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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에 의한 산성비， 지구 온난화 현상등 환겸오염이

점차 심화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설제적으로 가장 확설성 있는 현폰 대체 에너지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TM!와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일반 대중의 원전의 안전성에대한 우려를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제기된 안전성 문제블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펀 추가 설비로 원전의

최대 장첨인 경제성이 점진적으로 상실되어 원전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드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 해외 선진국에서는 캠체된 원자력 산업의 활성화블

의하여 안전성， 경제성 빛 제반기술 특성이 제고된 혁신척인 개념의

산협안전로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신형안전로의 제고된 우수특성들은 일반

대중과 전력사업자를 동시에 만족시켜 침체펀 원자력 산업 회생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며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이

추진되었다.

신형안전로 개발에서 가창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특성은 안전성

으로서， 기존의 재래식 원전의 안전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동 안전，

고유 안전 등과 같은 혁신적안 안전 개념을 도입하여 사고시 운전원의 개입

없이도 원자로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방사성 생정 물질을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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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킬수 있는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 부존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점증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은 필수척이므로， 이러한 안전성올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신형 안전로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점점 높아지는 해외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기술 이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현실파 선진국 도약을 위해 필수척인 에너지 기술

자립올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혐 안전로의 개발올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천성， 기술성， 경제성 측면에셔의 각국 신형 안전로

개발올 분석 평가하는 동시에 국내 실정올 조사하여 신형안전로의 국내 개발

타당성을 입증하고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함을 목척으로 수행 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법위

본 연구는 국내 신형 안전로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로서

공급자(Vendor) 에 의해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노형별 개발 현황， 기술특성，

안전성， 경제성 및 국내 기술 기반등의 조사연구 를 통하여 선형 안전로

개발 타당성을 검토.분석 하고， 범 국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차세대

신형 안전로 개발방안을 수립 하는데 있다.

해외 신혐 안전로 개발현황 및 기술특성 분석.평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의 AP600 과 영국 UKAEA 의 SIR 올 주 대상으로하여 수행하였으며， 스웨댄

ABB사의 PIUS, 소련의 VVER600 및 일본의 MS-300/600 등도 이용가능한 자료

범위 내에서 검토.분석하였다.

상기 해외 신형 안전로들에 대한 다각적안 자료조사와 합께 개발현황，

설계개넘， 인허가전망 및 개발계획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각 노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설계 개념에 의한 설계 특성을 피동형 발천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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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력 연구소의 사업자 요건 (EPRI Utility Requirement Documents) 과

개발도상국에 척용을 위한 신형원자로 기술요건인 Lahmeyer 노협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 펑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노형의 계통별 우수 설계

개념올 도출하여 한국형 신혐안전로 7ij발시 채택이 가능한 설계 개념을

추천하였다.

또한 국내 신형안전로의 개발 타당성율 안전성과 기술성 및 경제성

록변에셔 분석하였고， 기보유 국내 기술의 신명 안전로 설계에의 첩목

가능성올 검토하여 이틀 토대로 차세대 국내 신형안전로가 갖추어야 할 주요

특성율 도출 하였다. 끝으로 한국형 신형 안첸로 개발의 타당성 및 필요성

관점에서 재발 방안을 시기별로 수립해셔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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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인 해외 신형안전로중 Westinghouse사의 AP600이 미국정부의

져원을 받아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SIR은 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기타 소련，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발중인 신혐

안전로들은 현재 재념설계 단계이며 개념적으로는 AP600 과 유사하다. 각

노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개발중인 신형안전로 모두 안전계통

작동면에서 외부전원 및 운전원에의 의존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계통도 많이 단순화 되었다. 신협안전로의 계측제어계동은

인간기겨l 연계 개념에 의하여 종합적인 설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디지탈

기술과 컴퓨터 기능의 확대률 통하여， 계동의 신뢰성 제고와 보수검사의

단순화를 기할뿐 아니라， 다양한 운전지원 기능과 인간공학적 설계 및

워크스테이션의 채택을 통하여 운전원 오류를 방지함으로써 설계의 질올

높이고 안천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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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차세대를 위한 국내 신형안전로 개벌은 원전의 안천성

향상과 대중 이해도 측면에서 필요하며， 기술 자체도 기존 발전소 설계시

사용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몇몇 개념의 실증만 이루어지면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커서， 국내 기존 겸수로와 유사한 노혐의 경우에는

일부핵심기술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술로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협원자로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많윤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제시한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기존 원자로나

개량행 원자로에 대해서 충푼한 경쟁 능력을 가져 개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였다.

급증하고 있는 국내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표준원천의 지속척인

개량에 의한 계속 건설이 단기척으로는 현실척이고 경제척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원전 관련 기술기반의 강화를 통한 에너지 기술 자럽의

달성과 원전의 안전성 제고로 원전건설 증가에 따른 사회척.경제척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경수로의 개량과 병행하여 새로운 안전

개념의 신형안전로를 개발해야 한다.

신형안전로 개발은 오랜 연구개발 기칸과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지만， 에너지 기술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범국가적인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척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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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ject때es ann Importance of the Project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acid rain and the green

house effect due to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fossil fuels ,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to reduce it.

Among the presently available alternative energy sources , nuclear

energy has been receiving most attention. However, the TMI and

Chernobyl nuclear accidents raised public concerns on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I뻐ts ， and has required additional improvements to

resolve the safety issues of these accidents. These situations

undermined reasons for the economic advantages of nuclear power plants

to gradually diminish and thus for inovative stagnation of the nuclear

industry. As a way of overcoming these difficult situations ,

well-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putting various efforts on

developing revolutionary safety concepts bearing passive reactors

whose safety and econo뼈 are drastically improved. These new reactors

are expected to satisfy the needs and concerns of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utilities , and thus to eventually give vitality to the

nuclear industries. Concerning these aspects , some of those reactors

are already in the well developed stage.

The innovative safety concepts , such as natural and inh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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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eatures , are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employed in

the passive reactors. These advanced safety concepts , which are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safety concepts , enable the

reactor to keep the integrity and to confine the radioactive material

within the reactor without any operator action even in case of severe

accidents.

The lack of natural resources makes it essential for this country

to rely heavily on nuclear energy to meet the increasing electricity

demand. This fact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passive reactor whose safety will be drastically enhanced. The other

reasons necessiating the development of a passive reactor can be seen

from the viewpoint of ultimate self-reliance in energy technology and

of the hi양ler protective barrier for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well-developed foreign countries.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thus two fold: first , to

analyze and evaluate the various passive reactors developed in foreign

countries in their safety , technology , and economy aspects. Secondly,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the passive reactor in this

country and to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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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ally, the content and scope of this study include review and

analyses of the development status , technical characteristics , and the

safety and economy of various passive reactors based on the vendor ’s

information. The scope of this study is also extended to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plan for the passive reactor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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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eration reactor throu양1 the survey of domestic technolo맘 with

nationwide consensus.

The 뻐alysis and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status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overseas passive reactors were performed

for the major objects of the AP600 developed by Westinghouse and the

SIR of UKAEA. The other passive reactors - PIUS of Sweden , VVER600 of

Soviet Union , and the Japanese MS300/600 were also reviewed and

analyzed within the limited information.

An In-depth review on the development status , design concepts ,

licensability and future development plan of those reactor was carried

out. For this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new design concepts of

those passive reactors , the Lahmeyer evaluation criteria and the EPRI

Utility Requirement Documents were utilized as basic criteria. Based

on this analysis and evaluation , the recommendable design concepts in

each major system were selected and suggested for the Korean passive

reactor.

The feasibility study for developing a passive reactor in this

country has focused on the safety, technology and economy aspects , and

on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domestic

technology to the design of the passive reactor. Based on this

review , the major design characteristics which the next generation

domestic passive reactor should deploy were selected , and furthermore

the development plan was recommended in a step by step way.

IV. Results ana Recommenoations

The development of the AP600 by Westinghouse with U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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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is most actively underway. while no major progress is reported

for the SIR development. Other passive reactors being developed by

the Soviet Union. China. and Japan are currently in the stage of

conceptual design. The general safety system concepts all of these

reactors are to considerably reduce the dependency of the safety

system activation on the external power supply system 뻐d operator

actions , and to simplify the auxiliary systems. The use of digital

technolo압 results in enhancing the operability. reliability , and

safety of th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thus reduc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loa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domestic development

of the passive reactor is quite useful for the next generation of

plants from the standpoint of safety enhancement and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I뻐ts. It further reveals that if a reactor similar

to the existing Korea PWRs is selected as a development object , the

existing domestic technology. except a few key technologies. can be

successfully utilized for developing a passive reactor. The economic

evalu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vendors , shows

that the passive reactor may be sufficiently competitive with both

existing and improved reactors.

Therefore , the passive reactor, which has remarkable safety

characteristics , should be developed as the next generation reactor in

parallel with the continuing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plants. Althou밍) the development of the passive reactor

requires a tremendous investment and a long-term timetable , it should

be propelled with a firm development pI뻐 as a nationwide project for

establishing self-reliance in energ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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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1 장 서 로
」

제 1젤 연꾸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 발전음 1960년대 초반 상용화된 이후 저렵한 발전원가에 힘입어

선진국올 충심으로 급숙히 발천하여 왔다. 더우기 1970년대 전세계가

겪었펀 2차례와 석유따동 이후 에녀지자원이 부족한 선진공업국에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툴 감소시카기 위해 에너지 다원화 정책올 추진하게

되었오며， 이를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는 석유 대체 에너지로서 확고한

위치툴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윤 세계를 고성장 시대에셔 저성장 시대로

전환시켰으며 1979년 미국의 TMI 원전사고후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따른 후속 조치 결과로 원전 인허가 검토항목의 증가

및 안전설비의 보완등에 의한 칙간접 공사비 증가를 유발 하여 원자력의

최대 장첨인 경제성이 약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 환경의

칙.간접변화는 원천의 안전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우려 증대와 함께 세계

원자력 산업을 첨체에 빠지게한 추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1986년 소련의

Chemobyl 원전 사고논 천세계척으로 반핵， 반원전 운동올 유발， 확산시켜

원자력산업올 기술척 및 정책척 측면에셔 판단， 결정하던 기존의 관념에서

나아가 국민척 합의 (PA) 률 요하는 산업으로 변화시켰다.

에너지 자원변에서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이의 사용 층가에 따른 환경

문제， 그리고 다른 대체 에너지원 기술이 빈약한 현재의 여건올 고려하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은 필연척으로 대두되지만， !HI 및 Chernobyl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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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일반 대중애게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올 코게 부각시켜서 원전의

계숙척인 운영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도록 했다.

최근 해외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인식하에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올 향상하여 침체된 원자력 발전 산업올 부활 시키기

위하여 피동안전성 (Passive Safety) , 고유안전성 (Inherent Safety) 등의

새로훈 안전개념을 도입환 신혐안전로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신형안천로둘은 기존원전의 능동기기 다중설치에 의한

안전설계개념올 근볼척으로 개선하여 원천의 안천올 보장하고，

강화되어가는 규제요건율 충촉시키며 동시에 설계개선을 통한 경제성의

향상올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셔도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진척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부웅하여 훨자력 발컨소의 인허가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0년대에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대사고 정책이

척용되고， 반원천운동이 이론척2로 정립되어 확산될 것아 예상되어 현재

우리가 보유 하고 있는 경수로만으로는 일반대중 및 규제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으로 보다 확실한 안전기구를 갖춘 원자로가

개발되어야 할것여다. 이러한 관점에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건설이

추진중인 개량형 경수로 이후막 대안으로 신형안건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확실한 대체에녀지로셔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측면과 PA 측면에서

신형 안전로개발의 필요성은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인지되고 있으며， 이미

선진 외국에셔는 상당한 수준까지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국내 신형안전로 연구개발윤 거의 천무한 상태로서 이를

성공척으로 추전하기 위하여는 국내 여건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눈 선진외국의 신형안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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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향 빛 인허가 전망풍에 관한 사항을 따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각

노혐별 기술특성， 안천성， 국내 기존 기술과의 양립성 및 경제성의

심층있는 검토.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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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2젤 연구 목적

한국협 신형안전로의 개발목적운 안전성， 인허가 용이성， 경제성

측변에서 기존원전에 비해 보다 개량 및 향상시키고 건설공기를 단혹시켜

일반대중과 천기사업자의 요구조건올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신형

가압경수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신형원자로는

• 일반대중이 쉽게 어해힐 수 있는 뛰어난 안전특성올 보유

• 경제성이 향상

• 상업화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 국내 기존 경수로 셜계기술의 최대활용이 가능한 원자로이어야

한다.

이러한 신형원자로의 개발에는 퍼동안전개념과 같은 혁신적 개념의

설계방법 도입， 입증된 설계기술 사용， 최신 첨단기술 적용，

모률화동의 회신공법 척용풍 여러가지 관련 사항을 폭밟게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 목적운 해외 신형안전로의 개발현황 빛 설계특성올

조사.분석하여 신형 경수로 개념과 결부된 문제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들의 기술특성 및 경제성， 부지선정 및 안전성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여 한국협 신형안전로 개발 타당성올 조사하는테

었으며，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예정인 차세대 신형안전로 개발에

대한 방안올 수립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기반올 구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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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젤 연구내용 및 법위

본 과제는 차세대 선형안전로 개발 타당성 조사로셔 연구내용 및

범위눈 다음과 같다.

• 노형별 채발현횡 분석

선진외국 연구개발 주체국의 개발배경과 현황올 파악하고， 설계개념，

개발계획，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 노형별 기술특성 분석， 명가 및 우수 설계특성 도출

각 노형별 계동구성 및 설계특성올 상셰히 검토하여 분석하고，

계통특성을 각 항목별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수 설계 특성올 도출

• 국내 신형안전로 개발 타당성 분석

국내 치세대 신형안전로 개발 타당성올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

륙변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신형안전로의 주요 설계 요구

특성올제안

차세대 신협안전로 개발방안 수립

상기 검토 항목별 검토결과， 기술특성분석， 안전특성분석， 국내

기술기반과의 양립성 및 경제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척합한

차세대 신형안전로 연구개발 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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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신협안컨로의 개발현황올 조사.분석

하였다. 연구개발 주체국의 개발배경과 현황올 파악하고， 설계개념，

개발계획， 인허가 전망등에 대하여 검토.분석 하였다. 특히 개발가능성이

크고， 국내 기폰 경수로 기술의 최대 활용이 기대되는 AP-600 과 SIR을

중심으로 검토.분석 하였다.

1. AP 600

가. 개발 배경

1970년대에 발생했던 두차례의 석유따동과 1979년에 발생했던

미국의 TMI 원전사고눈 미국의 원천산업 방향올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흑， 두 차례의 석유 따동에 의해 저성장시대로 첩어든 미국의 전력수요는

딴일 용량의 대혐 발전소보다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필요로 하게되었다.

또한， 1M! 원전사고는 원전의 안천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개념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이에

EPRI 는 1985년 소형 (600 뼈e이하)의 개량형 경수로 (ALWR) 개발 계획을

시작하였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Westinghouse/Burns & Roe는 피동혐

안천설비률 갖룬 원자로로서 계통 설비가 단순하고， 모률 개녕의 건절이

가능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600 MWe 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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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경수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기본척으로， 셜계

개념은 1984년 Westinghouse사가 DOE를 위해 시도한 10 MWe의

MTP(Multimegawatt Terestrial Power Plant) 계획에서 개발된 개념올 600

MWe 급에 적용시키는 것이었으며， EPRI 와의 계약이 AP-600 개발올 촉진하는

칙첩척 계기가 되었다. 1986년 미국 에녀지성 (DOE) 은 피동형 안전 개념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AP-600

개발에 대해 재정저원올 시작하였고， 또한 EPRI 의 "Passive Plant Program

Phase II" 의 일환으로도 계속 추진되어 왔다. 1989년말 DOE는 미국내 신형

경수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훤하기위해 AP-600에 미화 5000만불까지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Westinghouse 사는 AP-600 을 안전성， 인허가

용이성， 경제성 및 건설 공기에 있어셔 기존 원전에 버해 개량되고， 대폭

단순화된， 그러고 EPRI 의 "ALWR 피동형 발헌소 설계 요건”을 만쭉시킬수

있는 경수로로 개발하여 2000년대 원자력 발전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코 었다. 현채는 1995년까지 설계 인증 대esign Certification) 취득

목표하에 계속 기술개발을 추진중에 었다.

나. 설계 개념

AP-600의 젤계개념상 기존의 PWR과 매우 다를 특징은 안전 특성이며

주요 설계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로

AP-600은 보수적인 설계여유도를 가진 저출력밀도 노섬을 채택

하고 있으며， 노심주위에 반경방향 반사체뜰 설치하였다. 또한 원자로의

계측장치는 원자로용기 측면에서 삼입하여 원자로용기 내변에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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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하부에셔 계측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가) 원자로 노심

AP-600에셔 채택한 핵연료겹합체는 Westinghouse사의 17x17

OFA (Optiminzed Fuel Assembly) 설계로되어 있고 최척화된 수소/우랴늄

(H/U) 비물을 가치는 특정이있다. 노샘은 85% 의 가동울을 가정할 때

18개월 주기로 운전할수 있게 되어 있으며， 펑균 연소도는 42 , 000

MWD/MTU 이다. 또한， 노심과 노심원동사이에 스테인레스강파 뿔이 각각 약

90%와 10% 로 구성되어있는 중성자 반사체를 사용하여 발전소 수멍에

있어서 중요한 원자로용기의 취화에 크게 영향올 미치는 중성자 조사량을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나) 훤자로 용기

원자로용기는 기존 PWR원자로 용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제작상 별도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용기의 제작중 수칙용접올

피하기 위해 환형단조 (Ring Rolled Forging) 방법을 사용하고 고충성자속

영역인 노심부를 피해 수평용접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용기의 상부헤드는

단조로 가공되는 타원체이며 하부헤드 역시 단조 로 가공되는 반구체이다.

원자로용기에는 내부 칙경이 787.4 mID (31 inch) 인 2개의 고온관 노즐이

각각 180 。 식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내부 척경이 173.0 mID (6.81 inch) 인

2개의 안전주입 노즐이 원자로용기의 상부 원통부분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Detector Guide Tube 관통연결 부위를 채래석의 용기바닥에서

용기측면으로 변경 함으로써 원자로용기 하부의 Cavity Space흘

최소화하였으며 핵연료 재장 전동얀 ICIS(In-Core Instrumentation System)

Thimble 을 제거할 필요가 없도롭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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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의 출력제어

AP-600에셔의 노심제어는 두가지의 특정이 있다. 그 하나는

연료연소에 따른 반용도 보상올 워하여 가연성 독물필을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하추종과 풀혁조정올 위하여 Gray Rod 제어봉올 사용하는

것이다. 정상운전중 붕산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노섬에는 총 45개의

채어봉 Cluster 가 었으며 이것운 4개의 Control Bank(33 Clusters) 및

3개의 Shutdown Bank(12 Clusters)로 구성된다. 또한， 부하추종운전율

위해 노심출력올 제어힐 Gray Rod 제어용은 12개의 Low-Worth Gray Rod

Cluster 로 되어 있다.

2) 원자로냉각채계통

원자로냉각재계동의 주요한 셜계특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4개의 고관성 Canned Motor 원자로 냉각재펌프가 중기

발생기 Channel Head 밑에 부확

- Loop Seal 배관율 제거한 2개의 고온관과 4개의 저온관

Loop 배열

Model F 증거발생기의 설계개선

- 가압기용량확대

- Loop 지지계통의 단순화

그림 2. 1. 1-1은 AP-600 원자로 냉각재계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원자로냉각재펌프

냉각채펌프로셔 신뢰도가 높으며 냉각방법이 단순해진 Canned

Motor Pump를 사용한다. 두대의 냉각재펌프는 증기발생기 Channel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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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에 부착되어 있어 펌프와 증기발생기를 일체화 시켜줌으로써

지지계통을 단순화시키고 보수공간을 넓혀준다. 또한 펌프와 층기발생기

사이의 냉각채 순환배관올 없뱀으로써 Crossover Leg 순환압력 손실올

줄여준다. Canned Motor Pump는 Shaft Seal Pump에 비해 Shaft Seal율

없햄으로써 Small LOCA 가능성을 배제시켜추고 있으며 Shaft Seal

Leakage 에 의한 이용융 감소요인올 배제하고 있다.

나)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는 Westinghouse사 Model F로셔 일차측 Channel

Head툴 변경시켰다. Tube 의 채질은 열처리된 Inconel-690 으로서

일반척으로 부식 저항성이 뛰어나며 냉각재에 의한 옹력부식 결함 (Stress

Corrosion Cracking) 에 저항성을 가지고있고 Inconel-600 의 튜브재질 올

사용하는 종기발생기에 비해 적어도 50%까지 일차측 방사선 춘위 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낮은 Primary Release Rates 를 가지고 있다.

증기발생기의 Channel Head 는 Canned Motor 원자로 냉각채펌프의

홉입노즐에 직접 부착될수 있도록 셜계 변경되었다. 이러한 셀계는

노즐입구를 보호하고 유동톡성올 유지하변서 수동이나 Robot 에 의해

Tube 검사， Plugging , Sleeving올 위한 충분한 접근공간을 마련해 주며

증기발생기와 펌프가 단일 지치 구조물로 취급되어 밑바닥에 부확흰 원자로

냉각채펌프와의 접촉부위가 충분한 강도와 캉성올 갖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다) 가압기

AP-600의 가압기는 용량에 있어서 기존원천의 28. 3nr (1 ,000

fe) 에셔 36.8 nf (1, 300 fe) 으로 증가한 것 이외에는 기존 Westinghouse

사의 가합기 설계와 같다. 가압기 용량의 증가눈 Relief Valve나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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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을 작동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상 상태에 대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Transient 민감도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라) 원자로냉각재배관

RCS배관은 2개의 동일한 주냉각 Loop로 되어 었으며 각

Loop에는 내부칙경이 787.4rnrn(31 inch) 인 1개의 고온관과 내부칙경이 558.8

mrn (22 inch) 인 2개의 저온관이 있다. 굽힘배관의 사용은 유동경로로 인한

저항율 줄이고 고온관과 저온관 배관 사이의 팽창치를 조절하는 적절한

유연성을 제공하여주며 용접비용을 절감하고 가동중검사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Free

Floating" 으로 설계되어 냉각채배관이 팽창하게 되면 배관의 열융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로 용기로부터 증기발생기가 밀려나게 된다.

AP-600 은 펌프와 증기발생기가 직접 결합됨에 따라 기존의 PWR에서 이들의

연결에 필요한 연결배관이 필요없게되어 πoop Seal'’이 제거되는 크나콘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안전계통

안전계통은 중력， 자연대류와같은 자연력을 이용하여 격납계통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안전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 발전소의 과도상태나 사고후에 요구되는 비상노섬

잔열제거

-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냉각수 보충

- 단기 LOCA 주입

- 장기 LOCA 재순환

- 격납용기 혈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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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용기내 살수에 의한 방사능 제거

가) 피동잔열 제거계동

피동잔멸체거계통윤 정상상태 또는 발전소의 운전시

급수계동의 고장， 그러고 증기 발생기를 홈한 열제거가 되지 않올때

노섬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피동 잔얼체거 열교환기는

열체거훤으로 착용하는 격납용기내 핵연료 재장전수 탱코(IRWST) 내에

았으며 열교환기의 위치는 원자로냉각채계통보다 높아 폐쇄유로의 자연대류

순환에 의한 열전달이 가능케 해준다. 원자로 냉각재펌프의 고장이나，

외부전원악 상실로 원자로 냉각재펌프가 착동되지 않으면 Res

고온관으로부터 피동잔멸제거 열교환기를 통하여 Res 처온관으로 이어지는

자연 대류가 일어나재 된다. 운전원은 공압밸브(Pneumatic Valve) 률

이용하여 피동잔열제거열교환기의 유량을 조절하여 Res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져시킬수 있으며 증기발생기를 통해 정상척인 잔혈제거가 수행될때까지

계속 작동된다.

나) 피동안전 주입계통

단기 안전추업은 높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에서는

노심보충수탱크로부터 공급받고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와 찰이 초기에

노심채충전이 필요할시기에는 많은양의 보충수를 Accumulator 로부터

공급받는다. 장기 안전주입은 노심보충수탱크와 Accumulator 의 용량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 장기깐 많은양의 보충수가 필요할때 격납용기내

재장전수탱코 (IRWST) 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러나 IRWST 로부터 보충수를

공급받으려면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이 IRWST 어l 있는 보충수의 수두보다

낮거나 ”격납용기 맙력 + 1O psig” 압력까지 떨어져야 한다. 이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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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감압장치가 작동하여 이러한 기능올 수행하도록 되어 었다.

장거안전주입이 시작된 후 약 10시갇후에 IRWST가 버게되면

원자로냉각재겨}통운 물에 참기게되어， 이 물이 다시 RCS 내부로 훌러

들어가 안정된 장기 원자로 냉각과 RCS 냉각수 보충이 이루어지며

자연대류에의해 노심을 냉각시키게 된다. 원자로 냉각채계통으로부터

배출되는 증기는 격납용기 냉각계통으로부터 냉각웅축되어 격납용기 벽면율

타고 내려와 격납용기내 하부에 위치한 노섬쭉으로 흘러 률어가 이러한

착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4) 격납계통

AP-600 격납용기 계동의 주요 설계특정온 다옵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콘크리트 차폐건물과 강철 압력 용기로 구성된 격납건물

최종척인 얼제거원으로셔의 피동혐 격납용기 냉각계통

격납용기내 방사능 물질 제거물 위한 피동형 격납용기

살수계통

가)격납건물

AP-600 격납캔물의 기본개념은 기존의 PWR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있으나 :l 활용방법운 매우 다르다. 격납건물은 콘크리트 차폐건불과

철제압력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코리트 차폐건물에는 비상시

강체압력용기내의 온도를 강하시키기 위한 공기동풍구 및 살수용수 탱코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하충a로부터 강철압력 용기 및 원자로 률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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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납용기 냉각계통

피동형 격납용거 열제거계통(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은 안전성과 관련하여 발전소의 최종 열홉수체의 역할을 하며 그

구성은 건물 상단의 냉각수저장탱크， 격납용기와 차혜건불 사이의통로，

공기 홉입구， 공기 및 중기의 배기를 위한 관련 계측설비， 배관 빛 밸브

풍으로 구성되어있다. 사고시 격납용기내의 멸은 강철격답용기를 통하여

대기종으로 방풀되며 이때의 열전닿은 격납용기 외부대기의 자연대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연대류에 의한 열제거의 보조수단으로셔 격납용기

외부 표변에셔의 냉각수기화에 의한 열제거도 병행되도록 하며， 이

냉각수는 콘크리트 차펴l건물 상판에 위치한 탱크에서 충혁에 의해

흘러내리도록 한다. 냉각수탱크는 3일동안 격납건물을 냉각시킬 수 있올

만큼의 충분한 냉각수툴 처장하며 냉각수 보충올 위한 배관과 냉각수원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동협 격납용기 살수계통

본 계통의 동력은 압축기체 (질소)이며 정상운전시 모터구동

글로브 밸브에 의해 격리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통은 30분동안 운전이

가능하며 사고시 요오드 준위를 효과척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의

원전에셔는 격납용기 살수계통이 요오드 준위를 낮추는 것 쁨만이 아니라，

격납용기 냉각올 위한 기능올 갖도록 설계된데 비하여， AP-600에셔는

요오E 준위를 낮추는 것올 주기농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5) 계측 빚 체어계통

AP-600의 계축제어계통은 기존의 관련 안전성 문제점들올 해결

하고， 최신기술의 도입올 위한 종합적 설계개념을 채택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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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기술과 컴퓨터기능의 확대척용을 동하여 겨I동의 신뢰성 향상，

보수검사 및 건설의 용이성， 설계의 유연성， 운전원 오튜의 방지등을

추구하고 있다. 신호 처리의 다중화 및 광데이타 렁크에 의한 광통신

신호전송으로 설계를 고도화 하였으며， 신호의 격리 및 분리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마여크로 프로세셔에 의해 모률화된 기겨는 개별적인 자가

진단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호 톱럽척으로 설계되어 고창의 파급을

방지하고 고장시 자동전환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CRT를 중섬으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워코스테이션올 제어실의 기본 단위로 하여， 모둔

운전기능을 깐결한 작업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대형

화변에 의하여 전체 운전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등 운전원의 기능을

대폭지원하므로써 TM!이후 제기된 ERFISPDS 등 대부분의 문제점 해결과

인간기계 연계의 대폭척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컴퓨터 가능을 확대

하여， 보호 빛 경보처리의 디지탈화와 합께 다양한 운전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많운 부분에서 자동화를 기하고 있다.

6) 전력계동

전력계동은 가) 소외 전력계통， 나) 소내 전력계통， 다) 무정전

전원 계동， 라) 디젤발전기 계통으로 나눌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PWR의

전력계통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PWR에서 안컨등급여던 6.9KV

Board와 디첼발전기가 비안전등급으로되어， 유지보수 및 검사가

간편화되었다.

다. 개발현활

l\P-600은 개념설계를 통해 발전소 전체에 대한 설계관련자료가

- 38 -



착성되었으며 특히 기촌발전소와 차이가 나는 고유의 주요설계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발천소셜계의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바， 이 펑가에는 발전소가동율과 운전여유에 관한 설계의 효율성， 설겨l기준

사고 해석결과， 확률론적 위험도 분석， 발전소 기기에대한 분석，

건설성평가， 건설단가 및 공기 등이 포함된다.

개발 및 이에 관련된 시험은 주로 단순화된 원자로냉각재계동，

피동안전계통， 단순화된 보조계동， 모률개념을 척용한 건설방식 및

발전소구성등에 대해 집중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요계통 빛 특성의

척합성올 확립하였다. 1989년 이래로 DOE의 지원율 받아 상세설계가

진행충이며， AP-600의 진전에 상당한 역활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EPRI에셔

작성한 ”피동혐 발전소 설계요건”이 1990년 현재 NRC의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 있다.

라. 개발전망 빛 인허가

전체적언 AP-600의 인허가 취득 및 채발계획은 그림 2. 1.1-2

도시되어 있다. Westin링lOuse사는 1995년까지 NRC로부터 설계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률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하에셔 설계툴 수행하고

있다.

- 입증된 최신기술의 적용

- 해석척， 경험척 방식에 의한 AP-600 고유 기술의 입증

- 설계와 안전 여유도에 대한 시험수행

- 규제요건에 따른 평가

- 핵심 인허가 문제의 조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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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인증 취득에 필요한 세부 요건에 대한 NRC의 동의

또한， AP-600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셔 최대 논점으로 예상되는， 실증용

발전소 건설이 불필요함을 입증하고， 새로운 개발과제를 최소화하여

발전소건설에 유러한 환경을 조성하려하고 있으며， 미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올 통한 기술교류 또는 공동 개발로 차셰대 상업용

원자로로서의 입지툴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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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
STEAM
GENERATOR

INTEGRATED
HEAD PACKAGE

1300 fT3
PRESSURIZER

COlOlEG
PIPE-22" 10

SAFETY
|애JECTION

NOZZLE

REACTOR
veSSEL
157’'10HtGH ’NERT1A

CANNED
MOTORPUMPS

그림 2. 1.1-1 AP600 원자로 냉각재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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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R (Safety Integral Reactor)

1) 개발배경

미국윤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도척인

문제가 해결되는 1990 년대 중반 신규 원전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웅하여 만기척으로 Evolutionary ALWR , 추후로는 안컨성이 입증된

중소형의 원자로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정하고 이에 맞는

원자로의 개발올 추진하고 있다. 영국운 노후된 Magnox 발전소 (1990

년에서 2000 년 사이에 Deconnnissioning 예정 ) 를 교체해야 하고， 1989 년

12 월 계획중이던 471 의 대형 가압경수로중 371 의 건설의 중지툴 발표함에

따라， 1994년을 목표로 종합척인 원자력산업의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영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종류의 원자로를 요구할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부지는 열배출량 및 송전능력 관계로 용량이

300 MWe 급으로 채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 (UKAEA) 는 1987 년 이래 피동안전로블 추구하고

있으며， SIR 혐의 Integral Reactor 를 상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펀 지난 10 년간 미국의 Combustion Engineering (CE) 은 SIR 과 유사한

소규모의 따동안천로툴 연구해왔다. 이와 유사하게 Rolls-Royce &

Associates Limited (뻐A) 와 UKAEA 는 피동 안전원칙 올 포함하는 300 MWe

급의 Barge-Mounted PWR 과 신형원자로올 개발하고 있었다.

1988 년 중반， CE (현 ABB-CE) , 뻐A ， 그리고 UKAEA (현 AEA Technology)

가 만나 영국의 노후된 Magnox 발전소를 대체할 소규모 의 피동로의 개발에

관한 설계의 공통관심 사를 논의하였고， Stone & Webs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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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S&W) 에 BOP 설계와 Integral Reactor 개념의 참재력에 관한

연구를 위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300 MWe 급의 SIR 이 해결책드로

선정되었으며 연구그줍을 형성하여 SIR 개념을 연구하고 있으며，

수개월간의 연구로 많은 장점이 발견되 고있는 실정이다.

SIR의 설계목적은 안전성이 개선되고 단순화된 상업적으로 경쟁력있는

소규모 발전소 개발에 었다. 설계는 실증된 기술올 가능한 많이

사용하변셔도 기존 발전소의 규모와 복잡성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단순화되고 피동척인 혁신설계를 개발하는 데 었다. SIR 은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에 의해 개발 펀

단순화된 피동형 경수로 요건서 (URD: Utility Requirements Document) 률

만족하고， USNRC 의 인허가요건올 만축하며， 영국의 Nuclear Installations

Inspectrate (NIl) 의 가압경수로 지첨도 만족시켜야한다.

나. 설계개념

SIR의 설계자료눈 표 2. 1.2-1 에 소개되고 있으며， 설계개념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발전소형태 (Plant Configuration)

SIR 1 기나 2 기가 한개의 터빈에 층기를 공급하는 계통이 연구

되었다. 설계자들의 주장으로는 그 이상으로 SIR 모률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2기까지 연결하여 1개 의

터어번에 증기툴 공급하며 하나의 운전실에셔 운전하는 방식이 알려쳤다.

이 깨념은 화력발전소와 빠ITGR Project 에서 그 기술척 근거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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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척원자로 (Integral Reactor)

1 차계동의 모든 주된 계통은 단일한 주압력용기 (Primary

Pressure Vessel) 에 위치시쳤으며， 이의 가술척 곤거눈 Otto Hahn

발전소에 있다. SIR 의 출력제한치는 주압력용기의 코기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형 가압경수로의 열교환기 크기로 하는 동시에 상세설계시

불가피하거l 바뀔 잠재적 설계변화에 대한 여유도툴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제작， 수송， 및 건설능력은 설종된 기술의 법주내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속분포와 압력강하에 대한 모델시험이 요구 되고 있다.

그림 2.1.2-1 은 SIR 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3) 노심의 출력제어 (Core Power Control)

붕산을 사용치 않고 제어봉만으로 한다. 이와 같이 붕산올

사용하지 않는 기술척 근거는 미해군 원자로 프로그램과 초기 마국

상업로에서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출력분포， 반웅도계산，

제어 봉가 계산， 사고분석， 첨두출력 및 얼적 여유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SIR 은 22 X 22 Fuel Assembly 와 표준형 ABB-CE 의 CEDM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올 사용하고 있다. St. Lucie 2

발전소는 같은 핵연료용올 사용하여 훈천중이고 ABB-CE 의 CEDM 에

대해서는 SIR 과 통일한 운전조건하에셔 성능이 입증되었다.

4) 노내계측장치 (In-Core Instrument)

노섬 아래쪽으로 용기물 관통하는 배관이 없고 노배계측장치

(In-Core Instrument) 는 원자로 용기 측변율 통해 용기 하부에서 180 도

굽도록 되어었다. 노내계측장치는 비등경수로와 동일한 개념올 채택하고

있으며 장치 자체는 System 80+ 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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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SIR의 증기발생기는 Modular , Strai방lt Tube , Once-Through

형이고 2 차측 냉각수가 튜브내로 들어깐다. 이러한 형태의 열교환기는

화력 발전소의 증기발생기나 B&W 사의 가압경수로， LMFBR ， HTGR 에셔 그

예를 찾아불 수 있다. 또한 증기발생기를 압력용기내에 넣는 것운 Otto

Hahn 의 Integral Reactor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1. 2-2참조) .

이 열교환기는 Inconel-690 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System 80+ 와 N4

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개념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혈용량，

장착 방법， 밀폐기술， 그리고 교체방법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었다.

현기술로 도 Chemistry 요건이 만촉되며 단지 이의 확충시험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6) 원자로냉각재 펌프(Reactor Coolant Pump)

ABB-Atom 사의 비등경수로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수펑으로

장착되는 Glandless , Wet-winding 모터펌프이다. 그러나 관성요건율 만족

시키기 위하여 Shaft 와 Impeller 에 무제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특성에

의한 효과도 평가되었다 •

. 7) 가압기 (Pressurizer)

피동척이라는 점율 제외하고는 가압경수로의 경우와 같다. SIR

의 경우 가랍기는 압력용기의 상부에 위치하며 Surge 와 Spray Pass 가

있는 판에 의해 막혀있다. Surge Flow는 "Fluidic Diode" 룰 사용하여，

물이 나오는 데는 저항이 적고 들어갈 때에는 저항이 코도록 만들 어져

있다. 가압기의 용량과 성능한계치가 설정되었으며 뻐A 사의 경우 이와

유사한 용도로 "Fluidic Diode" 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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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력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SIR 의 압력용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보다 크지만

증기발생기와는 버슷한 코가 이다. 그러므로 제작 및 운송에 환해 새 로운

기술이 필요치는 않올 것으로 여겨진다. 또 압력용기 관통부는 ABB-CE 의

ystem 80+ 의 절계와 유사하다. 이송기기 (Transfer Machine) 나

풍산없이 재창전 하는 것운 ABD-ATOM 의 경험있는 비등 경수로 재념이다.

9) 압력억제협 격납용기 (Pressure Suppression Containment)

압력억제형 격납용기를 사용하며， Reactor Vessel Compartment

(Dry Well) 가 배기모관 (Vent Pipe) 올 통해 8 개의 압력억체 격납용기로

연결된다. 이는 비등경수로의 시험자료에 근거한 철계이다. 압력 억제

모률운 외부공기에 의한 자연순환올 통해 열제거가 가능하다.

10) 피동안전계통(Passive Safety Systems)

피동안전계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Secondary Condensing System (SCS)

SCS 는 붕괴열올 증기발생기로 보내고 여기셔 발생된 증기가

자연순환 웅혹수조내의 열 교환기에 의해 웅축되도룩 한 것이다. 이는

미국 해군실험의 표준 T/H 분석에 기초한 것이며 설계요건과 효톰도가 완성

되었다.

나) Emergency Coolant Injection System (ECIS)

EelS는 Steam Injector 률 사용하여 압력용기 상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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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를 보충 한다. DOE/GE 의 시험계획에 의한 시험은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해결책은 있올것으로 여겨진다.

다)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SDS)

SDS는 압력용기의 충기를 배출하여 Pressure Suppression

Tank 로부터의 냉각재가 중력에 의해 용기로 풀어오도혹 하고 있다. 이는

비풍경수로에 사용확는 기술이다. EPRI 의 ALWR Program 운 Evolutionary

와 Passive ALWR 에 SDS 를 요구한다.

11) 계측 및 제어 (Instrumentation & Control)

SIR의 계측 제어계동은 이미 System 80+ 일부로 독립개발된

NUPLEX 80+ 설계를 채용하고 있다. NUPLEX 80+는 이미 미국 규제기관의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EPRI 의 개량형 설계개념을 따르는 상당히 구체화된

설계라 할 수 있다. NUPLEX 80+ 설계는 인깐기계 연계체계 개념을

근간으로 한 디지탈 기술의 확대적용이 특징 이다. 컴퓨터 기능의 강화로

주요 자료처리와 감시기능을 컴퓨터가 관장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간기계 연계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제어기능에 대하여는 기존의

인허가 상환을 인정하여 매우 보수적인 디지탈화 설계를 하고 있으며， 다중

신호 전송과 광동신 및 자가 진단기능을 가진 모률화 설계’가 도입되어

계통의 신뢰성과 보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상시 한명의 운전원에

의해 가동 가능하도록 간결한 제어설 설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요

운전변수와 기기상태를 표시하는 대형화면이 설계에 채택되었다. SPDS

기능을 강화하여， 이미 개발된 운전지원 기능의 구현을 꾀하고 었으며

깐략화된 경보 표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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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동가열 (System Heatup)

Nuclear Heatup 은 미 해군의 상업용 비등경수로에 경험이 있는

것이다. 많은 SIR 젤비는 Nuclear Heatup 올 용이 케 한다. Startup 시

Boron Dilution 이 불필요하며 불가능한경우 보조열원에 의한 Heatup 도

가능한 대안이다.

다. 개발현활

SIR 의 개발현황은 개념설계가 완료되어 상세설계와 설계인증

취득을 위한 종합적안 기초를 마련한 상태이다. 원자로와 발전소의 구성

설계가 완료되어 피동 안전계통의 성능평가를 포함하는 설계 쭉척과의

부합여부툴 판청하는 안전성 및 성능분석이 수행중이다. SIR 발전소

설계는 USNRC 에 의해 기술성이 증명된 기기와 계동으로 되어있다.

설계인증 취득을 위해 사용되는 발전소의 기기， 사고 시나리오， 분석

수한은 NRC 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것여다. 이러한 이유 에셔

NRC 에서 1995년 중반에 설계인충을 받겠다는 프로그램 스케줄이 USDOE 에

제출한 Proposal 에 들어있다. 또한 시장수요가 NRC 로 부터의 인허가와

Lead Plant 건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영국과 마국에서의 Dual

License 가 추진되고 있다. 한펀 1989년 5월 U.S.DOE 에 제출된 Proposal

은 SIR 이 71 술척으로 우월하나 AP-600 과 SBWR 에 비해 설계의 추진이 멀

진행되었다고 인정되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SIR Project 의 목적운 320 때e 급 단일 SIR 올 l\El\

Technology 소유의 Winfrith Site 에 Lead Plant 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Winfrith 지역이 기존에 었던 SGHWR 이 1992년 문을 닫을

예정이므로 척절한 시기에 발전소를 요구하고 있고， SIR 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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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구조물도 24.4 m (80 feet) 보다 커셔는 안펀다는 부지요건윷

만족하며 , Winfrith 부지가 SIR Consortium 중 하나인 AEA Technology 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5 천만 달러에 달하는 SIR 개발자금은 앞서 언급한 DOE Proposal 이

거부됨에 따라， 영국의 천력공급획사들， 그리고 이 개발계획에 칙접

참여하고 있는 4 개의 회사에서 조달키로 되었다.

라. 인허가

미국에서의 SIR 인허가 계획은 1992 년에 시작해서 NRC 로부터 1994

년 설계보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4 년

영국에서의 Lead Plant 건설， 그러고 수동 ALWR 에 대한 NRC Criteria 의

진전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계보증윤 NRC 에 의한 FDA (Final

Design Approval) 이 내려자고 피동형원자로에 대한 규정 제정이 끝나야만

가능활 것이다. 설계인보증울 룹기 위한 자료로는 LRB (Licensing Review

Basis) Document , CDR (Conceptual Design Report) , 그리고 SSAR (Standard

Safety Analysis Report) 가 있다. SIR 팀은 NRC Staff 와 함께 LRB

Document 의 준비작업을 도옵으로써， NRC 의 검토영역에 대한 척절한

인가요건 (Acceptance Criteria) 율 제시하며， SIR 설계를 검토，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철차와 행정척 방향을 설정할 수 있올 것이터.

한편 영국에서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NIl 의 인가요건은 EPRI 의 ALWR

Requirement Document 가 상당한 역할올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1992

년에 토의를 시착하고 1994 년 Winfrith 에 Lead PI뻐t 를 건젤하는 분제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SIR 건젤시기보다 2 년

앞셔 끝낼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요 기간은 표 2. 1.2-2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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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또한 전체적인 SIR 계획은 표 2.1.2-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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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2-1 SIR 설계자료

항 목 설 겨l 치

열출력 (MWth) 1000
전기출력 (Mwe) 320
발전소 셜계 수명 (yrs) 60
1차혹 냉각재 압력 (psia) 2250
원자로 입구 옴도 (F) 562.5
원자로 출구 옴도 (M1bm/hr) 605
1차측 냉각재율 (KW/1) 59.5
출력밀도 (EFPD) 54.6
주기 길이 (뻐D/MT) 657
평균 방출 연소도 38000
핵연료 집합쳐l 수 65
CEA 의 수 65
노。축도 3.3 to 4.
증기발생기의 수 (once-thru type 12
가압기 integral to reactor

vessel head)
원자로 냉각재 펌프 (glandless wet winding) 6
격납용기

원자로 용기 격실 (ft3) 2400
억제 탱크 8

江1 동 계통

- 2차측 응록 계통 (KW heat load) 28134
- 증기발생기 재순환 (KW heat load) 3850
- 비상 냉각수 주입 계동

- 안전 감압 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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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2-2 SIR 각단계별 소요시간

PHASE years

1. Issue Resolution 1.5
2. Design Options Review(paralle1 with 1) 0.5
3. Design Completion 1.0
4. Design Review 0.5
5. Detailed Design & Safety Analysis 1.0
6. Decision to Build 0.5
7. Public Inquiry & Placing of Long Lead Orders 1.5
8. Site Construction 3.0
9. Commissioning 0.5
O. First of a Kind Test & Lead to Commercial Operation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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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표

Start Near Term Development Plan 1990
Start NRC Pre-Application Review 1992
Complete Near Term Development Plan 1993
Complete NRC Pre-Application Review 1993
Start Detailed Design 1994
Start Public Inquiry in U.K. 1994
Formal Application to NRC for Desi맹 Certification 1994
Complete Public Inquiry 1996
Start Construction of SIR ar Winfrith 1996
Complete Design Certification 1998
Commence Commercial Operation of Lead SIRTM at Winfrit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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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2-1 SIR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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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배경

원자력 에너지와 관계된 제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궁극척인 안전성을

요구하는 추셰에 맞뤄 ASEA-ATOM (현 ABB ATOM) 은 70 년대 중반 고

유안전로블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의 초기 성과는 저온 열생성로인

SECURE 였으며 발전로에 대하여 SECURE 에 있는 nl동안전개념올 도입한

것이 PIUS 발컨소 개념이다. PIUS 개발의 근간은 미래의 원자력 발천소는

기기의 기능고장이나 인깐오류에 의하여 중대사고로의 진천이 될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데 있다. 또한 PIUS 의 설계는 이며 확립된 기존의 경수로

기술과 하부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PIUS 발전소의 설계목척은 미래에 계속척인 사고없는 훈전 (Continuous

Accident-Free Operation) 을 할 수 있는 원자로를 제공 한다는 데 있다.

셰부척인 철계목척은 NRC 의 안전성 목표와 설계요 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단순화틀 통하여 척은 출력에 대한 경제성의 상실이

없고， 부지요건을 완화시키며， 안전성 을 개선하고， 고유 안전성 개념을

통한 대중의 수용을 받는 것이다.

나. 설계개념

PIUS 는 기존의 가압경수로 개념과 혁신척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설계 목적이 노심을 수조에 참기게 함으로써 노심의 얼출력이 수조내의

물이 가지는 대류얼제거 능력올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원자로의 안전성은 열수력법칙과 중력에 의해 확보되며 거계적이나 전기적

장치의 도옴없이， 인깐오류에 지장을 받지 않는 원자로툴 만든다는 데

있다. 이러한 개념은 그림 2. 1.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 수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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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을 넣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A

그리고 DCD 두종류의 유체흐름을 생각할 수 있다. ABA 효를운 수조내의

불산수가 노섬과 Riser 를 통과하여 다시 수조 내로 되롤아 오는 Loop 이며

이는 원자로 정지시에 요구되는 유체흐 름으로써 붕괴열올 제거하며 합상

가능하다. DCD 흐릅운 기존 원자로에 있어서의 출력을 생성하는 Loop 로의

흐릅에 해당하는 흐름으로 써 노심과 증기발생기 그리고 펌프를 거치게

된다. 정상운천시에 펌 프눈 정확히 ABA 흐룹에 요구되는 유량올

공굽하므로 A 와 B Channel 에는 압력차이가 없게 되고 노심으로 붕산수의

유입이 없게 된다. 한환 노심에서 요구하는 유량과 펌프에셔 제공하는

유량간의 어떠한 불균형도 압력차이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풍산수의 유입을

통한 노심 정지를， 운전원이나 능똥기거의 개입없이 따동척으로， 유발하게

된다. 한편 수조의 용량은 일주일간 보충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양이

된다.

정상운전시 노심출력은 냉각수의 밀도와 Power Production Loop 으로

들어가는 붕산수의 체어를 따른다. 제어봉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초기

설계에 있어서 운천정지모드의 다양성을 위해 포함되었다. 가도리 늄이

채워진 가연성독봉이 사용되며 노섬은 일반적인 가압경수로에 비해 짧고

출력 밀도는 낮다. 기타 노섬설계자료롤 요약하면 표 2. 1.3-1 와 같다.

1) 노섬 (Reactor Core)

213 개의 Fuel Assembly 가 사용되며 길이가 짧아진 것올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수로 설계와 같다. 18x18 격자배치이다. 선출력이

11.9 kW/m 로 기존 경수로보다 작고， 피복재 표변의 평균 열유속도 399

kW/m2 로 작다. Delayed Neutron Fraction. Neutron Life Time. Plutonium

Buildup 등이 기존 경수로 와 비슷하고 연소도도 평형노섬 에서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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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D/kgU 로 경수로 노심과 비슷하다.

2) 원자로 냉각채 순환펌 프 (Circulation Pump)

PIUS 의 노냉각재 순환펌 프는 Glandless Wet 모터펌프를

사용하며 이 는 ABB-ATOM 사의 비등경수로에 일반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 다. 한훤 PIUS 의 자체 특성에 의해 출력에 따륜 유량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펌프에 출력을 변화시격야 함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PIUS 의 설계에서는 펌프모터에 전달되는 전압과 주파수를 바꾸어주는

제어기를 두어 해결하고 있다. 펌프속도의 변화는 5 이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증기발생기는 Once-Through 형으로 펌프 Impeller 가 Bottom

Channel Head 내부에 들어있다. 1 차측 계동이 수조내에 참기게 되므로

Loop 내부의 압력과 수조내의 압력이 같아야 하고 Loop 기기는 압력강하률

척게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증기발생기 튜브만이 최고

700 psi 에 탈하는 압력강하가 큰 부품이 된다. 한펀 PIUS 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는 일반적인 가압경수로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다만 냉각채 순환펌프가 증기발생기의 하부에 위치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림 2. 1.3-1 참조).

4) 노심제어계통 (Control Systems)

PIUS 발전소는 출력제어에 있어서 제어봉이 사용되지 않으며

붕산의 농도조절과 부반옹도에 의한 온도제어만이 사용된다. 일반척으로

붕산의 농도제어는 출력조절을 급격히 할 수 없으므로 급격한 출력제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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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냉각재 옴도제어가 사용된다. 초기의 잉여반응도는 가돌리니아가

채워진 가연성톡붕이 사용된다.

5) 격납용기 (Containment)

Reinforced Concrete 로 처l작되눈 일반척인 격납용기가 사용되며

환기계풍은 상용 경수로 설계와 갈다. PIUS 의 노심특성과 격납용기는

모든 NRC 규제툴 만촉시킨다. 그림 2.1.3-2 는 격납용기의 모양올

보여주고 었다.

6) 안전계통 (Safety Systems)

안전계통으로는 다음의 것아 있다.

가) 잔혈제거계통 (RHRS)

PIUS 에 있어셔 잔열제거는 수조로의 자연대류를 동해

이루어 진다. 한현 수조의 불운 수조냉각계폼에 의해 식혀진다. 이

겨}통은 디젤엔진에 의한 전력공급도 가능하며 다중척인 전원공급이

끊어지는 경우 에도 7 일간 비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조에

물보충없이 더 시칸이 지나면 수조의 물은 100 G 。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이때에는 발전소 대기로 물과 증기를 방출 하도록 되어있다.

나) 비상노싱냉각계통 (ECGS)

PIUS 의 비상노섬냉각은 엮시 수조의 물에 의해 이루어

지며，이 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 보충없이 7 일간 혹은 그이상

견딜수 있는 양이다. 노섬냉각의 메카니픔은 자연대류에 의한 노점냉각과

비등에 의한 노섬냉각의 두가지가 있다. 모든 보조 전력계동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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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된 경푸에도 전헨공급없이 찬떨제거계동파 비상 노섬 냉각계동에 의해

어떠한 발전소겨}동의 손상없이 2 일간 견디도록 설계되어있다.

다. 개발현황

개념설계가 완결되어 있다. PIUS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기

와 계동은 분석， 개발， 시혐의 광범위한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실증 이

되었다. 단지 특정기기의 시험만이 남은 상태이다. 한떤 일본의 경우

PIUS 와 유사한 ISER 개념 (PIUS/ISER) 올 제시하고 었으며 동경대와

미스비시중공업 두개의 모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일본원자력

연구소에셔는 ISER 를 운전과 보수변에서 개선한 SPWR (System Integrated

PWR , 1100 MWt/350 MWe) 설계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이 개념운 일체형 PWR

에 PIUS 원리를 척용한 것이다. 특히 스테인레스강 압력용기 (SWEDEN PIUS

는 Prestressed Concrete Reactor Vessel: PCRV) 를 채택하여 해상에셔

이용할 수 있는 바지선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었다. 또 스웨덴의

ASEA-ATOM 사는 얼본의 PIUS/ISER 개발 움칙임과 관련 PIUS-Option 으로

열공급전용로인 고온용 (SECURE-H , 400 꽤t) 과 저온용 (SECURE-LH) 그러고

새로운 열병합발전로인 SECURE-P (SECURE-500) 등을 제시하고 었다.

SECURE-H 는 핀란드와 협력 (')로 헬싱키시에 혈공급을 위한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중단 된 상태이며 SECURE-LH 는 우리나라와 공동연구

계획으로 1984-1985 년 셔울시에셔의 난방용로로 검토된바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루어지지 않고 있다.

PIUS 원리눈 설혐로 ATLE (2 MWt) 에서 실증실험이 수행되어 이를 위해

개발된 계산코드 RIGEL 로 순환펌프의 트립등 안전성 관련 6 개항 목을

펑가한 결과 실증되었다. S6 관 따단사고의 경우에 안전성평가 에셔는 20

개 이상의 S6 관이 동시에 완전파단 (Guillotine Break) 올 가창한 경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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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코드에 펑가되어 있으며 이는 SG 관

내면이 2 차측의 저압으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밀도차 차폐의

경우 실제규모의 모의실험과 이론적 계산으로 수조의 붕산수 (Borated

Water) 의 1 차측에서의 확산， 유입 속도는 1차계동의 정화능력내에서

적절한 조건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수중단혈재의 경우

열효율과 경제성에 칙접영향을 주므로 현재 개스로에셔 단열재로 사용하는

스테인레스강 포힐등이 선택되어 앞으로 전용실험시설에셔 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비핵적인 부분에셔 이미 많은 실험과 개발을 톡자척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와 다른 요인등으로 미국을 비훗한 외국과

협력 을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이와함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를 통해

국제협력에 의해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

실증로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ORNL 과 토카이무라에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있어서도 중진국과 개도국들의 참여를 요구활 것요로

예상된다.

라. 인허가

ASEA-ATOM 은 여러나라에서 PIUS 발전소와 관련된 인허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PIUS 와 겨존 경수로와의 차이점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PIUS 발전소의 건설에 관해서는 어떠한 인허가 단계도 수행되고

있지않다.

Prototype 원자로 설계단계로의 SIR 과 PIUS 는 개념설계만이 완료된

상태이다. 한펀 기기 빛 계동의 현황은 PIUS 의 경우 열수력학적 특성은

비핵시험회로에서 실증되어 었으며 SIR 의 경우에는 상업용 경수로의

실증된 기기와 계통에 기초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Prototype

원자로는 상업용 규모보다 작게 제작되어 기술， 계동， 재 료의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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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뿐 아니라 안전성 관련 기기 및 계통의 성능율 시험한다. PIUS 의

경우 제착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각각 다르지만 다수의 의견은 Prototype

원자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한편 SIR 의 경우에는 실종된 기술올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론을 증명하는 시험윤 불필요하고， 단지

검증시험 만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Prototype 원자로률 벌로 필요치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 1.3-2 여러 피동형 원자로의 공기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체착자의 경험으로 PIUS 를 개발하는 Asea Brown Boveri ATOM 운 1 기의

PHWR 과 9 기의 BWR 을 공급한 경력이 있으며 SIR 을 개발하는 CE 는 10 기

이상의 PWR 을， AEA Technology 는 9 자의 MOGNOX , 1 SGHWR , 그라고 1 기의

FBR 율， S&W 는 10 기 이상의 PWR 건설에 참여 한 경험이 었다.

모률화 설계에 의한 작고 가벼운 기기는 Shop Fabrication 과 수송에

잇점이 있다. 또한 Shop Fabrication 은 Site Fabrication 의 경우 보다

품질이 좋고 건설기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SIR의 경우 모률화 설계에

따랐지만 Primary Pressure Vessel 자체의 크기가 커서 Welding 이나

Fitting 이 요구된다. 한펀 PIUS 는 크고 무거운 Prestressed Concrete

Reactor Vessel 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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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3-1 PIUS 설계자료

항 목 설 계 치

열출력 (MW) 1616
전기출력 (MW) 500
우라늄총량 (m’) 67.9
연소도 (뻐D/MTU) 13 ,000
삽입 펑형 농혹도 (percent) 2.82
비출력 (Kw/Kg U) 23.7
질량율 (lb/sec) 21 ,970
노심 입구 옴도 (천출력) (oF) 505
노섬 출구 옴도 (전출력) (oF) 561
노섬 출구에셔의 압력 (psi) 1,300
노섬 압력 강하 (dynamic) (psi) 4
핵연료 칩합체 수 193
유효 노섬 높이 (ft) 6.46
노섬 등가 칙경 (ft) 11.36

표 2. 1.3-2 건설기간 비교표

PIUS 빠ITGR HTR AP600 SIR

Start site work 4 -3 -3 -4 -6
First concrete 0 0 0 0 0
First loading 39 37 63 36 30
Commercial operation 45 41 69 4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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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3-2 PIUS 격납용기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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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VER-500/600

가. 개발 배경

최근 20년동안 소련의 원자력 발전운 비약적인 선장을 하여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셰계 제 3 위의 원컨 설비를 가진 원자력 발천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총발전량의 12%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소련의 원전산업에 콘 타격올 주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공중 빛 건설 예청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칙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원전 안전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여 신규원전의

규제를 위한 "General Safety Regul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졸

제정 공표 하게 하였으며， 새로훈 가압경수형 VVER 원전개발올 시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요건에는 신혐 원차로에셔 채택하고 있는 피동안전

계동 빛 이계동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의 개량， 능동안전계동들의 신뢰성

향상등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었다.

최근 상업용 VVER 형 원천의 개발은 두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펑균출력 1000 -130oMWe 급의 개발이며， 또다른 하나는 500-600MWe 급의

신형 원자로로서， 현재는 500-600MWe 급의 신형 원자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VER-500/600 의 설계는 VVER-1000 의 설계툴 기본셜계로 채택하고， 기존

원전의 설계 및 운전경험에 의하여 축척된 경험올 기초로 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의 목적은 기존 VVER 형 원전의 장점율 유지하면셔

피동 안전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경제성있는 발전소를 개발하는데

있다. 표 2. 1. 3-1어11 VVER-500/600 개발목표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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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 개념

VVER-500/600의 셜계개념윤 AP600의 설계개념과 유사하다. VVER형

원전의 셜계 분석 및 운천 경험으로 부터 피동 안천 개념으로셔 전기출력

500-600MWe 급의 신형 안전로가 셔로 대융되는 안전성 및 경제성 요건들로

부터 최척이라는 결론올 얻었으며 현재 3가지 설계 Version 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각 설계 Version 에 대한 추요셜계 제원은 표

2. 1. 3-2과 같다‘

1) 원자로계통

원자로계통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일차냉각재 펌프， 가압기 및

일차냉각재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봉된 2충 격납용기내에 셜치되어

있다. 원자로계동을 구성하는 각 기기들의 특성은 다옴과 같다.

가} 원자로 빛 노심

VVER-500/600 은 핵연료내 가연성 톡물질올 사용하여

냉각재내의 붕산농도륭 감소시켜 반옹도 계수폴 최척화하고， 원자로 제어

및 안전계통의 기계척 완충 장치 효율올 증대시켜 핵체 톡물질율 사용하지

않고 20-50°C 의 냉각기능올 확보하도룩 하였으며， 노심주위에 사용후

연료률 배치하는 새로운 Refueling Regime 올 채핵함으로셔 원자로 용기의

중성자속율 감소시켜 원자로 용기의 휘성 파손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나)증기발생기

VVER-500/600 의 증기발생기는 수명， U-tube 형으로서， 웰

(Shell) , 주급수 배수장치， 비상급수 배수장치， 전열관 (U-tube) 빛 헤더

(Header) , 습분 분리기 및 중기 부하 평형장치 (Steam Load Equalizer)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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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었다. 주급수 빛 비상급수 배관 배수장치는 헤더와 배수관요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기발생기 상부에 위치한 고온의 전멸관에 급수를

공급한다. 비상급수관의 헤더는 비상급수를 위한 특수노즐에 연결되어

있으며 전열관은 수펑 u-tube 형이다.

다) 원차로 냉각재 펌프

VVER-500/600 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는 관성이

Fly-Wheel올 가진 원심 펌프를 사용한다.

른

라) 가압기

VVER-500/600 의 가압기는 VVER-I000 의 가압기를 채택하여

정상 빛 이상 과도 상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가압기에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과압 (Over-Pressure) 로 부터 일차계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안전밸브에는 우회 밸보가 설치되어 비상시 가압기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 열리도록 되어 있다.

마) 격납계통

VVER-500/600 힌 격납계동의 기본개념은 AP-600과 유사하다.

격납건물은 콘크리트 차펴1건물과 강철 밀봉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차펴l건물에는 외부충격으로 부터 원자로를 보호하며 비상시 강철

빌봉 용기의 온도 강하블 위한 공기 통풍구가 설치되어 격납용기

표변으로부터 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냉각공기의 유로를 형성한다. 강철

밀용 격납용기는 사고시 방사능 불철의 누출을 방지하고 내부의 열을

제거하기 위한 전얼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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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계동

(1) 찬열제거계통

정상운전시 노심의 잔열제거는 일차냉각재를

증기발생기로 펌프에 의해 강제 순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증기발생기

열제거는 발생된 증기의 추출및 공기 냉각 열교환기에 의한 옹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응혹수는 증기발생기로 유입된다.

(2) 안전주입계동

비상노심 냉각수눈 6 MPa로 가압된 4개의 축압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들운 각각의 Branch Pipe룰 통하여 원자로용기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ECCS에는 원자로 입구관 상단에 설치된 대용량의 저압의 냉각수

저장탱르도 포함 된다. 안전주입 노즐은 일차계동 루우프의 하단에

설치하여 냉각재 상실사고시 주입된 냉각수가 Bypass 되는 양올 최소확한다.

정상운전시 이러한 비상노심 냉각 용수는 체코밸브에 의해 원자로계용으로

부터 분리되어 있다.

(3) 잠압계통

가압기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과압으로부터 일차계통을

보호하도톡 하였다. 안천밸료에는 우회밸브가 있어 비상시에 가압기의

수위가 내려강에 따라 열리도록 되어있다. Bubbler Tank (혹은

Barboter)는 가압기 로 부터 방출되는 증기의 융혹을 의한 앓은 막올 가진

배관을 사이에 두고 저압의 냉각수 저장탱크와 연결되어 있다. 이

특수밸브(PRS : Pressure Relief System)를 개방함으로써 일차계통의

압력여 감소되고， 밸브는 개방 위치에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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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1 VVER-500/600 의 개발 목표

주 요 변 수 설계목표

1. 안천성

• 노섬 용융 확률
• 격납용기 외부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수 있는 확롤

• 운전원의 방사능 피폭량
• 방사능 폐기물의 양

1. 0E-6/년

1.0E -7/년

r
않꺼E

Ju

m”聊/
1

매

/
〈
、

/
〈
、

2. 기술성

수명 : 원자로 용거

주기기

• 가동율
• 불시정지 회수
건설기간 (최초 콘크리트 작업에서

핵연료 장전시)

• 원자로 정기 정지기간

60 year
50 year
85%
<l/year
<48 months

<30 days/year

3. 경제성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의 비용 석탄 화력이나 수력

발전보다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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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2 VVER-500/600 의 주요설계특성

Design Version
설계변수

I II III

NSSS 얼출력 (MWt) 1650 1500 1800

전기풀력 (MWe) 550 500 600

연료봉 펑균선 훌력 (KW/m) - - -

노심평균 출력 밀도 (KW/L) 60.0 54.5 65 .4

핵연료봉 집합체 배열 Hexagonal형 식 Hexagonal형식 Hexagonal혐식

τ까‘- 312 312 312

길이 - -

원자로 냉각재계통 Loop!펌프 수 2/2 4/4 4/4

운천압력 (Mpa) 15.7 15.7 15.7

원자로용기 업구온도 ( °C) 297.3 296.5 296.5

원자로용기 출구온도 ( °C) 325.2 321.8 326.9

노섬통과 냉각재 유향 ( rd/hr) 51000 51000 51000

증기발생기 형식 수형 9 U-tube 수평 9 U-tube 수평， U-tube

수량 Z 4 4

출구압력 (Mpa) 7.061 7.061 7.061

격납용기 형식 강철제 밀몽 강철제 밀봉 강철제 일용
l차 1차 1차

격납용기 + 격납용기 + 격납용기 +
격납용기 격납용기 격납용기

보호건물 보호건물 보호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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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S-300/600

가. 개발배경

원자력 발전은 일본의 주에너지원 중의 하나이며， 국가적인 에녀치

정책에 의해 지원올 받고 있다. 전력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대비하고

경제성올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본에셔는 대용량의 개량형 경수로， 즉

1, 300 MWe 급의 개량형 비동수로(ABWR) 와 개량형 가압경수로 (APWR) 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개량형 경수로는 경제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향상시켜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들은 향후 15년 동안 일본의 전력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펀 피동 안전성을 갖는 중소형의

원자로가 탄력척인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동남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었다.

이에 따랴 일본의 원전 공곱업체 및 연구기관은 국제적 규격에 맞는 중소형

경수로의 여러 개념을 정럽 중이며， 어라한 노력의 하나로

Mitsubishi 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로가 MS-300/600 이다. 이 노형을

구체적인 설계가 장당히 진척된 AP 600이나 SIR 등과는 달러， 아칙 설계가

초기단계이며， 입수 가능한 자료가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MS-300/600 은 ”단순함이 최선 (Simple is Best)" 아라는 설계 첼학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적인 개발 목표로는 1) 안천성의 증진， 2) 경제성의

향상， 3) 신뢰성의 제고， 4) 펀러한 운천과 유지보수， 4) 피폭선량의 감소，

5) 건젤공기의 단축， 6) 24개월의 운천주기 등을 들고 있다. 여기셔

설비의 간소화， 표준화 빛 이용율 향상을 통하여 경제성을 증진시키며，

노섬 손상 확률을 연 1. 0E-6회 이하가 되도록 하고 운전원 조작 유예기간을

3일 이상으로 함으로써，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시의

운천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율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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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비와 설계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농똥 및 피동 안전성 개념의

최척조화를 동한 안전성 향상 빛 안전설비의 간소화와 발전소 구조 및

계통의 대폭척인 단순화를 추구하고 었다. 계통의 단순화는 현행 PWR의

설계 빛 운전경험 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발된 기술을 채택합오로써

가능하다. 표 2. 1. 5객은 이상의 개발 목표툴 요약하고 있다.

나. 설계특성 및 주요 셜계변수

1) MS-300/600 의 주요 설계변수

MS-300/600 은 가압 경수로형 신형 안전로로서， 주요 설계

변수는 표 2. 1. 5-2와 같다.

2) 원자로 계통

그림 2. 1. 5-1은 MS ‘ 300/600 원자로 계통의 개략척인 구성을

보여준다. 원자로 계동은 기본척으로 원자로와 2재의 냉각재 회로로

구성되며， 각 냉각재 회로는 하나씩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중기 발생기 및

관련 냉각채관 (Hot Leg, Cold Leg, Crossover Leg)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계동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가압기가 한 냉각채 회로의 고온관에

연결되어 있다. 기폰 가압 경수로와 비교하여 원자로 계통을 구성하는 각

기기의 특성올 살며보변 다음파 같다.

가) 훤자로 빛 노싱

원자로 빛 노심의 기본 배치는 기존의 원자로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개선된 특정을 갖는다.

- 안전성을 증진과 장주기 운전을 위한 저출력밀도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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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용기 상부로부터 노섬 모니터가 삽입됨에 따라 하부 헤드의

노출 제거

- 노심 주위에 방사형 반사체 (Radial Reflector) 를 셜치하여 연료

주기 비용 감소

- 제어용구동기구로서 열저항 CRDM올 채택함으로써 냉각장치 제거

나)증기발생기

사고 후의 장기간 냉각에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기 위핵 수평

형태의 증기발생기를 채태함으로써， 비융축성 기체에 의한 사이폰 따괴

(Syphon Break) 를 방지하였으며， 원자로냉각계통악 자연순환이 가능하게

하였다. 증기발생기 1화측 채널 상부에 위치하는 배기 밸브(Vent Valve) 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축적되는 비융축성 기체를 배기시킨다.

다)원자로 냉각재 펌프

원자로 냉각재 펌프로서는 양파 혐태의 고효율 One-Block

펌프를 채택하여 유동 특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열처함 2차밀용올

통하여 가동 수명 및 AC 전원 상실 기간 동안의 밀붕 능력 (Sealing

Capability)을 향상시켰다.

3) 안전 계좀

MS-300/600 추구하고 있는 안천성 확보 개념은 !Il동계동 및

농동겨}동의 우수한 점을 결합하는 최적 조합이다. 이를 위해 두 계통의

장단점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이 수행되었으며， 최척 조합은 기존의

가압경수로와 비교하여 표l동계통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능동 안전계통은 LOCA 이외의 사고나 층기발생거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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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열 및 극소형 LOGA 등 발생 가능성이 비교척 콘 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사고 초기에 격납용기의 냉각수 Flooding 없이 종결시킴으로쩌， 사고 후

북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가변척 운전올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피동

안전계똥은 중대형 LOCA에 대비하기 위한 계통이다. 그러나 다른

사고시에도 능동 안전계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올 경우에는 냉각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경우에든 사고 후 최소한 3일 동안 운천원의 개입 없이도

노섬 냉각올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노심냉각계통

사고 후 노섬 냉각을 위한 능동 안전 계통에는

충전/안전주입 펌프， 보조급수 펌프， 소혐 비상용 디첼발전기가 포함된다.

페동 안전계동에는 1차 및 2차 자동감압계동， 2 개의 혹압기， Quench Pool

이 포함되고， 증기발생기 또한 장기칸 냉각에 이용된다.

나) 격납용기 계통

격납용기 계통은 강첼로된 1차 격납용기와 Concrete-Filled

Steel로 된 2차 격납용기로 구성되어， 원자로계동으로부터 누출될지도

모르는 방사성물질을 이중으로 차단한다. Passive Annulus System운 사고

후 방사선 방출올 억제하기 위한 계동이다. 여기서 2차 격납용기가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훌을 실질척으로 막아주는 방벽으로， 1차 격납용기로부터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북탄 필터를 통과하면서 제거되며， 1차 격납용기와

2차 격답용기가 이루는 Annulus Section 은 항상 대기압으로 유지된다.

