고, 이러한 

노심에서는 소듐 비등과  핵연료 파손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노심은 초임계 상태에 이르고 출력폭주로 인하여 에너지 발생량도 커진다.

 - Case 1 :  IPFM으로 인한 부 반응도는 에너지 발생량 측면에서는 참조 노심의 

경우보다 큰 장점이 없다. 그러나 참조노심의 경우 반응도가 95cent 까지 상승하는 

반면에, IPFM을 고려할 경우 노심 반응도가 80 cent 이하로 유지되었다. 중요한 

것은 IPFM으로 유로 폐쇄를 회피하여 노심 냉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고는 초기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Case 2 : 사고해석 시 핵연료 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로 사고의 결과가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Case 3 : 유로 내에서의 용융연료의 거동을 역학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SAS4A 

코드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유로 폐쇄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는 분산되어  사고의 

결과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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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ULOF 사고 해석 결과

상기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대사고 현상 및  결과를 역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여러 경우의 중대사고 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은 ULOF로 인한 중대사고 초기단계의 에너지 발생량은 150 MJ 이하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사고 현상의 불확실성과 R & D 의 어려움으로 결국 3차 방벽과 같은 

추가 방호방안을 확보하는 전략이 강조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FR의 Risk 

Minimization 전략으로 노심손상 확률을 최소화하여 그로 인한 위험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중대사고 분석에 의해 대표적 사고 시의 에너지 발생량이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 위험도를 더욱 저감하였다.  또한 중대사고시 에너지 

부하를 원자로 용기 및 주 계통 경계에서 수용하고 격납용기 계통에서 방사선량을 

ALARP 저감하여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극소화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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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 고속로 실용화 연구

2.3.1 안전 기준 및 요건

2.3.1.1 안전 설계 기준 (Criteria)

일본의 고속로 안전설계는 기존의 규제 지침 및 방안인 「발전용 경수형 원자로 시

설에 관한 안전설계 심사지침」 (1990년 8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고속증

식로의 안전성 평가 방안」 (昭和 55년11월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결정) 등을 기준으

로 한다.  또한 이에 근거해서 안전심사가 실시된 일본의 기존 경수로 및 기존 소

듐냉각원자로의 설치허가신청서, 그리고 고속증식 실증원자로에 적합하게 검토된 

안전설계·평가 방침을 참고하여 설계방침을 설정한다.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 관점에서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를 도출하여 예비평가를 실

시하고 외부전원상실과 단일고장을 가정한 조건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또, 사고시 피폭평가에 대한 예비해석에 의해 안전기준 만족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사고방지계통에 속하는 중요도가 높은 안전기능의 능동기기에 대해서

는 이상사건 발생시 단일고장으로 인해 원자로 노심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통구

성을 다중화하여야 한다. 사고완화계통의 경우에는 외부전원상실에 추가해서 기기

의 단일고장을 가정해도 안전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중성과 다양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 피동적 안전기능을 도입하는 동시에 원자로 노심손상 현상을 

원자로용기 내에서 종식시키기 위한 설계방책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확률론적으로는, 기존 소듐원자로의 평가 예를 참고하여 원자로 노심손상 발생빈도

를 계산한 결과, 10-6/원자로-년 미만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3.1.2 안전 설계 요건

(1) 원자로정지 요건

원자로정지계통은 주계통과 보조계통의 독립된 두 계통으로 구성한다. 보조 원자로

정지계통은 냉각재의 온도가 상승하면 이를 감지해서 제어봉을 중력 낙하시키는 자

기작동형 원자로정지기구(SASS)를 채택한다. 

(2) 붕괴열제거 요건

노심과 열교환기의 열전달을 위한 높이 차이를 확보하고 계통의 압력손실을 감소함

으로써 액체금속 냉각재의 특성을 살린 완전 자연 순환형의 붕괴열제거계통을 구성

할 수 있다. 펌프나 송풍기에 의한 냉각재 강제순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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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모드에 대해 자연 순환만에 의한 열을 제거해야 한다. 붕괴열제거계통은 내구

성 혹은 다양성을 만족하는 계통이어야 하므로 공기냉각기 댐퍼를 다중화 및 다양

화하고 단일고장에서도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킨

다.

(3) 재임계 회피 방책

원자로 노심손상사고 시, 급격한 소듐비등 때문에 노심에 삽입되는 소듐기화반응도

에 의한 즉발임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듐기화반응도를 적절하게 억제하는 노심

설계가 요구된다. 설계목표는 산화 연료 노심에서는 6$ 이하, 금속연료 노심에서는 

8$ 이하로 설정한다. 천이과정에서 재임계를 회피하기 위해 용융핵연료를 노심 밖

으로 배출시키는 방안 고려할 수 있다. 

(4) 격납용기 

격납용기 내의 모든 냉각재경계를 밀폐형의 가드베셀, 외관, enclosure 등으로 덮

음으로써 누설 소듐의 연소에 의한 압력상승을 배제하는 동시에, 노심 손상 시 핵

연료 데브리의 원자로용기 내 보유냉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격납용기 내의 압력

상승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저압의 일체형 콘크리트 격납용기가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을 억제할 수 있다.

(5)소듐 누설 대책 

소듐 연소에 수반되는 열적 영향이나 소듐 에어로졸의 영향을 가드베셀, 외관, 

enclosure의 내부로 국한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전열관의 물 누설에 의한 소듐·

물반응에 대해서는 내-외관의 관통누설에 의한 소듐·물 반응의 발생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중 전열관 증기발생기의 채택을 검토한다. 단일전열

관의 증기발생기를 채택할 경우에는 검출기 성능의 향상과 물 측 감압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파손 확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압력하중에 대해 냉각재경계가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3.2 사고 분류 

원자로의 안전설계는 기본적으로는 2.3.1절에 제시된 설계요구와 그 대응 방침을 

근거해서 검토하였으며 냉각재와 연료형태의 조합에 의한 특징을 고려하였다. 안전

설계 방침의 근간은 심층방어 개념으로 종래에는 「이상상태의 발생 방지」 「이상

상태의 확대 방지」 및 「사고영향의 완화」의 3단계로 설명되었지만, 최근에 이 

개념은 확장되고 있다. IAEA 의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의

Defense in Depth in Nuclear Safety (INSAG-10)에서는 심층방어 개념을 다음 5단

계로 정의하고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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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수준: 정상운전 상태로부터의 이탈 방지

2) 제2수준: 이상 운전 상태의 제어

3) 제3수준: 설계기준사고의 제어

4) 제4수준: 격납방호를 포함한 사고관리

5) 제5수준: 소외에서의 긴급대응

이 중 설계기준으로는 제3수준까지 고려한다.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 관점에서 대표

적인 설계기준사고를 도출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외부전원상실과 단일고장을 가

정한 조건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사고시 피폭평가에 대한 

예비해석에 의해 안전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 2.3.1 참조).

제4수준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중대사고로의 확대 방지 혹은 사고결말의 완화이

며, 심층방어 개념으로 이 수준을 정의함으로써 중대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4수준의 안전기능 설계조건을 설계확장조건 (Design 

Extension Condition: DEC)이라고 부른다. 안전설계 요구인 원자로정지 및 붕괴열

제거 기능의 피동화 및 대표적 노심손상사고에 대한 격납기능의 확보는 DEC 대책이

다. 다시 말해 제4수준은 노심손상 방지와 노심손상 영향의 완화라는 두 대책을 동

시에 요구하고 있다.

2.3.3  안전계통 성능 평가

 IAEA 의 INSAG-10 정의에 의하면 심층방호의 제4수준은 초과설계기준사건 대책이

다. 이에 따라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 제2단계의 안전설계 요건에서는 초과설계기준

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설계요건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

가를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동 원자로 정지기구(SASS)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ATWS해석 (DEC 로서 이상과도 변화 시의 일차 및 이차 원자로정지계통의 작동 실패 

가정), 장시간 소외전원상실 시의 노심 냉각성을 평가하는 붕괴열제거계통의 자연

순환 열제거 해석(DEC 로서 장시간의 소외전원상실을 가정), 노심손상 시의 재임계 

회피 방책의 타당성 평가 (DEC 로서 일차냉각재유량상실시 SASS를 포함한 원자로정

지계통의 작동 실패 가정)가 이에 포함된다.

이들 사고의 평가취지는 안전 여유도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설

계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실용화 연구의  제2 연구단계 기간 중에 대형원자로와 중형원자로, 혼합 산

화물(Mixed Oxide, MOX) 연료 노심과 금속연료 노심에 대한 다양한 설계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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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요한 변수에 대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으로 삼은 계통변수는 

표 2.3.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추천된 아래의 3가지 개념을 중

심으로 기술한다.

