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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KALIMER-600의 개념설계에 해 이 단계에서는 SSC-K 코드를 이용하여

Bounding Approach 개념하에서 ATWS에 한 안 해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

한 해석만으로는 정확한 설계특성을 반 한 계통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

하기 해  단계에서 MARS-LMR 코드를 개발하여 고속로의 설계기 사고  

표 인 사고들을 상으로 안 해석을 수행하 다. 

표 인 사고들은 과출력사고, 유량상실사고, 열제거원 상실사고, 배  단사

고, 원자로용기 손사고, 원상실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들 

사고들에 한 안 해석과 과출력사고에 한 민감도 분석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상으로 한 장기냉각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들을 제시한다. 

계산 결과 원자로용기 손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고해석에서는 안 해석 설

계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로용기 손은 KALIMER-600의 안

계통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민감도 분석 결과로 반응도 계수와 유

량 변수는 설계기 사고에서 그 향이 고, 출력 변수의 변화로 인한 향은 상

으로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장기냉각 분석으로서 PDRC 계통만으로 고온정지

까지 발 소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능동 계통을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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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afety analysis for the conceptual design of KALIMER-600 in previous step 

was carried out for the ATWS(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using 

SSC-K code under the bounding approach. But the safety analysis is difficult to 

assess the safety of the system that consider correct design characteristics. 

KALIMER safety analysis team develops the new system transient analysis 

code MARS-LMR and the code was applied to the safety analysis of the typical 

DBEs(Design Basis Events).

Accidents in a pool-type sodium-cooled fast reactor can mainly be classified 

to a Transients of over-power, a Loss of flow, a Loss of heat sink, Pipe break 

in the primary system, Sodium leak at the primary sodium boundary, and 

Station black out. This report describe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above DBEs, 

sensitivity calculation results for the transients of over power, and the analysis 

for long term cooling of the loss of heat sink. 

The DBEs analysis results reveals that the KALIMER-600 design satisfy the 

safety limit for all events except the case of sodium leak at the primary sodium 

boundary which requires other safety system than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system. In the sensitivity calculation results, the effect of a 

variable of power on a temperature is relatively large compared to variables of 

reactivity feedback coefficients and primary flow rate. In a long term cooling 

analysis, it is indicated to consider a active safety system because the long time 

period is required to take the reactor to hot standb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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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ALIMER-600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개발되었으며, 

재까지 략 인 Bounding Approach 개념으로 SSC-K를 이용한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에 한 안 해석이 수행되었지만, 보다 정

한 코드인 MARS-LMR 코드를 이용한 설계기 사고에 한 안 해석은 본 보고

서에서 다룬다. 

재 ATWS 사고해석에 이용되고 있는 SSC-K 코드는 수치해법(MARCHING 

SCHEME)의 특징으로 유량의 역류가 발생할 경우에 해 계산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한 새로운 컴포 트를 계통에 삽입할 경우 코드내에 새로운 모델링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KALIMER-150과 KALIMER-600의 안 계통 변화로 

SSC-K 코드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재 

KALIMER-600의 설계기 사고에 한 안 해석을 수행하기에는 하지 않다.

MARS-LMR 코드는 경수로의 과도기해석을 해 개발된 MARS 코드를 근간으

로 개발되었으며, 2007년부터 액체 속 물성치, 액체 속 련 열 달 모델, 소듐냉

각고속로의 노심 Wire-wrap으로 인한 벽마찰 모델 등이 구 되어 있다. 개발된

MARS-LMR 코드는 SSC-K 코드로 모의할 수 없는 다양한 사고를 다룰 수 있다. 

KALIMER-600 설계는 재 안 등 의 잔열제거계통으로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안 등 으로 IRACS 

(Intermediate Reactor Auxilliary Cooling System)를 구비하고 있다. 사고시에는 안

등 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잔열제거 계통은 PDRC 만을 모델하 다. 사고해석은 

원자로의 체 운  모드를 고려한 사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재 설계가 100 

% 출력 운 만을 고려한 설계이기 때문에 100 % 출력을 기 으로 유량상실사고, 

과출력 사고, 열제거원 상실사고, 일차열 달 계통 배 단사고, 원자로 용기 국부 

손사고, 원상실사고 등을 표 으로 모의하 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SSC-K로 다루지 못한 설계기 사고를 MARS-LMR 코드

를 이용하여 해석함으로써 KALIMER-600  향후 추진될 고속로를 보다 완 하게 

설계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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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 사고 분류  안 해석기

KALIMER-600은 안 성 증진을 해 고유안  특성  피동형 개념을 설계에 

채택함으로써 기존 원자로 보다 향상된 안 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일부 과설

계기 사고들과 사고의 험도(risk) 감소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 한 사건

분류와 그에 응하는 안 허용기 을 설정하여 이들 사고에 한 책을 체계 으

로 설계에 반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발 소 사건분류 시 발생빈도가 희박하

여 낮은 발생확률을 가지는 사건일지라도 사고로 인한 방사선 향이 크다면 험

도 측면에서 그 처방안이 설계에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원자로에서는 보통 

1x10
-1
에서 1x10

-4
/R․Y 이상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기사건을 설계기 으로 고려

하고 있지만 신형원자로에서는 이보다 낮은 발생빈도의 사고들을 설계에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설계를 통해 발 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폭수 을 기존의 방사능 보호조치가 요구

하는 수  이하로 낮게 제한하기 함이다. KALIMER-600의 설계기  발생빈도는 

10
-7
/R․Y 수 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 결과를 완벽하게 도출하고 요도 순서에 따라 해도의 등 을 결정하기 

해서 PSA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PSA는 강력한 해석도구로서 계통 체에 걸쳐 

체계 인 해석이 가능하고 설계기 사고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실 으로 PSA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므로 해외 

액체 속로에서 수행한 사건선정 기 을 근거로 공학 인 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원자력발 소의 잠재  사건은 사건의 발생확률  그 사건 결과의 심

각성에 따라 분류되며 분류된 각 사건범주에 따라 다른 처방안이 요구된다. 기존 

발 소의 사건 분류는 정상운 , 상 과도운 , 설계기 사고  과설계기 사고

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 분류는 안 설비의 설계, 부지 선정  소외 비상

계획을 설정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신형원자로 범주에 속하는 

KALIMER-600 설계는 신 인 설계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존 발 용 원자

로와 다른 운 조건을 가진다. 