4) 기 타

사용후연료 처장조가 격납용기 내부에 위치하므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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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제거되었으며， 핵연료 수송장치는 격납용기 밖에 워치한다.

사용후연료의 냉각운 잔열쩨거계통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계통이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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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1 MS-300/600의 개발 목표

경제성의 향상 건셜비 경감 「필발건전소 설비의 간소화
전소 설계의 최척화

설공법개량 및 공기단축

통 및 설비의 표준화

핵연료 경제성향상 -저출력밀도 노형

발천소 가동물향상

댄주기훈전

기 빛 설비의 신뢰성향상

피동안전계통과 노섬손상 확률: E-6/노년

능동안전계동의 운전원 조작 유예기간 : 3일 이상

최적조화

운전경험을 집대성 불시 정지율: 0.1회/노년

발전소 이용율: 90%이상

연료 재장전주기: 24 개월
칙업척 방사선 피폭: 20 man-rem
발전소 수명: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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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2 MS-300/600 의 주요 설계변수

2
Mitsubishi New Type
금속 1차격납용기 +

론코리토가 채워진 2차 격냥용기

TC2F40 TC4F40

MS-300 MS-600

854 1,825
300 630

12.9 15.2
14 X14 15 X15

121 157
3 3.66

2
157

325.0 325.0
302.5 290.6

수펑， u-튜브

2

설 계 변 수

NSSS 얼출력 (MWt)
전기출력 (MWe)
연료봉 선출력밀도 (kW/m)
핵연료봉 집합체 배얼

갯수

핵연료봉 길이 (m)
원자로냉각재계동

회로 수

운전 압력 (kg!떼)
원자로 출구온도 (0 C )
원자로 입구온도 ( 0 C )

증기발생기 형태
수량

증기합력 (kg! cni)
원자로냉각채펌프 수량

~_e

o Tr

격납용기 혐태

터빈

6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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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첼 계동별 생계특성 분석

본절에서는 현재 해외에서 재발이 진행중인 신형 안전로들의 계통별

주요설계 특성을 각 Vendor 에 의해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혐들에 대한 계통별 주요셜계 특성들을 개발도상국에 척용을 의한

신형원자로 기술원전에 대한 평가기준인 Lahmeyer Criteria 와 피동형

신형경수로 설계툴 위하여 미국 전력 연구소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에 의해 개발된 사업자 설계요건서 (utility Requirement

Documents) 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설계개선 사항을 따악하고 우수셜계

개념을 도출하여 한국형 신협 안전로 개발시 채택이 요구되는 설계

개념으로 추천하였다.

1. 원자로

가. 핵연료

1) AP600

(가) 설계특성

AP600은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존 가압경수로 기술에

기초한 저출력밀도의 가압경수로이다.

AP-600 은 기존 핵연료집합체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핵연료집합쳐1는

훼스팅하우스사가 이미 제작， 공급하고 있는 12ft 높이의 17x17 OFA 이다

(표 2.2.1-1 참조). AP600 노심은 600MWe 급 기존의 2-loop 가압경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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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이 121개의 연료집합체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145'~의 연료풍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심평균출력밀도가 2-loop 노심보다 30% 낮은

74kW/I(3.84kW/ft) 이다. 핵연료집합체 수의 증가로 재장천 연료집합체의

놓측도는 기존의 동급원자로보다 낮아서 18개월 주기길의의 경우 3.6%

이다. 또한 출력밀도 조철을 위한 가연성독물질에의 의폰도가 줄어들었다.

AP600 노심의 145'~ 핵연료집합체는 각각 2, 2.5 , 3% 농축도의 3개

영역으로 나뷔어쳐 있으며， 재장전 평형 노심은 18개월 주기로 설계되었다.

폐기연소도는 42 ,000 MWD/T 이다. (표 2.2.1-2 참조).

원자로 제어는 기존 웨스팅하우스사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모두 45개의

제어몽집합체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은 33 개의 제어봉 다발로 구성된

4가지 제어 뱅크와 12개 제어몽다발로 구성된 3개 Shut-down Bank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12개의 처반응도가의 Gray 체어 용다발이 있어서

Load Follow 운전을 톱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2.2.1-1 은 제어몽다발의

노섬내 배치도이다.

AP500 노섬은 반경 방향으로 스탠레스 스탈로 만들어진 반사체툴 갖는다

(그힘 2.2.1-2 ,3 참조). 반사체는 노섬중성자 이용율올 높여줄뿐 아니라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피폭을 줄여주는 역활을 한다. 계산에 의하면

50년 운전수명 기간중 합력용기에 대한 총 중성자 fluence는 2.0E+19 n/crn

으로 알려져 었다.

(나) 평가

AP-500운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존 핵연료집합체로 젤계

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섬에 관한 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특성

여 있다(표 2.2.1-3 참조) . 현재로서눈 노섬핵연료 배치모형올 포함하여

노섬 핵특성에 관한 상세한 설계 자료가 발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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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및 핵연료를 평가하는 것이 시기 상조라고 생각되지만， 다음 사설은

지척되어야겠다.

- AP600의 펑형 핵주기길이룰 18개월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EPRI 설계

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24개월 주기길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추기운용과 관련한 잉여반웅도 제어에 대한 설계특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셔 기존의 B4C를 위시해서 Gd203/U02, Er203/U02등

가연성 폭물질의 효율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 노심운천 조건이 기존의 가압경수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AP600에 척합한 DNB시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 Gray Rod의 성능에 대한 상세설계가 요구흰다.

- 스댄례스 스틸 반사체를 사용함으로셔 압력용기의 Fluence를 크게

줄였으나 이는 Ex-core 검출기에 의한 노심 출력 혹정에 어려움율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행 Ex-core 검출기의 측청성능파 관련하여

Ex-core 검출기 위치에 따라 검출기 혹청성능에 대한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한다.

(다) 추천사항

AP-600 의 핵연료집합체 개념 (저출력 밀도노심올 구성

하기 위해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고， 핵연료봉의 숫자를 종가시킴) 과 부하

추종올 위한 Gray Rod의 사용올 한국형 선혐로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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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R
、
、

(가) 설계특성

SIR 원차로섬은 SBF (Soluble Boron Free) 개념에

기초한 농축 U02툴 사용하는 저출력 밀도 (54.6kW/l) 의 가압 경수로이다

(표 2.2.1-5 참조). SIR 노심의 핵연료 기본단위는 기존 가압경수로 노심파

마찬가지로 핵연료칩합체이다. 그림 2.2.1-5와 2.2.1-6 은 320MW(e) 의

표준형 SIR 노심의 핵연료집합체에 관한 기하학적 판면도이다.

핵연료 집합체는 432개의 연료봉과 167~ 의 Guide Tube 를 포함하며，

이들은 22x22 정방격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432개 연료붕 중 3967~ 는

U02 핵연료용이며 36개눈 Gadolinia 와 U02를 혼합한 일체혐 가연성 독봉

이다. 167~ 의 Guide Tube 는 Gd203-Al203 로 만들어진 분리혐 가연성독봉율

장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집합체내부에는 9개의 콘 Water Hole 이

존재하는데 중앙의 것을 제외한 8개 Hole은 체어봉집합체 (CEA) 를 위한

Guide Tube가 들어 있다.

이같은 SIR 핵연료접합체 형태는 C/E사의 기존 가압경수로 핵연료집합체

형태와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올 들 수 있다.

- 연료봉이 22x22개 정밤격자 형태로 배열

- 일체형과 분리혐의 두가지 가연성 독몽 사용

• 매 핵연료집합체마다 제어용 집합체가 삽입된다.

SIR 노심의 설계특성은 수용성 보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어진 핵주기 기깐동안 주기초 잉여반웅도는 모두 가연성 톡몽에

의해 조절되는데 앞서 기술한 가연성 독봉중 일체형은 핵연료집합체의

반응도 조절용이며， 분리형은 Z 차 피폭주거 기간중 삽입되어 집합체

반웅도를 조절하면셔 집합체가 폐기될때까지 그속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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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 노섬운전중 핵연료연소에‘ 의한 장기반웅도 변화를 제외한 노섬

반융도 미세조정픈 비등형 경수로와 같이 제어몽에 의해 수행 된다· 8개의

Element를 가지는 제어봉다발은 Weak한것과 Strong한것의 2가지를 사용

하는데 그림 2.2.1-7과 2.2.1-8은 각각 제어봉 다발의 노심내 배치도와

반융도 미셰 조절용 Regulating Bank의 위치를 나타낸다.

제어봉의 총반융도가는 고온상태 (Hot Condition) 에서 약 22% b. p 로 이는

현행 가압경수로의 10%- 17% 에 비하면 매우 콘 값이다 (표 2.2.1-6

창조) • 이같이 제어봉가가 크게 설계되는 이유는 고온 정지상태와 재장천

정지상태에서의 반응도 차이룰 수용성 보론 대신에 제어봉이 조절해야

하며， 반웅도가 가장 높은 노심상태(혹은 Configuration) 를 포함해서 운전

기간중 전기깐동안 노심을 아입계 (Subcritical) 로 유지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합체마다 제어봉 다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야같은

설계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출력분포조철은 비등혐 경수로(BWR) 와 유사하게 수행된다. 반경 방향의

출혁분포는 초기 노성장천 모형과 제어봉 조정을 통해 챔두 출력을 가능한

한 착도룩 조절하며 촉방향 출력분포는 제어봉 삽입과 더불어 촉방향

독불질의 분포조정 (Axial Zoning) 으로 조절된다. 따라셔 혹방향으로 제어

봉올 삽입하는 목척은 출력변화나 Xenon 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는

한면 출혁분포를 조철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BWR에셔 처렴 제어용

삽입전략(Control Strategies)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점여 깨on OUT"상태

에서 운전하는 기존 PWR과 대조되는 점이다.

노섬출력은 노심내 계장과 노섬외 계장에 의해 측정된다. 노섬내 계장은

빽연료집합체의 Bottom End로 부터 삽입되는 317~ 의 고정 노심내 계측기

(In-Core-Instrumentation:ICI) 연결관속의 4개 로륨 계측기로 수행된다.

노섬외 계장은 Low-Fluence 관계상 원차로 용기속의 Core Shroud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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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다. 그림 2.2.1-9은 노섬핵체장의 배 치도를 나타댄다.

노심내 핵연료 관리전략은 노섬내 집합체의 약 1/3가량올 대체함으로써

EPRI 의 24개월 평형 핵주기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기

길이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농축도는 기존 가압경수로 핵연료 농축도

범위내에 있으며， 이같은 핵주기의 폐기연소도는 38 ， OOOMWD/MTU이다.

표 2.2.1-7은 SIR 평형 핵주기 설계 변수이다.

(나) 평가

SIR 노심 빛 핵연료 설계개념의 최대 장첨운 SBF , 록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BF개념은 다옴과 같이 설계， 훈천，

보수 유지면에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정상폴전시， 과도상태 운전시 붕산놓도를 조절하거나 모니터 활

필요가 없다.

- 붕산으로 야기되는 공정폐기물의 발생문제가 없다.

- Boration 조절 빛 Boration 계통에 대한 설계가 불필요하다.

한편 SIR 노심 및 핵연료 개념 설계상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

- 제어봉이 항시 요구됨으로셔 기존 가압경수로보다 노심운전이

복잡하다. 척어도 제어봉 장전전략(Rodding Strategies)에 대한

상세 설계는 불론 운전관리가 필요하다.

- 핵연료 연소에 따른 장기(24개월} 반응도 조절을 가연성 독물질에

의존하고 있는데 노섬안전성뿐 아나라 만촉할만한 출력분포도

기할 수 있는 가연성 독봉전략이 제어봉 장전전략과 더불어 수행

되어야 한다는 점에셔 최척 Absorber 제어가 핵연료 설계상

부담이 된다.

- 원자로 설계 문제가 아닝수도 있지만 고방사선의 사용후 핵연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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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밖으로 인출되어 핵연료저장조까지 운반되는 착업이

기존 가압경수로 경우와는 달리 수충밖에셔 수행휩￡로셔 방사선

ttl 폭문제가 재장전 작업에 수반되어 있다.

- SIR에 내재되어 있는 제어용계통의 기계척 건전성이 Vibration에

의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 SIR운 노섬핵설계 관점에서 EPRI 설계요건올 모두 충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SIR의 설계기술이 기존의 인허가 밖의 개념올

포함하고 있다. 대표척인 예로셔 기존 PWR의 경우， SHE’ 운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인허가에서는 SBF 운전에

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셔 SIR에 대해서는

Demonstration Plant가 필히 요구된다.

(다) 추천사항

핵계측장치 설계 개념， 족 고정 노섬내 계측장치 개념과 원자로

용기속 Ex-core Detector 개념을 한국형 신형로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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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 용기 및 내부구조

신형 안전로는 노섬안전성에 콘 마진을 주기 위해서 노섬 출력

밀도가 상대척으로 낮게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신혐안전로는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차 조사량을 감소시켜 원자로 용기의 수명올

연장시키고，원자로 용기의 체척율 증가시키는 등의 특징올 공통으로

갖는다. 또한 안전성을 더해주고 원자로 용기의 기능을 종래의 압력

용기의 기능에서 확대시키기 위해 일차측의 구조가 바뀌는 등의 새로운

원자로 용기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신형안전로는 노심 출력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여러가지 면에셔 기존의 가압경수로와는 다른 설계를

갖게 된다.

원자로 용기에 있어서 그 첫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압력 경계와

형성이다. 원자로 용기는 어떤 다른 압력 경계 계통보다도 방사선 조사를

많이 받으며 가장 많어 받는 부위률 "Beltline" 이라 하는데， 이 Beltline

부위의 재료는 연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오랜 방사선 조사로 인해

취성따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자로 용기의 휘성따손은 냉각재 유출

사고시 주입되는 다량의 저용 겨상 냉각수에 의해 일어나게 되며 원자로

용기의 훈전기간중의 안전성과 연장가능한 수명을 얻기 위해셔 신형

안전로의 취성따손인성은 다음의 3가지에 대해 우선척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A. 원자로 용기 중성자 조사량

원자로 용기 재료의 취성따손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콘 여유는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이다. 중성자 조사량는 단위 면적당 중성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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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타내며， 원자로 용기의 안전성과 수명의 측면에서 중성자 조사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B. 원자로 용기 및 용첩재료의 휘성파손인성

여기서의 원자로용기 재료란 모재 뿔아니라 그 용접 채료까지를 포함

한다. 모재와 용접재료는 주어진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에

의한 손상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c. 열충격
중성차조사에 의해 손상을 입고 벽내부에 결함을 지닌 원자로 용기는

냉각재 유출 사고시에 비상 노섬 냉각계동으로 부터의 져온 냉각수 주입에

의한 콘 온도 차이와 압력 재상승에 의해 높운 옹력율 받아 취성따손에

의한 압력 용기로서의 기능을 상설할 가능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

용기는 열충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셔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원자로의 용기에 대해

각각의 철계특성과 새로운 설계개념으로 인한 그 내부구조에 대하여

고찰하고 설계개념에 대한 명가를 하도록 한다.

1) AP600

가) 설계특성

AP600은 기존의 웨스팅하우스사의 가압경수로 모델로 부터

구조가 변한바는 없다. 그러나 AP600은 최적화된 수소 대 우라늄 비율

(-Hill) 을 특징으로 하는 1457~ 의 17x17 형태로훤， 이미 많픈 원자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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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용중띤 OFA로 구성펀 노심으로 표 2.2.1-강 어i처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가압경수로보다 30% 낮아진 74 KW/liter 의 노심 출력밀도를 갖는다.

이러한 낮은 출력밀도와 함께 AP600의 원자로 용기는 다음과 같운 특징올

갖는다.

- 원자로 용가 처I척의 상대척인 증가， 낮은 출력밀도， 반경 방향

반사체의 사용 빛 냉각재 부피의 상대적 증가등으로 인해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이 60년을 원자로 용기의 수명으로

보아도 2.0Et19 nl쩌 보다 척기때문에 기존의 40년이었던 것보다

원자로 용기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 AP600의 완자로 용기는 훼스팅하우스사의 1000MWe 급， 3-loop로 되어

있는 내경 157 inch의 원자로 용기를 2-1oop 로 바꾸어 같은 체척

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냉각재 부피가 기존 600MWe 급 가합경수로

보다 커쳤다.

-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올 줄이고 중성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 2.2.1-2와 같은 반경 방향의 반사체를 사용한다.

반사체는 그림 2.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의 스테인레스강과

10%와 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자로 용기의 조럽시 수직 용첩 이읍새를 없애기 위해 Ring-Rolled

Forging 의 방법을 사용하며， 수평 용첩 이음새도 되도톱 이변 노심

부위를 벗어난 바깥쪽에 둔다. 원자로 용기 상단은 반구체로 단조

하여 만든다. 또한 가동중 검사를 위해 입출구 노출의 용첩부위는

용기벽을 관통하지 않고 노즐벽을 따라 용접하는 "Paste On" 형태

이다.

- 방사능에 의한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 재료의 화학척

조성은 0.05% 미만의 구러， 0.01 % 미만의 인， 0.005%미만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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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미만의 코발트를 사용하였다.

- AP600 원자로 용기의 구조는 AP1000 의 구조와 같고 따라셔 기존와

가압경수로와 탈라진 첨이 없다. AP600 원자로 용기의 구조는 그림

2.2.1-4 와 밭으며 표 2.2.1-4 에 그 제원을 나타내었다.

나)펑가

(1) 중성자 조사량 감소

AP600이 채택한 충성자 조사량 감소의 방법운 낮은

출력밀도와 더불어 냉각재 양의 상대척 종가와 반경 방향의 반사체률 들수

있다.

(가) 냉각채 양의 상대척 증가

AP600운 1000MWe 급 가압경수로의 원차로 용기룹

사용하므로 크기변에 있어서 기존의 600MWe 급 가압경수로에 비해 상당히

커쳤다. 따라서 냉각재의 양도 상대척으로 증가시켰는데 145개의 17x17

노심으로 볼때 노섬올 통과하는 냉각재의 양은 증가량이 척은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냉각재 양의 상대척 증가에 따른 중성자 조사량 감소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반경 방향의 반사체

AP600운 반경 방향의 반사체를 사용하여 원자로

용기로 향하는 중성자를 반사한다. 이로써 중성차의 이용도가 높아져서

재장전 기간을 기존의 14개월에서 187~월로 연장할 수 있고，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올 줄이기 때문에 원자로 용기의 수명은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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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반사체 자체에 대한 수력학척， 진동역학척 특성은 이미 계산되었지만

충성자조사로 안한 반사체의 교환을 고려할 때의 비용이 문제가 되며，

반사체 지지시설의 기계척 특성에 대한 연구수행도 아울러 문제가 된다.

(2) 원자로 용기의 제작

Plate-Rolling 제작방법의 경우에는 완성사 수직의

용접이음새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지만， AP-600의 원자로 용기 제작방법은

각 부분이 원통형으로 단조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의 용접이음새

만이 존재한다.

용접이음새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위에서 결함이 존재활 가능성이 높71

때문이며， 수직 용접이읍새에는 수펑 용접이음새에서 보다 콘 약 2배의

인장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Beltline 지역에서의 수칙 용접

이음새를 배제하여야 한다.

Paste On 형태의 노즐 용접은 노즐벽을 따라 하기 때문에 제작상의

어려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자로 용기의 재료

AP600은 Low Alloy Carbon Steel 로 제착되어 기존

가압경수로와 갈지만， 그 화학척 조성에서 구리률 0.05% 미만으로， 인을

0.5%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화학적 조성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손상정도의

계산시 Thennal Shift 에 중요한 영향을 마치게 되며， 그중 구e1 와 인의

함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중성자 조사량이 2. OEt19n1em 일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때， AP-600 의 Thennal Shift는 약 20"F이므로 손상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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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충격 완화

AP600은 1000MWe 급의 원자로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열충격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여전다. 다만 화학적 조성비의

제환에 대해서 열충격 설계는 달라진 점이 없다.

다음은 AP600의 EPRI URD 만쭉여부이 다.

EPRI URD 만족 여부

4 창원자로

1. 5.1

1. 5.2

Thennal Margin

원자로 용기 수명

15%이상

60년

2.3. 1. 2 재료의 내방사선성

모재

인 <O.012w%

구리 <0.05w%

용접재료

인 <O.012w%

구리 <0.08w %

2.3.2 Shop-Built 모률화

2.3.2 .4 원자로 용기 제작

- 수펑용접이음새 배제

- Beltline의

수칙용접이옴새 제거

2.3.2 .4.6 Cladding 내부식 정 스테인레스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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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압력경계 안전성 유지 기존 1000MW 급과 동일

6.2.2 열수력학적 설계 자연순환 보장

(6.3.2)

6.3.1 관통부위 위치 노섬 아래로는 배제

6.3.2.1 재료의 내부식성 Inconel-690 사용

다) 추천 사항

AP600을 기초로 하여 한국형 신형안전로를 셜계하려 한다면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이 반경 방향의 반사체이다. AP600이 채택한 반경

방향의 반사체는 노심과 노심지지용기 사이의 빈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젤계자는 이 반사체가 중성자 조사량을 코게 개선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 수치는 이미 사용중인 가압경수로의 2-3.E+19n/ 뼈 와 비교해 볼때

비슷한 수준이지 결코 안전성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볼수는 없다.

위와 같은 중성자 이용도의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 VVER-600 에셔

사용하는 것과 같이 노심의 외곽 연료용중 일부를 사용후 핵연료나 스

테인레스강의 반사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셔는 핵연료의

농축도는 높여야겠지만 중성자 이용도는 AP600과 비슷하고， 냉각수 공깐이

커지므로 중성자 조사량도 줄어들 것이다.

2) SIR

가)설계특성

SIR은 300MWe 급의 가압경수로로셔 매우 낮운 출력 밀도와

일차측 기기의 Integrate 된 원차로 용기를 가장 큰 륙징으로 갖는다.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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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의 제원은 표 2.2.1-8와 같고 그 내부구조는 그림 2.2.1-10에셔

붙수 었으며 다움과 같은 특정을 갖는다.

- 기폰 가압경수로의 일차측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기기들이 모률화된

원자로 용기 내부에 위치한다. 그럽에셔 보는 바와 같이 중심

하단부에 노심이 있고， 노섬보다 높은 위치에 완자로 용기의

안쪽벽을 따라 12개의 모률화된 증기발생기가 있으며 종기발생기의

위쪽에 6개의 수펑으로 장학훤 일차측 펌프가 있다. 원자로 용기

상단부의 공간은 가압기의 역활을 한다. 이때문에 SIR 원자로

용기의 크기는 기존 3800MWt 급 ABB-CE 사의 가압경수로의 증기발생

기 한개의 크기와 비슷한 정도로 크다.

- 원자로 용기 내부에 일차측이 Integrate 되어 있옴으로 해서 기존

가압경수로에셔 이들 각 구성기기를 연결해주던 Large Piping이

없기 때문에 Large LOCA 사고는 없다.

- SIR 원자로 용기에는 노심지지용기와 원자로 용기벽 사이의 냉각재

부분이 기존의 가압경수로가 25cm인데 비해 4배가 더 두꺼운 125cm

나 된다. SIR은 54.6KW/liter 의 매우 낮은 출력 밀도를 갖고 있고，

300 뻐e급 원자로 용기로서는 상대척으로 콘 냉각재 부피로 인해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율 코게 줄여셔， 60년을 기준으로

1.E+15 ole삐 보다 척은 중성차 조사향을 갖는다. 기존 900 MWe급

원자로 용기가 40년율 기준으로 1.E+19 01 cnf 보다 콘 값올 갖는

것과 비교해 볼때， 이렇게 감소한 중성자 조사량으로 언해， 원자로

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 노즐을 통한 냉각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내계측기와 노외

계혹기의 관동노즐올 원자로 용기 상단부에 위치시켰기 때문에，

원자로 용기의 하단부에는 관통 부위가 전혀없다. 이 노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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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노내계측기가 삽입되는데， 이 이동형 계측기를 ‘인도하는

튜브는 냉각재 유체의 흐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자로 용기의

벽올 따라서 부확 되어 있고， 노심밑에셔 180。 휘어져 노심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가장 낮운 높이에 설치된 노즐은 안전주입

계통의 노즐이며， 이 노즐은 실제 노심의 위로 8.8m 높이에 설치

되어， 바로 증기발생기 상단부와 연결되어 있다.

나) 펑가

(1) 충성차 조사랑 감소

SIR은 300 MWe 급 가압경수로로셔 54.6Kw/liter 의 배우

낮은 노섬 출력밀도로 인해 중성자 조사량이 약깐 척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300 MWe급으로서는 매우 많은 양의 냉각재로 인하여 중성자 조사량을

크게 줄여준다. 중기발생기를 동과한 일차측 냉각수가 노심 지지용기와

원자로 용기 사여를 동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두께가 코기 때문에

중성자의 이용도에는 효과가 없지만 원자로 용기의 입장으로 볼때는 큰

효과가 있다고 활 수 있다. 정량적으로 보아도 가폰의 가압경수로가

40년의 용기 수명동안 l.E+19r:1빼 정도를 조사받는 것과 비교해서 SIR

원자로 용기가 60년간 1. E+15nl빼 보다 척게 받는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SIR은 원자로 용기의 벽두께를 11 inch로 코게 줄었는데， 원자로 용기의

손상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2) 혈충격

SIR은 설계개념이 기존의 가압경수로와는 다르기

때문에 열충격에 있어셔도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SIR에서는 일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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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와 Piping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원자로 용기내에 틀어 있기 때문에

냉각재 상실사고라는 개념이 없다. 또한 Cold Shutdown 시에 피동척으로

작동되는 Cooldown Spray도 착동하는 부분이 중성자조사를 많이 받는

Beltline 이 아니라 원자로 용기 상단부에 위체한 가압기 내부이다. SIR의

가압기는 용척이 매우 크기 때문에 Spray 로 유입되는 찬 냉각수로 인한

옴도차와 합력차를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딴지 의문시되는 것은 가압기와 노심 Riser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Divider 판으로서 온도차가 크게 나는 이 두부분 사이에서 Divider 판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3) 냉각재 유출 방지

SIR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아래부불에는 원자로 용기를

관통하는 곳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때문에 가동중 검사시에 종사자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거존 겸수로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고， 노즐 개폐에 따른

냉각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동중 검사시 노섬 내부에서의

기기 보수는 원자로 용기 Head를 열고 하는 방식을 취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노내 계혹기의 인도 튜브가 막힌 경우의 보수는

180。 휘어있는 인도 튜브를 통해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SIR의 EPRI URD 만족여 부이 다.

EPRI URD 만족 여부

4 장 원자로

1.5.1

1.5.2

Thermal Margin

원자로 용기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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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채료꽉 패강사선정 차료부족

2.3.2 Shop-Built 모률화

2.3.2 .4 원자로 용기 제착 중성자 조사량이

l.E+15 nl빼 이하로

Embritt1ent 배채

2.3.2 .4 .6 Cladding 내부석성 스테인레스강 사용

6. 1.2 압력경계 안전성 유지 원자로 용기 내부에

1차측 포함

Piping 저l거

6.2.2 열수력학척 설계 자연순환 보장

(6.3.2)

6.3.1 관통부위 위치 노심 위 8.5m까지로 제한

노심 아래로는 전무

6.3.2.1 재료의 내부식성 Inconel-690 사용

다) 추천 사항

없 음.

3) 겨타

가) P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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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특성

PIUS의 원자로 용기는 코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Prestressed Concrete Vessel 로 표 2.2.1-9에셔 보는 바와

같이 척경 12m, 높이 38m의 Cavity를 형성하며 그 내부에 3300 펴의 수로을

포함한다. Cavity의 안쪽은 Steel Lining이 되어 있i며 이 Steel이

Concrete Vessel 의 상단부에서부터 Extension Steel Vessel올 구성한다.

PIUS 원자로 용기와 내부구조는 그림 2.2.1-11에서 볼 수 있고， 제원은 표

2.2.1-9 과 같다.

PIUS의 가장 콘 특징은 이러한 Pool System으로 원자로 운전에 상당한

Thermal Margin 올 제공한다. Pool System의 장점으로는 다옴과 같은

내용올 풀 수 있다.

- 일차측이 모두 원차로 용기내에 장착되어 었고 원자로 용기가

Concrete로 되어 있기 때문에 Large LOeA와 같은 냉각재 유출을

고려 활 필요가 없다.

- PIUS는 냉각재의 총 부피가 3300 펴 로써 매우 크기때문에 그만큼의

증가된 열용량올 제공한다.

- 열관성이 코기 때문에 열적 과도현상에 펼 민감해진다. Steel

Vessel Extension 윤 고온부와 저옴부의 Piping 노즐과 Upper Riser

Plenum , 가압기률 내부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2) 형가

PIUS는 Pool System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장점은

앞셔 설계특성에서 다룬 대로이다. 그러나 기존의 Pool Type과는 다른점이

Piping이 없이 일차륙의 모든 지기가 원자로 용기내부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PIUS에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기 보수를 위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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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없다는 것이다. 원자로 용기가 2중으로 되어 바깥쪽이 Concrete이고

Steel Membrane 아래로는 관통부가 없기때문애 내부의 기기보수가 용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신혐안전로는 모률화공법올 채택했기 때문에 원자로 용가의

대처l나 보수가 쉬워졌지만 PIUS는 만약의 경우 원자로 용기의 손상시 대체

및 보수를 할 수가 없는 한점이 었다.

나) VVER-500/600

(1) 설계특성

VVER-600 은 노섬출력밀도가 55내지 65KW/liter 로 낮게

설계되었고， 원자로 용기의 크기는 이미 실험이 완료된 VVER-1000 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노섬주위에 사용후 연료를 배치하는 재장전 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Embritt1ement 틀 감소시 켰다.

원자로 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각재의

부띠를 증가시켰다.

Beltline 에는 중성자에 의한 방사선 조사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는 수칙 용첩이읍새가 없는 용기를 제착하여 사용하도룩 한다.

VVER은 수펑 용첩이옴새가 노심의 깡와 했의 위치에 각각 한군데씩 있다.

소련의 원자로 용기는 높은 함량비의 크롬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VVER은 2.5Cr-IMo-lNi Steel을 용기의 재료로 사용한 다. 원자로

용기의 화학적 조성에는 0.14+0.03% 의 구리， 0.012 +0.004%의 인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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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VVER 600의 용기는 Nb-

stabilized 스테인레스 강의 Cladding올 씌웠다.

VVER-500/600의 원자로 용기는 방사성 피폭에 의한 원자로 용기의 취성

파손올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 열처리방식을 사용하였다.

VVER 600 원자로 용기의 제원은 표 2.2.1-10 와 같다.

(2) 평가

(가) 중성자 조사량 감소

VVER의 연료몽으로부터 원자로 용기벽까지의

냉각재 두쩨는 393cm이다. 이로서 VVER-440 때보다눈 중성자 조사량을

많이 감소시켰지만 그 차이는 l.Et19 n/빼 정도로 그리 효과가 없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VVER 600에서는 중성차 조사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른바 "Dummy Fuel Elements" 이다. 이 방법은

노섬의 바깥부분의 연료봉을 사용후 핵연료와 스테인레스강 몽으로 바꾸어

넣어서 반사체의 역할올 하도톡 만든 것이다. 이를 동해 VVER-440 보다

노심의 충성자 어용도도 높이고 중성자 조사량도 Factor를 4가량 줄여

4.6E+19 nle펴 으로 개선시켰다.

(나) 원자로 용기와 용접재료의 개선

설계특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리와 인의

합량벼는 서구의 신형안전로에 있어셔의 개선점과 비슷하다. 그러나 인의

합량이 충성자 조사량 양에 따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손상 정도에 미처는

영향이 충성자 조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에 대한 제한이 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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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이 다량 포함된 Steel운 외부에서의 압력에 의한 피로손상옳 벌

받기 때문에 추천할만 하다고 본다. 또한 냉각수에 의한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Beltline 부위에셔 부운척으로 Cladding올 제거하여 중성차

조사량에 대한 회복가능성 Test를 할 수 있게되는 장점도 있다.

VVER에서는 AP600과 마찬가지로 수칙 용첩이음새가 없는 Ring-Rolled

Forging으로 원자로 용기를 제작한다. 수칙 용접이음새가 없기때문에 -

원자로 용기의 벽이 한 쪽으로 힘을 받는 방향성올 제거할 수 있다. 또한

VVER에서는 수평 용첩이읍새가 Beltline에 두 부푼밖에 없는 것도 불만한

장점이다.

(다) 열충격

VVER 원자로 용기는 코롬의 함량비가 높기 때문에

중성자 충성자 조사량에 대한 방사선 조사 손상의 계산방법도 다른 방식율

휘해야만 한다. 거존의 Carbon Steel에 대한 Thennal Shift는

T = [40 + 1000( %Cu-0.08)

+ SOOO( %P-0.008) J( f/l. E+19](~)

과 같은 식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소련에서는 2.SCr-IMo- lNi Steel에

대해셔 다옵과 같은 식올 추천한다.

T = 600[( %Cu) + O.l( %P)][fxl.E-18]( ~)

위 식으로 VVER 1000의 4.6E+19 n/쩌인 중성자 조사량으로 계산해 볼

때， Thennal Shift가 sooe 이하이고 VVER 600은 이보다 척운 중성자

조사량이기 때문에 VVER-440 보다는 안전성이 개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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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 사항

VVER올 한국혐 원자로로 채택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원자로 기술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셔 서구의 것올 따르고 있는데 소련의 기술운 연구펀 바가 없기

때문이다.

- 코톱올 많이 합유한 용기의 져l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 VVER 440보다는 VVER 1000과 VVER 600의 냉각수 Gap 이 르기때문에

충성자 조사량올 다소 줄여 주지만 이것도 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SIR의 경우를 볼때， 이들 VVER보다는 냉각수 Gap이 훨씬

커셔 충성자 조사량올 크게 줄여추므로 한국형 원자로에셔는

노심으로 부터 원자로 용기까지의 냉각수 Gap율 크게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핵연료용에 "nunnny" 연료봉올 섞어 넣는 문제에 대해셔 연구해야

한다‘

- Beltline 재료의 풀럽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Beltline에셔의 충성차에 의한 손상올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련

에서는 이부분만의 풀럽으로서 해결하려하고， 또한 추천하고

있는데， 원자로 용기의 주기척인 회북에 대해 연구가 수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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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AP600 노심 설계 특성과 기존 2-1oop 플랜트와의 비교

변 ~‘「 AP-600 기존 2-LOOP PLANT

핵연료집합체 갯수 145 121

핵연료집합체 형태 17x17 16x16

핵연료몽 갯수 38,280 28 ,435

노심 핵연료 장전량 66.56 MIU 49 .4 MIU

핵연료 농축도 3.6 w/o U235 4.6 w/o U235

평균 출력 밀도 76.2 kW/l 107.9 kW/l

펌균 선혐 출력 3.97 kW/ft 5.35 kW/ft

평균 열속 0.138 106 0.187 106
Btu/hr/ft2 Btu/hr/ft2

재장전까지의 기간 18 개월 14 개월
(같은 연소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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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AP600 초기 빛 펌형주기 노심셜계 특성

I 추기 펑혐추기

연소도

--(MWD/MTU) SB(ppm) Fxy SB(ppm) Fxy

0 928 1.388 1,471 1.419
150 675 1.389 1,194 1.375

1,000 668 1.399 1,104 1.377
2, 000 677 1.395 1.017 1.370
4,000 655 1.373 831 1.359
6, 000 604 1.356 644 1.352
8, 000 537 1.328 465 1.346

10 ,000 없4 1.280 295 1.338
12 ,000 327 1.229 134 1.328
14,000 194 1.226 ,." 0(*) 1.320
16 ,000 55 1. 225 - -
16 ,700 6 1.225 - -

1 주기 l 평형 주기 |
- 냉각재 온도 계수 (pcm/ F)

a) B.O.L , 전출력상태， no xenon -4.28 -1. 80
b) 150 때D/MTU ， 50%출력 , Eq. xenon -4.99 -1. 44

도플러 결손(Doppler Defect) ( K, HZP HFP)

a) 주기초(Begining-Of-Life) -0.93 -0.75
b) 주기말(End-Of-Life) -0.69 -0.82

I농축도 (w/o U235)

(*) 13 , 800 MWD/Ml’U에셔，

(&) 각각 1, 2, 3 영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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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AP-600 설계특정

셜계부분 기존설계 검 ￡。드 비 .‘-,

기술이용

원자로섬 가 기존 핵연료집합체 사용. AP-600의 DNB실험으로

DNB설험이 유사한 노섬셜 안전여유도 증명할 것
계에서 행해쳤옵. 입

반경방향 불가 1300 때 APWR에 대해 질행 RESARSP/90 에셔 NRC어l

반사체 된 분석과 실험이 AP-600 제출.

에 척용가능.

저l어몽 가 이미 종명된 설계기술 척 조만간 Gray Rod 최척
용. 화연구가 완료될 예정

제어몽 가 이미 증명된 설계기술 척 더이상의 개발 불필요
구동장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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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AP600 원차로용기 제원

젤 계 변 수 설 계 치

설계/운전 압력 ~ MPa (Psia) 17.2/15.5 (2500/2250)

노심출력밀도， KW/1iter 76.2

Clad 두께， em (in) 0.32 (0.125)

설계 온도， °C CF) 377 (650)

높이， m (ft-in) 11.4 (37-10.5)

내경， em (in) 399 (157)

외겸， em (in) 440 (173)

무게， kg (lb) 286 , 000 (630 , 000)

충성자 조사량， nl쩌 <2E + 19

Be1t1ine 벽두께 , em (in) 20 (8)

정상 냉각재 부피， Irl (ft3) 78 .4 (2800)

용기 업출구 올도， °C ('F) 277/312.2 (531.2/593.9)

입출구 노즐 내경， em (in) 56/7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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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SIR원자로의 노섬 및 핵연료 셜계제원

정상 정격 출력(각 SIR당)

발전소 설계 수명

320 MW(e)
60 년

1차계통 설계
(각각의 원자로애 공히 척용)

1차계동 열수력 변수들 설 겨l 치

1차계통 냉각수 압력 (MPa) 15.5
1차계통 냉각수 유량 (kg/s) 7500
노섬 입구 올도 (0 F) 294
노섬 출구 온도 (0 F) 318
노섬 압력강하 (때a) 56
증기발생기 압력강하 (뻐a) 50
펌프 헤드 (때a) 250

원자로 노섬 기준젤계 변수 설 겨l 치

정상 노심 출력 (MW(th) ) 1000
정상 출력밀도 (kW/l) 54.6
최소 DNBR (C-E) correlation 2.7
정상 핵분혈물질 kg당 춤력 (뼈Ikg U02) 19.1
U02의 무게 (ton) 52.3
주기길이 (FEED) 657
명균 배출연소도 (MWd/kg) 38
Peak 어셈블리 배출연소도 (MWd/kg) 44
최대 핵연료 펑균 배출연소도 (MWd/kg) 50
유효 노심 높이 (em) 347.2
유효 노섬 반경 (em) 259.2
핵연료다발의 수 65
제어용 다발(CEA) 의 수 65

핵연료 다발 규격

기하학척 구조 22x22
핵연료수， 일체형 독봉 432
일체형 독몽을 위한 Guide tube 수 16
CEA와 leI를 위한 Guide tube 수 9
핵연료다발간 길이 (em)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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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계속)

핵연료 규격 절 계 치

핵연료 형태 U02
농축도(명혐주기) (wt%) 3.3 4.0
유효 Staek 밀도 (대팍/지c에륨) 10.06
핵연료 pellet 외 (em) 0.826
pellet파 따복채간 길이 (em) 0.018
피북재 채료 Zirealoy-4
피복재 외곽지름 (em) 0.970
연료붕간 갈이 (em) 1.286

일쳐1혐 톡봉 규격

재료 Gd203 in nat. U02
Gd203 농도 가변척 (Variable)
폭물질 pellet 외팍지릅 (em) 0.826
효l북채 재료 Zirealoy-4
Pellet와 피복재간 킬이 (em) 0.018
피복재 외꽉지륨 (em) 0.970

제어봉다발 규격

기하학척 구조 8 element
각 요소의 홉수체 물질재료 B4C A1g.8-In-Cd
홉수체 pellet 외팍지륨 (em) 1.872 72
홉수체 유효 높이 (em) 32 .4 31.8
표1 북재 재료 Ineonel 625
피복재 두께 (em) 0.089
피복재 외팍지륨 (em)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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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6 SIR과 기존 PWR칸의 반응도 계수 비교

반 응 도 계 수 SIR 기존 PWR

냉각재 옴도 계수 (10-4 6. p ;o F)
- 주기초， 고온천출력 -3 .4 -0.5
- 주기초， 고온영출력 -2.1 0.0

핵연료 온도 계수 (10-5 6. p ;o F) -1.9 -1. 5

품전정지 반옹도가，

- 총 정치반응도가， 고온 -0.18 -0.10
• 순 정지반응도가， 고올 -0.13 -0.06

표 2.2.1-7 SIR의 평형 핵연료 주기 설계 변수

설 껴l 버l一 9-‘ 설 겨} 치

추기길이 (개월) 24
평균 가동율 0.90
정격출력 (MW(th)) 1000
노심 장전량 (MTD) 46.1
총 핵연료다발수 65
feed batch 크기 24
고/저 농축도 (wt% D-235) 4.0/3.3
주기 연소도 (MWD/MTU) 14 , 250
평균 핵연료 폐기연소도 (MWD/MTU) 38 , 000

- 110-



표 2.2.1-8 SIR 원자로용기 제원

설 계 변 수 설 계 치

셜계/운전 압력 , MFa (Psia) 17.2/15.5 (2500/2250)

노심출력밀도， KW/liter 54.6

설계 온도， DC (’F) 318 (605)

높이， m (ft-in) 23.87 (78-4)

내경， em (in) 584.2 (230)

외경， em (in) 612.2 (252)

무께， mt (tons) 909 (1000)

중성자 조사향， nl CnI < I.E + 15

벽두께， em (in) 27.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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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PIUS 원자로용기 제원

설 계 변 수 설 계 치

열출력， MWe 640 뻐e

노심 입출구 온도 。c ('F) 260/290 (533/563)

운전 압력， MPa (Psia) 9 (1306)

평균 노심출력밀도， KW/liter 72.3

콘크리트용기 Cavity 내경， m(ft) 12 (39.37)

콘크리 트용기 Cavity 체척 ,Irl 3300

콘크라트용기 전체높이， m (ft) 43 (141)

론크리트용기 벽두께， m(ft) 7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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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1-10 VVER 600 원자로용기 제원

설 계 변 수

Loop 수

열출력， MWt

일차측 압력， 맨a (Psia)

중성자 조사량， n/ ern

원자로 용기 수명，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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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5.7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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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 Cooling
Steel Water

Radial
Neutron
Reflector

Subassembly

To Core
Centerline

」

-------
Core Barrel

그렴 2.2.1-3 AP600 반경 방향 반사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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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착로 냄각꽤 꽤풍

신형 안전로의 원자로 냉각재 계동 빛 구성기기의 설계특성올 검토.분석

하였으며 기존 발전소를 기준으로 차이점에 대해 예상되는 의견율

제시하였다. 참고로 기존 영광 3&4의 열수력적인 제원과 구성 기기에

관해셔도 본문에서 비교 검토 하였다.

가. 원자로 용기

1) 설계 특성

가) AP 600

AP 600 원자로 용기는 기존 웨스팅하우스 900 MWe급 PWR

원자로 용기와 거의 동일하다. 원자로 용기의 채질은 저합금 탄소강으로

제작되며 냉각재와 접촉하는 용기내부의 모든 표변은 부식방지를 위해 308L

스테인레스강으로 피복 되었다. 원자로 용기의 상부헤드와 하부 헤드는

단조로 가공된 반구체의 모양이고， 원차로 용기의 몹체는 몇개의 환혐으로

단조된 부분품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품을 용접시에 수직용첩이

생기지 않도록 수평 용접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고중성자의

영역에서 용접부위가 접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원자로 용기에는 2개의 고온관 주입구 (Hot Leg Nozzle) 와 4개의 저옴관

주입구 (Cold Leg Nozzle) 가 설치되어 있고 원자로 용기 상판에 직접적인

안전주입을 위한 안전 주입구가 2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원자로 용기

하부에 설치되었던 Detector안내관을 원자로 용기 하부 측변으로

변경함으로서 원자로 용기 Cavity공칸을 축소하였으며， 원자로 재장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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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 (In-Core Instrumentation System) thimble 을 제커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2.2’ 1 참조) .

나) SIR

원자로 용기는 내부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윷 구성하고 있는

가압기，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채 펌프와 부속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SIR 원자로 용기는 3 등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원자로

용기의 상부헤드 부분에는 가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압가 전열기가 원자로 용기 상부 헤드에 거꾸로 설치되어 있고 원자로

노심의 열 출력제어를 위해 제어봉 뭉치 (CEDM) 가 설치되어 있다. 두번째로

몸풍 부분윤 기존원자로 용기와 비슷한 기능을 갖은 Riser가 중앙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6개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폼통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12개의 증기 발생기가 Riser를 중심으로 바짤 쪽으로 셜치되어

있다. 셋째로 하부헤드 부문에는 원자로 노심이 설치 되어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모돈 구성 기기들이 원자로 용기내에 설치 되어있다. 여기서

Riser는 노섬에서 발생한 열올 원자로 냉각재 펌프률 통해 충기 발생기로

열이 전달 되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기능을 갖으며， 이 기능은 기폰

발전소의 원자로 용기와 동일하다. 원자로 용기내에서의 유로는 노섬올

거친 냉각수가 노심 차지동을 거쳐 6개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로 유입이

되며， 이 냉각재 펌프를 거친 냉각수는 12개의 Once-Through형외 증기

발생기로 유입되어 2차측에 열을 전달 하고 저옴의 냉각수는 다시 노심

하부를 통해 노심으로 들어가거l 형성 되었다.

모양은 원동 모양이며 용기의 크기는 기존 컴버스천 엔자니어링 회사

발전소 원자로 용기의 약 2배가량이 된다. 용기의 구조물은 스테

인돼스강으로 피복울 한 탄소강이며， 지지 구조물은 Inconel 또는 스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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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스감쉬터. 원차로 넣각채 펌프차 원차로 용치희 벽면획 환통부를

통하여 수펑으로 설치되었으며 보강재위에 보울트로 체결이 되어있다.

증기관 연결부 원자로 용기와 안접해 연결되어 있는데 원자로 용기에는

하나의 증기 발생기당 하나씩 총 12J~의 증기관 연결부가 설치되어 있다.

증기관운 채위치에셔의 검사를 위해 증기 발생기 상부 헤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플랜지룰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에 불트로 연결이 되어있다.

증기관 연결부의 설계는 증기 발생기의 상부 헤드를 안내 하고 지지하는

내부 촉받이 통을 포함한다 (그림 2.2.1-10 , 2.2.2-7 참조)

다) PIUS

PIUS 원자로 용기는 기존 국내 발전소에 사용되는 형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PIUS의 원자로 용기는 Prestressed 된 콘크리트

용기와 콘크리트 용기에 붙어 있는 Steel Vessel Extension 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 PIUS용기내에는 일반 기존 발전소의 원자로 용기와 같은

역활을하는 1개의 Riser와 증기 발생기 그리고， 중기 발생기 하부에 연결된

원자로 냉각재 혐프툴 포함하고 있고， 상부에 가압기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PIUS원자로 용기의 자처1로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구성하고 있으며

기존 국내 발전소의 Cavity 역활까지 포함하고 있다. PIUS 원자로 용기는

앞철의 그림 2. 1. 3-1과 같다. 원자로 용기의 유로는 정상 운전동안 Riser

Funnel안의 수위는 Riser를 따라 올라가 상부 Riser Plenum으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서 펌프에 의해 저온관올 통하여 다시 원자로 용기로

되몰아 온다. PIUS 노섬에서 발생한 열을 유도하눈 Riser는 기존 발전소의

원자로 용기와 유사한데 다음과 같운 셜계특성율 갖고 있다.

- 정상 운전 동안 노심에서의 냉각수 방향을 인도하여 원자로 압력

변화에 대한 펌형을 유지시려 냉각수 유동이 원자로 전처1 Poo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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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셔 이루어지지 않도록한다.

- 원자로 용기의 열을 증기 발생기로 전달하는 역할올 한다.

- 저용 훈전 정지 동안 원차로 Pool Loop툴 형성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원자로 Pool로 전달한다.

- 비정상 또는 과도 상태에셔 원자로 Pool Loop룰 형성하여 원자로

출력을 제한하거나 원자로을 정지시키며 원자로의 냉각올 유도한다.

‘ 비정상 상태의 경우에 노심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가압기로

유도한다.

Riser는 핵연료 노심 출구 부분에셔 폭이 원추형으로 넓어진다. 이 관은

Downcomer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단의 끝부분은 원추형으로 되어있다.

라) MS 300/600

MS 300/600 의 원자로 용기는 기존 발전소의 원자로 용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2) 평가

가) AP 600

AP 600 원차로 용기는 뚜렷이 기존 원자로 용기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 라든지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원자로

용기에 비하여 안전 주입구가 원자로 용기의 몹통 상단에 직접적인 주입을

위하여 설치된것이 특징이고， 이로인한 원자로 용기의 prs 해석등 전반

척인 얼융력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특히 천체 발전소

운전 측변에선 비상시， 칙접 원자로 용기로 주입이 됩에 따라 유리하나，

상대척으로 차가운 비상수를 원자로 용기에 칙접 주입시키 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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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르 용기의 건천성어! 미치는 영향엑 관하여 고려자 되어야겠다.

나) SIR

SIR 원자로 용기는 기존 Combustion Engineering Co. 가

설계한 발전소와 비교할때 많픈 설계상의 차이점이 있다. 우선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모든 구성 기기가 원자로 용기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항이

설계상의 콘 특징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아직 상세 설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지않아 여러가지 사항을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원자로 용기 내에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모든 구성기기가 정렬이 되어있어

전체적인 열 손실량을 줄일수 있으며， 단열 작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경제적안 측면에선 강점이라고 판단이 된다. 반면에 원자로 용기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 정상 운천시에 발생하는 기기의 자체 진동과

운전상에 발생할 수 있는 운전 조건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전채 원자로

용기에 미철것이라 판단이 되며 여에 관한 해석이 상세 설계시에

구체척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로 용기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기눈 연료 재장전시마다 쩨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가압기의 건전성 평가도 좀더 상셰히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원자로 용기가

기존 원자로 용기에 보다 코므딪 예상되는 검토사항은 설계가 더 진전이 된

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PIUS

PIUS 원자로 용기도 SIR의 원자로 용기와 같이 원자로

용기내에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구성기기를 전부 정렬하고 있으며， 원자로

냉각재 계동은 기존 발전소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기존 발전소의

원자로 용기와 비슷한 기능올 갖는 Riser가 원자로 용기의 중앙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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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해 있으며， 이 기기가 노섬에서 발생한 렬을 증기 발생키로 전달하기

위한 안내구의 역할올 한다. 다반 PIUS 발전소에셔는 조절봉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원자로 용기의 설계가 단순해진 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함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원자로용기내에 모든 계통의 구성기껴가

정렬되어 있음에 따라 외부로의 열 손실을 줄일수 있고， 계통내에서

누출량이 있을시에 밖으로 유출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Diodes 가 정상 운전시 원자로 냉각채 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다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원자로 용기내애 계동의

모든 기기가 정렬이 됨에 따라서 계통외 기기깐에 발생되는 진동이나，

기기의 고장시에 원자로 용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판단이 되며， 이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힐것으로 판단여된다.

라) MS 300/600

MS 300/600 에서의 원자로 용기는 외형상 기존 발전소와

유사하나， 상세한 비교률 위한 자료 부족으로 평가가 어협다. 다만 기존

발전소에 비하여 증기 발생기가 수평으로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의

증기 발생기항에서 다루었다.

3) 추천 사항

가) AP 600

기존 발전소 원자로 용기에 비하여 콘 설계 변동없이 피동

척인 안전로를 설계함에 따라 현재 증명된 설계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설계의

신뢰도를 높인점이나 원자로 용기 상단에 직접척인 안전주입을 함으로써

안전성올 향상시킨점올 한국형 선형로에 채택 검토률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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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R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모든 구성기기들이 원자로 용기내에

모두 다 설치하는 개념은 기계척 진동 및 핵연료 교처l 작업시 복잡성등의

부정적인면이 있기는 하지만 긍정척인점으로는 전체적인 열손실량을 줄어고

단얼작업을 용이하게 함으로 경제척이며 또한 배관을 제거함으로 배관으로

부터 발생하는 예상사고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기에 한국형 신형로에

채택 검토가 추천된다.

다) PIUS

조절몽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원자로 용기의 설계가 단순해지며

안전성이 증진된 설계개념은 바람칙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 130-



나. 증기 발생기

1) 설계특성

가) AP600

AP600의 증기발생기는 세계적으로 75개의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원전에도 영광 1 ， 2호기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U-tube type 모델 F인데 개선된 사항운 다옴과 같다.

(1) 튜보 채질로써 내부식성이 강한 인코넬 (Inconel) 690옳 사용하여

1차측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에 대환 저항력을 강화

시킨다.

(2) Crevice의 부식 성올 최소화하기 위해 Tube/Tubesheet Joint툴

확장시킨다.

(3) 내부식성이 강한 405 Stainless 강올 튜브 지지대 재질로 사용

하고 튜브가 통과하는 부분올 Quatrefoil로 만룰어 유동 특성 을

좋게하여 튜브와 튜브 치지대 사이에 부식 생성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였다.

(4) 1차 탈수기는 20인치 Swirl-Vane 혐오로 그리고 2차 탈수기는

"hook-and-pocket" 형으로 배수 능력을 향상시켜 moisture

Carryover를 0.1미만으로 유치 한다.

(5) On-line Monitoring 설비， Flow Distribution Baffle올 젤치하고

Blowdown Rate의 증가를 통해 화학 물절 및 Sludge 의 조절 기능

을 향상시킨다.

(6) 마모를 줄이기 위해 개선된 Anti-Vibration Bar(AVB)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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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관의 댄atgr 샌웹맴er 현상올 받지하지 외~~ 절~]한 J자 노플의

재질을 인코넬로 대치하고 급수 수질올 조절하여 침식 및 부식올

감소시킨다.

(8) AP600 channel head는 제작 및 검사 변에서의 장점씩 Pump 의 직접

장착에 따콘 부하률 감안하여 단일 단조 방법으로 제작한다.

(9) 2차 계통의 용이한 보수를 위해 출입구률 확장시킨다.

AP 600의 증기발생기의 개략도는 그립 2.2.2-2 와 같다.

나) SIR

SIR 에서 사용하는 증기 발생기는 그림 2.2.2-7 와 같이

2차 냉각수가 튜브안드로 지나가는 Modular형태로 된 Once-Through 형이며

2차 냉각수가 튜브안으로 흐른다.

이들 증기 발생기는 원자로 압력 용기 내벽과 노심 지지벽 사이의 공간

에 12개가 환형으로 설치되는데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원통형 Module 로

되어 있으며 5.5 Mpa (800 psi) 에셔 28 0 C (50 0 F ) 정도 과열펀 건증기를

생산한다. 또한 증기 발생기가 노심보다 위쭉에 장착되어 있어 1차

냉각수의 자연대류를 촉진하고 노심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직접적인

조사(Irradiation) 에 의한 염향올 줄일 수 있다. 튜브 재질로는

내부식성이 강화된 인코넬 690을 사용하고 있요며 그 형태가 Strai방It

Type이라서 구조가 간단하고 검사하기 쉬우며 부식불질 생성과 내부 Tubing

Stress 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2차 냉각수가 튜브안쭉울 지나가고 1차

냉각수가 바깥쪽을 흐르므로 U-tube 에서의 이차측 Crevice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튜브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저막요로 127H

Module 중 11개만으로도 천출력 훈전이 가능하게 설계 되어있어 증기발생기

한 개 고장시에도 충분한 운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 증기발생기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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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소요기깐은 3일로 예상하고 있다.

다) MS300/600

MS300/600 에서는 U-tube 형 증기발생기가 기폰의 가압

경수로와는 달려 수펑으로 장착되어 있고 코기가 기존의 동급 원자로에

비해 커졌다.

증기발생기를 수명으로 청확한 이유는 장기냉각 단계시 비옹축성 기체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 비융축성 기처l의 배출올 위해

Channel Head에 배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수평형 증기발생기는

소련 원천 빚 해군용 원자로 등에 사용되고 있고 그동안의 운전 경험상

내부식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장기냉각시 비융축성 기체애

의해 원자로 냉각재의 자연 순환이 방해받는 일여 없어 유려하나 수명으로

장확되어 있어 자연 순환셔 Driving Force 가 줄어들게 된다는 한점이 었다.

2) 펑가

가) AP600

AP600 의 증기발생기는 영광 1， 2호기애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밀한 Model F로써 거의 모든 설계 변수가 동일하나 설계특성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몇가지 개선사항을 추가하였다. 즉， 튜료 재질로써

인코넬 600대신 EPRl 가 추천하고 있는 인코넬 690올 사용하고 있어 부식

저항올 높여려고 한다. 그러나 한편 인코넬 690을 사용할 시 낮은

열천도율도， 운전경험 부촉， 피동거동 해석의 불충분등 부수적인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실증 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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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설계특성에서 기술된 (3) , (5) , (6) 및 (7) 은 영광 1 ， 2호기의

증기발생기 특성과 동일하며 AP600에서 습분분리기를 개선하여 Moisture

Carryover를 0.1% 미만으로 유지 시키도록한 것은 상당히 고무척이다.

또한 증기발생기 1차 출입구(Man Way) 는 종천의 직경 16인치에셔 18안치로

확 장시켰으나 EPRI가 요구하는 21인치보다는 미달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원자로 냉각채 펌프가 증기발생기 하단부에 부착됩에 따라 훈전중

발생 가능한 증기발생기 진동에 의한 파급효과와 역으로 펌프진동에 의한

총기 발생기 내부의 수합 빛 진동 전달 등에 대해서는 차후 구조해석 빛

실증 설힘을통해 그 영향이 정확히 입증되어야 활 것이다.

나) SIR

SIR에는 127~ 의 Once-Through 형 증기발생기가 원자로

용기내에 환형 으로 설쳐되어 있고 증기발생기 하단부가 노심의 상단보다

높이 위치하여 자연 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있다. once-throu 양l 형

증기발생기는 B&W 사에서 주로 생산하여 Oconee 원자로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다음과 같운 장점이 있다.

- Steam Drum이 필요없다.

- 과혈증기 (Superheated Steam) 생산이 가능하므로 증기의 철이 좋고

습분분리기 (Moisture Separator)가 필요없다.

- V-tube 혐태와는 달리 전체영혁에서 Reverse Flow 혐태의

열전달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열전달 특성이 좋고 따라서 발전소

효울을 향상 시킨다.

- 반면에 길이가 길어지고 포함하는 물의 양이 상대척으로 적기

때문에 Dryout 시간이 V-tube Type 보다 짧은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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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SIR의 경우 Module로 되어 있어 한 개가 고장나도 나머지

11개로 전출력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률 향상에 른 이점이 있다.

그러나 증기발생기의 진동이 원자로 용기에 칙접 전달되고 있어 용기수명에

영향올 줄 것으로 사료된다.

튜브채철은 AP600와 마찬가지로 인코넬 690올 사용하여 내부적성율

증가시키며 이에 대한 특성운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다) MS300/600

수평형 증기발생기의 장점으로는 비휘발성 불순물의 참전올

최소화 활 수 있어 튜브의 칸천성이 향상되며， 비응축성 기체에 의해

자연순환아 방해받는 일이 없어 자연순환이 용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차혹 냉각수 저장 탱코 위치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설치띤적 및

배관등이 증가하고 안전성 및 효률성등이 정확허 입증되지 않아 기존

수칙혐보다 이점이 있올지 여부를 판한하기 곤란하다.

3) 추천사항

가) AP600

습분분리 기를 개선하여 Moisture Carryover 롤 0.1% 미만

으로 유지시키도룩 한점은 바람칙스러운 것으로서 한국형 신형로에 채택

검토가 추천된다.

나} SIR

Once-Through 형태의 증기발생기를 택해 과열증기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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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상적인 출력운천시 발캔소의 효율을 층가시킨 것이나 Module로 되어 있어

한개가 고장나도 나머지 11개로 전출력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용로L

다수 증기발생기 개념운 이용율을 향상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형

원자로에의 채택 검토가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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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압기

1) 설계 특성

가) AP600

AP600의 가압기눈 기존 웨스팅하우스사의 가압기와 형태및

작동왼리가 동일하다. 다만 같운 출혁의 발천소의 가압기 용량에 비해

30% 크게 하므로셔 운전 변동 여유도 (Transient Operation Margin) 를

크게 하여 원자로의 운전정치 횟수툴 줄이고 사고후 빠른 회북시깐율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PORV를 제거하는 한면 과압 방치를 위해 2개의 스프렁 구동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급 감압시켜 피동척 안전추입 계통이 작동하게 하는

감압겨l통의 1, 2,3 단계 밸브가 가압기에 연결되어 있다. 각 설계변수는 표

2.2.2-5과 같고， 가압기의 개략도가 그림 2.2.2-4 에 나타나 있다.

나) SIR

SIR 가압기는 기존 가압경수로와 근본척으로 같은 원퍼로

작동하나 가장 콘 차이는 그림 2.2.2-9 와같이 원자로용기 상반부의 자유

체척에 설치된점과 피동적 살수에 있다. 따라셔 같은 용량의 기존 가압

경수로에 비해서 4배의 Surge Volume 을 강당할수 있어 압력 과도현상의

심각성을 줄일수 있으므로 고장이 찾은 것a로 알려진 PORV의 필요성을

배제하였다.

가압기는 원자로 용기 상부에 해당되지만 원자로 용기로 부터 분러판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이 분리판을 빌림관 (Surge Line) 과 살수관 (Sp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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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이 동과하여 가압기와 훤자로용기블 연결하게 된다. 이렇게 가압기가

원자로용기에 통합되어 있어 원자로용기와의 연결 배관올 없애므로써 대혐

원자로냉각채 상실사고(LOGA) 를 제거했다. 가압기에서 원자로 용기안으로

나가는 유동은 한 방향의 유동저항이 반대 방향의 유동저항보다 휠씬 콘

Fluidic Diode를 동하여 이루어진다. 즉 가압기로 부터 나가는 Outsurge

흐름은 Fluidc Diode툴 지날때 저항올 거의 받지 않으나， 가압기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온 Fluidic Diode툴 지날때 콘 저항올 받아 밀림관(Surge

Line)율 동하지 않고 대신 살수관(Spray Line)올 통해 가압기 증기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Fluidic Diode는 Rolls Royce and Asscoiates 에서

이와 유사한 적용에 대환 경험이 있고 SIR에서는 대략 8:1 정도의 저항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냉각 살수계통은 저옴정지(Gold

Shutdown) 동안 일차계통 압력을 감압하는데 이용된다.

정상 훈전에서 일차계동 압력윤 자동 저l어계통과 가열기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파도상태에셔의 가압기의 작동윤 완전히

피동적이다. 즉 사고로 인하여 압력이 증가할 때는 피동살수에 의해

압력을 완화시키며 Outsurge 로 인하여 감압될 때는 가변 가열기에 의해

정상 압력을 유지한다. 가열기는 원자로 용기 상부헤드 (Head) 에 직접

수직으로 삽입되어 있어 일차계통 냉각채의 제거 없이도 교체가 가능하다.

가압기 설계제원은 표 2.2.2-6 과 같다.

다) PIUS

가압기는 원자로 용기 장부헤드에 위처하며 압력

방출계통의 안전밸브와 가압기 가스배기를 위한 관통부가 연결되어 있다.

가압기 용 가열기는 격납건불안에 높이 설치되어 있으나 Steel Vessel

Extension 의 상부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으며， 천기에 의해 가멸되는 3M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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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기이다. 60 rrl 용척의 불운 차단(Shut-off) 및 제어 (Control) 밸브를

동해 가맙기 Pool로 부터 빼져 나올다. 빼져나옴 물은 증기 발생에 얄맞게

가열되어 약 100 rrl 증71 로 화단 빛 제어밸브흘 통해 가압기에 공급된다.

이때 제어밸브는 원자로 압력조철계통에 의하여 조절되므로 제어밸브 를

열면 가열기 압력이 떨어져서 가열기에 공급되는 전력윤 종가하게 된다.

또한 가압기는 압력 방출계통율 이용하여 격납용기 내부에 있는 옹혹수조로

층기를 방출하여 원자로 내부를 과압으로 부터 보호한다. PIUS 가압기와

관련된 계동은 그림 2.2.2-10 과 같다.

라) MS 300/600

MS 300/600 가압기는 기존 발전소의 가압기와 동일하게

2개의 고옴관중 1개의 고옴환과 연결이되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을

조절한다. 따라서 기능은 지존 발전소의 가압기와 동일한 기능올 갖고

있다.

2) 평가

가) AP600

AP 600의 가압기는 표준 웨스팅하우스 2 loop 동일 출력의

원전에 사용되는 가압기 쳐l척에 비해 약 30% 크게 설계함으로써 PORV툴

체거 하였으며， 일차계통 사고시 냉각채가 가얼되어 체적이 팽창되더라도

계동의 압력 증가가 줄어틀어， 불필요한 운천 정지 횟수를 줄여 발전소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차 증기관 따단 사고에서는

일차계동의 압력강하가 완만해서 안천주입 시점어 늪어지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차후 각 사고별로 정량적인 종합검토 계획올 실시하여 30% 의 용량

- 139-



증대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시발하면 불필요한 체척증대는

상대척인 격납용기의 자유체척을 감소 시켜 안전에 역효과가 있올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격납용기 확장과 가압기 자체 코기 증대에

따른 경제성 손실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장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PORV를 제거하여 이 밸브의 고장 으로 인한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누수 및 보수 푼제점들올 해결하고 가압기의 상단에는 안전감압 계통 1,2,3

단계가 연결 되어었다.

나) SIR

원자로 용기 상단부의 자유체척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척으로 가압기 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전처l 발전소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멀림관(surge line) 이 원자로 용기 자체이므로 사고완화 록면등 AP

600에서 기술된 가압기 용량 종가에 따른 이점과 단점올 동일하게 가진다.

그러나 직접 원자로 냉각재를 분사시켜 감압 시키는 작동원리는 그

효율성과 감랍속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차계통과

가압기는 간단히 Fluidic Diode에 의해 유로거 형성되어 있는데， 일차 측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체적 증가는 Fluidic diode에 의해 가압기에 영향이

적게 미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나，가압기의 조건에 의해 가압 71의 압력이

증가함으로서 체적이 팽창시 Fluidic Diode가 일차계통에 미치는 영향올

감소시키지 못하므로， 가압기의 변화가 칙접 일차계통에 며찬다. 이와같이

가압기의 조건 변화가 일차측에 주는 영향의 속도는 기폰 가압 경수로에

비하여 상당히 크리라 판단이 된다.

그리고 가압기의 압력 측정기기 및 가열기등의 삽입으로 인한 원자로

용기의 관동부가 증가하여 구조물의 휘약과 보수상의 문제점들올 야기 시킬

수 있으며 핵 연료 재장전시따다 용기 상부헤드롤 들어내야 하므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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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의 성능 저하블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열기가 용기 헤드에

거꾸로 설치됨에 따라， 증기 부분￡로 가열기가 노출이 되는데， 이로 인한

가열기의 부식 및 효율성에 관해셔눈 좀뎌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야겠다.

SIR 설계에서 가압기에 PORV틀 없엠으로서 기존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PORV 문제점을 처l거하였다.

다) PIUS

원자로 용기 상단부에 가압기와 가압기에 증기를 공급하는

가열계홈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가압기 전체용량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가압기와 가열기가 분리되어 절계되어 있으므로 기존 발전소의

가랍기에 비하여 셜계가 간편해진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

라) MS300/600

MS 300/600 가압기는 기존 웨스팅하우스 발전소의 가압기와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3) 추천사항

가) AP600

가압기 체척을 크게하여 계동의 과도상태 변화율의 홉수

폭올 넓힌점은 바람칙스러운 점으로 한국형 신형로에의 검토가 추천된다.

나) SIR

가압기를 원자로 용기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서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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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율 축소시키며 원자로 용기와의 연결배관올 없애므로써 대형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LOGA) 를 제거한점은 기볼적으로는 한국형 신형로에의

검토가 추천 되며 아울러 이러한 개념의 가압기의 운전특성에 대한 구처l척

분석 역사 추천된다.

다) PIUS

가압기와 가열기가 분리되어 있어 정상운전시 가압기의

가열기가 물로부터 노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설계 요구사항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는 간펀성을 갖눈 점은 추천 할 만한 사항이다.

- 142-



라. 원자로 냉각채 펌프

1) 설계특성

가) AP 600

기존의 가압경수로형 원천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어I눈

밀봉장치로서 머캐나컬씨일올 사용하고 있으며， 누절되는 냉각재의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다단 미캐니컬씨일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달랜드 패컴율 사용할 때보다 누설량올 대폭줄알 수 있으나 완전히

제거할수는 없으며， 미캐니컬써일의 잦운 검사 및 보수정비로 인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정지가 문제가 되어 왔었다.

AP 600 에서는， 이러한 문제첨올 해결하기위하여， 소용량의 펌프어l 주로

사용되어 왔던 캔드모터펌프 (씨일리스 펌프)툴 개량하여， 원자로 냉각재

펌프로 사용하고자 한다.

캔드모터 펌프의 추요륙성픈 스터펌박스와 미캐나컬씨얼을 사용하지 않고

펌프와 전동기가 하나의 밀폐훤 용가안에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와

전동기가 공통촉으로 연결되게 되며 축중심조절 및 기존의 펌프 베어렁에

대한 윤활이 필요없게 된다. 펌프와 전동기의 일체화로 인하여，

전동기부분 즉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셔의 유도착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열을 원활하게 발산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및 작동 유체가

고려되었다. 펌프의 설치위치는 그림 2. 1.1-1 과 같이 증기 발생 71

채닐헤드 부분인데， 증기 발생기에 칙접 부착되어서， 종전의 증기 발생기와

펌프 사이의 배관이 없어지게 되며 또한 펌프의 지지 구조가 간단해진다.

AP-600 "캔드모터 펌프의 개략도” 이며， 표 2.2.2-8 에 영광 3,4 호기와

AP 600의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주요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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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R

SIR 에서도 원자로 냉각재 펌프로 캔드모터펌프를

사용하므로， 일반 적인 설계특성은 AP 600 의 캔드모터펌프와 유사하다.

그외의 특성 으로， 이펌프는 축과 입펠러의 관성질량을 증가시켜， 전원

상실사고시 펌프의 관성 서행기칸을 연장시커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펌프축의 관성질량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관성서행기간동안 DNBR 한계치를

초과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SIR 에서 사용된 원자로 냉각재 펌프는 그림 2.2.2-10 파 같이 ABB ATOM

BWR 에셔 사용된 것과 유사하게， Wet Winding Motor 를 가진 6 대의 캔드

모터펌프(Seal1ess Pump) 가 원자로 내부의 증기발생기에 수명 으로

장작되므로 1 차측의 배관이 없어져 배관 파탄사고의 가능성이

없올뿐아니라 노심으로부터의 충성자 조사도 피할 수 있다. 펌프의

흡입부가 전동기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천동기와 함께 삽입빛

분리활수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펌프와 전동기는 보수를 위하여 분리될 수

있으며， 이때 원자로 내부와 노섬에 손상윷 입히지 않고 교체될 수 있다.

캔드 모터 펌프는 축 밀봉 장치가 없으므로， 기존 펌프에 비하여 펌프를

검사 및 보수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방사능 누설의 빈도수가 감소된다.

