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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4세대 원자로가 상용로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해야 하지만 이들을 동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과도한 안전 계통의 보수성을 

줄이면서 경제성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위해 예비 개념설계 단계에서 대용량 원자로의 계

통 구조물들의 배치 설계를 수행하였다. 배치 설계는 열수송계통과 잔열제거계통 

그리고 원자로건물로 크게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설정된 계통 배치 개념은 예

비 개념설계 수준이며, 설계 개념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구

조물에 대한 제작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ummary 
 
 
The Gen-IV nuclear reactor should assure the economic improvement and enhanced safety to 

be commercial reactor but it is not so easy to satisfy the both goals at a tim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inimize the excessive conservatism of the safety systems and improve the 
economic competetiveness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on the system arrangement of a pool 
type sodium-cooled fast reactor with a large capacity at the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stage. 
System arrangement designs of the heat transport system,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and 
reactor building are carried out. Current system arrangement study is performed at the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level and thus the future work will be followed to obtain the 
feasibility for the desing concept on the manufacturability of components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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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듐냉각 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는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 노형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노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 원형실증로 규모의 KALIMER-600(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600MWe)에 대한 개념 설계를 수행하였다. 제 4세대 SFR이 경쟁력을 확보한 

고유 개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노형과 비교 우위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FR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안으로 1200MWe의 대용량화를 

추구함에 따라 대용량에 적합한 노심 및 계통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계통의 구조물 및 기기들을 배치되어야 한다.  

대용량 원자로에 대한 본 연구는 예비 개념 설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세 설계 도면이나 기기 성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조 설계 

치수들은 KALIMER-600에서 수행된 설계 자료에 기초한 공학적 판단과 관련 분야

의 설계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배치 설계 대상은 크게 열수송 계통(heat transport system)과 잔열제거 

계통(residual heat removal system)으로 구분하였다. 열수송 계통은 일차열전달 계통

(PHTS,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과 중간열전달 계통(IHTS,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그리고 증기발생 계통(SGS, Steam Generation System)으로 구성된다. 

또한 잔열제거 계통은 피동잔열제거 계통(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과 

원자로 보조냉각 계통(IRACS, 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으로 이루

어진다. 그림 1은 대용량 SFR의 100% 출력시의 운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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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용량 소듐냉각 고속로 정격출력 운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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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수송 계통 구조 배치 

 

2.1 일차열전달 계통(PHTS) 

일차열전달 계통은 크게 노심, 중간열교환기(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 일

차펌프로 구성되는데, 노심으로부터 열을 흡수한 고온 소듐이 중간열교환기(IHX)에

서 이차소듐과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냉각되어 원자로용기 저온풀 영역으로 이동하

여 일차펌프를 통해 노심으로 유입된다.  

 

2.1.1 내부기기 배치 설계 

원자로용기 내에 설치되는 주요 기기로는 IHX, 일차펌프, DHX 등이 있다. 이 중

에서 잔열제거용 소듐-소듐 열교환기(DHX, Decay Heat eXchanger)는 PDRC를 구성하

는 열교환기이지만 일차계통의 냉각재 경계가 되는 원자로용기와 원자로헤드 설계

에서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고유 개념의 대용량 SFR의 후보 개념으로 일차 계통이 2-루프 및 3-루프인 개념

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두 개념 중에서 루프수 축소에 의한 경제성 향상 효과

를 기대하여 2-루프 시스템을 최종 고유 개념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기기 및 내

부구조물의 배치 설계를 수행하였다.  

내부 기기 중에서 IHX는 원통형으로 고온 및 저온 소듐풀에 잠겨 있다. DHX는 

원통형이며 기기 외부에 기기 보호 원통을 설치하여 정상운전시에는 기기가 고온 

소듐에 격리되지만 사고 조건시 고온풀 냉각재 액위가 상승하여 기기보호원통 상단

으로 overflow가 발생하여 DHX로 유입된다. DHX는 정상운전 동안에는 DHX 하단부

를 저온풀에 잠기도록 설정하여 PDRC 소듐이 고화되지 않도록 200℃ 이상 유지하

는 부분잠김 개념이다. 일차 펌프는 침지형 기계식 펌프를 사용하는데, 기계식 펌프

의 회전축 길이를 입증된 기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하여 임펠러부 축길이를 10m로 

제한함에 따라 저온풀 액위와 임펠러의 높이차가 크지 않게 설정되었다. 또한 펌프 

임펠러 위치가 저온풀 하단에서 멀어짐에 따라 펌프 외부에는 원통 형상의 flow 

guide를 설치하였다.  