미국에서 인허가 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로서는 액체 속로의 설계에 사

용되는 실제  방사선원항의 생산, 새로운 격납계통의 도입, 소외 비상계획의 축소 

혹은 제거 등이며, 이러한 안들은 신형 액체 속로의 설계가 기존의 원자로와는 

크게 다른 신 인 설계개념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ALIMER-600 

설계에 해 다음과 같은 사고분류 체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그림 1 참조) 

(a)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정상운  상태로 계통의 시운 , 설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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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 운 , 고온 기 는 정지와 같은 발 소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b) Infrequent Event (IE):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되는 상 운 과도사건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AOOs)의 등 과 동등하다. 사건의 발

생빈도는 약 10-2/R․Y까지이며 발 소 수명동안 한번 혹은 그 이상의 발생

이 상되는 사건에 응한다. 

(c) Unlikely Events (UE):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설계기 사고 

등 과 동등하며 공학  단을 사용하여 사건을 선정하며 약 10
-4
/R․Y까

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을 포함한다. 이때 10
-4
/R․Y의 설정 

기 은 사건 발생 빈도가 발 소 수명 기간을 넘어선 기간에 한 번 상되

는 사건에 해당된다. 

(d)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기존의 설계기 사고를 과하는 심각한 

사건에 응되는 것으로 발생빈도 측면에서 기존 경수로의 사고 범주이

다. 이러한 사고 범주를 설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기본 으로 U.S. NRC의 

사고 정책을 수하기 함이다. 이 사건범주는 약 10
-7
/R․Y 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 ( 기사건과 다  고장사건이 동시 발생하는 사

건)을 포함한다. 

일반 으로 발생확률이 10-7/R․Y 근처의 사건은 기존의 경수로 사건분류

법에 따르면 과설계기 사고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KALIMER-600 설계

에서는 이 발생빈도에 포함되는 사고  소듐의 량 출, 노심용융 혹은 반

응도 폭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고들을 구체 으로 도출하여 한계사고 

(bounding event)로 정의하여서 한 방지 책과 보호 책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KALIMER-600은 기존 원자로에 비하여 신 인 설계개

념이고 기존 운  경험을 통하여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PDRC와 

같은 피동형 안 련계통을 설계에 채택하고 있다. 한 속핵연료의 고유

안  특성과 련된 연구개발이 세계 으로 기 단계에서 수행되고 있으므

로 이와 련된 모든 불확실성을 한계사고의 사고해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계사고의 사고해석 방법  안 성 평가기 은 설계기 사고에 근거하여 

보수 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계사고를 제외한 일반 인 XU 사건은 

보수 인 방법보다는 최 평가 (best-estimate)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e) Residual Events:  이 사건범주는 약 10
-7
/R․Y 이하의 발생빈도를 갖는 사

건으로서 소외 비상계획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경수

형 원자로의 비상계획구역 (EPZ) 요건에 의하여 고려되는 사건들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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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들을 포함한다. 

KALIMER-600 설계는 기존의 통 인 심층방어 개념의 용과 더불어 추가

으로 심각한 노심 손상 확률의 감소와 사고발생 시 방사성 물질 격납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발 소의 안 성을 향상시킨다. KALIMER-600의 심층방어는 사고 항

성의 증 , 노심 손상의 방지, 사고완화 책의 확보라는 세 측면에서 설계에 구

되고 있다. 사고 항성 증 는 계통의 단순화, 안 여유도 증 , 고유안 성을 가

지는 반응도 제어계통의 설계, 면진 설계 등을 통하여 확보되며, 노심 손상 방지는 

피동안 계통의 사용, 원자로정지계통의 신뢰도 향상, 이상사고시 반응도 궤환효과

로 인한 고유안 성 확보, 향상된 붕괴열제거계통, 핵연료집합체 내의 유로폐쇄  

손상된 핵연료의  방지 설계, 기기  제어기능 외에 공 되는 안 등 의 교

류 원 제거, 향상된 운 원의 사고 처 시간 등을 통하여 구 된다. 마지막으로 사

고완화 책은 강화된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격납용기 개념, 보다 실제 이고 기계

론 인 방사선원항 계산, 화재  소듐반응 방호  격납용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으

로써 확보하고 있다.

KALIMER-600은 피동계통에 의존하여 안 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로이다. 피동계

통은 으로 피동의 기기  구조물로 구성된 계통이며 피동 인 작동을 해 제

한 으로 능동기기를 사용하는 계통을 의미한다. KALIMER-600은 피동개념을 채

택하여 단순화된 안 계통과 용이한 운  등에 의해 발 소의 반 인 안 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피동개념의 채택은 안 계통의 신 인 단순화, 사고 잠재성의 

제거, 용이한 운   높은 신뢰성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안 성을 증진시킨다. 그러

나 피동계통의 성능 확인과 계통 상호간의 향을 확인하기 해서는 향후 많은 연

구가 요구된다. 를 들어 미국 NRC는 피동계통을 채택한 신형원자로 설계검토에

서 피동계통  기기의 성능 입증과 계통 상호간의 향 그리고 계통의 신뢰성에 

한 불확실성의 평가 등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ALIMER-600 설계의 궁극 인 안 평가 기 은 방사선 제한치 이지만 설계기

사고 내에서는 핵연료, 피복재 는 발 소 운 변수들이 각 안  제한치를 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방출원인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수 인 수단이다. 정상

운 과 설계기  과도사고시 다음과 같이 일반 인 허용안 기 을 설정할 수 있으

며 이는 기존의 KALIMER와 동일하다. 

- 핵연료 용융 지

- 핵연료-피복재의 상변화를 동반하는 상호작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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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허용기 구조물 건 성 유지 피복재 건 성 유지
핵연료 

건 성 유지
소듐 비등 

지

Event Category

노심출구 소듐 
평균온도,℃ 피복재 첨두온도, ℃

핵연료 첨두 
온도,℃

냉각재 
첨두온도,℃

제한온도 허용시간
(hr)

제한온도 허용시간
(hr)

Moderate
Frequency Event 560 ⦤40,000 <650 ⦤52,000

955
1,055 940

Infrequent Event 560-600 ⦤1,000 650-670 ⦤240
Unlikely Event 600-650 ⦤30 670-700 ⦤1.2
Extreamly 

Unlikely Event
650-700
700-760

⦤5⦤1 700-790 ⦤0.3 1,070

표 1. 안  허용기   온도 제한치 

- 피복 의 변형률  크립 단에 의한 핵연료  손상 지

- 원자로 구조물의 건 성 확보 

- 소듐 냉각재 비등 지 (노심 내부 기포생성 지) 

고온상태의 과도기간 동안 핵연료 의 손상은 피복재의 크립 단에 의하여 발생

한다. 일반 으로 고속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복재 HT-9은 고온에서 크립 강도가 

격하게 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형 인 속 핵연료 은 노심말기 (EOL) 

조건에서 피복재의 두께 심온도가 760 ℃를 과하면 크립 단이 발생한다. 일

단 피복재 합 이 용융되면 공융(Eutectic)에 의한 피복재 감식속도가 격하게 증

가되므로 XE 범주의 사고에 해서는 피복재의 심온도가 790 ℃를 과하지 않

아야 하며, 700 ℃에서 790 ℃ 사이의 허용시간도 0.3시간으로 제한된다. 1.2시간을 

과하는 장기간의 과도상태인 경우는 핵연료와 피복재간의 경계온도가 공융이 시

작하는 700 ℃를 과하지 말아야 한다. 