1) 大型－MOX 연료 고내부 전환형 노심-2중 직관전열관 SG－PRACS×２+DRACS×１

2) 大型－금속 연료 출구 고온화 노심－2중 직관전열관 SG－PRACS×２+DRACS×１

3) 中型－MOX 연료 고내부 전환 노심-2중 직관전열관 SG－PRACS×２+DRACS×１

각각의 노형의 원자로에는 2중 직관형의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붕괴열 제거를 위하

여 1개의 직접 노심냉각 계통(DRACS, Direct Reactor Auxiliary System),  2개의  

1차계 공용 보조노심냉각 계통(PRACS, Primary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이 설치되어 있다,

2.3.3.1 자기작동형 원자로정지기구 (SASS)평가

피동 원자로 정지기구인 SASS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종류의 ATWS인 UTOP, 

ULOF, ULOHS에 대해 전형적인 이상과도 상태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평가는 

DEC에 대한 평가이므로 정격기준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중형의 MOX연료 노심의 해

석결과는 대형 MOX연료 노심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의 MOX연료 노심과 금

속연료 노심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UTOP에서는 0.5￠/s의 제어봉 인출 오동작에 추가하여 정지봉에 의한 원자로정지가 

실패하였다고 가정하였다. ULOF에서는 외부전원상실, ULOHS에서는 증기발생기 열제

거 기능 상실에 추가하여 정지봉에 의한 원자로정지가 실패하였다고 가정하였다.

대형 MOX연료 노심의 UTOP에서는 제어봉 한 개당의 반응도가 약 25￠로 작은값이

다. 핵연료 최고온도는 융용점 미만이였고 피복관의 파손 가능성은 없었다. 

ULOF에서는 SASS 작동 온도를 680 oC로 가정할 경우, 냉각재 최고온도가 비등점인 

1020 oC를 초과하지만, 이탈온도를 655 oC로 가정하면 980 oC 정도에서 제한할 수 

있었다. 반응도계수의 계산에서는 강철의 열팽창율로 SUS316 강철 데이타를 사용하

였지만 실제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ODS강철 및 PNC-FMS 강철의 열팽창율은 

SUS316강철보다 작다. 이로 인해 평가된 피복관 온도계수와 집합체덕트 온도계수는 

참조값의 약 2/3가 된다. 감소된 강철의 온도계수를 적용하고 SASS의 이탈온도를 

670 oC로 가정하면 냉각재 비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복관 재료인 

ODS 강철의 단시간 급속가열 조건에서의 고온내성 데이터는 향후 취득 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오스테나이트 강철과 동등하다면 연료손상에 대한 충분한 여유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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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ASS 센서 합금은 이탈온도를 680 oC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센서 합금은 약 665 oC에서 제어봉 이탈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탈온도를 670 
oC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평가대상 노심의 제어봉 주변 핵연료집

합체의 냉각재 출구온도는 580 oC로서 비교적 저온이므로 제어봉인출오동작에 의한 

낙하방지를 위해 설정온도를 개발조건인 640 oC로부터 630 oC로 내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ULOHS 결과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므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대형 

MOX 연료 노심에 자기작동형 원자로정지 기구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대형 금속연료 노심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히 ULOF 사고 시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MOX 연료 노심과 비교하여 도플러계수의 절대치가 작고 냉각재온도계수가 크

기 때문에 과도 출력상승이 가파르고,

둘째, 연료심 가스 plenum이 노심상부에 있으므로 유효노심 위에서 연료집합체 출

구를 경과해서 SASS 센서합금에 도달할 때까지의 냉각재 온도응답 지연이 MOX 연료

에 비교해서 크다.

이 조건하에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SASS 이탈온도를 630 oC 정도로 설정할 필

요가 있다. 쎈서 합금의 성분조정으로 이탈온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오동작 낙하방지 온도를 590oC 정도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오동작 낙하 

방지 온도 설정에 포함되는 불확실도 폭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UTOP 과 ULOHS 

에 대해서는 ULOF 결과의 타당성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

다.

2.3.3.2 붕괴열 제거 특성 평가  

(1) 대형원자로 (1 DRACS+2 PRACS)

대형원자로에는  1개의 직접 노심냉각 계통(DRACS, Direct Reactor Auxiliary 

System)과  2개의  1차계 공용 보조노심냉각 계통(PRACS, Primary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이 설치되어 있다, 각 1개 계통의 열제거량은 23MW로 설

정하고 있다. 주 계통 경계 파손 시에도 가드 베셀이나 외관에 의해 노심 냉각에 

필요한 냉각재가 확보되므로 이상상태 시 노심냉각 기능을 담당하는 붕괴열제거계

통은 필요한 순환능력과 열제거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MOX 연료 노심과 금속연료 노심의 평가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사고들, 즉 외부전

원 상실, 댐퍼의 개방 실패, 2차 계통에서의 소듐 누설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열제



- 35 -

거 기능 상실 사고들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대형 MOX 연료 노심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결과

를 얻었다. 대형 금속연료 노심에서는 붕괴열제거계통 한 계통의 기능을 상실한 경

우(PRACS x 0.5 + DRACS x 1)가 심각한 사고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금속연료는 

연료와 피복관의 공융반응으로 인해, 장시간의 피복관 제한온도가 MOX 연료에 비교

해서 낮기 때문이다.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붕괴열제거계통의 열제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소외전원 상실 사고에 대해서는 교류전원을 동력원으로 하는 능동기기가 없으므로 

장시간의 노심냉각이 가능하다. 단, 붕괴열 감소에 따른 제거열량을 조절하기 위해 

공기냉각기 댐퍼 개도(開度)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battery 용량이 

실제 냉각 가능시간에 제약을 미친다.  

IRACS 2계통+DRACS 1계통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래 이유에 의해 PRACS 2계통+DRACS 

1계통에 비교해 불리하다. 

a) 이차계통에 누설이 발생하면 해당 루프의 IRACS 기능이 저하된다.

b) 직관형 SG를 채용했을 경우, SG의 높이가 높거나 또는 SG 하부에 비교적 고온의 

소듐이 체류하면 자연순환 기동이 늦어진다.

 

(2) 중형원자로(1 DRACS+2 PRACS)

중형원자로에서는 열제거량이  10 MWt인 DRACS 1개 계통과  11MWt인  PRACS 2개 계

통이 설치되어 있다. MOX 연료 노심에서 결과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에 대

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IHX 2기가 1기의 SG를 공유하는 이차계통으로 구성된 중형원자로에서는, 이차계통

에 누설이 발생하면 이차계통 기능의 저하가 사고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차

계통 누설 시에 보수적으로 누설 루프의 IHX의  2차 측을 순간적인 단열로 가정하

는 경우, 중형원자로에서는 이차계통 열제거 기능이 즉시 상실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서는 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2차 냉각계통의 열

용량 효과는 노심냉각 기능의 일부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안전기

능을 수행하는 설비는 안전계통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개념에서는 이중의 경계구조에 의해 이차계통 누설량을 국부적으로 제한하는 설

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계통 누설이 발생할지라도 적어도 2차 계통의 열용

량은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중형원자로의 2차 계통 누설사고 시 2차 계통의 열용

량을 고려하여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2차 계통 냉각재 펌프의 coas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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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00초 정도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차 계통의 주 배관에서 분기된 drainage 

배관의 파단사고 시, enclosure에 의한 누설 억제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냉각

재 누설로 인해 2차 계통 루프에서 열사이폰 정지까지의 시간은 450초 정도이고, 

이 때 누설을 고려해도 100초 정도의 순환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사고에 대해서도 해석결과는 안전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외전

원상실시 자연순환에 의한 열제거 능력에 대해서는 대형원자로와 같다.

2.3.3.3 방사선 피폭 평가

피폭 영향이 심각한 사고조건은 이상상태 시 연료파손 발생과 더불어 1차 계통 경

계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참조 설계 개념에 대한 평가 결과,  연료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사고결과를 초래하는 1차 펌프축 고착과 제어봉인출 오동

작 사고 시에도 연료 건전성은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격납용기 내에서 방사성물질 

방출을 초래하는 사건은 설계기준사고 범주에서는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

인 운전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연료파손의 경우에 대해 일차냉각재 

중의 방사선원항(source term)을 가정해서 피폭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사고는 「1

차냉각계 배관파손」 및 「1차 아르곤 가스 누설」이다. 주요 해석 조건과 결과는 

표 2.3.3에 제시되어 있다. 대형 MOX연료 노심, 중형 MOX연료 노심, 대형 금속연료 

노심 모두가 안전기준을 만족하였다.