표 1은 2-루프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내부기기의 사양 및 수량을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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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루프당 일차펌프, IHX 및 DHX가 각각 2기씩 설치된다.  

노내 기기 배치는 루프가 대칭을 이루도록 설계함으로써 열변형 등에 의한 비대칭 

하중에 의한 변형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기기 배치는 기기 상호간 

간격뿐만 아니라 기기와 내부구조물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는 2-루프 시스템에 대한 원자로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이다. 펌프는 IHX 

및 DHX 사이에 설치되어 전체적으로 루프가 대칭적인 배치되도록 하였다. 기기들

은 원자로헤드 중심축을 기준으로 직경 11.1m 원주상에 위치한다. 그림 2와 같이 

기기를 배치할 경우 기기사이 거리는 약 0.87m 확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지지 및 

고정을 위한 플랜지부 폭을 15cm라 가정하더라도 이 때의 기기 간격은 약 0.5m 이

상 확보 가능하다. 

그림 3은 각 구조물의 두께 및 반경 방향 치수를 KALIMER-600과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대용량 원자로 각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KALIMER-600의 설정치를 바탕으

로 기기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로부터 설정된 2-루프 시스템의 원자로용

기 외경은 14.5m이다. 일차펌프가 4기 배치됨에 따라 펌프 직경은 KALIMER-600의 

경우와 동일하게 2.15m가 되지만 IHX의 직경이 2.6m이므로 원자로용기를 비롯한 

내부구조물들의 직경은 IHX 직경을 토대로 설정되었다. 또한 격납용기(CV)와 지지

벽(SW) 사이에는 air separator(AS)를 설치하여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유로를 형성하

며, CV-AS, AS-SW 사이 거리는 유체 계통에 의해 설정된 20cm, 60츠를 적용하였다. 

 

표 1. 2-루프 시스템에서의 주요기기 사양 

Components 2-loop 

Outer Diameter(m) 2.6 

Height(m) 8.82 IHX 

No.(EA) 4 

Outer Diameter(m) 2.15 
Primary Pump 

No.(EA) 4 

Outer Diameter(m) 1.0 
DHX 

No.(E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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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HX

IHX

IHX

IHX IHX

IHX

Pump

Pump Pump

Pump

DHX DHX

DHX DHX

2-Loop System 기기배치

- Pump : Do=2.15m(4EA, Mechanical)

Pump barrel : Do=2.45m

- IHX : Do=2.6m(4EA)

- DHX : Do=0.7m(4EA)

DHX barrel : Do=1.0m
0.87

35.4°

27.9°

Reactor Baffle
(Do=14.35)

Containment Vessel
(Do=14.95)

Reactor Vessel
(Do=14.50)

Support Barrel
(Do=7.9)

Centerline
(D=11.1)

Unit : m

 

그림 2. 2-루프 시스템 기기 배치도 

 

0.150.20.02511.7614.95Containment Vessel (CV)

Gap(m)Thickness(m)Outer Diameter (m)

0.6

0.2

0.025

3.2

0.25

G4SFR

19.75

15.55

14.50

14.35

7.90

7.29

G4SFR

2.700.02511.26Reactor Baffle (RB)

0.100.0505.81Support Barrel (SB)

--5.51Reactor Core (RC)

0.61.50016.56Reactor Support Wall (SW)

0.20.100*12.36Air Separator (AS)

0.0250.05011.41Reactor Vessel (RV)

K600K600
Components

0.150.20.02511.7614.95Containment Vessel (CV)

Gap(m)Thickness(m)Outer Diameter (m)

0.6

0.2

0.025

3.2

0.25

G4SFR

19.75

15.55

14.50

14.35

7.90

7.29

G4SFR

2.700.02511.26Reactor Baffle (RB)

0.100.0505.81Support Barrel (SB)

--5.51Reactor Core (RC)

0.61.50016.56Reactor Support Wall (SW)

0.20.100*12.36Air Separator (AS)

0.0250.05011.41Reactor Vessel (RV)

K600K600
Components

RC SB RB RV CV Rx SW

3.645 0.255 3.2 0.025 0.2 0.2
3.95

7.175
7.25

7.475

0.05

C.L.