다) 기 타

AP 600, SIR 여외에는 현재로서는 자료부촉으로 인하여

펌프설계특성이 파악되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성능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입수가 요구된다.

가퍼
。

끼/U

이
이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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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P600

일반척민 원심펌프의 경우 구조의 특성상 미캐니컬 써일을

장착하여 누설을 완화시키면서， 밀봉장치에 대한 밀용， 냉각， 윤활작용을

시행 하고 있으나，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경우에는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압력이 고압으로 유지되므로， 원자로 냉각재 겨1동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의

밀봉수가 주입되어 Labyrinth 햄의 다탄 미캐니컬 씨일을 지나면서

감압되어 누수 (Controlled Bleed-off) 되기 때문에 복잡한 다단미캐나컬

씨일의 유지 보수에 어려옴이 있으며， 손상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말봉장치 손상 주기는 O.5/RY 로서，

반년마다 한번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악 원전 이용울 저하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경우， 밀봉장치의 수명을 설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밀몽장치의 실제수명온 기기냉각수 빛 빌몽수 주입

계동의 상실빈도수 및 상실기간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밀몽장치내 압력과 온도의 과도 현상의 빈도 및 정도엑 따라 밀봉 장치의

설제수명이 결정흰다. . 따라셔， 완자로 냉각채 펌프E에 미캐니컬써일을

사용하는 한， 잦은 보수로 인한 수명단촉， 원전이용률 저하를 피할 수

없게되므로， 마캐 니컬 써일이 없논 캔드 모터 펌프는 이런 측면에서

다읍과 같은 상대 척인 장점올 갖게된다.

- 펌프의 설치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 펌프의 흡입 배관이 없어지므로， 안전성 및 경제적인 이점이

있으며 , NPSHA (Net Positive Suction Head Available) 값의

증가로 인하여 펌프의 홉입성능이 개선되어， 흡상능력을 고려한

펌프제착 측면에서 여유도가 증대된다.

- 기존의 원심펌프의 경우에는 펌프률 위한 많은 부대설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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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으나， 캔드모터 펌프의 경우는 펌프축의 길이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베어링의수가 줄어들게 될뿐아니라， 펌프와

전동기간에 공동축을 사용하므로서 촉종섬조절의 필요성도

없어친다.

- 캔드모터펌프의 고유특성으로 원자로 냉각재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 펌프와 증기발생기간의 저온관이 없어지므로서 이 저온관에서

발생활 수 있는 LOCl\의 가능성이 배제된다.

- 유지 빛 보수가 간단하여지고 밀봉수주입 계통과 밀용수 냉각

계통이 없어지므로 보조계통이 단순하여 진다.

소용량의 캔드모터 펌프는 일반 산업현장 에서 부식정， 휘발성의

화학약품이나 방사능 물질을 누설 없이 송출하고자 할때 성공척 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캔드모터 펌프는 기존 원전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보다 토출유량이 훨씬 적었던 초기 원전에 사용된 척이 있을뿐이어셔

현재와 같은 대형 원전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토출 유량이 콘 캔드모터 펌프의 설계，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제작후에 일정 기간 동안 사고없이 운전된 실증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펌프의 설계， 제작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대용량의 캔드

모터펌프가 생산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기존펌프의 상대척인 제반문제 점을

보완할 수 있기때문에 완전이용율 증대에 콘 기여툴 할수 있올 것으로으로

판단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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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R

표 2.2.2-7 의 ” 원자로 냉각채 펌프의 영광 3, 4 호기와

SIR 찬의 주요성능 비교 ” 표 에서와 같이 펌프의 기본구조는 I\P 600 의

캔드 모터펌프와 유사하고， 설치 구조변에셔만 차이가 있으므로 펌프

특성에 관한 평가는 I\P600 파 동일하며 단지 젤치 구조에서의 하야에 대한

정확한 명가를 위하여서는 많은 실증시험이 이루어져야 활 것이다. 즉，

펌프가 원자로에 칙접 부착되어 있기때문에 펌프의 진동으로 인한 용기

재질의 약화와 이에 따른 수명의 감소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한다.

3) 추천사항

I\P 600 이나 SIR에 사용되는 캔드모터 휩프는 제작 기술 향상

및 설증시험아 이루어진다면 기존 원자로 냉각채 펌프에서 밀용장치로

사용하는 미케니컬 씨일의 단점을 대폭 개선할 수 있으며 설치공칸을

절약하고 부대 설비가 줄어드는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형

신형로에 채택 검토활 것올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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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배관

1) 설계특성

가) AP 600

AP 600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배관은 2개 루프로 구성이 되어

관련된 기기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각 루프는 고온관 1개 저올관 2개로

배관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압기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2루프중

1개의 루프의 고온관과 연결하는 1개의 밀림관 (Surge Line) 이 있다. 이와

같이 AP 600 의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배관윤 기존 국내 원자력 발전소，

웨스팅하우스 형태의 발전소와 비교 할때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연결하는 Loop Seal 이 없는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기폰

웨스팅하우스형의 발전소와 비교시 2개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1개의 증기

발생기에 직접 연결이 됨으로서 관련된 배관이 생략 되어 전체적인 배관의

숫자가 적어졌다 (그림 2.2.2-6 참조).

나) SIR

SIR 원자로 냉각채 계통에눈 배관이 없다. 그 이유는 1개의

커다란 압력용기내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구성 기기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계동을 유지함으로서 기폰 발전소에서 각각 기기의 연결을 위해 필요로

했던 배관들이 필요하지 않게되었다. 그 대신에 각각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을 수 있도록 안내구 또는 유도구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배관의

역활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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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IUS

PIUS 휠자로 냉각재 겨l통의 배관폰 [그댐 2.2.2-10J 에셔

보여주등 커다환 압력 용기내에서 각각의 구성 기기를 연결하는 배관들이

설치 되어 있다. 이같은 배관의 형태룹 기존 국내 발전소와 비교시

수펌으로 구성된 배관보다 주로 수칙으로 뻐관이 구성되어 었다.

근본적으로 기존 국내 발전소와는 다르게 가압71 용기내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구성 기기가 수칙으로 형성됨으로서 대부운 배관 구성도 수칙으로

정렬이 되었다.

라) MS 300/600

MS 300/600 의 원자로 냉각재 계동운 기존 국내 발전소와

유사하게 기기와 배관이 구성되어 었고， 다만 종기 발생기가 수평으로

철치됨 으로서 전반척인 원자로 냉각재의 구성기기들의 정렬이 낮게

되어있다. 이 발전소형은 고온관 1개， 저온관 1개 그러고 중간

루프관(Crossover Leg) 1채를 1개 루프의 배관으로 총 2개의 루프로 계통올

구성하고 있으며 7t압기와 연결왼 밀럽관 (Surge Line) 이 Z개 루프중 1개

루프의 고올관에 연결이 되어있다. 기존 발전소의 배관과의 차이점은 증기

발생기의 설계특성상 고옹관이 원자로 용기의 중깐 상단에 연결되어 었고

처옹관은 고온관보다 낮은 원자로 용기의 중간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중기 발생기와 원자로 냉각채 계동을 연결하는 중칸루프관의

업구측과 출구측의 위치 차이가 기존 발전소에 1:! 1 하여 코다.

2) 평가

가) A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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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600의 배관은 기촌 발전소에 비교하여 뚜렷한 중간

루프관이 없는것이 특징이 되는데 중간 루프관이 없음에 따라 사고 해석시

배관 에서의 예상 사고 회수가 줄어듬에 따라셔 발전소의 이용율을 증가

시키는 측면에선 상당히 고무척이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압력 손실올

줄임으로서 전체 계통의 압력 손실에 여유를 갖으며 원자로 냉각채 펌프의

요구수두에도 약간의 여유몰 갖을 수 있다. 그퍼나， 한편으로는 저온관의

파단 사고시 기존 발전소에셔는 중간 루프관이 약간의 밀봉역활을 함으로서

노심와 노출시간올 지연시키는 역활을 하였으나 이러한 효과는 기대 할

수없다. 또한 원자로 顧재 펌프의 운전중 진동이 직접 증기 발생기에

전달되는 영향에 관해서도 기기 설계시 고려가 되어야 활 사항이라 판단이

된다.

나) SIR

SIR의 설계상에 배관이 없음으로서 냉각재 계통의 배관에서의

사고 냉각재 펌프의 요구 수두에 많은 여유를 갖을수 있다는 장점이 었다.

그러나， 배관이 없는 대신 사용되는 안내구와 Diodes 에서 계동의 정상

운전시 원자로 냉각재 계동에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다) PIUS

PIUS의 배관은 수펌으로 정렬이 된 배관에 비교하여 수직하게

정렬이된 배관이 많다. 따라셔 수칙요로 정렬된 배관에셔 정상 운전시

기계적인 해석과 지지대에 미치는 응력 해석등이 필요하며， 배관과 연결펀

기기에 미치는 기계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겠다.

라) MS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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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300/600 의 배관의 정렬운 기존 발전소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저옴관과 고옴관의 정렬위치 차이로 인해 고려되는 수칙 배관에

관하여 장， 단점이 있으리라 판단이 되나， 자료의 부촉으로 정확 평가는

어렵다. 그러나， 고옹관과 저옴관의 정척인 위치 하이로 자연순환 효과는

있으리라 판단어 되나， 초기 운전시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위치 수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요구수두를 종가시키는 문제점올 갖고있다.

3) 추천 사항

가) AP 600

기존 발전소와는 다르게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연결하는 중간배관이 없으므로 사고해석시 배관사고 가능성 부위가

줄어듬에 따라셔 발전소의 이용율을 중가시키는 설계 개념은 한국형

신형로에 추천 검토 요망됨.

나) SIR

설계에셔 모든 배관을 제거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냉각재

계통 배관에서의 사고， 냉각재 펌프의 요구수두에 많은 여유를 갖을수

있으므로 추천 검토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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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각 신형 만전로와 지존 발천로 원자로 냉각재 겨l통의 특성에

대한 검토의견

1) 각 노형별 의견

가) AP 600

- 기존 발컨소에 비하여 콘 설계변동 없이 피동척인 안전로를

설계합에 따라 현채 증명된 설계 기술을 이용합으로서 설계의

신뢰도를 높였다.

- 배관의 갯수를 감소셔킴으로서 배관에서 파단의 가능성을

줄였다.

- 비상시 안전 주입올 원자로 용기에 직접함으로서 배관의 파단

위치와 무관하게 냉각수 주업올 할 수 있다.

- 배관의 파판으로 노심의 노출 가능시 중간 루프관의 제거로

약깐의 밀봉 역할올 할 수 없게되었다

- Loop Seal 제거하고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증기 발생기에

연결시킴으로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진동이 직접 증기

발생기에 전달 되어 증기 발생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철

가능성이 있다.

- 사고시 원자로 용기의 안전 주입구로 냉각수가 직첩 주입됨에

따라 원자로 용기 및 노심의 열충격의 영향이 코리라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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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R

- 계통내의 배관을 제거함으로서 배관에셔 따단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발생되는 열량 손실을 감소 시켰고，

단열 작업을 칸단하게 했다.

- 배관애서의 압력 손실올 감소시킴으로서 계통 압력손실의

여유도를 증가시켰다.

- 현재 상용되고 있는 발전소가 없옴으로 실증성이 결여되어

겨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 연료 재장전시 잦은 가압기 제거로 가압기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 가압기내의 가멸기 교처l시 냉각수를 저1 거하저 않고도 교처l가

가능하다.

- 원자로 용기의 상부헤드에 설치되어 있눈 가얼기가 증기부에

노출되어 있음으로서 가열기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 원자로 용기의 상부에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수평오로

설치됨으로셔 운전시 원자로 용기의 상단에 부탑을 크게준다.

- 고압의 계풍 조건에서 계풍내에 설치되어 있는 Diodes의

기능척인 신뢰도가 없다.

다) PIUS

- SIR과 동일하게 계풍내의 열량이 원자로 용기의 외부로

손실되는 양올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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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되고 있는 발천소와 다른 유형어므로 기술척인

신뢰도가 떨어진다.

- 냉각재 계통올 구성하고 있는 기기와 배관이 수칙으로 정렬이

되어 있옴으로셔 순환 펌프의 요구 수두가 상대적으로 위치

수우의 증가로 증가되겠다.

- 정상운전시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진동이 칙접 중까 발생기에

영향을 주며， 기기틀이 수칙으로 설치됨에 따라서 지지대의

부담이 증대하겠다.

라) MS 300/600

- 증기 발생기를 수평으로 정렬하고 고온관의 위치를 저온관보다

높게하여 자연 순환효과를 증대시켰다.

- 증기 발생기 수평으로 설치됨으로서 전반척인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정렬이 낮게되어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요구수두를

감소 시킬수 있으며， 격납고의 높이도 낮룰수 있다.

- 기존 발전소와 비교시 콘차이점이 없다.

- 고옴관과 저옹관의 위치가 원자로 용기에서 각가 다른 높이에

연결되어 유로를 형성함으로셔 원자로 용기 내부구조물과

노심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이 된다.

2) 추천사항

각 노형별로 기본척인 설계 개선개념은 보다 안전한 방향의 셜계

개념으로 평가되나 이러한 설계개념의 실제적인 채택에 앞서서 분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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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어야 할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음 앞 합 (1) 에셔 각 노형별로 기술된

바와 같운데 한국형 선협원자로 설계 방향 설정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섬충척 분석어 추천펀다.

- 155 -



표 2.2.2-1 영광 3&4호기와 AP 600의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구성기기 및 열수력제원 비교

저l 목 AP 600 영광 3&4

1 노심 출력 (MWt) 1,812 2,815

2 전기 출력 (MWe) 630 1,000

3 계통 유량 (kg/s) 8,496 14 ,626

4 입구 온도( F/ C) 531.21277.3 564.5/295.8

5 출구 온도( F/ C) 593.9/312.2 621.2/327.3

6 운처」웹 ps떼MPa) I 2끼/ι끼50/15ω대 2,250/15.50

구성기겨 AP 600 영광 3&4

1 왼자로 용기 1 l

2 증기 발생기 2 2

3 원자로 냉각재 혐프 4 4

4 가 압 기 1 1

5 Jl 온 관 2 2

6 저 온 관 4 4

7 중간 루프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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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영광 3&4호기와 SIR의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구성기기 및 혈수력제원 비교

져l 모「 SIR 영광 3 &4

1 노섬 출력 (MWt) 1,000 2,815

Z 전기 출력 (MWe) 320 1,000

3 계통 유량 (kg/s) 7,500 14,626

4 입구 온도( FI C) 562.5/294 564.5/295.8

5 출구 올도( FI C) 605/318 621.2/327.3

6 운전 압력 (psial맨a) I 2,250/15.50 2250/15.50

구 성 기 기 SIR 영광 3&4

1 원자로 용기 1 (Riser) 1

2 증기 발생기 12 2

3 원자로 냉각재 휩프 6 4

4 가 압 기 1 1

5 j1 온 관 0 2

6 저 온 관 0 4

7 충깐 루프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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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 영광 3&4 호기와 PIUS의

구성치치 횟 혈수력체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비.iil

제 목 PIUS 영광 3 &4

1 노심 출력 (MWt) 2,000 2,815

2 전기 출력 (MWe) 640 1,000

3 계동 유량 (kg/s) 13 ,000 14 ,626

4 입구 온도( F/ C) 500/260 564.5/295.8

5 출구 온도( F/ C) 554/290 621.2/327.3

6 운처」웹 ps삐μMPa‘1.3끼삐9.00 2,250/15.50

구 성 기 기 PIUS 영광 3&4

1 원자로 용기 1 (Riser) 1

2 증기 발생기 4 2

3 원자로 냉각재 펌프 4 4

4 가 압 기 I 1

5 j1 온 관 4 2

6 저 온 관 4 4

7 중간 루프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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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4 영광 3&4호기와 MS 300/600 의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구성기기 및 혈수력제훤 비교

저l 목 MS 300 : MS 600 영광 3 &4

1 노섬 출력 (MWt) 854 . 1,825 2,815.
2 전기 출력 (MWe) 300 . 630 1,000.
3 계통 유량 (kg/s) 자료 부족 14,626

4 입구 올도( F/ C) 576.5/302.5 : 554/290 564.5/295.8

5 출구 옴도( F/ C) 617/325 : 617/325 621.2/327.3

6 운건 압력 (psia/MPa) 1 2,233/15.40 2,250/15.50

구 성 기 기 MS 300/600 영광 3&4

1 원자로 용기 1 1

2 증기 발생기 2 2

3 원자로 냉각재 펌프 2 4

4 가 압 기 1 1

5 :il 옹 관 2 2

6 저 온 관 2 4

7 중간 루프관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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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5 영광 3&4호기와 AP 600의 가얄71 처!원 1::1 1 교

비 교 항 북 AP 600 영광 3 &4

운전 압력 (psia/MPa) 2,250/15.50 2,250/15.50

운전 온도 ( F/ C) 653/345 653/345

불 체척 (ft3/ nI) 800/22.60 900/25.49

중기 체척 (ft3/ IIO 500/14.20 900/25.49

총가열기 용량 (KW) 1,300 1,800

제어용 가열기 (KW) 300 300

보조용 가열기 (KW) 1,000 1,500

가열기 공급전력 480 V, 3 phase 480 V,3 phase

표 2.2.2-6 영광 3&4호기와 SIR의 가압기 체원 비교

비 교 항 목 SIR 영팡 3 &4

운전 압력 (psia/MPa) 2,250/15.50 2,250/15.50

운전 온도 CF/ C) * 653/345

물 체척 (ft3/ m) 1,415/40.00 900/25.49

증거 체척 (ft3/ m) 1,415/40.00 900/25.49

총가혈기 용량 (KW) 2,600 1,800

제어용 가열기 (KW) * 900

보조용 가얼기 (KW) * 900

가열기 공급전력 * 480 V, 3 phase

* : 자료 부촉으로 제공이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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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7 영광 3 ， 4호기와 SIR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추요성능비교

비교 항목 영광 3 ， 4호기 SIR

1 설치돼수 4 6

2 설계압력 (Pa) 1.724E+7 (2500 psia) N/A

3 운전압력 (Pa) 1.531E+7 (2220 psia) 1.55xE+7 (2250 psia)

4 냉각재옹도( 0 C) 296( 565 0 F) 318( 605 0 F)

5 로출수두(m) 105.20(345 ft) 37.20(122 ft)

6 유량( nr/Sec) 5.40(85,400 때m) 1.25( 19,814 gpm)

7 회전수(RPM) 1190 1750

8 전동기 동력 (Kw) 6,471(8800 HP) 1,100(1496 HP)

9 펌프효율( %) 83 85

10 입펠리 크기 (m) O.85(dia.) 0.52(dia.)

11 전동기 크기 2.7 m(dia.)x5.25 m 1 media. )x2 m

12 전동기 중량(ton) 53.75 11

13 전동기관성 모멘토 4,873 45.1
(Kg- rd) (115,3991b-ft m) (10,681b-f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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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8 명광 3 ， 4호기와 AP600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주요성능비교

비교항목 영광 3 ， 4호지 AP 600

l 설치대수 4 4

2 설계압력 (Pa) 1.π4E+7(2500 psia) 1.724E+7(2500 psia)

3 운천압력 (Pa) 1.53IE+7(2220 psia) 1.55lE+7(2250 psia)

4 설계온도( 0 C) 343(650 0 F) 343(650 OF)

5 정상운전은도( 0 C) 296( 565 0 F) 296(565 OF)

6 토줄수두(m) 105.2(345 ft) 72.0(236 tt)

7 유량( rrr/sec) 5.40(85 , 400 gpm) 3.20(51 ,450 맴m)

8 기기냉각수의 유량 0.027(431 gpm) 0.014(225 gpm)
( rrr/Sec)

9 기가냉각수의 최대 35(95 OF) 35(95 OF)
온도( 0 C)

10 흡입구경 (m) 0.76 (30" 0.66 (26")

11 토출구경 (m) 0.76 (30") 0.56 (22ft
)

12 전동기의 관성모멘트 4， 873( 끄5 ， 3991b-tt m) 211( 5,OOOlb-ft m)
(kg- IIi)

13 전동기 형태 농협， 유도전동기， 농형， 유도전동기，

일정속도 일정속도， 솔식

14 회전수(RPM) 1,190 1, 800

15 전동기의 동력 (Kw) 6,471(8800 HP) 2,724(3704 HP)

16 전동기의 전합(V) 13 , 200 4, 200

17 펌프효융( %) 83.0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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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계통

가. 비상 노섬냉각수 주입계동

1) AP600

가)설계특성

AP600의 비상 노심냉각수는 그럽 2.2.3-1에 나타난 껏처렵

원자로 용기에 칙접 설치된 안전주입노즐을 통하여 주입되며， 이를 위한

냉각수원을 노심보충수냉코 (CMT) , 혹압기， 핵연료 재장전수 저장탱크

(IRWST’)로 구성된다. 작은 누설 및 소형 LOCA인 경우에는 56.6 Irl 의

불산수가 채워진 2개의 노섬보충수탱크로 부터 중력에 의해 냉각재가

주입된다. 이 노섬 보충수 탱코는 원자로 냉각재 계동 보다 높게 위치하며

노심보충수탱크와 가압기， 탱코와 원자로 저옴관 사이에 설치된 압력

균형관(Pressure Balance Line) 을 통해 탱코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중력만에 의한 압력차이로 냉각수를 주입한다. 대형 LOCA의

경우에는 질소가스에 의해 4.82 MPa로 가압된 축압기로 부터 냉각수가 주입

된다. 정상훈전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촉압기는 체코 밸브에 의해 격리되

어 있다. 노심보충수탱코와 혹압기의 용량은 체한되어 있으므로 사고후

장기척인 노섬냉각을 위해 추가척인 냉각수원으로셔 격납용거내에 젤치펀

핵연료 재장전수 저장탱크가 사용훤다. 핵연료 재장천수 저장탱크의

수위는 원자로냉각재계동 보다 높게 설계되어 중력에 의해 냉각채가 주입

되어 핵연료가 물속에 잠겨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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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가

(1) 개념척 명가

AP600의 비상 노섬냉각수 주입방식은 기존의 경수로와는 달리

주입방식이 중력과 자연력을 이용하는 피동성이다. 기존의 경수로는

비상 노섬냉각수 추입올 위해 능동기기인 화학 및 체척제어계통의 충전펌프

또는 고탑 빛 처압안전 주입 펌프와 그와 관련왼 동력 구동 밸브들은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경수로도 피동 주입 개념의 축압기를 설계상

반영하고 있으나 AP600의 경우는 비상 노심냉각수 주입을 위해 피동척

기기만올 사용하여 기기 및 계통의 작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정이다. 사고시 주입단계는 물론 장기 재순환 운전도 중력에 의한

자연대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현재의 경수로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기

재순환 상실 가능성이 곤본척으로 배제되어 노섬손상 확롤올 낮추는데 크게

기여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운전 중 RCS와 노심 보충수 탱크와의

공기 구동밸브블 이용한 격리방법， 압력균형관에 설치된 Res와

노심보충수탱크의 격리 밸브의 개방에 사용되는 신호 빛 이 신호에 필요한

변수， IRWST와 RCS와의 상대 높야차 등에 대한 구체척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펑가펀다.

(2) 사고 대처 능혁 명가

( 가) 과도현상 및 사고해석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제시한 사고해석 결과를 표2.2.3-3 에

제시하였다. AP600의 비상 노심냉각수 주입계동은 피동척 잔얼제거계통 등

다른 계통과 함께 착똥하여 표 2.2.3-3 에 제시된 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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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섬 손상 확률

AP600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사의 예비 PHA 결과는 다옵의

표 2.2.3-6 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섬 손상 확률이 1.0E-6 정도로셔 개량형

경수로의 목표값인 1.0E-5 보다 낮읍율 알수 있다.

(3) Lahmeyer 기준 만촉 여부

Lahmeyer 기준에 대한 AP600 비상 노심 냉각수 주입계통의

만촉 여부는 다음과 같다.

- 피동성 : 안전 주입을 위해 GMT 및 IRWST는 중력， 촉압기는

압축된 질소 가스의 힘을 이용한다. 장기척으로 IRWST에모인

냉각수가 중력에 의해 추입된다.

- 단순화 : 중력 및 질소 압력을 이용하며 캔동기 구동 기기가

없다.

- 다충성 : 2대의 축압기와 2대의 노심 보충수 탱코.

- 외부 사고로 부터 보호 : 천 피동안전계통이 격납용겨내에 각각

분리되어 위치.

- 실증성 : 축압기는 기폰의 경수로에셔 사용하고 있으며，

노섬보충수탱크와 IRWST 는 추가적인 분석 또는 실험 등올 통해

실증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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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 요건 만촉 여부

EPRI 의 사업자 요건 중 피동척 안전추입계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AP600의 비상 노섬냉각수 주입계동의 만촉여부는 다옴과 같다.

랩

랩

M

수

수

’A

각

각

-
냉

냉

건

투
-
시

간

요

-
-
-
패

시

성

m
ω
검

구

내 용

만촉

만촉

1 IRWST/2 축압기/2노섬보충수탱코/

28 밸브

기능척 요건

- 냉각수 보충

- 풍소 주입

- 반옹도 조절

만혹

만족

(자료 없옴}

성능요건

- Res에 보충수 제공

- 운전정지풍소주입

- 장기붕소농도 체어

만족

만족

(자료 없음)

축압기

- 축맙기 최소화

IRWST

- 기능 요건

2 개

핵연료 재장천수 저장/ 중력에 의한

주입/ 장기책 노섬냉각 위한 냉각수원

/ Passive RHR의 열홉수/ 가압기 방출

냉각수 응측/ 대기합 설계.

- 체책 요건 (자료 없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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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용기 웅촉수 회수 만쭉

- 냉각 PRHRS

- 부하 최소화/sparger 만족

- 가압기 방출시 부하 (자료 없음)

- 기체 방출 CVCS

- 수소 제어 (자료 없옴)

노심보충수 탱크

- 크기 56.3 of

- 붕소농도조절 40 hr makeup for 3 GPM leak

- 가압기와의 배관 만족

다) 추천 사항

AP600의 피동안천주입계통운 사고시 운전원의 개입이 필요치 않은

완전한 피동척 계동으로써 기존 경수로 설계기술에 추가척인 연구， 분석을

통하여 쉽게 첩근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

채념으로 판단되어 추천한다.

2) SIR

가)설계특성

SIRS!l 비상 노심냉각수 주입계통은 그림 2.2.3-2 에 나타낸

바와같이 감압탱크(Supression Tank)와 증기 주입기(Steam Injector) 로

구성된다. 증기추압기는 원자로 냉각재 배기계통 (Reactor Coolant 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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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을 통해 원자로 용거로 부터 방출되놈 고압의 증기 제트를 여용하여

감압 탱크로 부터의 찬물을 가속사켜 원자로 상부에 위치한 압력용기

강수관 (Downcomer) 으로 주입하는 피동척 기구로서， 종기가 응혹됨에 따라

혼합유체의 동압은 방출시의 증기보다 높은 정압을 갖게되는 것으로

개발자에 의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 주입기의 작동성능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보완자료를 통한 추가척인 검토가 필요하다. 비상 노성냉각수

주입계통은 두개의 독립척인 Train을 가지고 있어 (i) 모든 설계 기준사고

상태하에서 노심의 노출을 방지하거 위해 충분한 냉각수를 제공하며， (ii)

잔열 제거계동이 사고 이후 장기 냉각을 위하여 압력용기의 재충전

(Refilling) 과 수위조절을 동시에 수행 한다. SIR 개념 자체로 볼때，

냉각재 상실윤 비교척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므로 비상 노심 냉각수

주입계동의 기동 및 조절방식은 기존의 PWR과는 다르다.

SIR의 안전주입계통은 원자로 수위의 감지에 따라 계동밸브가 자동척

으로 열립으로써 기동된다. 또한 교류천원이 공급가능할 때 사용하기 위한

보충수 펌프가 냉각재 재고량의 주된 제어를 답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평가

(1) 개념적 평가

SIR의 비상 노섬냉각채 주입계통은 감압탱크와 중기

주입기로 깐단히 구성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후 노섬에서 발생한 증기의

힘으로 감압탱크의 물을 노심으로 주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요소라 판단 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설계자의 추가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노심에서 발생되는 증거의 양과 감압탱크로

부터 주입 되는 물의 양에 대한 상관관계 등 증기 주입기에 대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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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으로 성능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활 것이다. 또한 정상운전 중 비상

노심냉각수 주입계통과 Res의 격리방법 및 사고시 격리밸브의 개방 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신중히 분석되어야 한다.

(2) 사고 대처능력 평가

SIR의 주요 사고해석 결과를 표 2.2.3-5 에， 노심손상

확률에 대한 예비 PRA 결과를 표 2.2.3-6 에 요약하였다.

(3) Lahmeyer 기준 만쪽 여부

Lahmeyer 기준에 대한 SIR 비상 노섬냉각수 추입계동의

만족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띠동성 : 원자로냉각재 배기계동에서 방출되는 고압의 증기의힘에

의해 감압탱크의 냉각수룰 원자로 안전주입노즐로 주입.

- 단순화 : 압축 중기의 힘을 이용하므로 비상안천주입을 위한

별개의 동력구동 펌프가 필요없다.

- 다충성 : 2 증기주입기/ 2 감압탱크

- 외부 사고로 부터 보호 : 감압 탱크는 별개의 건물에 철치된다.

- 실종성 : 증기주입기는 실중되지 않은 설계 개념이며， 따라서

신뢰성 등에 추가척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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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 요건 만족 여부

EPRI 의 사업자 요건 중 표l 동적 안천 주입계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SIR의 비상 노심냉각수 주입계동의 만족 여부는 다옵과 같다.

챔

제

-
수/

-
각

-
냉

주

-
시
Rh

따
72시깐 냉각수 주입

구성 요건

기능척 요건

- 냉각수 보충

- 풍소 추입

- 반옴도 조절

성능요건

- RCS에 보충수 제공

- 운전정지붕소주입

- 장기붕소농도 제어

촉압기

IRWST

- 기능 요건

- 체척 요건

一 격납용기 용축수 회수

- 연결부 설치

내 용

만촉

만축

증거주입기/감압탱코

만족

ATWS시 고유 저출혁 입계 능력/

제어봉에 의한 원자로 정지

반옹도 조절윤 EelS에 의하지 않읍.

만족

운전정지는 제어몽에 의합

감압탱크는 붕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없음

없음 (감압탱크가 유사한 기능)

해당없옴

해당없옴

원자로용기 격설로 분출펀 증기는 콘
칙경의 배관에 의해 감압탱코로 보내져
웅촉

캅압탱크는 별개의 건물에 설치하여
운전중 관리(눈에의한 조사/ 외부로

부터의 청소/ 수위 조절/ 정화)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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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

- 부하 최소화!sparger

- 가압기 방출시 부하

- 기체 방출

- 수소 제어

노심보충수 탱크

공기 냉각

원자로용기 격실로 분출된 증기는 콘

칙경의 배관에 의해 감압탱크로 보내져

옹혹/ Sparger 없읍

가압기 방출 증기는 증기 주입기의

구동력으로 작용， 감압탱크의 냉각수의

가속에 이용

(자료 없옴)

격납용기내 자유체적의 불활성화

격납탱크의 떠동적 노섬보충수탱크는

미설치

다) 추천 사항

추가적인 성능 분석이 요구되나 중기의 옹축올 이용한

피동안전주입기 (Steam Injector) 툴 사용하는 개념이 중력을 이용하는

개념보다 격납용기내 기기 배치에서 좀더 자유스렵다는 측면에서 추천된다.

3) MS 300/600

가) 설계특성

LOCA 사고후 3일 이내의 초기에는 환자로 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이 9MPa 아래로 떨어지면 일/이차 자동 감압계통이 동착되고， 계속해서

Res가 5 MPa 이하로 감압되면 까압된 질소 기체의 힘에 의해 축압기로

부터 원차로 내부에 피동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한다. 이어서 중간단계

에는， 일차 감압계동의 감압과 축압기 안전주입으로 Res의 압력이 격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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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과 가까와지면， RCS보다 높게 위치한 급냉수조로 부터 중력에 의해

냉각수가 추입된다. 이 급냉수조는 핵연료 재장전수 저장 탱크로도

이용된다. 3일후 장기냉각 단계에서는， 급냉수조의 냉각수가 Rep 루우프

높이까지 격납용기 Sump 어l 모이게되어 중력에 의해 RCS로 주입되어 노섬의

장기냉각을 수행한다. LOCA 이외의 사고시에는 능동책 안전계통의 하나인

충전 및 안전주입펌프에 의하여 체적제어 탱코 와 붕산수 저장탱크로 부터

붕소의 농도를 조절하여 붕산수가 주입 된다.

나)평가

기존의 경수로에서는 능동 및 며동척 안전계통이 조합되어

사용된다. MS300/600 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전계통의 조합이라는 점에셔는

기폰 경수로와 차이는 없으나， 피동척 안전계통의 비율율 증가시격 이 두

가지 방법론의 최척화룰 이루기 위한 설계가 주된 차이점이다. 중/대형

LOCl\와 같이 진행이 빼르고 위험도가 콘 사고에는 전척으로 피동적 안전

주입에 의폰하고， 비교적 위험도가 척은 과도상태나 Non-LOCA 의 겸우에는

능동척 주입계동에 의존한다. 죽 소외천원 상실과 같은 과도상태나

Non-LOCA 사고， 극소형 LOCA(l inch 이하)와 같운 사고시의 안전주입은

기본책으로 기존의 경수로와 같이 충전 및 안전주입 펌프에 의해

체척제어탱크의 보충수가 Res의 입구관으로 주입된다. 이러한 충전펌프에

의한 보충수 공급이 냉각재 결손을 충분허 보충할 수 있으므로 피동적

안전계통은 극소형 LOCA일 경우에도 동작되지 않는다. 반면에 중/대형

LOCA 시에는 피동척 안전계통인 축압기(고압 안전주입)와 급냉수조(저압

안전주입)의 안전주입에 의해 운전자 개입 없야 사고를 종료시킨다. 또한

기존 경수로가 장기 냉각을 위해 격납 용기 Sump 의 냉각수를 강제

순환시키는데 반해， MS300/600 의 경우는 원자로의 위치를 낯추어 Sum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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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가 중력만에 의해 주입되도록 하는 점이 다르다. 어상과 같은

점에셔 볼 때， 피동척 안전주입계통과 합께 능동척 안전주업계통도 이용

함요로써 비교척 위험도가 낮은 과도상태시 피동척 안전계통의 동작에만

의존하는 설계에 비하여 과도상태률 벨리 종료하고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특정올 가지고 었다.

(1) Lahrneyer 기준 만촉 여부

Lahrneyer 기준에 대한 MS 300/600 비상 노심냉각수

주입계동의 만쪽 여부는 다음과 같다.

- 피동성 : LOCA 사고를 대비해 표1 동척 안전주입율 위해 혹압기눈

압축된 질소 기체의 힘을， 급냉수조는 중력을 이용하고

장기척으로는 격납용기 바탁에 고인 냉각수가 중럭에 의해

주입된다. 그러나 Non-LOCA 나 과도상태에 대비한 설계논

능동기기 사용한다.

- 단순화 : 피동척 안전계동에 의해 RHRS가 비안전 등급으로

설계되고 기사용 핵연료 Pit 및 정화계통으로 이용되어 계통의

단순화를 기하였다.

- 다충성 : 각 능동기기 및 촉압기는 톡립된 2개의 열(Train) 으로

구성

- 외부 사고로 부터 보호 : 능동척 계홍 (충전펌프 및

보조급수펌프) , 웅촉수 저장탱크와 이차 자동 강압계통운

보조건물， 표1 동척 안전계풍운 내부애 설치 하였다.

- 설중성 : 중력에 의한 장기 재순환 운전 외에는 모두 실종된

설계 개념이며， 장기 재순환 운전도 실험 또는 추가척인

분석올흉해 설증 가능하다고 판단됨.

- 184-



(2) 사업자 요건 만촉 여부

EPRI 의 사업자 요건 중 피동척 안천 주업계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MS 300/600 의 비상 냉각수 주입계동의 만쭉 여부는 다옴과

같다.

추 제 내 용

LOCA시 냉각수 추입

72시간 냉착수 추입

구성 요건

거능척 요건

만쭉

만쭉

2 혹압기/ 급냉수조/충전 및 안전주입 펌프

- 냉각수 보충

- 붕소 주입

- 반옹도 조절

만족

만촉

체척채어탱크 및 풍소농도를 조철， 능동

기기인 충전펌프에 의해 붕산수 주입

쪽
쪽
繼

햄

만

만

료

의

자

대q
ι

공
j

뻐

제

타

2

수

산
{
피
싸

냄
에

썩

냉

살

훼

건

t}

2

붕

μ

””

정

기

J

얀

천

기

지

압

협
페
낸
냉
햄
추
「
IRWST 급냉수조가 유사한 기능 수행

- 기능 요건 핵연료 재장전수 저장/종력에의한 주입

/ 장기척 노심냉각 위한 냉각수원

/가압기 방출 냉각수 융혹.

- 체척 요건 (자료 없옴)

- 격납용기 옹축수 회수 급냉수조로 회수않고 격납용기 Sump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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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부 설치 (자료 없음)

냉각 공기냉각

- 부하 최소화/sparger (자료 없읍)

- 가압기 방출시 부하 (자료 없음)

- 기체 방출 (자료 없읍)

- 수소 제어 (자료 없읍)

노섬보충수 탱크 없읍

다} 추천 사항

능동 및 피동 안전주입 개념을 조합한 설계 개념으로 현재의 설계

기술로 협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주입계통이라 판단된다.

4) PIUS

가)설계특성

정상출력 운전중 원자로 수조(Reactor Pool) 내에 저장펀 물

(Pool Water) 과 노섬올 통과하는 일차계통 냉각수는 Density Lock에

의하여 서로 평형올 유지하나， 이상상태시에는 이평형은 깨어지고 수조내

저장수가 노심으로 주입된다. 이 Density Lock운 냉각재펌프의 속도를

제어합오로써 겸계변을 사이에 두고 고올의 물이 저온의 물위에 층을

이루게 한 개방된 배관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Pool Water는 능동척 및

피동적 인 두 가지의 Pool Cooler에 의 해 냉각되며 , 이 Pool Cooler가

작동되지 않아도 Pool Water는 최소한 1주일 동안 궁극척 열흡수 (Ul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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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Sink)툴 담당 한다.

나) 평가

PIUS의 비상냉각수 주입외 특징은， 모돈 안전 주입이 Pool

Water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밸브가 아닌 Density Lock에 의해 Res와

Pool Water 가 분리되어 있다는 첩이다. 따라서 안전 주입계동의

단순화라는 의마는 있으나， Density Lock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1) Lahmeyer 기준 만족 여부

Lahmeyer 기준에 대한 PIUS 비상냉각수 주입계동의 만족

여부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피똥성 : 피동적 안전주입을 위해 원자로 수조눈 중력을

이용한다. 장기척으로도 이 냉각수가 중력에 의해 주입， 최소한

1주일 동안 장기 순환을 답당한다. 따라셔 기계， 전기척 설비가

불필요하다.

- 단순화 : 안전주입을 위한 혹압기， 노심보총수 탱크， IRWST등이

없고 수조의 냉각수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다중성 : Density Lock 이 어느정도의 신뢰도를 갖는까에 대한

펌가가 중요하다. 그러고 Density Lock애는 다중성의 개념

적용이 불가하다.

- 외부 사고로 부터 보호 : 모든 안전계통운 격납용기 내부에

있다.

- 실증성 : 실증된 설계 개념이 아니며， 많은 연구 빛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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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요건 만촉 여부

EPRI의 사업자 요건 중 피동척 안천주업계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PIUS의 비상 냉각수 주입계통의 만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주 처l 내 용

LOCA시 냉각수 주입

72시간 냉각수 주입

구생 요건

기능척 요건

- 냉각수 보충

- 붕소 주입

- 반응도 조절

성능 요건

- RGS에 보충수 제공 보충

- 운전정지 붕소주입

- 장기 붕소농도 제어

축압기

IRWST

노섬보충수 탱크

만족

1 주일

Pool Water판이 비상 냉각수 기능

만촉

만족

(자료 없옴)

만촉

만촉

(자료 없옴)

요
口

요
디

요
a

없

없

없

다) 추천 사항

특별히 안천주입올 위한 기기가 필요없이 훤자로 냉각재 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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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과 증기 발생기 요구유량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착동되는 진보척인

개념이나 국내 신형안전로 개발에 채택시 많은 어려울이 예상된다.

5) VVER 600

가) 설계 특성

비상노섬 냉각수는 6 MPa로 4개의 Hydroaccumuator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Branch Pipe 를 통하여 원자로용기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EGGS 에는 원자로 입구관 상단에 설치된 대용량의 저압의

냉각수 저장탱크도 포함된다. 이러한 저장용거 내의 냉각수는 원자로의

압력 감소를 수반하는 과도상태시 원자로에 주입되어 잔열을 제거한다.

안전주입 노즐운 일차계통 루우프의 하단에 설치하여 냉각재 상실 사고 시

주입된 냉각수가 우회되는 양올 소화한다. 정상운천서 이러한 비상 노심

냉각용수는 Non-Return Valve 로 원자로 계동요로부터 분러되어 있다. EGGS

주입으로 누출된 냉각수는 원자로 출구노즐 상단까지 Reactor Well

(격납용기 Sump에 해당)에 Pond (RGS를 버}져나와 Ractor Well 어} 고인

냉각재를 말함)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일차냉각재 입구관에 설치된

일차측 루우프 개방밸브가 열려 이 Pond로 부터 원자로 입구노즐을 통해

강수관 (Downcomer) 으로 냉각재가 중력에 의해 유입된다 (냉각수 Pond에

관한 차세한 기술은 VVER600 의 잔열제거계동 참조) .

나)펌가

VVER600의 비상냉각수 추입계동은 고합 및 저압 안전 주입과

그에 따라 격납용기 바닥애 고인 냉각재의 자연순환에 의한 노심의 장기

냉각이라는 점에셔 AP600 빛 MS300/600 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파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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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입을 위한 냉각수 재고량의 증가와 기존의 경수로 비해 낮은 노심

출력 밀도로 인해 장기 냉각을 위해 능동적 기기인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순환에 의존한다.

(1) Lahmeyer 기준 만족 여부

Lahmeyer 기준에 대한 VVER 600 비상냉각수 주입계통의

만족 여부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 피동성 : 피동척 안전주입을 위해 고압 축압기는 가압 질소의

저압 탱코눈 중력을 이용한파. 장기척으로는 원자로 계동을

빼져 나온 냉각수가 Reactor Well에 Pond툴 형성하여

장기냉각시 중력에 의해 냉각수가 노심요로 유입된다.

- 단순화 : 안전주입을 위한 노섬보충수탱크， IRWST 등이 없다.

- 다충성 : 고압의 혹압기， 저압 탱크， 그리고 궁극척으로는

Reactor Well의 Pond에 의해 열제거라는 다양성를 기함.

- 외부 사고로 부터 보호 : 모든 안전계동은 콘크리아트 격납용기

내부에 분리되어 있다.

- 실증성 : 추가척인 연구， 개발로 실증 가능하다고 판단됩.

(2) 사업자 요건 만족 여부

EPRI의 사업자 요건 중 피동척 안전주입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VVER 600의 비상 노심냉각수 주입계통의 만족 여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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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저i

LOCA시 냉각수 주입

72시간 냉각수 주입

구성요건

기능척 요건

- 냉각수 보충

- 붕소 주입

- 반융도 조절

성능 요건

- RCS에 보충수 제공

- 운전정치 붕소주입

- 장기 붐소농도 제어

혹압기

- 촉압기 최소화

IRWST

노섬보충수 탱크

코탱

L’
-
압

jI

-
조
「

촉

저

-
만

만

I

내
-/

기

협짧
A
냥

만족

만촉

(자료 없음)

만족

만족

(자료 없옴)

4 개

Pond가 유사한 기능 수햄(자료 없옴)

없음

다) 추천 사항

완전한 펴동 안전주입계동으로 AP500 또는 MS 300/600 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연구 개발로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설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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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 감압 계통

EPRI 개량형 경수로 (예 :SYS 80+) 에 대한 사업자 요건에 의하면

안컨 갑압 겨l통(Satety Depressurization System) 의 설치북척운 계통압력이

고압으로 유지되는 사고 (예:완전 급수상실사고)시에 비상주입계통이

작동할 수 있도록 원자로 냉각채 계통압력을 급감압시키고， 충대사고시에

원자로냉각재 계동을 감압하여 용융노심의 고압폭발로 인한 DCH(Direct

Containment Heating) 을 방지하는데있다. 그러나 Passive Plant에 대한

EPRI 사업자 요건에 따르면 위의 경우에도 감압계통 (Depressurization

System) 이 사용되지만 감압계통의 주된 설치목척운 원자로 냉각재가

상실되눈 설계겨준사고시에 피동적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이 수행될수 있도록

원자로 냉각채계통의 압력율 감소시키는 것이다. EPRI 개량혐 벌천소와

피동형발전소 감압계동에 대한 이 두개념의 근본척인 차이는 전자는

발생확률이 매우척어 설계기준사고에 포함되지않은 사고시

원차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정상 운전 압력보다 고압일때만 감압계통이

작동되는 반면， 후자는 설계기준 사고언 원자로 냉각채 상칠사고시에도

사용되므로 원자로 냉각재 계동이 정상 운천압력보다 높을때 뿔만아니라

낮을때에도 사용된다 는 점이다. 이로 얀하여 감압계통 훈첸방식에

콘차이가 생겼는데 전자의 경우 운전자가 판단하여 수동으로 안천 감압

계통 착동을 수행하는 반면 후자안 경우에는 피동안전주입계통 과 더불어

사용되므로 자동으로 작동 하도톡 되어 있다. AP600 , MS300/600의

감압계동은 후자의 설계개념올 따르고있고 SIR의 안천감압계통운 천자의

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야러한차이눈 피동 안전추입 계통 젤계개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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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600

가)설계특성

AP600 의 감압계통윤 가압기와 IRWST(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를 연결하고있는 세 셰트의 배관 빚 밸브와

원자로 냉각재계통 고온관에 부학되어 격납용기로 증기를 방출하는 배관 빛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3-6 참조).

감압계통은 철계 기준 사고인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고시 피동 안전

주입이 될 수 있도록 원자로 냉각재 계똥올 감압시키는데 사용되는

안전등급계통이며 가랍기로부터 비용축성기체 방출하는 역할활도 수행한다.

또한 중대사고 완화 측면에셔 DCH(Direct Containment Heating) 방지를

위해 원자로냉각 재계통을 감압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림 2.2.3-7에 나타나 있는 1, 2,3 단계 감압 Valve는 꺼otor

구동밸브로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혁신호를 받아 순차척으로

자동작동되어 노심보충수 탱크와 Accumulator의 비상수가 주입될수 있도롭

약 250 psia 까지 일차 계통올 감압 시킨다. 저114단계 Valve는 4 inch

Valve 하나와 8 inch Valve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로냉각재 상실

사고후 창기냉각 단계 (Long Term Cooling Stage) 시 IRWST의 물이 원자로

냉각재 계풍으로 추입 가능하도록，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올 격납용기

압력근처까지 감압f켠l는 북척으로 사용 되며 한세트의 4단계 유로가 학동

불능시에도 충분한 감합능력올 갖도톡 Valve 코기가 산정되었다.

AP600 감압계통은 EPRI 사업자 요건중의 하나인 2 중 4 젠-어놀르1 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기준사고인 냉각재상실사고시 감압계통이

사용되므로 착동신호의 신뢰도블 높이고 Single Failure에 대비하여

다풍성을 확보하고 정상 운전중 잘못된 전겨적인 신호에 의하여 오착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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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륨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AP600 감압계동이 자동 작동 불능 상태일

경우에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Valve 작동을 할수있도록 되어있다.

나) 평가

AP600 감압 계통은 설계 기준 사고 (원자로 냉각재

상설사고)시 자동착동과 설계기준 초과사고 (중대사고등)시 수동 운전이

병행하여 수행되E로 철못된 전기신호， 운전자의 판단확j오， Sabotage 등에

의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압계통 오작동은 원자로

냉각채 상설사고로 이어지게 되는페 WH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경우

에도 노심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었으므로 안전성측변

에서눈 별문제가 없올 것으로 판단되나 원좌로-칼갱죠녘 1 ， IRWSl’ 오염，

격냥용겨 오염등은 발전소 이용률 감소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AP600

----‘-에서는 이러한 설계개념을 사용하여 피동척인 안전주입을 하고 있으며，

기존발천소에비해 상대척으로 콘 가압기용량과 더불어 고장이잦은것으로

알려진 PORV 사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감압계통 자동운전의

장단점은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Cost Effect Analysis를

통하여 검토분석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관에 부착된 저14단겨1 Valve는 격납용기로 원자로냉각재를 방출하므로

이 Valve의 사용은 격납용기를 오염시키게 되며 제 4단계 Valve가 오작동

될 경우에는 격납용기 오염올 피할수 없으리라 판단된다.

다} 추천사항

고온관에 부작되어 격납용기 내부공간으로 원자로 냉각재를

방출하는 제4단계 감압 Valve는 오작동이나 장기 냉각 단계에셔 격납용기

내부를 크게 오염시킴으로 제4단계 Valve도 IRWST로 방출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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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것을 추천한다.

2) SIR

가) 설계 특성

SIR의 안전 감압 계통은 원자로용기 상부의 가압기와

격납용기내에 설치된 Suppression 탱크를 연결하는 두 세트의 배관과 밸브，

지지구조물， 관련 계륙 및 제어 계기로 구성되어있다 (그럼 2.2.3-7 참조).

안컨 감압 계통은 정상 운전중이나 설계기준 사고시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점차적인 원자로 냉각재 계통 냉각수가 상실되고 있는데도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으로 유지되는 가상사고 (예 : 완전급수상실사고)시 정상적

충전과 비상 냉각수 주입에 의한 2차측 냉각수 보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운전원이 수동오로 (에anually) 밸브를 열어 Suppression 탱크로부터

원자로용기에 비상 냉각수가 주입될 수 있도록 일차계통윷 감압하며，

중대사고시 일차계통을 감압하여 용융노심의 고압폭발로 인한 격납용기

직접가멸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안전감압계통운 보충수계통과 더불어 급수

및 방출 방법으로 사용 할수도 있으며 안전감압계통 운전이 요구되는 모든

가상사고시에 척어도 72시간 동안 운전자가 안전 감압 계동 가동 펼요

여부를 판단할수있는 시간을 갖도록을 설계되어 있다. 기존 발전소보다

훨씬 건 운전자 조치 시간이 허용되눈 것은 운전자의 오판에 의한

밸브개방을 방지하는데 콘 도폼이 될수 있다.

나) 평가

안전감압계통이 수동운전될 때는 훈전자의 판단 찰못이나

Sabotage 등에 의해 안전감압계통의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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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될때는 찰못된 전기척인 신호에 의해 안전깜압계동이 오작동될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경험에 의하면 전기척언

선호의 찰못으로 인한 오착동 확률은 운전자의 판단 찰못에 의한 것보다

훨씬 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IR의 경우 훈전자가 72시간이나 판단할 수

있는 시깐올 갖고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판단찰못으로 인하여 이 계통이

오착동할 확률은 매우 작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운전자가 조치를 취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안전감압계통을 착동시키지 않고서도 사고블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역사 판단된다.

운전자 조치 유예기간 72시간은 SIR의 기본 설계개념인 72시간 운전자

무조치 개념에셔 기인한것 같으며， ANSI-58.8 (Time Response Criteria for

Nuclear Safety Related Operator Actions) 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련 운전원

조치기준 - Faulted Condition에 해당하는 산공스L펴g효」 - 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설정 되었다. 안전 감압 밸브 코기 (4.5 ina Flow Area) 는 영광

3 ， 4호기 (2815 MWT 노심출력) 안전밸브(4.6 in ’ Flow Area) 와 비슷한데

SIR의 노섬출력이 1000 뼈t이고 3개의 안전밸브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SIR의

안전감압밸브는 일차계통 과압방지용인 안전밸료 (예상 크기 :2-3

in ’ )보다 훨씬 쿄제 절정된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운전자에게 7잃4칼이

라는 장시간동안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위한것으로 판단 된다. 안전

감합 계통 파이프 코기는 4.5 ina 밸브를 설치힐수 있는 6 inch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SIR 기본설계 개념인 Large LOCA 배제(> 6 in) 범추 이내 의

것이다.

안전감압계통에 사용되는 계륙및제어 계기는 밸브 위치표시기， 파이프

과압방저 Sensor , 밸브 누수 감지용 Sensor들로 구성될것으로 예상되며

주제어설과 원격 제어실에셔 감시， 착동이 가능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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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추천사항

SIR의 안전감압계통에서 채택하고 있는 장시간 운전자

조치시깐(72시간) , 수동 원격 운전등운 나) 함에셔 언급 하였둥이 정상

운천중 오작동 확률올 최소화활수 있어 신형안전로에 채택 하는것이

바람칙하다 고 판단된다.

3) PIUS

PIUS는 그 설계개념상 일차계동이 매우 른 재고량의

붕산수조내에 위치하고 이 붕산수가 초기노섬의 냉각뿐만이 아니라

장기냉각올 담당케하는 고유 안전로에 속하므로 비상노섬냉각수 주입을

위해 원자로 냉각재 계동을 감압활 필요가 없다. 따라서 PIUS에는 EPRI

사업자 요건에 기술된 원자로 냉각재 감압계동이 없다.

4) MS 300/600

가) 설계 특성

MS300/600 의 안전 감압 계동은 원자로 감압 계통과 이차혹

감압 계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로 감압계통 (Reactor

Depressurization Valve가 담당) 운 가압기와 급냉수조(Quench Pool)를

병렬로 연결하고있는 두 제트 (칙렬 연결 된 두 밸브가 한 셰트)의 밸브 몇

배관으로 구성 되며 이차측 감랍계통 (Secondary Depressurization Valve가

담당)운 증기 발생기 이차측에서 터어빈으로 가는 증기배관에 병렬로

연결된 두 셰트의 Branch Line과 밸료(칙렬 연결된 두밸브가 한셰트)로

구。성된다 (그림 2.2.3-8 참조). 원자로 감압계동은 피동안전주입계돔의

일부로셔 설계기준사고인 대형 빛 중형 LoeA 사고시 Accumulator Tank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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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ch Pool의 비상냉각수가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신속히 주입될 수

있도록 원자로 냉각재 계동을 급 감압시킨다. 원자로 감압계통은 일차계통

압력이 감소하여 원자로 감압 Valve Setpoint 인 9 MPA (1305 psia) 에

도달하변 자동으로 작동하게 설계 되있으며 찰옷된 전기신호에 의한 오작동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EPRI 사업자요건 충의 하나인 2 중 4 논리

논리회로를 사용하려라 판단 된다. 이차측감압계통은 비상급수계통이

작동불능일 경우 응축수 저장 탱크의 불이 중력에 의해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도록 이차측 압력을 감압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2 중 4 논리회로

(예상)에 의해 자동요로 작동 한다.

원자로 감압계통이나 이차측 감압계동의 감압 Valve는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자동운전 불능시 운전자에의해 수동으로 착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리라 예상되며， 일차계동 냉각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과도한

압력이 유지되는 가상사고 (예 : 완전급수 상실사고) 시에도 사용가능

할것으로 유추되고， 종대사고시 일차겨l동을 감압하여 중대사고률 완화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평가

MS300/600의 안전 감압 계통은 설계 기춘 사고시 자동

운전과 설계 기준 초과 사고시 수동 운전이 병행하여 수행되므로 이 계통의

오작동 확률은 상당히 코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개념을

사용하여 피동안전주입을 할수 있게되었고 고장확촬이 많은것으로 알려진

PORV 사용을 배제 한것은 장점으로 명가된다.

다) 추천사항

PORV 사용배제는 향후 신형로 설계개념시 도입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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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나 안전 감압계통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설계개념은 오작동 확률을

최소화 할수 있는 보완조치가 수행되어야 활것이다.

8) VVER 600

가) 설계 특성

(1) 구성 기기

VVER600의 감압계통은 가압기에 연결펀 안전밸브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립

2.2.3-9 참조) •

(2) 계통 설명

가압기에 연결된 안전 밸브에는 Bypass 가 제공되어

있어 비상시에 가압기의 수위가 내려감에 따라 열리도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수 밸브 (문헌상 ’special valve ’ 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PRS

(Pressure Relief System) 이라고도 함)를 개방함으로써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감소되고， 밸브는 개방 위치에 고정된다. Bubbler Tank

(혹은 Barboter) 는 가압기로부터 방출되는 증기의 웅축을 위한 앓은 막을

가진 1:I~관을 사이에 두고 저압의 냉각수 저장탱크와 연결되어 있다.

나) 명가

VVER은 안전주입을 위한 능동척 계통을 설계해서 배제시킨

점 외에는 가존의 경수로와 비슷한 개량로에 속한다. PIU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압계통이 비상냉각수주입을 위해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감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밸브에 의해 가압기의 과압만올 방지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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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단한 기능만올 수행한다. 따라서 Lameyer Criteria 라든가， 피동척인

설계를 갖는 다른 피동안전로의 감합계통에 척용되는 EPRI 의 사업자 요건운

적용여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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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잔열 제거 계동

ALWR의 노심손상 방지를 위한 EPRI의 사업자 요건 중 잔멸 제거 계통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표 2.2.3-4) 모든 허가 설계 기준사고서， 원자로

냉각재계동과 격납용기의 압혁과 옹도를 설계제한치 이내에 유지하기 위해，

시발사고， 제한 단일 고장， 72시간 동안의 교류 전원 상실올 가정， 노섬을

냉각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수로는 사고시에는 보조급수 펌프 및 펌프

구동을 위한 터어빈 관련 배관， 제어 빚 격리 밸브， 열 교환기 등으로 구성

되어 복잡하며 능동척 기기에 대한 의폰도가 코다. 따라서 계측 및 제어

계통(I&C) 도 북잡하게 되어 운전원에 의한 판단 착오나 I&C의 고장에 의한

결파가 심각할 수 있음이 그 동안의 사고 해석 및 운전 경험에 의해 밝혀져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 경수로의 한계를 극북하기 의해 신형

원자로에서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사하나 각기 특이한 개념의

피동적 찬열 제거 계통올 체택하고 있다.

1) AP 600

가) 설계 특성

정상시 빛 과도상'E.H시 잔열제거 (그럼 2.2.3-10 참조)는

기동 급수겨}통(Start-up Feedwater System: SFWS) 과 증기발생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기동 급수계통는 유량 제어가 가능한 모우터 구동 펌프률

이용하여， 냉각수를 Deaerator Storage Tank로부터 증기발생기에 급수한다.

SFWS가 작동이 불가능 활 경우나 Non-LOCA 사고시에는 피동적 잔열제거

열교환기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Heat Exchanger : PRHR HX)

(그립 2.2.3-끄 참조)에 의하여 노심으로부터 붕괴열에 의한 잔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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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다. 이 PRHR HX는 핵연료 재장전수 저장탱크 안에 원자로

냉각재계동보다 8 ft 높게 위치한다. 정상시에는 장격있다가 버상시

증기발생기의 처수위 신호에 의해 Fail-Open되는 공기 구동 밸브가 열려

RGS어l 연결된다. 그러면， PRHR HX, 원자로 냉각채 입구관， 원자로，

출구관을 연결하는 배관 및 공압 밸브로 이루어지는 자연 순환회로(그렴

2.2.3-끄의 ( a) 방향)를 형성， 원자로 냉각재계동의 잔열은 이 열교환기를

통해 궁극척으로 IRWST에 홉수된다. 원자로 냉각채 펌프가 작동시에는

펌프 구동에 의해 냉각재 경로는 냉각재 입구관을 통해 혈교환기를 지나

출구판으로 강제순환 회로가 형성펀다(그림 2.2.3-11의 (b) 방향).

반면에， 펌프 작동이 불능일 때눈 고온관에서 열교환기률 지나 저온관으로

중력에 의한 자연순환 혜회로가 형성된다 (그림 2.2.3-끄의 ( a) 방향).

IRWST 내의 냉각수는 안전주입 개시후 10시간 정도면 완전 방출된다.

이 때 격납용기 하부에 모인 냉각수에 의해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상단

까지 침수되어， 다른 냉각수원의 주입이 없이도 중력에 의한 안전 주입이

가능해진다. 원자로 냉각재 계동으로부터 방출된 수증기는 피동적 격납

용기 냉각계통에 의해 격납용기 벽에서 응축되어 하부에 다시 모여

원자로 냉각재계통으로 재주입되는 방식으로 노심의 장기적 잔멸제거가

이루어진다. IRWST 내 재장전수가 찬열을 홉수，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완전

고잘할 때까지는 수일간의 여유가 있어 주급수 및 기동급수 펌프의 재작동

이나 사용후 핵연료 냉각계동의 작똥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다.

또한， RGS Feed & Bleed라는 운전 모우드가 있어 수동척으로(Manually)

기동되며， GMT 및 촉압기로부터 냉각수를 공급(Feed) 하여 자동 감압계통의

감압에 의해 IRWST로 분출(Bleed) 함으로써 정상시는 SFWS툴， 비상시는

PRHR HX를 보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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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기존 경수로의 경우에는 사고시에 보조급수탱크， 여러

대의 보조급수펌프 및 구동을 위한 터어빈 관련 배관， 제어 빛 격리밸브，

열교환기， I&C 등으로 복잡하다. AP600의 피동척 잔혈제거제동은 능동척

기기인 펌프 및 교류전원이 사용되지 않으며 핵연료 재장전수 저참탱코가

냉착수 빛 열홉수체가 되어 계통의 단순화와 신뢰도의 증가가 이루어쳤다.

또한， 떠동척 잔멸제거계통의 회로는 증기발생기와는 무관하게 RCS에

연결되므로 증기발생기 압력 경계 파손사고 (주급수관 파탄사고， SGTR) 의

영향올 거의 받지 않아 안전성빼 제고되었다.

(1) Lahmeyer 기준 만쭉 여부

표 2.2.3-1에 제시된 Lahmeyer 기준에 대한 AP 600의

피동척 잔얼제거계통의 딴족 여부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가) 피동척 안전 계풍

PRHR HX는 중력에 의한 자연순환을 잔열제거에

이용하며 장기척으로 격납용기 바닥에 고인 냉각수와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을 냉각한다.

(나) 단순화

기존 경수로에셔는 보조 급수 계통과 잔열 제거

계통이라는 별개의 이중척이며 복잡한 계통을 사용하나 AP600은 III 동척

잔열제거 혈교환기가 이 두 기농올 병행하여 잔열 제거 계통의 단순화를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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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합.

(다) 다충성

피동척 잔얼제거계동에 대한 다충성 여부 평가는

(라) 물리적 분리

전 피동안전계통이 격납용기내 위치

(2) 사업자 요건 만족 여부

주제 설계 특성 만족여부

ALWR 의 노섬손상

방지요건

피동적 잔열제거계동

- 노섬냉각 SLB - No DNB

Large LOCA - PCT <1500 0 F 만족

- 발전소비상정처/냉각 축압기 붕소 주입에 만족

- PWR 의 노심손상

방지 요건

u:l 똥적 잔열제거계통

‘ 구성 요건 열교환기 - P뻐R HX 만족

- 기능적 요건 증기발생기 사용불가시

PRHR HX가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잔얼윷 lRWSl’로 방출 만촉

타 기기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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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S PRHR HXI격납용기 sump의 냉각수

- IRWST PRHR HX의 열흡수체는 IRWST 만족

- 천원 칙류 전원 만족

- PCCS IRWST의 궁극척 열흡수체는 PCCS 만촉

성능 요건

- 냉각재 온도 감소 원자로 냉각재 완전 유량상실사고시

DNBR : 1.8

정상척 잔열제거 불가시 PRHR HX 작동

감압계통밸브작동 불가시:자료 없음 만촉

- RCS 냉각속도 제어 상세 자료 없음

- 열척과도상태 극복 Thennal Stress 에 대한 설계단계의

고려가 요구.

- 비안전 RHRS와의 병럽 RCS Feed and Bleed Mode

계통 빛 기기 요건

- RCS 와 단일연결부 RCS와는 하나의 자연 순환 Loop 형성 만족

- 다중성 자료없음

- 안전등급 칙류전원 칙류 전원 만족

- 자연순환 열교환기 펌프작동불능시는 자연 순환에 의존 만족

다) 추천 사항

피동척 잔열제거계동의 회로가 증기발생기와는 무관하게

RCS에 연결되어 있어 증기발생기 압력경계 따손사고 (추급수관 파단사고，

증기발생기 세관 따단사고)의 영향을 제거한 피동척 잔열제거개념을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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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안전로 개발시 도입올 추천함.

2) SIR

가) 설계 특성

SIR의 잔열제거계동은 비안전등급계풍과 따동척

안전등급계통으로 구성된다 (그림 2.2.3-2 참조). 각각의 SIR Module 은

각각의 피동적 잔열제거계동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상 및 사고시의

붕괴혈 체거와 주된 밤법은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올 이용한 열제거이다.

사고시 잔열제거는 복수기， 자연순환 옹축수조(Natural Circulation

Condensing Pool) , 충전탱크(Charge Tank) , 증기발생기 모률， 그리고

필요한 배관과 격리 밸브로 이루어지는 2차측 복수계통 회로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이를 위해 12대의 증기발생기 중 4대가 사용되어 개개의

증기발생기는 2 대의 웅축수조 중 하나로 붕괴얼올 천달하는 개별척으로

독립된 복수 회로(Condensing Loop)를 구성 한다. 즉 이차측 복수계통의

기능은 방대한 보조 계통 (Support System) 의 작동없이 고용 상태 (Hot

Condition) 에 있는 일차측 냉각재의 잔열을 제거하눈데 었다. 증기

발생기의 복수기 냉각재를 열홉수체 (Heat Sink) 인 옹축수조로 순환시키기

위해 자연 순환을 이용한다. 즉 응축회로의 냉각수가 자연순환 (역류비등

(Reflux Boiling) 을 이용)에 의해 증기발생기의 일차냉각재의 잔혈올

흡수한 후， 이 열을 응축수조로 전달한다. 방화 호오스를 사용하는 옹혹

수조의 깐단한 냉각수 공급 및 재충전 능력에 의해 이러한 이차혹 복수

계동의 작동시간운 무한히 증가된다. 개개의 회로는 붕괴혈을 제거하고

원자로 냉각재를 고윤 대기상태 (Hot Standby Condition) 로 유지하도록 셜계

된다. 4대의 증기발생기가 사용되어 모든 단알고장 조건에셔 장기척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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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erm Active) 상태로의 전이 (Transition) 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기척 능동 유형 (Long Term Active Mode) 윤 종기발생기 재순환계동

(Steam Generator Recirculation System) 이라는 톡립척인 세트의 장비로써

같은 증기발생기 모률윷 사용한다. 어 계통은 원자로 냉각재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착동하게 된다.

나) 명가

각각의 증기발생기 모률의 입구 및 출구의 Shutoff 밸브와

증기발생기 내부의 소량의 이차측 냉각재로 SLB는 일차혹 냉각재로 온도의

굽격한 감소률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셔 잔얼제거는 큰 문제가 아니며

증기발생기의 모률화로 SGTR시 잔열제거 능력이 향상되었다. SIR의 잔열

제거 계통 특성으로는 다읍 사항이 추목된다 :

i) 콘 원자로 냉각채 재고량， 이차측 북수계동， 증기발생기 재순환계통

및 증기 추출등의 다양한 계통에 의한 열제거로 다중성올 확보하였다.

ii) 여러 대의 증기 발생기를 사용하여 하나의 증기 발생기의 역할 부당이

감소되었다. iii) 원자로 냉각채가 증기발생기 튜브의 외부를 흐틈으로써

튜브가 압축력을 받게되어 SGTR의 가능성이 감소되었다.

(1) Lahmeyer 기준 만족 여부

표 2.2.3-1 에 제시된 Lahmeyer 기준에 대한 SIR의 떠동척

잔열제거계통의 만족 여부 를 다옴에 제시하였다.

(가) 피동척 안전 계통

이차록 복수계통은 잔열제거를 위해 자연대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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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며 LOCA를 포함하여 일차냉각재가 포화온도에 도달하는 모든사고시에

착동， 소내 칙류천원에 의한 밸브의 개혜를 제외하고는 능동척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단순화

피동척 수단에 의해 잔열을 제거하므로 펌프가

없다.

(다) 다중성

이차측 복수계동의 개개의 증기발생기는 2대의

웅축수조 중 하나로 붕꾀열을 전달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복수 회로

(Condensing Loop) 를 구성， 다중성을 향상시켰다.

(라) 물리척 분리

전 피동안전계풍이 격납용기내에 위치

(2) EPRI 사업자 요건 만족 여부

주제

ALWR 의 노심손상

방지 요건

피동척 잔열제거계동

- 노심냉각

설계 특성

비상 노섬 냉각수 주압

계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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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비상정지/냉각 만촉

-PWR 의 노심손상 만족

방지 요건

피동척 잔열제거계통

- 구성 요건 중기발생기로 전달된 잔얼은

응축수조내의 열교환기에 의해

응축수조내 냉각수로 전닿

- 기능척 요건 비상 노섬 냉각수 주입 만쭉

타 기기와의 연결 계동참조

- RCS 일차냉각재 배관이 없으므로

일차냉각재의 Feed/Bleed 는

이루어지 지 않는다. 상이

- IRWST IRWST 설치 않옵 상이

- 천원 칙류 천원 만족

- PCCS 압력억제 탱크 유사

성능 요건

- 냉각재 온도 감소 비상 노섬 냉각수 주입 만촉

계통 참조

- Res 냉각속도 제어 상세 자료 없읍

- 열척파도상태 극복 셜계단계에셔 Thennal Stress 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비안전 RHRS와의 병립 증가 발생기 재순환 계통과 병립 만족

계통 빚 기기 요건

一 RCS 와 단일연결부 Res와 증기발생기로 연결 만족

- 다중성 이차측 복수계통에 사용되는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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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급 칙류전원

- 자연순환 열교환기

발생기의 다중성 / 증기발생기

재순환 계통 / 저출력 밀도 /

콘 일차혹 냉각수 재고량으로

그러한 가정율 해도 운전원의

능동척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

올제공. 만촉

칙류 천원 만촉

옹축수조 내 열교환기로 자연

순환 만쭉

다) 추천 사항

증기 발생기 2차측올 이용한 피동척 잔열 제거 개념운

AC600 , N4등에셔도 채택하고 있는 설계 개념으로셔 한국형 신형로 개발시

채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설계개념으로 추천함.

3) MS 300/600

가) 설계 특성

정상시 잔열제거는 RCP의 강제순환에 의해 종기발생기률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잔열제거열교환기 (RHRlSFP HX)(그림 2.2.3-12

참조)가 있어 원자로 출구관에서 나오는 고올의 냉각재를 열교환기로 냉각

하여 입구관으로 보낸다(그림 2.2.3-3 참조). 이 잔열제거 열교환기의

이차측은 기기냉각수펌프 (CCWP : Component Cooling Water Pump) 의 강체

순환으로 CCW 열교환기에 의해 냉각된다. 중대형 냉각채상실사고 발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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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에는， 일/이차 ADS에 의한 PSIS , 격납용기 Sump에 고인 냉각재의

자연순환， 노심과 증기 발생기의 온도차에 의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RCS의

붕괴열올 피동척으로 제거하며 사고발생 3일 이후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이

감압되면 옹록수저장탱크의 옹록수를 보조급수펌프로 강제순환시켜

증기발생기를 냉각하는데， 이 보조급수펌프는 붕괴열 제거를 위한 냉각을

가속서키고 격납용기내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올 한다.