한편, 경수로나 기존 소듐원자로의 입지 평가 경험에 의해 가상 사고에 해당하는 

피폭평가를 수행하였다. 대형 MOX, 중형 MOX, 대형 금속 모두가 격납용기 내의 방

사선원항을 기존 소듐원자로와 같이 희유가스 100% (원자로내 존재량비), 요오드 

10% (원자로내 존재량비)라고 설정한 조건에서 안전기준을 만족하였다. 입지평가에 

있어서도 평가결과는 노심 개념의 차이보다는 노심 열출력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노심설계 차이에 의한 영향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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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중대사고 평가 

2.3.4.1 평가 경위

고속로 노심은 고속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반응을 주체로 하여  증식이 가능한 노

심이다. 냉각재가 비등하고 용융 연료가 이동하는 노심손상 상태에서는, 실효 중성

자증가배율이 정상 운전 시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인사고 발생의 

방지와 원자로정지계통과 붕괴열제거계통 등의 안전계통의 강화를 통하여, 노심손

상 발생 빈도를 공학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설계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지극히 발생하기 어렵지만 결과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노심손

상 현상에 대하여도 적절한 영향 완화 대책을 강구하고, 그 영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PRA 관점에서는, 사고 발생 빈도 및 사고 영향의 양면에서 위험도가 큰 사고를 선

별하고, 그 사고경위를 분석하여 영향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개념설계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소듐냉각 원자로의 노심손상 평가 경

험에 근거하여, 사고 진행이 빠른 유량감소형의 ATWS 즉 ULOF를 대상으로 한 평가

를 우선 실시하였다. 즉, 설계확장조건 (DEC, Design Extended Condition) 으로서 

모든 일차 펌프의 coastdown과 SASS를 포함한 원자로정지계통의 작동 실패를 고려

하고, 이 때 생기는 노심손상 사고에 대하여 가능한 영향 완화 방책의 유효성을 평

가한다.

ULOF 사고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 시간에 따라 초기 단계(IP: Initiating Phase), 

천이 단계(TP: Transition Phase), 사고후의 재배치와 냉각 단계(PAMR: Post 

Accident Material Relocation /PAHR: Post Accident Heat Removal)의 3개의 단계

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최초의 과정인 초기 단계에서는 일차계통 냉각재유량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냉각재

의 비등이 생기고, 이 때에 투입되는 정의 소듐기화 반응도에 의해 급격한 출력 상

승이 생기게 되지만, 핵연료 파손 후 용융 연료의 분산에 의한 부(-)의 반응도에 

의해 출력은 감소하고 일시적인 미임계 상태가 된다. 초기단계에서 즉발임계를 방

지해 발생 에너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심설계상 소듐기화 반응도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에 의하면, MOX 연료 노심에서는 6달러($), 

금속연료 노심에서는 8달러($)를 목표로 하면 즉발임계는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천이단계에서는, 열제거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저출력 상태가 지속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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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의 용융이 진전되고, 결국 연료집합체의 Wrapper관이 용융해서 다수의 연료집

합체에 걸쳐 용융 연료 풀이 형성되어, 더욱 확대를 계속한다. 연료 풀의 확대와 

함께 연료의 운동의 자유도는 커져 사고 진행의 불확실성이 자못 커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용융 연료가 원자로심으로부터 배출되어서 핵적으로 사고가 종식될 가

능성이 있는 반면, 용융 연료가 대규모로 집중해서 심각한 재임계 상태에 이를 가

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천이단계에서 될 수 있는한 빠른 시간에 연료배출을 가능

하게 하는 방책을 도입함으로써, 재임계 상태를 회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후의 재배치와 냉각 과정에서는, 천이단계에 핵적 종식이 달성된 후 붕괴열수

준에서의 연료 재배치와 재배치후의 냉각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재배치 과정에 대

해서는 용융 연료와 액체 소듐과의 접촉시 FCI 나 연료의 고화, 미립자화에 관한 

검토가 포함된다. 사고 후 냉각에 대해서는, 액체금속 냉각의 특징을 살려서 원자

로용기 내에서의 손상 노심물질의 보유, 냉각(In-Vessel Retention)을 추구하고 있

다. 

2.3.4.2 MOX 노심 HCDA 평가

1. ULOF 초기단계 해석

대형 MOX 노심 및 중형 MOX 노심을 대상으로 SAS4A 를 활용하여 ULOF 초기단계 해

석을 실시하였다. SAS4A 코드를 사용한 노심설계 파라메타에 관한 검토 결과를 근

거로 하여, 즉발임계방지의 관점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였다.

  -소듐기화 반응도 6$ 이하로 핳 것.

-원자로핵연료 평균 비출력 밀도를 40kW/kg-MOX 이상으로 할 것. 

-노심 높이를 1m까지로 제한할 것. 

연료의 비출력이 상기 기준보다 낮고, 높이가 큰 노심에서는, 초기단계의 출력 상

승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료분산 반응도 삽입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해석 결과, 어떤 노심도 즉발임계 상태에는 도달하지 않고 , 최대 출력은 정상상태

의 150-160배에 이렀으나, 출력은 급격히 감소하여, 천이단계로 이행하는 결과가 

되었다. 핵연료평균 온도의 최고치는 2700∼2900 K 정도이며, 비교적 저온 상태로 

천이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초기단계 해석의 결과는 천이단계 초기의 연료

유출 거동 해석을 위한 출력 이력의 입력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천이단계 초기의 연료유출 거동은, 초기단계를 통해서 연료에 축적되는 에너지량의 

영향을 크게 받고, 에너지량이 큰 만큼 흘러 나가기 쉬운 경향을 나타낸다. 천이단

계 초기에 있어서의 출력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출력피크 후 몇 초 간 연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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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4A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출력 피크후의 출력은 정격의 6배로부터 2배정

도로 감소하고, 그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으로, 초기 천이단계에

서는 적어도 정격의 2배정도의 출력이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몇 초에 걸려서 완만

하게 감소해 간다는 출력 이력이 명확하게 되었다. 

한편, SIMMER-III 해석에서는, 연료의 중력에 의한 응집(Compaction)이나 스틸의 

용융 이동 등에 의해 몇초이내에 약한 출력 상승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

서 정격의 2배정도 와 비교해서 보다 많은 에너지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2.  연료유출 거동의 평가

(1) 검토 경위 

원자로 냉각재 경계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계적 에너지 방출을 초래하는 심각한 

재임계는, 연료집합체 Wrapper관의 대부분이 용융 상실되어, 전 노심규모에서의 용

융 연료가 노심 중심으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재임계 회

피 달성을 위한 하나의 목표로서 Wrapper관이 대규모로 용융 상실되기 이전에 연료 

유출이 시작되어, 노심 장전량의 30% 정도가 노심 밖으로 유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30%라고 하는 값은 SIMMER 코드에 의한 해석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며, 이 정도의 유출량을 얻을 수 있으면, 이후의 사고 과정에 있어서 연료의 대규

모 이동을 고려해도 심각한 재임계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천이단계 초기에 원자로심 밖으로의 연료유출을 촉진하는 방책으로서, 주로 연료집

합체내에 연료배출용의 덕트를 설치하는 ‘집합체내 덕트’(FAIDUS : Fuel 

Assembly with Inner DUct Structure)개념과 축방향 증식체(blanket)를 일부 삭제

하는 ABLE(Axial Blanket Elimination)개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그림2.3.1참조). 

그 검토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ABLE 개념에서, 연료유출이 생기기 위해서는 차폐체(insulator)를 포함한 핵연

료 노심 하단부가 용융해야한다. 그러나 연료 유출이 시작되려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충분한 유출량을 얻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ABLE 로부터만의 

연료유출을 기대할 경우, 연료 유출이 시작될 때까지 전 노심 규모로 Wrapper관

이 용융 상실되므로, 재임계 현상이 회피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FAIDUS 개념에서는, 연료용융이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축 방향 중심부근에서 내

부 덕트가 파손되어, 파손 즉시 연료 유출이 시작된다. 따라서 ABLE 과 비교해

서 조기에 다량의 연료가 원자로용기하부 plenum으로 배출될 수 있다. 연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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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Wrapper관 파손보다도 빠른 시기에 발생하므로, 전 노심규모의 용융 연료

의 슬로싱(sloshing)이 발생하기 이전에 용융 연료를 배출해서 심각한 재임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FAIDUS 개념을 채택한 노심 및 연료집합체개념으로 할 경우, 원자로핵연료체

적비가 감소하여 노심 성능에 대한 영향이 크고, 또, 연료집합체 개발이라는 과제, 

연료 사이클 비용면에서의 영향이 과대하게 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개량 내부 덕트 개념’을 대체개념으로 고안하고, 그 개념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개량 내부 덕트 개념의 평가

개량 내부 덕트 개념의 특징은, 종래의 FAIDUS 개념에서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

던 용융 연료의 배출처를, 윗쪽 방향으로 변경한 점에 있다. 윗쪽 방향으로 하는 

것의 이점은, 연료집합체 밖으로 유출할 때까지의 이동 거리가 아래 쪽 방향과 비

교해서 짧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연료 핀 가스plenum의 주요부분이 

노심하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심부에서 엔트런스(entrance) 노즐을 빠져

나와서 연료집합체 밖으로 유출되기 위해서는, 길이 2m 정도의 내부 덕트를 통과 

할 필요가 있다. 이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래의 FAIDUS 로는, 연료핀 37 개에 

해당하는 지름의 내부 덕트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배출처를 윗쪽 방향으로 했을 경우, 연료집합체상부의 차폐체의 개구(開口)

를 확보 할 필요가 있지만, 용융 연료가 내부 덕트를 통과해야 할 거리는 30cm 정

도로 단축되어, 내부 덕트 지름의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FAIDUS 개념에