0.6

AS

9.875
7.775

* t_AS(Air Separator) (0.1m)=t_steel(0.025m) + t_insulation(0.075m)
 

그림 3. 반경방향 원자로 구조물 설계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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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일차계통을 구성하는 각 구조물들에 대한 재료 및 설계 치수를 나타낸 것

이다. 표에서 나타낸 각 구조물들의 명칭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표 2.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 설계 치수 

Items 
Outer Dia. 

(cm) 

Thk. 

(cm) 
Material 

Remark 

(cm) 

Containment Vessel 1495.0 2.5 2(1/4)Cr-1Mo Partial-spherical bottom head 

Reactor Vessel 1450.0 5.0 316SS Gap between RV and CV = 15.0 

Reactor Baffle 1435.0 2.5 316SS Gap between RB and RV = 2.5 

Support Barrel 790.0 5.0 316SS Gap between SB and Pump = 15.0

Inlet Plenum 800.0 10.0 316SS 

Upper Grid Plate T=10.0 

Lower Grid Plate T=15.0 

Side Cylinder T=10.0 

Baffle Plate 1420.0 2.5 316SS 
Circular Disk Type 

Gap between BP and RB = 5.0 

Core Support 
800.0(t) 

830.0(b) 
- 316SS 

Skirt Type, Height=100.0 

Inner Diameter =770.0 

Core 729.0 - - Gap between Core and SB= 25.5 

Core Shield 760.0 5.0 316SS Gap betwwen SB and CS =10.0 

Reactor Head 1495.0 50.0 316SS Circular Disk Type 

Rotating Plug(LRP) 

Rotating Plug(SRP) 

720.0 

560.0 
50.0 316SS 

Offset center of LRP=-24.0 

Offset center of SRP=40.0 

UIS 

470.0 

210.0 

440.0 

2.5

5.0

2.5

316SS 

Upper Cylinder 

Middle Cylinder 

Lower Cylinder 

* T : Thickness 

* t, b : top, bottom 

Note: On material data, 316SS is studying to be replaced by 316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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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Head
Insulation Plates

Containment vessel

Reactor vessel

Reactor Baffle

Baffle Plate

Support Barrel

Former Ring

Inlet Plenum

Core Shield

Rotating 
Plugs

UIS

Separation 
Plate

Inlet piping

Component 
Barrels
(Pump, DHX)

Core Support Core Catcher

 

그림 4. 원자로 노내구조물 명칭 

 

2.1.2 원자로 구조물 수직 배치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 개념은 KALIMER-600에서 설정된 것과 동일하며, 배치 

설계 치수는 KALIMER-600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기 크기를 고려하여 작성되었

다.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2-루프 시스템에 적용하는 IHX의 길이는 8.82m로서 

KALIMER-600보다 1.01m 커졌다. 이를 원자로용기를 비롯한 내부구조물의 설계 치

수 중에서 정상 운전시의 저온풀 액위보다 높은 곳의 수직 배치 설계값들은 기존의 

값을 적용함으로써 gas entrainment 방지 요건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IHX-노심 간 열

중심 거리를 증가시켜 자연순환 및 초기냉각성 향상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이로부

터 결정된 원자로용기의 길이는 19.5m이지만 이는 원자로용기 길이가 너무 길어짐

에 따라 지진하중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된다. 그래서 19.5m로 설정된 원자로용기

의 IHX-노심간 열중심 거리와 RV 상부 커버가스영역의 높이를 각각 0.5m씩 단축하

여 최종적으로 원자로용기 수직 길이를 18.0m로 설정하였다. 그림 5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각 구조물과 정상 운전상태에서의 냉각재 액위에 대한 설계 치수를 기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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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별로 나타내었다. 그림 5는 실제 치수를 적용하여 Autocad로 작성하여 각 구조물

들의 상대적인 크기나 간격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에서 일차펌프의 

임펠러 수직 위치가 저온풀의 상단쪽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소듐환경

에서사용되는 침지형 기계식 원심펌프 회전축의 최대 길이가 약 10.0m임을 반영한 

것이다.  

 

(a) IHX-DHX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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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HX-Primary pump 단면 

그림 5. 원자로 노내구조물 배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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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앞에서 설정된 기기 배치 및 구조물 배치 자료에 따라 작성한 원자로 

기기 및 내부구조물 배치에 대한 3차원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대용량 원자로 일차계통 3차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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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설계 물량 및 제작성 

1200MWe 대용량의 2-루프형 SFR에 대한 구조물 및 주요 기기에 대한 물량자료

를 작성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재료의 밀도는 RCC-MR[2]에 수록된 값을 사용하였

는데, 20℃에서 316SS과 9Cr-1Mo-V 각각에 대하여 7966, 7730 kg/m3을 적용하였다. 