이러한 능동척 계풍들은 장기척인 냉각을 위해서 사용 된다. 이와 같야，

사고후 장기적 냉각에 증기발생기률 이용하기 위해서， 수펑혐의

증기발생기를 채택， 비옹축가스에 의한 Syphon Break 의 가능성올 배제하고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자연순환을 확보했다. Non-LOCA 나 극소형 LOCA

시에는 자동 감압계통이 거동되지 않으므로 충전 펌프에 의해 냉각채

유실을 보충하고 이것으로 노섬노출이 방지되변， 피동척 잔열제거 계통플

동착되지 않는다.

나)평가

정상시 잔열제거는 증기발생기를 통한 강체대류를 이용하는

점운 기존의 경수로와 같으나 사고시에는 혹압기와 급냉수조로부터의

냉각수 주입으로 초기의 노심을 Flooding하여 잔열을 제거하며

장기척으로는 노섬과 증기발생기간의 자연대류 및 증기생기에서 발생된

층기를 대기중으로 방출을 이용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특이할 점은， Non

-LOCA l..t 극소형 LOCA시에눈 능동적계통인 충전펌프에 의한 노섬보충수의

제공에 의해 노섬을 냉각하여 (냉각재 손실이 충분히 보충되변 피동적

잔열제거계통음 착동않옴) , 피동척 잔혈제꺼계동 작동으로 인한 회복시간의

지연을 배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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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hmeyer 기준 만촉 여부

표 2.2.3-1 에 제시된 Lahmeyer 기준에 대한 MS300/600

피동척 잔열제거계통의 만족 여부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가) 피동척 안전 겨l통

사고 3일 이내에눈 비상노심냉각재 주입， 노섬과

증기발생기 온도차에 의한 자연대류 및 격납용기 Sump 냉각재의 자연순환에

의존하나 사고 3일 후에는 능동적계통인 보조급수펌프에 의해 증기발생기

이차측을 냉각한다.

(나) 단순화

중대형 LOGA 초기에는 PSIS가 주판 잔열제거툴

감당하고 장기냉각시에는 중기발생기에 의해 능동척으로 잔열을 제거한다.

사고시에 필요한 별개의 계동의 중복설치에 의한 복잡성을 감소시켰다.

(다) 다중성

피동적 / 능똥척 거기의 척절한 조합으로

잔열제거에 있어서의 다양성 및 중복성을 제고하였다.

(라) 물리적 분리

전 피동안전계통이 격납용기내 위치.

(2) EPRI 사업자 요건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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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설계특성 만촉여부

ALWR 의 노심손상

방지 요건

• 노심냉각

- 발전소비상정지/냉각

PWR의 노심손상

방지 요건

피동척잔얼제거계통

- 구성 요건

- 기능적 요건

타 기기와의 연결

- Res
"" IRWST

- 전훤

- PCCS

피동척 잔열제거계동

ECCS 빛 노심과 증기발생기간 자연

순환 만족

측압기에 의한 붕소 주입 만족

피동척 잔열제거를 위한 별개의 얼

교환기는 없고 중대형 LOCA시 초기

에는 PSIS 를， 장기냉각시에는 증기

발생기툴 이용. 유사

증기발생기 사용불가시에는 PSIS 및

Sump 에 고인 냉각재에 의한 자연대류

에 의해 띠동적 잔열제거. 만족

상이

RHRISFP HX : 비안전 등급

급냉수조가 핵연료 재장전수저장에도

이용 되나 배관이나 열교환기에 의하

지 않고 RCS 에서 흘러나와 Sump에

고이면 장기 냉각올 답당. 유사

공기작동 (직류전원 필요)1체코 밸브 ’ 만족

급냉수조 및 Passive Annul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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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요건

- 냉각재옴도감소

- RCS 냉각속도제어

- 열척과도상태극복

- 비안전 RHRS와의병립

계통 빛 기기 요건

- RCS와 단일연결부

-다충성

-안전등급직류천원

-자연순환 열교환기

에 의한 공기냉각. 유사

9MPa 자동으로 기동되어야하는， 일/이

차측 자동 감압계통이 Fail한 경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함. (톡립척

칙류전원에의한 공기구동 밸브의경우

공동원인고장에 의해서만 Fail 한다고

불 수 있다. )

적절한 노섬냉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념.

Thermal Stress 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증기발생기 이차측에 의한 장기냉각과

병렵. 만족

피동적 잔열제거 열교환기는 없으나

증기발생기툴 수명으로 설치하여

RCS와의 자연순환 가능

자료없옴

칙류 천원

중기 발생기

사

혹

사

유

만

유

다) 추천 사항

수평혐의 증기발생기가 추천되나 자연 순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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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US

가) 설계 특성

정상상태시 원자로 노섬에서 발생하는 잔열운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터어빈 복수기에서 제거되나， 터어빈 복수기로 잔얼율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수조내의 냉각수가 노심으로 주입되어 잔열을 제거하게 된다.

한편 원자로 수조는 피동척 며l쇄냉각계통 (Passive Closed Cooling System)

에 의하여 냉각되고， 이 계통이 이용불능의 경우에는 격납용기 상부의

냉각탑에 의해 냉각된다(그림 2.2.3-4 참조) .

나) 펑가

(1) Lahrneyer 기준 만족 여부

PIUS의 경우는 분류상 고유 안전로에 속하며， Pool

Water가 비상노심 냉각수 주입， 잔열제거， 그리고 장기냉각을 담당하므로

기존의 원차로 맞 다룬 피동안전로에 비해 매우 단순한 안전 계동의 구조를

가진다. 또한， 궁극적 잔열제거계통띤 Pool Cooler 가 착동되지 않아도

Pool Water 의 양은 1주일간 노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그리고 Pool Cooler 외에는 잔열제거를 위한 전기적， 기계적 설비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Lahmeyer의 기준 중에서 자연순환의 이용， 계동의

단순화는 가장 찰 만족한다 할 수 있다.

(2) EPRI 사업자 요건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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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계 특성 만촉여부

ALWR 의 노심손상

방쳐 요건

피동척 잔열제거계통

- 노심냉각 Pool Water 만족

- 발전소비상정지/냉각 비상 원자로 정지 : 제어봉 유사

PWR 의 노섬손상

방지 요건

피동척 잔열저l거계통

- 구성 요건 Pool Water / Pool Cooler 상이

- 기능적 요건 증기발생기 사용불가시에도 Pool

Water어l의한 잔열제거 •

타 가기와의 연결

- RCS No Res Feed and Bleed 상이

- IRWST No IRWST/Pool Cooler에 의한 긍극적

잔열흡수. 유사

- 천원 공기작동올 위한 척튜전원 불필요 만족

- PCCS Pool Water를 Pool Cooler가 냉각. 유사

- 성능 요건

- 냉각재 온도 감소 Pool Water의 콘 냉각 능력에 의존. 만족

- Res 냉각속도 제어 적절한 노심냉각을 위해 반드사 필요한

요건은 아넘.

- 얼척과도상태 극복 Thennal Stress 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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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천 RHRS 증거 발생기 이차측에 의한 냉각과 병럽. 만촉

계통 및 기기 요건

- Res 와 단일연결부 만족

- 다중성 Pool Water가 단일 열흡수체. 만촉

- 안전등급 칙류전원 Pool Water 추입을 위해 밸브가 아닌

Density Lock이 이용됨. - Density Lock의

성능 펑가 분석이 요구됨. 유사

- 자연순환 열교환기 Pool Water 자연순환 유사

5) VVER 600

가) 설계 특성

정상운전시 노심의 잔열제거는 일차냉각재를 증기발생기로

펌프에 의해 강제순환함으로 써 이루어지며， 증기발생기 얼제거는 발생련

증기의 추출에 의한다. Station Blackout , 주 증기관 파단사고 (SLB) ,

주급수관 따탄사고 (FLB)시에는 증기발생기로부터의 얼전달은 급수

저장탱크블 포함한 보조계통으로 부터의 급수 및 강철격납용기 주위에

설치된 특수열저장 탱크내의 열교환기에 의해 혐성되는 보조회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 융축된 냉각수논 급수저장탱크를 거쳐 증기발생기로

유입된다. 일차계통 냉각재 상실시에는， ECCS외 냉각수가 주입되고，

이러한 격납용기내 비상노섬 냉각수탱크가 비게 되면， 원자로 계동으로부터

누출되어 Reactor Well에 고인 냉각수가 원자로 출구노즐 상단까지 Pond를

형성하여 장기 노심 열제거를 담당한다. 즉， 일화 냉각재 배관에 설치된

일차측 루우프 개방 밸브(Primary Loop Opening Valve)는 정상운전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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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계동의 압력에 의해 잠겨져 있으나 비상시 급격한 압력감소로 열리게

된다. 이 밸브가 열리변 냉각수 Pond로부터 원자로 입구노즐， 강수관

(Downcomer), 노섬， 원자로 출구노즐에 이르는 자연순환 경로가 형성되어

노심의 잔혈이 제거된다. 이 Pond의 냉각수는 강철격납용기와 콘크리이트

격납용기 사이에 설치된 특수 열저장탱크 (Special Heat Accumulating

Tank) 의 냉각수에 의해 멸이 제거된다. 그러나， 냉각재 상설사고의 초기에

노심으로부터 발생한 상당량의. 열은 강철 격납용기 외부표변의 냉각수 가얼

및 기화에 의하여 제거되며， 외부 콘크리이트 격납용기는 공기에 의해

냉각된다.

나)평가

(1) Lahmeyer 기준 만족 여부

(가) 피동적 안전 계통

표 2.2.3-1 의 Lahmeyer 기준과의 비교에의면， VVER

600 피동적 잔열제거 계통은 각 방식에 있어서는 ECCS의 중력주입후 Pond 는

자연순환을 이용한다.

(나) 계통의 단순화

기존 경수로와 비슷하나 사고시 표l 동척 ECCS에

의한 초기 노심얼제거 및 Pond의 냉각재의 자연순환을 이용하며

LOOPI찌SL돼’，BI깨F’돼 시에는 기존 경수로와 비슷한 보조급수 펌프 및 탱르의

강제순환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를 냉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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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2) EPRI 사업자 요건 만촉 여부

설계특성 만족여부

ALWR 의 노심손상

방지 요건

표l 동척 잔열제거계통

’ 노심냉각 설계 기준사고(SLB ， FLB , Station

Blackout)시는 보조 급수 및 격납

탱크 내의 열교환기에 의해 중기

발생기 냉각 /LOCA시 ECCS 냉각수

주입 만족

- 발전소비상정지/냉각 축압기 붕산수 주입 만족

PWR 의 노섬손상

방지 요건

피동척 잔열제거계통

- 구성 요건 특수 열저장탱크 내의 열교환기，

밸브 및 배관 유사

기능적 요건 증기발생기 사용 불가시 Eces 및

장기재순환에는 냉각재 Pond 이용 유사

타 기기와의 연결

- RCS No RCS Feed/Bleed

- IRWST Barboter 가 가압기 방줄 수용 유사

- 전원 칙류전원에의한 공기구동밸브사용 만족

- pces 첼제격납용기 주위의 특수 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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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유사

성능 요건

- 냉각재 온도 감소 상제한 사고 해석 자료 없음 만족

- Res 냉각속도 제어 비상시 노심냉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넘.

- 열척과도상태 극복 Thennal Stress 에 대한고려 요구휩 •

- 비안전 뻐RS 증가발생기에 의한 이차측 혈

제거와 병럽.

계통 및 기기 요건

- RCS 와 단일연결부 냉각재 Pond는 공기구동 Fail-Open

밸브에 의해 RCS와 연결

- 다중성 일차측 루우프 개방밸료의 신뢰성

평가가필요

- 안전등급 직류전원 직류전원 만족

- 자연순환 열교환기 특수 열저장 탱코 내의 열교환기와

중기발생기/냉각재 수조의 자연순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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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급수계동

원자력발천소의 노심의 잔열제거는 얼차척으로 급수계통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이루어 지며， 열부하가 일정한 기준이하에 이르면

별도로 구비된 잔열제거계동에 의해 이루어 진다. 따라서 기존의

가압겸수로에서의 급수계폼은 증거발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파도상태 및

사고상활에 노심의 잔열올 제거하는 필수적인 계풍으로 안전과 칙접적인

관련이 었다. 비상급수 계통은 주급수계동올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된 계동으로， 원자로시동 또는 정치， 주급수 상설， 소외전원

상설， 정전(Station Blackout) , 소형 냉각재상설사고， 증기발생기 세관따열

(SGTR) 등의 과도상태 및 사고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대부분의 신형안전로 개넘설계에셔는 위에셔 열거한 과도 및 사고에

대옹하기 위해 피동척 계통틀이 도입되었으며， 기존 개념의 능동적

비상급수계동은 그에 대한 핵업요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는 비안전등급의

단순화된 계풍으로 설계 되었다. 이와같이 피동척 계동을 도입한 근거는

표 2.2.3-10 에서 찾올 수 있다. 이자료는 미국의 주요 원전에 대해 PRA를

시행하여 노심용융을 유발할 확률이 높은 사고 경위률 요약한 것이다. 이

자료에 곤거한다면， 원천의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상태 (Transients) 가

원전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원자로가 과도상황에 지나치게 민캄한 단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a며， 따라셔 고도악 운전기술을 필요로 하고 운전원의 실수가

곧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눈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능동척 계동들로셔는 신뢰도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분야에 피동계통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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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 600

가) 설계특성

AP 600에서 별도의 비상급수계통은 제거되었다. 시동급수

급수계통(Startup Feedwater System) 이 원자로 시동 및 안전 정지시

일차측의 찬열을 채거한다. 그림 2.2.3-14 에서 주급수계통 및

시동급수계동의 흐름도를 보여 주고 있다. 기타 사고시 주급수펌프가

작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동 잔열제거계통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 PRHRS) 이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잔열을 제거한다. 따라서

AP600에서는 피동 잔얼제거 계통이 기존의 비상급수계통의 기능올 수행

한다고 할 수 있다. III 동 잔열계통은 열교환기와 공압밸브 빛 배관으로

이루어진 자연순환 회로로서， 잔열 제거열교환기는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

하는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대에 위치한다. 이 열교환기를 통해， 냉각재에

의해 제거된 붕괴열이 핵연료 재장전수에 전달펀다. 피동 전열제거계동에

대한 설명은 바로 앞의 잔열제거 계동에 대한 절올 참고하기 바란다.

나}평가

AP600의 피동 잔열 제거 계통과 기존 경수로의 비상급수

계통은 기능상 큰 차이는 없으나， 기존의 비상급수계동의 경우 여러 대의

급수 펌프， 제어 빛 격리 밸브， 펌그 구동용 터빈파 관련 배관， 계측제어

설비 풍으로 인하여 계동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반면에 AP600의

피동 간얼제거계통운 펌프흘 사용하지 않고， 물 형태의 IRWST에 의해 냉각

되며， AC천원올 사용하지 않으므로， 계통이 대폭 단순화되고 문제가

되었던 본 계동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외에도 잔열제거 회로가

증기발생기 주급수관과는 무관하게 원자로 냉각계통에 연결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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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발생기 압력경계 파손사고 (주급수관/증기관 파손사고， 증기 발생기

튜브 손상사고)의 영향을 구조척으로 받지 않아 이부분에 대한 안전성운

기존 원자로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2) SIR

가)설계특성

SIR에셔도 역시 별도의 비상급수계통이 제거되었다.

정상운전시 시동급수 계통올 통해 급수를 공급하고 터빈우회 밸브를 통해

증기를 복수기로 배출시격 원자로 냉각재툴 300 0 F 까지 냉각시킬 수 있다.

사고시 원자로 냉각재의 잔열을 저l거하는 기존 경수로의 비상급수계통의

역활을 SIR에서는 2차륙 용촉계통(Secondary Condensing System) 이 담당

한다. 2차측 웅록계동운 맛데리 전원을 사용하는 시동시를 제외하고는

자연순환에 의해 피동적으로 작동한다. 본 계통은 응축기， 자연순환

웅축수， 저장 탱코， 충전 탱크 (Charging Tank) , 증기발생기와 관련 배관

및 격리밸브로 구성된다. 12개의 증기발생기 중 4대만 사용되며， 각

증기발생기는 각기 자신의 응축회로를 가지고 있다. 응축수조는 원자로

모율당 2개가 설치된다. 그림 2.2.3-15 에서 주급수계통， 시동급수계통 빛

2차측 융축계흥의 개념적인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계통의 착동원리는

응축회로의 냉각수가 자연순환에 의해 증기발생기의 2차측으로 흘러 일차

냉각재의 잔열을 제거한 후 이 열을 융축수 처장탱크에 전달함으로써

폐회로를 구성한다. 2차측 응축계동을 LOCA를 포합하여 일차축 올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는 모든 사고시에 작동하며， 밸브의 개폐블 제외하면

능동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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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SIR에셔 비상시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열을 제거하는 2치측

융축 계통은 밸브의 개혜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피통적인 기구에 의해

착동한다. 따라서 계통이 매우’단순화되고， 계통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한가지 지척될 수 있는 문제는， 2차측 응축계동도 기존의 비상 급수계통과

마찬가지로 증기 발생기를 통하여 원자로 냉각채 계동의 열율 제거하므로，

증기발생기 압력경계 따손사고외 영향올 받올 수 있다는 점이다.

표 2.2.3-9는 SIR의 개발사인 CE사가 제시한 노심용용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동적인 2차측웅축계통의 도입으로 노심손상반도가 코게 낮아진

것올 볼 수 있다. 앞에셔 지척된 대로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사고(S6 Tube

Rupture) 에 의한 노심손상 빈도가 전체빈도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불 수 있다.

3) MS300/600

가) 설계특성

MS300/600 의 비상급수계통은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있고

그림 2.2.3-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펌프에 의한 능동계열과 중력에 의해

급수가 공급되는 피동계열이 병렬로 연결확어 있어서 능동계열 또는

피동계열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상급수펌프가 작동

가능한 경우에는 능동계열올 이용하며， 펌프착동 불가능시에는 먼저 2차측

자동감압계통을 통해 2차측 계통압력올 낮춘후 응축수저장탱크의 물을

중력에 의해 증기 발생기에 공급한다.

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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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통에서 사용한 피동척 급수방법의 문제점은 중력올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웅룩수져장 탱크의 수위가 감소함에 따라 급수유량도

감소한다는 점이다. 따라셔 피동급수 초기에 과다한 유량이 공급될 수

있다. 그러고 중력에 의한 피동적 급수와 관련된 2차측 자동 감압계통의

학동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

4) 추천사항

기폰 가압경수로에셔는 비상급수계통이 안천등급으로 분류되어

계통의 구성이 복합하였다. EPRI 의 사업자 요건에 의하면 피동 잔열제거

계통과는 별도로 비안전 등급인 빽업 급수계동(Backup Feedwater System) 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능동척인 백업 급수계풍의 이용이 가능할 때는

피동 잔열제거 계통올 작동할 필요 없이 노심의 잔열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혐로에셔는 비안천풍급인 백업급수 계통과 안전등급인 피동잔열

제거 계통을 함께 둠으로써 계통을 단순화하고 신뢰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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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융노심 냉각계동

앞절에서 사고시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들의 특성이

논의 되었다. 용융노섬냉각계동은 그러한 안전설비들의 미작동 내지는

불완전한 기능으로 인한 노심의 용융과 그에 수반되는 원자로 용기의 용융

관통(Melt-Through) 을 가상하여 원자로 캐비터에 집척되어 있는 용융

노심을 냉각하는 사고완화 기놓을 수행한다.

가상적인 중대사고시 원차로 용거 밖으로 방출된 노심용융물을 적절히

냉각시키지 못하는 경우 콘코리트와 격렬히 반응하며， 격납용기 하부구조의

관통(Containment Basemat Melt-Through) 이나 비웅축성 가스의 방출로 인한

과압에 의해 격납용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EPRI 사용자요건에서는

앞으로 건설될 신형원자로에 대하여 다읍과 같은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용융노심 냉각계통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 다음의 기본척인 두가지의 요건을 만쪽시킴으로써 원차로 용기로

부터 방출된 용융노섬 (Core Debris) 의 냉각능력 (Coolability) 을

확보하도록 한다. (P• 5. 1-23)

• 노섬용융불이 퍼져서 냉각가능한 구조(Coo1ab1e Geometry) 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의 확보•

• 노짐용융물을 침수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의 공급.

- 노섬 용융물로 부터 방사능 붕괴열을 제거하여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단위 열출력 MW당 0.02 IIi 이상의 캐비티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P • 5.6-50)

- 가상적 중대사고시 용융노심을 냉각하기 위해 원자로 캐바티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P . 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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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섬용융물의 방사능 붕펴열 뿐만아니라 물리척， 화학척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발생하는 모든 혈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즉시 이용가능한 공급원￡로 부터 공급밭을 수 있도룩

해야한다·(P. 5.6-53)

- 가상척 중대사고시 원자로 캐비티에 쌓여 있는 노심 용용불올

최소한 3일깐 첨수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피동척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P • 5.6-54)

1) 설계특성

AP 600은 가상척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율 냉각시킬 수 있는

충푼한 양의 올올 IRWST내에 저장하고 있다. 그림 2.2.3-17 과 같이 전지에

의한 밸브의 개방으로 IRWST의 물을 원자로 캐비터로 공급하는 개념척인

방법을 가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융노심의 열에 의해 물은 격납용기

대기 중으로 증발되며， 이 증기들은 다시 피동척 격납용기 냉각계통에 의해

용촉되어 칙접 또는 IRWST툴 거쳐서 원자로 캐비터로 유입되어 계속

순환된다. 그러한 순환에 의해 노섬용융물은 최소 3일간 침수상태로

냉각될 수 있다.

SIR도 유사한 방법에 의해 용융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데， 불공급원이

8개의 감압탱크라는 점과 감압탱크를 외부의 공기가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함으로써 증기를 웅혹시킨다는 점 외에는 다른점이 없다. 그림

2.2.3-18 는 그와 같픈 개념에 입각해셔 생각할 수 있는 가상척인 용융노싱

냉각계동을 나타내고 있다.

MS 300/600 이나 VVER은 AP 600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용융노심

냉각계동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펌가 및 추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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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렵칸펀로 설겪}좌틀윤 ot직 구쐐최띈 용융노섬 냄각켜}통픽

형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EPRI의 사업자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각 설계특성별 명가는

전척으로 의미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설계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캐버타내로의 냉짝수 공급은 용융노심이 원자로용가로 부터

방출되기 전이나 방출파 거의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

- 따라셔 운천원운 노심의 상태률 척절히 파악하여 밸료개방 시기률

놓쳐셔는 안된다.

그러나 노심용융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사고시 운전원이 척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노섬의 용융상태 및 원자로용기 관동여부를 따악하는

일도 용이한 일운 아니다. 그림 2.2.3-19눈 System 80+에서 고려된 피동척

용융노심 냉각계통으로 운전원의 개입이 없이 용융노심 방출칙후에

캐비터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띠동혐 원자로에도 이와

유사한 용융노심 냉각계통올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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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1 안전계통에 관련된 Lahmeyer 기준

번호 주 제 Lahmeyer 기준

L1 효1동척 안천 계통 자연 순환이나 중력에 의한 노섬냉각 빚 잔열

제거 능력

L2 안전계통의 단순화 고유 안전 특성으로 안전계동의 중복셜치률

감소시키거나 방사선 차혜를 통한 계통설계

의 단순화

L3 중북성 (다충성) 안전성 관련 계통과 기기， 기계 및 전기셜비

는 국제기준에 따른 중복조건을 만혹시켜야

한다. 단일 고장에 대옹하고 발전소를 회북

시키기 위해셔는 3개의 100% 또는 4개의 50%

안전 LOOP이 필요하다.

L4 불cl 척 분리 안전 관련 계통의 중복을 화재， 폭발， 또는

비행기 충롤과 같은 확산되는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셔 단일 계통올 건물 내에 위치

시켜 물리적으로 엄밀한 분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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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2 비상 노섬 냉각수 주입 계통 관련 EPRI 사업자 요건

EPRI
Section

주제 요건

3. ALWR 의 노심손상

방지요건

3.1

3.2 피동척 안천주입계통

3.2.1 LOGA시 냉각수 주입 교류전원상실과 최대제한 단일고장 올

가정 t LOGA시 노섬냉각요건올 만족

하도록 원자로용기내 충분한 냉각수 주

입.

3.2.2 72시간 냉각수 주입 모든 가장척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운

전자의 개입없이 최소 72시간 동안

안전주입 냉각수 공급.

5.

5.1

5.2

5.2.1

5.2.1.1

PWR 의 노섬손상

방지 요건

정의

피동척 안전주입계동

정의

구성 요건 격납용기내 핵연료채장천수 저장탱크

(IRWST) t 축압기， 관련 밸료， 배관 제

어 및 계측 기기로 구성.

5.2.1.2

5.2. 1.2

기능척 요건

냉각수 보충 LOGA 이후， 노섬냉각율 위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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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2

5.2. 1.2

5.3.1.2

5.2.1.3

5.2. 1.3

5.2. 1.3

5.2.1.3

5.2. 1.3

5.2.1.3

5.2. 1.3

5.2. 1.3

붕소주입

냉각수 재고량의 유지를 위해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냉각수 보충.

안전 운전정지를 위해 충분한 양의 붕

소 주입.

주층기관따단시 보조척 반용도 조절올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불소 주입

입구관 LOCA 이후 장기척으로 원자로

냉각채계통 내의붕소농도 과다방치.

반융도 조철

붕소 농도 과다방지

결연쐐기

구

기

입

타

주 칙접 원자로 주입 노출율 통한 냉각재

주입.

CVCS 에 의한 IRWST 및 혹압기의 수위

조절.

질소 공급계통에 의한 압력유지.

안전등급 직휴천원에 의한 전류공급.

원자로 정지냉각계통에 의한 PDHR 착

동중의 IRWST 의 냉 각.

LOCA 후 채순환 훈전시， PCCS 가 붕괴

열에 의한 증거를 냉각， 융혹 IRWSl’ 를

거쳐 훤자로 용기로 송출.

안전등급 냉각수원 핵연료 재장천 캐비티에 냉각수가

충전되기 전에 원자로 냉각채 겸계가

개방된 상태에서 비안전등급 원자로

정지냉각계통 의 이용불능시， IRWST논

잔얼제거를 위한 원자로 냉각채계통의

탱크 수위조절

가압방법

안전등급 칙류천원

IRWST의 냉각

pecs 와의 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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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냉각수원.

5.2.3. 1.2 RCS 연결부위

PSIS 는 IRWST 로부터의 공급배관，

혹압기， CMT 및 칙첩 주입선올 가잔

최소 한 두 개의 기기로 구성

PSIS , IRWST , 혹압기 , 및 CMT로부터의

배관은 강수관으로 냉각수를 공급키

LOCA 후 RCS에 보충수 제공.

안전 운전정지률 위해 및 주증기관

파단 사고시 불소률 추입한다.

풍산수원 운 CMT (노섬 보충수 탱크)와

축압 기.

장기 봉소농도 제어 LOCA 이후에 창기척 풍소 농도 제어.

계통 빛 기기 요건

계통 및 기기 배열

계통의 구성

성능 요건

RCS어l 보충수 제공

운전정지 풍소주입

5.2.2

5.2.2.1

5.2.2.2

5.2.2.3

5.2.3

5.2.3.1

5.2.3. 1.1

위해， 원자로용기에 직접 연결.

5.2.3.2 축압기

5.2.3.2.1 촉압기 최소화

5.2.3.2.3 동착 조건

안전주입상의 기능척 요건 만쭉， 계통

의 가동률파 신뢰도/위험도 목표달성

위한 최소의 축압기 사용.

축압거의 크기는， CMT 와 함께， 직접

주입배관선의 칙경에 해당하는

파단까지의 소형 LOCA시 IRWST로부터의

주입이 가능활 때 까지， 노섬이

냉각수에 의 해 채워져 있도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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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2 체척 요건

5.2.3.3

5.2.3.3.1

IRWST

기능 요건

또한 촉압기 크기 빛 주입율/시간

특성윤， 어떤 대 혐 LoeA 시에도

원자로 하부공동과 강 수관이

재충전되며 혹압기 작동에 의 해

핵연료 표1북재 옴도가 quench 되는

위치까지 노섬이 재충전되도록 해야

한다.

핵연료재장전수 저장， PSIS 작동중

RCS어l 중력에 의한 냉각수 주입을 위

한 단일 냉각수원의 제공， PDHR 멸

교환기의 얼흡수， 가압기로부터 방출

되는 중기의 옴혹올 위한 열홉수.

IRWST 의 체척은 초기 RCS 의 수위가

입구관 바닥에 있다고 가정， 청상 핵

연료 재장천 중 핵연료 재장전용 캐비

티를 충만. 또한 다음올 가정， PSIS

작동보조. - Res 가 최대 감압후 수위

까지 채워진 LOCA / 한 축합기의 작동

불능 / 재순환에 충분한 깊이로， Res

의 입구관 및 출구관 배관 높이까지

원자로 캐비티가 채워져 있다. / 원자

로캐비터 빚 루우프격실이 입구관 및

출구관 배관 위까지 채워져 있다. /

설계압력 상태의 격납용기 대기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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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증기， 표면에 있는 냉각수， IRWST

나 원자로 캐비티로의 회수통로가 없는

없는 영역에 수집펀 냉각수에 대한

고려.

5.2.3.3.3 격납용기 웅축수회수 잔열제거계풍의 작동중 IRWST에서

발생한 층기가 격납용기 강첼웰에서

옹축되어 IRWSl’ 로 회수되도 록

Spillway 를 설치 •

5.2.3.3.5 연결부 설치 IRWST 의 냉각수의 제거， 정확 및

IRWSl’ 로의 회수 가눔하도록 연결부

설치.

5.2.3.3.6 냉각 비안전관련 열교환기가 IRWST 를 냉각

할 수 있도록 IRWST 에 연결부 설치.

5.2.3.3.9 부하 최소화Isparger 고온고압 계통으로부터의 배관은， 효

과척 증기 옹록과 구조물에 대한 부하

의 최소화를 위한 Sparger에 연결.

5.2.3.3.10 가압기 방출시 부하 IRWST 는 DPS 밸브를 통한 원자로 냉

각재 추출을 수용. 이 때 수력학척

부하툴 IRWST의 설계 제한치 이내 수

용 가능.

5.2.3.3.11 작동 영역 IRWST는 가상적 인허가 설계 기준사고，

DPS 설계상 구조척 특정， IRWST 및 관

련 Spillway 수 력학척 부하를

수용토록 설계. 수조온 도의 영역은

출력중 최저 올도로부터 IRWS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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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13 가체 방출

5.2.3.3.15 수소제어

5.2.3 .4 노심보충수 탱크

5.2.3.4.1 코기

5.2.3.4.2 붕소농도조절

5.2.3.4.3 가압기와의 배관

5.3 피동적 잔열제거계통

5.3.1 정의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 태에서

PDHR 의 작동중 포화온도에 까 지

고려.

격납용기 방출계통 (Purge System) 의

기체 공간으로 방훌을 위한 연결부

설치.

사고시 IRWST 내 수소가 PSIS의 안전

기능수행을 방해나 격납용기에 손상을

추는 폭발올 초래않도록 수소제어.

다옵의 기농올 수햄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코기 확보 - DPS 오착동을 최소화 /

촉압기와 함께 어떠한 소형 LOCA

(칙접주입선 크기까지의 따단) 시 노

심이 냉각수에 잠검 / 축압기 주 입

개시로부터 4 단계 DPS 밸브의 작

동까지의 중간단계에서 IRWST 의 충분

한 냉각수 주입 개시까지 노섬에 냉각

수 공급.

붕소농도조절이 용이하게 GMT 및 관련

보조계통을 설치.

가맙기로부터 GMT에로의 배관은 연속

하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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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1

5.3. 1.2

5.3. 1.3

5.3. 1.3

5.3. 1.3

5.3. 1.3

5.3. 1.3

5.3.2

5.3.2.1

5.3.2.2

5.3.2.3

구성 요건 열교환기， 밸브， 관련 배관， 제어 빛

계측기기로 구성.

다음 경우에 항상 노섬 붕괴열 제거 :

증기발생기가 사용불능시 / 안전 저온

원자로정지시 / RSDC 의 이용불능시

기능적 요건

타 기기와의연결

RCS RCS 로부터 유체를 취출하여 다시 RCS

로방출

IRWST 가 PDHR 로부터 열을 홉수제거.

안전등급 칙류천원에 의한 전류공급.

IRWST에서 증기 발생시 PCCS 가 궁극

척 열홉수.

때

원

띠

mm

처
」
R

성능 요건

냉각재 온도 감소

정상척 이차측 열제거가 불가능함을

가정하여 가압기 안전밸브로부터 물이

봐쳐 나가는 것올 방지.

다음을 가정， 72 시간 동안의 원자로

정지상태에서 냉각재 온도를 204°C

까지 감소. - 제한 단일 능동 기기 고

장/ RSDC 에 의한 정상척 이차측 열

제거 및 정상척 잔얼제거가 불능 / 자

동 감압계동의 착동불능 / 하나의 RCP

작동불능.

RCS 냉각속도 제어 운전원으로 하여금 설계 제한치 이내

에셔 RCS 의 냉각속도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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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4

5.3.2.6

열척과도상태 극복

바안전 RHRS와 병행

계동의 작동불능시 열척과도상태 극복.

PDHR이 비안전관련 RHRS (S/G, 보조급

수계통， RSDC) 와 병립하여， 그러한

겨I통률에 유해 효파없이 동작가능.

5.3.3 계통 및 기기 요건

5.3.3.1 계통의 배열

5. 3•3.1. 1 RCS 와 단일연결부

5.3.3. 1.1 다중성

5.3.3. 1.2 안전등급 칙류전원

5.3.3. 1.3 자연순환 열교환기

5.3.3. 1.4 설계 조건

RCS로 부터의 단일 흡입부위 와 RCS로

의 단일 방출부위를 가점.

다옵의 경우에도 작동하는 충분한 기

기의 다충성 확보. - 자동작동 밸브의

동작 실패시도 PDHR 작동 / 배관 누셜

사고시 PDHR 열교환기의 격리

공기구동밸브에는 안전등급 칙류전원

에 의한 척절한 다중성을 제공. 공기

공급 중단시 Fail - Open.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원자로 냉각재 유

동은 자연순환이 형성되도록 배열.

PDHR 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전출력

설계 압력 및 용도에 대해 설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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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Section

표 2.2.3-3 감압계통 EPRI 사업자요건

주제 요건

5.

5.4

5.4.1

5.4.1.1

PWR의 노심 손상 방지 요건

감압계통

정의

구성 요건 가압기의 종기 영역으로부터 격납용기

의 IRWST 및 격납용기 대기중으로의

유로 설치률 위해 필요한 밸브 및 배

관， 관련 기기， 제어 및 지지물로 구

성.

5.4. 1.2

5.4.1. 2

5.4. 1. 2

5.4.1. 3

5.4.1. 3

기능척 요건

RCS 감압

비응촉 가스 배기

타 기기와의 연결

RCS

설계 기준사고 후에 III 동척 안전주업 을

수행하기 위해 RCS 률 감랍.

가압기로부터 비용축 가스툴 배기.

RCS와의 연결부는 가압기 노즐과 발전

소 설계자가 결정하는 다른 높은 위치

에 었다.

5.4.1.3 IRWST

5.4.1. 3 PSIS

IRWST는 DPS가 배출한 가스， 중기와

핵체를 수용하는 용적 제공. 이와의

연결부는 IRWS’I’에 연결된 배관.

PSIS는 감압후 일차측 냉각재 채고량 의

유지를 위한 보충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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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2 핵연료 비손상

5.4.2 성능 요건

5.4 .2.1 감압계통

5.4.2.1.1 Res 캅압

5.4.1.3 안전등급 칙류전원 감압계통 밸브는 안전등급 칙류천원에

의해 기동.

체한 단일고장을 가정， 안천주입이 가

능하도록 원자로 냉각재계동의 갑압올

위한 충분한 배기능력.

PSIS 와 결합 작동되는 DPS 는 소형

배관 따단시 핵연료 손상이 없도록 해

야 한다.

5.4.2. 1.3 DPS 작동확률 최소화 DPS 의 작동 확률을 최소화하는 수단 이

필요.

5.4.2. 1.4 오작동 방지

5.4 .2.2 RCS 가스 배기

5.4.3 계통 요건

5.4 .3.1 배열

5.4 .3. 1.1 다충성

DPS 는， 오작동에 의해 원차로 캐벼티

가 원차로용기 아랫덮개 높이까지 냉

각재에 의해 채워지지 않도록 셜계.

원자로 냉각재 가스의 배기 : 원자로

냉각재 가스의 배기농력을 제공. 단알

고장을 가정， 1 시칸 이내 RCS 체 척의

112 배기.

가압기로부터 IRWST 로 원자로 냉각재

를 방출하는 2 개의 밸브 그룹으로 구

성. Res 고온관으로부터 원자로 냉각

재룹 칙접 격납용기 대기중으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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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1.2 배관 길이

5.4 .3. 1.2 위치

하는 최후 감압 단계의 셜치. 이늠 고

온관으로부터 나오는 단일 방출관과

각각의 감압밸브률 갖는 명행한 두개 의

배관으로 구성된다. RCS내의 어느

하나의 밸브의 필요사 개방 실돼 가정，

Res 의 배기에 관한 항목 만촉.

가랍기와 밸브깐 배관 길이의 최소화.

감압밸브와 함께 격맙용기 내부에 위

치.

5.4 .4. 1. 5 구동방식

5.4.4.1. 2 다중성

5.4 .4.1. 3 안전등급 교류전원

5.4.4.1. 4 부하 최소화

5.4.4

5.4.4.1

기기 요건

밸브 EPRI URO Vol. III Chap 1. 의 밸브에

관한 일반척 요건올 척용.

단일고장시에도 배기를 멈출 수 있도록

두 개의 밸브를 직렬로 설치.

안전등급 교류천윌없이 착동 가능.

IRWST 로 방출하는 DPS 밸브는， 처음

개방시， DPS 배관내 존재하는 공거의

방출에 의해 수조에 발생시키는 수력

학척 부하의 최소화.

IRWST 로 방출하는 밸브는 Motor구동，

격납용기로 방출하는 밸브는 공기구동

이며 공기나 칙류제어전원 상실시 폐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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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4 잔열 제거 계동에 관련된 EPRJ 의 사업자 요건

EPRI
Section

주제 요건

3. ALWR 의 노섬손상

방지 요건

3.3

3.3.1

3.3.2

3.3.3

5.

5.3

5.3.1

5.3.1.1

피동척 잔열제거계통

노섬냉각

발전소비상정지/냉각

작동 영역

PWR 의 노섬손상

방지 요건

피동척 잔열제거계동

정의

구청 요건

모든 인허가 셀계 기준사고시，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격납용기의 설계제한치

이내에 유지위해， 초기사건， 제한단일

고장， 72시간 동안의 전천원상실을

가정， 노섬 냉각.

전출력시의 압력 빛 온도에셔의 입계

상태에서 안정상태로의 전이를 위해

교류전원에 버의존， 72 시간 이내 발

전소비상정지 빚 냉각.

교류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단일고장을

가정， 원자로 냉각재계동 훈천압혁，

온도 전영역에 걸쳐 잔열제거.

열교환기， 밸브， 관련 배관， 제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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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2

5.3.1.3

5.3. 1.3

5.3. 1.3

5.3. 1.3

5.3. 1.3

기능적 요건

타 기기와의 연결

RGS

IRWST

전원

PGGS

계측거기로 구성.

다음 경우에 항상 노심 붕괴열 제거 :

증기발생기가 사용불능시 / 안전 저온

원자로정지시 I RSDC 사용불가능시

RGS 로부터 유체를 휘출하여 다시 RGS

로 방출

IRWST 가 PDHR 로부터 열올 흡수제거.

안전등급 직류전훤에 의한 전류공급.

IRWS’I’에서 증기 발생시 peGS 가 궁극척

열홉수.

5.3.2 성능 요건

5.3.2.2

5.3.2.3

5.3.2 .4

냉각재 올도 감소

RGS 냉각속도 제어

열척과도상태 극복

정상척 이차측 열제거가 불가능함을

가정하여 가압기 안전밸브로부터 물이

빼져 나가는 것을 방지.

다옴을 가정， 72 시간 동안의 원자로

정지상태에서 냉각채 온도를 400 of

까지 감소. - 제한 딴일 능동기가 고

창 I RSDG에 의한 정상척 이차측 열

제거 빛 정상척 잔열제거 불능 / 자 동

강압계풍의 착동불능 / 하나의 RGP

착동불능.

운전원으로 하여금 설계제한치 이내

에서 RCS 의 냉각속도를 제어.

계통의 작동불능시 열척과도상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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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비안천 RHRS와 병행 PDHR이 비안전관련 RHRS (S/G , 보조급

수계통， RSDC) 와 병립하여， 그러한

계통들에 유해 효과없이 동작가능.

5.3.3.1.4 설계 조건

5.3.3.1.3 자연순환 열교환기

5.3.3. 1.1 다중성

5.3.3.1. 2 딴전등급 칙류천원

RCS 로부터의 단일 홉입부위와 RCS로의

단일 방줄부위를 가점.

다음의 경우에도 작동하는 충분한 기

71 의 다충성 확보. - 자동착동 밸브의

동작 설때시도 PDHR 작동 / 배관 누설

사고사 PDHR 열교환기의 격리

공기구동밸료에는 안전등급 칙류천원 에

의한 척절한 다충성을 채공. 공기 공급

중단시 Fail - Open.

열교환기를 오가는 원자로 냉각재 유

동은 자연순환이 형성되도록 배열.

PDHR 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전출력

설계 압력 빛 온도에 대해 설계.

계통 및 기기 요건

계동의 배열

RCS 와 단일연결부

5.3.3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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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5 기존 경수로 및 각 신형로의 잔열제거계홈

정상시 사고시

기존 경수로 RHRS/추 급수 계통 보조 급수 계통

AP 600 주급수 계동 및 피동찬열제거 열교환기

기동급수계통

SIR 증기발생기 재순환 계통 이차측 복수 계통

애S300/600 증기발생기 강제 순환 ECGS(PSIS) 빛 증기발생기

RCS칸 자연순환

PIUS 증기발생기 강제 순환 Pool Water

VVER 600 증기발생기 강제 순환 EGCS( 초기 냉각)

냉각재 Pond( 장기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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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6 AP600의 과도현상 및 사고 해석 결과

EVENT

o PRESSURIZER SIZING
(Loss Load , Blackout)

o COMPLETE LOSS OF RC FLOW

o LOSS MAIN FEEDWATER

o FEEDLINE BREAK
(Double Ended)

o STEAMLINE BREAK
(Double Ended)

o SG TUBE RUPTURE

o SMALL LOCA
(O"-8"(O-20.32cm) , Cold Leg)

o LARGE LOCA
(Double Ended , Cold Leg)

o CONTAINMENT
(LBLOCA)

o OFFSITE DOSE , LOCA

o AT따’， LOSS MAIM FEED WATER
W/O TRIP

o COl표 MELT FREQ, INTERNAL
EVENTS

o SIGNIFICANT RELEASE FREQ,
INTERNAL EVENTS

o CONT PRESPONSE , CORE MELT

RESULTS

NO SAFETY VALVE LIFT
WITHOUT PORV

DNBR >1.8

NO PRES WATER RELIEF

NO PRES WATER RELIEF

NO DNB

NO SG OVERFILL

NO CORE UNCQVERY

PCT <1500 Deg F (816 Deg C)

PRES <40 PSIG(0.28 MPa) PEAK,
<11 PSIG(O.08 MPa) @24 HR

NRC < 165 REM Thyroid

<5 rem whole body

RCS PRES-2900 PSIG (20 맨a)

-1. 0E-61 년

-3.0E-/9 년

INTACT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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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7 AP600과 기존 경수로의 노섬 용융 확률 바교표

CORE MELT FREQUENCY (/YR)
EVENT AP600 CURRENT

- TRANSIENTS 1.5E-7 1.3E-5

- BLACKOUT 4.IE-8 6.6E-6

- SG TUBE RUPTURE 1.8E-8 1.7E-6

- LOCA (SMALL) 4.8E-7 8.0E-6

- LOCA (MEDIUM) 2.8E-7 5.0E-6

LOCA (LARGE) 6. lE-8 8.0E-7

- AT따. 8.8E-8 2.2E-6

- LOSS COOLING -0 1.lE-5

- INTERFACING LOCA 1.6E-9 1.0E-6

- VESSEL RUPTURE l.OE-7 3.0E-7

TOTALS 1. 2E-6 5.0E-5

PER YR PER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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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8 SIR의 사고해석 결과

EVENT RESULT

Loss of Feedwater Pr빼 p빼reδFιL때iIi짧따싸

Safety Valve Pressure

Total Loss of Flow “M…in뼈i.mum D뼈R (、 1.8 、I‘J 뻐I 빼Dve 애4’ ι23끼

limit

LOCA (2.8" (7cm)) No Core Uncovery with safety
injection flow.
4 hrs core uncovery without safety
injection flow

표 2.2.3-9 SIR의 노심 손상 확률

Contribution to Core
Melt Frequency

Initiating Events Current
Core Damage Accident Sequence PWR SIR

Loss of Offsite Power 3.6E-05 3.4E-08
Trainsients 1.2E-05 1.lE-07
Stearn Generator Tube Repture 1.0E-05 2. 7E-07
Small LOCA 9.4E-06 2. 7E-09
Medium LOCA 3.6E-06 5.5E-08
Large LOCA 3.6E-06 1.0E-09
ATWS 4.8E-06 LIE ‘ 07
Station Blackout 1.4E-06 3.9E ‘ 00

7.9E-05 5.8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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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10. 경수로 노섬용융빈도에 기여도가 콘 사고추이*

PWR BWR

Tr뻐sients without ECC(early) Transients without ECC(early)
Transient-Induced LOGA Transients without Long-Term

without ECC(early) Heat Removal
Small LOCA without ECC(early) ATWS
ATWS Transient-Induced LOCA

without ECC(early)
Transient without ECC(early) Transient-Induced LOCA without

and without Containment Long-Term Heat Removal
Heat Removal

*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Program(ASEP)에 의해 도홈됨 •

표 2.2.3-11. 과도 및 SBLOCA , SGTR에 의한 노심손상빈도 비교

기존가압경수로 AP 600

Transients l.3E-05 2.4E-07
SG Tube Rupture 1.7E-06 2.2E-08
Small LOCA 8.0E-06 4.8E-07
ATWS 2.2E-06 6.2E-08
Station Blackout 6.6E-06 4.2E-08

Total 5.0E-05 1.3E-06

표 2.2.3-12. 과도 및 SBLOCA , SGTR에 의한 노심손상빈도 비교

기존가압경수로 SIR

Loss of Offsite Power 3.6E-05 3.4E-08
Transients l. 2E-05 l. IE-07
SG Tube Rupture l.OE-05 2. 7E-09
Small LOCA 9.4E-06 2.7E-09
A꽤S 4.8E-06 1. IE-07
Station Blackout 1.4E-06 3.9E-I0

Total 7.9E-05 5.8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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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3-7 SIR의 안전 감압 계통 (점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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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3-9 VVER 600의 안전 감압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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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ST

Reactor
Cavity

그림 2.2.3-17 AP 600의 용융노심 냉각계통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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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용기계통

가. 격납용기계동 현항분척

1) 격납용기의 셜계기준

현재 셜계되어 운전되고 있는 공학척 안컨 설비로셔의 격납용기

계통운 설계거준사고로셔 원자로 냉각재 상설사고률 가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된 가상사고시 사고의 진행올 완화하고 자연환경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는 역활올 한다. 격납용기는 결국 원자로

냉각재 계동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누출의 정도와 영향을 완화하여 대중과

발전소 종사자를 보호하는 계통올 일걷는다. 격납용기계통윤 10CFR100 의 P

자로 부지선정 기준과 상호관련되어 설계되며， 사고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를 에워싸는 밀폐체인 격맙용기를 셜계하여 만일의

가상적인 노냉각재의 누출을 밀봉격리하는 역활을 하게 한다. 설계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상사고는 열수력학적 측면에서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정상적인

착동을 예상하여 노심용융을 가정하지 않고 있으며， 방사성물질의

방출로서는 노심용융올 가상하여 노심의 많운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가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격납용기계통윤 이러한 가정하에

설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사고 후 격납용기는 압력의 상승올 막고

사고후 열제거 및 핵분혈 생성물 제거， 폭발성 기체 제어를 통해 사고를

제한， 조철， 완화， 그리고 종결하게 되어 었다.

따라서 격납용기계통은 가상사고시 그 역활을 충분히 유저하기 위하여

격납용기구조물 (Cotainment Structure) 에 추가로 격납용기압력 제어계통

(Containment Pressure Control System) , 격납용기온도제거 계통

(Containment Temperature Removal System) , 격납용기 가연성기체제거계통

- 268-



(Containment Combustible Gas Removal System) , 격납용기공기정화계봉

(Containment Air Purification System) 그러고 격납용기격리계통

(Containment Isolation System) 으로 구성된다.

2) 격납용기의 유형

격납용기의 총튜， 규모， 셰부척인 설계기준을 핵총기공급계통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격납용기의 설계압력과 순자유체책올 산출하는

문제는 핵층기공급계통이 포함하고 있눈 냉각재의 재고량， 올도， 압력 및

냉각채상실사고 재념에 따라 달라지며， 격납용기의 누출률 및 환기계통윤

주변지역에 주는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셜계기준이 달라진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격납용기는 일반척으로 원통형이나 구형이며， 사고시

방사성 물질을 내부에 가두는 개념으로 젤계된다.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껴l통올 완천히 감싸고 있으며 충분한 빌혜를 제공하고 냉각재

상설사고시 고옴고압의 높은 증기를 가둘 수 있도록 충분한 체척올 가지도록

젤계한다. 얼옴융혹식 격납용기의 경우， 얼옴율 이용하여 압력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축소된 격납용기체척과 설계압력을 허용한다. 통상 벽체가

하나이고 철제로 라이닝올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셔는 흔콘크리트와 철제

라이녀 사이를 환기시켜서 대기압 이하로 유지하는 2종 격납용기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 설계압력에서의 일간누출율올 전체 공기체적의 1% 이하로

설계하고 있다.

비등경수로의 경우에는 가압경수로의 경우와 탈리 1 차측과 2 차측

냉각계통의 구분이 없고 원자로 용기내에서의 비등을 허용하여 원자로

용기자체가 증기발생기 역활을 하므로 냉각재상실사고의 개념은

가압경수로의 주증기관 따손사고에 해당되게 된다. 그러므로 가압경

수로와는 달러 격납용기는 압력억제개념 (Pressure Suppression Concept)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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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계된다. 압력억제 격납용기는 크게 Drywell 과 배관계통 (Vent

System) 으로 구성된다. Drywell 은 다량의 물을 포합하논 Wetwell 과

원자로， 그리고 원자로 냉각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관계동은 두개의 Well

을 연결하여 냉각재상실사고 동안 생성 되는 증기를 소멸 (Quench) 시킨다.

통상 2 차 격납용기가 채택되어 생물학척 차폐기능을 담당하며 동시에

정상운전이나 원차로 훈전정지 시에 1 차 격납용기 외부로 누출되는 기체를

배가정화장치를 동하여 처리한다. 비등경수로의 경우 Drywell , Wetwell ,

배관계통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비등경수로의 핵종기공급계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뀐다.

중수로의 경우 철근 혹은 PS 콘코리트와 에폭시와 비닐수지 혹은 철로된

Liner 로 건설된다. 원자로건물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포함 하는

주냉각계동을 포함한다. 한개의 독립된 원자로건물에서 냉각재 상실사고후

증기방출을 하면서 밸브가 열려 진공건물로 통하는 도관이 열리면서 젤제로

방호계통이 확동에 질때하는 경우에도 원자로건물용 대기압 이하로

유지한다. 캔두형 충수로의 경우 냉각채상실사고시 설계압력이 가압

겸수로에 비하여 매우 낮고， 포함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매우 착아셔

허용되논 누출율이 크기 때문에 철제 라이닝 대신에 폐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성발전소는 이러한 개념울 택하고 있으며，

다수기가 존재하는 경우 한개의 격납용기를 여러 호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격납용기는 건설재료 및 설계방식에 따라 철근콘코리트 (Reinforced

Concrete) , PS 콘크리트 (Prestressed Concrete) , 그러고 원통형

(Cylindrical) 및 구형 (Spherical) 으로 구분된다. 결국 격납용기란

압력용기이고 설계시에는 순자유체적과 설계압력 (Net Free Volume vs.

Design Pressure) 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설계압력은 대체로 원통형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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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코리트 격납용거의 경우 45 - 50 psig , PS 콘크리트 격 납용기의 경우 60

psig , 원통형 철저1 격납용기의 경우 40 psig , 그리고 구형 철제 격납용기의

경우 45 - 50 psig가 된다.

일반척으로 운전 및 보수성과 발전소의 이용율과는 밀접한 관계블 가

지며 이는 격납용기의 경우 Accessability 로 나타난다. 구형철제

격납용기의 경우 동일 표면척의 다른 격납용기에 비하여 여유공간이 넓어

운전 및 보수성이 양호하며 될폐성이 우수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구형철제 쩍납용기가 채택되었으나 오늘날벤 거의

모든 형태의 격납용기가 채택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900 꽤e 이하의

원자로에 대해셔는 Steel Lined 원용혐 PS 론크리트 격냥 용기가， 그러고

1300 째e 급의 원자로에 대해서는 1 하로 PS 론크리트 격납용기 그리고 2

차로 철콘 콘크리트 격납용71 가 채택훤다. 일본의 경우 1100 MWe 급의

원자로에 대해 원동형 철제 격납용기나 PS 콘크리트 격납용기가 채택되고 그

외의 경우 원통형 첼제 (38 or 44.5 rom) 혹은 PS 콘크리트 격납용기가

채돼되고 있으며 건설기간의 단혹， 유효공깐의 확대를 위해， 그리고 Polar

Crane을 지지벽 없이 격납용기가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구형 철제

격납용기의 시험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2 중 원통형 철제

격납용기가 채택되고 있으며 철판두께 45mm 까지 용접후 열처리를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격납용기를 살펴보면 격납용기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 브

위에 PS (Pre-stress) 반구형 돔과 원통형 벽체를 얹은 형태이다. 고리 1, 2

호기의 격납용기는 철근 콘코라트 차혜건물과 원통형 철제 용기로

이루어쳤고， 월성의 중수로의 경우 철제라이녀 대신 Epoxy 페인트를 사용한

것 이와에는 모든 호기가 철제 라이너와 PS 콘크리트， 그리고 반구형 돕으로

이루어쳐 었다. 기존 격납용기는 펌펑한 기초 위에 PS 콘크리트 원통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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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Post Tensioning 된 돔형태의 ~1 붕을 가지는 구조물로 고강도

Reinforced Steel 로 Reinforce 되어 있으며 내부는 1/4 인치 두께의

철판으로 Lining 되어 있다. 이 격납용기 구조물운 설계기준사고와 가능한

최대의 지진 상황인 설계기준지진 (DBE: Design Basis Earthquake) 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다.

가) 원동형 철근 콘크리트 격납용기

원동형 철근 콘크리트 격납용기는 바탁 솔래브， 원통형

벽체， 그리고 반구혐 돔 으로 구성된다. Polar Crane 울 젤치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별도 구조체에 Polar Grane 을 셜치하는 경우와 격

납용71 벽체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내부에는 6 - 13 mm 두께의 Steel

Liner 가 있으며 상하방향과 원환방향의 주철근과 내진용 철콘 이 배치된다.

벽체두께가 PS 콘크리트 격납용기에 비해 0.15 - 0.30 m 푸껍고， 철곤이

많이 필요하며， 배근형태가 복잡하여 시공이 어렵고， 콘크리트의 균열올

방저하지가 매우 힘들다. 그러고 정확한 구조척 거동 예측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Post Tensioning 올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힐 수

있다.

나} 원동형 PS 콘코리트 격납용기

원동형 PS 콘크리트 격납용기는 철근 콘크리토 바닥

슬래브와 PS 원통형 벽체， 그러고 돔으로 구성된다. 돔은 부분구형과

반구형와 두 까지가 있으며 내부에는 엮시 Steel Liner 가 었다. 2 중

격납용기일 경우， 2 차 격납용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1 차

격납용기는 PS 콘크리트이고 Steel Liner7} 없는 경우도 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Steel Liner 툴 필수척으로 인허가에서 요구하고 있다. P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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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살며보면 초기에는 수칙방향요로만 Prestress 한데 반하여 오늘날엔

벽체는 2, 돔운 3 방향으로 Prestress 가 요구된다. 원통형 벽체의

원환방향 텐돈 (Tendon) 을 장확시키기 위한 부벽 (Buttress) 은 초기에는 6

개가 사용되었고 현채는 대재 34 재가 사용되며 깐혹 2 개 짜리도 었다.

한편 부벽의 갯수가 줄면， 배곤과 거푸집이 단순화 되고 프리스트레스

장확구가 줄어 경제척으로 유리하고 관통부 제한 구역이 척어진다. Tendon

의 장확법은 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부붙구협 돔의 경우 Ring Girder 를

설치하여 이에 벽체와 돔의 렌돈 올 장확하고 반구혐 톱의 경우 벽체와 돔에

동일한 반돈을 설치하고 바탁슬래브 저부에 Tendon Gallery 내에 장착한다.

유럽에서는 부분 구형 폼이 그러고 미국에서는 점차 반구형이 사용되는

추셰이다. 반 구형돔은 내진성 및 구조적 특성이 좋으며 경제척으로도 약

5%정도 저렴한 것으로 명가되고 있다. 한편 원통형 PS 콘크리트 격납용기

는， 원환방향 텐돈정착을 위한 부벽 때문에 관통부에 제한이 있고

In-service Inspection 을 위한 유치， 보수비가 철근콘크리트 격납용기의

경우보다 비싸다. PS 콘크리트 격납용기는 균열여 척고 밀폐기능이 좋요며

배근량이 적어 공사가 단순하고 설계압력 (60 psig) 이 높은 장점이 있다.

다) 원동형 및 구형 철제 격납용기

원똥형 및 구형 철체 격납용기는 원통형의 경우 약 1. 5 인치

두께와 부분타원혐 혹은 명편한 바닥과 원통형 벽체 그리고 약 0.75 인치의

반구협 돔으로 구성되고， 구혐의 경우 1.5-1.75 인치의 첼판으로 만

들어진다. 대부분 철제 자체 만으로 존재하는 것아 아니라 비산물 보호와

생물학적 차혜를 목척으로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2 중구조 로 되어있다.

한펀 첼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용접후에 그부분의 열처리가

따라야 격납용기 건천성을 확신하게 되는데 세계척인 추셰는 용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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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를 피하는 겸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로 보동 강Loop 이하의 작운

발전소에 채택되며 최대로는 Ice Condenser 와 함께 1200 MWe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현 주요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나쁘고 냉각재 상실

사고의 경우 비대칭 하중으로 인해 계산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인구조밀 지역， 기체확산율이 나쁜 지역， 그리고 항공기 충롤하중이

예상되어 2 충 격납용기가 필요한 경우에 척합하다.

3) 격납용기계동의 기능

가) 얼제거계통 및 격납용기 압력제거기능

격답용기계통에서 쩍납용기의 주된 기능인 생물학척

차폐기능， 냉각재 상실 사고시 방사능의 외부누출율 방지하는 기능올

유지하기 위하여 격납용기 내에 설계된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기 워하여

격납용기 열제 거계통과 격납용기 압혁제거계동의 셜계는 필수척이다. 이

목적올 위하여 살수계통 (Spray System) 그리고 재순환계동 (Recirculation

System) 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밖에 특수한 경우에는 Ice Condenser

그리고 비등경수로의 경우에는 Suppression Pool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1) 격납용기 살수계동

격납용기 살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용기 내부의

증기로 부터 열에너지를 제거함으로써 Injection Phase 동안 격납용기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감소시키는 기능올 가진다. 동시에 방사성 요오드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어서 격납용기 내의 부유성 요오드의 농도를 줄이고，

격납용기 재순환계통과 함께 결과척으로 소외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수준을 줄이는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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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용기 살수계통은 냉각재 상실사고로 인한 초기 Blowdown동안 격납

용기내의 최대압력올 제한하고 분자형태의 요오드를 제거하는 기능 올

워하여 2 개의 살수펌프， 1 개의 살수첨가탱크 (Spray Additive Tank) ,

펌프당 한개의 Edutctor , 살수노즐과 살수노즐이 달린 격납용기내의 살수링

(Spray Rings) , 헤더， 그리고 필요한 파이프와 밸브로 구성된다.

운전초기에는 재장전수 저장탱크 (RWS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에셔， 그리고 살수첨가탱코나 RWST 가 비면 격납용기 하수조 (Sump) 에서

냉각수틀 공급한다.

격납용기살수계통 펌프는 전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수평원섬형태

(Horizontal , Centrifugal Type) 이며 격납용기 설계압력과 노즐의 높이，

파이프라인과 노즐에서의 압력상실에 의한 모든 수두 (Head) 에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순양흡입수두 (NPSH: Net Positive Suction Head) 는

재장전수 저장탱크와 격납용가 하수조의 최저수위변 만촉한다. 쌀수노출은

속이빈 원추 (Hollow Cone) 형 설계이고 1/4 인치 이하의 물체에 막히지

않도록 설계된다. 스테인레스 강어나 척당한 부식저항 물철로 만들어지고

직경 3/8 인치의 구멍 (Orifice) 이 있으며 40 psi 압력차에 700 microns

이하의 물방울을 만든다. 격답용기 하수조에는 격자간격 1/4 인치인 철망이

있어서 그 이상의 불체 유입을 막아준다.

격납용기 살수계통음 주제어실에서 피동으로 혹운 2/4 Logic 인 격납

용기 고압신호 (Hi명I-Hi양1 Pressure Signal) 에 의해서 작동되고， 이 신호는

격납용기 살수계통 펌프를 구동하고 동시에 살수헤더의 방출 밸브를 연다.

격납용기살수계통이 작동되면 재장전수 저장탱크에서 물을 공급받아

노즐에서 방출하는데 각 펌프에서 5%정도의 유량은 살수첨가탱크로부터

수산화나트률 용액을 꺼내기 위해 Eductor 로 들어간다. 수산화나트륨과

섞인 물은 펌프흡입구로 다시 되돌아 와서 pH 8.8 인 용액이 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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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용핵은 분차상태와 요오드블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안전추입의 재순환모드 동안에는 격납용기 살수계통운 잔열제거

열교환기에서 냉각한 후 살수헤더로 물올 공급한다.

(2) 격답용기 재순환계통

격납용기 재순환계통은 격납용기 송풍냉각계통

(Containment Fan Cooler System) 이라고도 불리우며 정상운전시에 격납용기

송풍냉각기를 재순환시켜 밀폐된 격납용기 대기를 냉각하고 냉각채 상실

사고나 층기관파손 상황에셔 격납용기 대기의 올도와 압력율 낮추기 위해 격

납용기 살수계통의 보조계통으로 작동한다. 동시에 격납용기내의 방

사성물질을 여과기를 통하여 감소시키기도 한다.

격납용기 재순환계통운 4 개의 송풍냉각장치로 구성된다. 송풍모터 의

Centrifugal Fan 음 공기대 불 열교환기를 포함하는 두개의 속도룰 갖윤

구동장치로서， 공급수는 모터 열교환가의 냉각매겔이 된다. 정상운전시

높은 속도로 그러고 사고후 운전시 낮윤 속도로 훈전된다. 송풍모터공간

히터는 운전정지 가깐 똥안 외부환경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유지한다.

Damper 는 공기의， 정상운천시 혹은 사고시， 필터부분요로의 흐름올

인도한다.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는 모드로 운전되며 조절

목척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평판핀이 딸린 냉각코일은 격납용기의 열올

제거한다. 정상운전시 주된 열전달 모드는 얼체거이고 사고시엔 옹록이다.

옹혹수를 모아 제거하기 위해 배수구가 제공된다. 공급수는 열교환기의

튜브측으로 들어간다.

격납용기 송풍냉각계동의 목적은 위의 공기를 아래로 불어 넣는데 었다.

그러나 냉각재상설사고와 같은 압력과도현상이 발생한 경우， 역 방향의

공기흐름으로 인한 모터와 팬 (Fan) 을 보호하가 위해 공기 방출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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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per 를 설치하여 역방향 공기흐름올 막는다. 댐퍼 는 중력에 의해

작동되고 팬이 멈출때는 닫혀있다. 공기 방출시에 열리고 역방향흐륨이

생기변 닫힌다. 격납용기 송풍냉각계통은 안전 등급 2 그리고 내진등급 1인

공학척 안건설비이다. 이 계동에 사용 되는 냉각코일은 안전등급 3인

기 기냉각수계통 (CCWS: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에 의해 공급된 다.

격납용기 송풍냉각계통운 4 개중 3 개가 최고속도로 운전되고 격납용기

누설시험 혹운 냉각재상설사고후 상황에서 4 개중 2 개가 중칸 속도로

운전될다. 쩍납용기 쌀수계동과 합께 1 개만 중간속도로 품전 되어도

냉각재상실사고후 냉각요건이 만촉된다. 격납용기 송풍냉각기의 냉각코일윤

모든 환경요건에셔 기능올 수햄하며 정상운천시 그리고 냉각채상설사고후

상황에서외 열제거능력을 가진다.

정상운전시 50 feet 상부에서 공용헤더률 통해 격납용기내의 공기를

흡입하고 유입구쪽의 댐퍼， 거친필터 (Roughing Filter) , 그리고 냉각수롤

통과시켜 팬으로 보낸다. 팬은 Back Draft Damper를 통해 공용 방출헤더틀

동과시키고 격납용기 바닥으로 방출한다. 정상척인 격납용기 냉각올 위해

여러개의 송풍냉각기가 필요하다. 사고운전시 격납용기 송풍냉각기는

격납용기내의 옴도와 압력올 줄이는 기능올 하며 착동신호를 받으면

대진등급 l 의 댐퍼인 송풍냉각기는 유로를 바꾸고 공학척 안전설비에 의해

동력올 천달받는 팬은 사고후 속도로 전환한다. 통상 공기흐름은

좁문제거기를 통파한후 헤따필터블 그리고 냉각코일올 동과하여 냉각시킨 후

팬으로 보내어진다. 특별히 요오드제거가 요구되는 경우 헤따필터 뤼에

활성탄필터를 둔다.

격납용기 재순환계동은 격납용기 살수계통과 합꺼l 작동하여 설계기준

냉각채상설사고에 수반되는 주입기간동안 격납용기 대기로의 에너지

추가효과툴 제한한다. 주입기간동안 모든 능동기기， 재순환기간동안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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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및 따동기기중 어떤 단얼 기기의 고장도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설겨1 한다.

나) 격납용기 공기정화 기능

냉각재상설사고시 사용되는 방사성물짚 유출에 관한

선원항은 10CFR100 과 US Reg. Guide 1.3 및 1.4 에 따라셔 결정한다.

원칙척 으로 노섬 내의 100%회유성기체 (NG: Noble Gases) , 50% 의 요오드

(I: !odines) , 그리고 1%의 입자형물질 (p: Particulates) 이 격납 용기

내에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셔 이러한 방사성물질의 제거는 결국

자연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물철의 양올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맙용기 공기내의 부유성 방사성물질의 제거는 두 개의 계통에 의하여

달성힐 수 있다. 여과기를 사용하여 격납용기 내의 공기를 재순환정화하는

방법과 살수를 이용하여 부유성 요오드 와 입자형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은 이미 격납용기의 얼제거 및 압력강하계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격납용기 살수계통과 채순환계통을 이용할 수 있다.

격납용기 살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용기 내부의 증기로 부터

열에녀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방사성 요오드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어셔

격납용기 내의 부유성 요오드의 농도툴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외로 방물되는

방사성 요오드의 수준올 줄이는 역활을 수행한다. 격납용기 살수계통은

냉각재 상설사고로 인한 초기 Blowdown 동안 격납용기내의 분자형태의

요오드를 제거하는 기능올 위하여 NaOH툴 살수 내에 청가하게 된다.

원자로에 존재하는 방사성요오드는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원소형태

(Elemental) , 업자형태 (Particulate) , 그리고 유기질 형태 (Organic) 로

존재하며 살수에 의한 제거능력은 살수 물방울 코기， 살수량， 살수범위

그러고 NaOH 의 포함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특히 유기질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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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는 제거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격납용기 재순환계동은 송풍냉각기를 재순환시커 밀폐된 격납용기 대기틀

냉각하고， 냉각채상설사고나 증기관따손 상황에서 격납용기 대기의 온도와

압력을 낯추거 위해 격납용기 살수계동의 보조계동으로 착동한다. 동시에

격납용기내의 방사성물절을 여과기를 통하여 감소 시키기도 한다. 격납용기

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우선 거친필터 (Roughing Filter) 툴 거치면 업자상의

물질 (건설시의 분진 등) 은 제거된다. 척절한 공기흐름올 얻기 위해 필터

사이에 먼지가 완전히 낄 경우의 압력강하를 가정하여 선택한다. 그 다옴에

거친필터를 거친 공기의 흐름은 헤파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를 거치게 되고 허l따필터는 입자상의 물질을 추가로 제거한다.

헤파필터는 사고후 입자혐의 방사성물겔의 여과블 목척으로 하며， 제거

효율은 모든 0.3 며코론 이상의 입자에 대해 99.97% 이상이 된다. 그러고

활성탄필터를 추가하여 방사성 요오드의 제거를 도모한다. 요오드의

체거효융은 요오드의 화학척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또한 활성탄 두께에

따라서 다르며 공기 흐름 내의 습기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격납용기 내의 공기정화는 재순환 과정을 통하여 계속척으로 정화시키며，

회유성기체 이외의 방사성물질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격납용기블 열어서

공기를 소외로 방출하는 경우 이 여과기를 통한다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요오드와 업자형의 경우) 을 출일 수 있다.

다) 격납용기 격리기능

격납용기 격리계동은 독립된 계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격납용기를 관통하는 유체배관， 계측기， 환기계통으로써 특정한

격납용기 격리장비를 가지는 계동을 말한다. 정상이나 비상사 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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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를 허용하는 장비로 격납용기 경계변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가상사고의

결과 핵분열생성물의 유출을 막거나 제한하는 계통율 말한다.

사고후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Line 의 Valves 는 열려셔 공학척안전설비가

동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Line 으로는 Low Head Safety

Injection lines , Hi빙1 Head Safety Injection lines , Containment Spray

Lines , 그러고 Containment Building Sump Recirculation Lines 가 있다.

그러나 꽁학척안전설비의 기능정지나 고장시에는 펴동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격납용기를 통과하는 관은 다옵과 같다.

- Containment Sump Recirculation Lines

- Residual Heat Removal Suction Lines from the RCS

- Containment Pressure Instrument Lines

- Seal Injection Lines

- Relief Valves

- Hydrogen Monitoring Panel Sample and Discharge Lines

- Hydrogen Purge Differential Pressure Instrument Lines

- Hydrogen (Purge) Control

- Containment Isolation Pertaining to the Steam Generator and

Associated Systems.

환형공간 부압제어계동 (Annulus Negative Pressure Control System) 은

냉각재상실사고후 즉각적으로 환혐공간내의 최대 압력올 제한하고

환형공깐이 외부보다 최소한 6.5 mm 낮운 수두 압력을 가지도록 합 으로써

격납용기에서 새어나가는데 따른 부유방사능 (Airborne Radioactivity) 의

누출율 최소화하게 한다. 그리고 여과계통을 두어 사고후 소외 방사선

띠폭이 10CFRI00 의 제한치를 념지 않도록 한다.