냉각재인 소듐온도는 비등  이하로 유지되어서 비등에 의한 양의 반응도가 노

심에 삽입되지 않아야 하며 한 연료 의 과도 냉각을 피하여야 한다. KALIMER 

원자로 용기 내에서 소듐의 비등온도는 압력에 향을 받으므로 일차계통 펌 가 

운 되는 경우 약 1055 ℃ 이고, 펌 가 정지되면 약 940 ℃ 이다. 구조물과 소듐간

의 온도변화는 시간 인 지연과 그외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구

조물의 첨두온도는 소듐온도의 거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소듐의 비등온도는 

KALIMER의 운 온도에 비하여 매우 높으므로 일반 인 사고에서는 충분한 과냉 

여유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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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LIMER-600 사고 분류 체계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핵연료-피복재의 공융이 시작하는 온도보다는 훨씬 높다. 

속핵연료 조사시험에 의하면 과도출력 상태에서 속핵연료의 심이 용융되어도 

피복재 손상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인 안

성 에서 핵연료가 용융을 시작한 후 2분 이내에 핵연료  단면 의 50 % 이상

이 용융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핵연료  피복재의 허용기 온도는 정확

도가 떨어지며 실험 인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더욱이 고농도의 U-Pu-Zr 삼원 

연료에 한 실험 데이터는 매우 제한된 범 에서 용 가능하다. 재까지 주어진 

데이터에 의하면 핵연료의 Solidus 온도는 우라늄, 루토늄  지르코늄의 국부

인 혼합정도에 따라 930 ℃에서 1100 ℃ 사이에서 변화한다.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할 수 없으며 과도기간  핵연료의 상태와 성능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KALIMER 설계에서와 같이 1070 ℃를 핵연료 용융의 기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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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 사고에 한 보다 구체 인 기 은 핵연료  피복재 온도, 그리고 발 소 

운 변수들을 안  제한치 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

출치를 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수 인 수단이다. 표 1은 물리  상을 기 으로 

정해진 KALIMER-600의 안  허용기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다. 

3.  KALIMER-600에 한 MARS-LMR 모델  정상상태 계산결과

KALIMER-600은 속연료를 장 한 풀형 원자로로서 소듐을  냉각재로 이용하

고 있다. 크게 계통은 일차열 달계통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PHTS), 

간열 달계통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IHTS), 증기발생기 계통

(Steam Generator System; S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HTS는 고온풀과 온풀이 Reactor Baffle로 나뉘어져 있으며, 2 의 펌 (125, 

155)는 온풀의 소듐냉각재를 원자로의 입구 넘(185)으로 배 을 통하여 달

시키며, 입구 넘에서 노심(190-220)으로 흘러 들어간 냉각재는 노심에서 가열되

어 출구 넘으로 모인다. 고온의 소듐은 출구 넘에서 고온풀(230)을 통해 

간열교환기 입구 부분에 도달하고, 간열교환기(250, 260, 270, 280)에서 간계통

의 소듐으로 열을 달하고 다시 온풀(110)로 방출된다. 

간계통은 크게 간열교환기의 튜 측, 간열교환기와 증기발생기 쉘측을 연

결하는 배 , 간계통 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차계통의 냉각재인 물이 증기

발생기 하부에서 수되고, 상부에서는 증기가 방출된다. 표 2는 100% 출력에서 정

상상태 계산결과와 설계 값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체 인 계통 변수들에 한 계산결과는 설계값들과 거의 유사하게 계산되었다. 

피동안 계통(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PDRC)에 한 설계는 재 정

확한 설계의 부재로 인해 100 % 출력에서 PDRC 계통의 계산 결과만을 표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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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계값 MARS-LMR 계산

Generals
 -원자로 출력, MW
 -PHTS 펌  수
 - 간계통 루  수
 -IHX 수
 -PDRC 계통 루  수

1523.6
2
2
4
2

1523.6
2
2
4
2

PHTS
 -원자로 입/출구 온도, ℃
 -유량, kg/s
 -IHX 입/출구 온도, ℃

390.0/545.0
7731.3

544.8/390.0

391.46/546.52
7734.0

546.37/391.43 (Pump)

IHTS
 -IHX 입/출구 온도, ℃
 -IHX 유량, kg/s

320.7/526.0
2900.35

320.97/527.41
2901.5

SGS
 - 수온도, ℃
 -증기온도, ℃
 -증기유량, kg/s

230.0
503.1
331.625

230.0
500.37 (Max. T)

332.27

PDRC
 - 간계통 유량, kg/s
 -공기 유량, kg/s
 -DHX 입/출구 온도, ℃
 -AHX 입/출구 온도, ℃

-
-
-
-

10.91/loop
4.914/loop
174.42/238.9
40/221.83

표 2. KALIMER-600에 한 정상상태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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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LIMER-600설계에 한 MARS-LMR 노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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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해석

표 인 설계기 사고해석을 해 앞 의 Extremely Unlikely Events  

Unlikely Events 에 보수 으로 부분의 사고들을 포함하는 사고를 선택하 다. 

풀형 고속로의 안 해석에서 다루는 이와 같은 사고로는 유량상실사고, 과출력 사

고, 열제거원 상실사고, 원자로 용기 손사고, 일차열 달계통 배  단사고, 소외

원상실사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을 해석하기 해 앞서 언 한 바와 같

이 모든 사고는 출력 운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다음 조건에 따

라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다.

(a) High Power Trip: 111 %

(b) High Core Outlet Temperature: 555 ℃

(c) Low Pumping Flow Rate: 84 %

(d) Low Hot-pool and Cold-pool Level: 5 cm below normal level

원자로 붕괴열을 모사하기 해 보수 인 ANS-79년도 모델을 이용했으며, 펌  

정지와 수고립은 원자로 정지 5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략 으로 

펌  성운  기간은 100 이며, 두 개의 독립 인 PDRC 계통이 유효한 것으로 

가정했다.