주요 기기 중에서 일차 펌프에 대한 자료는 프랑스 Super-Phenix[2]를 참조하였다. 

표 3은 원자로용기 내부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질량을 나타내며, 표 4는 그림 5에 

표시된 각 부분들의 높이와 체적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물들의 총 질량은 약 1822

톤이며, 원자로용기 내부의 소듐 체적은 약 2300㎥으로 계산되었다. 

대용량 원자로 구조물들의 제작성은 KALIMER-600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운전 압

력이 낮은 특성으로 직경이 14.5m인 원자로용기는 용접으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노심이 지지되는 상/하부 격자판의 경우 가동중검사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용접부가 없는 단조물로 제작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현재 설정된 격자판의 경우 직

경이 8.0m에 이른다. 현재 국내에서 원자로 기기들을 주로 제작 생산하는 두산중공

업의 경우 단조물의 최대 직경이 약 6.5m 정도인데, 현재의 기술과 시설로는 제작

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직경 8m 단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중이며, EFR의 노심지지 격자판 직경이 8.2m로 설정된 것을 참조하면 머지 않

은 시점에 이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용량 원자로의 노심을 지지하는 노심지지구조물 개념으로 KALIMER-600에 적

용했던 단순치마형 구조 개념을 확대 적용하였다. 하지만 노심 직경이 증가됨에 따

라 단순치마형 노심지지구조물 개념은 노심 중앙부의 수직 처짐에 취약한 구조가 

되므로 대용량 원자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박스형 노심지지구조물의 적용 가능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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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원자로 내부구조물 질량 

Structures  Material Mass(ton) Remarks 

Reactor head 316 SS 396.24 rotating plug 제외 

Reactor vessel 316 SS 356.5   

Containment vessel 2.25Cr-1Mo 182.2   

Core support 316 SS 26.0   

Inlet plenum 316 SS 107.4 Inlet plenum + receptacles 

Support barrel 316 SS 98.8   

Core shield 316 SS 42.9 t=5.0cm 

Reactor baffle 316 SS 64.6 RB only  

Separation plate(upper) 316 SS 24.0 펌프와 DHX의 barrel은 제외 

Baffle plate(lower) 316 SS 13.4   

Former ring 316 SS 5.0   

Insulation plates 316 SS 159.4 plate(3.0cm) × 5EA 

Rotating plug 316 SS 193.6 D_LRP=7.2m 

UIS 316 SS 68.8 UIS + control rod shroud 

Inlet pipe 316 SS 8.4 piping + distribution chamber 

Core catcher 316 SS 16.4   

Pump barrel 316 SS 44.41 4 EA 

DHX barrel 316 SS 14.0 4 EA 

Total 1,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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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자로 주요 부위의 높이 및 영역별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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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간열전달 계통(IHTS) 

중간열전달 계통은 가압경수로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듐냉각 고속로만 존재하는 

계통으로 경수로 대비 SFR의 경제성 취약의 주요 원인이다. IHTS는 크게 중간열교

환기(IHX), 증기발생기(SG, Steam Generator), 순환펌프 등의 기기들과 이들을 연결하

는 배관으로 구성된다.  

 

2.2.1 IHTS 배치 요건 

IHX는 일차계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원통형 기기를 사용하며, 증기발생기는 소

듐-물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관형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straight double-

walled heat transfer tube SG)을 채용한다. 또한 이차계통 순환펌프로는 기계식 펌프를 

적용하며, 배관은 고온에서 열팽창율이 낮으면서 강도가 우수한 Mod.9Cr 강을 사용

한다.  