서는, 내부 덕트를 연료집합체의 중심축에 설치하기 위해서, 종래의 와이어 스페이

서(wire spacer)를 연료봉 다발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해져서, 그리드(grid) 방식의 

spacer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용융 연료의 배출을 

위한 내부 덕트는 집합체 중앙에 위치할 필요는 없고 임의의 위치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개량 내부 덕트 개념에서는, 내부 덕트를 Wrapper관 6개 코너부의 하나

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내부 덕트를  연료 핀 다발의 밖에 배치함으로써 

종래의 와이어 spacer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2단계 실용화 연구의 최종단계에서의 참조 설계로 선정한 대형 ‘高 內部 전환형 

MOX 연료 노심’을 대상으로, SIMMER-III 코드를 사용하여 천이단계 초기의 연료유

출 거동평가를 실시하였다. 내부 덕트 지름은 연료봉 16개에 해당하고, 내부 덕트 

상부의 차폐체는 연료 유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삭제한 조건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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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전체 연료 inventory의 20% 정도가 내부 덕트를 통해서 상부 소듐 

plenum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얻었다. 연료  유출에 의해 반응도는 20＄정도가 되어

서 미임계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 상태로부터 사고  의 재배치 과정의 평가가 이어

진다. 연료 유출량이 20% 정도라도 미임계가 되는 것은 검토 대상인 노심의 핵분열

성 Pu의 농축도가 12%정도로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천이단계 종료 상태에서는, 노

심잔류 연료에는 30%정도의 스틸이 혼합되어 있지만, 이 상태로, 연료가 노심 전역

으로 축방향에 응집된 상태를 유지해도 임계상태는 되지 않는다.

(3) EAGLE 시험 성과의 반영

EAGLE(Experimental Acquisition of Generalized Logic to Eliminate 

recriticalities) 시험은, 내부 덕트 방식의 용융연료 배출 메커니즘 파악과 관련

되는 시험 데이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자 유도가열을 채용한 원자로 

외(out of pile)시험과 시험 원자로 IGR을 사용한 원자로 내(in pile) 시험으로 2

개의 시험 시리즈로 이루어진 시험 프로그램이다. 원자로 외 시험에서는, 준비 단

계의 시험을 거쳐서, 소듐을 충전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시험, 소듐을 충전한 시험

을 각각 여러 케이스 실시했다. 이들의 시험에서는, 연료 모의 물질로서 산화 알미

늄(alumina)을 사용했다. 원자로 내 시험에서는, 먼저 소규모인 연료용융 예비시험

을 수행하고, 스틸 벽의 파손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규모 시험 및 소듐을 충전하

지 않는 조건에서의 대규모 시험까지 실시하여, 이들의 결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소듐을 충전한 대규모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상기(b)항의 해석에서는, 지금까지 취득한 EAGLE 시험의 성과를 반영하였다. 2004

년도에 실시된 EAGLE의 중규모 원자로 내 시험에서는, 핵가열 조건하에서 내부 덕

트 벽에 상당하는 스틸 벽(두께3mm)의 파손 거동에 관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 

데이타에 의하면, 스틸 벽의 파손 시각은, 종래 조건으로 해석한 예측 시각보다도 

빠르고, 실제 조건에서 덕트 조기파손으로 연결되는 높은 열유속의 발생이 시사되

었다. 이러한 스틸 벽에서의 높은 열유속 발생을 생기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용

융 스틸로부터의 열전달과 스틸 벽면에 부착된 연료 크러스트(crust)의 박리(剝離)

가 추정되어, 상기해석에서는 이러한 해석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EAGLE 시험에서는, 연료의 유출처를 아래 쪽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 

내부 덕트 개념의 특징인 위쪽 방향에의 유출을 직접적으로 시험해 보기가 가능하

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듐이 없이 실시한 원자로 외 시험 결과로는, 노심부

와 유출처에 수 기압의 압력차이가 있는 조건에서는, 연료의 운동은 중력이 아니고 

압력 차이에 지배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연료유출처와 덕트 하부에 

소듐을 충전한 원자로 외 시험에 있어서는, 소듐이 존재하는 조건이라도 연료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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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소듐을 충전하지 않은 원자로내 대규모시험에서는, 0.3기압정도의 약한 압력차 조

건에서, 약 14∼18m/s2의 가속도로 연료가 유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중력

가속도 초과분의 가속도가 압력차에 의한 효과로 생각되기 때문에, 수기압정도의 

압력차가 있으면, 중력을 극복하고 윗쪽으로 유출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조건에서는, 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FP) 가스 등에 의해, 

수 기압정도의 압력이 노심부에 걸려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 결과는 

윗쪽 방향으로의 연료유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4.3 데브리(debris) 냉각 성능 평가 

노심이 용융한 부분에서는, 소듐은 비등 또는 상실된 상태에 있지만, 출력이 붕괴

열수준으로 감소하고, 시간과 함께 감소한다. 노심 상부의 개구부 (예를 들면, 내

부 덕트)로부터 소듐이 재유입되어 노심을 상단부로부터 냉각할 가능성이 있다. 소

듐 재유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노심부의 연료는 융점 근방의 고온상태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듐은 증발하여 상대류(counter-current flow)가 되고, 개구부를 

빠져서 상부 plenum에서 응축하면서 열을 수송한다. 이 냉각 기구를 Reflux 냉각이

라고 부른다. 

또, 비교적 저온의 노심주변부에는 액체 소듐이 잔류하고 있어, 건전한 연료집합체

는 집합체내부의  자연 순환에 의한 냉각을 기대할 수 있다. 연료파손의 정도가 큰 

집합체에 있어서도, Wrapper관이 건전하면, Wrapper관 갭을 유로로 한 

Inter-Wrapper-Flow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다. 노심 중심부에서의 냉각효과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Reflux냉각이지만, 잔류 연료량이 많은 영역에서, 연료 퇴적층

의 높이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범위가 냉각 가능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Reflux냉각이나 Inter-Wrapper-Flow냉각이 널리 퍼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연료용융

에 따른 침강이 진행된다. 연료의 융점에 비교해서 구조재료인 스틸의 융점이 훨씬 

낮기 때문에, 연료집합체의 아래쪽으로는, 먼저 용융해서 이동해 온 스틸이 고착화 

함으로써 강고한 폐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로단면적이 비교적 큰 제어봉

안내 관에서는, 스틸 폐쇄가 강고하지 않고 용융 연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료용융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재임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노심용융의 진행에 따르는 연료와 스틸의 분리 거동이나 제어봉 안내관으

로부터의 유출 거동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거동을 실험

적으로 밝히는 것이 다음 연구 과제가 된다. 만일 재임계가 될 경우, 반응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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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는 것은, 상부에 분산되고 있었던 연료의 낙하에 의한 응집(compaction)

과 연료에 혼입하고 있었던 스틸의 분리 효과이다. 그러나 20%의 연료가 흘러 나간 

조건에서는, 전 노심이 일시에 응집 했을 경우에도, 임계상태에 이르지 않고, 반경

방향의 출력 분포나 유출량에 분포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반응도의 투입량과 투

입율은 제한되어 완만한 출력 상승에 멈추고, 그동안의 연료 유출에 의해 다시 핵

적으로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사고경위의 평가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취득

해야 할 실험적 지식으로서 다음사항들을 들 수 있다.

- 손상 노심의 붕괴열에 의한 용융, 재배치 거동

- 손상 노심의 소듐에 의한 냉각 거동

- 제어봉안내관에의 연료의 진입과 유출 거동

사고 후의 재배치 과정이 종식된 후의 냉각성에 대해서는, 연료가 미립자화하고, 

다단계 구조상에서, 국소적으로 집중화하지 않고 널리 분산되어서 퇴적한 상황에서

는, 유효한 냉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얻을 수 있다. 단, 연료가 미립자화하

지 않고, 뭉치(塊狀)가 되어서 낙하할 가능성은 현상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에, 사고 후의 냉각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실험적 통찰이 중요하다. 

- 하부 plenum 내에서의 제어봉안내 관등을 경유한 재배치 거동

- debris tray 구조상에서의 퇴적, 재배치 거동

2.3.4.4 금속연료 노심의 노심 손상 평가 

금속연료 노심에 대해서도 ULOF 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를 실시했다. MOX 연료에 비

교해서 금속연료에 관한 연료파손 및 파손 후 거동에 관한 실험적 지식은 적고, 지

금까지 초기단계로부터 천이단계를 경과해서 사고 후의 냉각 단계까지를 체계적으

로 상세히 평가한 예는 없다. 이 때문에, 실용화 연구에서는, 금속연료 노심에 있

어서의 일련의 노심손상 사고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 

(1) 초기단계 해석

ULOF 초기단계에서의 즉발임계를 회피하기 위한 노심설계상의 하나의 목표로서, 소

듐기화 반응도를 8달러($) 이하로 하는 것을, 예비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잠정

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속연료 노심에서는, 연료와 피복관의 화학반응에 의한 액체

상태 함유 성분의 출현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정상운전중의 피복관 내면 최고온도

를 650oC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그 결과로서 노심출구 온도가 MOX연료 노심과 비

교해서 낮아지는 것이, 발전 효율상 불리한 점이다.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에서는, 

이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심내의 출력 유량비 분포를 평탄화해서 냉각재 노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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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온도의 향상을 도모한 개념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설계에 있어서는, ULOF 때에 

연료집합체간의 냉각재 비등의 동시성이 높아져, 냉각재비등에 따르는 정반응도 투

입율이 커지고, 즉발임계에 이를 가능성이 우려된다. 