4.1 유량상실사고(LOF: Loss of Flow)

유량상실사고는 일차열 달계통(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PHTS)의 냉

각재 펌 의 유량상실로 인한 노심 냉각능력 상실이나 일시 인 펌 의 가속에 따

라 노심 과냉각 사고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고는 소외 원상실이나 지진, 펌

 속도제어계통의 고장이나 원 원의 실수, 배  용 부의 결함과 피로, 열  스트

스 등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주요 사고는 단일 혹은 2  PHTS 펌 의 고장으로 

인한 PHTS 펌 의 유량감소, PHTS 펌 의 방출배  단으로 인한 유량 감소, 

PHTS 펌 의 순간  정지, PHTS 펌 의 부 한 가속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사고해석에서는 사고발생과 동시에 2  펌 의 동시 상실을 가정하여 펌 가 

성운 을 시작한다. 그림 3에서 9까지 사고해석 결과를 도시하 다. 사고발생시 

사건 개순서는 먼  10 에 사고가 발생하고, PHTS 유량의 유량 신호에 의해 

원자로는 11.84 에 원자로가 정지되었다. 원자로 정지 5  후에 증기발생기로의 

수 공 이 정지되었으며, 40 에 증기발생기 세  내부의 액체가 고갈되어 IHTS의 

소듐이 가열되기 시작한다. 한편 PHTS 펌 의 성 운 은 약 100 에 끝나며, 

IHTS 온 과 고온 의 온도는 약 700 에 거의 같아지면서 PHTS 소듐이 가열

된다. PDRC로의 Over-flow는 략 6250 에 시작해서 사고 발생 후 13900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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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정상상태에 도달하므로써 본격 인 잔열제거가 시작된다.

노심 입․출구 온도는 그림 3에 도시되어 있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노심으로 유

입되는 유량감소로 온도는 증가하고 원자로 정지 후 펌  정지로 노심 출구 온도가 

감소한다. 펌 의 성운 이 끝나면 노심 출구온도는 증가하지만 IHTS에서의 열

제거량이 상당히 유지되기 때문에 노심 입구 온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IHTS의 

온  온도가 고온  온도에 근 하면서 PHTS의 온 풀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약 

2시간의 냉각재 가열로 인해 고온 풀 액 가 증가하면서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형성된다. Overflow 형성과 동시에 노심 냉각이 진 으로 증가하고 

결국 약 4시간 후부터 PDRC 계통의 냉각능력은 노심 잔열 생성량과 거의 같아진

다. 

그림 4는 노심 잔열생성량과 PDRC 계통에서의 열제거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으로서 Overflow가 형성된 이후 열제거량이 격하게 증가하며, 사고 발생 후 약 

20000  이후에 열제거량과 생성량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Hot 

Subassembly의 피복재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서, 사고 기 펌  정지 이 에 590 

℃까지 증가하며, 10500 에 625 ℃까지 증가하 다.  그림 6은 고온풀에서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를 나타낸 것으로서 6250 에서 시작하여 13900 에 유사 정

상상태를 이루었으며, 이때 유량은 약 40 kg/s 정도를 유지한다. 

그림 7은 노심의 각 유로별 유량을 나타내며, 고 출력 역을 모사하는 Middle 

Core, Inner Core, Outer Core, Hot Subassembly 유로에서는 항상 정방향의 유량이 

형성되나. 기타 출력 역(Reflector, Invessel Storage+B4C, Control Rod)을 모사

하는 유로에서는 약 700 부터 역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8은 

IHTS 계통에서 IHX의 입․출구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약 40 부터 온  온도가 

증가하고 약 700 에 온  온도는 고온  온도와 거의 같다. 이후 PHTS 계통의 

온도 증가와 함께 IHTS 온도도 동시에 증가하고 PDRC 계통으로 Overflow 이후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그림 9는 고온 풀  온 풀의 액 를 나타내며, 펌  정

지로 온 풀의 액 가 증가하고 약 80  경에 고온 풀의 액 는 최 로 감소한다. 

이후부터 서서히 고온 풀 액 가 증가하여 액 사고 발생 후 6250  후에 Overflow

가 형성되는 치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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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LOF)

그림 4. 열 생성량  제거량 비교(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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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  피복재 온도(LOF)

그림 6. PDRC DHX Shell 측 유량 거동(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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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노심 각 유로별 유량 거동(LOF)

그림 8. IHTS IHX 입․출구 온도 거동(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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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HTS 고온 풀  온 풀 액  거동(LOF)

4.2 과출력사고(TOP: Transient of Over Power)

   원자로 노심내의 반응도 사고는 불의의 출력 변동을 야기한다. 이러한 반응도 

변화는 노심과 제어  사이의 상 인 치 변화, 노심내의 재료 변화, 노심의 기

하학  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은 제어  계통의 구동 모터 고

장으로 제어  인출을 가정해서 15  동안 30￠의 양의 반응도가 삽입되는 사고에 

해 분석한 것이다.

   이사고의 체 인 거동은 앞의 유량상실사고와 거의 유사하며, 사건 개 순

서는 다음과 같다. 10 에 사고가 기화되어 25 까지 당 2 ￠의 반응도가 삽입

된다. 양의 반응도 삽입으로 고 출력 신호에 의해 원자로는 16.74 에 정지되고, 증

기발생기 수  PHTS 펌  정지 신호는 21.74 에 발생했다. 수 고립에 따라 

약 40 에 증기발생기 튜  내부 냉각재가 고갈되고 IHTS 온 과 고온 의 온도

는 략 700 에 노심 출력비 만큼의 차이로 어들고, 이로 인해 PHTS 계통의 소

듐 냉각재가 가열되기 시작한다. 고온 풀에서 PDRC DHX Shell로의 Overflow는 

앞의 유량상실사고와 유사하게 약 6150 에 시작해서 13800 에 유사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그림 10에서 16까지 계산 결과를 도시하 다. 그림 10은 원자로 노심 입․출

구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출력 상승으로 원자로가 정지되고 난 후에 펌  정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구 온도는 감소한다. PHTS 펌  성운 은 약 120 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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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PDRC로의 Overflow가 일어나기 까지 온도는 계속 증가한다. 

   그림 11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출력 변동과 PDRC 계통에 의한 열제거량을 

비교한 것으로서 Overflow가 발생하게 되면 열제거량이 격히 증가하여 거의 노

심 열 생성량과 비슷하게 제거된다. 그림 12는 최  피복재 온도 거동을 보이며, 원

자로 정지 이 에 586.05 ℃까지 증가하고, Overflow가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에 625.75 ℃의 최  온도를 기록했다. 그림 13은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를 도

시한 것으로서 략 6250 부터 유량이 형성되고 약 13800 에 약 40 kg/s의  정

상상태 유량이 흐른다. 