대용량 SFR의 중간열전달계통 배치와 관련하여 유체계통 분야에서 제공한 설계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그림 7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3].  

i) IHX와 SG의 수직방향 전열관 중심사이의 높이차 : 최소 20m 

ii) 고온관 하단과 저온관 상단의 높이차 : 최소 21m 

 

첫번재 요건은 원자로 정지사고시 최소 10%의 IHTS 자연 순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두번째 요건은 SG 전열관 파단 사고에 의한 소듐-물 반응(SWR, Sodium-

Water Reaction)시 반응물이 IHX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통 요건은 아니지만 소듐이 기계식 펌프의 베어링으로 유입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와 증기발생기의 자유액면 높이를 일치시킬 것이 요구되지만 이는 저온

관의 길이를 약 20m 증가시킨다. 이로부터 IHTS 초기 배치 개념에 의한 배관 길이

는 약 190m에 이른다. 이는 제 4세대 SFR의 경쟁노형인 JSFR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설계값이므로 이를 단축하여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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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HTS 배치 요건 

 

2.2.2 IHTS 배치 설계 

유체 계통에서는 이중벽전열관 SG의 사고 발생확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계통 설계 개념을 고려할 때 이 요건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었음을 근거로 IHTS 배치 요건 중에서 SWR 피동 저지

를 위해 설정되었던 배관 배치 요건을 삭제하였다[4].  

또한 기계식 펌프를 적용함에 따라 소듐이 펌프 베어링으로 유입될 경우에 대해

서는 EFR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펌프에 overflow line을 설치하여 자유액면을 초과

하는 경우 이를 overflow line을 통해 dump tank로 배출시킨다.  

이와 같은 배치 개념 및 요건을 고려하여 도출된 대용량 원자로의 IHTS 배치 설

계 개념은 그림 8과 같다. 기기들과 배관의 크기는 그림 8(b)에 표시하였으며, 루프

당 배관 길이는 137m로 나타났다. 그림 9는 대용량 원자로의 IHTS 배치 개념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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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현재 설정된 IHTS 개념은 직관형 이중벽 전열관 증기발생기를 적용하는데, 이는 

아직 제작, 운전된 경험이 없는 기기 개념이며, 배관 단축을 위해 적용하는 Mod.9Cr 

강은 화력발전소에는 많이 적용되었지만 원자력 발전소 배관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

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념 수준에서 도출된 항목들은 실증 시험을 통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수평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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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직 배치도 및 좌표 

그림 8. IHTS 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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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용량 원자로 IHTS 배치 3차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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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기발생 계통(SGS) 

증기발생 계통(SGS, Steam Generation System)은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feed water가

중간계통 소듐과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수증기로 변환되어 터빈 기동에 필요한 온

도, 압력, 유량을 확보한 과열증기를 생산한다[5].  

대용량 원자로에 대한 SGS 개념은 KALIMER-600과 마찬가지로 2-루프로 구성된

다. 하지만 증기발생기의 용량이 KALIMER-600의 두배가 됨에 따라 SGS 구성기기

들과 배관의 크기는 증가될 것이다. 

SGS는 독립적인 두개의 루프로 구성되어 정상운전 상태 또는 한 루프에서 사고

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루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SGS는 증기발생기에서 SWR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IHX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된다. 그림 10은 유체 계

통에서 작성한 대용량 원자로의 SGS 계통구성도[6]를 나타낸 것인데, SGS는 아래와 

같은 하부계통들로 구성된다. 

 -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 주증기 및 급수 시스템(main steam and feedwater system) 

 - 증기발생기 보조 급수 시스템(SG auxiliary feedwater system) 

 - 수증기 누설 감지 시스템(water and steam leak detection system) 

 - 수증기 덤프 시스템(water and steam dump system) 

 

대용량 원자로의 증기발생계통을 구성하는 하부 계통에 사용되는 기기들과 배관

에 대한 설계 치수는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결정되면 

설계 요건 등을 고려한 기기 및 구조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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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3. 잔열제거 계통(RHRS) 구조 배치 

원자로는 정지상태에서도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이나 방사능 물질 등에 의해

서 원자로에서 붕괴열이 생산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연료 피복관을 파손시켜서 방사능 핵분열생성물이 냉각재 경계로 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로 노심뿐만 아니라 노심과 연관되는 구조물 및 계통 기기들의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열이 안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8].  

노심을 직접 냉각하는 일차 소듐의 냉각은 증기발생기 급수 시스템과 피동 잔열

제거 계통(PDRC) 및 원자로 보조냉각 계통(IRACS)으로 이루어지지만 증기발생기 

급수시스템은 SGS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PDRC 및 IRACS에 대한 배치 설계를 수

행하였다. 그림 11은 대용량 원자로의 PDRC 및 IRACS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대용량 원자로의 잔열제거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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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피동 잔열제거 계통(PDRC) 

피동 잔열제거 계통(PDRC)은 풀형 액체금속 냉각재의 고유안전성 잇점을 활용하

기 위하여 소듐-공기 상호간 자연 대류 성능으로 잔열을 제거하는 개념이다. PDRC

는 능동형(active) 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한 피동형(passive) 개념으로 능동 계통의 파

손시에도 안전 기능을 지속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5].  