노심출구 온도를 높인 전기출력 500MWe 의 설계 예를 대상으로 하여 ULOF 초기단계 

해석을 일본중앙전력연구소(CRIEPI)서 실시했다. 참조 노심의 소듐기화 반응도는 

약 8달러($)이다. 사용 해석코드는 CRIEPI에서 개발중의 CANIS다. 해석 결과, 최대 

순 반응도(net reactivity)는 0.957$, 최대출력은 정격의 43배, 연료평균 최고온도

는 약 1200 oC에 머물고, 즉발임계는 회피되는 결과가 되었다. MOX 연료 노심과 비

교해서 소듐기화 반응도가 높고, 또 비등 시작의 높은 동시성인데도 불구하고, 즉

발임계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  연료의 융점이 1100 oC 전후로 낮고, 동시에, 공융(eutectic)반응에 의해 피복 

관이 연료융점과 같은 정도의 온도에서 파손한다. 이에 대하여, 냉각재의 비등

점은 950 oC정도이기 때문에, 냉각재 비등 시작 직후에 피복관이 파손되어 냉각

재유로에 유출된 연료는 분산된다. 다시 말해, 냉각재 비등이 진행되어 노심출

력이 상승하기 이전에 연료분산에 의한 부(-)의 반응도가 투입되어, 정(+)의 냉

각재 소듐기화 반응도보다 크게 된다. 

-  피복관의 파손 위치는 노심부 상단 부근이며, 핀내의 용융 연료는 파손 부위로 

향해서 이동하고, 유출되므로, 연료파손후의 연료이동 반응도가 크게 부(-)가 

된다. 

-  도플러 계수는 MOX 연료 노심에 비교해서 작지만, 연료의 비열이 작고 또 저온

이기 때문에, 도플러 반응도는 유효한 출력 억제 효과를 갖는다. 

ULOF 조건하에서의 연료파손과 파손후의 분산 거동에 대해서는, 현상에 관한 시험 

데이터가 없다. 이때문에, 상기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ULOF 조건을 

모의한 원자로내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

(2) 천이단계 (transition phase) 해석 

금속연료 노심에서는, 연료의 융점, 비열, 용융 잠열이 작고, MOX 연료의 경우와 

비교해서 노심축적 에너지가 작은 조건이라도, 냉각재유로를 경유해서 원자로심밖

으로 연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소듐 본드를 채용한 금속연료 핀에서는, 가스 

plenum은 노심상부에 설치되므로, 노심상부의 핀 다발의 길이는 상부축 블랭킷

(blanket)을 포함하여 2m정도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상부에 유출되는 연료는 

핀 다발내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원

자로심 밖으로의 연료유출을 촉진하는 방책으로서, 하부축 블랭킷을 포함하는 노심

하부의 핀 다발을 될 수 있는한 짧게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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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CANIS 코드에 의한 초기단계 해석의 대상노심에서는, 하부축 블랭킷이 5cm 

짧아져, 상기해석에서는 약 40%의 연료가 노심 외부로 배출되는 결과가 되었다. 

단, 동(同)코드 연료분산 모델은, 시험 데이타에 근거해서 검증된 것이 아니고, 

또, 이 해석 케이스에서는, extrusion이라고 불리는 피복관 파손전의 핀내에서의 

노심부 상단으로부터 윗쪽으로의 연료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 에

너지가 비교적 크고 연료가 분산되기 쉬운 조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초기단계 사고과정의 불확실성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가정했

을 경우의 천이단계 초기의 연료분산성에 대해서, SIMMER-III 코드를 사용하여 검

토하였다. 그 결과, 출력 수준이 정격치 정도로 유지될 경우에는, 짧아진 하부축 

블랭킷를 통과해서 유효한 연료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출력 

수준이 정격의 20%정도이하로 감소할 경우에는, 연료의 유출은 생기지 않지만, 그

대로 자연순환 열제거에 의해 냉각될 가능성이 보여졌다. 

금속연료 노심에서는 초기단계의 출력 피크는 정격의 몇배정도에 멈출 가능성이 있

어, 이 경우, 출력 피크후의 미임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력 피크가 정격의 100

배를 넘는 MOX연료의 경우와 비교하고, 출력 피크후 몇초간의 출력 수준은 낮아서 

정격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력 

sequence에 대해서는, Wrapper관 파손뒤의 용융 확대 거동의 평가, 혹은 노심내(in 

place) 냉각 가능성의 평가가 중요하게 된다. 

초기단계에서의 연료유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천이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천이

단계로 이행했을 경우의 사고 과정의 개요를 파악할 목적에서, SIMMER-III 코드를 

사용하여 예비해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은, 상기 초기단계 해석과 같은 출력 유량비 

분포의 평탄화를 도모한 중형원자로다. CANIS 코드에 의한 초기단계 해석 결과를 

이어 받아, 전 노심을 반경방향 12개의 링 체계로 모의했다. 전반적인 경향으로서, 

MOX 연료 노심과 비교해서 저출력으로 완만하게 진행되는 결과가 되었다. 위의 초

기단계 해석 란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해, 금속연료 노심에서는 도플러 반응

도가 유효한 출력 억제 기구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금속연료 노심의 

재임계 회피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연료유출 특성을 정량화해 가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러나 연료 풀의 형성을 고려해도 금속노심은 심각한 재임계에는 이르기 어

려운 노심특성을 갖고 있어, 연료유출에 요하는 시간여유가 큰 것을 의미하고 있

다. 향후 이러한 노심 특성에 관한 연구.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사고후의 냉각성 

금속연료의 사고후의 냉각성에관한 시험 데이타는 적지만, 심각한 재임계가 회피될 

경우, 원자로심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연료와 원자로용기하부 plenum내의 소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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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 에 의한 발생 압력은 크지 않고, 또, 고착화한 연료는 실(絲)조각과 같은 모양

이 되어 비교적 큰 공극율(porosity)을 가져서 퇴적하는 것이 예상된다. 한편, 사

고후 냉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연료의 융점이 낮아 용융하기 쉬운 것, 스틸을 

공융(eutectic) 반응에 의해 침식하는 특성을 들 수 있다. 금속연료 노심에 대한 

사고후 냉각성 확보 방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거동에 관한 시험 데이

타의 확충이 요구된다. 

2.3.5 확률론적 안전평가(PSA) 

고속로의 PSA 에 관한 사전연구를 참고하여 원자로출력 운전시에 있어서의 내적 기

인현상으로 인한 노심손상 빈도값을 간략화된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모델을 이용해

서 추정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동일 설계 사양 및 동일 사용 형태를 취하는 능동기

기에 대해서는 공통 원인 고장의 발생을 적절하게 고려했다. 노심손상에 이를 확률

이 큰 대표적인 사고로는 원자로 정지 실패에 따르는 노심손상, 원자로 액위확보 

실패에 따른 노심손상 , 붕괴열제거 실패에 따르는 노심손상을 들 수 있다. 대형원

자로 및 중형원자로의 전 노심손상 발생 빈도의 평가 값은, SASS 의 비신뢰도를 상

한을 1이라고 고려했을 경우에도 각각 약 5.4x110-8/원자로-년 및 약 7.4x10-8/원자

로-년이 되어, 모두 판단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되었다.

2.3.5.1 원자로 정지 실패에 따르는 노심손상 

원자로 정지 실패 (ATWS&A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nd Accident 

Without Scram) 시의 노심손상 발생 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설

계의 특징을 파악하여야 한다. 원자로 정지계통(Reactor shutdown system)은 주 계

통 및 보조(backup)의 독립된 2개의 계통으로 구성된다. 어떤 한 계통만 작동하여

도 원자로는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설계되었다. 사고해석에서는 제어봉가가 가장 큰 

제어봉은 고착되어 노심으로 낙하되지 않더라도 (One-Rod-Stuck 조건),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주 및 보조 원자로 정지계통 모두 이 조

건에서 설계되었다. 

발생 빈도 및 영향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인 현상에 대하여는, 주 및 보조 원자로정

지계통의 각각에 최저 1종류씩 원자로 트립 신호가 입력된다. 원자로 트립 신호 회

로를 구성하는 능동기기는 공통 원인 고장 배제의 관점에서 주 및 보조 원자로정지

계통 사이에 다양화(diversity)를 추구하였다.