   그림 14는 노심 내부 유로에 한 유량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약 1000 에 

 출력 역을 모델하는 유로에서 역류가 발생하지만 출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문

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체 인 유량은 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15는 IHTS의 IHX 입․출구 온도 거동을 보이고, 그림 16은 PHTS의 고온 풀 

 온 풀의 액  거동을 나타낸다.

 그림 10.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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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열 생성량  제거량 비교(TOP)

그림 12. 최  피복재 온도(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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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DRC DHX Shell 측 유량 거동(TOP)

그림 14. 노심 각 유로별 유량 거동(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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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IHTS IHX 입․출구 온도 거동(TOP)

그림 16. PHTS 고온 풀  온 풀 액  거동(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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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열제거원상실사고(LOHS: Loss of Heat Sink)

일반 으로 열제거원 상실사고는 모든 증기발생기로의 수 상실, 발 소 소내 

원 상실, IHTS 계통 펌 의 부 한 속도 감소, 량의 증기 는 수 출 등

에 의해 발생된다. 특히 소외 원 상실도 이와 유사한 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사고 해석은 수 상실을 가정한 것으로서, 10 에 사고를 기화하 다. 

수상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 소 보호계통의 작동으로 증기발생기에서 IHTS 소

듐의 고온으로 원자로 정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재까지 보호계통의 정확한 설

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원자로 출구 소듐의 고온 신호에 의해 원자로

가 정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사고해석 결과 사건 개순서는 10 에 체 수 상실사고를 기화하 으며, 

76.65 에 원자로 출구온도 상승으로 원자로가 정지된다. 5  후인 81.65 에 PHTS 

펌 의 정지 신호를 발생하여 펌 는 성운 을 시작한다. 증기발생기 튜  내부

는 약 20  정도에 냉각수가 고갈되었다. 따라서 IHTS 계통의 온   고온  

온도는 약 85 에 평형상태에 도달하며,  두 사고와는 달리 PDRC로의 Overflow

가 약 2000 부터 시작되어 약 6800  정도에  평형상태에 도달했다.

그림 17에서 23까지 계산결과를 도시하 다.  그림 17은 원자로 입․출구 온도거

동을 나타낸다. 10 에 수상실사고가 기화되었지만 증기발생기 내부의 냉각재 

방출기간과 IHTS 계통의 소듐 냉각재 온도 상승으로 노심 출구의 온도는 상당기간 

동안 정상상태 온도를 유지한다. 사고 발생 약 1분 후에 노심 출구 온도는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하는 555 ℃에 도달하여 원자로가 정지된다. 그러나 노심 입구온도

는 IHX에서의 열 달 성능 하로 노심 출구온도 상승보다 먼  상승하기 시작하

고, PHTS 펌  정지와 함께 노심출구온도가 격한 감소를 보이지만 노심 입구온

도 상승으로 인하여 빠르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펌  성운   자연순환 

수두가 완 히 발달하기 이 까지 노심 출구온도는 상승한 후,  자연순환 유량의 

증가로 온도는 다시 감소하고, 이후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시작되면서 온

도는 완만한 증가를 보인다. 결국 사고발생 110분 후에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형성되어 냉각재 온도는 조 씩 감소한다. 

그림 18은 노심 출력과 PDRC 계통에 의한 잔열제거량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에

서 보듯이 사고 발생 7.8시간 이후부터 잔열 제거량이 생성량을 과함을 알 수 있

다. 한 본격 인 PDRC로의 열제거가 앞의 다른 두 사고해석에서 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는 수상실이 이사고의 원인이고 원자로 정지가 다른 사고보다 

늦게 발생해서 PHTS 소듐의 냉각재 가열이 빨리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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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는 피복재 온도 거동을 계산한 것으로서 사고 기 690 ℃까지 증가하지만, 온도 

제한치 700 ℃이상 18분 지속 기 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20은 고온 풀에서 PDRC DHX로 넘어가는 유량을 도시한 것으로서 약 

2000 부터 6800 까지 유량이 증가한 후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고온의 PHTS 

소듐을 냉각시킨다. 그림 21은 PHTS 노심 각 유로별 유량거동을 나타낸 것이며, 

원자로 정지 후 펌  성운 이 끝나고 이후 자연순환을 한 수두 발달이 약 200

부터 600 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는 IHTS IHX 입․출구 

온도 거동이며, 수 단으로 약 20 부터 입구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약 85

에 입구 온도는 출구온도와 거의 같아진다. 그림 23은 고온 풀  온 풀의 액

 거동으로서 펌  정지로 온 풀의 액 가 증가한 이후 자연순환 수두만큼의 액

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고온 풀의 액 가 완 히 충분히 증가하면 고온 풀의 냉

각재의 많은 량이 온풀로 넘어 오기 때문에 온 풀의 액 가 거의 고온 풀의 액

에 더욱 근 한다.

 그림 17.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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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열 생성량  제거량 비교(LOHS)

그림 19. 최  피복재 온도(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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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PDRC DHX Shell 측 유량 거동(LOHS)

          

그림 21. 노심 각 유로별 유량 거동(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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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HTS IHX 입․출구 온도 거동(LOHS)

그림 23. PHTS 고온 풀  온 풀 액  거동(L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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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배  단사고(Pipe Break)

PHTS 내에 펌핑된 소듐은 펌 에서부터 Inlet 넘까지 연결된 배 을 통하

여 노심으로 유입된다. 재 KALIMER-600 계통은 두 의 펌 에서 Inlet 넘

의 4 부분으로 나뉘어 온 풀의 냉각재가 배 을 통해 흐르는데, 이들  한 개의 

배 에서 양단 단이 발생한 사고를 가정한 것이다. 이 사고는 본질 으로 유량상

실사고(LOF)와 유사하며 거동도 비슷하다.