환형공깐 옴압제어계통은 2 개의 100% 용량의 여과공동 (Filter Pl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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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각 여파공동은 제습기 (Demister) , 거친필터군 (Roughing

Filter Bank) , 전기히터 코일， 헤파필터군， 활성탄 필터， 그리고 2 차

헤따필터군을 포함한다. 보조빌딩 (Auxiliary Building) 에는 2 개의 100%

용량의 배출팬 (Exhaust Fan) 이 위치하 며 2 개의 100% 용량 배출 및

재순환 계통으로 구성된다. 공기배출 과 순환의 양율 조절키 위한 공기댐퍼

(Pneumatic Dampers) 가 있으며 계통 한위 히터가 었다.

냉각채 상실사고나 사고후 상황에서 이 계풍운 자동으로 기동하여 환

형공간에 부압을 유지한다. 두개의 System Train 중 하나는 계통의 기능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순환된 공기와 환형공간내의 기체가 섞이도록 도관

분배계통올 두어 여과된 환혐공간내의 공기가 회수첨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셔 추출되도록 되어있다. 어떠한 격납용기 빌딩의 누출도 환형공칸

자유체적과 찰 섞이도록 분배계통을 두어 환형공간의 각 부분으로부터 배출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계통은 환형공간의 압력이 높아지변 자동으로

기동한다. 이 계통이 기동하지 않는 중이라도 냉각수 상실사고시 운전올

위해 계통 댐퍼는 100% 배출위치로 맞춘다. 전기히팅코일은 소외전원

상실의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성관련 동력공급장치에 연결된다. Plant

운전정치중 개인물업이 요구되는 경우， 팬을 100 % Exhaust 하고 환형공깐

접곤통로를 열어 환기 공기가 들어가도록 한다. 출입구는 밀폐형， Locked

Closed 이고 열린 경우 경보가 올린다.

계동 기기들과 분배도관이 다중적으로 있A며 안전성 관련 동력공급

장치는 단일 기기 고장시의 계동 기능유지를 보장한다. 필터공간은 개인의

출입을 허용키 위해 차펴l되고 단일사고로 여과계동 2 개가 모두 고장나는

것을 막기위해 물리척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계측 및 감시계통의 장비에는

화재 및 연기 감지기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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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납용기 가연성기체제거기능

셜계기준사고에 따르면 수소기체눈 치르코늄급속과 고온의

수충기와의 반융， 노섬과 하수조내의 방사성율 띤 물과 구조재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소농도가 가연제한치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척인

재결합기와 감시겨I동 그리고 사고후 방출계통이 제공된다.

(1) 수소 재결합기

수소 재결합기 (Hydrogen Recornbiners) 눈 격납용기내의

수소놓도가 가연제한차인 전체 부피의 4% 이하가 되도록 젤계한다.

격납용기내의 공기는 자연대류에 의해 수소 재결합기를 통과하고 수소

재결합기에서는 격납용기내의 산소와 결합할 수 있도록 가얼된다. 수소

재결합기는 열척요로 차폐된 금속 도관과 전기저항금속이 덮인 히터로

구성되고 격납용기 살수를 막을 수 있는 용기로 쌓여었다. 수소 재결합기는

예혈기 부분과 히터-수소 채결합기 부분 :그리고 출구공기온도를 낮추는

방출혼합실로 구성 된다. 이 계동은 부식저항성이 있고 고옴에 견디는

불철로 만틀어지 고 Inco1oy-800 이 전기 히터에 피복되어 있다.

따듯한 공기는 오리피스판을 통과하여 전기히터 부분으로 들어가셔

재결합에 필요한 1150 - 1400 F로 가열 된다. 한편 시험 결과에 따르변 ,

수소 재결합 현상은 촉매에 의한 현상이 아니고 온도에 의해 지배되는

반옹이므로， 수소 재결합기자 핵분혈생성물로 포화되지는 않는다.

히터부분은 수칙으로 쌓인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각 부품은 개별적인

가열요소 (Heating Element) 로 구성된다.

(2) 사고후 수소 방출계통

사고후 수소 방출계통(Post-Accident Hydroden P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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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은 방출팬， 원자로 빌딩돔과 방출팬 유입구를 연결하는 방출 유입구

배관， 그리고 방출팬과 사용후 핵연료갱 활성탄 배출 계통을 연결하는

배출도관 연장선으로 각각 구성된 2개의 100% 배출계통(Exhaust Trains) ,

원자로 빌딩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한 압력계로 구성되는 2개의 100%

대기화압측정계통， 2개의 100% 원자로 빌딩 진공보호겨}통으로 구성된다.

수소방출배기계통은 쩍납용기내의 수소농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면

제어일에셔의 수동조좌에 의해 구동된다. 방출팬은 사용후 핵연료갱

배출계톰과 전기척으로 연동(Interlock) 되어 있으며 원자로 벌딩 내부의

압력이 외부보다 낮은 경우 자동으로 진공보호계통의 모터구동 격리계통올

연다. 배출유량은 유량계와 자동조절밸브로 조절되며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부압보호계통 밸브는 원자로 빌딩 내부의 압력여

외부보다 낮은 경우 방출팬의 학동여부와 관계없이 제어실에셔 수동으로

작동된다. 이는 밸브에 전훤을 회복하는 한편 진공보호 격납용기 격리밸브

제어 스위쳐블 열린채로 두어야 합을 의미한다.

모든 방출계통과 부압보호계통에서 모터구동의 격납용기 격리밸브는

전력상실사고시 격납용기 격리신호를 받거나 방출계통이 에너지를 잃으변

자동으로 닫히고 방출팬도 멈춘다. 방출팬은 또한 유량이 설정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멈춘다.

(3) 사고후 수소 감시계통

이 계통은 다중척이고 각각 수소감시때널 (Hydrogen

Monitoring Panel) 을 가지는 Train Related Flow Loops , 관련 배관，

표본선택밸브， 그리고 격답용기격리밸브로 구성된다. 각 왜널은 펌프

열교환기， 수소분석기， 그리고 관련된 계측조절기를 포함한다. 각 루프는

물리척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가능한 외부 비산물이나 제트충롤이 두 루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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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각 루프에는 톡립된 전력원이 제공된다.

각 루프는 수소 재결합기 유입구 혹운 격납용기 돔에서 표봄을

추출하고격납용기 대기로 배출한다.

이 계통운 국부패낼의 수동조작올 위해 셜계된다. 표본추출윤 사고후

24시간후부터 첫주에는 1일 4회 다옵엔 1일 1회로 100일간 계속된다.

필요한 제어， 표시， 경보는 국부패널이나 제어실에 제공된다.

격납용기 격리밸브는 일반척으로 닫혀있고 주체어실에셔 톡립훤 스위치에

의해 제어될다. 관련된 격납용기 관통부로 부터 각 루프훌 열기 위해

두명의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력상실사고시 격리밸브는 닫허고

꽤낼음 동력원올 앓는다. 외부전원이 복구되면 밸브를 열고 감시를

사착하는 훈전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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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형 격납용기

격납용기계동은 용기내의 제반 안전성 계동율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시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누출올 방지하며 생물학척

차폐기능올 제공한다. 신형원자로의 경우에 있어셔 격납용기겨I통은 이와

같은 요건올 만촉시키면서 능동기기의 사용율 가급척 배제시킴 으로써

피동성올 향상시키며， 실제로 사고 발생시 운전원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원이 판단올 내라기까지 시간척인 여유를 줄 뿐 만 아니라 운전원의

개업자체도 배제하려는 성향으로 나가고 있다. 볼 절에셔는 이와 관련지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신형로에 고려되고 있는 격납용기계통율 살며보고

아울러 EPRI 신형원자로 URD 요건의 만쪽여부를 검토하려 한다. 선택된

검토 대상의 신형 격납용기의 유혐운 다옴과 같다.

- AP600 : Steel Containment Vessel

- SIR : Pressure Suppression Tank Structure

- BWR Mark III : Suppression Pool

- HWRF : Passive Steel Containment

- MS300/600 : Quench Pool Steel Containment

- VVER-500/600: Steel Air-Ti방It Shell

1) AP-600 격납용기계통

가) 격납용기 구조

AP-600 격납용기

가합경수로의 철제 격납용기와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하다. 이와 유사한 르기의 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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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용기는 현재 15기의 경수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AP-600

격납용기계동의 특징은 다른 신형원자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동성에

있다. 즉 콘크리트 차혜건불과 철제 압력용기가 푼리되어 있고， 이 사이의

공간으로 공기의 자연대류가 있어서 격납용기의 피동척열제거가 가능토록 한

것과 차며1건물 상단에 철제 격납용기의 외각으로 냉각수툴 훌렬 수 있는

탱크가 있어셔 열제거 효과툴 높인 것이다. 그림 2.2 .4-1 운 AP-600 의

격납용기의 개략척인 도형율 보여주고 있다.

격납용기의 구조불의 구성운 가장 밖에 론코리트 차폐건물이 있어셔

외부로부터의 비산물의 충돌등에 의한 압력， 혹운 하중으로부터

철제압력용기 빛 원자로를 보호하고， 비상시 철제 압력용기 올도강하용

”공기통풍구”， 압력강하률 위한 ”살수용 물탱크” 를 내부에 갖고 있다.

철제 압력용기 (칙경 120 ft) 와 차폐건물 (칙경 135 ft) 사이에는 폭 4.5

ft의 공간이 었다. 격납용기의 체적은 2.7백만 입방피트로 표준 2-LOOP

설계의 3백만 입방피트와 비교하여 약간 작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철제 압력용기를 건설하는 문제는 건셜단가의 증가를 야기하고

또다른 한펀으로 용접후 열처리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강철판의 두께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건전성올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접 후 열처리가

필수척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접후 열처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자체의 규모에 제한이 불가피 하다. 또한 건설에서 격납용기의 공기가

Critical Path 에 걸리므로 건설전 18개월 전에 구매/체착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열제거계통

격납용기 열제거계통윤 방출계통 (Purge System) 을

제외하고는 압력제어계통과 그 기능에 있어셔 거의 구문이 없다고 할 수

- 286-



있다. 측 격납용기에서의 얼제거는 칙접적으로 격납용기내부의 압력을

감압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격납용기와 달러 격납용기

자체의 피동쩍 열제거의 의미는 사고후 상황에셔 수소생성반옹이나 원자로

붕괴열 등의 계속척인 열생성원에 대한 고려라 할 수 있다. TMI 사고에셔도

압력용기의 따괴는 없었지만 50% 의 노심이 녹았요며 실제로 20%가

압력용기 맡바닥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격납용기를

포함하는 제반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대사고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P-600 격납용기의 냉각은 PCC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에 의하여 수행되며， 발전소의 최종 열홉수체가 된다. 계동의 구성은

차펴l건불 상단의 냉각수 저장탱크， 4.5 ft 공간 (동로) , 공기홈입구， 공기

및 증기 배출 구조물， 계측설비， 배관， 밸브 등으로 이루어진다. 사고시

격납용기의 얼전탈은 철제 격납용기를 통한 대기와의 자연대류에 의해서

수햄되고 이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격납 용기 외부표변에서의 냉각수 기화에

의한 열제거도 병행한다. 냉각수는 론크리트 차펴l건물 상단에 위치하며

중력에 의해 배수된다. 3일동안 격납용기를 냉각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냉각수가 저장되고， 보충올 위한 배관 빛 냉각수원이 설치되어 있다.

냉각수가 있는 경우 사고발생 24시간 경과후 셜계압력의 1/4 이하로 압력이

유지되며， 냉각수가 고갈되는 경우에도 사고후 약 2주 후어l 첨두압력를

설계압력의 90%이하로 유지하게 한다. AP-600 격납용기계통의

안전열홉수부 (Safety Heat Sink) 의 단순화된 점을 기존정수로와 비교하면

다옴 표 2.2 .4-1 과 같다.

다) 피동 격납용기 살수계통

격납용기계풍 기능의 변화양상중에서 격납용기 살수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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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목척은 격납용기의 압력상승올 방지하는데 었다. 그러나 격납용기에셔

살수계통은‘ 묵척운 점차 요오드를 제거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AP-600

원자로의 찰수계통도 요오드 제거기능을 르게 하고 있으며 기존

격납용기에셔의 살수 계동과의 차이첨운 역시 살수동력원의 피동성에 있다.

측 동력원으로 압혹기쳐l (질소) 툴 사용함요로써 살수계동의 동작에 필요한

동력원은 단지 밸브를 열어주는 정도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계통의 단순화는 고장율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한펀 AP-600 의

살수계통윤 작동후 30분간 밖에 작동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측 기존

격납용기의 찰수계풍운 전원이 공급되는 한 계속척으로 작동되는데 반하여

AP-600 의 살수계통윤 30 분깐만 작동되게 되어 있다. 격납용기 살수계통에

있어서 설정되어 있는 30분이라는 작동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경수로의 살수계통에서 찰수첨가제로써

수산화나트콤올 사용하여 pH 8.8 의 용액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요오드를

용해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농도라 평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AP-600 의

경우 아무런 첨가제도 사용치 않고 있는데 충분한 요오드 제거능력의 보장

방법과 30분간 작동 시간을 가정하었을 경우 가장 척절한 작동 시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물저장탱코는 모률화되어 공장제작이

가능한 것이 특정이라 활 수 있다. AP-600 격납용기 살수계동의 단순화를

표로 나타내변 표 2.2 .4-2 와 같다.

라)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가연성기체제어에 있어서 기존 격납용기계통과의 차이점은

수소연소기를 격납용기내에 설치함으르로써 가연성 기체를 척철히

제거하는데 었다. 수소제어를 북척으로 수소재결합기 (Recombiner) 2대，

수소감시기 (Diffusion Type Thermal Conductivity Sensor) , 그리고 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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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를 쩍납용기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급숙히 많운 양의 수소방출사 설치된

Glow Plug-Type 의 연소기가 제어실에셔 피동척으로 작동하여 가연성 기체를

제거한다.

마)격리계동

격납용기격리는 관동부 (Penetration) 의 수를 줄입으로써

개선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Canned Reactor Coolant Pumps 의 사용， RHRS

와 SI 설비의 척납용기내부 셜 ;(1 ， 그리고 정상시 Open인 Valves 률 정상시

Closed 로 하는 것둥이 있다. 예률 들어셔 CVCS 취출 빛 충전， Mini-purge

Line 등이 여기에 솜한다. 나머지 관통부는 실왜시 닫히고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를 부확하였으며 고온관 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처장조

냉각펌프로 가는 배관에 정상시 닫힘 밸브툴 3 개 두어 격납용71 외부에셔의

냉각재상실사고의 발생 가능성올 감소 시켰다. 이상파 같운 AP-600

격납용기계동의 격리기능의 개선을 기존 2-Loop 발전소와 버교하여 보면 표

2.2 .4-3 과 같다.

2) SIR 격납용기계통

SIR 격납용기의 설계목적은 1차측이나 2차측 계동 I:/H관따열

사고로 인한 격납용기내 압력증가를 설계치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건전성을

유치하는데 었다. 그리고 원자로용기와 감압탱크내 기체상태의 수용성

핵분열생성물을 피동척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교류 전원이나 운전원의

조치없이 72시간 동안 피동척으로 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고 전체

Zircaloy-Water 반옹에 의한 수소생성량의 75%를 설계 압력의 2배 이하로

격납하여야 한다. 13% 이상의 수소농도룹 제어 할 수단올 가져야 하며，

누출률율 0.1 %/day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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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납용기 경계

SIR 의 격납용기계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SIR 자체의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SIR 윤 주압력용기 (Primary Pressure Vessel)

내부에 로섬， 증기 발생기， 펌프， 가압기가 틀어가고 주압력용기 외부로

연결된 배관은 결과척으로 모두 2 차측 배관이며 주압력용기를 관통하는

가장 콘 파이프의 칙경이 7cm 이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따손시에는 손상된

모률을 원자로 용기의 외부에 설치된 격리밸브를 2차계동으로 부터 격려

되므로 추압혁용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1차측의 냉각재상실은

주압력용기가 깨어지는 경우외에는 발생가능성이 없다(증기발생기 천혈관

따손시에는 손상된 모률올 원자로 용기의 외부에 설치된 격리밸브로

2차계풍으로 부터 격리) 측 SIR의 경우 냉각재 상실사고 (LOCA)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또 주압력용기를 관통하는 파이프가 모두 2차측이므로 격납용기의

입장에서 볼때 비등경수로와 같은 형태로서， 비등경수로에셔 일반척으로

채택되는 압력 억제형 (Pressure Suppression Type)의 격납용기 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2.2 .4-2 와 2.2 .4-3 윤 비등경수로 및 SIR의 압력억제형

격납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SIR 의 격납용기계통은 기존 비등경수로의 압력억제형 격납용기와는 달리

원자로 용기 격셀 (RVC: Reactur Vessel Compartment)올 두고 8개의 원통형

압력억제탱크 (Pressure Suppression Tank) 툴 보조/핵연료 빌딩 옆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위치시커고 이를 연결한 것이다. 원통형 압력억제탱크

외부에는 핀 (Fin) 을 달아 자연대류에 의한 열제거를 가능케 하였는데 이는

격납용기계통에 피동열제거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척으로 격납용기

건전성율 계속척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RVC 는 강철로 라인한 철근

콘크리트로서 원동형 구조물이고， 그러고 제거가능한 돔형 지풍을 갖고

있다. 안천등급 2, 내진 등급 I , 품질보증등급 I 로 설계되며， 설계압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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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g , 설계온도 340 of 이다. 격납용기 대기는 불활성기체를 채워

수소연소를 방지한다. 압력억제탱크는 2 개의 배기모관 (Vent Manifold) 에

의해 RVC 와 연결되며 탱크의 설계온도는 240 of 이다. SIR 격납용기

절계제원은 표 2.2.4-4 와 같다.

SIR 격납용기의 열제거는 완전히 피동적이라 할 수 있으며 LOCA시

용기격실내 고올고압증기가 감압탱코에 유입되면 탱크내 물에 의해 웅축되고

비용혹성 기체는 탱크 상부에 모인다. 물의 온도상승과 압력상승윤 탱크

외부 공기의 자연대류에 의해 제거되며 별도의 열제거 계통， 냉각수

주입계통은 필요치 않다. 또 핵분열생성물 제거방법은 주압력용기를

빼져나온 핵분열생성물 에어로졸이 중력과 격실 표면에 침적 (Plateout) 되는

메카니즘으로 제거되고， 이때 용해성 핵분열생성불은 감압탱크내 물에

용해되고 비용해성 핵분열생성물은 감압탱크 상부에 모이게 된다.

가연성기체 제어는 감압탱르내에 철소공급 계폼으로 부터 철소를

주입함으로써 수소의 연소가능성을 제거한다.

중대사고에 대한 설계로는 대형 냉각채상실사고에 대해서도 격납용기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격납용기 (원자로용기격실， 압력억제탱코，

배관계동)가 셜계되며 원자로 용기격실의 건전성은 현재의 상용

가압경수로보다 중성자조사량의 차수가 4 정도 착요므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압력억제탱크는 핵분열생성불을 세척 및 제거하는 고유한 수단이 된다.

SIR의 경우 붕괴멸은 궁극척으로 외부공기와의 자연 대류에 의해 제거되므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정우에도 장기간에 걸쳐 무제한 열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납용기의 자유 체척은 불활성기체에 의해

채워지므로 피복재와 물의 반응에 의한 가연성 기체의 연소가능성을

배제하며 또한 격납용기 설계압력이하로 이플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용융노심의 고압방출로 인한 칙접격납용기가혈 (DCH: Direct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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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은 교류전원과 관계없어 작동되는 안천감압계통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에 의해 표l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원자로 공동설계 (Reactor Cavity Design) 는 그 규모나 형태에 있어셔 EPRI

의 신형원자로요건을 만촉시킨다고 할 수 있으나， 격맙용기 격리에 대한

EPRI URD의 만록여부는 상셰젤계가 나온 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IR혐의 격납용기계통운 로형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논 의미가 없다. 즉

SIR 혐의 압력억제 격납용기는 SIR 에만 가능한 계풍이며， 다틀 노형의

경우에는 채택시 장첨이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재장천시에는 원자로

용기격설 자체툴 해체해야 하고 운전중에 칙접 주압력용기로 첩근할 수 없는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상훈전시 보수성올 나쁘게 하며， 이용율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틀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압력억제탱코를

8개의 동일한 Unit 으로 만든 것은 압력억제탱크를 모률혐요로 만들어

공장제작을 가능케 하고 훈전 및 보수성올 향상시키며 열천달 표변척을

크게한 것은 장점이라 여겨진다. 원자로격실과 압력억제탱크 간을 연결하는

배관계통의 신뢰도 명가 및 방사성 누출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취득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나) 열제거계통

기존 원자로의 격납용기계통에서 얼제거는 사실상

격납용기내의 재순환에 더 의미가 크고， 응혹성 기체를 응축시킴으로써 격납

용기가 받는 압력부하룰 줄이는데 폭적이 있으며， 실제 열제꺼 능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형원자로의 격납용기계통의 경우는 대부분이

격납용기 자체에 얼제거능력을 부여한다. 이는 중대사고 현상론에서의

계속척인 붕괴열 생성과 지르칼로 01-증기 반응에 의한 반옹얼 생성에 훗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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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얼 제거 메카니즘이 따동척인 것도 주복할 만한

사실이다.

압력억제탱코에는 물이 들어 있어서 만일 증기관 파손이 일어나 고온의

증기가 원자로용기격실로 유입되면 배관율 통해 압력억제 탱크로 틀어가면서

웅축되는 한현 핵분열생성불과 방사성 물질윤 피동척으로 압력억제 탱크의

내벽에 첨확됨으로써 제거되도록 셜계된다. 족 기폰 가압경수로의 격납용기

계통과는 달리 격납용기 살수계통이나 격납용기 송풍냉각계동 그러고

여과계통이 없으며， 모틀 기능이 피동책으로 이루어지도륙 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가압경수로 격납용기와는 탈리 계통이 단순화되어 고장율이

척으며 벌도의 동력원이 요구되지않논 장첨이 있다.

다) 가연성기체의 제어

가연성기체의 제어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로 질소를

주입함으로써 기폰의 가압경수로의 격납용기 계동애셔보다 훨씬 많은 13%의

수소에 대하여 폭발하지 않도톡 한 것이고 둘째로 노심내의 지르칼로이 중

50%가 반용하여 수소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소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폰 가압경수로는 4%의 체적비를 설계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가연성 기체의 Lower Flammability Limit 이다. 즉 SIR 의 경우

초기사건물이 중대사고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줄였으며， 중대사고에 대해서도

높은 여유도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양은 EPRI URD 에서 요구되는 양올

상회하며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라) 핵분열 생성물 제거

에어로졸은 중력 빛 격실 표면에의 침척으로 제거되고，

용해성 핵분열 생성물은 감압탱코내 물에 용해되고 비용해성 핵분열생성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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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탱코 상부에 모이게 된다. 압력억제탱크에는 불이 들어 있어서 만일

증기관 파손이 일어나 고온의 증기가 원자로용기격실로 유입되면 배관올

통해 압력억제 탱크로 들어가면서 응축되는 한편 핵분옐생성불과 방사성

물질은 피동척으로 압력억제 탱크의 내벽에 침확됨으로써 제거되도록

설계된다. 즉 기존 가압경수로의 격납용기 계통과는 달리 격납용기

살수계퉁이나 격납용기 송풍냉각계동 그러고 여과계동이 없으며， 이 모든

기능이 피동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기폰의 가압경수로

격답용기와는 달리 계통이 단순화되어 고장율이 척으며 별도의 동력원이

필요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EPRI의 신형원자로 요건에서는 핵분열 생성물

제거 메카니즘으로 용기벽으로의 지체 (Holdup) 되거나 첨척 (Plateout)

되는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3) HWRF 격납용기계동

가) 격납용기 구조불

본 격납용기눈 미국의 DOE 가 건설하고 있는 Heavy Water

Reactor Facility (H때F) 에서 사용되는 격납용기로서， 미국의 Ebasco

Services Incorporated 에셔 설계한 것이다. HWRF는 자유칙럽원동혐 철제

격납용기 (Free St뻐ding Cylindrical Steel Containment) 로셔 밖은

Reinforced 콘크리트 차페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의 환협공간은 4

띠트로셔 피동혐 냉각올 위한 것이다. 강철 원통부분은 칙경이 188 퍼트，

높이가 117 피트이다. 위는 반구혐 폼으로 되어 있다. 바닥은 타원형으로

47 피트의 갚이를 갖고 Reinforced 콘크리트 기초 뱃트에 Embedded 되어

있다. 이 철제용기가 압력올 유지하는 경계를 이루며 격납용기 살수계통올

유지하고 있다. 본 격납 용기에 관한 그림은 그럼 2.2 .4-4 와 같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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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5 는 HWRF 의 제원올 간단히 표시하고 있다.

이 철제 격납용기블 싸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차폐건물은 내부 칙경 이

196 피트로서 벽의 두께는 3 - 3.5 피트이다. 차폐건물은 방사선 차혜와

외부 비상체에 대응하여 격납용기를 보호한다. 격납용기와 차폐건물 사이의

4 퍼트 넓이의 환형 공간은 공기의 입구로 건물의 중앙부분인 70 띠트

높이에 있으며， 출구는 건물의 꼭대기 (240 피트 높이) 에 위치하고 었다.

피동형 냉각올 분석하는데 70피트 이하에서는 첼판올 통한 열전달율

보수적으로 해셔 무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척으로 격납용기의

압력과 온도가 계산되었다. 실제로는 입구툴 동하여 들어오는 공기는 70

피트 높이 이하로도 내려가서 그 부분의 격납용기를 냉각할 것이다. 이

효과를 무시한 주 이유는 보수성 이외에도 이 높이에 격납용기의 Stiffner

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HWRF 격납용기의 특징은 대부분의 신형원자로의 격납용기계통과 달러

개념적인 단계를 지나서 실제 설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치고 있으며 살수의 도옵없이 피동척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격납용기 열제거계통

이 격납용기는 4개의 Fan Cooler Train 을 갖고 있으며， 1

Train 만으로 사고시 격납용기내 에너지 방출의 50% 를 제거할 수 었다.

추가로 사고후 공기 부유 핵분열생생물을 제어하기 위하여 4 Train 의

격납용기 살수계동이 있다. 원자로용기보다 높은 위치에 보론수 저장조가

있어서 중력에 의하여 물을 공급함으로써 피동형 노섬냉각올 유지하여

교류전원을 동시에 상실한 냉각재상실사고시에 노심의 냉각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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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격납용기계통

기타 신형원차로를 위한 격납용기계동에서 고려되어야 활 것은

소련의 VVER-500/600 파 일본의 MS-300/600 이다. PIUS2l 격납용기계동은

우선 개념셜계상으로는 철근론크리트 격납용기와 그 환기계통으로서 기존

경수로의 격납용기와 다를 바가 없다.

가) MS-300/600 격납용기

일본 미즈비시의 단순형 가압경수로인 MS-300/600 은 일차

격납용기로 철제용기를， 그러고 이차 격납용기로 론코리트를 채운

철제용기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2.2 .4-5 는 MS-300/600 의 격납용기를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일차와 이차 용기 사이에는 피동환형계동 (Passive

Annulus System) 이 있어서 어떠한 누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차 격납용기의

활성탄 여과기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하게 되어 있다. 얼하 격납용기 내에

있는 Quench Pool의 물은 격납용기내의 원자로 냉각재 회로를 완전히 잠기게

할 것이다.

일반척요로 2중 격납용기를 채택하는 것운 항공기 등 외부 버산물의

충돌하중이 예측되거나 공기확산율이 낮은 경우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경우이다. 즉 2충 격납용기 계통을 채택하는 경우 발전소의

안전성이 증대되는 반면 격납용기 자체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전체

건설비가 증대된다. 또한 철제 격납용기틀 채택하는 경우 철제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보장하기위해 격납용기의 두께가 제한치를 념어서게 되변 용접후

열처리를 필요로 하여 경제성올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크 기를

제한하게 된다. 측 이 경우 발전소 용량을 격납용기가 제한하게 되는

단점이 생킬 수 있다. 또 MS-300/600 의 사고관리를 보면 비 냉각채상실사고

(non-LOCA) 및 극소형 냉각재상실사고시에는 능동기기가， 중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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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상설사고시에는 대해 피동 기기가 작동하도톡 되어있다. 그러므로

안천계통의 피동성 자체는 다른 선혐원자로의 안전계통과 비교할 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척으로 가능한 설계로 여겨지며 드럽형

중기발생기와 Quench Pool 의 개념운 중대사고 완화에 효과가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 VVER-500/600

소련의 VVER-500/600 의 격납용기는 철제격납용기로셔 밖에

콘크리트 차혜건물이 었다. AP-600 과 비슷한 형태로셔 공기의 흐몸에

의하여 격납용기를 냉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열전달을 향상 시키기 위한

냉각수의 공급이 없다. 즉 VVER-500/600 격납용기 계통은 2중 격납용기

계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럼 2.2.3-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철제 공기밀혜용기 (Steel Air-ti뺑t Shell) 로

구성되어 있다. 철제 공기밀혜용기는 1차계통과 안전계통 및 핵연료

재장전계동을 감싸고 있으며 방사성물질올 국부화 시켜 공기밀폐 공간내의

열제거를 담당한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건불과 공기밀폐용기 사이에는 기타

안전관련 계통이 셜치되었으며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외부충격으로부터

내부기기를 보호하며 공기밀폐 공간으로의 냉각류를 제공한다. 즉

철근콘크리트 건물 상단에 구멍을 뚫어 아를 통하여 외부의 대기와 내부의

옹도가 상송한 기체의 혼합을 허용한다.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철제

공기멀훼용기 사이 공간안 환혐 공간 (Annulus) 내에 냉각수원 (Reservoir)

율 두어 사고시 전력생성 루프 (Power Generation Loop) 와 2차측 증기발생기

부분이 격리되는 경우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나오는 고온의 증기를 냉각시격

준다. 즉 증기발생기 2차측은 2개의 루프와 연결되어 정상운전시에는

전력생산루프와 연결되고 사고발생시에는 냉각수원에 연결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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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측면에셔 향상윷 가져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VVER 의

경우 2충 격납용기 모두가 첼제라는 것은 격납용기 가격의 상승올 야기시킬

수 있요며 모률화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설계상태를

검토해 보면 매우 개념척인 단계에 있으므로 현실화하기 까지에는 많은

설계의 변경 빛 실험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된다.

5) URD 요건 만족여부

가) 일반요건

격납용기 형태는 대형 Dry , Steel Shell 형태로 한다.

피동척 냉각 측면에서 Reinforced나 Prestressed 보다는 Steel Shell 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SIR 에서 언급하고 있는 압력억제혐의

격납용기는 본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그러나 비등경수로의 경우를

따른다변 URD 요건들의 만족여부를 혹청하여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셔

논의되고 있는 원자로의 격납용기는 대부분 개념척 설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구체적인 상세설계에 입하면서 URD 요건을 충족시쳐야 할 것이다.

만족여부에는 모든 격납용기 형태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중대사고 요건

발컨소는 중대사고 발생에 대웅하여 격납용기계통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연성기체 생성으로 언한 압력 및 온도를 제어하는 설비

- Corium-Concrete 상호작용으로 인한 비응혹 기체 생성을 막눈 설비

- 원자로 압력용기를 신뢰성있게 감압하는 설비

잔얼채거시 격납용기 냉각을 위한 피동척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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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대사고의 진행을 분석함으로써 중대사고에 대항하여 충분한

설계 여유도가 있옴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중대사고 진행윤 PRA 룹

통하여 격납용기 성능올 분석함으로써 선정할 수 있다. 전체

평균발생빈도가 대략 l.OE-7 /로.년 인 제반 진행운 격납용기 반용을 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분석한 중대사고 진행에서 얻은 부하는 LOCA 플러스 수소

부하와 비교하여 셜정된 격납용기의 제반요건을 만쭉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가압경수로의 Cavity는 압력용기의 손상후 상당한 양의 노심 파편이

기체에 의하여 Cavity 로부터 격맙용기 대기에 이송되어 혼합되지 않도룩

설계하여야 한다. π1 동혐 ALWR에서는 원차로 냉각재계통 감압에의한 DCH

(Direct Containment Heating) 의 분제점이 없다는 것을 구체척으로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융하는 구체척 Cavity/Pedestal Drywell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 노섬따펀 냉각을 추구하는 Cavity 의

크기로서 노심 따편이 낼려지는 구역이 얼출력 1 ~뼈 당 O.02m 이상이

되도록 격납용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중대사고 발생시 Cavity 내의 노섬

따편을 냉각하기 위하여 물로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3일간 물에

채워지도록 띠동척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능동적 수단도 보조로

제공하여야 한다.

중대사고의 요건은 모든 격납용기가 만족시키는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척용하여 나아가야한다. 또한 실험에 의한 검증도

계속되어야 한다. AP-600 과 SIR 의 격납용기 설겨l개념은 상이하므로 이

두노형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다) 얼제거요건

격납용기의 열제거능력으로 피동형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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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CCS 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은 AP-600 을 기준으로 한것이다.

격납용기 열제거 계통은 피동척으로 다읍의 기능올 수행해야 한다.

LDB 사고시 일차격납용기의 압력이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격납용기내의 열올 제거한다. 그리고 사고후 24 시깐내에 설계압력의

50% 이하로 갑압 하여야 한다.

LOCA 및 이차계통 배관파열 사고시 격납용기의 압력과 온도를 밸리

강하서켜셔 허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PDHR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작동중 IRWST 에서 층기가

발생할때 일하격납용기내의 얼올 제거한다.

- 열제거를 위한 물저장탱크는 3일 동안 냉각수를 공급할 능력율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물저장탱크가 3일 후 고갈되고는 공기의 자연대류에

의한 격납용기 냉각에 의해 최대허용압력을 초과하게 해서는 안된다.

- 물저장탱크로부터 격납용기에 급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두 그줍의

밸브를 제공하여 한개의 밸브가 개방되지 않을 때에 대비 한다.

-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자연대류에 의한 냉각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형시험올 통하여 그 능혁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화전의 용수를 직접 격납용기와 용수저장탱크에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냉각계통의 구조는 내진등급(Seismic Category) 1, 안전등급(Safety

Class) 3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AP-600 에셔 상기의 열제거요건올 만촉시키기위하여는 많은 실험에 의한

검증과， 상셰설계가 구체척으로 추진되면셔 여러가지 설계변경이 예상펀다.

상기의 요건을 SIR 격납용기에 척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 핵분열생성물 누출제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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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 누출제어는 LDB 사건에 대하여 규제 선량

제한치를 만족하도톡 설계되어야 하며， 보호가능 (PAG: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선량제한치를 만족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LDB 사고문석에서 선량계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격납용기의 최소허용

누출율은 최대계산압력에서 일간 0.5 w/o 률 기준요로 한다. 0.5 w/o 툴

초과하는 누출율은 설계자의 평가를 기준하여야 한다. 누출율윤 10CFR50 ,

Appendix J , Paragraph lI.D 에 정의한 바를 따른다. 소외 선량계산올 위한

누출율은 격납용기의 압력강하률 고려할 수 있다.

Personnel Door나 Equipment Hatch 와 같운 모든 관통부는 핵분열생

성물의 누출을 제한하고 행정척 통제불 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 관통부에논 위치 지시계 빛 경보를 가지며 제어실에셔 읽고

경보를 들을 수 었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관리 측면에서 울천원올 보조하는

경계변의 안팍에서의 방사선 준위를 감시하는 척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제어똘 위한 설비는 주기적 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올 확인활

필요가 있고 이 시험의 수행올 위한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제어셀은 LDB 사건후 방사선피폭이 전신선량 5렘과 72시간의 교류천원

상실올 초과 해서는 안된다. 주제어실 내 훈전원의 피폭선량은 방독면이나

보호의복을 창작하지 않을 경우 피부선량 75햄， 갑상선 선량 300렘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한치툴 만족하기 위하여 개인 보호기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제어질 Habitability 를 위하여 추가 피동계통올 배제하지는

않으나， 가능한 최소로한다. 전천원 상설사고시 압축공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핵분열생성불 누출율 제어요건의 만족에는 문제가 없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선량요건이나 주제어실 Habitability 요건의 만족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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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연성기체 제어요건

발전소 절계에는 수소의 생성， 방출 그리고 연소를 제어하는

계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소가 발생한 사건에서 사건 진행동안

및 사건 후에도 필요한 사고 방지 및 완화기능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LDB 에셔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가연성 기체제어계통픈 설치 되어야 한다.

수소기체의 농도는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수소기체 제어의 일환으로 연소가 불가피하면， 안전정지 와 격납용기

건전성올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가 연소중 빚 후에 본래의 기능올

수행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격납용기가 싹아서

13% 제한치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때에는 Inerting 보다는 I밍litor의 설치가

단순해셔 바람칙하다고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AP-600 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SIR 의 경우는 Inerting 이 더 척합하다고 본다. 그러고

격납용기 내의 수소의 농도 (Inerting 의 경우는 산소의 농도) 를 측정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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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4-1 AP-600 격납용기 안전열흡수부 기능개선

기 기 상용 2-1oop 발전소 AP-600

펌프 6 0
탱크 2 1

기계식 송풍냉각탑 4 0
원격 밸브 34 4

표 2. 2.4-2 AP-600 격납용기 살수계동의 단순화

기 71 상용 2-1oop 발천소 AP-600

펌프 2 0
탱크 1 6

원격 밸료 8 3
찰수첨가제 수산화 나트륨 없음

표 2.2 .4-3 AP-600 격납용기 격러 및 관동부 개선

기 기 상용 2-1oop 발전소 AP-600

관동부의 수 93 48
정상열린 관통부 38 13

고장시 그대로인 관통부 15 0
정상 잔얼제거관의 장벽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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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4-4 SIR 격납용기의 설계제원

설 계 변 수 설 계 치

원자로 용기 격실
자유체척 2400 rn3 (85 ,000 ft3)
설계압력 241 kPa (35 psig)
설계온도 171 C (340 F)

압력억제 탬코(8개)

칙경 6 rn (19.7 ft)
높이 20 m (65.6 ft)

철계압력 241 뻐a (35 p0sig)
설계온도 116 C (240 F)

총압력억제탱크 Pool 부피 1985 m3 (69 ,900 ft3)
총압력억제탱코 Vapor 부띠 2270 m3 (80,000 ft3)

표 2.2 .4-5 HWRF 설계제원

설 계 변 수 설 계 치

열출력 2500 MWth

노심의 옴도

입구 49 C (120 F)
출구 104 C (219 F)
유량 39.0E+6 kg/hr (86.3E+6 lbs/hr)

격납용기

강철용기 칙겸 57.3 rn (188 tt)
강철용겨 높이 78.6 rn (258 ft)
설계압력 172 kPa (25 psig)
자유체척 1416 rn3 (5xl06 t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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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BWR 격납용기 및 압력억제수조냉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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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 조 계 통

가.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

각국의 신형 원자로 (AP-600, PIUS, SIR, VVER-600 , 및 MS-300/600)

중 AP-600 과 SIR의 화학 및 체척 쩌l어계통올 대상으로하여 개념설계 특성을

검토하였다.

1) AP-600

가)설계특성

AP-600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은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연속척인 정화， 원자로 냉각재 계동 냉각재양의 조절 (정해잔 가압기

수위의 유지) , 붕산수 보충이 필요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등에 보충수 제공，

그러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효과학 조건 제어 (용해 수소 농도， pH ,

붕소농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 상업용 가압형경수로와의 기능상 콘 차이는， AP-600의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온 안전71능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AP-600의 중요한 특성

으로는 다옴과 같은 점이 었다 (그럼 2.2.5-1 참조)

- 기존 가압형 경수로의 충전펌프는 정상운전시 충전유량올 유지하기

위해 계속 작동되어야 하는반면， AP-600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보충 펌프 (Makeup Pump) 는 정상운전시 작동되지않으며 핵연료

연소에 따른 반응도 제어 및 발전소 정지시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붕산 농도 조절등 특수한 용도로 간혈적으로 사용된다. AP-600 의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은 정상적인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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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원동력으로 원차로 냉각재 펌프 수두를 이용한다.

- 기존 가압협 경수로는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수소 보충올 위하여

체적 제어 탱크를 이용 하지만， AP-600에는 체적 제어 탱코가 존재

하지 않으며 고압수소 용기에셔 원자로 냉각채 계통으로 직접

수소률 추입한다.

- AP-600은 원자로 냉각채 펌프로 Canned 모터 펌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펌프의 사용으로 인하여 빌뽕주입과 관련된 모든

기기와 배관들이 화학 및 체척 제어 계통으로부터 제거되었다.

- AP-600 화학 빛 체척 제어 계통윤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화학 및

체척 저1 어 계동으로의 모돈 유출수(Effluent) 를 재사용하기보다는

System으로 이송한다.

- 기존 가압형 경수로에 비하여 AP-600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 설계

특성중 하나는 기기 및 장비의 모율화야다. 이런 모률 건설기술은

선박， 항공기， 그러고 석유화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올 입증된 기술

(Proven Technology) 이다. 이 기술의 사용은 비용과 시간변에셔

상당한 철강을 가져온다. 관련 기기와 배관올 제공하기 위해

코기가 12x12x27 ft.(365.76x365.76x822.96 cm) 인2 개의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 모률이 건물내에 설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 모률은 방사놓 기기를 포합 하며，

기기와 밸브를 위한 차혜가 톡별히 고려되어 있다. (그림

2.2.5-2) 는 화학 빛 체척 제어계통의 모률을 보여주고 있다.

- AP-600 화학 및 체척 제어계통은 출력운전동안 방사성 기체의 연속

제거를 위하여 체척 제어 탱르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체들은 생성과 분열에 의하여 평형정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차며l 설계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방사능 준위에 칙접 관련이 되어，

- 312-



기존의 가압형 경수로 차폐기준운 100핵연료 손상율에 기준올

두었지만， AP-600은 25 핵연료 손상율에 기준올 두어 차혜 설계

요구조건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완화 되었다.

- 연료재장전 혹은 보수를 위한 원자로 정지동안 원자로 냉각재 계동

압력 겸계를 개방하기전，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수소와 방사성

기체의 제거가 필요하다. AP-600 화학 및 체척 제어 계통은 핵체

폐기물 처리 계통 기체 제거기 (Degasifier) 를 이용하여 원자로

정지시 기체 제거를 수행한다.

- 사용후 수지처리에 사용되는 밸브는， 기존의 가압혐경수로의 경우，

낮은 압력이 가하여지는 까닭에 Plug 밸브나 Diaphragm 밸브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AP-600 의 경우， 원자로 냉각재 계풍의

전압력여 가하여지는 까닭에 이러한 밸브들을 사용할 수 없다.

Diaphragm 밸브는 설계 압력을 견딜 수 없으며， Plug 밸브는 설계

합력올 견디기 위하여， 냉각재를 오염 시킬 수 있는， 환활제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AP-600은 Ball 밸브를 채택 하였다.

나)평가

현채까지 화학 및 체척 제어 계동에 대한 상셰 설계가 결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설계 특성올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EPRI

URD의 요구 조건을 어느정도 만족하는지의 검토를 동하여 AP-600 화학 및

체적 제어 계동에 대한 명가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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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URD 요구조건 AP-600 만족여부

1. 안전관련 요구 조건 삭제 안전기능 수행하지 만촉
않읍

2.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불소 보충펌프를 통하여 만촉

농도 변화의 수단체공 수행

3. 원자로 냉각재 계동의 처l척 가압기 수위 제어로 반촉

제어 수행

4. 부하추종운전에 사용 않옵 부하추종운전시 Gray 만촉

쩨어봉 사용

5. 보충펌프로 원섬펌프 사용 보충펌프로 불만촉
왕복동펌프 사용

6. 가스제거는 액체 혜기물 처리 가스제거에 왜체 만족

계동 이용 폐기물 처리 계통

이용

7. 화학 첨가를 위한 수단 제공 화학혼합탱크등 만족

관련 탱크와

보충펌프 이용

8. 원자로 냉각채 계통으로 수소 고압수소병으로 만족

첨가 수단 제공 칙접 원자로

냉각제 계동으로

위의 평가 결과 AP-600 의 화학 빛 체적 제어 계통 설계는 보충펌프로

왕복동 펌프 사용을 제외한 EPRI URD 의 요구조건들올 충실하게 만촉 시킴을

알 수 있다.

AP-600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의 설계 개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충전펌프， 체적 제어 탱크， 붕산 회수 계통， 밀몽 주입

계통외 처I거로 인한 계통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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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가압형 경수로와는 달리 처l척 제어탱크의 제거로 인한

기체 폐기물량의 감소.

- 화학 및 체척 제어 계동와 비안전 기능 수행으로 계똥 및

운전의 운전의 단순화.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올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분석이 요구된다.

- 붕산 회수 계통의 제거로 인한 액체 혜기물량의 증가.

- 모든 화학 및 체척 제어 계동 기기에 원자로 냉각수 계폼의

전압력이 걸림으로 인한 기기 제착비용의 상승.

- 충전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원자로 냉각채 펌프의 수두흘 충전동력

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학 및 체척 제어 계통내의 재생열교환기，

추출열교환기， 정화이온교환기， 여과기 및 배관에서의 압력강하가

원자로에셔의 압력강하보다 콜경우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으로의

충푼한 유량 확보에 어려옵이 예상됨.

- 원자로 냉각재에 고압수소 용기로 부터 수소가 직접 주입됨으로써，

수소농도 조절의 어려옴이 예상됨.

다)추천사항

화학 및 체척 저l어 계동의 안전 관련 기능 제외 및 원자로

냉각재 펌프로 Canned 모터를 사용합요로 인한 밀봉수 주입 계동 삭제 특성

등은 한국형 신형로 채택시 도입을 추천합.

2) SIR (SAFE INTEGRAL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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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셜계특성

ABB-CE가 개발중인 신형안전로 SIR의 화학 및 채척 제어 계통

기능은， 원자로 냉각수를 정화하고 원자로 냉각시 원자로 냉각재블

보충하여 주는 것 이다. 냉각수 보충은 보충수 펌프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또한 기존 상업용 가압 경수로와는 달리 비안전 기능만올 수행한다.

SIR 역사 AP-600과 같이 냉각재 펌프로 Canned 모터 펌프를 사용함으로

밀몽주입 관련 계동의 기가와 배관들의 제거가 가능하게되어， 화학 및 체척

제어 계동의 단순화가 가능하여 졌다.

노심 반옹도 제어를 위하여 제어용과 가연성 복물질을 사용하고 봉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붕소 농도 조절 빛 붕소 회수를

위한 계통이 제거되어 화학 빛 체적 제어 계통이 단순화 되었다.

나)평가

SIR의 화학 빛 체척 제어 계동에 대한 상세 설계 개념이 아칙

결정 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설계 개념에 대한 EPRI URD 요구

조건의 만족 여부블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PRI URD 요구조건 SIR 만족여부

1. 안전관련 요구 조건 삭제 안전기능 수행하지 만족

않음

2.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체적 보충수 펌프를 만족
제어 통하여 수행

3. 부하추종운전에 사용 않음 제어봉과 가연성 만족

독물질 사용하여

노섬 반응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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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의 미비로 척절한 평가가 불가능하나， 지금까지 밝혀진 SIR

화학 및 체척 제어 계동의 설계 개념은 다옴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반용도 제어률 위하여 붕산수룹 사용하지 않옵으로써， AP-600

이나 기존의 가압협 경수로와 비교하여， 출력 변동시 붕소 농도

조철을 위한 Feed and Bleed 운전으로 인한 폐기풀량이 생성되지

。1으.‘:rr I:J •

- 붕산수 휘급을 위하여 필요하던 붕산소 저장 탱크， 붕산수 보충

펌프， 붕산 회수 계통등의 제거로 인한 화확 및 체척 제어 계통

및 운전의 단순화.

- 원자로 냉각채 펌프로 Canned 모터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밀봉

주입 계통의 삭제로 인한 계통의 단순화.

다) 추천사항

붕산 관련 겨1동의 제거는 화학 및 처l척 체어 계통 측면에서

계통 빛 운전의 단순화에 절대척으로 기여함으로， 한국형 신형로에 도입

검토를 추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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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 전원 계통

전원계동은 크게 소외 천원겨l통(Off-Site Power System) , 소내 AC

전원 분배계동 (On-Site Power Distribution System) , 소내 대기 AC 전원

운배계동(On-Site Standby AC Power Distribution System) , DC 전원공급

겨1통(DC Power Supply System) 빛 저전압 주 AC 전원 공급계통(Low Voltage

Vital AC Power Supply System) 으로 구성된다.

천원계동은 계측제어계통올 포함한 발전소 보조 및 서비스 부하에 천원을

공급하고， 소내 AC 및 DC 전원계동은 발전소의 기동， 정상 운전， 정상

정지， 비상 정지 및사고 완화를 위한 담당 부하에 따라 안전등급(Class

lE)과 비안전등급 (Non-Class lE)으로 나누어진다.

천원의 다중성， 장비의 자격검정 및 운전과 유지보수에 대한 명백하게

규정된 요구사항을 위해， 소내전력계동음 크게 다읍과 같은 3 개의 계층

(Tier) 으로 나누어진다.

1 번째 층(1st Tier) 은 발천소운전만을 위한 ”비안전부하”에 천원을 공급

하는 "AC천원 분배계통”을 말한다. 2 번째 층(2nd Tier) 은 어떠한 상황

에서도 풀전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소외 천원상실시) ,

발전소 정지시 필요한 ”상시 바안전부하·"(Permanent Non-Safety Loads) 에

천원을 공급하는 "AC와 DC 천원분배계통”율 말환다. 상시 비안전부하는

원자로 압력제어 등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하， 화재

방지를위한 계동， 계측/제어계통 및 전산계동 등과 같은 비안천등급 발전

지원계동 부하， 터빈 보조계동 등의 부하률 포함한다. 3번해 층(3rd Tier)

은 안전등급(Class lE)에 전원을 공급하는 "DC 빛 저전압 주 AC 맛데리

등의 천원계동”을 말하고， 피동 안전계통들에 대한 ”기동 빛 제어”의 자동

운전을 위해 DC 전원올 공급한다. 비상 전원계통은 이용율， 발천소 정전，

- 318-



단순화， 빛 표준화등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1) AP600

가) 설계 특성

그림 2.2.5-3 과 같이 소외천원 상실 사고시 필요한 비안천

등급 AC 부하에 천원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의 비안전등급 디젤발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디젤발전기는 소외전원상실시 발전소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고 피동형 안전계동에 대한 위험올 줄인다.

안천등급 DC 전원 분배계동은 계측제어계동의 AC 인버터와 4 개의 보호

채널 빛 사고 감시장비에 관련 DC 전원부하에 천원을 공급한다. 즉 사고시

피동 안전계동들에 대한 ”기동 및 제어”의 자동 운전을 위해 DC 전원을

공급한다. 이 계동은 보조건불에 하나의 하부 계통당 2 대의 축전지를

가진 안전동급 125V DC 전원을 공급하는 4 개의 축전지 하부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축전지들은 사고에 대한 대처와 발전소 상태흘 감시

하기 위해 72시간 동안 재충전 없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한 하부계통의 두 축전지들은 병렬운전되지 않는다.

안전등급 DC 전원 분배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시에는 2 대의 480V 안전

등급 개펴l장치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축전지를 충전하며， 소외전 원 상실

시에는 디젤발전기 기동시까지 축전지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또한

발전소 정전시 (Ststion Blackout , 모든 AC천원상설， 즉 소외전원과 소내

디젤 발전기의 기능 상실) 발전소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혹전지의

지원을 받는 안천등급 인버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비안전등급 DC전원 분배계통은 전원 상실사고시 발전소 운전， 특정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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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빛 발전소 제어와 감시계통 운전에 요구되는 비안전 관련 BOP 부하에

천원을 공곱한다.

정상운전시에는 480V 딴전동곱 개폐장치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480V

계통의 사고시에는 축전지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이 계동응 하나의

하부계통에 하나씩의 축전지를 가진 다옴과 같이 9개의 인버터툴 지원하는

5 개의 축전지 하부계흉들로 구성된다.

- 4 개의 인버터에 125/250 V DC의 전원을 공급하는 두개의 촉전지 하부

계통 (부속건물， Annex Building)

- 발전소 컴퓨터(l인버터) , 안전계동(Security System, 1인버터) , 비안전

관련 계측(1 인버터)

- 1 재의 인버터에 250 V DC의 천원올 공급하는 하나의 축전치 하부계통

(터반 건물，Turbine Building)

- 2 개의 인버터에 125 V DC의 전원을 공급하는 두개의 축전지 하부계통

(펌프건물， Pump House)

소내 AG전원 분배계통은 원자로 냉각펌프와 관련 보조기기 및 터번

보조기기 등의 발전소 보조부하와 발전소 정상운전을 위한 보호 및 감서

감시계동 등의 비안전 관련 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급수펌프， 옹축

축펌프， 기기냉각수펌프， 원자로냉각펌프 및 HVAC 냉각기들운 4160V 모선을

통해 전원을 공급하고， 나머지 기기들은 480 V 모션을 통해 전원을 공급

한다. 4160V 계통의 부하들은 5개의 개폐장치 모선에서 천원을 공급받으며

이 중 하나의 개혜장치에 소내대기 AG전원계통이 연결되어 외부천원

상설시 4160V 모선에 연결된 디첼발전기에서 원자로의 안전 정지에 필요한

비안전 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소내대기 AC천원 분배계통은 소외천원 상실에 대비하여 1 대의 대기 디젤

발전기와 4160V AG 모선에 연결된 분배계동오로 이루어져 있다. 소내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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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천원 계통은 터빈정지를 동반한 소외천원 상실사고시 원자로의 안전

정지를 위하여 다양한 비안전 관련부하에 전원을 공급하지만， 이 계통은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수적이지는 않고， 투자애 대한 보호를 위한 다양한

비안전 관련 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나) 평가

AP600의 천원계동은 기존 원자력발전소 및 산업계에셔

충분히 입증된 기술을 사용하고， 천체 발전소의 단순화와 안전성 향상의

북척에 부합되고， 피동협 안천계통의 성격올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효1동 안전성 개념의 채택으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천원계통에서의

안전등급 계통들이 AP600 천원계통에셔는 대부분 비안전등급화 되었다.

기존 발전소와 설계상의 많은 카01점이 있는데， 발전소 정치에 관련된 안전

계동들의 피똥형 설계로 인해 발전소정전시 AC전원을 요구하는 안천등급의

륜 부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등급 디젤발 전기가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정이다. 즉 안전등급에 해당되는 펌프 수의 감소， 사고 발생시

요구되는 기기들의 감소 및 발전소 정전시 보호계몽에 요구되는 천원의

감소 등의 이유로 안전등급 디첼발전기들과 관련개혜장치 (Switchgear) 가

필요치않다.

AP600의 띠동 안전계동들운 발전소 청전시 72시간 동안 운전자의 간여와

AC천원 없이 중력， 자연대류 및 내부에너지 등의 고유에너지에 의존하는

피동 안전성을 가지므로 소외전원 상실 및 발전소 정전에 의한 발전소

위험도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피동안전계동의 기동 및 제어툴 위해

전원계통은 DC전원을 공급할 뿐이다. 또한 대용량의 맛데리 사용요로

인하여， 발전소 정전시 운전자의 콘 간여 없이 72시간 동안 천원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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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전의 안전성， 신뢰도， 이용율 및 건설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체

발전소의 단순화 및 AG천원에 악존하지 않는 피동 안전성 개념에 기초한

안전계동의 설계로 AP600 전원계통의 단순화 (Simplicity) 가 가능해졌다.

이로 얀해 유지보수 및 시험이 쉬워졌으며，운전자의 운전능력 (Operability)

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경수로는 전원계동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혀 코고， 천원계동 자체가

안전등급 구성기기가 많다. 또한 소외전원 상실시 안전등급 디젤발전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전원계통에 대한 시험 및 유지보수가 자주 수햄되고

있다. 그러나 AP600 의 전원계통운 단순화된 설계로 안전등급 디젤발전기가

폰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유저보수가 용이한 안전등급 축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원계몽에 대한 유지보수 빛 시험부담의 감소로 인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유지보수 및 시험이 발천소의 이용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발전소 정전시 모든 안전등급 부하률은 대용량의 안천

등급 축전지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AG 안전등급 부하는 안전등급 축전지의

지원융 받는 안전등급 인버터 (Inverter) 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축전지 빛 인버터의 용량 빛 신뢰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AP600 비상전원계통의 EPRI 사업자 요건 만족 여부

합 목

1. 5.2 이용물

만족여부

가. 자료 부족

나. 자료 부족

다.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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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 발천소정전

1. 5.4 단순화

1.5.5 표준화

2.2 기능/운전 요구조건

2.3 계동 구성

2.4 용량 여분

랴. 1 대의 소내대기 AC 전원 디젤발전기

가. 만족

나. 만족

다. 만족

라. 반족

자료 부족

자료 부족

전체척￡로 만족됨으로 보입

전체적으로 만족됨으로 보입

전체척으로 만족됨으로 보입

다) 추천사항

전체발전소 계통들의 피동 안전성에 의거한 단순화된

설계가 전원계동의 단순화에 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등급 부하의

감소 및 안전계동의 단순화된 설계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높윤 신뢰도를 가진 맛데리와 그 분배 계동의 사용이

운전자의 운전능력 및 발전소 이용율과 안전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2) SIR/PIUS

가) 설계 특성

(1)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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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시에는 터빈발전기로부터 소대 계통 빛 회부

송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고， 소외천원 상실시에는 AC 고압계통에 연결된

1 대의 비안전등급 디젤발전기에서 천원옳 공급하며， 발전소 정전시에는

축전지에서 관련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천원겨I통의 단선도는 그립

2.2.5-4와 같이 주요 기기로셔 주변압기 1대， 예비용 변압기 1대와 소내

보조변압기 2대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등급 DC천원 분배계통윤 4개의 톡립된 채낼로 분리되어 있으며， 분리

폴전 (Separate Operation)되는 8 개의 안전 모선 (Safety Buses)을 통해

천원올 공급한다. 발전소 정상운전시에는 모타 제어 센타에서 안전등급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고， AC 천원상실시에는 축전지를 통해 전원올 공급

한다. 소외전원 상설시 소외전원이 복구되면 피똥으로 기동시킨다.

1 개의 DC 개폐장치를 가진 비안전등급 DC전원 분배계동운 안천등급 DC

계동의 한개의 채널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공유운전 (Shared Operation)

되는 2 개의 비안전 모선(Non-Safety Buses) 을 통해 비안전등급 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소외전원 상실시 소외전원이 복구 되면 피동으로 기동

시컨다.

소내 AC천원 분배계동은 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비안전등급의 부하 및

상시비안전등급 부하에 전원올 공급한다. 발전소의 정상운전시에는 발전기

로부터 소내 관련계통 및 외부 송전계통에 천원올 공급하고， 발전기 기동시

에는 터빈발전기가 분리되고 외부계통으로부터 천원올 공급받는다. 소외

전원 상설시 소외천원이 북구되면 피동으로 기동시킨다. 저합계통은 고압

계통에셔 전원을 공급받는 4 개의 로드 센터가 2 개 그톱으로 상호 대칭

되눈 회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모타 제어센타도 2 개로 구분

구성되어 있다.

소외전원 상실에 대비하여 AC전원계통의 고전압계통에 소내대기 AC 전원

- 324-



분배계동으로 디첼발천기 l대가 연결되어 있고， 소외전원 상실시 자동 기동

되며， 발전소 정상운전시에는 단지 시험용으로만 운전된다.

(2) PIUS

전원계동윤 그림 2.2.5-5 와 같이 발전된 전력을

주변압기률 통해 400 뻐로 송전하고， 소내 보조변압기를 통해 소내 전원을

6.0KV 로 공급한다. 발전소의 정상운전사에는 발전기에셔 전원을 공급받고

발천기 기동시에는 외부천원에서 천원을 공급받는다.

발전소 정전시 감시 및 제어에 판련된 부하에 전원올 공급하는 안전등급

DC천원 분배계풍은 2개의 모선에 촉전지 및 운배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운전시 정류기를 통해 충컨되며， 터빈 정지플 동반한 소외전원 상실

시에논 소내 대기 AC천원 분배계통인 디젤발전기에서 전원올 공급한다.

또한 발전소 정전(디첼발전기까지 상실)시 축전지에서 전원을 공급한다.

비안전등급 440V DC천원 분배계통은 단선도에서와 같이 2개의 모선에 축

전지 빛 트리스터 (Thyristor) 와 축전지로 이루어져 있다. 660V 계동 모선

으로부터 변압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으며， 터빈 정지를 동반한 소외전원

상설사 660V 계동을 복구할 때까지 30분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발전소

정전시 이 계통에 의해 원자로틀 저온정지시킬 수 있다.

소내 AC전원 분배계통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며， 터빈 보조기기와

원자로 보조기기 등의 비안전등급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6.0KV 빛 660V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터빈 정지를 동반한 소외전원 상실시 소내대기

AC천원인 디첼발전기가 660V 모선에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6.0KV계동의

전원이 필요한 부하률은 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가동된 디젤발전기에 의해

660V AC천원 분배계통 및 안천 바안전등급 DC천원 분배져l동에 전원올

공급할 수 있다. 소내대기 AC전원 분배계통으로서 2 대의 디젤발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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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V AC계통의 두 모선에 연결되어 터빈 정지를 동반한 소외천원 상실시

전원을 공급하며， 발전소 정상운전시에는 시험율 위해 전원계통과 분리되어

기동된다.

나) 평가

SIR/PIUS 의 전원계통운 기존의 증명된 기술을 사용 하였고，

운전자의 간여를 최소화하는 등의 단순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다.

발전소 정지에 관련된 안전계통들의 피동형 설계로 인해 발전소 정전시

AC천원올 요구하는 안전등급의 부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천등급

디젤발전기들과 관련 안전등급 기기가 SIR/PIUS 전원계동에는 필요치 않다.

SIR/PIUS 외 피동 안전계통들은 발전소 정전시 72시간 동안 AC전원과

훈전자의 간여없이 중력， 자연대류 빛 내부에너지 등의 고유에너지에 의존

하는 피동안전성을 가지므로， 소외천원 상실 및 발전소 정전에 의한 발전소

위험도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즉 원전의 안전성 및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전체 발전소의 단순화 빛 AC전원에 의존하지 않는 피동 안전성 개념의 계통

설계로 전원계동의 단순화 (Simplicity) 가 가능해졌고， 유지보수가 쉬워

졌으며， 시험대상의 감소로 운전자의 훈전능력 (Operability) 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발전소 정전시 안전등급 부하를 위해 유지보수 및 시험이 용이한

대용량의 안전등급 축전지에셔 DC천원을 공급하고있기 때문에， 시혐 및

유지보수 능력이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발전소의 이용율이 증가한다.

발전소 정전시 모든 안전등급 부하들은 안전등급 축전지에서 천원올 공급

받기 때문에， 축전지 빛 인버터의 용량 및 신뢰도가 전원계동의 신뢰도에

콘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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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PIUS 비상전원계통의 EPRI 사업자요구조건 만족 여부

항 목

1.5.2 이용율

1.5.3 발전소정전

1.5.4 단순화

1.5.5 표준화

2.2 기능/운전

요구조건

2.3 계통 구성

2.4 용량 여분

만족여부

가. 자료 부족

나. 자료 부족

다. 자료 부족

라. SIR - 1 대의 소내대기 AC 전원 디젤발전기

PIUS - 1 대의 소내대기 AC 전원 디젤발전기

가. 만족

나. 만족

다.만족

라. 만족

자료부족

자료부족

전체척으로 만족됨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만족됨으로 보입

전체척으로 만촉됨으로 보입

다)추천사항

전처l 발전소 계동들의 피동 안전성에 의거한 단순화된

설계가 전원계통의 딴순화에 콘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등급 부하의 감소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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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 안전성에 기초한 안전겨l종의 단순화펀 설겨i 등이 중요하다고 봄다.

또한 시험 빛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높운 신뢰도를 가진 핫데리와 그 분배

계동의 사용이 운전자의 운전능력 및 발전소 이용율과 위험도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 328-



다. 기기냉각수계통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1) 셜계특정

기존의 가압경수로에셔 본 계통운 안전등급의 펴l회로

계통으로서 방사능을 갖는 원자로 냉각재계동(RCS)과 일차측 냉각수계통

(NSCWS)의 중간 방벽 역할율 하여 방사능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윷 방지

하도룩 셜체되었다. 또한 정상운천중에는 안전성과 비안전성 관련계통의

기기들에， 그리고 원자로냉각재 상설사고(LOCA)나 주층기관 따손등과 같은

사고시에는 안전성 관련 계통의 기기들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이들 기기들에

대한 냉각 기능올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셔 본 계동의 상실윤 곧바로

노섬 용융 사고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기기 냉각수 상실(Loss of

Component Cooling Water) 에 기인한 노섬 용융 빈도는 약 1.1 E-5/YR

(웨스팅하우스 발전소)로써， 전체노섬 용융 빈도인 5.0 E-5J/YR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현， 신형안전로에는 모든 공학척

안전설비가 피동척으로 작동되며 AP600의 경우， 정상운천시는 사용후핵연료

냉각계통과 기기 냉각수계동을 통하여 용수계통(Service Water System) 으로

잔열올 제거하고 (완자로 냉각재 온도 176. 7 0 C (350 0 F)에서) , 사고시에는

비상 냉각수 주입계통과 피동 잔열제거 열교환기를 동하여 대기로 잔열을

방출한다. 그리고 SIR의 경우， 정상운전시에는 증기발생기 채순환계통과

기기 냉각수계동을 통해 용수 계통으로 잔열을 방출하고， 사고시에는 비상

냉각수 추입계통과 안전감압 계동 및 피동 살수 계동을 통해 그리고

격납용기의 자연순환 냉각에 의해 잔열을 대기로 방출한다. 이상에셔 보듯

신형안컨로에서는 노심 붕괴열 빛 기기 찬열올 제거하기 위한 기기 냉각수

계동에의 의존성올 본질척으로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들 노형 각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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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냉각수 계통의 자세한 셜계 특성을 기술하는데는 자료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셔 이들 각 노형에 대한 기기 냉각수계통윤 아칙 상셰설계 단계에까지

이르지 뭇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런데 위 두가지 노명 모두가 EPRI

사업자 요건과 부합되는 설계여야 한다는 점에서 EPRI 사업자 요건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능 요건

기기 냉각수 계통운 비안전 등급의 계통으로 다른

보조계통과 기기들로 부터 멸을 제거하여 용수계통 (Service Water System)

으로 전달하도록 하며 정상 출력 운전이나 안전 정지 동안에 기능하도룩

한다.

기기 냉각수 계통이 담당해야 하는 추된 기능윤 원자로 정지나 발전소

냉각(Plant Cooldown) 시에 노심 잔열 체거， 사용후 핵연료 저강조 냉각，

안전 폴 (Safety Pool) 냉각， cvcs 정화수 냉 각， 펌 프， 모터 , 압축기 , HVAC

Chiller 등의 가기들로 부터 잔열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방사능 물절이

용수계통을 통하여 환경에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용수계통이 원자로

냉각재 계통요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도 담당한다.

- 원자로 정지시 냉각 : 정상 잔열제거 계동 열교환기를 통하여 본

계통은 단일 고장의 가정하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가

176.7 °C(350 OF) 이하로 유지되도록 충분한 열을 제거할 수

였어야 한다. (예 : SIR- 증기발생기 재순환계통， AP600

정상 잔열 제거계동 이용)

- 안천 풀 (Safety Pool) 냉각 : 안천 풀(즉， IRWST) 의 옴도를

단알 고장의 가정하에셔 증기발생 올도 이하로 유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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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핵연료 저창조 냉각 : 발전소 운전중， 재장천중，

보수중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열교환기로 부터 방사능 붕괴열을

충분히 제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기타 보조계통 냉각

위의 기능들에 대한 시작 및 종료는 운천원의 판단에 의한 조작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며 자동적 작동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나) 용량

기기 냉각수계통은 최소한 2대의 펌프와 2대의 열교환기블

구비해야 한다. 하나의 펌프와 하나의 열교환기에 의해서 전 출력 운전이

지원훨 수 있도록 용량율 설계되어야한다. 원자로 정지 (Shutdown) 상태블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펌프와 열교환기블 동작시켜도 무방하다. 그러나

재장전 기간 동안의 냉각은 하나의 펌프와 하나의 열교환기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계동의 용량은 원자로 정지 냉각(Shutdown Cooling) 시 정상 잔열제거

계통의 최대 유량에 대해셔도 계통이 비등되지 않도록 결청되어야 한다.

다) 겨}풍 배열

펌프나 제어 장치등의 전원은 소내 Standby AC 전원과도

연결시켜 소외전원 상실시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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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사업자 요건에 대한 기존 경수로와 신명 안전로 기기

냉각수 계동의 상호 비교 빛 펑가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성 측면

사고시 안전 관련 기기에 대한 기기 냉각수의 공급과 그

기기들에 대한 잔열제거 등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기기 냉각수계동 상실에

의한 노심 용융 빈도를 줄일 수 있어 전반척으로 안전성이 향상 되리라

보여 진다.

나) 비상 천원 공급 측면

비안전성 관련 계통으로 설계됨에 따라 소외 전원

상실(Loss of Offsite Power)과 같은 사고시에도 비상 디첼 발전기에 의한

전원 공급올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 계통의 단순화 빛 건설 비용 측면

비안전성 등급으로 설계되어 기기의 가격 감소와 시험 및

보조주기의 감소로 건설 비용과 훈전 비용의 절감을 예상할 수 있고，

격납용기를 관동하는 I:fH관 수블 줄임에 따라 배관파열(Pipe Rupture) 등에

의한 방사능의 외부 누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 신뢰도 측면

안전 등급으로 설계된 기존의 경수로는 신뢰도 향상의

목척으로 물리척.전기적으로 독립된 다중 트레인 (Train) 울 구성하였으나，

산형 안전로눈 단일 트레인으로 설계되어 계동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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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 사항

기거 냉각수계통에셔 기존의 가압 경수로와 모든 공학적 안전

설비가 피동척으로 작동하는 신혐 안천로의 가장 큰 차이점운 사고시

수행하던 안전기능을 제거함에 있다. 이는 기존의 벌전소에셔 기기 냉각수

상실에 기인한 노섬 용융 번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과 달리 신형

안전로에셔의 노섬 용융 빈도는 기기 냉각수 상질에 영향올 받지 않옵올

의미한다. 따라서， AP600 및 SIR에서와 같이 안컨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 냉각수 계통의 설계 개념이 우리의 신형 원자로에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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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1 비상 전왼 계통의 EPRI 사업자 요구 조건

항 목

1. 5.2 이용율

1. 5.3 밥전소정전

내 용

가. 피동 안전계통들은 기동과 제어 훈전을 위해

”축전지전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축전지와

DC 전원 불배계동의고장확률을 최소화 시켜

야 한다.

나. 전원계동에 대한 시험과 유지보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설비 등으로 컨원계통의 신뢰도

를 높여 전체 발전소 이용물을 향상시켜야

한다.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설비 등)

다. 소외천원에 대한 의폰성올 최소화 시켜야

한다.

라. 안전등급에 속하지도 않고 안전계동에 컨

원을 공급하지도 않지만 안전계통의 기능저

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눈 AC전원 상실사고

확률을 화소화 하기 위해 두개의 소내대기

AC 천원이 다중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

다.

가. 띠동 안전계통들은 비상시 AC 전원에 의존

하기 보다는 중혁， 자연대류 및 내부에더지

등의 안전계동의 고유에녀저에 의존하는 ”피

동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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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소정전 (AC전원상실， Station Blackout)

시 안전성확보를 위해 피동 안전계통들운 AC

천원없이 척어도 72시간 동안 운전자의 깐여

가 없이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DC 전원계통은 발전소 정전시 발전소 정전

부하를 모든 다른 부하틀로부터 격러시키고

척어도 72 시칸동안 발전소 정전에 대처하기

위한 독럽된 맛테러들로 부터 발전소 정전부

하들에 전원올 공급한다.