 

평가 결과, SASS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라도(비신뢰도 = 1.0인 경우), 계통기기의 

다중성 및 다양성이 적절하게 추구되어 있어서,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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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estimate) 값은 대형원자로 뿐만 아니라 중형원자로 모두 약 3x10-8/원자로

-년이 되었다. 

2.3.5.2 원자로 액위확보 실패에 따른 노심손상 

원자로 액위확보 실패 (LORL: Loss Of Reactor Level)에 따른 노심손상빈도 평가에

서 중요한 안전설계의 특징은, 경계 파손시의 노심냉각 능력 확보 외에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갖는다. 일차냉각재가 누설했을 경우, 내관파손을 생기게 한 루프에 의

한 자연순환 열제거가 가능한 것 같이, 해당 루프의 사이펀(siphon) 브레이크 방지

를 목적으로 하고, 일차 아르곤 가스계의 격납용기 격리밸브를 닫을 경우라도 일차 

계배관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내관내압이 보통 때의 외관내압에 대하여 정압이 유

지되어, 해당 루프의 1차 주 냉각계 나트륨 순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을 기초로 LORL 의 발생 빈도를 평가했다. 한편, 대형원자로와 중형원자로에서

는, 일차 계의 시스템 구성이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기기의 사이즈나 배관 길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LORL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양쪽 원자로 공통의 평가 모델을 구축한 결과, LORL 발생 빈도의 점추정 값

은 약 4x10-9/원자로-년이 되었다.

2.3.5.3 붕괴열제거 실패에 따르는 노심손상 

붕괴열제거계통의 계통구성은, 대형원자로, 중형원자로 모두 DRACS 한 계통 및 

PRACS 두 계통으로 구성된다. 붕괴열제거 실패(PLOHS: Protected Loss Of Heat 

Sink)에 따르는 노심손상 발생 빈도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안전설계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합계 세 개의 계통이 존재하는 붕괴열제거계통은, 임의의 한 계통이 완전

히 사용 불능이 되는 기인 현상에 대하여서도, 나머지 두 계통의 공기 냉각기 

damper의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1개 계통의 공기 냉각기에 이중화된 damper가 갖추

어져 있다. 이는 냉각재의 자연 순환 및 공기 냉각기에 있어서의 자연통풍에 의해 

노심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자연 순환에 필요한 

유일한 능동기기인 damper의 공통 원인 고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DRACS 공기 냉각

기와 그 밖의 공기 냉각기에서는 다른 설계의 damper를 설치한다.

 

냉각재 나트륨 누설 대책으로서, 1차 계통, 2차 계통 및 붕괴열제거계통의 소듐을 

내포하는 기기·배관에는 외관 및 enclosure가마련되어 있다. 특히, 1차 계통에 대

해서는 누설 루프의 냉각재순환을 가능하게 하도록 외관의 용적을 제한한다. 이에 

반하여, 2차 계통 및 붕괴열제거계통은, enclosure내에서의 냉각재 누설시에 있어

서 해당계통에 있어서의 냉각재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설계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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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열제거계통 (DRACS 및 PRACS)의 한 루프에 있어서 냉각재누설이 생겼을 경우에

는, 원자로정지후의 해당 루프를 이용한 붕괴열제거는 기대할 수 없다. 

또, 평가 대상 시스템에 적용되는 증기발생기의 후보로는, 2겹 전열관의 증기발생

기가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소듐·물 반응은 높은 신뢰도에서 미연에 방지되는 특

징을 소유한다. 이상의 안전설계의 특징을 근거로 해서 PLOHS 발생 빈도의 추정 값

을 평가했다. 한편, 원자로 정지 24시간이후는, 붕괴열제거계통의 임의의 1개의 계

통 만에 의해 붕괴열제거가 가능한 것을 고려해서 평가를 행했다. 

PLOHS 발생 빈도의 추정 값의 평가 결과는, 대형원자로가 약 2x10-8/원자로-년, 중

형원자로가 약 4x10-8/원자로-년이 되었다. 한편, 중형원자로가 대형원자로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2차 주 냉각계가 한 루프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형원

자로의 PLOHS 사건의 지배적인 사고경위는, 2차 주 냉각계 고장에 의한SG 열제거 

상실 시에 PRACS damper의 공통 원인(common cause) 열림 실패(failure to open)가 

중첩하는 사고경위이다. 이에 대하여 대형원자로에서는, 2차 주 냉각계의 한 루프

에서 고장이 생겨도, 건전한 나머지의 루프를 이용해서 SG 열제거가 가능하기 때문

에, 이의 기여는 무시할 수 있다. 

2.3.6 연구 개발 과제 

실용화 연구를 위한  설계개념의 구체화를 위해서 필요한 주요한 연구 개발 과제와 

그 해결 방책은 다음과 같다. 

(1) 재임계 회피 방책의 구체화 

페이즈(phase) Ⅱ 중간 정리 이후의 검토에 의해, 개량 내부 덕트형 집합체를 채용

한 원자로핵연료의 설계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하여 해석 평가에 

의해 천이 과정 초기 단계에서의 연료 유출에 의해 핵적 종식이 달성될 전망을 얻

을 수 있었다. 이 평가에는, 현재 실시중의 EAGLE 시험에 있어서, 이미 얻을 수 있

는 성과가 반영되어 있지만, 종합적인 시험 결과의 분석 평가를 진행하면서, 연료

유출 메커니즘을 밝힘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평가의 재검토를 행한다. 

또, 개량 내부 덕트형 집합체로 바꾸는 것 보다 합리적인 방책의 창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한다. 

사고후의 재배치 과정에 대해서는, 그 정량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적 식견의 획

득이 필요해서, 시험계획의 구체화와 실시를 위한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 

(2) 피난 불필요 (no evacuation) 개념의 구체화 

긴급시 부지외 대응의 불필요화는 미국 에너지성의 제4세대 원자로 및 IAEA/IN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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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개발 목표이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심감 조성에 

필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방식이나 대응하는 설계 개념

의 구체화가 행하여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회답을 제시 할 필요

가 있다. 

(3) 연료파손 한계/파손후 거동 데이타 취득 

안전평가에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평가 대상으로 삼는 연료 핀의 파손 한계와 

파손후 거동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파손 한계에 대해서는, 설계기준현상(DBE) 평

가에 있어서의 연료건전성판단 기준의 근거로서 필요하므로 원자로 외에서의 피복 

관의 급속과열 시험, 고온보유 시험, 원자로 내에서의 과출력 시험 등을 실시해 데

이터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파손후 거동에 대해서는, 노심손상 현상 전환을 평가

하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안전성 시험용 원자로에서의 노내 시험이 필요가 된다. 

(4) 자기작동형 원자로정지 기구 신뢰성 확인 

지금까지 원자로외에 있어서의 소듐중 과도응답 시험이나 내열시험 등을 실시해 오

고 있어, 그 기본적 기술은 확립되고 있다. 현재, 고속실험로 Joyo에서의 내열조사 

안정성 확인 시험을 진척시키고 있다. 이것에 의해 SASS에 관한 개발은 종료하는 

것이 되고, 그 후는, SASS를 설치하는 보조(backup) 원자로정지계통 전체의 설계를 

확고히 하고, mock up 시험에 의해 그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붕괴열제거계통 자연순환 열제거 특성의 확인 

붕괴열제거계통의 자연순환 열제거 특성평가에 대해서는 기존 원자로에서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평가 방법이 정비되어 오고 있어서 이러한 것이 원론적으로는 적용

가능은 하다. 그러나 대상개념은 대형의 2루프 구성이며 동시에 열교환기를 원자로

용기내에 설치하는 DRACS과IHX에 설치하는 PRACS을 조합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

기 때문에 실제상황을 모의한 물유동 시험에 의해 열전달유동 특성과 평가 방법의 

적용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6) 증기발생기전열관 파손에 따르는 소듐·물반응 특성확인 

전열관재료로서 채용을 예정하고 있는12Cr 강철의 손모 거동에 관한 데이타를 취득

하는 동시에, 2겹 전열관에 있어서의 반응 회피 특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원자로계장, 소듐 관련 계장기술개발 

이상발생을 빠른 시기에 검출가능한 계장 및 안전보호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초음파 유량계, 파손 연료 검출계, 미소나트륨 누설 검출계 등을 개발하고 적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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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건전성
산화물 연료 금속연료

이상과

도

연료최고온도 융점이하 (2650C)
융점이하 (Zr 함유율에 따라 

다름)*

피복관 최고온도
(피복관 두께중심온도)

830C 이하 

(피복관 내면온도)

0.05시간이내 780C 이하. 