사고는 10 에 기화되어, Inlet 넘과 4개의 배   한 개 사이에서 양단 

단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되었다. 따라서 단 배 을 통해 유입된 소듐은 모두 

온 풀로 방출되고, 건  배 을 통해 Inlet 넘으로 유입된 소듐  일부도 

온 풀로 방출된다. 사고 후 14.06 에 노심 출구 온도 상승으로 원자로가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 5  후에 PHTS 펌 와 증기발생기 수 정지 신호가 발생하여 40

경에 증기발생기가 고갈된다. 펌 는 약 110 에 성운 을 끝내고, IHTS의 IHX 

입구 온도는 약 400 경에 출구온도와 거의 같게 된다. PDRC로의 Overflow는 

5000 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11500 에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그림 24에서 30까지 계산결과를 도시하 다. 그림 24는 노심 입․출구 온도를 나

타낸 것으로서, 사고 기화 4 후에 원자로가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심으로 유

입되는 소듐양의 감소로 온도가 증가하지만 온도 증가와 더불어 PHTS 고온 풀의 

수두 감소로 인해 유량 감소도 어든다. 따라서 결국 출구 온도가 감소한다. 약 

110 에 펌  성운 이 끝난 후 자연순환 유량으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약 400 경 IHTS 계통의 온도 증가로 인해 노심 입구 온도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

한다. 그러나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형성되면서 노심 온도는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25는 노심에서의 열 생성량과 PDRC 계통에서의 열 제거량을 비교하여 나

타낸 것으로서, Overflow가 형성된 이후 열 제거량이 노심 잔열 생성량과 유사해짐

을 알 수 있다. 그림 26은 Hot Subassembly의 피복재 온도 거동으로서 단 기

에 619 ℃까지 증가함으로써 기 온도는 가장 높은 온도 거동을 보이지만, PDRC 

계통의 Overflow 형성기간 의 후반 온도는 613.5 ℃로서 유량상실사고의 경우보

다 낮은 온도를 기록했다. 

그림 27은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를 나타낸다. 약 5000 부터 유량이 형성

되기 시작하여 11500 에  평형상태에 도달하고 한 루 의 PDRC 계통으로 약 

50 kg/s의 유량이 흐른다. 그림 28은 노심 각 유로에서의 유량거동을 보이며, 사고 

기 단 부 로의 유량 상실과 함께 노심 유입량이 어들지만, 다른 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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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유량 증가로 정상상태 유량보다 약간 낮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펌  성유

량과 함께 감소한다. 그 후의 유량 거동은 유량상실사고와 유사하다. 

그림 29는 건  배  유량과 단 유량을 도시한 것이다. 단 기 단 유량은 

격히 증가하여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기까지(약 100 ) 유량 방출을 계속한다. 그

러나 그 이후는 오히려 온 풀에서 Inlet 넘으로 유량이 유입된다. 그림 30은 

고온 풀  온 풀의 액  거동을 보인다. 단 부 에서의 유량 방출로 온풀의 

액 가 증가하다가 일시 으로 잠시 멈춘 후에 펌  정지로 고온 풀 액 에 근 한

다.

체 으로 배  단 사고의 경우는 사고 기에 원자로 정지가 바로 수 내에 

이루어진다면 고온 풀과 온 풀의 압력 평형으로 노심 유입량의 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주요 이유로서, 자연순환 유동의 경우 펌 를 거쳐 Inlet 넘으로 유

입되는 경우의 유동 항에 비해 단 발생으로 온 풀에서 바로 Inlet 넘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유동 항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유량상실사고보다 

후반 온도증가는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4.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Pip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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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열 생성량  제거량 비교(Pipe Break)

그림 26. 최  피복재 온도(Pip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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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DRC DHX Shell 측 유량 거동(Pipe Break)

         

그림 28. 노심 각 유로별 유량 거동(Pip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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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PHTS 배  유량 거동(Pipe Break)

그림 30. PHTS 고온 풀  온 풀 액  거동(Pip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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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원자로용기 손사고(Vessel Leak)

원자로용기 손 사고는 PHTS 방사성 소듐의 PHTS 외부 방출로 이어지는 심

각한 사고이다. 본 사고해석은 원자로용기의 하단부에서 10 cm
2
 크기의 손이 발

생한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 크기는 다른 소듐 냉각로 설계에서 고려한 크기로

서 보다 정확한 크기는 단  설, 재료, 용  부, 가동  검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건 개순서는 10 에 사고가 기화되고 원자로 정지는 온 풀의 액  감소

로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실질 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검출에 의해 보다 

빨리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손이 발생하더라도 발

생하고 난 후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기까지 고온 풀  온풀의 액  감소 이외

에는 별다른 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느린 액  감소로 원자로는 사고 발생 329  

후에 정지되었으며, PHTS 펌  정지와 수 고립은 원자로 정지 5  후인 344 에 

일어났다. 증기발생기 고갈은 약 380  펌  성 운 은 약 440 에 끝난다. 수 

고립으로 IHTS IHX 입구와 출구 온도 차이는 약 850 에 붕괴열 수 으로 감소한

다. 고온 풀의 액  감소로 인해 PDRC로의 Overflow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

국 사고 발생 5시간 후에 피복재 온도는 700 ℃를 과하고 계속해서 온도는 증가

한다.

계산 결과는 그림 31에서 37까지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은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을 보이며, 사고 기화 후의 노심 온도는 변화가 없다. 온 풀 액  감

소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 뒤 온도가 감소, 펌  정지신호로 펌 의 성운  기

간동안 출구 온도 상승, 자연순환 수두 발달로 출구 온도 안정상태, IHTS 소듐 냉

각재의 가열에 따른 PHTS 냉각재의 온도 상승 등은 다른 과도기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고는 고온 풀 액  감소로 인하여 PDRC 계통의 

Overflow가 늦어짐으로써 30000 까지의 계산에서 지속 인 온도 상승을 보인다.

그림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Overflow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 히 PDRC 

계통의 잔열제거량은 노심 붕괴열 생성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PDRC 계

통의 DHX Barrel을 통한 열 달에 따라 냉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HX Barrel의 

열 달 면 이 이 계통의 열 달 량을 좌우한다. 그림 33은 이 사고 해석에서 나타

난 최  피복재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18200 에 700 ℃ 과 후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안 해석 온도 제한 기 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

다.

그림 34는 원자로 하부 손 부 의 방출유량을 도시한 것으로서, 모터 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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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 를 모델한 경우의 유량 거동이다. 모터 밸 의 모델인 경우 밸  자체의 

압력 강하가 크기 때문에 일반 인 트립 밸 로 모델할 경우와 손 유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어떠한 밸 로 모의해도 차이는 원자로 정지 신호의 

차이만 발생할 뿐 다른 거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35

는 노심 각 유로의 유량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원자로 정지  펌  정지로 자연

순환 유동이 형성된 후 IHTS 계통의 자연순환 수두가 완  발달되는 약 3000  부

근에서 약간의 유량 변동이 있고 그 이외에는  평형상태의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

되었다. 