라. 수동안전계통의 높은 고유신뢰도와 이용율올

위해 DC전원 계동음 충분한 다중성과 지원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1.5.4 단순화 손쉬운 운전절차의 확보를 위해 각 부하

등급의 명확한 구분

1.5.5 표준화 비용의 감소와 인허가를 위해 표준화된 설계

2.2 기능 및 울전 요구조건

2.2.1 설계기준사고 설계 기준 사고(Design Basis Accident , DBA) 에

기초한 설계

2.2.2 가. 용량

나. 독립성

다. 다중성

라. 시험능력

2.3 계동 구성

2.3.1 단순화 가. 운전절차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최소화

나. 계동 부품의 수와 셜비 유지보수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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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3 .4

2.3.5

2.3.6

2.3.7

2.3.8

2.3.9

2.3.10

최소화

1st and 2nd Tiers 는 두개의 디비천으로 분리

되어 각 그룹 고유의 부하를 답당

2nd Tier의 다중 ” 소내 대기전원”

3rd Tier 는 Chapter 5 에 명시된 다중 디비견，

공동원인 고장을 밤지하기 위해 물리척으로 분리

되고 전가척으로 독립된 더비천

맛데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전원의 상실시 소내

안천천원분배계통의 각 디비천은 활당펀 해당 안

전계통의 디비견에 천원을 공급할 수 있는 물리

척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톡립된 축전지

각 디비견의 안전계동의 운전 빛 제어에 요구

되는 보조장버들은 자신이 속한 디비천에서 천원

-으 고.그 1:11-.으
E 。 닙 z 디

자격검정， 광시 및 유지보수 요구조건율 줄이기

위해 안전등급 대상을

비안전 설비의 고장이 안전관련 기능율 저하시

키지 옷하게 하고， 비안전부하와 안전관련 모선

올 분리하기 위한 특수한 안전등급 설비의 사용

을 제거하고， 불휠요한 자격검정， 감시 및 유지

보수 노력을 줄이기 위해 비안전관련 회로와 안

전관련 회로 연결 불허

안전관현 전원 분배계동의 디비견을 구성하는

회로는 부하그룹 전체를 일관되게 물리척으로 분

리되고 전기적으로 독립되게 설계， 모선이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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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2.3.12

2.3.13

2.3.15

2.4 용량 여분

로는 Tier 간의 교차 연결 볼허

비안전 회로는 안전 회로와 불리척으로 분리

안전 및 비안전 천원분배 계통은 화재 등의 외부

영향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하나의 비안전 디비견은 다른 디비견과 물리척

으로 최대한 격리

안전 비안전 천원 분배 계동의 형태， 구성 및

디비견간의 분리는 화재와 사보타지로 부터 보호

하기 위한 물리척인 설비로 최대한 집척

(Integration)

발전소 건설후 설계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부하용량파 추가 부하 연결부분 설비에 대

한여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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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5-2 AP600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 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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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측 및 제어계통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최근에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이하

M-MIS) 돼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재재한 주된 동기는 (1) 원전 현장

제어반에서의 M-MI 결합이 인간설수를 부당하게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 (2) 비상시에 많운 경보 발생이 운전원의 운전행위에 더욱 혼한올

초래하고， 능률척인 상황대처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3) 원컨의

제어겨l동에 전산화된 표시장치， 자동화 혹은 인공지능 등올 혁신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활발한 옵칙임에 소국적인 자세를 휘해 오는

등， 이러한 모든 사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성 평가에 결코 도옴이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원자력위원회는M-MIS툴 4개의 소파제로 구분

하여 1988년 이후부터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TMI 사고

야후 원자력산업계는 원전 건설 및 운전에서 인적인자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 운전원의 역할， 능력 및 한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조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자력산업계는 NRC 규제요건의 준수 혹은 자체 연구계획에

따라 인간과 :Jj 계간의 상호첩첩， 즉 Man-Machine Interface(M-MI) 의 중추인

제어설의 개량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중 EPRI 9-l 개량혐

경수로(ALWR) 개발프로그램의 일환인 인간 - 기계인터페이스계통(M-1'1IS) 의

설계요건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EPRI ALWR URD 설계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선진각국에서 개발중인 각 노형의 비교검토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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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S의 범위

M-MIS는 비상훈전을 포함한 발전소의 전 운전모드애 관련된 감시， 제어，

및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계측 및 제어계통을 의미한다. 이들 계동올

구체척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운 계동 및 설비가 포함된다.

- 발전소 전반의 안전 및 비안전 계통에 대한 검출기와 현장계기를

포함하는 계측설비

- 모든 안전 빛 비안전 껴l동의 자동 빛 수동체어

- 안전 및 비안전 계풍을 포합하는 보호설비

- 금속 따펀불 감시기능， 회전 기계류 고장진단기능 및 중성자 잡옴감시

기능 등의 자가진단 계통

- 주제어실 , 원격정지제어반(Remote Shutdown Control Station) ,

기술지원실 (Technical Support Center) , 비상운영시설(Emergency

Operations Facility) , 그리고 현장제어반(Local Control Station)

등의 발전소 계동을 위한 감시 및 제어반

• 계측제어 천원 공급원， 접지 및 환경 조화 설비

- 제어， 자료수집， 표시， 저장 및 회수， 감시 및 경보， 기술 및

운전지원을 위한 컴퓨터 꺼I통

- 발전소 운전 및 보수유지에 관련된 데이타통신， 시각통신， 소내

음성통신 등의 발전소 통신계동

- M-MIS 설계 확인 및 검증에 사용 될 모의제어반

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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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S 설계자는 아래의 북척애 부합되도록 M-MIS툴 설계한다.

(1) 운전원의 능력을 극대화해야하나， 그렇다고 울전원의 능력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자 않도혹 설계한다.

(2) M-MIS는 전체 설계과정에 걸쳐 다른 계통설계와의 지속척이고 반북척인

협조체제를 통해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사항이 비현실적으로 제한척이고

복잡하치 않도록 전체 발전소 계통설계와 통합화 되어야 한다.

(3) 발전소 운전성올 향상시키고 운전자의 업무부답올 줄일 수 있도록

M-MIS의 감시， 제어， 및 보호기능 전반에 걸쳐 일관성 었고 통합된

접근방안을 휘하여야 한다.

(4) 신뢰도가 높은 부품 및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되고 설치 및 발전소 운전

동안에 시험 될 수 있어야 한다. 더우기 MMIS는 어느 한기능의 상실시

다른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운전자에게 부담올 주지 않도록 한다.

(5) 수명기깐동안 유지 보수 및 광범위한 시험 검사를 위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M-MIS 설비는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접근방안

감시， 제어， 보호 기능등의 향상을 위하여 최신의 디지탈 기술올

이용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안점된 운전이 되게하여 전체의 보수와 보정

(Calibration) 부담을 줄인다. 주요 기능의 분할화， 분할영역내에서 다중

계통의 격리， \..ij 결합성 (Fault Tolerant) 장비를 포함한 견고한 계통설계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고장와 전따를 방지하며， 선택된 주요 따라미터에 대한

신호검증으로 운전원에게 신뢰도 높은 양철의 데이타를 제공한다.

멀티플렉싱 기법을 사용하여， 전체 발전소의 계측 및 제어 케이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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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며，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자료전송을 통하여 비용율

절감하고， 전자파간섭(EMI) 영향 배제 및 전기적 격리 및 높은 자료

전송롤을 만족하도록 한다.

하E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의 표준화 및 모률화를 통하여 보수를

단순화하고， 노후화에 대비한 보호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가동중인 상태

에서도 디지탈 하드웨어와 통신선로의 계속적인 자가진단올 수행하고

고장올 알려줄 수 있게 한다.

M-MIS 설계과정은 전쳐1 M-MIS 설계를 관장하는 단일조칙에 의해 감톡

되고， 벤지니어， 보수요원， 그리고 운전원등올 전력회사의 칙접척인 참여를

포함하는 여러분야의 다학문척인 설계텀에 (Multidiciplinary Design Team)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발전소계똥 설계자와 M-MIS 설계팀이 유기척인

연계를 가지고 통합화된 설계를 수뱅하여야 한다. 또한 셜계와 병행하여

톱럽척인 검토팀에 의해 설계검증이 수행되고， 일청한 양식올 갖는 설계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어실은 운전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제어실 출입의 필요성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푸명의 운전원 사이의 업무분탑과 대기 및

지원을 갖도록 컴팩토한 다중의 워코스테이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운 제어실 설계의 기본척인 추진방향 몇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 인간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가동중 간편하게 시험할 수 있는 능력윷

제공한다.

- 최신의 디지탈 기술을 이용하되， 모의시험 등으로 입증된 기술만

사용한다.

- M-MIS 설계개선으로 설비비는 증가되나 1 M-MIS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발전소의 이용률 증가로 설비비의 추가비용을 완전히 흡수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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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운전시 한 명의 운천원이 주요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톡 하며，

자동화의 정도， 제어장치의 르기， 그리고 제어장치의 선정과 공간적인

배치는 운전에 필요한 스랩진의 수와 교육 빛 훈련올 고려하여

설계한다.

- 인척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공후 발전소 운전

단계에셔 추가척 인척오류에 대한 부담올 최소화 하도록 한다. 또한

인척오류는 발전소의 안전과 이용률에 심각한 영향올 미치므로

인간공학에 기초한 기능과 업무의 분석， 모형과 시률레이션율 통한

검증， 그러고 인척오류를 감지하고 복원활 수 있는 설비를 통하여

인척오류나 그 영향을 최소화한다.

- 운전원의 업무부담과 자동장비의 고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동화

정도를 결정한다. 가능한 경우 자동제어기능은 Fail-Safe 기능올

지녀야한다.

M-MIS 설계의 일반요건

기존의 물리척인 계통구분에 의한 설계 (System-Based Design)툴

지양하고 다른 계통일자라도 기능이 유사하면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기능

(Function-Based Design) 에 의한 설계를 추구한다. 즉 특수한 계동의

목적에 칩작한 설계는 Interface 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발전소와 운전원

사이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기초로 일관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제적이고 균형있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발전소 계통의 요건과 M-MIS의

요구사항올 동시에 고려하여 일원화된 설계를 한다.

M-MIS 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 MIS 전체를 총팔할 수 있는

단일조칙에 의하여 추진되고 특정척인 검토조칙에 의하여 전체 M-MI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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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설계

과정시 재래 발전소의 M-MIS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ALWR의 목표인‘

단순화와 표준화를 추구한다. 또한 발전소의 전체 훈전과 발전소 계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M-MIS 기능을 명확히 식별하고， 고장의 결과 및

잠재성올 고려한다. 디지탈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동적모델올 개발하여

분석하고，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힘을 하도록 하며， 가동중 정기점검

능력올 제공하고， 설치 및 기동(Startup) 시험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다.

이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운 화력발전소나 방위산업 등어i셔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눈 화력발전소나 방위산업 등의

기존 산업계에셔 모의시험윷 수행하여 입증된 기술만 이용한다.

M-MIS에 대한 초기 투자비는 커지지만 발전소 이용률의 향상으로 충분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한다.

운천원의 업무 부담과 운전원의 경계섬에 대한 고려와 운전 절차를 확립

하고， 운전원의 업무부담과 계통북잡성 간의 균형올 이루도록 수동과 자동

체어를 선정한다. 또한 운전원의 주위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원거리 또는

현장제어를 선정한다.

고장의 종류， 진행， 결과 빛 대처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어떤 종류의 단일 고장이 안전계통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계동올

작동시켜 강저1정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가동률과 신뢰도 향상올

위해 주요 기능들의 분활화가 필요하다. 계풍의 이용률올 높이기 위하여

하드웨어 고장을 발cl 진단하는 올라인 자처1 진단시험 능력， 수동으로

작동되어 자동으로 수행되는 주기척인 시험 능력윷 갖도록 하며， 시험 대상

장비의 MTBF(Mean Time Before Failure)보다 시험장비의 MTBF 7r 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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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는 인간공학 개업을 도입하여 발전소 운전기간동안 유지 보수의

양과 어려울올 최소화 하고， 장비의 노후화 빛 발전소 이용률에 영향올

미치지 않도록 한다. 모률화된 설계로 인해 장비교체의 영향올 최소화하고

유지보수룹 위한 발전소 정지시간올 최소화 한다. 또한 제어와 보호 및

감시중의 올라인 보정 (Calibration) 과 옴라인 유지， 보수 및 수리를 고려한

설계로 발전소 이용롤의 향상을 가져오도록 한다.

M-MIS의 건설이나 설치는 비용과 건설계획에 콘 영향을 미치므로

입증환 기술과 표준화 및 모률화된 설계로 기칸과 비용올 줄인다. 장비의

노후화， 고장시의 교체능력， 그리고 설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홈성융 부여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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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 인껏1--기 계 체계(Integrated M-MIS)

표 2.2.6-1 , 2, 그리고 3에 인걷1--기계 체계에 대한 EPRI 외 제어설

요건， 데이타 수집， 전송 및 처리요건， 공통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제어

요건올 각각 깐단히 주제-내용별로 요약 하였다.

1) AP 600

가) 설계 특성

가동울 증대， 훈전성능 향상， 보수의 용이， 건설계획의

향상， 비용절감， 장래를 위한 융통성을 갖도록 디지탈 전자기술을

이용한다. 디지탈 기술에는 32 Bit 발전소 컴퓨터계통， 16 Bit 마이크로

프로세서， 분산디지탈 처리， 다충송신， 광섬유 케이블， 정교한 제어와 보호

알고리좀， Fault-Tolerant 설계 등이 포함된다.

설계의 융통성을 갖도록 분산디지탈 방식으로 구성되며， 고장의 전파를

방지하는 광섬유 신호전송 방식을 채택한다. Safety Train과 채널 그리고

안전과 비안천 관련 계통운 완전허 분리된다.

보수측면의 특징으로 수 초 안에 고장위치 발견， 표준화된 구성소자들을

갖는 모률화된 보수 및 수리， 실수로 인한 발전소 정지가 없는 온라인

수리， 전체 계통상태의 원격 정보판독， 내부에 설치된 고장발견 수리장치，

발전소 내부에서의 전체 소프트웨어 보수능력， 설정치와 상수값들에 대한

공학적 단위로의 칙접 입력，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정하고 청확한

보정， 건원이 나깐 상태에서도 보정상수들운 없어지지 않고 저장가능 등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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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겨l동은 그림 2.2.6-1 에서와 같이 원격정지판넬 (Remote Shutdown

Panel) , 경보계동， 발전소 프로세스 데이타계통， 추제어실， 발전소

컴퓨터계통， 발전소 감시계통， 종합보호계통， 좀합 제어계통， 터빈 발전기

제어계핑- 등으로 구성된다.

개량경보계동은 경보상태를 주제어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표시하는

마이르로프로세서 계통요로셔， 경보처라장치와 경보표시장치로 구성된다.

경보처리장치는 입력 데아타의 검증， 설정치 비교， 경보의 분류 및

우선순위 결정등의 처리가능율 수행한다. 경보가 표시되는 경보표서

장치는- 경보 처리장치와 천기척 데이타 렁크로 연결된다.

공정데이타 처리계통은 마이크로프로셰셔 계동으로서， 운전 및 운전

관련 정보를 주제어반과 비상제어반에 CRT 빛 플라즈마 표시기를 통하여

표시한다. 또한 운전 관련 정보표시기능에 있어 발전소 컴퓨터계통과 같은

기능올 수행하므로， 발전소 컴퓨터계통 고장시 그 기능을 대선 수행할 수

있다.

발전소 컴퓨터계통운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계통으로서 감시버스를 통하여 필요한 데이타를 입력한다.

주제어설

주제어설은 발전소 운천원이 발전소 운전을 제어하는 곳으로， 여러 구간

(Multi-Section) 의 체어반과 감독자 콘솔로 구성된다. 여러 구간의

제어반은 발전소 운전을 위해 필요한 체어와 표기로 구성되고， 발전소

제어， 발전소 경보계통으로 부터의 경보， 그러고 감독， 안전 빛 운전

디스플래이콜 위한 전용 스위치들을 포함한다.

정보표시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또는 CRT 위에 제공된다. 제어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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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 중에 안전등급 표시장치로 사용되는 플라즈마 표시기논 데이타

처리계동에 의하여 구동되며， 비안전등급 표시장치는 컴퓨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모든 올전 모드에셔 제어설의 수많은 정보를 운전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채어반의 구성운 인간공학적언 혹변울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감독자 론솔윤 제어질 감톡자로 하여금 발전소 전 상태의 평가를 위해

CRT 위에 여러 감독 디스플레이를 휘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

운전관랴를 룹도록 설계된다. 다중의 CRT 디스플레이 및 발전소 공정

데이타꺼l통(PPDS) 구동은 Reg. Guide 1.97에셔 요구하는 안전기능의 표시를

포함한다.

디지탈 I&C 계동에 의하여 확동되는 경보계풍윤 그룹화와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수를 줄이고， 디지탈 I&C 계통에 의하여 작동 되능 표시기는

운전요구에 기초하여 수를 줄인다.

기술지원실 (TSC)

발렌소의 관리자 및 규제기관 요원들이 발전소 상황의 전체개관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서， 다스플레이의 선택 기능올 가잔 특정한 CRT툴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곳에서 발전소의 제어는 가능하지 않다. TSC

정보 디스플레이는 발전소 컴퓨터에 연결된 천기척인 데이타 링코를 통하여

I&C 계통과 인터페이스된다. 발전소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어떤

디스플레이도 선택이 가능하여， 운전훤이 볼 수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는

TSC에서도 가능하다. 사고후 회복동안 발전소 운전의 공학적 지원올

담당하눈 기술자에게 발전소 상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갖는디. TSC는 다옴의 주요 기능올 포함한다.

- 352-



담당하는 기술자에게 발전소 상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갖는다. TSC는 다음의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 발전소가 사고후에 안천하고 안정한 사고 조건에 있다는 것을 보종

- 발전소 사고후 회복 운전을 감독

- 소내 빛 소외 방사능 누출올 척정 수준요로 유지

- 원래(Original) 사고에 의해 침범되지 않은 방사능 제어 경계의 첨해

방지

- 사고후 오염 물질의 소외 처장소로 안전 운반올 위해 감금， 회수 및

쳐리

비상 운영 시설 (EOF)

잡채척으로 환경에 영향올 줄 수 있는 비상시 동안 발전소 조치의 통합

빛 펑가툴 지원한다. 방사선학척， 기상학척， 다른 환경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디스플레이하고， 방사선 감시행위를 통합하고， 그리고

소외 비상계획의 수행올 감독한다. EOF는 하나의 CRT , 하나의 키보드，

그리고 하나의 비데오 복사기를 갖는다.

나)명가

이용율 향상과 가동울 증대， 예비품의 감소， 유지보수의

단순화， 운전여유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모률화 설계 및 자가 전단장치 등을 도입하였다.

모률윤 각 기능별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분의 고장으로

인해 천체 계동의 기능이 마버되지 않도록 기능의 분할 및 고장시 기능의

천이가 이루어지게 설계되어 었다. 또한 모률의 기능검사는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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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제어반에서 실시하며， 충앙제어반에 있는 CRT 화면상에 이상 유무를

나타내도록 하여 검사의 단순화를 꾀하고 있다. 모률의 입력신호로

사용되는 발전소의 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탈 신호는 격리되어 있고， 광동신

및 전기척인 방법에 의하여 신호전송이 이루어진다. 자료수집， 경보 빛

표시는 하나의 추 컴퓨터로 수행되며， 추 컴퓨터로 전송된 신호들운 현장에

설치된 모률화된 여러대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전달되며， 광

통신망으로 전송이 이루어진다.

운전， 시험， 보수의 단순화가 이루어져 운전원 실수 확률이 감소한다.

수동 안전설비의 이용으로 경보， 표시기 등과 같운， 운전원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기기와 수를 대폭 감소시키고， 인간공학척 제어반 설계는

울전성을 향상시킨다. 신호다중화 전송방식 채택과 개량겸보계통， CRT 및

플라즈마 표시기 등을 사용하여 주제어설 설계가 개량되었다. 운전원에

의한 수동 운전량 감소， 경보기갯수 감소， 운전원에게 표시되는 정보의 질

향상， 컴퓨터에 의해 처러된 정보표시， 그러고 보수의 단순화가

이루어진다.

이곳에서의 평가는 ”표 2.2.6-1 제어설 요구사항”의 주요 부문에 대한

평가만을 제공하고， ”표 2.2.6-2 데이타 수집， 전송 빛 처리 요구사항” 빛

”표 2.2.6-3 공동 소프트팎어， 하드웨어 및 제어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는

”다”합의 제어 빛 감시계동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제어 및 감시

계통”의 명가에서 주요 부분을 취사 선택하여 평가하려 한다.

AP600의 제어실의 EPRI URn의 만쪽여부

2. 운천원

2.1 정상시 소내 운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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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긴급사고시 운천요원

2.3 최대 운전요원 수

2.4 정상훈전서 운전원

2.5 Heatup과 Cooldown시 올전원

3. 경보

3.1 일반 경보계통 요구사항

3.2 경보조건의 선택

3.3 경보처리

3.4 경보표시

4. 디스플레이

4.1 일관된 표현

4.2 요구표시

4.3 Disabled 디스플레이의 표시

4.7 운전진행 정보

4.8 디스플레이와 미빅의 통합

4.9 전자척인 디스플레이

5. 제어

5.1 제어의 일관된 형태

5.5 천자척인 제어

5.6 Backup 기능

8. 제어반

8.1 제어반상의 기기들의 관계

8.2 제어반과 이들 기기의 식별

8.3 수정준비

8.4 미 래의 훈전원 보조 꽁간

상세자료 부족

상세자료 부측

만족

상세자료 부족

초
「

조
「

조
「

조
「

만

만

만

만

만족

상셰자료 부촉

만족

만족

상세자료 부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상세자료 부족

상세자료 부족

만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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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어살

9.2 현장제어반

9.3 원격발전소정지반

9.4 비상대책지원질

족만풀

촉

부

만

만쪽

반족

다) 추천사항

산뢰성 제고， 이용률 제고， 보수유지의 용이성 제고，

운전원 오류방지 등올 위해 디지탈기술의 척용 및 컴퓨터기능의 확대가

필수척이다. 운전원의 업무량올 경감하기 위해 많운 부분에서 자동화를

도입하고， 운전원 지원기능의 대폭척인 채택이 필요하다. 체어반의 설계를

인간공학적인 절차에 따라 분석 및 설계하므로써， 운전원이 보다 간결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야하며， 전체운전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화면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런 기능 내지는 기기를 채택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및 자료통신의 척용이 필수적이므로 이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확인 및 검증절하에 관한 협무가 설계시에 필히 수행

되어야 한다.

2) SIR

가) 설계 특성

시스템 80+의 설계 검증을 위해 개발된 Nuplex 80+ 설계에

따라 인간공학적인 요소와 새로운 계측제어 기술을 이용하였고， 데이터통신

및 제어계통은 DOE의 Advanced I&C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개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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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되었다. 프로세스 상태 개관， 이산 표시 (Discrete Indication)와

경보계폼， CRT 디스플레이 계동， 그리고 소프트 프로세스 제어기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와 제어 특성은 Advanced I&C 프로그램에서 개발되고

시험되었다.

운전원과 컴퓨터 사이에 척절한 입무 할당， 인간공학의 효과적인 응용，

융통성올 갖는 전차기솔파 컴퓨터계통의 구성， 설치 및 보수의 용이성，

비용의 효용성， 그리고 높윤 신뢰도 풍의 기본 원리에 바탕올 둔다.

통합 인걷1-기계 체겨~(Man-Machine Interface System , M-MIS) 는 제어실

제어반， 데이타 처리계동， 이산표시 및 경보계통， 기기 제어계통， 발천소

보호계통， 그러고 전력 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 발전소로부터 데이타를

취득하여 운전원에게 요구흰 정보를 제시하고， 모든 자동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발전소 기기를 칙접 수동제어하는 것에 관련된 계통올 말한다. SIR

의 계혹 제어계동운 다음의 혁신적인 특징을 갖는다.

- 실험적으로 검증된 대형표시판인 IPSO (Integrated Process Status

Overview1 디스플라l이와 컴퓨터 구동의 컬러 비데오 디스플레이를

통합하는 조직화된 정보 디스플레이 체계

- 경보수를 줄이고 부당한 경보를 제거하고 중요한 경보에 올전원의

관심올 집중하도록 신호검증， 상관관계 및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인공지능의 정보처리

- 운전원의 정보수요를 지원하고， 동척정보 체계로 통합된 다양한

공간적 전용의 경보 및 표시거

- 초기 건설비와 운천 및 보수비를 줄이는 조립식 케이블， 원거리

멀티플렉싱，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계동의 광범위한 이용

- 재래의 마그네틱 디스크보다 데이타 저장 용량이 훨씬 콘 광디스크

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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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를 최대화하는 온라인 자체 시험 능력을 갚는 다양성， 기겨l와

제어의 대등한 분할화 특성올 갖는 Multi-Train 기꺼제어 구성 양식

- 대부분의 주기책인 감시(Surveilance) 시험올 없애고 계통의 올라인

기능시협 능력을 갖는 디지탈 발전소 보호계통

• 전처l 발전소의 제어 빛 감시의 일관성을 가져오는 NSSS와 BOP의

통합화된 Top-Down 제어계통 설계

- 한 명에 의한 운전을 포함하여， 전 운전요원을 수용하는 주제어실

설계

- 화재 방호툴 위해 I&C 계통， 주제어실， 그리고 원격정지설의 천거적

격리와 물리적인 분리

- 추제어설 보수를 용이하게 모든 발전소 기기를 제어하고， 원거리

운전원 없이 Cold Shutdown 을 제공하는 원격정지 제어반

Nuplex 80+ I&C 계통의 설계과정은 인간공학 전문가， 원자로 운전원，

원자력발전소 계동엔지니어， I&C 엔지니어， 시운전(가동) 엔지니어， 사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다방면의 설계 및 검토 팀에 의해 수행훤다.

두 개의 원자로와 주터빈을 포함하여 BOP 계동은 하나의 제어실에서

운전된다. 또한 이런 설계는 모율화되고 단순하게 제어되는 소형외

발전소를 지향하는 DOE의 경향파 일치한다. 뎌지탈 컴퓨터와 제어표시기

동의 접적된 하브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력 제어계통은 두개의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차동으로 제어되고 운전되도록 한다. 전력

제어계동에 의하여 생성된 신호에 바탕을 두어 각 원자로는 독립적으로

제어장비봉 구동장치 체어계동， 공정기기 제어체통， 원자로 제어계통，

그리고 원자로 풀력 감발 계통에 의하여 제어된다.

훈전원에게 과중한 정보 부답울 주눈 것올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올 갖는 Top-Down 의 통합된 정보 디스플레이와 경보 특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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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다.

- 발전소 주요 안전 및 전력 생산 기능의 신속한 평가를 치원한다.

- 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의 위치를 운전원에게 안내한다.

-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최대한 줄인다.

- 운전원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타 양을 최대한 줄인다.

- 디스플레이 장버의 고장에 의한 올전 영향을 최대한 줄인다.

- 단지 비정상 조건하에서 이용되는 디스플레이 계동 장비를 제거한다.

주제어설

제어실의 전 운전요원을 수용하는 운전의 용동성을 제공한다. 설계는

Hot Standby와 정격출력 운전시의 한 명에 의한 운전을 포함하여 최대 빛

최소의 운전요원 목표에 기초한다. 확대 운전요원을 위한 설계기초는

비정상 및 비상운전시 전운전요원을 위한 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전체 운전요원은 한 명의 감독자， 한 명의 주임 운전원， 두 명의 보조

운전원， 한명의 기술조언자， 두 명의 장비조작자 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운전요원의 조칙체계를 갖는 발전소 운전의 모든 모드동안 각 운전요원의

역할을 지원하는 시설이 제공된다. 비정상 및 비상 조건하에서 위의

운전요원에 포합되지 않운 개인 빛 방문객 등의 체어공간에 대한 출입을

최소화한다.

제어실은 사무실을 포함하여 체어공간의 전지역을 동칭하며， 주제어실，

I&C 장비와 컴퓨터 계동을 안치하는 부근의 방， 원격정지 저l어반을

포함한다. 제어실， 제어반， 그리고 사무실의 구성은 위에 주어진 운전

요원을 위한 다양한 상황하에서 운전기능의 분석에 기초한다. Master

Control Console(MCC) 는 고온대기와 정격출력 사이의 발전소 운전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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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모드에서 RCS , CVCS 그리고 2 차 계통의 훈전을 위해 설계된다. 보조

제어 빛 안전 센터 (ACSC) 는 재장전 빛 저옴정지와 고용대기 사이에 발전소

가열(Heatup) 과 냉각(Cooldown) 율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다.

통합 공정 상태 개관도(IPSO)는 제어공간안의 모든 위치， 제어실안의

사무실， 기술지원실(TSC) 어디에서나 올 수 었다. 디스플레이는 가능한한

시선에 칙각이 되도록 설계되고， 주제어실 운전원운 대부분 앉아서 운전올

하므로 확석운전올 위해 설계되고 선 상태의 운전도 고려된다. 보조 처l어

및 안천 제어반은 선 상태의 운전올 위해 설겨}된다.

기솔지원실(TSC)

사고시 TSC에 제공되어야 되는 Reg. Guide 1.97 변수를 포합하는 포든

발전소 데이타가 두대의 CRT로 제공된다. TSC에 제공되는 발전소 데이타

인터페이스는 고속 라인 프린터 빛 비데오 복사기를 포함한다. TSC는

정상운전시 방문객들올 위한 관람장소로도 이용되묘로 방문객이나 ’T돼IS’'S

곤무자가 운전이나 져제l배어실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한다. 또한 발전소

데이타 및 다이아그램에 접곤하고 보수 및 시험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TSC를

이용하므로 제어실 및 제어 공간으로의 풀입올 줄인다.

비상 소외 시설 (EOF)

두 대의 CRT어1 EOF 행동을 요구하는 사고시 Reg. Guide 1.97 변수를

포함하는 모든 발전소 데이타가 제공된다. 정보취급용으로 고속 프린터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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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가

제어설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정보표시판을

이용하여 발전소 전체 상태에 관한 정보툴 운전원에게 제공하고，

신호검증과 경보 우선체계를 사용하여 과다한 정보량을 줄입으로써

운전원에게 추어진 정보처리 부담의 감소를 꾀하였다. 하드워어 및

기기고장 그리고 폴천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마이코로 프로세서의

채용과 다양한 정보 계통올 이용하여 신뢰도툴 향상시켰다.

그리고 정상운전서 한 명의 운전원으로도 운전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술지원설은 정상운전시 방문객들율 위한 관람장소로 이용되고， 발전소

데이타 및 다이아그램에 접근하고 보수 및 시험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용되므로 제어설 및 제어 공간으로의 출입을 줄여 운전이나 제어실

보안에 영향올 주지 않게 한다· SIR의 제어설 요구사항 만족여부는 같다.

SIR 제어실의 EPRI URD 요구사항 만족여부

항 복 구 분

2. 훈천원

2.1 정상시 소내 운전요원

2.2 건급사고시 운전요원

2.3 최대 훈전요원 수

2.4 정상운전시 훈천원

2.5 Heatup 과 Cooldown 시 운전원

3. 경보

3.1 일반 경보계동 요구사항

3.2 경보조건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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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상세자료 부족

만족

만족

상세자료 부촉

만족

만족



3.3 경보처리 만족

3.4 경보표시 만족

4. 디스플레이

4.1 일관된 표현 만촉

4.2 요구표시 상세자료 부족

4.3 Disabled 디스플레이의 표시 만촉

4.7 운천진행 정보 만촉

4.8 디스플레이와 미믹의 동합 만족

4.9 전자척인 디스플레이 만족

5. 제어

5.1 제어의 일관펀 형태 만족

5.5 전자적인 제어 만족

5.6 Backup 기능 만족

8. 제어반

8.1 제어반상의 기기들의 관계 만촉

8.2 체어반과 이들 기기의 식별 만좀

8.3 수정준비 만족

8.4 차후의 올전원 보조 공간 만촉

9. 주제어설 부분 만족

9.2 현장제어반 만족

9.3 원격발전소정지반 만촉

9.4 비상대책지원설 만족

다) 추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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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PLEX80+는 EPRI 의 개량형설계개념에 따라 구체화된 설계

이다. 여기서， 정상운천시 한명의 운전원에 의한 운전， 주요 운전변수 및

기기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대형화면의 채택， SPDS를 강화한 불전원

지원기능의 전폭 채택이 필요하며， 다중전송， 자가진단기능， 모률화 설계

방식등올 채택하므로써 발천소의 안전성， 신뢰성， 이용율 제고에 기여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소프트웨어 및 디지탈기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확인 및 검증절차의 확립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제어실

설계에 대한 확인 및 검증절차도 설계의 일부로써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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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소 보호계통

발전소 보호계통(Plant Protection System, PPS) 은 발전소의 비정상

상황시 원차로정지 이전에 운전자의 적당한 대처가 가능하도륙 비정상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린다. 또한 발전소 운전 변수가 설정치를 념으면

원자로를 자동 정지서키고 공학척 안전설비를 기동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의

결과를 완확시킨다.

발전소 보호껴l동의 설계에는 표 2.2.6-4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AP600

가) 설계 특성

AP600 의 발전소 보호계통운 디지탈기술， 분산 제어

(Distributed Control) , 신호 다중화 장치 (Multiplexer) 및 광섬유 케이블

등의 신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발전소 보호계통은 분산 디지탈 기술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다.

신뢰도와 이용촬올 위해 각 인전 기능툴은 디지탈 기술올 이용한 톡립된

각각의 마이크로 컴퓨터 하부계통들에 활당되어 있고， 각각의 마이크로

컴퓨터들은 데이타 렁크에 의해 데이타 송수신을 한다. 또한 논리제어

캐비엣은 제어 대상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기거들은 물리척으로 분리

되어 있다. 전체척으로 4 개의 채널을 가지고 2/4 동시 논리를 수행하여

원자로 정지 빛 공학척 안건설비를 구동사킨다. 한 채날이 우회중일때에는

2/3 동시논리를 수행한다. 4개의 다중 보호 캐비넷， 2개의 원자로 정져

개폐기 빛 4개의 공학척 안전셜비 구동 캐비넷 등의 하드훼어적인 다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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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척 안전셜비의 구동과 발전소 정치를 위한 2/4 동시 논리와 원자로

정지 개혜장치의 구동올 위한 2/4 정치논리 (2/4 Trip Logic) 회로블 사용

하여 ”기능적인 다중성”을 갖추고 있다.

비상시 72시간 동안 발전소 보호계통윤 자동 운전되며， 72시간 경과 후에

보호계동은 자동에서 수동운전으로 천환된다. 사고 또는 발전소 정전시

감시 및 제어에 필요한 안전등급 장비들은 피동척으로 냉각되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소 정전시에는 비상제어실에서 원자로가

안전정지 상태에 있도록 제어한다.

동척운전 (Dynamic Operation) , 연속척으로 착동되는 자체진단 알고리즘，

감시타이머(Watchdog Timers) 의 채택 및 사고의 진행과 결과률 충분히

분석한 Preferred Failure Mode에 기 초한 설계 등으로 Fail-Safe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또한 Fail-Safe 개념의 설계， 기능 서험기，

기기검증(Qualification) , 기능상의 다양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등으로 Co때non Mode Failure 를 휠태한으로 감소시켰다. 보호계통에는

보호계통 장치들을 시험하기 위한 종합 자동 자동시험기 (Integrated

Automatic Tester) 가 설치되어 시험능력 빛 자체 고장진단 기능올 가지고

있고， 이 종합 자동시험기는 화변상의 메뉴방식으로 시험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운반가능한 모니터， 발전소 상태에 대한 보고서 착성과 데이타 출력을

위한 운반 가능한 프린터 및 전원상태 진한기기와 온라인 진단기기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호계통운 데이타의 태깅 (Tagging) 기능올 가지고

있어 데이타의 신뢰도툴 높이고 있다. 종합 자동시험기에 의해 계동의

상태를 제어질 등의 원거리와 현장에셔 쉽게 따악할 수 있고， 정확한 보정

(Calibration) 을 수행활 수 있다. 또한 장비 인터페이스의 재배치없이

시험을 수행할 수 있고， 시햄에 대한 정보 및 결과가 제어반에 표시되고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는 등의 시험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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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를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표준화된 모률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장비의 고장시 종합 자동시험 기능에 의해 발견된 고장

장비를 모률별로 쉽케 교체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모률식의 설계로

기술의 발탈이나 노후로 인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현러한 교체

(Flexibility)가 가능하다.

주제어반 빛 비상져}어반윤 데이타렁크， 신호다중화장치， 광섬유 케이불을

통한 데이타 전송 빛 논리버스를 통해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캐비넷 및

논리 캐비넷과 신호를 주고 받는다. 또한 발전소 보호계동 에셔 처리되눈

발천소 운전변수， 보호계통 빛 발전소 상태에 대한 신호틀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데이타 전송의 가진 다중 감시 모선(Monitor Bus)에 의해 전

계측제어계통어l 천송 가능하고 제어계통에서 필요로하는 보호계동의 변수

들은 항상 저장되고 있으며， 제어 캐비넷에서 이를 항상 어용 가능하다.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초한 발전소 보호계통은 그림 2.2.6-2와 같이

4채낼의 보호캐비넷(Protection Cabinet) , 4 트레인의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캐비넷(ESF Actuation Cabinet , ESFAC) , 원자로 정지 개폐기(Reactor

Trip Switchgear) 및 논리계동(Logic System) 으로 구성된다. 또한 논리

계동은 논리캐비넷， 논리 모전(Logic Bus) 과 제어반 다중송신장치 (Control

Board Multiplexer)로 이루어져 있다.

(1) 보호 캐비넷

보호 캐버넷은 그림 2.2.6-2 와 같이 불러척으로

격리되고 독립성과 다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4 개의 채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채널은 4 개의 격설(Bay) 로 구성되어 었다.

발전소 보호계동의 4 개의 보호 캐비넷은 원자로 정지와 공학척 안천설비

구동에 대한 다중성올 제공하고 있고， 각 캐비넷은 보호 캐비넷의 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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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에 관련된다· 1 개의 보호 캐비넷은 다음과 같은 기능율 수행한다.

- 발전소 운전변수 감지기 핵계측장비로 부터 전송되는 입력올 받는다.

- 주제어반으로부터 수동 입력을 전송받는다‘

- 입력신호를 디지탈 논리 신호화 한다.

- 정지 논리 데이타를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다른 3 개의 보호 캐비넷에

천송한다. 또한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다른 3개의 보호 캐비넷으로

부터 정지 논리 데이타를 전송받아 2/4 동시논리를 수행하여 원자로

정지 신호를 발생시킨다.

- 보호 캐비넷의 정지 신호 및 우회 신호률 2 개의 팡섬유 케이블올 통해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캐비넷 전송한다.

- 감지기의 데이타와 계산된 변수를 제어 캐비넷에 전송한다.

- 경보와 신호정보를 주제어실에 하드와이어를 통해 주제어반에 전송

한다. 각 보호 캐비넷폰 다읍과 같은 하부 계통을 가진 4 개의 격실로

구성되어 었다.

(가) 2개의 원자로 정지 하부겨l통

다양성을 위한 Z 개의 원자로 정지 하부계통은

입력 선호를 처리하고 마이크로컴퓨터 하부계동에 의해 정지 상태가 계산

계산될 때마다 동적 정지 모선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전송 한다.

(나) 2개의 공학적 안전 설비 하부 계통

다양성을 위한 2개의 이 하부계통은 입력 신호를

처리하고 바이스테이블 정지 신호를 계산하여 이 결과를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캐비넷에 전송한다. 각 하부계동은 공학적 안전설비 구동 캐비넷의

2/4 논리 컴퓨터에 별개의 데이타 럼코를 통해 연결되어 이 다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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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다.

(다) 정지 논리 컴퓨터

정지논리 컴퓨터 (Trip Logic Computer)는 동척

정지 모선(Dynamic Trip Bus , DTB) , 전체 정지 하부계통 (Global Trip

Subsystem, GT) 빛 정치 가능 하부계통(Trip Enable Subsystem , TE)으로

구성되어 있다. DTB는 원자로 정지 논리의 마지막 단계로셔 4채널악

여러 정지신호 (Tripped , Not Tripped , Bypassed) 률 바탕으로 원차로 정치

개혜기의 작동 여부를 결정한다. 6T와 TE 하부계통윤 채널간에 톡럽척이고

4 채널간의 정치 기능의 상태를 통신하고 이 천송된 논리 상태툴 DTB어1

천송한다.

(라) 통신 하부 계통

이 하부 계통은 데이타 취득， 처장 및 전송올 위한

보호 캐비넷의 중심부이며， 소속된 채널의 모든 하부 계통들과 데이타

렁크로 연결되어 있고 격리 (Isolation) 를 목척으로 발전소 컴퓨터와 같은

외부 계통룹과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이룬다. 발전소 컴퓨터

와 같은 외부계통들과눈 격리를 위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통하여 인터페이스

된다.

(마) 자동 시혐 하부 계통

보호 캐비넷의 작동 여부와 보호 계통의 변수

설정치가 허용 범위안에 있는 지툴 시험한다. 시험은 수동으로 기동되어

자동적요로 완료된다. 이 하부 계통은 소숙된 채널의 모든 하부계통들과

데이타 렁크로 연결되어 있다. 각 보호 캐비넷의 자동시험 패닐은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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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고서 작성， 데이타 저장 빛 인간 연계기능올 가진다.

( 2) 원자로 정치 개폐기

원자로정지개폐기는 제어봉 제어계동의 제어붕 구동

천원에 연결되어 있고， 비정상 상태때 천원올 차단하여 제어봉올 노심내로

낙하시키눈 원자로정치 기능올 수행한다. 그힘 2.2.6-2와 같이 제어용

제어부와 제어봉 모타 발천기에 연결된 2개의 원자로 정저 개폐기

캐비넷에는 모두 8 개의 회로차단가가 절치되어 있다. 보호 캐비넷에셔

전송훤 구동신호를 입력으로 Undervoltage Trip Attachmemts 와 Shunt Trip

Attachments블 가진 2/4 정지논리 구성혐태 (2/4 Trip Logic Configura

tion) 의 회로에 의해 원자로를 자동 정지시킨다. 이 두 캐비넷간에는

우회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기능의 상설과 찰못된 원자로 정지의 유발을

막는다.

(3) 공학척 안천설비 구동 캐비넷

그럽 2.2.6-2와 같이 두격실올 가진 4개와 공

학척안전설비 구동 캐비넷은 4 개의 보호캐비넷으로 부터 데이타 렁크를

통해 공학척 안전설비의 구동신호를 받아， 2/4동시논리 기능올 수행하여

논리버스(Logic Bus) 툴 동해 논리캐비넷에 ”계통수준”의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신호를 전송한다. 또한 공학척 안천설비의 구동상태를 발전소 데이타

처리계통， 경보계통 빛 컴퓨터 등의 외부계동에 전송한다. 또한 각 공학척

안전설비 캐비넷의 한 격실에는 자동시험기와 자동시험 때널이 내장되어

있다. 발전소 안천성올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다충성을 갖훈 4 개의

트레인(하부계통)들은 발전소 기기 동작상태를 결정하고， 팡섬유 데어타

렁크를 통해 같은 트레인에 속한 논리 캐비넷에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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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2와 같이 각 트레인 마다 1 개씩 4 개의 공학척 안전셜비

구동 캐비넷 설비되어 있고 각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캐비넷은 2개의

공학적 안전설비 구동 하부계통과 자동시험기 및 데이타 휘득 하부계통으로

구성되어 었다.

(가)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학부계동

각 공학척 안전설비 하부계통은 1 개의 천산계통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공학척 안천설비 하부계통은 보호케비넷으로 부터

공화척 안컨설비 바이스 테아블 정지신호와 우회선호를 전송받아 전산계통

에 의해 2/4 동시논리 기능올 수행하여 광섬유 데이타 렁크를 통해 논리

케비넷에 구동신호를 천송한다. 또한 하드와이어를 통해 주제어반에서

계통단계의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신호를 전송받는다.

(나) 자동시험기/자료수집 하부계통

자동시 험기/자료수집 하부계통 (Automatic Tester!

Data Acquisition 하부계통， AT!DA 하부계통)은 공학적 안전설비 구동

캐버넷 중앙 자료수집부로서，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하부계통들과 떼어타

렁크툴 통해 연결되어 있고 갑시 버스와 데이타처리기에 연결된 광섬유

데이타 렁크를 제어한다. 또한 공학적 안천설비 구동 캐비넷 기능에 대한

자동시힘을 수행한다. 각 공학적 안컨설비 구동 캐비넷은 AT/DA 하부

계동에 대한 인간 연계를 위한 시험패낼을 가지고 있다. 이 때널은 시험의

시작과 감시 정보를 제공한다.

(다) 논리 캐비넷

논리 캐버넷은 발전소 기기 및 이 기기를 체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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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화척 안전설비 구동 캐비넷에서 전송된 자동 신호， 주제어반과 보조

패낼에셔 전송된 수동 신호가 인터페이스된다. 논리 캐비넷은 공학척

안전설비 캐비넷에서 전송된 ”계통수준”와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산호 및

주제어반 다중송신 천자장치(Multiplexer) 캐비넷올 통해 주제어반 및

비상제어반으로부터 ”기기수준”의 수동 구동신호를 받아 안전계통에 대한

개혜기와 모타 제어센타 및 밸브 등율 구동시킨다.

(4) ATWS 완화 계통 구동회로

ATWS완화계홍 구동회로(ATWS Mitigation System

Actuation Circuitry) 는 ATWS시 주어진 구동논리에 의해 터빈율 정지

시키고 보조급수계동올 구동시킨다.

나) 평가

AP600 발전소 보호 계통의 평가

항 목

멀티플렉싱/데이타 렁코

만촉여부

기기수준의 구동선호 전달올 위한 주제어실

및 비장제어반과 논리캐비넷 사이 및 각채

널간의 정보교환어l 광섬유 데이타 렁크와

멀티플렉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길이를

줄어고 동시에 비용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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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 기동 빛 구동

8.2.3.2 정상 운전

8.2.3.3 정지 빛 재배치

8.2 .4 집척 및 조화

8.2.5.1 거통신호의 션핵

8.2.5.2 작동의 완결

8.2.5.3 북원(Reset)

8.2.5.4 고장의 영향

8.2.5.5 신호의 동시논리

8.2.5.6 수동/자동 의 톡립

EPRI 사업자 요구 조건

만족

자·료부촉

만촉

만혹

자료부혹이나 만촉요로 보입

자료부혹이나 만혹으로 보입

만혹

자료부족이나 만촉으로 보입

만촉

공학척 안전설비 캐비넷에셔‘ 전송된 ”계통

수준”의 공학척 안전셜비 구동 신호 빛 주제

어반 다중송신장치 (Multiplexer) 캐비넷을

통해 추체어반 빛 비상제어반으로부터 ”기겨

수준” 의 수동 구동신호는 독립됨

8.2.5.7 운전중 유지보수 만족

8.3.2.2 ATWS의 대처 ATWS시 잔열제거 기능으로 노섬손상 방저

8.3.2.3 자동시험 모든 시험이 자동척으로 수행

8.3.3.1 안전한 위치 만촉

8.3.3.2 주제어실 인터페이스 만쪽

8.3.3.3 설정치의 변화 자료부촉이나 만족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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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천사항

경비절감올 위한 신호의 다중화척용이 필요하나， 격리 및

분라요건을 판촉활 수 있게 셜계해야 하며， 디지탈 기술의 척용올 위해 각

기기 또는 기능을 모율화시켜야 하며， 각각의 모률의 신뢰성 및 이용율의

제고률 위해 자가진단기능이 필히 부가되어야겠다. 계록제어계풍 전체

륙변에셔 분산기능처리가 효율척이나 보호계롱에의 척용운 안천성 혹변에셔

추가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보호계통에 사용되는 모둔 기기 및

부품운 필히 사천에 대진 빛 내환경시험율 충분히 거쳐야하며， 환련된

절차툴 확보하여， 사전에 인혀가사항올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SIR

가)셀계 특성

SIR의 발전소 보호겨l통(Plant Protection System , PPS) 은

Nuplex 80+ 설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림 2.2.6-3 과 같이 원자로 정지와

공학척안전셜비구동 기능의 다충성올 위하여 4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모률화된 발전소보호계동은 분산처l 어 (Distributed Control) 방식올

채택하고 있고 모둔 기능은 디지탈 프로세스에 기초하고 있다. 채널깐의

통신은 광섬유 데이타 링코률 사용하여 채널간의 독립성 및 격리가 완벽히

유지된다. 즉 모든 4 개의 채널은 전기척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채널의 고장이 다른 채널로 천파되지 않는 Fail-Safe 개념으로 셜계되

었다. 또한 장비와 계동간의 셜계에 최대한 일관성이 유져되고 었다.

4 개의 측정 채널은 각 채널마다 1 개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원자로 정지 빛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은 2/4 구동 동시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의 채덜어 우회되면 2/4에서 2/3 동시논리로 전환펀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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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에서는 한 채널에셔 4 개의 PPS 격실간에 2/4 동시논리 기능이 수행

되었지만， SIR의 PPS에서는 4 개 채널의 각 격실에서 1개의 채널에 천송된

신호를 바탕으로 2/4 동시논리룰 수행함으로 단일 고장이 발전소 정지를

유발하지 않는다.

종합자동시험기는 PPS 내의 논리 기능시험을 자동척으로 수행하는 다중

서혐 컴퓨터로 구성되어 었다. 종합자동시험기는 자체진단능력율 가지고

PPS의 운전에 영향없이 모든 시험윷 수햄하기 때문에， 시험시 요구되는

인력 및 시간을 단혹시키며 운전자의 운전 능력율 향상시키고 시험에 의한

인깐오류 등을 감소시킨다.

하드웨어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기초한 소프트웨어는 모률화되고 집척된

구성을 가지고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리 및 교체에 융통성

(Flexibility) 올 확보하고 있다. 1 개의 PPS 채널에는 측정채널 (Mea-

surement Channel) , 바이스테이블 정지처리기 (Bistable Trip Processors) ,

동시논리처리기 (Coincidence Logic Processors) , 구동논리회로 (Initiation

Logic Circuit) , 원자로 정지 개폐기계통(Reactor Trip Switchgear System) ,

공학적 안천설비-기기제어계통 (Engineered Safety Features - Component

Control System , ESF-CCS) , 운전자모률(Operator ’ s Module) , 운전자 인터

페이스(Operator Interface) , 및 인터페이스/시험 처리기 (Interface and

Testing Processor , rT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바이스테이블 청지 처리기

바이스테이블 정지 처리기는 측정 채널로 부터의

신호가 설정치를 념으면 정지‘ 신호를 발생시컨다. 이 정지 신호는 2/4

동시 논리 처리기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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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작동

2/4 동시논리 처리기에 의해 원자로정저 및

공학적안전설벼가 자동척으로 작동되며 다중송신장치 (Multiplexer) 를

사용하여 주제어반 빛 바상제어반으로부터 수동 구동신호를 받아 안전계통

에 대한 기기를 작동시킨다.

(3) 운전자 모률

채널당 하나씩의 현장 혹은 주제어실 PPS운전자 모률

(Operator's Module)은 정지채널 우회 (Trip Channel Bypasses) , 운전우회

(Operating Bypass) 와 가변 설정차의 재설정 (Variable Setpont Reset)

능력올 제공하고 각 우회 상태를 표시혜 춘다.

또한， 이 운전자 모률은 장비의 유지보수 및 시험결과에 대한 정보를

메뉴방식의 다충화면으로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전자의 손쉬운 인터페이스룰 제공한다. 또한 바이스테이블 정지 기능에

대한 자동시험이 아넌 수동시험시 인걷1--기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4) 인터페이스/시험 처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한 온라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틀 사용한 자동시험으로 기존의 정기적인 시험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시험은 발전소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어

발전소 이용도블 높인다.

채널당 하나씩의 인터 떼이스/시험 처리기 (Interface and Testing

Processor , ITP) 는 바이스테이블 정지 처리기， 동시논리처리기， 운전자

모율， 공학척안전설비-기 기제어 겨l 통(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 , ESF-CCS) , 원자로정지개폐기 빛 다른 3 채널의 lTP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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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전송받으며 시험올 수행한다. 또한 ITP는 데이타 처리 계동과

정보계통에 채널상태와 시험결과를 제공한다. 여 향상된 시협능력으로

인해 고장이 조기에 발견되므로 ATWS(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5) 공학적안천설비-기기 제어 계동

공학척 안전설비 - 기기제어계동 (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 ESF-CCS)은 비상시 발전소보호계동의

전송 신호 또는 주쳐l어반과 원격 정지제어반에서 신호를 입혁 받아 공학척

안전설비의 구동과 펌프， 벨브 등의 비상 순차 제어툴 답당한다. 이

계동은 톡럽된 4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 대상 장비에 가깝게

위치한다.

나)펑가

SIR 발전소 보호 계통의 펑가

함 목 반촉여부

멀티플렉싱/데이타 렁크 추제어실 및 비상 제어반과 논리 캐비멧에

사이 몇 채널간에 광섬유 데이타 링코와

멀터플렉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길이를

줄이고 동시에 비용올 감소시킴.

EPRI 사업자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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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자료부촉이나 만촉으로 보입

자료부촉이나 만축으로 보입

만혹

자료부족이나 만쪽으로 보입

만족

자료부혹

만족

만족

공학적 안전설비 캐비넷에서 전송된 ”계홍

수춘”의 공학척 안전설비 구동 신호 및 주제

어반 다충 송신 전자장치(Multiplexer) 캐비

넷올 통한 주제어반 빛 비상 처l어반으로

부터의 ”기기수준의 수동 구동신호는 독립됨

8.2.5.7 푼천충 유지보수 만촉

8.3.2.2 ATWS의 대처 A’rws시 잔얼제거 기능으로 노섬손상 방지

8.3.2.3 자동시험 모든 시험야 자동척으로 수행

8.3.3.1 안전한 위치 만족

8.3.3.2 주제어실 인터떼이스 만촉

8.3.3.3 설정치의 변화 자료부족이나 만축으로 보입

8.2.3.1 기동 및 구동

8.2.3.2 정상 운천

8.2.3.3 정지 빛 재배치

8.2 .4 칩척 및 조화

8.2.5.1 기동신호의 선택

8.2.5.2 작동의 완결

8.2.5.3 복원(Reset)

8.2.5.4 고창의 영향

8.2.5.5 신호의 동시논리

8.2.5.6 수동/자동 의 톡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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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추천사항

노심보호계산기의 입증된 디지탈기술율 사용하여， 다른

보호계통관련 설계에 그 방법을 이.용하는것이 타당하며， 신호의 다중화는

일부 인허가 측면에셔 난점이 예상되므로 보호계동에 척용하는 것은

관련사례를 변밀히 분석 검토한후 설계에 반영함이 타당하겠다. 그 외

종합자동시험기능， 모률화 설계， 광통신 기법의 척용은 관련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절차를 거쳐 그 품질이 보장되도록 설계하여， 추후 인허가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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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 및 감시계통

제어 및 감시계동운 발전소가 부하변동에 따라 척절히 운전될 수

있도록 공정변수들을 제어하는 계층적 분산 체어감시 논리를 따른다.

또한， 워크스테이션이 전혀 착동하지 않을 때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수동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제어 및 감시계통은 기능에 기초하여 분류되고， 각 운전모드에 대하여

운전자의 업무부담， 그리고 계통의 복잡성과 자풍장비의 고장등올 충분히

고려하여 저I어 빛 감시기능에 관련된 계통들의 수동 또는 자동제어를

결정한다.

각 제어 및 감시계통 M-MIS 설계는 개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체 발전소

성능과 입무의 요구사항이 달성되도록 조칙화와 통합화 (Coordination and

Integration)가 요구된다.

다중송신 데이타 통신방법을 사용하여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향상된 신호

입증 능력을 부여하고， 디지탈 하드웨어와 동신로 및 고장을 자가진단할 수

있어야한다.

1) AP 600

가) 설계 특성

(1) 제어 계통( 종합 제어 계통[ICS] )

ICS의 목적윤 부하 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로와 다른

추요 변수의 자동 조절을 담당한다. 이 계동은 발전소 안전 제한치에 대한

여유 및 발전소 과도성능을 최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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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는 종합보호계통， 터빈 Master Controller, 컴퓨터계똥， 데이타 계통，

경보계통 등과 상호착용올 가지며， ICS는 4가지 주요한 부속 제어계통

을 포함한다.

- 전력 제어계동

- 가압기 제어계동

- 증기 바이패스 제어계통

- 급수 제어계통

rcs의 부속계통률은 셔로 독립척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제어 파라며터률사이의 강한 커플링은 발전소 부하과도시 통일된 반용으로

이끈다. Ies는 부하 변화에 반옹하여 변화하는 모든 부품올 자동으로 조철

한다.

제어 캐비넷， 채어논리 캐비넷， 제어봉제어 캐버넷， 공정계혹기， 구동

기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절제어는 제어캐비넷에서 칙첩 제어기기률 구동

시키고 On/Off 제어의 경우 현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제어논리 캐버넷올

통해 해당기기를 작동시킨다. 제어캐비넷은 하드와이어 방식으로 연결펀

계측기의 신호와 신호다중화방식으로 전송되는 제어반의 제어신호률 받아

각 기기에 대한 제어신호를 해당 제어 논리 캐비넷으로 전송한다. 현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제어논리 캐비멧들과 제어캐비넷은 광섬유 데이타 하이

웨이로 연결되어 었다.

안천계통에 대한 영향올 최소화하고， 노심 마진올 최대화하기 위하여

종합보호계동과 발전소 제어를 똥합하고， 확장된 자동제어 범위률 갖고，

향상된 알고리룹으로 운전 융통성이 좋고， 발천소 공정 및 시스템 상태

정보률 이해하기 쉽게하는 등의 운전성 향상을 제공한다.

자동제어 신호는 신호 검증을 거쳐 선태되며， 전자 제어 장비는 다종의

제어기를 가져 Primary 체어기 고장시 발전소 제어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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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인 제어기로 전환된다. 이런 특성으로 발전소 이용흘의 향상올

가져온다. 다중의 제어기부숙계동들은 똑같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는다. 각 다중의 체어기는 자동과 수동체어 능력올 유치하는 동안

보수를 위해 분리척으로 천원이 제거될 수 있다.

다중 제어기는 마이코로 컬퓨터 카드 프레업， 천원공급기가 톡립척으로

제공되며， 입력신호 처리와 훌럭신호 처리가 톡럽척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ICS 부숙 계통은 보수 론솔 인터왜l이스롤 갖고， 발전소 자동 제어

동안에 완천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ICS의 모률화 설계로 고장 부폼의

대체가 용여하고， 계솜척민 자가진단， 온라인 보정 능력， 션택 기기의

자동 시험 부숙계통 등의 특성으로 보수 특성이 향상된다.

분산 디지탈 기술에 바탕올 두어， 신뢰도와 이용률의 향상율 위해 제어

기능은 톡휩 마이코로 컴퓨터 부숙계동에 할당된다

톡럽 마이크로 컴퓨터 부속계통운 데이타 렁크에 의하여 서로 다른

계동과 통신한다. 그러므로 분산처리기기는 불리척으로 분리된다. 특히

논리제어 캐비넷 (ILC) 은 운전장비 가까이 위치되어 다옴의 장점올 갖는다.

- 케이블 셜치비 감소 : 개개 장비는 논리제어 꽤비넷에 연결되고 ILC와

주요캐비넷 사이의 통신은 멀티플렉싱 기법율 이용한다.

- 장버 젤계의 일관성 : ICS 전자장비는 마이크로 프로셰셔 기술에

기초하여 많은 장래의 변화는 단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래밍올

변화시킴으로써 장래의 변화는 수용가능하다.

(2) 데이타 처리 및 디스플레이(발전소공정 데이타

계통[PPDS])

PPDS는 주제어반상에 안전 및 운전 디스플레이 장치에

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Class-IE마이코로 프로세서 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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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DS는 Reg. Guide 1.97에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판넬로 구성된 안전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하고， 또한 주제어반상의 CRT어l

운전정보를 제공하는 운전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하며， 야는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다. 따라서 발전소 컴퓨터의 고장시에도 발전소는 모든 모드

에서 운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PPDS는 척당한 노섬 냉각

모니터 빛사고후 모니터률 위한 처리 빛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3) 정보계동

주제어반상의 플라즈마 판넬에 경보정보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한다. 이 계통운 운전원이 경보를 여해하기 쉽께 하기 위하여

경보를 우선화 및 그불화하고， 덜 중요한 경보도 추가 경보로서 요구시

디스플레이되는것을 허용한다. 또 다른 특징은 경보에 관한 동적 정보가

디스플레이나 표시기에 표시되지 않고， 경보사 운전원이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경보 메시지 안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4) 컴퓨터 계통

운전 및 공학적 정보 수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요구된

자료 취득， 처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한다. 컴퓨터는 수집된

자료블 처리하고， 모든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고， 그리고 컴퓨터 터미날

또는 감독 및 운컨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계산된 결과를

준비한다.

즉 중앙 정보처리계동에 의하여 시간척으로 데이타를 저장하고 수집한다.

주제어반， 감독 론슐 제어반， 기술 지원실 등에 발전소 기능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발천소 코드를 롤린다. 또한 기술지원실과 발컨소 밖으로의

통신렁크 등， 발천소비상대책설비 (Plant Emergency Response Facility)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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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푼산된 계측제어계통과의 잡척된 통산을 제공한다.

(5) 통신계통

계통간 통신은 여러 다른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전기적 빛 광섬유 데이타 렁크 방법은 다양한 창소에서 이용되어，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간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케이블 노선 및 개개

와이어블 줄인다. 지진 및 푼리 (Separation) 가 고려 될때， 하드와이어

방법이 이용된다.

계측제어 계통은 계동내의 컴포넌트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통신버스의 네트워르틀 이용한다. 복잡한 데아타 전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멀티플렉싱기술율 확대 이용하는 이헌 데이타 버스들은

감사 (Monitor) 버스， 디스플레이 버스， 경보(Alann) 버스 등으로 구성된다.

나)평가

ICS의 모률화 설계로 고장 부품의 대체가 용야하고，

계속적인 자가진단， 온라인 보정 능력， 선택 기기의 자동 시험 부속계통

등의 특성으로 보수 특성이 향상된다.

분산 디지탈 기술에 바탕을 두어， 신뢰도와 이용률의 향상을 위해 제어

기능은 독립 마이크로 컴퓨터 부속계통에 할당된다.

주요공정 변수들을 자동제어하는 조절기능과 보호계통에셔 제어 하지

않는 모든기기들을 제어하는 계층척 분산 마이크로 프로세서 계통이다.

제어계통은 다중성을 갖도록 설계되며 이용율의 향상올 위해 천원의

다중성도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소 탄순화， 운전성 및 보수성 그리고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즉 기존경수로에 비해 제어용 이어의 80% 감소，

케이블 보급실 제거， 중복기기 제거， 보수의 단순화， 발전소 설계변경시

- 383-



제어계통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음， 그리고 운전여유도의 종가 등으로 나타

난다· AP600의 젝어 빛 캄시계통에 대한 EPRI의 추요 요구사항에 대한

만쭉여부를 다음과 촬다.

AP600 제어 빛 감시계동의 요구사항 만족여부

1. 분산제어

2. Soft 제어

3. 자동시혐

4. 업무부담과 창비의 고장 등올 고려한 자동화정도

5. 다중송신 데이타송신( 광통신)

6. 입증된 신기술

7. 인간공학

8.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단순화 및 표준화

9. 젤계의 모률화

10. 지능에 기초한 설계

11. 설계의 융통성

12. 선호검증 능력

13. 운전원 보조기능(자가진단， 신호에러 검색，

기술지원실， 비상운전실)

14. 컴팩트한 다중의 워코스테이션

15. Backup 기능

16. 개량 정보계통(우선순위 부여 및 그륨화)

17. 아날로그 빛 디지탈 I/O 칙렬 및 병렬 I/O

18. 데이타계종의 다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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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HVAC 계통 만족

다)추천사항

디지탈기술의 채택운 필히 입력신호 검증기능， 신호

선택기의 자동시험기능， 자가진단기능 및 올라인 보정기능올 갖게 설계

해야하며， 입출력 신호의 다중화는 건셜단가 절감혹면에셔 유리하므로

제어관련 절계에서는 천폭척요로 채택해야 할 것이며， 신뢰성울 위해

두 채낼올 유지함이 타당하다. 이는 제어기능의 한 채낼에셔 고장발견시

자동으로 다른 한 채널로 전환되게 첼계해야 한다.

2) SIR

가) 설계 특성

(1) 컵포년트 제어계통(CCS)

Nuplex 80+ 컴포넌트 제어계동은 마이크로 프로셰셔

기초의 논리 빛 체어계통으로 제어밸브， 회로 차단기， 모터 Starter,

그러고 Solenoid 등의 모든 제어 소스를 위한 중앙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이런 제어 소스는 논리척으로 CGS 안에서 결합되어 제어된 컴포넌트의

최종상태에 영향몰 준다. CCS는 ESF-CCS 와 Process-CCS 등으로 나쉰다.

CCS는 관리가 협고， 비용이 적고， 인간공학척인 접근울 갖는 등 다음과

같운 많은 설계특성을 갖는다.

- 다중 병렬 프로세셔 및 고숙 데이터 버스 통신， 비휘발성 메모러，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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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치된 상태의 보수 둥을 통한 실시간 대처 가능

‘ 설치의 용이합과 전체 제어논리 빛 I/O 구조의 융동성에 의한 단순한

현장변화

- 고장의 격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광섬유 통선

- 신획도와 융통성을 최대화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의

많은 이용

- 표준화된 컴포넌트의 이용올 통한 입증된 기술

CCS는 전형적으로 6개의 독합채널로 구성된다. 채널 A, B, C, D는 ESF를

제어하고， 채널 X, Y는 버안전 관련 컴포넌트를 저}어한다. 각 채널은

한가지 이상의 부속계통으로 구성되고， 각 Segment는 다중의 프로세서 쌍，

다중의 인공지능의 I/O 샤시， 전원 공급기 등으로 구성된다. 채널 안의 각

Segment 는 다중의 고속 현장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CCS 설계의 전형적인 특징은 초기에 하드웨어률 설치한뒤 현장에서

제어논리를 개발 빛 수정하는 것이다. CCS는 다옵의 특정을 제공한다.

- IE 자격검증

- 발전소 보호계동을 통한 칙접척인 ESF 컴포년트의 구동

- 컴포넌트 그촬별로 ESF 구동 시험

- 광섬유 격리는 프로세서나 I/O 샤시로 고장의 전따 방지

- 자격검증된 격리기 (Isolator) 가 Class IE와 Non-Class IE 회로의 인터

페이싱올 허용한다.

(2) 데이타 처리계통 (Data Processing System)

데이타 처리계통(DPS) 은 발전소 보호계통(PPS) , 기기

제어계동(CCS) , 그리고 전력제어계통(PCS) 으로부터 입력올 받아 운전원에게

발전소 운전상태와 데이타률 디스플레이한다. 칼라 그래픽 CRT와 하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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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이용을 통하여 실시간 및 시간순으로 운전원에게 정보가 주어진다.

디스플레이 형식윤， 발전소 조건의 감시， 제어， 그러고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운전원에 밸리 인식하도록 설계된다· DPS는 이산 지시기 및

경보계동(DIAS) 과 연결하여 통일된 정보 디스플레이 계통의 한요소로

제어설 운천원의 정보 요구를 신뢰성 있고 시간상으로 척절히 지원한다.

DPS는 발전소 상셰 데이타와 계산된 정보를 디스플레이외 형태로

제시하고 데이타를 IPSO (Integrated Process Status Overview)로 보내고

DIAS(Discrete Indicator and Alarm System) 를 위해 검증 점검올 제공한마.

DPS 발전소 웅용프로그램은， 발전소 정지로 이끄는 조건울 일쩌기

경고하고， 데이타 분석을 통하여 전발천소 이용률 및 운전성능 향상올

지원한다. 데이타 분석은 자정된 제한치내로 발전소 운전올 돕고，

원자로심， 1차 및 2차 계통 및 기기의 성능을 평가한다.

분석 빛 Trending 기능은 NSSS와 BOP 성능 계산， 전발전소 상태 감시 및

Logging ，정지후 검토 및 일련의 사고 감시， 그러고 결과의 하드카피 문셔화

등을 포함한다.

DPS 기능은 옹용 프로그램 처리， 인간/기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처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처리 등의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물의 기능은

주프로세서에서 수행되고， 3번째 기능은 인공지능의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에서 수행된다. 웅용프로그램 처리는 다읍올 포함한다.

- NSSS 응용 프로그램 처리

- Critical Function I 안전 따라며터 디스플레이 I Success Path

프로그램

- BOP 성능 계산

- 훈전원 요구 그러고 전발전소 상태 감시 빛 Logging 프로그램

- 정지후 검토와 일련의 사고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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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타 저장 및 회수

- 발천소 결과의 하드커피 문셔화

- 시스템 Correlation 첨겹

응용 프로그램은 두 대의 다중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어， 높윤 이용륨과

NSSS 및 BOP 성능 계산의 온라인 점검 수단올 확보하며， 모든 주요 임무가

다중으로 수행될 수 있는 농력이 주어진다.

인깐/기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처리는 계풍과 운천원 사이의 상호작용，

디스플레이 Editing , 그러고 DPS 데이타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보수 등율

포합한다.

디스플레이 처리는 그래픽 CRT 디스플레이의 생성 빚 Update 를 제공하고

디스플레이 프로셰셔는 다융올 제공한다.

- 칼라， 모양， 섬벌과 Flash Code블 이용한 경보와 상태정보의 동적 표현

- 공정변수의 동적 Trending 디스플레이

- 운전절차서 안내 페이지

- 이용자로 하여급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힐게하는 계충척인 디스플레

이 구조

- 디스플레이 (IPSO ， 컬러비데오 그래픽디스플레이)

IPSO는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대혐 스크련의 발전소

피믹이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DPS 및 DIAS로부터 데이타를 받아 대형

스크련의 형식으로 데이타룰 변환한다. IPSO는 주제어설， 기술지원실，

비상운천실에 있는 어떤 CRT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페이지로셔

IPSO 형식 및 정보의 복사를 제공한다. 발전소 주요 기능 및 공정 Success

Path를 위한 DPS 주컴퓨터 옹용프로그램운 운전원에게 발전소 상태의 빠른

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수준의 정보를 IPSO에 제공한다.

제어실 제어반에 있는 컬러 비데오 디스플레이는 인것1-공정 (Process)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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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올 아주 많이 향상시킨다. 이런 융동성 있는 정보 디스플레이는

운천원에게 임무를 이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공한다. 정보는

미믹， Alphanumeric Tabulation , Bar Chart , Trend 그래프 및 다른 형태로

디스플레이된다. 똑같운 정보가 제어반의 다른 위치에서 필요하다면

청보는 쉽게 북사될 수 있다. 챔가하여 경보 및 표시기는 디스플레이

정보에 통합되어， Annunciator 및 표시기가 설제척으로 감소된다.

디스플레이의 기본 계충구조는 운전원에게 부과된 입무률 이행하기위하여

운천원에 의해 요구된 정보의 상세 청도에 영향을 준다. Top Level은

전체공정이나 계동올 감시하기에 필요한 정보률 제공한다. 다옵 Level윤

특별 공정과 관련된 컴포년트의 채어를 위해 요구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번째의 가장 상세한 단계는 컴포년트나 계통의 작은 부분에

관련된 모든 따라미터에 관한 주로 전단 정보툴 제공한다.