 

3.1.1 PDRC 구성 

대용량 원자로에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4-루프의 PDRC가 설치되며, 각 루프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HX, AHX 등의 기기와 각 기기들을 연결하는 배관 

및 기타 장치들로 구성된다.  

일차 소듐과 PDRC 소듐 사이의 열교환을 담당하는 소듐-소듐 열교환기(DHX, 

sodium-sldium decay heat exchanger)의 작동 개념은 앞의 PHTS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

와 같다. DHX는 원자로헤드에서 지지되며, 정상운전시 기기의 하부 30%가 저온풀

에 잠기는 부분잠김형 개념을 도입하여 PDRC 배관 내 소듐의 고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AHX는 원자로건물 상단에 위치하여 대기중의 공기로 DHX를 통한 고온의 소듐

의 열을 냉각시키는 소듐-공기열교환기(sodium-air heat exchanger)이다. AHX는 크게 

열교환부와 air stack으로 구분한다. 열교환부는 직경이 3.78m, 높이가 약 8.5m이고, 

air stack은 유입 공기의 자연순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를 34.5m로 설정되었다[6]. 

AHX 상단으로 연결되는 고온배관에는 압력완충용기(expansion vessel)이 설치된다. 

압력완충용기는 루프당 1대씩 설치되며, 수직 위치는 AHX 전열관 분배부와 동일한 

고도 또는 그보다 높은 곳에 설치한다. 완충용기 외부는 열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단열 및 heat tracer를 설치한다.  

설정된 PDRC 배관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 고온관 : Do=0.3954m (400A SCH10) 

- 저온관 : Do=0.3446m (350A SCH10) 

3.1.2 PDRC 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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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C 배치에 필요한 설계 요건(design requirements)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나 유

체 계통에서 작성한 기기 및 배관 설계 자료를 토대로 원자로건물 및 주변 기기들

과의 배치성을 고려한 배치 설계가 이루어졌다.  

배치에 고려한 기기의 크기는 기기 외부에 설치되는 heater 및 단열재 두께를 고

려하여 설치값보다 크게 설정하였는데, 그 크기는 아래와 같다. 

- 압력완충용기 외경 : 2.4m(기기 외경은 1.778m) 

- AHX 외경 : 4.4m(기기 외경은 3.6m)  

그림 12는 PDRC 배치도 및 각 지점에서의 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PDRC 배치에 

따른 배관의 길이는 고온관과 저온관 각각에 대하여 루프당 48.6m, 32.7m로 나타났

다. 그림 13은 PDRC를 포함한 대용량 원자로 주요 계통의 배치 개념을 3차원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림 12. PDRC 배치 설계 및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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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DRC를 포함한 대용량 원자로 주요 계통의 3차원 배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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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개념 설계에서 제시된 PDRC 개념은 고온풀 액위 상승에 의한 

overflow가 발생할 경우 작동하는 완전피동형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원

자로용기 누설 사고의 경우에는 소듐 냉각재의 일부가 원자로용기 밖으로 누설됨에

따라 온도제한치 이내에서는 고온 소듐의 overflow가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인 잔열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부분잠김형 PDRC 

개념은 향후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PDRC 배치 개념

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DHX의 개수나 크기가 변경됨에 따라 원자로헤드 

상의 위치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DRC가 완전피동형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AHX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damper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완전피동형 개념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damper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대한 설계 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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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자로 보조냉각 계통(IRACS) 

원자로 보조냉각 계통(IRACS)은 중/대용량 원자로에서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

의 유지보수를 위한 원자로 계획정지시 적어도 한 개의 급수 계통을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 대비하여 노심 붕괴열 및 이를 포함하는 계통의 총 열하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비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이다. 소용량 SFR인 KALIMER-600이나 

PRISM의 경우 증기발생기 외주면을 공기로 직접 냉각하는 방식(SGACS, Steam 

Generator Auxiliary Cooling System)으로 노심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

만 중/대용량 원자로에서는 SGACS 만으로는 이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IRACS를 

적용하였다[7]. 