그림 36은 IHTS IHX 입․출구 온도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서 증기발생기 수

가 정지된 이후 진 인 온도 상승을 보인다. 그림 37은 고온 풀  온 풀의 액

 거동을 보인다. 원자로 용기의 손 유량에 따라 약 10000 까지 액 는 감소하

다가 이후 원자로 용기 하부와 Guard Vessel 하부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손 

유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온 풀 액 는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0000 까

지의 계산에서도 여 히 고온 풀 액 는 Overflow가 발생하는 치까지 약 0.5 m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고해석의 반 인 결과로서 재 설계되어 있는 PDRC 계통만으로는 이 

사고 발생시 안 해석 기 을 만족할 수 없으며, 추가로 다른 안 계통을 필요로 

한다. 

그림 31.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RV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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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열 생성량  제거량 비교(RV Leak)

그림 33. 최  피복재 온도(RV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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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손 부 의 방출 유량(RV Leak)

        

그림 35. 노심 각 유로별 유량 거동(RV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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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IHTS IHX 입․출구 온도 거동(RV Leak)

그림 37. PHTS 고온 풀  온 풀 액  거동(RV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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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원상실사고(Station Black Out)

원상실사고는 일종의 열제거원 상실사고로서 앞서 수행한 수 상실사고와 함

께 체 인 열제거원 상실사고의 큰 부류이다. 이 경우는 원상실과 함께 증기발

생기로의 수계통에 더 이상 력을 공 하지 못함으로써 열제거원이 상실되며, 

일차열 달계통  간계통의 펌 로의 력이 공 되지 못함으로써 유량상실이 

동반된다. 

사건 개순서는 10 에 사고가 기화되어 수, 일차열 달계통 펌 , 간계

통 펌 가 동시에 상실되고 사고와 동시에 원자로 정지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

으며, 그림 38에서 44까지 사고해석 결과를 도시하 다. 일반 으로 사고발생시 사

건 개순서는 먼  10 에 사고가 발생하고, 기 원자로 정지가 실패한 후 원자

로 출구온도가 증가하면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이의 경우는 

LOF 사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기 원자로 정지가 성

공한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사건들은 앞서 소개한 유량상실사고보다 빨리 개

된다. 30 에 증기발생기 세  내부의 액체가 고갈되어 IHTS의 소듐이 가열되기 

시작한다. 한편 PHTS 펌 의 성 운 은 약 100 에 끝나며, IHTS 온 과 고

온 의 온도는 약 520 에 거의 같아지면서 PHTS 소듐이 가열된다. PDRC로의 

Over-flow는 략 5780 에 시작해서 사고 발생 후 12500  경에 유사 정상상태에 

도달하므로써 본격 인 잔열제거가 시작된다.

노심 입․출구 온도는 그림 3에 도시되어 있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노심으로 유

입되는 유량감소로 온도는 증가하고 원자로 정지 후 펌  정지로 노심 출구 온도가 

감소한다. 펌 의 성운 이 끝나면 노심 출구온도는 증가하지만 IHTS에서의 열

제거량이 상당히 유지되기 때문에 노심 입구 온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IHTS의 

온  온도가 고온  온도에 근 하면서 PHTS의 온 풀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약 

2시간의 냉각재 가열로 인해 고온 풀 액 가 증가하면서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형성된다. Overflow 형성과 동시에 노심 냉각이 진 으로 증가하고 

결국 약 4시간 후부터 PDRC 계통의 냉각능력은 노심 잔열 생성량과 거의 같아진

다. 

그림 4는 노심 잔열생성량과 PDRC 계통에서의 열제거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으로서 Overflow가 형성된 이후 열제거량이 격하게 증가하며, 사고 발생 후 약 

20000  이후에 열제거량과 생성량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Hot 

Subassembly의 피복재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서, 사고 기 펌  정지 이 에 590 

℃까지 증가하며, 10500 에 625 ℃까지 증가하 다.  그림 6은 고온풀에서 P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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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으로의 Overflow를 나타낸 것으로서 6250 에서 시작하여 13900 에 유사 정

상상태를 이루었으며, 이때 유량은 약 40 kg/s 정도를 유지한다. 

그림 7은 노심의 각 유로별 유량을 나타내며, 고 출력 역을 모사하는 Middle 

Core, Inner Core, Outer Core, Hot Subassembly 유로에서는 항상 정방향의 유량이 

형성되나. 기타 출력 역(Reflector, Invessel Storage+B4C, Control Rod)을 모사

하는 유로에서는 약 700 부터 역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8은 

IHTS 계통에서 IHX의 입․출구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약 40 부터 온  온도가 

증가하고 약 700 에 온  온도는 고온  온도와 거의 같다. 이후 PHTS 계통의 

온도 증가와 함께 IHTS 온도도 동시에 증가하고 PDRC 계통으로 Overflow 이후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그림 9는 고온 풀  온 풀의 액 를 나타내며, 펌  정

지로 온 풀의 액 가 증가하고 약 80  경에 고온 풀의 액 는 최 로 감소한다. 

이후부터 서서히 고온 풀 액 가 증가하여 액 사고 발생 후 6250  후에 Overflow

가 형성되는 치에 도달한다.

그림 38. 노심 입․출구 온도 거동(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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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열 생성량  제거량 비교(SBO)

그림 40. 최  피복재 온도(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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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PDRC DHX Shell 측 유량 거동(SBO)

그림 42. 노심 각 유로별 유량 거동(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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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IHTS IHX 입․출구 온도 거동(SBO)

그림 44. PHTS 고온 풀  온 풀 액  거동(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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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과출력사고에 한 민감도 분석

과출력사고의 민감도 분석을 해 민감도 변수로 반응도 궤환 변수들인 제어

가, 도 러 반응도 계수, 소듐냉각재 반응도 계수, 출력, 일차열 달계통 유량 등을 

선정하 다. 반응도 변수를 선정한 이유는 원자로 정지 이 에 반응도 변화에 따른 

출력 변동을 모사하여 최종 으로 냉각재  피복재의 최고 온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함이다. 한 계측 계통의 불확실도를 반 하기 하여 출력과 유량을 

민감도 변수로 선정하 다. 