(3) 경보계동

Nuplex 80+에셔 경보 처리 빛 취급 방법은 4가지의

추요 기능 기준에 대한 경보서술 방법을 지원한다.

- 계통이나 공정의 Deviation에 대처

- 운전원에게 문제의 본성 및 우선순위를 알렴

- Deviation에 대한 운천원의 초기 대웅올 안내

- 척절한 방법요로 운전원의 대응이 Deviation을 교청했는지를 확

인합.

Nuplex 80+ 경보는 운천경험， 계통설계자 권고사항， 계통/기능

칙무분석으로 부터 얻어진 훈전원의 정보 요구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경보는 또한 Level(계통， 컴포넌트) , 우선순위， 기능(안천， 신뢰도) ,

발전소 계통과 같은 그룹에 대하여 제어질을 통하여 일원화되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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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나 장비의 특별 상태로 인해 경보가 부당하다면， 아무련 경보가

올리치 않아 "Dark Board" 조건이 된다.

신호검증 알고리듭은 운전원에게 부당한 신호를 알려， 이로 인한 거짓된

경보의 원천이 되는 것올 방지한다.

(4) 캠퓨터계통

정보 수요률 공급하기 위하여 요구된 자료처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지능올 수햄한다. 컴퓨터는 수집된 자료를 처러하고， 모든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고， 컴퓨터터미날 또는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계산된 결과를 준비한다. 그리고 발전소 코드틀 롤린다.

모률화된 하드웨어 빛 소프트웨어외 설계로 인하여 재설계없이 진보된

시스템향상을 가져오고， 광디스크의 이용으로 많은 용량과 긴 데이타

저장시칸을 제공한다.

메뉴선택 Target 이나 그래픽 섬볼을 통한 터치 스코런 억셰스 (Touch

Screen Access) 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억세스가 용이하다.

(5) 통신계통

광섬유 테이타 통신이 계통의 전기적 독립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용된다.

신호다충 데이타 렁코 및 장거러 입출력 멀티플렉셔의 이용으로 요구된

선호 입출력 연결 케이블의 양을 줄인다. 장거리 입출력 멀티플렉서는

발전소 센서 몇 컴포넌트 현장 제어사이의 분배를 위해 설계된다. 신호

멀티플렉서 및 데이타 링코는 I&C내의계통간 통신뿐만 아니라 제어실，

컴퓨터실， 비상정치실 사이의 통신을 위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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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가

발전소 부품의 수가 증가하고 기능적인 요구가 북잡화합에

따라， 재래의 제어논리회로의 사용은 제어판댈 공간의 증가와 비조칙화된

연결을 가져옴다. 따라서 이계통은 높은 신뢰도와 모률화를 위해 마이코로

프로세서와 최근의 계측제어 기술올 이용한다.

모률화된 하드웨어 빛 소프트웨어의 설계로 인하여 재젤계없이 진보된

시스템 향상을 가져오고 터치 스크린 억셰스률 이용하므로써 디스플레이

억세스가 용이하다.

반웅도와 터빈제어를 위해 차동 명령 또는 발전소 운전원이 내련 명령은

전력제어계통에 의하여 수행된다. 두 개의 원자로는 최척의 발전소 성능을

위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된다.

부하추종계동이나 제어센서 검증， 예비정지 제어동작과 가변척 보호

한계치에 의한 발전소 성능을 개선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이코로

프로세서툴 이용하여 유지 및 보수비용을 줄이고， 건설비의 절감 및

현장설치를 쉽게 활 수 있도록 멀티플렉싱을 사용하였다· SIR의 제어 빛

감시계통에 EPRI 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여부는 다옴과 같다.

SIR 제어 및 감시계통의 요구사항 만촉여부

1. 분산제어 만촉

2. Soft 제어 만족

3. 자동시험 만족

4. 업무부담과 장비의 고장등을 고려한 자동확 정도 자료부족

5. 데이타송신(광통신) 만족

6. 입증된 신기술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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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공학

8.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단순화 및 표준화

9. 설계의 모률화

10. 기능에 기초한 설계

11. 셜계의 융통성

12. 신호검중 능력

13. 운전원 보조기능(자가진단， 신호에러 검색，

기술지원실， 비상운전실}

14. 컴팩트한 다중의 워코스테이션

15. Backup 기능

16. 개량 경보계통(우선순위 및 그룹화)

17. 아날로그 및 디지탈 I/O 칙렬 및 병렬 I/O

18. 데이타계통의 다중성

19. HVAC 계동

만족

낼
U
혹
「
뭘
「
낼
U
촉

핸

만

nL

디
L

만

nt

만

만촉

만촉

만촉

차료부록

만폭

만폭

다)추천사항

건설단가 및 보수유지만가의 철강등 이용율 제고률 위하여，

최신 계측제어기술인 디지탈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광통신기법， 신호다중화기법 등울 필히 채택함이 타당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을 설계과정에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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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1 체어설의 EPRI URn 요구사항

주제

l 쳐l어설 설계과정

1.1 기능과 입무를 이용

1.2 제어질 개념셜계

1.3 개념셜계의 검토

1.4 기능，임무，설계의 반복

1.5 철계경험

1.6 최종셜계의 기록

내용

각 제어설 사이에 일원화된 설계

기능과 입무의 천체 식벌에 기초와

통합화

제어질의 설계도안， 제어와 디스플레이

의 식별， 순차척인 입무와 기록， 제어

실의 운전올 위한 예비절차

최소한 운천 경험 있는 사람과 인간

공학 전문가들로 검토팀올 구성하고，

모형 제어실과 시율레이터를 이용하여

검토

제어실에 할당된 기능과 입무를 위한

설계의 반복

제어와 디스플레이의 형태， 라벨링，

컬러코딩， Demarcation , 명명법， 휘치를

위한 관례， 미믹 관례와 기호， 약어 및

두문자어

셜계구성 (판넬과 다른 창비의 정돈，

제어혐태， 디스플레이형태， 색， 라벨과

운전 지원시스템) , 기능과 입무의

정의， 모든 제어설의 설계에 있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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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천원

2.1 정상시 소내 운전요원

2.2 긴급사고시 운전요원

2.3 최대 운전요원 수

2.4 정상운전시 운전원

2.5 Heatup과 Cooldown시

운천원

공동점 및 차이점， 운전절차 등을 기록

착 교대시， SRO 변허가 있는 감독자 한

명， MCR에서 운천원의 칙첩척인

감폭권과 SRO 면허가 있는 1인， 2인의

운전원， 1인의 운전요완， 1인의

기술지원요원， 현장제어실에서 장비를

조작하는 2인， 1인의 감톡자 보조원

즉각척으로 대처할 수 있는 1인의

운전원， 호출시 1 분안에 MCR에 올 수

있는 2인의 운전원， 옵성동신에 의하여

제어실 훈천원의 요청에 즉각척으로

대응할 수 있는 2인의 장비조착자，

음성통신에 의하여 제어설 운전원에

즉각척으로 대응할 수 있고 10분안에

MCR에 올 수 있는 감독자와 STA ,

그러고 1인와 운전자

SRO 면허가 있는 2인， RO면허가 있는

3인， 1인의 STA , 2인의 장비조좌자，

규제기관의 1인과 전력회사 감톡을

위한 1인

Hot Standby 에서 정격출혁 범위의 출력

증감 시， 1인의 울전원

보통의 교대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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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운전원의 질척수준

3. 경보

3.1 일반 경보계통

3.2 경보조건의 선태

3.3 경보처리

3.4 경보표시

M-MIS 설계자는 울전원의 질척 수준

명기

운전에 필요한 비정상 조건을 알려

요구사항 척당한 동착을 휘하도록 합，

발천소와 시스댐 상태의 경계를

운전원에게 제공함， 정보계통에 의하여

운전원에게 불필요하게 부과된 부탑의

최소화， 기능 및 입무 분석으로 경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의 식별，

경보계통이 잘 동착하는 지률 추기척

으로 확신시켜 주는 성능 제공， 경보

계통의 효용성이 실시깐 동척 시율

레이션에 의해 제공.

일원화된 접근 빛 기본원리가 경보가

울렬 발천소 조건올 선택하는데 아용，

선택과정은 발전소 계동 설계자와

M-MIS 설계자 사이외 접촉에 바탕올

두어 각 계통의 요구사항을 잘 따르고，

경보가 운전원의 필요와 능력에 찰

부합되도록 함.

불필요한 경보의 제거， Reflash 능력，

혼란 (Upset)동안 경보 수 감소

경보의 그룰화， 중요한 경 보의 우선

순위화， 경보계통 제어， 가청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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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플레이

4.1 일관된 표현

4.2 요구표시

4.3 Disabled 디스플레이의

표시

4.4 밸브의 위치표시

‘ 4.5 모터 전류표시

4.6 표시전등

4.7 운전 진행 정보

4.8 디스플레이와 미믹의

동합

제어설 설계와의 융화

일관펀 표현으로 훈천원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된 디스플레이 수의

회소화

운전원에게 제공된 위치나 상태표시는

실제 기기의 위치와 상태를 반영하도록

함

디스플레이는 천원 또는 신호 상실시，

즉 표시가 에러를 동반하는지툴 운전원

에게 확신시켜 줄 수단의 제공

밸브의 개혜상태를 표시하여 운전원이

제어동착의 궤환올 갖도록 합.

모터 전류는 운전원에게 제어 동작의

궤환 뿐만 아니라 모터 및 관련 기기의

버정상 운전올 알힘.

단 하나의 천원대i방lt Element) 에 의존

하는 표시천등 및 얼올 많이 발산하는

백열전등，그리고 수명이 짧윤 표서전풍

등은 사용치 말 것.

재래의 차트레코드， 필기도구등이 아닌

디스플레이에 의해 운전 진행 정보를

얻음.

여러 제어실에셔의 입무가 일관되도록

통합된 디스플레이와 미믹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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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천자척인 디스플레이

4.10 Audio-Visual 감시

5. 쩨어

5.1 제어의 일관훤 협태

5.2 천원 출처 식별

5.3 정상 체어위치 식별

5.4 부주의한제어동착과

참금

5.5 천자척언 제어

5.6 Backup 기능

워코스테이션에셔 플랜트 따라미터나

기기상태의 디스플레이는 CRT，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같운 전자기솔올 이용.

또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하드카피

능력 제공

고방사성 또는 위험 때문에 운전원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의 Audio-Visual

갑시

셔로 다흔 제어혐태툴 최소화， 그러나

다른 형태의 제어툴 식별할 제어

형태의 차이를 제공

제어장비의 전원에 영향올 주는 천원

상설 등에 대처하도록 운전원 지원

각 제어를 위해 정의된 정상위치를

식별하는데 일관된 방법 사용

제어의 형태와 위치 선택시 부주의한

제어동착을 없애고 비상서툴 대비해

제어의 참금동착을 제거합.

주제어실 워코스테이션에셔 기기나

계동의 제어는 전자적이거나， 소프트

제어

워코스테이션이 전혀 동착하지 옷활

경우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수동제어

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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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옴성통신 시스템

6.1 범위

6.2 요구 능력

6.3 요구사항 (천용무선

통신

6.4 요구사항 (통신시설과

기기)

7. 정돈， 환경 및 장비

7.1 기능과 임무와의 부합

7.2 운전원의 보조 임무와

7.3 시험과 보수

7.4 조명

운전과 보수를 지원하는 소내 동신，

외부 조칙과의 음성 통신

휴대용 무선통신， 발전소 Paging 빛

소내 전화 시설， 전용 외부 총선 렁크

Point-To-Point 및 Open Channel ,

책당한 수신 및 송신， 잡옴이 많운

곳에셔 통신성능， 개인 방호 창비와

통합， 적당한 용량과 채널， 통신겨!

톰과 M-MIS 장비 사이에 방해가

없도록，높은 신뢰도와 내고장 능력

구비

운전원에게 한가지 이상의 통신시스템，

운전원의 임무와 일관성， 통신장비의

신호가 경보음 또는 다른 음과 구별이

용이， 훈전원과 기술자 사이에 옴성

통신올 위한 척당한 수단 확보

모든 제어설은 부여된 기능과 입무에

척당한 주위환경과 장비 제공

장비의 사용에 관련펀 Switching 빛

의무 Tagging , 운전일지 작성， 보고서

준비， 교대 행위

시험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어실 설계

10-50 Foot-Candles 범위에서 운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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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료저장

7.6 잡음정도

7.7 표면 마무리

8. 제어반

8.1 제어반 상의 기기들의

관계

8.2 제어반과 이들 기기의

식별

8.3 수정 준비

8.4 차후의 운전원보조공깐

9. 각 제어설 요구사항

9.1 주제어설

조절 가능하도록 합.

참고자료(절차서， 메뉴얼， 설계도면)，

예비품 (전구， 퓨즈) , 운전원 개인

장비 , 비상장버 , Log 및 Record

60 dB 이하

카꽤트， 방음벽 및 방읍 천장

기능과 입무에 맞게 제어반상의 제어와

디스플레이의 위치선정

제어반 및 각 기기의 기능척인 분류를

구분하는 일관된 방법 확립

장래의 수정 보완이 용이하도록 설계

운전원이 정보를 첨가할 여유 제공

(1) 주요 제어공간: 감독자실， 회의설，

사무실, 제어 Switching 빛 Tagging올

위한 공간， 기술기원자설， 화장설과

주방올 갖춘 운전완 공간， 참고자료와

비상장비를 위한 공간， 운천원이 쉽께

접근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위한 공간

(2) 주제어설 위치와 출입 : 장비

조작자가 제어실 운전원에게 칙첩

조언할 수 있도록 발전소 여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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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주제어설로의 출입， 비정상

조건시 주제어실로 부터 현장 운천원

동착이 필요한 곳으로 출입등의 운전

운전 요원에 의한 출입 ; 규제기관

검사자， 품전에 관련된 보수자， 훈천원

요구시 발전소 근무자 등에 의한 훌입，

체어실 장비의 보수를 위한 출입， 햄정

기능을 위한 감독자로의 출입， 소방

대원의 출입올 제외한 비 운전요원의

접촉올 최소화

(3) 주제어설 소개 : 두개의 톡립적인

비상구를 통하여 커(Key)와 같은 보완

장치의 사용없이 원격 발전소정지셀로

출입 가능

(4) 운전원 휴게실

(5) 화장실 및 주방

(6) 다폰 주제어설 공간과의 워코스테

이션 통신

(7) 교대공간

(8) 비상장비 : 호흡기， 방호복 등

(9) 사고후의 감시

(10) 주제어설 워코스테이션 :최소한 3

대， 디스플레이와 Soft제어，제어상내에

있는 운전원 사이의 통산， 체어담당차

식별， 두대의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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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천훤 사이에 일분담이 용이하도록

하고， 고장시를 대비하여 다중성 제공

9.2 현장제어반 정상운전시 주제어실에서의 제어를

현장제어반에서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

하지 않지만 시험 및 보수시 이련 기능

제공， 빈번하게 사용되치 않으므로 혈

엄중한 환경조건，체한된 장비와 제한흰

출입， 1 인에 의해 불천되나 공간이

너무 제한되지 않읍， 부주의한 작동

제거， 허가되지 않운 작동 금지

9.3 원격발전소정지질 (RSCS) 주제어실의 소개에 거초， 원격 발전소

정지실의 시률레이션올 통하여 운전원

의 교육， 면허가 있는 두명의 훈천원과

두명의 장비조작자(Hot Standby 까자) ,

이후의 운전올 위해 정상 폴천요원， 주

제어설과 같운 제어반 정돈파 설계，

정상시 원격 발전소 정지실의 이용은

M-MIS 설계자의 명가틀 토대로 정의，

운전원이 복잡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중요한 참고자료 저장， 소개는

예기되지 않으므로 원격 발천소 정지실

의 운전이 우선합.

9.4 비상대책지원설 (ERSF) (1) 기술지원실 (TSC) : 2 푼 이내에

추제어실과 기술지원실 사이의 출입이

가능하고 버장시에는 평상시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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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수정， 기술지원실로부터 주제어실

의 행동이 관찰 가능하게 함.

(2) 비상운전실(EOF) : 추제어설，

기술지원실 및 다른 제어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타 베이스를 복제

하거나 연결해 주는 장비 설치

(3) 테이타 취급과 컴퓨터실 :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 기술지원실과 비상훈천

설 사이의 데이타를 처리 할 수 있는

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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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2 EPRI URO 의 데이타 수집， 전송 및 처리 요구사항

주제

1. 정의

1.1 묵척

1.2 기능

1.3 인터페이스

2. 일반 요구사항

내용

발컨소 체어， 감시 및 보호에 이용되는

다량의 데이타 수집， 처리 및 배분과

관련펀 요구사항

척절한 데이타의 품질，충분한 데이타의

취급용량， 전체발전소 요구사항을 만쪽

시키는 데이타 계통， 과도한 데이타와

부족한 태이타 사이의 균형유치를 위한

기준， TSC 및 EDE’ 그리고 운전원 보조

기능을 위한 데이타 요구사항등올 제공

데이타 수칩기능은 데이타 소스 (센서，

운전원 스위치， 제어기 출력)와 데이타

싱코 (핵튜에이터， 운천원 디스플레이)

등의 인터페이스， 데이타 컨송기능운

데이타 멀El 플렉서， 제어기， 제어설

등의 인터페이스， 테이타 처리기능은

일관성 있는 데이타 양식제공과 발전소

에서의 이용에 필요한 처리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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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성 양식

2.2 설계과정 요구사항

2.3 성능 요구사항

데이타계동구조: 다종성， Se멤lentation ，

분리등에 필요한 배선의 최소화， 각종

계통여나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딴일 부품 고장에 대한 발천소 제어와

감시 기능의 렴약성에 대한 고려， 유지

보수 및 시험 요구사항올 지원， 고장

발생시 데이타베이스의 피해 최소화

신호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및 디지탈

I/O를 제공하는데 첨가하여 데이타의

수칩과 배분을 위한 칙렬 빛 병렬 I/O

제공

다중성 및 다양성 :데이타 계통은

시스템 다중성에 상응하는 다충성을

제공하고 안전 관련 계동돌은 계통의

다충성 빛 분리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는 데이타 겸로률 이용

멀티플렉서의 사용으로 한 신호가 여러

계동에 이용되므로 각 계동올 위한

신효는 요구되눈 데이타 신호의

정확도， 분해능， 전송률올 만촉하도롭

함.

멀터플렉싱 계통용량운 최대의 부하

조건 하에서 설계된 요구조건올 이행

하기에 충분한 성능 여유도를 강고

장래의 기능 첨가를 위해 최소 25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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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뢰도 및 이용률

2.5 신호전달 지연

2.6 표준화

2.7 통신 프로토콜

3. 데이타수첩 요구사항

3.1 신호특성

3.2 신호 필터링

확장 용량올 갖도록 설계， 데이타 전송

용량은 충분한 성능여유도를 갖도록

하며 40배 확장용량 제공

데이타 계동의 신뢰도 및 이용롤이

특수 계동을 위해 이행된 분석에 포함

다충송신 데이타에 있어셔 전달시간

지연에 의한 발전소 제어 및 감시

계통의 심각한 성능 감소방지， 혜-루프

제어에서 전달 지연은 계통 안정성올

줄이므로 이의 고려， 디지탈 제어에셔

지연운 상당히 걸어 이툴 분석， 디스

플레이 Update는 운전원 인식시간 보다

심각하게 크변 안됨.

필터링， 데이타 변환， 데이타 처리，

에러검색 동올 위한 모률과 알고리즘의

표준화

전체 발전소의 데이타 하이훼이 프로

토콜 빛 인터페어스 이용， 명빽한

장점이 있올 경우 현장의 전용 데이타

하이웨이 이용

데이타의 정확도， 분해능， 생플링，

반복성， 응답률， 안전등급， 영역，

잡옴에 대한 저항성

신호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 405-



4. 데이타 전송

4.1 데이타 신호 tagging

4.2 다중송신 데이타의

5. 신호처리

5.1 신호 타당성 점검

6. 운전원 보조기능

6.1 기술척 특성 감시기능·

6.2 RPS，안전계동의 이용률

6.3 컴퓨터 보조의 진단，

내에서 신호의 잡옴을 척정수준으로

줄입

신호 식별능력

멀티플렉셔는 다량의 데이타를 처리

정확성 하므로 처리하므로 랜렴에러가

관련 계동이나 랜댐에러가 관련

계통이나 거능의 신뢰도률 저하시키지

않도록 에러 검씩 능력올 갖고

데이타의 전달과정운 추운한 고유의

무결성을 유지

Scaling , 증폭， 선형화， 변화율 계산

신호검증 능력

자기잔단，신호에러 검색풍의 발컨소

감시 및 제어에 도움을 주도록 운전원

에게 정보 제공

감시기능 기술사양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 제한조건(LCD) 이 운전원의 운전에

도옴

운전원이 RPS 및 안전계풍의 감시기능

감시기능 이용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함.

ALWR운 다량의 다중송신 데이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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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술지원설

6.5 비상운전실

7. 하드웨어

7.1 모률 구성

7.2 AID 변환기

7.3 D/A 변환기

보수시험 처리하여 발전소 운전에

도옴을 줄 기회제공， 즉 주기척인

시험， 점검계획， 발전소 성능 감시， 등

비상시 운전원 지원을 위해 기술지원실

올 제어설 옆에 설치합.

소내 및 소외의 관리자 사이의 의사

건탈과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

운전실이 발전소 부근에 설치

데이타계통 모률에 관한 스위치 등의

선택 메카니즘의 최소화， Back Plane

배선 방식에 의한 모률 구성 선호， On

Card구성 이용시 명확한 설치 지침서가

필요함.

정확성， 분해능，변환률 둥이 만족되고，

보정 간격 (Calibration Interval) 은

18개월이 되도록 Drift는 충분히 작고

자동보정 능력 제공

정확성 , 분해놓， 왜곡 (Distortion) •

변환률 등이 만축되고 보정칸격은 18

개월 이상이 되도록 Drift 는 충분히

작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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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3 EPRI URD 의 공동 소프료웨어， 하드웨어 및 제어 요건

주제

1. 공동 소프트웨어요구사항

1.1 청의

1. 2 설계 과청

내용

개개 M-MIS 소프트웨어의 설계，선택 및

설치룹 위한 공통 요구사항올 정의，

범위는 발전소 운전 및 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Finnware 툴 포함하며，

발전소 셜계조척이 준비한 소프트꿰

어， 구입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장비의 구입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로

구성

웅용(Application) ,지왼 (Support) ,시혐

빛 보수， 훈현용 소프트웨어가 존재，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는 요구사양， 기능

사양， 상세 소프트웨어 설계사양，코딩

및 소프트웨어 생성， 시험 설치 및

인증， 책입의 전이， 운전 및 보수，사업

판리 등의 단계와 활동을 포함， 설계

자는 소프트웨어 요구사양올 개발하고

상세 설계툴 상술，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계획(SQAP) 은 소프트웨어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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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프트웨어 설계

1.4 성능 요구사항

개발， VV(Verification & Validation) ,

이용 및 보수동안， 준비된 문셔툴 구운

하고， 소프트웨어 VV (Verification &

Validation) 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프트

웨어 수명주기의 각 단계를 묘사， 원시

프로그램은 상셰한 코멘트가 필요하고

M-MIS 설계자는 코드 분석올 수햄，또한

사용자 메뉴얼을 개발하고 모든 에러

메서지 제공， 구매조칙 (Purchasing

Organization)은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에 맞는지 승인 시혐올 수행

Top-Down 접근방식을 채용， 소프트웨어

문서 화， Update 및 새로훈 Release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계층척 셜계

구조와 모률화 셜계원리를 이용，

가정과 중대한 위반(Violation) 을

명확히 구분，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언어 사용수의 최소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독립적， 보호， 제어， 경보，

디스플레이 등의 M-MIS 기능은 디지탈

기술에 기초， 초기화동안 진단 루틴

이행， 데이타 베이스 관리 Tool 제공

컴퓨터 계통은 최대 부하 조건하에셔

젤계한대로 이행되도록 충분한 성능

여유도 제공， 또한 옴라인 진단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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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시험능력 보유

1.5 입증， 시험 및 자격검정 소프토웨어의 품질 및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칠보증

기능과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용되는 Tool 및 기법 개발， Tool운

고급언어로 코딩됩， 시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에러를 찾고 성능입층을 위해

설계됨， 다목척용 설계 모텔이 시스렘

과 설계 따라미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용됨

1.6 이용률 및 신뢰도 컴퓨터에 기초한 계통의 다양성 및

다중성올 평가하고 Hard-Wired Backup

기능을 고려， 컴퓨터 코드의 부당한

변경을 방치하기 위한 하드웨어 빛

소프트웨어의 연동.

1.7 보수 및 정비 설계자는 시스템을 보수하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진단 Tool , 보정 Tool ,

메뉴얼 등을 제공.

2. 공통 하드웨어 요구사항

2.1 정의 개개의 하드훼어 설계， 선택 및 설치를

위한 공통 요구사항을 정의， 범위는

일반 요구사항， 컴퓨터 계통， 스위치，

센셔， 격러 디바이스， 밸브， I&C 전원

공급， 접지， 전기적인 관통 및 밀봉，

케이블， 광섬유 등의 요구사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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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 요구사항

2.3 컴퓨터 계동

구성.

제어계통은 공풍의 계동 및 장비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합. 제어계동

모니터렁 기능， 제어계통 설계는 전력

생산 제어와 통합화， Free-Standing

또는 Wa끄 Mounted Instrument Rack ,

프로세스 계측 선로는 100 Feet 이내，

계측범위는 합리척인 여유도툴 갖는

프로세스 변수의 범위를 포함，아날로그

신호는 전튜입력 또는 전압차이， 격납

용기 밖에서 계측장비는 옹도

40-120 oF , 습도 10-95%사이에서

착동할 수 있는 것으로， 60년 이하의

설계 수명을 갖는 제어 빛 계혹장비는

구별되어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회로보드 및 모률 에의 자가진단 및

시험능력， 케비넷 내부에 끄ov AC 표준

3-Connector , 신호 검증 능력，

영구척인 내부조명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동합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동 시험 및 검증， 수명을

인식하고 교처l블 용여하게 하는 설비

제공， 배터리 지원의 시계 내장，

다중성 및 다양성의 평가 및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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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위치

2.5 센셔

2.6 격리 디바이스

2.7 밸브

정확성 팩 반복성，힐훤화된 놈퍼 。i 용，

"Wet" 또는 깨ry" 접촉인지를 결정，

성능 시힘을 위한 설비 제공， 고장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논리 셜계를 고려，

모률화 설계.

정확성 및 반북성 요구사항 그리고

보정 정확성 상술， 열척 Stratification

문제를 체거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Thennowell 필요， 써모커플 또는 RID

이외의 자료수집 계동에 칙첩 이용되는

옴도 측정장비의 사용을 고려， 장거리

표시 또는 기록 요구시 선혐 스케일.

이용， 전운전 영역에서 자격검정， 현창

보정 및 Bench 보정을 위한 설비 제공

멀티플렉서와 자료수집 장비 사야의

광섬유 격리가 선호됨，반도체 Isolator

형태가 선호됨， 아날로그 Isolator가

정확성올 감소시키지는 않옴， 아날로그

Isolator의 선협정 및 안정성이 시간

과 온도의 합수로 집하게 갑소하지는

않옴， Ground Loop Noise 최소화.

전동식 밸브눈 위차 표시 모률과는

별도의 밸브 운전 논리 모률올 갖고

모률들의 역할 전이 가능， 안전 관련

계동의 공기구동식밸브는 "Fail-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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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C 천왼 공급기

2.9 첩지

"Shut-Off" 또는 바이때스 밸브로 이용

되는 비조절 밸브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제어회로 내장， 반대 방향의

흐름을 요구하는 비조철 밸브의 이용

제한， 공기공급의 상실시 공기 구동식

밸브는 공기 축압기 (Accuumulator) 에

의해 구동， 모든 구동 밸브는 국소

위치 표시 설비 제공， 자기진단 및

보정 그러고 고장 발견 수리률 위한

Tool 제공

입력천압 및 주따수의 예기된 변화에셔

성능 제한치 내에셔 운천가능， Surge

보호， 과전류 보호， 케비넷 Bay 안의

장비에 이용되는 칙류천원은 같응

Bay어l 설치된 칙류천원 공급기에 의해

제공， 비안천 관련 계측 및 제어

계통은 비안전 관련 천원에 의해 공급

(전원분en

신호접지선 내에셔 과접지천류 및 접지

루프 보호， EM! 감소를 위한 척당한

수단 제공， 50V 이상을 갖는 장비와

모률운 보호접지툴 제공， 보호접지와

전원접지는 연결되어 접지로부터 장비

의 개방이 다른 장비를 개방시커지

않옵， 신호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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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mlOn Mode 전압의 최소화， P잉\<Jer

Supply Co때non 제공， 와이어 Shield 의

접자는 모률과 독립되어 회로로부터

모률의 제거가 Shield 연결에 교란올

주어셔는 않됨， Shield된 케이블의 95

유효 Shielding , 계측 케이블 Shield는

한 첩에서 접지， 아날로그 신호는 한

곳에 첩지하여 신호 Lead에셔 환접지

전류 방지， 디바이스들 사이의 신호

전송운 전압차， 천류， Optical 또는 AC

Coupled , 신호접지 Scheme은 Branching

Scheme , 동신계동은 껴l측접지와 공유

되지 않읍.

2.11 천기척인 관통 및 밀봉 신호에 영향을 추지 않는 한 겹쳐엇기

(Splice) 는 허용되나 광섬유 케이블

에서의 겹쳐엇기는 바람칙스럽지 않옴，

여분의 벽관통 커넥터， I&C 관통은

다른 전기척인 관통으로부터 EM! 효과

고려

2.11 케이블， 팡섬유 및 Raceway 장비케이블 : 현장설치버와 Spare

도선 사이의 경제척인 Tradeoff , 제어

및 계측 케이블의 식벌이 용이하도록

Color Coding 빛 Numbering,

Preassembled 케이블 Raceway

Raceway Shielding 을 위해 접지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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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Field Termination

Splices

속 Tray 또는 Air Space Separation.

전력 (Power) 케이블은 차펴1되어 EMI

발산 줄입，

Separation 기 준: AC 및 DC 회로 분리 ,

계측 케이블은 전력 케이블 또는 제어

케이블과 분리， 안전 관련 회로와

비안전 관련 휘로 및 다중의 안전 관련

회로와의 분리， 다종의 안전 관련

장비와 와이어 사이의 최소 6 Feet의

분리 거리를 유지하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장벽 설치， 안전 관련 와이어를

버안전 관련 와이어로 이용하지 않음，

안전 관련 패널 보드에 있는 도관

(Conduit) 은 밀몽

계측 케이블 : 두 개 이상의 꼬여진

도선은 개개의 꼬여진 Shielding을

갖고 Drain 와이어로 전처1 Shielding

광섬유 : 광섬유 케이블은 최소한의

작운 곡률 반겸 유치

설계 기준 지진 및 진동에 견덤，

보수의 향상을 위해 충분한 작업공깐，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개방

(Disconnection) 이 간단， 터미날 식별

가능， 단순한 Field Termination 및

Splicing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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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제어계통 요구사항

3.1 정의

3.2 설계 요구사항

3.3 성능 요구사항

개개 제어계통 설계， 선택 및 설치를

위한 공통의 요구사함을 정의， 범위는

설계 요구사합， 성농요구사항， 이용률/

운전성， 시험 및 자격검정， 보수 및

수리 포합

PROM 위에 제어계통 소프트웨어의 처장

이 선호됨， 배터리 지월의 ROM 이용시

충분한 배터리 용량， 안전 관련 계종파

비안천 관련계동의 소프트훼어 인터

페이스는 부책절， 플랜트와 장비의

비선형성， 시간 지연， 샘플 속도와

분해능의 효과 등올 고려， 설정치，

보정상수， 센서 제한치， 다른 프로세스

상수 등이 비휘발성 (Non-Volatile) 의

메모리에 저장

Reset 을 이용하는 제어 알고리듬운

Anti-Windup 제공， 수동 및 자동의

전이는 Bumpless , 모든 제어파라미터의

셰팅은 1 이상의 분해능과 정확성，

샘플 데이타 이용시 아날로그 자료수집

모률은 필터링 제공， Zero Order

Holder 형태의 신호 재생 , Interrupt는

주요 FP (Functional Processor) 에셔

이용되지 않옵， 보호기능， 제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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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용률/운전성

3.5 시험/자격검정

3.6 보수/수리

감시기능 순으로의 우선순위 유지

비안전 계통의 이용률은 신뢰활 만한

기기의 이용에 의하고 다중성의 이용

회소화， 가능하면 다륜 계통으로부터의

신호를 제어계동에 이용하여 이용률

향상， 고장 발견시 제어 입무외 재분

배， 분산체어 방식 활용， 단지 캄시

데이타가 중앙의 Host 로 전달됨.

다중의 계통을 위해 계통 불일치툴

결정할 71준과 척결한 제어계동을

선택할 방법 제공

자기진단， 보정， 다론 보수 지원 계동

제공， 주요 시스템 따라며터에 대한

접근 제한， 보수 인터페이스와 운전

인터페이스의 분리， 시스템 연결은

전기척으로 격리된 Test Point 나

척철히 격리된 데이타 링코에 의함，

보수의 진행올 주제어실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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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4 발전소 보호 계통에 대한 EPRI URD 요건

항 확

최근 신기술의 척용

신호다중화기법 및 자료전송

EPRI 사업자 요구 조건

내 용

8.2.3 처l어 빛 감시 전략

8.2.3.1 기동 및 구동

8.2.3.2 정상 운전

8.2.3.3 정지 및 재배치

8.2.4 통합 및 조화

8.2.5 성능요건

운전자의 깐여없이 자동척으로 기동 빛 구동，

기동 상태와 정상 구동 여부를 주제어실에서

따악

구동후 최소한 30분 동안 자동 훈천이， 30 분후

부터 수동 운천 허용

작동된 계통에 대한 운전원의 수동 복원기능，

자동 복원 빛 재배치시 장비에 대한 영향 최소

화

발전소 보호계통과 전체 발전소 성능요건올

만촉하고 각 계통의 주어진 성능요건도 만촉

하도록 통합되고 기능상의 조화가 이루어 지도

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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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 자동시험

8.2.5.7 운전중 유지보수

8.3.2.2 ATWS의 대처

8.2.5.1 기동신호의 선택 원자로의 정지와 공학적 안전설비들의 자동

기동올 위한 적절한 운전변수의 선택， 빛

이들 변수의 선택시 동일유형 고장을 줄이기

위한 가동 신호의 다양성 요구와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입력 신호의 요구 사이에

사이에 척철한 조화.

8.2.5.2 작동의 완결 겨I통논리가 공학척 안전설비를 구동하면 주어

진 목적올 완결하도록 설계.

8.2.5.3 복원(Reset) 계풍이 구동된 후 비정상 상황과 그에 대한

원얀이 완전히 제거펀 후 알맞은 설비에 의해

계통논리블 복원.

8.2.5.4 고장의 영향 어떠한 단일 고장이라도 보호계통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오작동을 유발하면 안된다.

복합적인 고장용 센서와 겨l통의 일부에셔 허용

되지만 원자로 정지등의 최종 구동 장비에서는

허용되지 않눈다.

8.2.5.5 신호의 동시논리 동일한 변수나 변수들의 동일한 조합이 2 개

이상의 채널에 입력되어 계통올 구동시켜야

하는 동시논리 기능.

8.2.5.6 수동/자동의 독립 원자로 정치 설비률 제외한 계통에서 수동기동

기능은 자동기동 기능과 독립.

유지보수시 보호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

ATWS에 대비하여 지원 원자로정지 계통을 추가

하거나 ATWS시 노심손상 가능성을 낮문 셜계

자동시험이 가능한 곳에는 이를 위한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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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 안전한 위치

8.3.3.2 추체어설

8.3.3.3 설정치의 변화

갖추어야 하고 자동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비실

용적인 곳에는 운전자에 의해 수동으로 시험

보호계통의 기능올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보

타지나 화재등으로 부터 보호된 안전한

곳에 위치.

주제어설의 운천자는 보호계통의 기동， 학동의

완결여부， 인터페이스 및 오동작에 대한 정보

를 명확히 화변을 통해 인지

설정치 조청을 위한 설비가 고려되어 있어야

하며 설정치의 변화는 항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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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4 발전소 보호 계통에 대한 EPRI URD 요건

함 프E-, 내 A
。

최근 신기술의 척용

신호다중화기법 맺 자료전송

EPRI 사업자 요구 조건

8.2.3 제어 및 감시 전략

8.2.3.1 기동 및 구동

8.2.3.2 정상 운전

8.2.3.3 정지 및 재배치

8.2 .4 통합 및 조화

8.2.5 성능요건

8.2.5.1 기동신호의 선택

운전자의 간여없이 자동척으로 기동 및 구동，

기동 상태와 정상 구동 여부를 주제어설에서

따악

구동후 최소한 30분 동안 자동 운전이， 30 분후

부터 수동 운전 허용

작동된 계동에 대한 운전원의 수동 복원기능，

자동 복원 및 재배치시 장비에 대한 영향 최소

화

발천소 보호계통과 전체 발전소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각 계통의 주어진 성능요건도 만족

하도록 통합되고 기능상의 조화가 이루어 지도

톡설계

원자로의 정지와 공학척 안전셀비들의 자동

기동올 위한 척절한 운전변수의 선택，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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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3 복원(Reset)

8.2.5.2 작동의 완결

이들 변수의 선택시 동얼유형 고장올 줄이기

위한 기동 신호의 다양성 요구와 오동착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입력 신호의 요구 사이에

사이에 적절한 조화.

계통논리가 공학적 안전설비를 구동하변 주어

진 목적을 완결하도록 설계.

계통이 구동된 후 비정상 상황과 그에 대한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후 알맞은 설비에 의해

계통논리를 복원.

8.2.5 .4 고장의 영향 어떠한 단일 고장이라도 보호계통의 기능을

처하시키거나 오작동을 유발하면 안된다.

복합척인 고장은 센서와 계통의 일부에서 허용

되지만 원자로 정지등의 최종 구동 장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8.2.5.5 신호의 동시논리 동일한 변수나 변수들의 동일한 조합이 2 개

이상의 채널에 입력되어 계통율 구동시켜야

하는 동시논리 기능.

8.2.5.6 수동/자동의 독럽 원자로 정지 설비툴 제외한 계통에서 수동기동

기능윤 자동기동 기능과 독립.

8.2.5.7 운전중 유지보수 유지보수시 보호기능이 정상척으로 수행

8.3.2.2 ATWS의 대처 ATWS에 대비하여 지원 원자로정지 계통을 추가

하거나 ATWS시 노섬손상 가능성을 낮춘 설계

8.3.2.3 자동시험 자동시험이 가능한 곳에는 이률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동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비실

용적인 곳에는 운전자에 의해 수동으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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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 안전한 위치

8.3.3.2 주제어실

8.3.3.3 설정치의 변화

보호계통의 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보

타지나 화재등으로 부터 보호된 안전한

곳에 위치.

주제어설의 운전자는 보호계동의 기동， 작동의

완결여부， 인터페이스 빛 오동작에 대한 정보

률 명확히 화변을 통해 인지

설정치 조정을 위한 설비가 고려되어 있어야

하며 설정치의 변화는 항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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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3 SIR 발천소 보호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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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배치

신형안전로의 개발목척윤 처금까지의 경수로 기솔 발탈에 따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경제적인 전기률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원자력

발전소틀 동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절에셔는 이와 같은

신형안전로의 건물 설계 및 배치가 어떻게 이루웹져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EPRI 사업자 요건의 일반척 고려사항을 검토한 후

AP600과 SIR의 경우에 있어 이와 같은 고려사항의 세부항목이 어떻게

만족되고 있는 가를 검토 분석하기로 하였다.

가. EPRI 사업자 요건

신혐안전로의 건물배치는 피동혐 설계를 그 기봄으로 한다.

건물배치는 다른 여러 시스템과 관련되므로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야루워져야한다. 건물배치의 셰부척 사항을

고려하기에 앞서 이를 위한 신형안전로 건물 설계 및 배치의 기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성， 운전성 및 보수성의 개선 : 건설성의 개선은 발전소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재질의 신충한 선정， 부품의 표준화， 건설인력의

최척의 접근을 허용하는 배치， 변화가 자유롭고， 건설계획을

포합하며 최척의 행동순서를 허용하는 설계에 의하여 가능하다.

운전성 및 보수성의 개선은 초기설계 판계의 보수 검토룰 포함하여

부품 및 운전의 보수률 위한 공간의 확보， 잠재적인 오염지역 및

비오업지역의 분리 등에 의하여 이루워질 수 있다.

- 사보타지에 대한 방어 : 신형안전로의 설계철학은 사보타지에의한

발전소의 취약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보타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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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는 안천관련계통올 물리척으로 격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 표준화 : 신형안전로의 표준설계는 표준 발전소 건물 셜계 및 배치에

의거하여 모둔 전력생산기기를 표준화하고 야의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표준화된 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에셔는 EPRI 사업자 요건의 셰부 합목을 살며보기보다는 그와

같은 세부항목이 나오게된 위의 3가지 기본정책에 근거한 건물 설계 및

배치의 설계원척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운 기본척인 설계원칙의

항목으로는 일반 절계， 건설 설계， 안컨 설계 및 운천과 보수관련 설계

등이 있다. 먼저， 일반척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옴파 같다.

- 인간공학척 요소의 고려 : 운전중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신뢰성이 높은 부폼을 사용하는 등 인간 공학척 요소는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발전소 용척의 최척화 : 단지 건물의 최소화만율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빛 기기를 위한 공간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건축적 고려사항 : 기능과 함께 대중의 수용성올 고려하여 건물의

외관을 치장 하도록 한다.

- 표준화 : 표준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구조척 설계기초 : 경제척이며 증명된 특성올 갖고있는 재질율

최대한 사용한다.

- 발천소 수명 : 설계된 발전소의 수명운 60년이다.

- 발전소 환경 : 기초물질의 조건 및 론덴셔， 비안전계통 냉각수외

조건을 설정한다.

- 설계 과정 : 셜계 빛 분석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 하도룩 한다.

또한， 발전소는 일관성 있는 발전소의 운전과 보수가 가능하며 아울러

발전소 건설의 경비를 최척화하도록 셜계하여야 한다. 어를 위하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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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서 고려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설 순서 : 건설순서는 건물 설계 및 배치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한다.

- 안전 및 비안전 건설영역의 분리 : 이와같은 분리는 셜계요건，

건설활동 및 품질 보증과 함께 물리척 분러도 포함한다.

- 모률화 : 발전소 설계는 마리 제작된 기기의 대형 모률의 사용을

허가한다. 이와같운 모률의 범위 빛 설계의 선정운 건성 순셔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한다.

- 시동 점검 : 건설과 시동 점검의 결합운 차후 점검의 연장 및 경비

중가를 피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그리고， 안전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요구 조건의 종합 : 안전조건， 운전 및 보수 조건등운 최척 설계를

위하여 종합되어야 한다.

- 분리와 방호 : 안전 비관련 기기에 대한 지진에 의한 영향이 안전

관련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분리하여야 한다. 안전 비관련기기는

내부 위험이나 안전 비관련 보조기기로 부터 보호하여 가동률을 증가

시키도톡 한다.

- 화재 방호 : 건설물질음 NUREG-0800의 요구조건올 반쭉하여야 하며

냉각탑은 비연소물질로 건축되어야 한다. 주요기기 (컴퓨터실，

Switchgear실， 보조안전관련 판넬， 안전관련 맛데리실， 내부화재에

노출되어있는 안전관련 건물의 외벽 등)은 3시간 동안 화재에 견덜

수 있는 방벽요로 분리되어야 한다.

一 사고후 접근 : 조사 및 회복 조치를 위한 사고후 접근 경로가 확보

되어야 한다.

- 안전성 요건 : 보호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사고후 접근 경로가

확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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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홍수 요건 : 발전소 배치는 비안전계동 유동 시스템에 의한

격납용기 외부에서의 대형 누출이 안전관련기기 지역에 흥수블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중대사고 고려사항 : 발천소 특성이 충대사고블 방지 및 완화하도록

한다.

-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방호 : 사보타지를 제외한 인칸에 의한 외부

위험은 발전소별로 표준 발전소 모델을 기준으로하여 그 위험성을

견딜수 있는 정도를 계산한다.

- 독극물 및 가연성 기체 요건 : 톡극물은 제어실에 근접하여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가연성 기체는 안전기기를 포함하는 어떠한

건물로 부터도 50ft 이상 떨어져 저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훈전 빛 보수와 관련하여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수성 계산 및 특성 : 발전소 설계자는 배치도면올 만들면서 동시에

보수성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 계산은 발전소 운전중 기가의 운전，

핵연료 재장전， 주요검사， 정치 기칸중의 수t!l 및 조사가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를 조사한다.

- 로보트 이용을 위한 발전소 설계 : 발전소 설계자는 보수를 위한

로보트의 이용을 고려하여야한다.

- 방사선 요건 : 건물의 배치는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원 기구 : 건불의 배치는 사무실 및 기타 지원 기구가 있을 공간올

제공하여야 한다.

- 기후 방호 : 발전소 및 건물의 배치는 기후에 의한 기기의 고장올

막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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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EPRI 사업자 요건의 일반적인 셜계원칙을 살펴 보았다. 이상과

같은 EPRI 사업자 요건에 따른 신형안전로의 건불 배치가 그림 2.2.7-1 에

나와있다.

다음 절에셔는 AP600과 SIR의 경우 어떻채 위의 요건들이 만족되는가를

살며보기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들올

항목별로 살펴보는데는 어려움이 있으E로 코게 다음의 몇가지 관점에셔 그

만쪽 여부를 살며 보기로 한다.

- 피동설계

- 발전소용척의 최척화

- 모률화

- 사용건축 재료의 축소

나. AP600의 건물 배치 및 건설 방법

1) 건물배치

AP600에 있어서 건물 배치의 기본 목표는 안전성， 운전성，

보수성 및 구조 설계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건설 공기 및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데 있다. 이툴 위한 가장 칙접척인 방법운 여타의 설계 변경이

없이 요구되는 건물 용척쓸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 기존의 전기-기계척 안전계통을 피동안전계통으로 대치

- 개선된 제어설의 이용

- 계동 부품， 배관 및 구조의 모률화

- 건물용척 최적화를 위한 배치에 대한 연구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이용하였을

때의 결과가 표 2.2.7-1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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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1에서 보듯이 가장 콘 용척의 감소는 지진-I 건물에셔

이루어쳤으며， 이와 같은 지진-I 건물이 발전소내에셔 가장 비싼

건물이므로 이의 용척 감소는 건설비용 및 공기를 많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P600건설공기의 목표는 첫 공사 시작에서 연료장전까지을 36개월이내에

마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봄배치연구의 하나는 6가지의 주요구조물의

배치를 초기에 결정하는 것이다. 6가지의 주요구조물은 원자로건물，

터빈건물， 부속건물， 제어건물， 디첼발천기건물 및 고체화 폐기물건물

동이다. 이 6가지 주요구조물의 전반척인 배치도가 그림 2.2.7-2에 나타나

있다. 원자로 건물의 용척을 어떻게 줄일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배치연구가

행해쳤다. 각 추요 건물 구조물에 대한 배치 연구의 결과가 표 2.2.7-2에

나와 있다.

2) 모률화 건축

모률을 이용한 검혹은 선박， 비행기 빛 화학 공장의 건설

등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AP600에 사용되는

모률을 이용한 건축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AP600 건설에 있어셔 사용 가능한 모률의 코기는 레일에 의하여 이송

가능한 모률의 코기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는 높이 12ft , 폭 12ft , 걸이

80ft로 무게는 최대 80톤까지의 모률이 사용가능하다. 공장에서 제작된

부품을 이용하는 모률화 건축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정되고， 숙련된 인원을 사용함으로써 효율과 폼절을 향상

- 기후조건에 염향을 받지 않음

- 효율적인 도구와 재질의 사용이 가능

- 선척이전에 효율적인 계통 조립 및 검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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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작업에 의한 학습효과에 따른 잠재척 이득

- 동시척인 건설경로를 제공함으로 건설공기의 단축 가능등이다.

AP600에셔 구조 모률， 기기 모률 및 배관/케이블 및 Tray/Duct 모률등의

사용된 3종류의 모률올 이용하고 있다.

가) 구조 모률

현재 .구조 모률은 대부분 격납용기내 구조물의 모률과

관련되어 있다. 핵연료 풀， 터빈 주춧대， 방호 건물 저붕， 터빈-발천기

건물에 대한 모률화는 차후에 이루어 질 것이다. 격납용기내 구조물의

건축올 위하여 다옵과 같은 3가지 건축방법이 검토되었다. 최신의 건축

기슐올 포합하는 기존의 건축방법， 미리 성혐된 혼크리트를 이용하는

건혹법， 모률화된 철제구조물올 이용하는 방법등이다. 각 방법을 명가한

결과에 따르면 그 건설 경비는 별차이가 없으나 미리 성형훤 콘크리트툴

이용하는 건혹법파 모률화된 철제구조물을 01용하는 건축법을 사용하면 약

3개훨의 공기를 단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가지 방법올

사용함으로써 약 2400만달라의 경비를 절감힐 수 있다. AP600에서는 이

두가지 방법중 철제 구조불율 이용한 방법여 미리 성형펀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나은것으로 평가되어 선택되었다.

나) 기기 모률

AP600 올 위해 수행된 수년간에 걸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천소 설계와 관련되어 가장 경제척 효과가 있는 기기 모률 기솔을 다옵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발전소 배치도가 필요한 기능을 활 수 있는 기기의 최초 위치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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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가 모률에 맞도록 르기를 재조정한다.

- 최소의 모률을 포함하는 장소에 기기툴 재배치 한다.

- 설치， 감시， 보수를 위한 공간올 모률 근방에 제공한다.

- 이상으로 부터 다양한 길이를 갖는 12 X12 ft 코기의 균일한 벽 및

마루 모률을 구혹한다.

- 시스템의 P&ID가 구성됨에 따라 푹정한 모률의 그림을 구성한다. 이

그림은 각 부품이 구조 쩔제 모률에 의하여 척절히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보수를 위한 곤접공간이 허용되는가를 확인한다.

일례로 AP600에서 사용되는 화학 및 처l척 제어 시스템 모률이 그림

2.2.7-3 ， 4에 나와었다. 기기 및 배관의 모률은 격납용기， 보조 건물，

핵연료처리 건물， 부가 건물， 디젤 건물 빛 터빈 건물등에서 사용될

것어다. 배관/케이블 및 Tray/Duct의 모률에 대하여는 약 75내지 1007~의

모률야 예상되나， 현재 AP600에서는 아직 이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3) 건축재료 및 건설공기의 펌가

가) 건축재료

사용되는 건축새료를 줄이는 것은 AP600 발전소 설계의

초기부터의 목표였다. 건축재료를 줄이기 위하여 다읍과 같은 접근 방식이

사용되었다.

- 유체， 전기 빛 HVAC 시스템의 단순화

- 연결되는 파이프， 케이블 및 HVAC의 Duct를 줄이기 위하여 시스템의

부품을 근접거리에 배치

- 사람이 다니는 동로 및 기기 제거 통로의 최척화

- 근접건불내 관련있는 시스템을 연결되는 따이프， 케이블 및 HVA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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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룹 최소화 하도록 배치

사용되는 건축재료의 감소는 건축 비용을 줄여주며 또한， 건설공기를

줄여준다.

나) 건설 공기

예비척으로 수행된 건설공기에 대한 연구는 36개월이면 켓

콘크리트 작업애셔 회초 핵연료 장전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것은 건축재료의 감소， 모률화된 건축방법， 동시척으로 공사가

수행가능토록 된 발전소 배치 등의 제반효과에 따른 것이다.

다. SIR의 건물 배치 및 건설 방법

SIR의 기본척인 건물 배치도가 그림 2.2.7-5에 나와 었다. SIR에

있어서 건물 배치의 가장 콘 특징은 압력감소 격납용기이다. 이것은

별개의 핵연료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요며， 사용후 핵연료를 원자로 용기에

근접시격 배치함으로써 핵연료 이송 및 처리계똥을 단순화 시킨다.

또한 SIR 건설장의 이점운 단순화된 시스템의 설계에 기인한다. SIR의

기본 개념은 붕산을 사용하자 않은 냉각수뜰 사용한다. 따라서， 붕산과

관련된 운전이 불필요하므로 화학 및 체척 제어계통을 단순화 시칸다.

아울러 Seal이 없는 냉각수 펌프의 사용은 일차측 밀봉수의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SIR윤 현재의 가압 경수로 설계에서는 피동척으로

운전되는 격납용기내 냉각계동 빛 살수 계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SIR 설계는 건축공기툴 단축할 수 있도록 원자로 건물의 단순화를

강조한다. 이것은 원자로 건불과 압력감소방을 분리함으로서 이물 수

있으며 압력감소방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강철용기의 결합으로 이루워진다.

이와 같은 강철용기는 Downcomer 따이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파이프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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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내 풀의 용수 하부를 관동한다. 전형척인 비등 경수로는 구조적으로

압력감소방을 건조벽구조물과 결합하도록 되어있￡나 SIR에셔는 주중기관이

일차계통어 아니므로 추증기관 밸브를 지나는 유출은 ·더이상 방사능과

관련이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격납용기 냉각운 공기률 동하여 이루어진다.

모률화된 압력감소용기는 보조건물 외부의 강철 탱크를 이용하여

이루워진다. 이것운 원자로 건물의 건설올 단순화 시키며 따라셔

건설공기를 상당히 한축 시킬수 있다.

이외에 건설성올 높이는 다른 몇가지 요소롤 살펴보면 다홈과 같다.

- 핵연료 저장 및 처리， 보조 및 원자로 건물의 공동 사용

- 안전관련 비관련 영역의 분리툴 동한 평상척인 건셜공법의 여용

- 발전소 단순화， 피동특성， 외부압력 감소등을 동한 기기 감소

- 구조물， 기계 및 전기 부품의 선제작 빛 모률화를 허용하논 건물

설계 및 배치

이상에처 언급한 제반 효과에 따라 SIR의 건설공끼는 핵연료 장전까지 약

30개월이 걸힐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블 좀더 자세히 살며보면 다옴과

같다.

진 행 상황

발천소 현장 공사 시착

최초 콘크리트 작업

원자로 용기 설치

수합시험

고온시험

핵연료장전

상업 운전

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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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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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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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이상에셔 우리는 EPRI 사업자 요건의 일반척 사항 및 AP600과 SIR의

건물 설계， 배치，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살며보았다. 현재의 상황에셔

AP600과 SIR이 EPRI 사업자 요건의 각 세부항목을 만쭉시카는 가는 좀더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되나， 현재의 자료에 따르면 AP600 과 SIR운 EPRI

사업자 요건들올 반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P600과 SIR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건물용척 최척화률 위한 배치， 시스템 셜계의

단순화와 모률화툴 퉁한 건설공기의 판촉， 사용되는 건축재료의 감소를

통한 건축 비용의 감소， 발전소 단순화와 피동 특성올 통한 기기의

감소등이 이루어졌다. 이와같운 특징들운 신형로에 대한 경제성올 보장해

주며， 아울러 대중의 원전에 대한 수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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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건물 용척 비교 (fe)

기준발전소 AP600

A. 지진 I 건물

격납용기/방호건물 2,717,150 2,991 ,601
제어 592,272 -
보조 2,265 ,679 855 ,152
충간 1,475 ,770 -
핵연료 처리 1,123,020 624 ,814
디첼발전거 392,138 .

기기 냉각 332,634 -
탱코포합 514,300
부가 - 121.968

소 계 9,412 ,963 4,593,535

B. 비지진 I 건물

터빈 5,821,400 1,580,000
방사혜기불 저장 425 ,000 -
부가 - 292 ,500
근접제어 - 346,542
디젤발전기 - 168,630

소 계 6,246 ,400 2,387,672

총 계 15 ,659 ,363 6,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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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AP600의 건물 배치

구조물 배 치 이 유배 치

격납용기 | ‘ 운전대 이하 높이로 I - 운천대 높이내에셔 보수 빛

격납용기내 RWST 설치 | 운전을 위한 최대공칸 허용

- 증기 빛 급수관을 운전대

이하로 격납용기 북측 관통

- Hydro-Ball I - 노심 공동올 8ft 감소시킴
노섬내계측계통척용

- 핵연료 이송장치를 I - 핵연료 건물의 용척 감소
격납용기 중앙선의
서쭉으로 6’6" 이동

- 상하단부에 타원형 I - 격납용기와 방호건물의

Head 사용 l 높이 감소

방호건물 I - 135ft의 외부칙경을 I - 피동 격냥용기 냉각 시스템의

갖도록 젤계 | 유동 변척 확보

원자로건물 I - 통합기초 채용

기초 I - 평면 71 초 채용

핵연료처리 I - cask / 핵연료장전
건물 | 구멍등의 회전 빛

병렬 배치

- 토양조건의 변화에 대처 가능

- 시공이 깐편

- 일정 레일위의 크레인 사용

가능

보조건물

부가건물

어

-
물

제

-
건

접
물

-
번

근
건

-
터

- 원자로 건물의 명탄，

통합 기초 채용에

따라 4개층의 높이

자동 결정

- 1층 : 기계척기기 배치

- 격납용기 인원 hatch 및

주요 격납용기 기기에

따라 5충 결정

- 비지진성 안전계동을

버지진성 건물으로 옮김에

따라 기존 발전소에 비하여

용적 감소

- 보조건물 및 곤접제어

건물 배치 연구에

따라 필요성이 생김

- 모든운전 빛 보수와

관련된 근접기능 제공

- 용적 감소

- 터빈주춧대의 건축과 여타

건축의 동시 진행 허용

- 안천 비관련 기기 및

발천소 기기 포함

- 계통비관련， 자진비관련

기능 포함

- 터빈건물 운전대플

터빈건물 지붕에 설치

- 터빈주춧대와
원자로건물 사이에

공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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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절에셔는 앞절에서 논의한 계통별 설계특성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 신형안전로의 개발 타당성을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신형안전로의 주요설계 요구 특성올

제안하였다.

1. 기술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기술의 자립을 위해 국내 여러 기관이

부단한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원전 설계 기술을 비롯하여 핵연료

설계 국산화 및 노섬 설계의 상당 부분에 기술을 축척하였고 부분척요로

완벽하게 국내 기술진에 의한 설계가 가능한 분야가 많아졌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축적된 기술이 어떻게 신형안전로의 자체설계와 접복될 수 있눈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신형안전로의 설계특성중 대표척인 계통 단순화， 모률

개념 이용， 실증기술 이용 등을 살펴보고 산형안전로의 설계 기술 자립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계동 단순화 측면

신형안전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폰하는 원전보다

운전원의 조착을 가급적 적게 필요로 하는 피동적 안전성 (Passive

Safety) 확보와 계동의 단순화이다. 계동의 단순화는 원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도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쉬운 운전 조작과 제어로 운전원의

인간적 요소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킬수 었으며 그러고 경제척 비용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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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PRI에 의한 신형안전로 요구 조건은 원전 운전성 관점에셔 단순화블

강조하고 있는데 원전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고 운전에 필수척인 기능을

벗어나치 않는 범위 내에셔 계동의수， 밸브， 펌프， 기계척， 전기척 장비나

기구률 최소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도 상태나 긴급 상태뿔

아니라 정상 상태에셔도 운전 요구량이 적운 계동과 기기 설계 빛 보수를

고려한 장비의 배치， 건셜의 단순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첩에처

신혐안전로에셔는 안천성 개선을 위해 떠동척 비상노심냉각수 주입계통올

착동시키기 때문에 현존 원전의 농통척 계통에 의한 파이프 연결， 펌프，

밸브의 수를 줄이거나 제거하고 있다. 또한 보조 급수 계통(Auxiliary

Feedwater System) 과 능동척 잔열제거계홍 (RHRS) 을 단순화하고 있으며

붕소재순환계통 (Boron Recycle System) 올 제거하고 eves툴 단순화하고

있다( 표 2.3.1-1 참조).

이와 같은 계통의 단순화는 안전성 개선과 많은 부분에서 벚불려

신형안전로 개발에셔 중요한 부분율 차지하고 있다. 계통의 단순화는 주로

안전성 개선에 따라 확보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안전성 검증에 의해

자동척으로 단순화방안올 얻어낼 수 있어 단순화만울 분리하여 검증활

필요는 없다. 계동의 단순화는 주로 띠동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변겸상 얻어내는 것이므로 해외 신형안전로 개발 상황을 검토해 볼때

국내 기술에 의한 기술적인 접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 모률화 측면

신형안전로 건설은 구조물과 장비， 기구를 크기와 무게에서

소량화하고 있다. 이는 모률 설계 개념을 사용하므로 구조불의 대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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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야고 공장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SIR의 겸우 증기발생기는 각 모률에

12개씩， 펌프는 6개씩 구성하고 있으며， 격납용기도 8개의 작운 압력억제

탱크로 구성되어 있다. AP600 도 구조물， 장비 및 배관등에 모률개념을

척용하고 있오며 다른 신형안전로에서도 신형안전로 건설의 기본척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존 신혐로는 모두 표준화툴 선정하여 계동내

공통모드사고 (Common Mode Failure) 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성올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셔 동일한 제품올 동일한 규쩍￡로 사용하고 있다.

모률 개념올 도입함으로 원전 건셜 현장에셔의 북잡한 조립율

최소화하며 멀리 떨어진 곳에셔 공장 건설을 이용하여 조립하고 수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공장 건젤에 의해 조립할 때 표준화에 의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더 좋은 방법올 옹용 가능하게 하며 제폼 품질 향상올

꾀할 수 있다. 또한 크기와 무게가 착으므로 부폼의 수리 및 교환아

용이하여 수명을 연장활 수 있으며 운전 측면에셔도 융통성을 얻올 수

있다.

특히， 전력 용량을 몇개의 기본 단위로 나누어 설계하기 때문에 여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즉， 전력 생산뿐 아니라 지역 난방이나 열병합

발전， 담수화， 선박이나 우주선 동력원 등 다목척용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추가 건설을 필요로 할 때 설계 개념을

크게 바꾸지 않고 칸설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경우 새로운 건설을 활

때마다 새로꾼 설계와 건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률 개념을 도입할

때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동일한 원자로를 기존 원자로에 추가 건설하기

때문에 추가 건설시 기존의 플랜트와의 상호 호환성등의 부분척 인허가만

취득하변 되므로 많을 부분에서 시간척，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외 몇개의 기붙 단위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보수 및 수려할 때

계통을 모두 정지시키지 않고 하나썩 차례로 정지시키며 나머지는 가동할

- 447-



수 있으므로 운전 가동성도 높이고 경제척 비용도 줄인다.

또한 앞으로 전력 수요의 중가에 따른 부하 추종 폴천시 부하 변화에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연료 교환셔에도 강제척 계동 정처를 막올 수

있다. 이러한 모률 개념의 도입은 천력 수요의 증가에 따틀 부지 선정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건설 부자 물책에 해당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좁윤 입지 조건에서 이러한 개념윤 부지 선정에도 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으며 원전 건설의 공기를 단축활 수 있게 하므로 모률

셜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질에서 꼭 취해야 할 사항이다.

다. 실종 기술 측면

해외에서 개발중인 신형안전로는 기존 원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설계 개념으로서 기존 원전 운전 경험 및 이미 실증된 기술을 척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증로(Demonstration Plant) 를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형안전로는 이미 실증 기술올 활용하여 개발되고 있지만

실증기술의 척용에 의한 설계개선이 입증되어야 하며 안전성 측면애셔

주요한 기기와 부품의 사전 검사와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형로에서 피동척 안전 계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차이에 의한

자연대류 현상이나 중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고 환경에셔 노섬냉각수가

정확하게 주입되고， 사고의 확대 방지가 가능한지 충분한 실증시험이

뒤따라야 한다.

EPRI에서 요구하는 실증된 기술 사항은 플랜트 설계의 완성도와 이며

입증된 계통과 구조물을 사용하는지의 여부 및 이미 완성되었거나 성공척

운전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E로 기술척，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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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척인 연구개발을 줄이려는데 목척이 있다. 즉， 이미 건설된 플랜트에

입증된 설계를 근거로 설계해야 하며 그 차이점을 계산， 비교해야 한다.

모든 구조물은 건설전에 시험해야 하며 특히 주요한 구조물은 다른

원자로나 동일한 크기의 원자로에서 시렴해야 한다. 표 2.3.1-2.3 에

AP600 및 SIR 의 각 설계 개념의 기술적 근거 및 실증성을 검토 요약

하였다.

라. 신형안전로 설계기술 자립 가능성 평가

신형안전로 설계기술 자럽 가능성을 기폰 국내 설계기술과

신형안전로 기술과의 연관관계 속에셔 검토하였으며， 또한 신형안전로

철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였다. 자써한

세부 분석은 상세셜계가 되지 않았기에 불가능하고 신형안전로의

설계개념을 만족시켜기 위한 관련 기술을 개량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병행

연구되어 오고 있는 연구과제 및 앞으로 연구하기 위해 제시되어 온

연구과제로부터 도춤하여 현활과 추후 연구과제룰 제시하였다.

1) 국내 기존 경수로 기술의 활용측면

국내 원자력 기술기반은 가압경수로 기솔로셔 현재 약 86%의

기술 자립을 달성하였으며 1995년까지 약 95%의 가압경수로 기술자립이

예상된다. 제 2절의 계통별 설계특성 분석에서 、 검토한 바와 같이 (표

2.3.1-2.3 참조) 신형안전로 개발은 기폰경수로 기술을 기본으로하여 지난

30여년간의 연구개발 결과 와 원전 설계 및 운전 경험올 동하여 입증된

기술을 활용하고 획기척인 안전성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원전 기술자립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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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안전로 개발과의 연관성 측변에서 볼때 정량척인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국내 기보유 가압경수로 기술을 선형안전로 기술에 접목 활용하고，

피동안전계홍의 채택과 관련된 일부 기술의 추가척언 연구개발을 통해

신형안전로외 국내개발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기술기반이 회로형 가압경수로업을 감안활때 국내기존경수로와 유사한

회로협 신형안전로의 경우 국내 기존 경수로 기술의 최대 활용이 기대되며

해외에셔도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개발 컨망이 가장 밝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추가 연구개발 분야

신형안전로 개발의 최우선 목표는 일반대중이 만촉할만한

높은수준의 안전성 확보이다. 이러한 높운 수준의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기존 기기및 계통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천성 제고 뿐아니라

우수한 안전 특성을 가진 설계 개념들을 신형안전로 개발시 반영해야 한다.

표 2.3.1-4 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계동별절계특성 분석을 통해 추천된

우수설계 개념들은 고유안전성 층대 빛 Walk-Away Safety 달성을 위한

피동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계통 및 설계개념뜰로써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기존 기술의 활용뿐 아니라 추가척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신혐안천로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피동/고유 안전성을 입증활 수 있는 연구개발， 중대사고 정책 등 신규

인허가 요건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신개념 척용에 의한 안전성 개선사항

입증 등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이 충점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가) 비상 노섬 냉각 계통 최척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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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노심 냉각 계통의 성능평가를 실제척으로 수행하여

규제요건에 대한 보수성올 척절하게 제한하고 전원 상설 사고와 같이 비상

노심 냉각 계동이 작동하지 못할 사건의 발생올 줄이고 계통설계의

다양성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냉각 기능의 최척화툴 위한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한 해석능력을 개선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이 연구는

핵연료봉에 대한 열척 여유도률 15%까지 증가시켜 정상상태 빛 과도상태시

핵연료가 셜계 제한치 이하로 운전되고 비상 노심 냉각 계동의 분라를

추구하여 신뢰성올 향상시켜 디이첼 발전기가 늦게 작동하여도 충분히

노심올 냉각시킬 수 있도록 셜계하여야 한다.

나) 비상 급수 계통의 Steam Binding

비상 급수 계통은 주급수 계동의 운전이 불가능할 때

증기발생기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노심의 열을 제거시키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다. 이 계동은 몇 개의 밸브로 격리되어 있는데 가열된 주급수가

이들 밸브를 통해 비상 급수 계통으로 새어들 경우 이 물운 급격하게

증기로 변하고 이에 따라 비상 급수 펌프나 비상 급수 방출관에서 Steam

Bind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류는 비상 급수 계동에 대한

Common Cause Failure Mode를 유발시켜 비상 급수 계통의 운전올

불가능하게 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급수

계동을 분리된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여 Cross Connection 에 의한 Common

Cause Failure 툴 제거하고 Steam Binding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하여

Check밸브의 상부 방출관 부분에 옴도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Steam Binding 이 일어난다변 증기를 제거활

환기공을 젤계하여야 한다.

- 451 -



다) 고/저압 연결 부위 설계

현재의 가압수형 원자로는 고압 계동파 저압 계동이 서로

연결된 부위가 많다. 고압의 냉각 계동파 저압의 잔얼 제거 계똥을

연결하는 부위는 주로 밸브들인데 두계통간의 압혁 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밸브의 누설이 발생하거나 혈린다면 저압 계통의 건천성이

파괴되고 심한 경우 방사성 물질의 격납 용기로의 방출도 일어날 수 있다.

그외 잔열 제거시 밸브가 닫히면 노심내 잔열 제거가 불가능하게 되어 콘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주로 어러한 밸브의 오류는 밸브의 기능시험시에

많이 발생하는데 고압 계동에 대한 저압 계동의 과압 가능성올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연구가 튀따라야 한다.

라) 수소 제어

중대사고시 핵연료용 따복재는 원자로 용기내에서 고올의

증기와 반응하여 상당한 양의 수소를 발생시킨다. 또한 원자로 용기가

파괴될 경우 아직 산화되지 않운 표l 복재 물철파 반옹하여 수소를

생성하는데 이러한 수소를 취급할 수소 제어 계동 설계에 따라 격납용기가

중대사고시 발생되는 수소를 척절히 수용하고 초옴속 연소현상이 격납용기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발전소 전원 상실 사고

원자력발전소에 공급되는 모든 교류전원의 상실은 터번

정지와 함께 소외 전원 상실이 발생하고 소내 바상 전원마저 상실됨으로

발생한다. 잔열제거 빛 격납용기 열처l거를 위한 대부분의 안전계통은

교류전원에 의해 작동되므로 전원 상실 기간이 길어지변 노섬 용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처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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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냉각재계통의 자연순환 현상

천원 상실 사고와 같은 고압사고시 원자로 냉각 계통내에서

자연순환이 효과적으로 발생한다면 DCH (Direct Containment Heating) 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격납용기 조기 파손올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U튜브 손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핵분열 생성물이

증기발생기 2차측 밸브를 통해 격납용기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누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원자로내에셔 자연순환이 효과척으로

발생한다변 노심의 모든 영역에셔 핵연료 피복재의 옴도가 상대척으로

서서히 상승하게 되고 노섬 상부 온도는 고온의 냉각재 유통에 의하여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심에셔의 핵연료 피복재 산화뿐아니라 노심

상부 구조물의 steel 산화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생성량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냉각 계통내에서 자연순환 현상뿐 아니라

노심 용융파정， DCH , 수소생성량， 핵분열 물질의 방출과 이송， 구조물 파손

분석등의 상호 해척이 필요하다.

신형안전로에서는 노섬에서 생성된 열을 가압기와 가압기의 상부에 있는

자동 감압계동을 통해 척절히 감압시킨 후 IRWST를 사용하여 열을 제거하고

있다.