 

3.2.1 IRACS 구성 

IRACS는 강제순환식 소듐-공기 열교환기(FDHX, Forced Draft sodium-to-air Heat 

eXchanger), 순환펌프 등의 기기와 배관 및 기타 장치들로 구성된다. 유체 계통에서 

제시한 IRACS 초기 개념은 IRACS 저온관 및 고온관을 IHTS 소구경 저온관 및 고

온관에 연결하여 전체 4-루프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통 구성은 루프수가 

많아짐에 따른 경제성 악화와 구조적 취약부가 될 수 있는 T-branch 배관부가 8개나 

필요한 불리한 점이 제기되었다.  

이로부터 도출된 IRACS 개념은 배치 형식은 2-루프이며 루프당 기기 개수는 

FDHX, Pump가 각각 2EA, 1EA이다. 2-루프 형식을 구현하기 위해 IRACS 배관은 고

온관은 SG에, 저온관은 IHTS 펌프에 연결하였다. 루프수 감축에 따른 FDHX 기기 

개수도 줄이고자 하였으나 루프당 1기의 FDHX가 설치되면 제열성능 확보에 필요

한 기기 크기가 과도하게 커진다는 유체 계통의 검토 의견에 따라 루프당 2기를 연

결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FDHX는 shell-and-tube 형태의 열교환기 개념을 사용하며 전열관 내부의 고온 소

듐이 기기의 상부에서 유입되어 하부로 유동하면서 기기의 쉘측 하단에서 유입되는 

외부 공기에 의해 냉각되면서 계통의 열을 대기중으로 방출한다. 

IRACS 순환 펌프는 전자식 펌프(EMP)를 사용하며, 루프당 1대씩 설치한다. 순환 

펌프에 대한 상세 사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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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CS 배관은 고온관 및 저온관 공통으로 200A SCH40 규격을 적용하는데, 외경

은 219.1mm, 두께는 8.18mm로 설정하였다. 

 

3.2.2 IRACS 배치 설계 

IRACS 배치에 필요한 설계 요건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나 유체 계통에서 작성

한 기기 및 배관 설계 자료를 토대로 원자로건물 및 주변 기기들과의 배치성을 고

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다.  

배치에 고려한 기기의 크기는 기기 외부에 설치되는 heater 및 단열재 두께를 고

려하여 설치값보다 크게 설정하였는데, FDHX의 경우 설계 목적상 크기는 길이가 

3.269m였지만 배치 설계에는 기기 단면적을 4.0mⅹ4.0m로 설정하였다. 또한 순환 

펌프의 크기에 대한 자료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직경 1.0m, 높이 2.0m로 

설정하였다.  

IRACS 기기 및 배관의 배치 요건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배치 설계는

배관의 구조적 건전성과 원자로건물의 공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14는 

IRACS 배치도 및 각 지점에서의 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IRACS 배치 설계에 따른 

배관의 길이는 고온관과 저온관에 대하여 각각 루프당 11.5m, 17.6m로 나타났다. 그

림 15는 PDRC와 IRACS를 포함한 대용량 원자로 주요 계통의 배치 개념을 3차원으

로 형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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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IRACS 배치 개념 및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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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RHRS를 포함한 대용량 원자로의 계통 3차원 배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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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건물 

대용량 원자로의 건물은 KALIMER-600 개념 설계시 작성된 설계 개념을 확장하

여 적용하였다.  

KALIMER-600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사항들은 

- reactor vault 공간 확장 

- 직관형 증발기를 적용함에 따른 길이가 긴 증발기를 원자로건물 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SG가 설치되는 원자로건물의 상부 형상 변경 

- 원자로건물 경량화 및 물량 감축을 위한 건물 벽두께 20cm씩 축소 

- 원자로건물 하단의 면진베어링 재배치 

 

그림 16은 열수송 계통과 잔열제거 계통을 원자로건물에 배치한 설계 개념을 나

타내었다.  

대용량 원자로의 건물 크기는 가로ⅹ세로ⅹ높이가 52.5mⅹ42.3ⅹ58.8m로 설정되

었다. 여기서 제시한 원자로건물 설계 치수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상

태이며, 기존의 개념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기기 및 계통의 설계 치수들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설계가 구체화되면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이다. 