Case
원자로 출력, 

%
일차계통 
유량, % 제어 가, % 도 러, % 냉각재, %

피복재 
최고온도, ℃

Base0 100 100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6.256

Base1 100 100 Norminal +15 Norminal 626.328

Base2 100 100 Norminal -15 Norminal 626.316

Base3 100 100 +15 Norminal Norminal 626.328

Base4 100 100 -15 Norminal Norminal 626.314

Base5 100 100 -15 +15 Norminal 626.376

Base6 100 100 -15 -15 Norminal 626.282

Base7 100 100 +15 +15 Norminal 626.324

Base8 100 100 +15 -15 Norminal 626.290

Base9 100 100 Norminal Norminal +20 626.311

Base10 100 100 Norminal Norminal -20 626.325

Base11 100 100 -15 +15 +20 626.317

Base12 100 100 -15 +15 -20 626.275

S1 96 98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3.574

S2 96 100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4.178

S3 96 102 Norminal Norminal Norminal 613.994

S4 100 98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5.673

S5 100 102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6.820

S6 104 98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9.928

S7 104 100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8.636

S8 104 102 Norminal Norminal Norminal 628.950

표 3. 민감도 분석을 한 변수 구성  최고 피복재 온도 

표 3은 민감도 분석을 한 변수들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계산 경우를 

요약한 것이다. Base0에서 Base12까지 13 가지의 계산 경우는 제어 가, 도 러, 냉

각재 련 반응도 계수를 조합한 것들이며, S1에서 S8까지는 원자로 출력과 일차계

통 유량의 불확실도를 고려한 계산 경우들이다. 

그림 45와 표 3에서 보듯이 반응도 계수들을 변화시켜 계산한 경우들은 과도기 

경향이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며, 피복재 최고온도 한 최  0.2 ℃ 정도의 차이밖

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반응도 계수 변화가 반 되어 출력 변동이 나타나기 이

에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원자로 정지 이후 PDRC 계통에 의한 원자로 

냉각까지 같은 온도 거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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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반응도계수 변화에 따른 피복재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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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출력  유량 변화에 따른 온도 거동

반응도계수 변화에 따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출력  유량 변화에 따른 민감

도 계산은 반응도 계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46은 출력과 유량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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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민감도 계산 결과이다. 원자로가 정지하기 바로 이 까지 온도 변화는 주로 출

력 변화에 따라 약 6℃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원자로 정지 후에도 

유지된다. 반면에 유량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는 원자로 정지 이 에 약 1.5 ℃로서 

출력변화에 따른 온도 차이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원자로 정지 

시간도 주로 출력이 크고 유량이 작을 수록 빨리 발생한다. 결국 표 3에 보이듯이 

피복재의 최  온도는 출력 96 %, 유량 102 %의 경우에서 613.994 ℃이고, 최고 온

도는 출력 104 %, 유량 98 %의 경우에서 629.928 ℃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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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열제거원상실사고에 한 장기냉각 분석

잔열제거계통의 장기냉각 성능을 분석하기 해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고려하

다. 기 냉각성능 분석은 4.3 에서 다루었지만, 장기 으로 고온정지 조건까지 노

심을 냉각시킬 수 있는지는 장기 인 계산이 필수 이다. 

그림 47은 노심 붕괴열과 PDRC 계통에 의한 냉각율을 비교한 것으로서 약 

28500 에서 PDRC 계통의 냉각율은 노심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을 과한다. 이로 

인하여 그림 48에 나타낸 소듐 액 가 감소하고 동시에, 그림 49의 PDRC DHX로 

넘치는 유량 한 감소한다. PDRC 계통의 냉각율은 약 100000 부터 다시 노심 붕

괴열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 이는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만큼만 PDRC 계통에 

의해 냉각됨을 의미한다. 

그림 50과 51은 각각 노심 입․출구 냉각재 온도와 피복재 최고 온도를 나타낸

다. PDRC 계통의 냉각율이 과하는 약 30000  이후부터 100000 까지 온도는 크

게 감소하지만, PDRC 계통과 노심사이의 열평형이 이루어진 후부터 노심 입․출구 

냉각재의 온도는 520 ℃, 575 ℃이고, 피복재 온도는 580 ℃ 정도를 유지한다.

이의 계산결과로부터 피동안 계통인 PDRC 계통의 열제거는 피동 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고온정지까지 냉각은 매우 장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단 시간에 

운 원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냉각을 해서는 반드시 능동 잔열제거계통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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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DRC 계통의 열제거율과 노심 열생성량 비교(장기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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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온 풀  고온 풀 액 (장기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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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PDRC DHX Shell 상단 유량(장기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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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노심 입․출구 온도(장기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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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피복재 온도(장기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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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KALIMER-600에 한 설계기 사고에 해서 고속로 기술개발부에서 안 해석

을 수행하 다. 표 인 사고로서 펌  정지로 인한 유량상실사고, 제어  인출로 

인한 과출력사고, 수 상실로 인한 열제거원 상실사고, 원자로 용기 하단부의 손

으로 인한 PHTS 액 감소 사고 등의 가상사고들에 해 재 개발되고 있는 

MARS-LMR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과출력사고를 상으로 변수 민감도 

분석과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상으로 장기냉각 분석 등을 수행하 다. 

계산 결과 원자로용기 손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고해석에서는 안 해석 설

계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로용기 손은 고온 풀의 액 가 1m 정

도 감소한 후 액  상승이 늦어짐으로 해서 PDRC 계통의 열제거량이 감소하여 온

도 제한 기 을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PDRC 계통 이외의 안 계통이 고려되어

야 하거나 PDRC 계통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PDRC 계통의 열제거는 Overflow

가 발생해야만 효과 으로 원자로의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다. 즉 Overflow가 발생

하기 이 의 국부 류에 의한 열제거는 DHX Barrel의 열 달 면 이 작기 때문에 

큰 열 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변수 민감도 분석 결과로 반응도 계수와 유량 변수는 설계기 사고에서 그 향

이 고, 출력 변수의 변화로 인한 향은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

수들로 인한 온도 차이는 최  ±15 ℃ 이다. 한 장기냉각 분석으로서 PDRC 계통

만으로 고온정지까지 발 소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능동 계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 LOF TOP LOHS Pipe Break
Vessel 
Leak

SBO

사고 기화 펌 정지 반응도삽입 수고립 PHTS 
배 단

용기 
하부 손

원상실

원자로정지 11.84 16.74 76.65 14.06 338.9 10.0

SG 수고립 16.84 21.74 81.65 19.06 343.9 10.0

SG 고갈 ~40 ~40 ~20 ~40 ~380 ~30

펌 정지 ~100 ~120 ~200 ~110 ~440 ~100

IHTS Tc≃Th ~700 ~700 ~85 ~400 ~850 ~520

PDRC Overflow 
start 

~6250 ~6150 ~2000 ~5000 - ~5780

PDRC Overflow 
end

~13900 ~13800 ~6800 ~11500 - ~12500

PCT, ℃ 625 625.75 690 619 Limit 과 625

표 4. 각 사고별 사건 개순서  피복재 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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