그 이상의 시간에서는 650C 

이하

냉각재최고온도 비등점이하 비등점이하

피복관 creep 분율 0.1 이하 0.1 이하

사고

연료최고온도
융점이하 (2650C) 융점이하 (Zr 함유율에 따라 

다름)*

피복관 최고 온도 
(피복관 두께중심온도)

900C 이하 
 - 

냉각재최고온도 비등점이하 비등점이하

피복관 creep 분율 0.3 이하 0.3 이하

경계건전성
이상과

도
650C 최고사용온도 1.4배   초과

사고 650C 최고사용온도 1.6배   초과

피폭평가
사고 실효선량 5mSv 이하
입지평

가

( 가 상

사고)

갑상선(성인) 에 대해서는 3Sv 이하

전신에 대해서는 0.25Sv 이하

표 2.3.1   설계기준사고 안전성평가 기준

* 평가대상 노심의 경우엔  1020~1100C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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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대형MOX 대형금속 중형MOX

고내부전환로 콤팩트형 출구온도고온화 기존형 고내부전환로 콤팩트형

전반

열출력 MW 3570 3570 3570 3570 1785 1785

노심출입구온도 ℃ 550 / 395 550 / 395 550 / 395 505 / 350 550 / 395 550 / 395

노심냉각재유량 kg/s 1.8×104
1.8×104

1.8×104
1.9×104

0.9×104
0.9×104

평가대상

연료핀

연료핀외경 mm 10.4 8.8 7.2 8.5 10.4 8.5

최대선출력 W/cm 400 430 280 470 430 420

피복관최고온도 ℃ 700*
700

*
650

**
650

**
700* 700*

연료최고온도 ℃ 2100 2200 810 930 2200 2200

반응도계

수 

(EOEC)

Doppler 계수 Tdk/dT -4.9×10-3
-4.3×10-3

-3.7×10-3
-3.5×10-3

-4.5×10-3
-3.1×10-3

냉각재온도계수 △k/kk’/℃ 6.6×10-6
7.4×10-6

1.3×10-5
1.2×10-5

5.9×10-6
5.7×10-6

피복관온도계수 △k/kk’/℃ 3.5×10-6
2.8×10-6

2.1×10-6
3.6×10-6

2.0×10-6
2.6×10-6

Wrapper관온도계수 △k/kk’/℃ 1.2×10-6
1.1×10-6

1.0×10-6
1.3×10-6

6.8×10-7
1.0×10-6

실효지발중성자 

분율합
- 3.4×10-3

3.4×10-3
3.6×10-3

3.6×10-3
3.3×10-3

3.4×10-3

냉각계통

구성

1차계통루프수 - 2 2 2 2 2 2

2차계통루프수 - 2 2 2 2 2 2

SG 형식 -
직관형

(이중전열관)

직관형

(이중전열관)

직관형

(이중전열관)

직관형

붕괴열제거계통 -
PRACS×2

DRACS×1

IRACS×2

DRACS×1

PRACS×2

DRACS×1

IRACS×2

DRACS×1

PRACS×2

DRACS×1

PRACS×2

DRACS×1

표 2.3.2 SFR  노형별 주요 안전해석조건 

* 피복관 두께중심 최고온도  ** 피복관 내면 최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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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MOX

(콤팩트형)

대형금속

(종래형)

중형MOX

(고내부전환로)

1 차 냉 각 계 통 

배관파손사고

주요해석조건

연료파손율 1.0% (연료 갭의 FP 방출분율 : 전대상 각종 100%), 

외관누설율 : 2%/d, 격납용기 누설율 : 1%/d, 

선행경수로의 평균적 기상자료 가정. 

평가항목 판단기준 해석결과 판정 해석결과 판정 해석결과 판정

실효선량 5mSv 7×10-4 mSv ○ 7×10-4 mSv ○ 4×10-4 mSv ○

1 차 아 르 곤 가

스누설사고

주요해석조건

연료파손율 1.0% (연료 갭의 FP 방출분율 : 전대상 각종 100%), 

격리밸브 닫히기까지 20초간 방출, 격납용기 누설율 : 1%/d, 

선행경수로의 평균적 기상자료 가정.

평가항목 판단기준 해석결과 판정 해석결과 판정 해석결과 판정

실효선량 5mSv 3×10-2 mSv ○ 3×10-2 mSv ○ 2×10-2 mSv ○

입지평가

(가상사고)

주요해석조건

격납용기내 방사선원 : 희유가스 100%, 요오드 10% (노내존재량비), 

격납용기 누설율 : 1%/d, 

선행경수로의 평균적 기상자료 가정.

평가항목 판단기준 해석결과 판정 해석결과 판정 해석결과 판정

외부감마선에 의

한 전신선량
0.25Sv 2×10-2 mSv ○ 2×10-2 mSv ○ 6×10-3 mSv ○

성인갑상선선량 3Sv 4×10-1 mSv ○ 5×10-1 mSv ○ 2×10-1 mSv ○

표 2.3.3 설계기준사고 방사선피폭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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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용융핵연료 배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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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3.1 안전규제 요건 

o 국내 중대사고 관련 규제요건인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에서는 중대사고 

예방과 완화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PSA의 이행, 중대사고 대처능력의 확보 및 

중대사고 관리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사고 대처능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확률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공학적 판단에 의한 중대사고의 도출 및 

예방과 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USNRC도 Safety Goal Policy, Severe 

Accident Policy, Advanced Reactor Policy, 10CFR52.47 등에서 안전 목표 및 

중대사고 요건을 규정하였다.  

o EFR과 일본 SFR 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중대사고 요건도 미국이나 국내 정책과 

원칙적인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설계자로서 중요한 것은 심층방호(DiD) 

및 위험도 저감(ALARP) 원칙의 준수이다. 원자로정지계통, 붕괴열제거계통 등의 

안전계통 강화를 통한 중대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확률론적으로는 노심손상 확률(CDF)을 10-6/년 이하로유지하고 조기 대량 방출 

확률(LERF)도 10-6/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경수로 표준설계뿐만 아니라  미래형 

SFR의 안전 목표로 볼 수 있음.

3.2 IVR (In-Vessel Retention)

3.2.1 IVR 중요성

o 원전 안전계통의 설계 강화를 통하여 노심손상 확률을 극미한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계통 신뢰도  및 사고 현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화 방안이 요구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SFR은, 경수로와의 경우와 달리, 소듐 풀의 열용량이 크다는 

장점 때문에  손상 노심을   원자로용기 내에서  냉각하여 수용하는 것, 즉 IVR이 

가능하다. 따라서 SFR의 경우 IVR이 규제요건은 아니지만, 위험도 저감(risk 

minimization) 차원에서 중요한 설계 목표(design goal)가 된다. 

o 중대사고의 원자로내 수용을 위해 노심손상 사고 시 발생하는 에너지에 대한 

원자로 및 주 냉각 경계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고 후 노심 용융물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용융노심의 응집(compaction)으로 인한 재임계(recriticality)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노심 반응도가 초임계 상태에 이르러 출력이 폭주하면 노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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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하고 대량의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CDA(Core 

Disruptive Accident)라 부른다. 이러한 CDA를  회피한다 하더라도 용융노심과 

소듐의 반응( Fuel Coolant Interaction, FCI)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CDA 또는 FCI에 의한 에너지 부하에 대한 원자로용기 및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core catcher(또는 debris tray)와 같은 구조물을 원자로 하부에 

설치하여  노심 debris 를 냉각 보존해야 한다. 또한 debris bed 가 미임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core catcher 의 구조 건전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3.2.2 IVR 사례

o SFR 개발국들은  중대사고의 IVR을 위해 원자로 용기 및 주계통 경계의 설계를 

보완하고 평가하였다. PRISM과 EFR 설계는 임의의 에너지 부하 기준(각 500 MJ, 

300 MJ)에 대한 설계 보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대사고 에너지 발생량에 대한 

역학적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일본은 중대사고 시 재임계 회피에 초점을 두고 

있다. SAS4A 및 SIMMER-III를 사용하여 대표적인 사고 ULOF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재임계를 회피하기 위한 설계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1) PRISM 설계

GE는 PRISM과 용량이 유사한 FFTF(열출력 400MW, 산화연료 노심의 

시험로)에서의 HCDA 에너지 부하  특성을 준용하여 500 MJ의 기계적 에너지 

부하에 대한 PRISM 원자로 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이의 결과로 원자로 

상판, UIS 등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 졌다. GE는 PRISM에서의 HCDA 에너지 

발생량을 40 MJ로 평가함. 실제로 금속연료의 용융점이 낮고, 용융연료의 

유동성(mobility)이 커서 blockage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 HCDA시 발생에너지는 

산화연료보다 현격히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이의 입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 후, 노심용융물의 임계도, 냉각, lower plenum plate의 건전성 등을 

평가함. 구동연료집합체만 용융될 경우에는 초임계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B4C의 

주입에 증배인자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함. 또한 lower plenum plate에서는 

용융노심의 냉각 기준을 만족치 못하여backup plate를 설치함. 용융연료 재배치 

거동, debris의 입자 크기, 용융물의 구성 및 물성 등이 주요 불확실성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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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FR 설계

EFR 설계는 LOD( Line of Defense) 방식에 의한 ‘위험도 최소화’의 결과로 

노심손상 확률은 극소화 되어 실질적인 중대사고 경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중대사고의 수용(containment) 및 결말을 역학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중대사고의 1차수용(primary containment)을 

위하여 임의의 에너지 부하 (80-300 MJ)에 대한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 상판의 

반응이 평가되었다. 에너지 부하가 300 MJ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계 

변경(원자로용기 두께 증가, 원자로 상판 및 cover gas 계통 강화 등)을 통하여 

건전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300 MJ 이상인 경우는 원자로용기 계통의 전면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ALARP 요건을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3) 일본 실용화 연구

일본 실용화연구에서는 노심 손상시의 재임계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원자로 

정지계통의 작동 불능 상태에서 주냉각 펌프의 coastdown이 되지 않는 ULOF에 

대한 분석이  SAS4A 와 SIMMER 코드를 사용하여 사고단계별로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용기 및 냉각계통의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재임계 

사고는 핵연료집합체 duct가 용융, 상실되어 전 노심에 걸쳐 용융연료가 이동할 때 

발생하고.