원자로건물 바닥부의 상하부기초매트 사이에는 면진베어링(seismic isolation bearing)

을 설치하여 원자로건물의 면진주파수를 0.5MHz가 되도록 한다. 면진베어링은 직경 

1.2m로 320톤의 수직설계하중을 지지하는데, 이는 KALIMER-150 개념 설계시 개발

되었던 것과 동일한 사양이다. 면진베어링은 독립적으로 배치되며 교체 및 유지보

수를 위한 최소 간격을 2.0m로 설정하여 원자로건물의 수직벽 하부에 집중 배치하

였다. 그림 17은 면진베어링이 설치된 원자로건물에 열수송 계통 및 잔열제거계통

이 배치된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17에서 원자로건물 하부에 설치된 면진베어링

의 개수는 197개이다.  

 

 



 
 

 
31

SG
D=2.4

Pump
D=2.8

Expansion 
Vessel
Do=2.4 AHX

Do=4.4 6.55

3.05

7.2

2.0

5.30

2.4
1.5

4.0

FDHX
L=4.0m
W=4.0m
H=20.5m

FDHX

13.55

11.75

16.35

8.5

6.65

0.5

3.6

R0.5
1.2

1.2

2.6 3.8
2.4

1.55

25.35

T=0.5

T=0.7T=0.5

3.3

9.3

10.0

1.5

1.55

3.22

3.22

1.98

1.5

5.2

1.3

1.5

19.65

12.6

9.55

Core

IHX

IHX

IHX

IHX IHX

IHX

Pump

Pump Pump

Pump

DHX

DHX

35.4°

27.9°

60°

60°

11.55

6.59

DHX

DHX

2.89 5.29

6.0

7.38

R=5.55

11.55

13.6

8.64

7.14 4.74

4.96

2.5

1.3

4.93

6.312.74

9.05

2.4

2.4

R=1.2

R=0.5

R=1.3

2.65

R=7.475
R=7.25

R=7.175

R=3.9

Do=0.357

Do=0.300

Do=1.125

4.23 2.8
4.52

Do=0.822

Do=0.408

FDHX 크기 :
- (08년 12월 유체진도점검)
- L=3.269m, H=2.988m
IRACS 펌프크기 :
- 미정, 잠정적으로 설정
나머지기기, 배관크기 : IOC
- FS500-IR-02-2009 어재혁

1.95

1.45

5.5

T=0.7

T=0.5

2.4

 

(a
) 

수
평

 배
치

도
 

 



   32

AHX
D=4.4m

SG

DHX

FDHX
L=4.0m
W=4.0m

IHX

1.34
2.34 1.5 3.5

7.5

17.38

3.0

EMP

IHTS
Pump
IHTS
Pump

2.0

5.0

1.4

24.08

11.5

0.9

T=0.9

T=1.5

10.0

T=0.5

T=0.5

T=0.7

T=0.9

T=0.9

T=0.7

T=0.5

T=0.5

27.0

7.3

10.0

5.0

7.1

E.V
Do=2.4

12.5

11.4

 

(b) 수직 배치도 

그림 16. 주요 계통의 원자로건물 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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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용량 원자로 계통이 설치된 원자로건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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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4세대 원자로 노형으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야 하지만 이들을 동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과도한 안전 계통의 보수성을 줄

이면서 경제성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위해 예비 개념 설계 단계에서 대

용량 원자로의 계통 구조물들의 배치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배치 설계는 

열수송계통과 잔열제거계통 그리고 원자로건물로 크게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열전달계통은 2-루프 개념으로 설정하였고, IHTS 

배관 길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Mod.9Cr 강을 배관 재료로 선정하였다. 열수송 계통 

배치 설계는 유체 계통에서 제시한 설계 요건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

며, 아직 설계 요건이 제시되지 않은 계통은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잔열제거 

계통은 각 계통별 기기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열수송 계통과의 배치성을 고려하여 

배치 설계가 이루어졌다. 원자로건물의 구조개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용량 격상에 따른 원자로의 대형화를 고려하여 KALIMER 설계 자

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일차 계통의 주요 구조물을 배치 설계함에 

따른 물량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출된 구조물들의 개념들을 도면화하여 첨

부의 자료에 수록하였다. 첨부에는 구조물 뿐만 아니라 원자로건물과 면진베어링의 

배치 개념에 대한 도면들을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대용량 소듐냉각 고속로의 설계 및 계통 배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만 세부 구조물들에 대한 제작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

이다. 또한 현재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기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당장의 인허가 

신청이나 상세 설계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대용량 소듐냉각 고속로의 설계 개념에 필수적인 기기 및 

구조물의 제작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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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대용량 원자로 개념 설계 형상화 자료 

A. P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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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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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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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R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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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원자로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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