- 노심 핵연료 장전량의 20-30 % 정도가 연료집합체 duct 용융 이 전에 원자로심 

밖으로 유출되면 심각한 재임계 상태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천이단계 초기에 용융연료 유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료집합체 

중심부위에서 용융연료를 아래쪽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duct를 설치하는 

FAIDUS(Fuel Assembly with Inner DUct Structure)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 

FAIDUS 개념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EAGLE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FAIDUS 개념을 채택할 경우, 핵연료 체적비가 감소하여 노심성능이 

떨어지고 집합체 개발 및 핵연료주기 비용 면에서 문제가 될 능성도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FAIDUS를 대체할 방안으로 ‘개량 내부 duct 개념’이 

제안됨. 이의 특징은 용융연료 배출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유출거리를 줄이고, 

종래의 wire spacer 사용이 가능하여 duct의 corner에 설치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심손상 사고 후, 노심 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에 수용(retention)하기 위해 

원자로 플레넘에 다단계 수평판으로 이루어진 debris tray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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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용융물의 수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ULOF 를 기인사고로 가정하고 소듐이 

비등, 상실된 상태에서 노심용융물이 재배치되는 과정과 사고후 냉각 장치인 

debris tray에서의 용융물 거동을 분석함. 사고후의 냉각성에 대해서는 연료가 

미립자화하고, 다단계 tray에 균등하게 분산된다는 조건에서 유효한 냉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3.4 격납용기 성능 및 선원항

(1)PRISM 설계

PRISM의 격납용기 설계 기준(design criteria)은  부지경계에서 36시간 동안 피폭 

선량이 1 rem 을 초과할 확률을 10-6/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설계기준 

사고로서,  중대사고 시  소듐 풀과 격납용기 공기의 직접 접촉에 의해 소듐 

화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CONTAIN 코드를 사용하여 DBE를 분석한 결과 

최악의 소듐화재에서도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한편, 설계기준 선원항은  CDA 선원항과 소듐 화재로 인한 선원항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상기 선원항을 CONTAIN 코드에 입력하여 방사성 핵종의 누출량을 

평가하고, SMART 코드를 사용하여 부지경계에서의 선량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신 피폭선량은 0.19 rem, 갑상선량은 0.87 rem 으로 PAG(Protective Action 

Guide) 기준에 비해 18 % 정도에 그쳤고, 기타 골수 및 폐에 대한 선량도 설계 

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NRC는 GE의 선량 평가에 사용된 선원항은 산화 연료를 기준으로 수정된 

것이어서 금속연료 노심에의 적용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NRC는 금속연료에 

대한 선원항의 역학적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핵연료로 

부터의 FP의 방출, 소듐 냉각재에서의 FP 거동 및 cover gas에서의 거동 및 방출 

등의 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2) EFR 설계

EFR설계는 중대사고 결말 완화 기능으로서 1차적으로 원자로 용기 내에서 사고를 

종결하고, 격납용기는 방사선량을 가능한 한도까지 저감하여야 한다(ALARP). 이를 

위해 원자로계통과 격납용기에 현저한 취약점(weak point)이 없어야 하며 cliff 

edge 효과(즉, 작은 량의 부하 증가에 대한 급격한 위험도의 증가)는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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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R 에서는 중대사고시 격납용기의 방사선 저감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4가지 

임의의 사고 경위(beyond design plant states)에 대한 FP 방출량을 

CONTAIN-LMR을 사용하여 평가함. 기인사고는 ULOF라고 가정하고 원자로 

상판을 통한 누출량을 변화시켜 계산한 결과, FP 방출 분률이 불란서 기준치보다 

현격히 작았음. 따라서 격납용기 성능의 향상은 필요없다고 평가됨

(3) 일본 실용화 연구

일본 실용화 연구에서는, 경수로나 기존 소듐원자로의 입지 평가 경험에 의해 가상 

사고에 해당하는 피폭평가를 수행하였다. 대형 MOX, 중형 MOX, 대형 금속 모두가 

격납용기 내의 방사선원항을 기존 SFR과  같이, 원자로 내 존재량에 대한 비율이, 

희유가스 100%, 요오드 10% 라고 설정한 조건에서 안전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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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o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중대사고 방지를  위한 안

전계통의 설계 및 안전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 안전 기능의 평가를 위하여 설계

기준사고를 초과하는 Bounding Event(BE)의 도출 및 분석이 필요하다. BE 분석 결

과에 따라 안전 계통의 설계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BE는 확률론적인 방

법보다는 결정론적으로 도출하며 최적(best estimate)방법론으로 해석한다. 중대사

고 방지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설계 보완(추가적인 원자로정지 방안 등)

과 사고 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심손상 확률을 현저히 낮추어 중대사고 해석

이 필요 없을 정도로 Risk가 작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o SFR의 장점의 하나는 설사 중대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원자로용기 내에

서 억제하는 것(In-Vessel Retention, IVR)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IVR을 설계 목표 또는 규제 요건으로 설정하고 원자로용기 및 주 계통 경계의 설계

를 보완하고 있다.  문제는 중대사고 현상의 역학적 분석에 의한 IVR 입증이다. 

산화 노심 SFR의 경우,  CABRI, SCRABEE, TREAT 실험 등을 통하여 중대사고 현상을 

이해하고 SAS4a, SIMMER 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대규모의 투자와 국제 협력을 통하

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설계 평가에 활용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실

정이다. 따라서 EFR설계에서는 초기 노심 최적화를 위한 분석을 제외하고는 중대사

고 현상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중대사고 분석은 설계와 별개로 R & D 차원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재임계 회피를 위하여 

FAIDUS(Fuel Assembly with Inner DUct Structure) 설계 개념을 제시하고 

SAS4A, SIMMER 등을 활용하여 역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한편,  EAGLE 실험도 

수행하고 있다.

금속 노심 SFR의 경우에는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ANL이 IF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TREAT M-series 시험 , 노심 용융물 fragmentation 시험 등을 수행하고 SAS4A 

Metal Version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정성적인 연구에 그치고 IFR 프로그램과 

PRISM 설계가 중단되었다.  NRC는 PRISM 개념설계 심사 보고서(1994)에서 금속 연

료의 물성 및 조사 거동, IPFM(In-Pin Fuel Motion),  피복재 공융 특성 및 핵분열 

생성물 방출 .이송 거동(선원항) 등을 최대 심사 현안으로 꼽은 바 있다. 

o 격납용기는  CDA(Core Disruptive Accident)시 소듐화재에 의한 온도와 압력 상

승이 설계 기준이 된다. 소듐화재 현상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며   CONTAIN-LMR 

을 사용한 분석 결과, 격납용기 건전성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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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사성 누출량 결정을 위한  선원항 결정이 현안이다. 산화연료 SFR에 대한 

FP 거동 연구는 90년대 초까지 유렵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그

러나 사고 유형별 선원항을 결정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 하였다. 금속 노심 

SFR에 대한 선원항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o 원전 인허가를 위해서는 PSA를 수행해야 한다. SFR의 경우 Level 1 PSA는 부분적

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있으나, 역학적 분석에 의한  Level 2 PSA가 실시된 사례는 

없다. Level 2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사고 경위와 주요 사고 별선원항이 결

정되어야 한다. 일본은 현재 JSFR설계의  Level 2 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그 간의 SAS4A, SIMMER 등의 활용 경험과 선원항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사건 수목을 작성하고 있다.

o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 노심의 SFR 에서의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실험 

자료 및 해석 방법론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ANL이 개발한 초기단계 분석 코드인 

SAS4A 및 기타 IFR 자료도 현재로서는 AT(Advanced Technology)로 국내 도입이 어

려운 실정이다. 국내 주도로 중대사고 관련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설계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중대사고의 

연구 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단기적으로는 PRISM 이나 EFR 설계에 활용된 것과 같

은 개략적인(scoping) 중대사고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IVR 평가 및 격납용기성능 

분석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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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d  in this report include  design criteria or requirements, accident categorization 

and acceptance criteria, design features to prevent  and contain severe accident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Sodium Fast Reactor, SFR, safety criteria, severe accident, PSA, PRISM, 

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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