사) 격납용기 칙접가열(DCH)

훤자로내의 노심이 용융되는 중대사고사 원자로 용기가

따열되면 용융노심은 격납용기내 대기로 누출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용융

노심의 누출형태는 원자로 냉각계동의 내부압력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내부압력이 상당히 높을 때눈 격납용기와 냉각채계통 사이의 높은 압력차에

의하여 용융 노심이 아주 작은 입자형테로 분사되며， 이 용융물은 원자로

Cavity툴 지나 격납용기 내에서 산소와 발얼반웅을 일으켜 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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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고 격납용기의 옹도와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또한 발생된

고압， 고운의 수소농도는 수소 연소현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격납용기의

조기 손상올 동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자동 감압계통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능

검증과 계통 분석여 수행되어야 활 것이다.

아)잔열체거계동

원자로 정지 이후 발생되는 상당량의 열율 보조 급수계통

(AFWS) 율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불 통해 방출하며 그 이후의 잔열은 잔열

제거계통올 사용하여 제거한다. 현재 잔열 제거장치의 신뢰도블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LOGA가 아넌 상황에셔

EGGS를 이용한 Feed &Bleed 방식을 챔가시키는 것과 피동 급수계통의

설치가 연구되고 있다. Feed & Bleed 방식은 원차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을

고압 안전 추입 펌프 방출 압력까지 감압하여 EGGS의 물로 노심을

냉각시키는 방법이다. 이률 위해 자동 감압계통의 설치가 연구되고 있다.

자) 격납용기 누출방지 평가

중대사고시 격납용기 성능 안건과 더불어 원자로 운전충

격납용기의 누출방지 안건은 신형안전로 격납용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쟁점사항이기도 하다. URn에셔 요구하는 셜계누출 한도율을

검사하가 위한 격납용기 누출시혐 능력구비와 시험장치 설치 및 철차

최적화， 격리밸브의 최소화， 격납용기 Isolation System 설계시 격납용기

관통라인이 잘못 개방될 가능성을 최소화， Fail-Safe 설계개념 반영을 위한

연구가 격납용기 세부설계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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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노심 봐편물 냉각성

원자로용기 따손시 고온의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Cavity로

떨어지면 Cavity 구조물이나 론코리트와 혈척， 화학적 반용올 일으킨다.

이때의 열전달 모델 및 격맙용기의 얼， 압력하중에 미치는 영향운 노심

용융불과 콘코리트 반응의 열전달 모델로 연구되고 있으나 Cavity에 물이

있거나 물이 주입되는 경우의 노심파펀물 냉각윤 아켜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노심 따현물 냉각에 대한 연구는 격납용기 Cavity 의 설계 및

잔열제거장치 설계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ALWR 설계의 중요한 쟁점충

하나이다.

그외 노섬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 제어붕 용융 물절 방출모델，

일차계통과 격납용기내의 핵분열 생성물파 에어로졸의 부확， 원자로용기내

중기폭발과 격납용기의 얄따방식파손， 원자로용기 외부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 원자로용기 외부에서의 노심용융불과 콘크리이트 반옹의

열전달 모델， 핵분열 생성물의 재증발， 이차 격납 용기의 건전성，

원자로용기내 수소 발생， 노섬 용융 진행 및 원자로 용기 파괴，

수소연소등에 관한 연구가 개량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병행되어 오고 있다.

3) 신형안전로 관련 연구개발 과제 도출

각 계통별로 연구 과제 대상을 선정하여 그 연구에 관련된 URD

내용올 검토하여 연구과제툴 도출하였다. 원천 기술 자럽 상활과

신형안전로 연구 과제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연구 대상으로 추후

설계가능한 것은 포함하고 있다 (표 2.3.1-5 - 표 2.3.1-1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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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 각 노령별 단순화 비교

AP 600 SIR System 80+

기존원자로 ·잔열제거계통 ·비상 디젤발전기 *기존 계동을 개선

에셔 제거 (능동) ·격납용기 살수계통 • 4-Train
된 계통 ·필수용수계통 ·안전주입계통 안전주입계통

·보조급수계통 (고압， 저압) 비상급수계통

·붕소 재순환계통 ·안전등급 최종 ·격납용기내

열흡수해 재장전용 수조

·고압 원자로 정치

냉각계똥

추가된 ·피동잔혈제거계통 ·증기발생기 이화

계통 (피동형 격납용기 측복수계통 -
냉각계통 포함) ·층기추입기

비안전 ·기동급수계통 ·용수계통 ·화학 및 체적

등급으로 ·사용후 핵연료 ·거가냉각수 계동 제어계동

전환된 냉각계동 • HVAC
계통 • HVAC ·사용후 핵연료

·원자로 보충수 냉각계통

계통 ·증기발생기

·기기냉각수 계동 재순환계통

협 ·밸브: 60% ·밸브

기기(기존 • 펌프 : 35% 안전등급 30%
PWR 기준) ·배관 : 75% BOP 30%

• 열교환기 : 50% ·펌프

안전등급 100%
기타 30%

·배관 -
ASME III 90%
기타 40%

·열교환기

안전등급 20%
기타 50%

• 배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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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1-2 껴I좁)

계풍빛 부품 기존 PWR 과의 차이청 J~발 활용기좋 실종성 검토

- 격냥용꺼내 채창전수 탱E쿄 - DOE Test Program - Large Break 빛 자연순환어l 와한

Long-Term 냉각에 때한 환석 완료
t

• 쳐'1=굿헬브작동 신뢰성 및 장71간 냉각

71농유치 등에 돼한 업종핵 필요합

• lie 겨l동 - Advanced lie (APWR) 설껴l - 71 혼 PWR 설계거술로 부려 - APWR 월부로서 NRC어1 의해 점토 중

깨념 확랍된 기솔

• 종껴발생까 - 웨걷:텅하우스사 "Fit 모탤 - 기혼 PWR 설계 71출 - 장쩨살계자료 생산이 필요활 윗요로

사용 환단휩

- 단얼 Piece 단조 Channel - Channel Head 젤계에 대한 - 71본척으로 기존 PWR 기술로셔 확립

Head 재발사협 완료 훤 기술입

- 튜브: Inconel-690 채료

사용

‘
k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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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4 한국형 신형안전로셜계시 채택검토가 추천되눈 우수설계 개념

노 형 기타

AP600 SIR
(PIUS VVER , MS300/600)

계 통

핵연료，노심 • 저출력 밀도 노심 • 고정노심내 핵계측 • 노심의 외팍 연료용
• Gray봉 사용에 장치 중 일부를 사용후

의한 부하 추종 • 원자로 용기속 핵연료나 스테얀레스

운전 Ex-Core Detector 강의 반사체로 대채

• 반경방향 반사쳐1

원자로 용기 • 원자로 용기의 • 노심에셔 원자로 • Beltline 재료의
하부 관통부 배제 용기까지의 냉각수 풀림에 의해 중성자

Gap을 크게 설계 에 의한 손상 회복

완자로냉각재 증기발생기 셰관 • Fluidic Diode • 수평형 증기 발생기
계통 재절로 Inconel • 1차 냉각재 계통의 • 고옹관을 저옹관보다

690 사용 배관채거 높은 위치에 설치

• 캔드 모타 펌프 • 원자로 냉각재가 S/G • 가압기와 가열기의

• 가압기 체적증대 셰관 외부로 흐틈 분리

• Loop Seal 제거

안전계풍 • 노심보충수 탱크 • 종기 주입기 능동 및 피동기기의

• IRWST • 2차측 복수계통(SCS) 최적 조화

• 안전주입을 위한 • 증기발생기 재순환 • 수평형 증기발생기의
감압계똥 계통 2차측을 이용한 노섬

• 찬열제거 계통회로 • 감압계통의 장시간 냉각
의 RCS 직접 연결 운전원 조치기간 및 • PORV의 배제

• DVI 수동원격 조정

• IRWST의 열교환기
빛 격납용기를

이용한 잔열제거

격납계동 • 철제격납용기 • 모률형 압력 억제 • 격납용기 환형 공간
자연대류에 의한 탱크 내의 급냉수조

격납용기 냉각

• 피동형 살수계통
• RHR 및 51 설비의
격맙용기내 설치

• 가연성 기체제어를
위한 I양litor의

설치

• Cavity내의 노섬따
편의 냉각을 위한

ul동척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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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4 계속)

노 형 기타

AP600 SIR
(PIUS VVER, MS300/600)

계 동

계측제어계통 • 디지탈 기술의 • 정상운전시 1인의
척용및 컴퓨터 운전원에 대한 운전

기능확대 • SPDS 강화
• 훈전원 지원기능의 • 자가진단 기능
대폭척인 확대 • 모률화 셜계 방식

• 천체운전 상황을 • 신호의 다중화 -
동시에 감시 활 수 디치탈기술

있는 대형 화면 • 마이크로 프로써셔

• 입출력신호의 • Progrannnable
다종화 Logic Controller

• 각 기능의 모률화 • 팡통신 기법
자가진단 기능

기타 계통 • cves 의 비안전 • 붕산 관련 계동의
등급화 제거

비안전 등급의 • 안전 기능을 수행 -
Backup 급수계통 하지 않는 기기

냉각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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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5 원자로섬관련 과제 도출

개선 과제명 개선 과제 내용 EPRI URD

저출력 노섬 - SIR과 AP600의 노심특성최척화

재장컨 주기 -24개월 Ch. 4 7.2.2.2
I폐기 연소도 - 55.000 때D/MTU

발전소 수명 - 60년

보론계통 제거 - Load Follow 시 보론올 사용하지 Ch. 4 2.2.6.2
않고 져가의 제어봉 사용

- 보론사용 며]Al 로 운전용이성

달성
- 척절한 제어봉 창전삽입 천략

가연성 톡물질 - 24개월 장주기 원자로 반용도

효율성 개선 제어를 위해 기존 가연성

독물질의 효율성 검토

- 새로운 독물질개발과 효율성

핵연료 열적 여유도 - 최소 15% Ch. 4 2.2.5

핵연료 집합체 설계 - Debris 저항성 핵연료 집합체 Ch. 4 7. 3.1.1.3
척용

CEA 설계 수명 확장 - 핵연료 제어봉 수명을 Ch. 4 7.2.3
20년으로 설계

저누설 노심 구성 - 반겸방향 구조물 (AP6007~념 ) Ch. 4 7. 3.1.2.1
을 핵계장계측에 최소한의

영향만 주도록하는 범위내에셔

그 효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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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6 원자로용기 관련 과제 도출

개선 과채명 개선 과제 내용 EPRI URD

- 반지름 방향

반사체 사용

Fluence 감소 - 노섬에서 용기사이의

냉각재 공간 증가

- 외곽 노섬에 "dummy"
연료몽사용

- 방사성 조사 인성 Ch . 2. 2.3. 1.2

취성 파손 인성 - 외부 충격 인성

- 열처리 제작

혈충격 - EGGS 착동시의 열충격

완화

- Beltline의 수칙용접 Ch. 2. 2.3.2 .4
이옴새 제거

용접과복구

- Beltline 부분의
주기적인 얼처리 복구

용기 수명 - 60년 용기 수명

- 대형 Piping 제거

π‘一'"9-‘
- 노심 하단부의 통과 부위 Ch. 2. 6.3. 1. 3

용기 제작 - Shop Fabrication Ch. 2. 2.3.2.3

- 468-



표 2.3.1-7 냉각채 계통 개선 과제 도출

개선 과제명 개선 과제 내용 EPRI URD

압력 경계 유지 - 격납용기나 다른 발전소 Ch. 3 3.1.2. 2
계통으로의 냉각재 유출방지

- 정상운전시 압력보호장치의 Ch. 3 3. 1. 2.3
압력 보호장치 작동없이 냉각재계통 압력

유지

- Shutdown 이후 자연순환으로 Ch. 3 3. 1. 2.5
자연순환 잔얼제거

- 단알 증기발생기로 제거 CII. 3 3.3. 1.4

부하추종 능력 - 50%에서 100%의 추종능력 Ch. ‘ 3 2.2. 1.3.1
(냉각재 부반응도 관련)

과압 과도상태 - 가압기 코기와 살수능력 Ch. 3 3.3.2.1
열충격 Ch. 3 3.4.3.2

냉각재 펌프 누’¢’흔-，쩌u 가느《ν Ch. 3 3.3 .4 .1
Casing Flange - 불트등의 젖옴방지

펌프 역회전 - 고장시 냉각재 펌프 역회전 Ch . 3 3.4. 2. 2. 7
방지

펌프축 밀몽 - 회전식 펌프축 밀몽 배제 Ch. 3 3.4.2.8

보수 빛 교환 - 보수 통로 및 교환시설 Ch . 3 3.6 .1.1

증기발생기 튜브 - 코발트 농도 <0.015 w% Ch. 3 4.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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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8 격납용기 관련 개선 과제 도출

개선 과쩨명 | 개선 과제 내용 EPRI URD

살수계통

(Spray System)

격납용기 격리 기능 I - Branch 배관계통틀올 단일

향상 I Header로 연결하는 경우
발천소신뢰도에 머치는 영향

- 격납용기 관통부률 가지는

계통율 격납용기 내에 위치

시키는 경우 계통에 요구되는

부하조칸

III 동 열제거 기능 I - 자연대류 및 기화열에 의한
열제거 능력 평가

- 격납용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명가

방사성 불질 피동 I - 방사성 물질 Holdup 및
제거 능력 명가 I Plate-out에 의한 제거능력

평가

가연성 개스 제거 I - 중대사고시 수소생성량 평가
- 재결합기 성능평가

- 수소 Ignition후 관련계통의

건정성 유치기능평가

- Inerting과 Ignition의 비교

- 피동 살수계동의 작동시기

빚 작동시간(AP600 : 30푼)

Gh. 5 6.2철 격리

밸브와 환통부 수의

수의 최소화

Gh. 5 6.6.2.1 격납

용기 도전 부하의

최소화

Gil. 5 6 .4절 핵분열
생성불 누출저)어에

있어서 유출경로내의

행동율 고려

Ch. 5 6.5절 LDB 및

중대사고시의 가연성

개스 제어 일반

공동설계
(Cavity Design)

- 중기폭발시 압력체어 설계

- Corium-Concrete 반응으로
인한 버응축성 기처l 생성

- 용융물질 Quench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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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9 안전계동관련 파제 도출

개선 과제명 개선 과제 내용 EPRI URD

피동책 안전계통 - 중력에 의한 노심 보충수 Ch. 5 3.1.5.4 CNT
(중력사용) 탱크의 냉각수 주입 검증 가압기와의 배관코기

봉소 농도 조절

- 장기 노심냉각올 위한 IRWST Ch. 5 3.1.5.3 IRWST
작동 검증 기능요건， 체척조건

융축수회수， 연결부

설치 가압기 방출시

부하 최소화， 기체

방출， 수소제어

피동척 안전계동 - 피동척 잔혈제거 열교환기를 Ch. 5 3.2 구성 요칸

(자연대류) 이용한 잔열제거 성농 검토 기능척요건 타기기와

의 연결 성능요컨
계통 및 기기요건

Feed &Bleed - 정상시 SFWS , 비상시 P뻐R-HX

운전모드 사용 를 보조하는 자동운전모드

Backup Feedwater - 선택척인 능동혐 급수계통에 Ch. 5 3.4 구성，

System 사용 의한 잔열제거기능 검토 목적， 연계계통，

전력계풍 성능 요건

계통설비

안전 자동 감압 - Direct Containment Heating Ch. 5 3.5.6 DCH의

계통 사고방지를 위한 자동 감압 예방설계

-냉각수 안전주업을 위한 Ch. 5 3.3 감압 계통

4단계 자동감압 구성요건，기능요건

타기기와의 연결

성능 요건， 계통요건

기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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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통 계속)

개선 과제명 개선 과제 내용 EPRI URD

냉각수 주입 - 안전주입노즐을 통한 냉각수 Ch. 5 3.1.3.1
직접 주업 주입구

3.1. 5. 1.2
RCS 연결부위

- 압력균형관에 의한 중력이용 Ch . 5 3. 1. 5. 3.7
냉각수 주압 3. 1.5.4 .3

가압기와의 배관

가압기 체적 증가에 - 가압기 용량증가에 따른

의한 운전 여유도 Relief Valve 제거 및 한력적

과도현상 대융

Canned Motor - Canned Motor Pump 사용에
Pump 사용 의한 펌프축 밀봉제거와

Small LOCA 가능성 감소

III 동안전을 위한 - 피동안전 작동용 밸브 (공기

밸브 작동， Check Valve) 의 신뢰도

검증 및 PRA

- 고압계통과 저압계동의 연결

부위밸브의 과압 가능성 검토

장기 재순환 - 격납용기 Sump에 고인 Ch. 5 3. 1.5.3
냉각재의 중력에 의한 주입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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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0 보조계통관련 과제 도출

개선 과제명 개선 과제 내용 EPRI URD

비안전 등급화 - 시동급수계통과 사용후핵연료

냉각계동의 비안전 기능화

- 비상천원계통의 비안전 Ch. 5 1.8.1
비안전관련계통

- 비상기기 냉각수계동 (CCWS) Ch. 5 3. 2. 4.4
의 비안전성 등급화 설계 비안전 RHRS와의

병립

Boron Free - 노섬반응도 제어 및 재장전

Operation 붕산수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에 패한 가연성독봉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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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1 계측 및 제어계통 과제 도출

개선 과제명 개선 과체 내용 EPRI URD

통합인간기계체계 현존발전소의 문제점 분석 Ch. 10.3

훈천원기능분석 Ch. 10.3

운전원수행도 Ch. 10.3
확인 검층 체계 개발

펑가를 위한 모형개발 Ch. 10.3

절계지침 개발 Ch. 10.3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검증 기법 개발 Ch .. 10.6

신호다중화 기법 개발 Ch. 10.5

Qualification 절차 개발 Ch. 10.8

계통 진단기능 개발

제어 빛 감시계통 자료획뜩기법 개발 Ch. 10.5

제어및 감시체계 개발 Ch. 10.6

운전원 시원기능 개발 Ch. 10.4, 5

경보체계 개발 Ch. 10 .4

통신체계 개발 Ch.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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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전성

신혐 안전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컷은 안전성의 확보이다. 신형

안전로는 기폰 원전의 안전 개념과는 근붙척으로 다른 혁산척인 안전셀계

개념올 도입하여 안전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척인

안천개념의 차세대 신협 안전로가 공중 및 전력회사와 규제 당국의

신뢰심을 얻기 위하여눈 기존 발전소에 존채하는 모든 안전성 관련

문제점이 신형 안전로에는 존재하지 않도혹 설계하고， 중대사고에 대한

척절한 고려를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신형 안전로는 기존 발전소보다 더육 안전하고 공충의 건강과

재산에 커다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율 증명하여 공중 빛

규제기관의 신뢰심을 획득하여야 한다. 여기에셔는 신혐 안전로의

안전성을 인허가 및 PA 측면과 중대사고 및 PM 측면에셔 검토하였다.

가. 인허가 및 대중 PA 측면

신형안전로는 실종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폰 원전의 복잡성을

배제하고 단순한 규모의 혹소가 아닌 실질척인 단순화와 피동척 안전

계통올 채택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셔 안천성올 추구하는

방석의 이해가 쉬워 높음수준의 안천성이 확보되었다는 확신을 주어 기존

원전이나 개량혐 원자로에 비해 대중의 수용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신형 안전로는 핵증기공급계동 설계 자체로서 안전성을 추구하므로

신규 규제요건(특히 중대사고 인허가 요건)에 대옹이 용이하고 사건

설계언증 획득올 목표로하기 때문에 또한 일단 셜계 인증된 노혐의 경우 그

이후의 인허가 업무가 크게 단순화 되어 전체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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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혹되어 일반대중 빛 천력 사업자를 동시에 만촉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형안전로에서 인허가성 및 PA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젤계특성은 고유안전성 ‘증대를 동하여 충분한 설계 여유도를

확보하고， 기존경수로와는 탈리 동척능동기기인 펌프와 밸브의 천원

의존도를 크게 줄여 설계하고 있으며， 사고시 잔열제거， 버상노섬 냉각수

주입， 장기냉각， 격납용기 냉각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동안전개념올

도입하여 중력， 입력차， 기체압력， 자연대류등 자연력올 최대한으로

이용하는데에 었다.

나. 중대사고 및 PRA 측면

기존의 원자로들은 다중방호의 안전 설계를 기본으로 공학척 안전

설비에 의한 안전성 확보를 추구하여， 확률론적 위험도 분석 (PRA) 방법으로

최종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성의 대부분은 능동척인

공학척 안전설비와 이를 효과척으로 작동시키는 운전원의 능력에 의존한다.

즉， 사고시에 안천 설비의 올바른 동작과 운전원의 개입이 즉시에 휘해져야

원전의 안전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TMI 및 Chemobyl 원전 사고는 이러한 방법에 의한 안전성 추구에

많운 불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원자력 발전이 정상운전셔 환경 오염올

일으킬 염려는 없어도， 방사능누풀에 대한 잠재척 위험은 원전에 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코게

향상시킨 신형 안전로가 부각되었다.

신형 안전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원자로의 안전성에는

- 자연적 안전성 (부반응도계수，도플러효과와 자연냉각에 의한

- 476-



안전성)

- 기기의 안전성 (피동척 및 능동척 기기와 시설에 의한 안전성)

- 즉시대응 안전성 (사고 검출 및 노심의 잔멸제거 기기 빛 운전원

조치에 의한 안전성)

- 격 1납 안전성 (방사능 물질의 환경 방출을 방지하는 설비에 의한

안전성)

등이 었다.

신형 안전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방법을 기존 원자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능동적 공학적 안전설비 대신 피동적 안전 설계 개념을 채택하여 과도

상태시 훈천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툴 가지고 대처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형 안전로 설계를 영광 3 ， 4호기 빛

System 80+를 중대사고 및 PRA 관점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내에셔 바교

분석하였다.

1) 천력회사 요구기준에 따른 평가

원전의 가동 빛 사고에 대하여， 여러 신형안전로에서 추구하는

안전성을 전력회사의 요구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다. 전력회사의

요구사항 (Utilities Requirements)은 미국 빛 전세계의 30년의 원자력

발전 경험에 기반을 둔 기술에 따라 확립되었다. 안전성 및 투자

보호변에셔 이 요구기준은 다읍의 항목들로 구성된다.

- 사고 억제 (Accident Resistance)

- 노심 손상 방지 (Core Damage Prevention)

- 사고 완화 (Mitigation)

가) 사고 억제 (Acciden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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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력회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학척 안전 젤비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기위한 설계 요건이 필요하다. 이

설계 요건에셔는 더 큰 사고나 안전시스템에 콘 위험이 될 수 있는 초기

시발사건의 발생이나 전따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억제에 필요한

사항은 다옴과 같다.

(1) 단순화 (Simplification)

발전소 셜계， 건설 및 올영에 단순화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개념에는 최소환의 시스템， 밸브， 펌프 및 기계，

전거 기기를 사용 하도룩 한다. 또한 정상가동 및 사고시 훈천원의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계통 및 부품 설계 (안천성 기능에 필요한 계통의

재배열을 최소 화하고， 안전 및 비안전 등급율 구분)를 한다. (앞 표

2.3.1-1 의 각노형별 단순화 비교 참조).

(2) 설계 여유도

핵연료의 설계여유도흘 15% 이상으로 하고，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2차측 용량을 기존 PWR보다 크게 하도록 한다.

AP 600 SIR System 80+ YGN-3&4

Minimum
Thennal 15% 25% 15 - 17% 5%
Margin

PRZ Vol.
per MWt 2.03E-2 7.65E-2 1.79E-2 1.80E-2
[m3/MW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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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조건에서 부반응도 온도계수를 유지하도록 한다.

AP 600 SIR System 80+ YGN-3&4

m’C(/K) -2E-5 -5E-4 (-0.54 --1.39)E-4 (-0.63 - -4.5)E-4

(4) 사고시 운전원에게 충분한 대처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AP600 및 SIR운 운전원 조치 없이도 최소한 72시칸 동안운 노심의 건전성올

유지할 수 있도룩 셜계되어 었다.

AP 600 SIR System 80+

대처시간 최소 72 시간 최소 72시깐 45 분 (*)

*증기 발생기 Dry Out 시칸

나) 노섬 손상 방지 (Core Damage Prevention)

노섬 손상 예방에 대한 요구기준윤 주로 공학척 안전

설비에 척용 되며， 인허가 설계기준 (Licensing Design Basis) 및

안전여유도 기준 (Safety Margin Basis) , 투자 보호 기준을 포함한다

(1) 투자 보호 목척

6인치의 Res 배관 따손에도 핵연료 손상이 없어야

한다.

AP 600 SIR System 80+ YGN-3&4

핵연료 랩 근본척 가능 가능

손상여부 방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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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원에게 수동적 조작(Manual Operation)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평균 노심 손상확률이 PRA를 통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lE-5/RY 이하여야 한다 (내부 및 외부 기인사건 포함). (표 2.3.2-1)

다) 사고 완화 (Mitigation)

(1) 격납용기 계통

( 가) 열처l거 (표 2.3.2-2)

인허가 설계기준 사고와 중대 사고에셔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코고 견고한 격납용기 및 관련

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연성 기체 제거 기능 (표 2.3.2-3)

핵연료의 급격한 올도 증가로 75%의 Fuel

Cladding (주로 Zirconium Alloys) 이 산화된 경우에도 격납용기에

연소가능한 수소농도가 13% 틀 초과해셔는 안된다.

(2) 핵분열 생성물 누출 제어 (표 2‘ 3.2-4)

핵분열 생성물 누출제어계통윤 인허가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규제선량 제한과 낮은기압에서의 노심 용융 사고에 대한 PAG 제한

선량을 만족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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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hmeyer 기준에 따른 평가

가)고유 안전 특성

고유 안전 특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읍 항목들을

Lahmeyer 사에서 제안하였다.

- 부반응도 옴도계수

- 젤계 기준 사고후 허용 최대 노심옴도

- 저출력 밀도 노심

- 운전원의 회복조치까지의 허용껴간 (Station Blackout Coping

Time)

여기에서는 전력회사 요구기준(URD) 에서 평가된 항목율 제외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1) 설계 기준 사고의 허용 최대 노심온도

AP 600 SIR System 80+ YGN-3&4

온도( 0 C) 800 800 - 1204

위의 최대 노섬온도는 다읍과 같은 설계기준 사고에 대해 평가 되었다.

- AP 600 :일차 냉각재 배관 양단 따열 사고

- SIR : 추증기관배관 양단 따열 사고

(2) 저출력 밀도 노섬

AP 600 SIR System 80+ YGN-3&4

출력밀도 76.2 54.6 95.9 96.4
(K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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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노혐들은 노심출력 밀도틀 낮추고자 하는 의도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3) ATWS빛 S/G Tube Rupture 등의 사고 평가

AP 600 SIR System 80+ YGN-3&4

기존경수로의 모둔 ATWS사고시

ATWS및 SGTR 상당기간동안 울천원

사고에 비하여 조치나 자동보호

보다 나운 것￡로 계통의 작동없이도 N.A. N.A.
평가 좋은 특성 유지

-127ij 의 S/G를 사고시

격리시킬수 있어 SGTR
사고 영향은 경미

나) 피동 안전 특성

Lahmeyer사에 의하변 사고시에 단지 자연 순환이나 중력에

의해서만 노심 냉각 및 잔열 제거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피동 안천

계동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각각의 노형에셔의 안전

냉각계통은 표 2.3.2-5와 같다.

다) 다중성 (Redundancy)

안천성에 관련된 모든 계동 및 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다충성 조건올 갖추어 야 한다. Lahmeyer사는 Single Failure 개념에

따라서 100%용량 3개 또는 50%용량 4개의 안전성 관련 Loop를 갖는

다중성을 고려하도톡 처l안했으며， Common Mode Failure 를 방치하기 위환

다양성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기준은 능동계동의 평가에는 척용

가능하나， 피동계통에 척용하기에는 근본척인 어려울이 었다.

피동계통에서는 기본척으로 피동부품을 사용지만 계동의 기능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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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부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피동계동에서는 사용되는 능동부품의

수량이 척으므로， 능동 계통에 비해 계동의 전반척인 신뢰도는 훨씬

높다고 평가된다. 이 경우 부품의 신뢰도와 전체 계통의 다중성의 상관

관계에 대한 요건울 포함하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AP600과 SIR윤

피동적인 단일 잔열제거 계동을 두고 있어 신뢰성옴 높다 할지라도

다충성에 의한 안천성 확보면은 아칙 미지수이다. System 80+ 및 영광

3,4 호기는 공학척 안전얼비(능동계풍)의 다중성에 의존하고 있다.

라) 중대사고의 영향

중대사고의 발생확륨은 1.0E-61년， 그러고 부지겸계에서의

방사선 조사량 25 rem이 모든 신형로에 대한 기준치로 제시되었다.

중대사고의 발생 확률은 앞에서 보였고(표 2.3.2-1) , 원자로에셔 0.5마일

떨어진 곳에셔의 방사능 누출 가능량에 대한 PRA 분석 결과는 다옴과

같다.

AP 600 SIR System 80+ YGN-3&4

Whole Body <5rem <25rem <25rem N.A.
Dose

Probability <3.0E-9/RY 1.0E-6/RY <2.9E-7/RY N.A.

EPRI 와 DOE의 ill 동형 원자로 설계 요건에 의하면， 설계 목척치는 부지

경계에서전신 선량이 25rem 이상의 사고 발생확률은 1.0E-6/RY 이하여야

한다. 신혐로(AP600 ， SIR) 의 설계 목표치는 이 기준을 만촉하는 것으로

펑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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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사항

신형 안전로(AP600 ， SIR) 는 피동형 환자로와 안전성에 대한

전력회사 요구기준 및 Lahmeyer사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개량형

경수로인 System 80+과 비교하면， 개량형 경수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능동 계풍의 작동과 운전원의 개입 등에 의존하므로， 이툴 계통의 신뢰성

과 찰 훈련펀 운전원올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하여 신협

안전로는 고유 안전 특성 및 피동 안천 특성에 의하여 계통 실때를

근원척으로 방지하고， 운전원의 즉시 개입없이도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

안전성은 매우 뛰어나다. 그러고 중대사고측면올 고력해 보면，

선형안전로는 노심 손상 및 방사능 물질의 대량 누출 (Large-scale

Release) 빈도에서 우수하여 일반 대중의 수용 (Public Acceptance) 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신형안전로는 사전 설계 인증 획특을 목표로하여 인허가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안전특성으로 인해 중대사고 정책등과 같은 신규

인허가 요건에 대웅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 개발에셔 독보적인 위치를 누려왔으면서도 TMI 사고 이후 가장 콘

시련을 겪은 미국에서 전력회 ~l- :J.룹과 정부가 작은 용량의 신형안전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성 젝고로 PA 빛 인허가 양

측면에셔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며 원전 사업이 비교적 순조로운 얼본과

콘 어려울을 겪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셔 이에 대한 연구 개발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국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섬이 증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채태하고 있는 중대사고 정책의 반영등 인허가 요건의 강화가

예상됨을 감안할때 안전성이 제고된 신혐안전로 개발은 필수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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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형안전로의 띠동척 안전 특성이 아칙 충분히 입증이 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까훈 장래에는 신형 안전로와 개량형 원자로가 상호

보완척으로 개발될 전망이며， 신형 안전로의 피동척 안전특성이 입증되면

대부분의 안전계통이 피동화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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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 노심 손상 확률

AP 600 SIR System 80+

Large LOCA 6.8E-8 1.0E-9 4.4E-8

Medium LOeA 2.8E-7 5.5E-8 9. lE-8

Small LOCA 4.8E-7 2. 7E-9 4.4E-8

Interfacing 1.6E-9 * 3.0E-9
LoeA

S/G Tube 2.2E-8 2. 7E-7 8.0E-8
Rupture

Transients 2.4E-7 l ‘1£-7 3.3£-8

Loss of Off 4.38E-8 3.4E-8 1.0E-7
Site Power

ATWS 8.2E-8 l ‘1E-7 1.7E-7

Station 4.2E ‘ 8 3.9E-lO *Blackout

Vessel l.OE-7 * l.OE-7
Rupture

Large
Secondary * * *Side Break

Boron
Dilution * * *
Total 1.3E-6 5.8E-7 6. 7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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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 격납용기 계동

AP 600 SIR System 80+ YGN-3&4

격납용기 ·철제격납 용기 ·압력 억제혐 ·철제 격납 • 반원모양의，
구뚫 ·콘크리트 차폐 탱크 용기 철심이 머리

·건물파 철제압력 ·원자로 용기 심어진

용기의 분리 격실 콘코리트

·48 관통부 및 ·8개의 압력

격리밸브 억채 탱크

·연결관

격납용기 ·피동격납용기 ·압혁억제탱코 ·살수계통

냉각 냉각계홈 에 의한고옴 격납용기의

냉각수 주입 종기의 융촉 내부대기

및 대기차연 대기의 자연 강제순환

순환 순환

표 2.3.2-3 수소양 조절

AP 600 SIR System 80+ YGN-3&4

설계기준 ·느려고 제한된 ·질소분위기 ·보조건물의 ·전기척 수소

사고 수소유출 수소 결합기 결합기

·두개의 수소 격납용기 ·사고후 수소

결합기 정화계통

·사고후 수소

감시 계통

중대사고 ·빼르고，많은 ·수소 점화기

수소 유출

·격납용기내는

13%이하의

수소 농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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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4 핵운혈 쟁성물 체해 겨i퉁

AP 600 SIR System 80 + YGN-3&4

격납용기 피동격납용기 압력억제탱크 SDVS , IRWST , 살수계통에

방사능 살수계동에 에의한 Cavity Floo- 의한흡착

제거계통 의한방사능 방사능물질 ding System,
물질흡착 셔}정 잘수계동

표 2.3.2-5 각 노형 및 안전계통 비교

AP 600 SIR System 80+ YGN-3 &4

잔열제거 • IRWST내의 •Secondary ·고압 정치 ·정지냉각

열교환기 Condensing 냉각 계통올 계통을

이용한 System의 자 이용한 강제 이용한 강제

자연순환 연대류 이용 순환 순환

비상 노섬 • 충력 :CMT’， ·비상냉각수 ·고압 안전 ·고압 및 져압

냉각수 IRWST 주입계동 주입펌프 안전 주입

주입 (ECCS) • 압축기체: (Passive ·안전주입탱크 혐프(HPSI 빚

Accumulator Steam (탑촉기체 LPSI)
*자동 감압 Injector) 이용) • 안전주입 Tank
계통구비 압력억제계통 (압록기체

이용)

장기 냉각 • 노심 :IRWST에 • 압력억처:lTank •RWST를 이용 •LPSI을 어용
의해 노섬 표변의 자연 한강제 순환 한강제순환

잠검 대류에 외한 ·격납용기 ·격납용기

• 격납용기: 공기 냉각 살수계동 살수계통

강철격납용기 (혐프이용) (펌프이용)

표면의 자

대류방식의

공기 냉각

* AP600 및 SIR은 곤본적으로 떠동안전 개념을 채택하였지만 피동부품
사이에 공기 작동 밸브나 Check밸브가 사용되므로 아들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며， SIR은 DC천원을 훨요로 하므로 이것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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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차세대 신형안전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영향올 줄이고 사회성올 높이는 동시에 원자력의 비교우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기술의 응용에셔 기술성과 경제성은

수레의 두바퀴와 같고， 기존 원자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 역시

겸제성에 영향올 미친다. 신형안전로의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시스템의 단순화와 모률화에 의한 효과， 규모의 축소에서 오는 효과， 그외

설계개념의 변화와 신기술의 적용에 의한 효과등야 있다.

유형에 따라 약간썩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성 향상올 위한 신형안전로의

공동적인 목표로는 단순화 설계 이외에 가동율 및 신뢰도 향상， 건설공기의

한축， 핵연료 연소도 개선， 종사자 피폭 및 폐기불 발생량 감소， 발전소의

수명연장， 부하추종 운전능력의 향상 등이 있다.

여기서는 신형안전로의 경제성올 다각척으로 검토하고 겸제성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가. 비교대상의 설정

우라늄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고속증식로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그

중간기인 현채부터 약 2030년까지의 발전 단계로서 현재 운영중인 PWR 빛

CANDU에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형전략은 기존의 PWR을 개선한

APWR과 새로운 안전성 개념을 채택한 피통형 신형안전로가 대상이 될

것이다.

국내외에 걸쳐 APWR은 설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으나 실제로 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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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경우가 없으므로 경제성 펑가를 위한 구체척인 자료률 얻기가

힘들다. 또한 APWR운 출력수준 및 계통 구성에셔 기존의 PWR과

유사하므로， 이용율 향상올 통해 경제생이 향상되더라도 전반척으로 기존의

PWR과 본켈척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형안전로의 경제성

비교에 있어셔는 기존의 PWR올 대상으로 하였다.

신혐안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소련 등 원천 선진국울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데， 비교척 상세한 계동 설계와 합께 경제성 자료가

제시된 것운 Westinghouse의 AP600 , ABB-CE의 SIR 정도이므로 경제성

펑가가 몇몇 기종을 중심으로 이루어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Vendor7t EPRl Sil APWR의 요구조건율 기준으로 안전성 및 경제성올 추구활

것이므로 콘 차이는 없올 것이다.

여기셔는 건설 및 운영 자료가 축척된 기존의 PWR에 대한 신형안전로의

경제척 효과를 중점척으로 다루기로 한다.

나. 평가방법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펑가하는 방법운 단위 호기의

전수명기간에 걸친 균등화 빌선단가를 구하는 방법과 전력계통 내에서의

영향올 평가하는 계통비용 분석방법등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제까지 발천원별 경제성 비교에 많이 쓰여왔던 균등화 발전단가 분석은

단편척이기 때문에 수요변화에 따른 연료비 변화， 발전소 고장율， 기촌설비

빛 양수발전소 등 발전소 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 단점율

없애려면 계통비용 분석과 시율레이션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균등화 발천단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 호기의 건설단가， 수명，

이용율， 운전 유지비， 연료비 빛 할인율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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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서 신뢰도는 이용울로 전가되므로 실제보다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어 나타난다.

계동비용 분석에서는 새로운 발전원의 도입시 기존의 계통에 추가되어

나타나는 변화를 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의 자료 이외에 신뢰성의 척도

(예툴 툴면 Energy-Nat-Served Cost 혹은 Loss-of- Load Probability) 와

전수명기간에 걸친 전체 계통의 천원계획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의 분석올 위해셔는 WASP와 같운 전원수급계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척정용량 및 전력수요 측면과 이용율， 보수성 혹변에셔는 국내의 특수한

여건올 반영시키기 위해 전원수급계획 상에서의 경제척 효과를 쌀며보아야

하므로 계동비용 분석이 타당하다. 그러나， 비용화하기 어려운 인자들이

존재하고 신형안전로의 경제성 관련 자료가 대안 발전소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계통비용 분석에는 어려움이 었다. 또한 이용 가능한 경제성

자료률이 모두 Vendor로부터 나옴 것들이고 그 자료의 근거가 자세히

제시되지 않아， 어떤 종류의 명가이든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선협안전로의 경제성이 주로 설계의 단순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판순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가할 수 있는 방법뜰， 즉， 이미 찰

알려진 분야인 화학공장의 축소설계 혹은 단순설계의 건설비 평가방법，

최곤 M.W.Golay등에 의해 제시된 Entropy률 이용한 발전소 닫순화의 영향

펑가방법등에 의해 간접척으로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상세설계가 이루어져 셜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여기서는 Vendor플이 제시한 자료블 중심으로 EPRI의 사용자 요구조건

빛 기존 PWR과의 비교에 중점을 둔다.

다.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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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용량 측면

피동 안전성을 가지는 신형안전로는 중력， 자연대류 등올 이용한

피동척 안전설비를 갖추기 위해 공통적으로 600MWe 아하의 소규모로 개념

설계되고 있다.

전통척 경제성 평가에셔는 대형 발전소 (1000MWe 이상)의 건설이

선호되었다. 이러한 평가에서는 발전소 건설비용에 대한 규모의 영향에

중점을 두어 신뢰도에 미치눈 영향올 과소평가하는 한계성이 존채하였다.

원자력발전소눈 통제실이나 부속시설 같이 규모와 거의 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혐 발전소의 단순한 축소는 건설단가의 상송을 가져온다.

동계척으보 건젤비는 용량의 0.65제곱에 바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형 발전소의 잇첩운 전통척인 경제성 관점에서가 아니고， 투자위험도를

포함한 총위험도의 감소와 반복 건설 등에서 도출된다. 발전단가가 대형

발전소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잇점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기폰의 PWR에 적용되는 규모의 경제성과는 반대적인

성격올 가진 셜계특성이 새롭게 반영되면 건설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단위용량 혹소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예비용량 (예비율)

기저부하용 발전소는 단위용량이 너무 클 경우

계통신뢰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계통 내의 최대용량 발컨소가

사고 정지될 때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비력을 가져야 하며， 최대용량 발전소의 단위용량 규모는

첨두부하의 10% 이하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형안전로의

도입 가능시기가 2000년 이후로 예상되므로 단위용량이 큰 문제가 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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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단위용량의 축소는 적정 예비율을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혼다.

추가 필요용량올 반촉시키기 위해 1000 MWe급 발전소 대신 600 MWe급

발전소가 건설훨 경우， 이 발전소의 정치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율이

위험도의 분산에 의해 감소되는데， 1% 의 예비율 감소는 1%의 추가

건설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 수요 적응성

신규 발전소가 가동을 시착할 때 일시적으로 용량초과

문제가 나타난다. 이것은 수요의 증가가 선형적인 반면에 설비용량의

증가는 계단 형태를 갖기 때문에 생긴다.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하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대용량 발전소를 짓기 시착했다. 그러나 용량이 대형화되변셔 과도한 예비

전력공급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발전시설의 과잉투자라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원전이 타천원보다 건설비의 비중이 르고 건설공기가 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협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올영은 구조상 비탄력척이고 투자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소형 발전소의 복수 건설은 이러한 일시적 용량

초과률 줄일 수 있다. 다음의 표2.3.3-1 운 수요적응성에 있어서 소형

발전소의 잇점을 보여준다.

다) 부지 확보

신협안천로의 용량축소에 따른 부지 확보문제는 안전성의

증진으로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량이 줄어들수록 단위

용량에 대한 부지 사용량이 커지나， 신형안전로의 경우에는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의 감소로 언한 제한구역 (Restricted Area) 의 축소와 복수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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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월부 계총의 공유로 인하여 기존의 PWR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PRI의 APWR에 대한 사용자 요구조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영국의 Winfrith에 지어질 ABB 의 SIR에 대한 자료로 추론한 값은 570

명방1111뼈e로 우리나라의 영광 3 ， 4호기에 소요되는 710 평벙1Jl/MWe보다

20% 정도 척다. 불론 그 경제척 이득은 전체 건설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새로운 부지선정에 어려옴올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운전 및 보수성 측면

EPRI 의 APWR에 대한 사용자 요구조건에셔 경제성과 관련있는

성능 조건에는 이용율， 핵연료 재장전 주기， 불시정지율 둥이 있다. 또한

운전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설계의 개선도 포합된다.

가)이용율

이용율은 균등화 발전단가 산출시 자본비와 운전보수비에

영향을 주는데 이용율 (Availability Factor)과 가동울 (Capacity

Factor) 운 의미의 차이가 있다. 이용율은 총기간에 대한 가동기간의

비율을 말하고 가동율은 총발전 가능량에 대한 실제 발전량의 비율을

말한다. 이용율은 발전소의 운전신뢰도률 의미하고 가동율은 설비의

효울척 이용도를 의미한다. 발전소가 합상 100% 의 출력으로 올전한다고

가정하변 이용율과 가동율은 같은 값이 된다. EPRI는 APWR의 이용율

목표블 87% 로 설정하였논데， 계통 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기간

전출력으로 운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동윷의 관점으로는 약간

줄어들게 된다. 모든 신형안전로는 보수 소요기깐의 감축과 불시정지

횟수의 감소 등으로 이 목표를 충족시키도톡 설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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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깐 국내 원전의 가동율은 평균 75%였다. Westin명louse가

AP600에 척용할 특성올 671 의 t씨o-loop 발전소를 운천하여 시험한 결과

가동율이 평균 80%를 넘었는데， 같은 기간의 산업 평균 가동율은

60%정도였으며 AP600의 설계기준은 가동률 85%( 이용율로는 90%) 이다.

평균 가동율이 75%에서 85% 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이 대부분이

고정비인 자본비 및 운전보수비는 85/75 = 1.133 , 즉， 13.3%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핵연료비에 대한 가동율의 영향은 미미하다.

q

나) 핵연료 주기

현채 PWR에셔 채택하고 있는 핵연료 재장전 주기는

12개월이며 재장전을 위한 가동정지기간올 최소화하여 이용율올 향상서키기

위해 18개월 이상의 장주기가 점차로 연구， 도입되고 있다. EPRI의 APWR

목표는 24개월주기 능력 확보인데 대부분의 가압경수협 신형안전로는 이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고 있다. 장주기 고연소도 핵연료를 채택하면

핵연료비 변에서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이용율 향상 변에셔 더 콘 (+)효과가

발생한다. 12개월 주기에서 18개월 주기로 바꿀 경우 이용율은 5%정도

증가한다.

신형안전로의 핵주기비는 EPRI 가 제시한 9 mills/kWh (1989년 $)

보다는 낮고 기존 PWR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주기올

연장하고 높윤 연소도를 얻기 위해서 농혹도를 높인 결과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Radial Reflector 의 사용과 낮은 출력밀도에 의해 주기비가

줄어든다. 다음의 표 2.3.3-2에 각 노형별 핵주기 관련 자료틀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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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시정치융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 불시정지는 운전 및 보수 기술과

밀접한 관련어 있으며 전체 계통의 신뢰도에 콘 영향을 준다.

신혐안전로는 EPRI의 APWR 요구조건인 ‘Reactor Year 당 1회 미만’ 올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불시정지에

관한 경험자료를 표 2.3.3-3 에 나타내었다.

불시정지융의 감소는 이용울의 향상으로 경제성올 칙접척으로

개선시킴과 동시에 전체 계통의 신뢰도촬 증진시키므로 예비용량이

줄어들어 계통 전력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

라) 기타

이밖에도 운전 및 보수와 관련한 개선사항으로 부하추종

능력이 있는데 100% 출력과 50%출력 사이에셔 일일 부하추종을 할 경우，

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3% 의 전력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하추종 능력은 신형안전로에 국한된 특성이 아니고 기존

PWR도 설계개선을 통해 가능하므로 새로운 이득어라 말하기 어렵다. 또한

소형 발전소는 부하추종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가 척다. EPRI 에서 제시한

600MWe 급 신협안전로에 대한 운전 및 유지비 상한은 16 mills/k
1쩨1인데，

Westinghouse 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AP600은 8.0 mills/k때1 ， 기촌의

600MWe급 PWR은 11 mills/kWh이다. (1989년 $)

3) 건설 측면

원자혐발전소는 초기투자비가 전체 전력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탈한다. 따라서 건설비는 신형안전로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형안전로의 특정에 의해 건설비에 영향올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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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은 단순화 설계에 의한 기기의 축소， 모률화와 반복 건설，

건설공기의 단촉， 발전소 수명등이 었다. 특수한 지역적인 재정환경이

총투자비에 콘 영향을 추는데 이것은 건설기간중 이자， 물가상승， 할인율

등으로， 이로 인하여 투자비의 비교에서 국내와 외국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해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 단순화 설계

단순화는 신형안전로 개념의 핵심이다. 단순화로 얻율 수

있는 잇점은 경제성을 비롯하여 운전 및 보수의 떤리함， 안천성의 향상

등이 었다. 신형안전로는 안전성 관련 계통의 nl동화 내지는 거기의

최척화를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알 수 있는 AP600과 SIR의 단순화 설계 결과는 이미

표 2.3.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러한 설계 단순화에 의하여 얻어지는

각 부문별 예상 칸설비가 기존의 PWR과 비교되어 표 2.3.3-4에 나타나

있다. EPRI의 APWR 요구조건은 600MWe 신형안전로에 대한 Overni빼t

Capital Cost 1475 $/kWe (1989 U.S. $) 인데 할인률 8%를 척용하면

1990년 기준으로 1593 S/kWe 이 된다. AP600과 SIR은 이 조건을 만족서

키며， 비교대상인 기존 PWR보다 각각 30% , 20%의 건설단가 절감을

가져온다. 참고로， 1998년에 완공될 1000MWe급 울진 3, 4호기의

건셜탄가는 건설중이자 (IDC) 를 포함하여 1560 $/kWe (1990 $) 이고

이것윤 AP600의 Overni명lt 단가에 건설중이자를 감안한 값과 비슷하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수치둘을 그대로 척용하여 국내에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conventional PWR과 버교하는 것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건설비의 일부가 국내 조달아 가능한 자재나 인력이고 국가별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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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률화 (Modularization)와 반복 건설

모률화가 찰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기기를 현장 작업이 아닌

공장 생산을 통해 조달하므로 생산단가의 절감과 품질 향상， 대량 생산올

꾀할 수 있다. 신형안전로는 소규모 용량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SIR의

경우 1 모률당 320MWe) 모률화가 용이하다.

또한， 한 부지 내에 같운 종류의 발전소를 반복 건설함으로써 건설비률

캠차 줄여나갈 수 있는데， 320MWe 급 SIR올 1671 연속으로 지올때의 건젤버

절감 효과가 표 2.3.3-5 어1 나타나있다 (ABB 예상자료) . 여기에는 모률화 빛

표준화에 의한 기기 생산단가의 절감 효과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설공기의 단축

DOE의 자료 Nuclear Energy Cost Data Base

(DOE/NE-0044/3) 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초기 투자비에서 건설중 아자

(IDC , Interest During Construction)가 차지하는 비물이 27%이고， 건설중

물가상승에 의한 비용증가가 차지하는 비울은 28% 가 된다. 따라서

건설공기의 단혹은 건설비 절감에 가장 콘 요인: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픈 여러곳에서 볼수있다. EPRI 의 신형안전로어1 대한 건설공기

요구조건은 첫 기초 콘크리트구터 상업운전까지의 기간을 42개월 이하로

하도톡 설계되는 것이다. Vendor의 자료에 따르면 AP600은 42개월， SIR은

36개월로 나타나 있다. WH의 AP600애 관한 자료를 보면， 건설공기 단축율

감안하여 구한 물가상승에 의한 건설비 비률은 23 %, IDC 비율은 22% 로

나타나 총건설비의 10% 가 공기의 단축에 의해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발전소 수명

EPRI 의 APWR 요구조건에는 발전소 설계수명을 6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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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고 대부룹의 신형안전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셜계되고 있다.

기존 PWR와 설계수명은 30년 1..ij외이므로 수명의 증가는 실질척 투자비， 즉，

신규발전소 필요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전체 발전단가를 크게 낮추게

한다. 40년 수명을 기준으로 불 때， 발전소 수명의 1년 연장은 초기

투자버의 2.5% 절감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라. 경제성 종합 예측

표 2.3.3-6에 EPRI 의 URD와 Lahmeyer Criteria 및 4가지 유형의

신형안전로에 대한 경체성 관련 자료툴 종합， 제시하였고， 표

2.3.3-7에셔는 노혐별 경제성 관련 언자들의 정성척인 비교툴 하였다.

EPRI의 ALWR URD에셔 경제성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LWR은 10년간의 운전 기간과 전수명기간에 대하여 대안 발전소에 대해

충분한 경제척 이점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1ahmeyer

Criteria에서도 산형안전로의 경제성에 있어서 대안발전소에 대한

비교우위를 기준으로 삼았다.

상세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형안전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신형안천로설계에 관한 정확한

경제성 자료가 극히 제안척인 현실에서는 결국 Vendor7} 제시한 자료를

일차척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로 살펴볼 때，

신형안전로는‘규모효과에 용량촉소에 의한 경제성 감소 요인을 설계

단순화， 건설공거의 단축， 이용율의 향상 및 안전성 향상 등으로

보상함으로써 기존의 PWR이나 APWR에 대한 경제성의 경쟁능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훤 영광 3 ， 4호기의 국내 건설비는 2334 S/KWe (기술자립비 포함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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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S) 로서 국내 건설비와 미국에서의 건설비의 칙접척인 비교평가는

양국간의 기술적， 경제척， 사회적 제반여건이 상어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만， AP600와 미국내 예상 건설비가 1370 $/KWe (1990 U.S. S) 입을

감안하면 신협안전로는 국내에서도 충분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3-4 참조) .

국내 개발 신형안전로의 척정 용량으로는 국내 전력 수요의 급격한 신창

(2030년까지 1000MWe급 원전 50기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및

건설호기수의 증가에 따른 발전소 부지 문제 대용량 원전의 경제척 이점

(용량증대에 따른 단위 출력당 건설비의 감소)등울 고려하여 안전성 체고에

획기척인 기술인 표1동안전 개념에 의한 최대 출력 (600 - 1000MWe급) 으로

개발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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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1 소형 원자로의 수요적응성 향상에 따은 누척건설비 절감효과

1200MWe 에 대한 상대적 절감비촬( %)

신규 필요열량 600MWe 300MWe

5%활인물 10%할인율 5%할인물 10%할인율

150 9 16 13 23
300 4 8 7 13
600 2 5 3 6

1200 1 1 2 3

표 2.3.3-2 기존 PWR 및 신형안전로의 핵연료 주기 특성 비교

신형안전로 APWR
항묵/ 노혐 기존 PWR

AP600 SIR System 80+

단위용량 (MWe) 600 600 640 1300

U235 농축도 ( %) 4.6 3.6 4.0/3.3 4.5

연소도 (MWD/T) 42000 39250 38000 44000

핵연료량 (ton-U) 49.5 66.6 92.2 102.7

재장전주기 (개월) 18 18 24 18

표 2.3.3-3 불시정지 횟수 비교

국가/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며국 4.3 3.9 2.7 2.1 1.8
일본 0.1 0.2 0.2 0.5 0.4
한국 7.5 5.5 3.7 1.6 1.4

* 미국과 일본은 자동정지， 한국은 자동정지 + 수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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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4 엑상 건설비 비쿄 (미국내 건설기준)

(단위 : 1990 U.S. $ x 백만)

Item AP600 SIR 기폰 PWR

Capacity (MWe) 600 640 600

Structures and Improvements 96.8 156.1 151.8

Reactor Plant Equipment 193.2 318.2 237.6

Turbine Plant Equipment 136.3 95.2 143 .4

Electric Plant , Misc. Plant 94.4 92.6 128.4
and Heat Rejection Systems

Total Direct Costs 524.7 662.2 661.2

Total Indirect Costs 162.6 228.5 399.0
(Construction Service ,
Engineering, Field
Supervision )

Total Construction Costs 687.3 890.7 1060.2

Contingency 135.2 101.0 106.2

’Total Overnight Cost(Vendor) 822.5 991.7 ιv괴”

Unit Cost (S/kWe) 1370 1550 1944

Data Source 때 ABB-CE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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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5 1671 의 320MWe 급 SIR의 집단건셜에 따른 예상 건셀비

(단위 : 뼈만 따운드)

Station Station Capital Cost Station Station Capital Cost

SIR-l 733 SIR-9 489

SIR-2 570 SIR-I0 484

SIR-3 542 SIR-II 481

SIR-4 525 SIR-12 477

SIR-5 514 SIR-13 474

SIR-6 506 SIR-14 471

SIR-7 499 SIR-15 469

SIR-8 494 SIR-16 466

Total Capital Investment 8194

Total Installed Capacity 5120 빠e

* 8% 활언률， 1989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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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안전로와 관련한 경제성 차료 종합표 2.3.3-6

항목 EPRI 때D Lahmeyer Criteria AP600 SIR MS600 VVER

용량 기준 규모 60애We Modular 형태 150-500 600MWe 320MWe 600MWe 600MWe

-까「‘~ 재수리없이 60년 40년 이상 60년 60년 60년 50년

부하추종 얼일 부하추종 능력 일일 부하추종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재장전주기 24개월 까지 18 - 24개월 18개월 24개월 24개월 N.A.

이용율 87% 이상 80% 이상 90% 87% 90% 85%

계획정지 25일/년 이하 N.A. N.A. N.A. 40일/년 N.A.

불시정지 1회/년 이하 N.A. 1회/년 1회/년 6시칸/년 N.A.

건설기간 42개월 이하 N.A. 42개월 36개월 36개월 48개월

발전비용 대안에 대하여 비교우위

30년간 20% 획득

Overni방lt 1550 S /kWe (1990 S ) N.A. 1370 1550 N.A. N.A.
Capital
Cost

l

M-A

l



표 2.3.3 ‘ 7 노협별 경제성 관련 인자의 정성적 비교

항목 기존 PWR ALWR 신형안전로

기여도

용량규모 1000 뼈e 1300 MWe 600 MWe

투자위험도 B B A 3%

건설단가 A A B 25%

수요척옹성 B c A 5%

건설공기 C B A 10%

시스템 단순화 C B A 10%

반복건설 B B A 5%

부지확보 B B B 3%

이용율 B A A 10%

핵연료주거 A A B 10%

불시운전정지 B B A 5%

일일부하추종 A A A 4%

발전소 수명 B A A 10%

* A: 유리혹은좋옵

B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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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신형안전로 주요 특성

천셰계에셔 설계중인 신형 가압 경수로에 대하여 이제까지 수행한 조사，

분석 빛 명가를 토대로 현 국내실정에 맞는 신형로의 주요설계 특성을

요약하였다. 여기셔 다루어진 특성운 발전소 경제성이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흔 분야에만 국한시켰고 일부 정량화가 가능한 것율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성척인 것이다. 또한 이률 특성은 한국형 신혐로가 갖추어야 활

주요특성이라는 그 성격에 비추어 전력회사의 주요요건과 유사하므로，

현존하는 미국 전력회사 주요 요건 및 국내 표준원컨의 추요요건과 IAEA 가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 사용자 주요요건과 골격을 참조로 하고， 본 과제에서

논의된 사항올 반영하여 설계의 북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착성하였다.

가. 설계 특성

(1) 발전소 일반 특성

(가) 발전소수명

원자력 발전소는 대 자본투자가 요청되므로 수명이 길어야

경제성이 었다. 발전소 절계 수명운 척어도 60년이상이어야 하며 이

수명기간올 견덜 수 없는 기기눈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용기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심 곤접 부위 (Belt Line) 의 방사선

조사향을 줄일 수 있는 절계와 피로， 부식， 열적노화 및 방사선 조사

취화등에 강한 채질의 선택이 핵심이다. 또한 원자로 용기와 같이 60년

수명을 견틸 수 없는 기기는 교체 가능한 개념을 써야한다. 교처l변에셔

가장 어려훈 증기 발생기의 경우 최근 국내에 건설 중인 발전소에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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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신형로에도 별 무리없이 이의 도입이 가능하러라

본다. 따라서 발전소 수명변에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요구된다. 발전소

설계 수명은 적어도 60년이어야 한다. 이 수명기간을 견딜 수 없는 기기는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로형 및 용량

노혐운 국내 기존 가압 경수로와 유사하여 국내기존 기술의

최대활용이 가능한 노혐올 선정， 개발올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 용량은

부지환경문제 및 전력요구량 촉변에서 콘 용량이 요구되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셜계，건셜 및 운전경힘을 고려하면 600MWe급 이상

1000MWe급까져가 척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에는 900 -

1000MWe급이 대부분이고 설계 및 제착 기술의 자립이 이 용량에 대하여

집중척으로 성취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유안전성 확보가능성이 입증될

수만 었다면 이 용량이 척절하다.

(다) 발전소 부지관련 요건

한국혐 신형로는 내륙형이 아닌 해수냉각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O.30g의 안전 정지 지진(SSE) 에 척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인근에

주민이 살고 있는 경우에 척용되는 방사능 누출 규제에 부용하는

로형이어야 한다.

(라) 고유 안정성

한국형 신형로는 과도천이 상태에서 자동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고유한 특성울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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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실수를 고치고 운천원 미조치를 허용할 시간

- 어떠한 안전계통 작똥을 유발하지 않고 예상 운전 과도

상태를 극복할 시간

- 발천소 손상 및 중대사고 발생올 막기위한 설계 기준

과도 천이 상태를 처리할 시간

이를 위하여 한국형 훤자로는 적절한 양과 강도와 안전성을 갖는 물질올

사용하여야 하고 척절한 다충성， 이충성 및 신뢰성올 갖는 기기블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설계이어야 하고 높은 설계 여유도를

갖어야 한다.

(마) 단순화

제조， 건설， 운전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설계의

모든변에서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운전 측면에서의 단순화가

강조되는데， 이는 운전원의 발전소에 대한 이해를 쉽게하고 정상운전 빛

과도 상태에서의 훈전원 조치에 대한 요구를 줄이는 것 등이다.

(바)표준화

발전소 설계 및 제조와 구조물， 계동 및 기거의 셜치는 국내

및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더우기 전체 기기와 보조설비는

교체용 부품의 저장을 단순화 시키고， 운전 및 유지절차와 경혐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화 되어야 한다. 게다가 설계의 승인올 위하여

충분한 상셰설계와 품질보증을 이룬 표준설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셜계자의

의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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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률화

모률화 기술과 공장이나 현장에서의 사전 제조기술에 의한

현장 건설 인력， 총 건설공기와 겸비의 절감 가능성이 시도되어야 한다.

기기가 표준 모률로 구성되는 모률화도 적용가능한 법위에셔 유지 보수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체 발전소가 일련의 확고 표준화되고

독립척인 모률로 구성되는 것도 시도되어야 한다.

(아) 운전성， 유지보수성 및 검사성

발전소 설계시 훈천원에 대하여 관돼한 발천소 반응，

설계여유도 빛 척절한 운전원주변 환경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소

유지보수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시 부품의

표준화， 최소한의 보수유지가 필요하도록 하는 기기 설계， 책절한 접근

용이성에 대한 보장 및 개선된 작업조건 등의 보수 유지성 향상 개념이

발전소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시 부품 교환이 용이 하도록

절계하여야 한다. 특히 증기발생기가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기기는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요구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건물 배치는

척절한 작업 공간과 함께 바른 출입이 가능토록 되어야 한다. 만일 안전

및 가동률변에서 요구펀다떤 가동중 검사 대비 능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운전중 피폭

발전소는 운전 및 유지보수 펀리를 위하여 높윤 방사능

준위로 인한 불가능 지역 및 정지 직후 출입 불가능 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발전소는 부식 산물의 발생 및 방사성 물질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질을 가능한한 많이 사용해야 한다. 정상운전，

유지보수，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주당 40시간의 운전원 출입시 운전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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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피폭선량이 최대 1 rem/year를 넘지 않고 연평균값이 0.1

rem/year이하로 제한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비정상 훈전시에도 전신

III 폭량운 5 rem을 념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발전소 종사자 천원에

대한것도 수명 기간동안 펌균이 100 man-rem/year 보다 작아야 한다.

(차) 인간 공학척 요소

발전소는 신뢰감있고 원활한 운천과 운천원 간섭의 필요툴

회소확 하기 위하여 인깐 요소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경보 순위화， 자동시험， 다중 송신 및 컴퓨터에 의한 표시툴 포함하는

최신기술이 계측 및 제어계풍 설계에 이용되어야 한다. 쳐l어반운 설계중에

설물모혐 (Mockups )， 동척모의 (Dynamic Simulation) 와 운전원 입력 등율

사용하여 운전원 효용성을 증진시키도룩 설계되어야 한다. 증진된 동척

모의는 운전원 교육과정의 일부이어야 한다.

(2) 안전 및 투자 보호 특성

(가) 안전 계통 셜계 개념

단순화를 증진화고， 운전성 및 유지 보수성올 더묵

향상시키며， 중대사고의 발생올 방지하고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발전소는 피동 계통과 개념올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구체척으로 발전소

설계는 단순하고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척어도 하나의 계통올

노섬 붕괴열의 제거 빛 분산을 위하여 수용해야 한다. 이 계통은 안전관련

교튜 전원과 무관하게 동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고에 대한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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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노심의 발생 및 심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전소는

다음 셜계 개념을 척용해야 한다.

• 핵연료 열척 여유도 >15%

• 냉각채량 층가와 같은 개념물을 척용하여 과도

상태에 관대한 반옹

우수 재짚 사용

(다) 외부 기인 사건에 대한 보호

발천소와 특히 모든 안천 관련 기기 및 건물툴올 지진，

태풍， 흥수， 폭발， 항공기 충롤 빛 테러분자의 소행들과 찰은 외부 공격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가 될수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준화 요건이나 그

이점을 현실화 하기 휘하여， 구역별 조건에 무관한 최대한의 보호 빛

사고의 정도에 무관하게 척절한 격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감시， 감독 및

접곤 제어의 용이성을 위하여 발전소 지하와 건물들에 단일 출입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라) 노섬 손상 방지

초기 사고가 진척되어 노섬 손상까지 진행되는 것올

방지하는 설계 계념이 발전소 설계에 도입되어야 한다. 확률론척

평가(PRA) 에 의하여 증명되는 노심 손상 확률이 연각 10E-5 보다 척어야

하며 냉각재 상실 사고시 6인처 따단까지는 아무런 연료 손상이 발생해셔는

안된다. 발천소 전전원 장실시에 무한적으로 노섬냉각이 가농 하여야 하며

천 교류전원 상실을 포함하논 인허가 설계 기준 사고시에도 운전원

조치없이 최소 72시깐이상 인허가 기관에서 정한 노섬 보호 한계를 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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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마) 사고 완화

중대 사고에 대한 확률론척 평가 결과눈 발전소 주변에셔

전신 피폭이 25rem 이상이 될 확률이 연 10E-6 보다 작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격납 용기는 인허가 셜계 기준과 따단 사고툴 기초로 결정한 설계

압력율 갖는 크고 켠고한 것이어야 한다. 격납용기는 인허가 셜계기준

파단 사고툴 곤거로한 설계 압력을 견딜수 있도록 크고 견고해야 한다.

격납용기는 일반 대중을 방사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장벽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허 수행할 수 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설계 여유도는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고 중대사고시 누출율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충분해야 한다. 인허가 방사선원 (Licensing Source Term) 은 개념에

있어서 현존하눈 Regulatory Guide , TID 14844 접근 방식과 동일하나， 좀더

기술적으로 정확한 방출 비율， 방출 시간 및 화학적 형태등올 갖어야 한다.

인허가 설계 기준 사고시의 수소 농도는 100% 의 핵연료봉이 산화 되었을때

10%이하이아야 한다. 발전소 외팍에 대한 비상계획의 단순화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 기반이 체공되어 있어야 한다.

(3) 연료 주기 일반 특성

(가) 연료 주기의 유연성

발전소는 재처리를 고려함이 없이 초기에 저놓축 우라늄

연료 주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플루토니울 자체 재순환

및 우라늄- 토리옵 재순환과 같이 다른 연료 주기 후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재장전 계획， 재장전 주기와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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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칸이 기술척 경제적 양측면에서 최척화 되어야 한다.

(나) 연료 저장

발전소는 사용후 핵연료의 취급， 선적， 재처리 및 저장에

관하여 국내 혹은 국제 정책을 인지하고 척절하게 연료를 저장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발천소는 10년 가동분과 하나의 전 로심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자체 시설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발천소 성능

(가) 발전소 가동울 및 이용율

발전소는 높은 가동율올 낼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가동

빛 보수유지 업무도 이를 위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발전소눈 또한 높은

이용율을 얻을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척인 요건윤 다음과 같다.

발전소는 천 수명기간동안 년깐 펑균 이용율 (Availability Factor) 이 87%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명기간동안 가동율 (Capacity Factor) 이

80%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발전소는 계획에 없었던 자동정지

회수블 제한 할 수 있도봄 설계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대한 목표는 연간

한번의 계획없던 자동정지 횟수보다 척은 것이다.

(나) 발전소 운용성/부하 추종 운전

발전소는 지정된 일일 및 주간 부하 추종 운전 {즉 2시간

동안의 출력변화 및 주말동안 50% 운전을 갖는 전출력의 100-50-100 %)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는 전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특정수의 운전 과도 상태를 수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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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요건은 다옵과 같다.

발컨소는 척어도 규정출력의 40% 와 100% 사이의 출력에셔는

자동조정하에서 연속척언 운전올 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소는 정격출력의

20%자동 훈전 하에서 척어도 분당 5%율로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발전소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출력 5%의 캅착스련 변화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소는 천출력 운전중 부하 감발 후에도 원자로나 터빈의

정지없이 제어펀 운전올 계속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어떤 출력

운전중에셔도 터빈 정지후에 원자로 정치없이 제어된 운전율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발전소는 Frequency Control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주변 환경에의 영향

(가) 정상 운전의 영향

발전소는 정상운전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확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성 및 화학 폐기물의 방출과 축적을

최소화하고 소외 처분의 필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료의 질， 냉각수

누수， 수 처리， 재질 선택 및 폐기물 처리등에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열에너지가 전기에녀지로 변환되는 과정의 효율도 발전소로 부터 방출되는

열에녀치를 최소확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체 발천소의

윤꽉 및 배치도 가능한한 필요 없이 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척인

요건은 다옴과 촬다.

발전소는 연간 0.1회 보다 콘 발생 확률을 갖는 예상 운전 과도상태를

포함하는 정상 운전동안 방사성 기체의 방풀이， 발전소 주변에서 연간 전신

피폭션량 5 mrem 을 초화하지 않도록， 또한 갑상선에 대하여 연간 15 m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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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파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US 10 CFR 50 , Appendix I).

발전소는 연간 0.1회 보다 른 발생확률을 갖는 예상 운전 과도 상태툴

포함하는 정상 훈전 동안 방사성 액체의 방출이， 발전소 추변에서 연간

천신피폭선량 3 mrem올 초과하지 않도록， 또한 갑상선에 대하여 연간

10mrem 올 초파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US 10 CFR 50 , Appendix I).

발전소는 액체 폐기불을 고정척인 고체 폐기물로 변환시격 물만이

환경으로 방출되거나 재사용되는 계통올 갖어야 한다. 발컨소는 또한 부피

감소 계동 및 처준위 고체 폐기물올 고화시키는 계통올 갖고 있어야 한다.

중저준위 고체폐기물은 (추후결정) nUMWe-year 툴 념지 않아야 하고，

방사성 준위가 (추후결정) Bq/Mwe-year 툴 념지 않아야 한다.

발전소는 소내 중저준위 고체 폐기물 저장시설올 갖추어야 하고 운전으로

부터 발생되는 모든 유독성 화학물질을 척어도 10년동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추가로 전 수명 기간동안 이들

폐기물올 소내 저장활 추가 시설올 위한 건축올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과도 상태 및 사고의 영향

발전소는 자주 발생치 않는 예상 과도 천이 혹은 사고의

결과가 환경에 미미한 영향만 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계 여유도， 설계 단순화， 고유 특성의 사용， 피동

개념， 피동계통 및 인간의 관련정도 등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 기기

및 재료의 양， 피동개념 및 계통의 이용도， 인간 관련 정도동에 대한

고려가 사고의 완화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들 요건의 의도는 대중

보호 및 대중 수용 측면에서의 보다 확실한 보장을 얻기 위하여

defence-in-depth 의 여러 요소졸을 채 형가 하고 촉진하며 증진하고

단순화 시키는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이 상세요건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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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영하는 면허룰 얻는데 필요한것 이상의 필수척인 고려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상세요건은 다옵과 같다.

발전소를 위한 소개지역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근거로하여 동일

출력울 내는 어떠한 에너지 생산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면척보다 작아야

한다.

발전소는 연간 0.1회 보다 착은 자주 발생치 않는 예상 운전 과도 상태의

결과로， 컨신 표l폭선량이 발전소 종사차의 연깐 전신 피폭선량과 같운 0.1

rem 여하이고， 갑상션에 대한것이 0.5 rem 이하가 되도룩 설계되어야 한다.

발천소는 인허가 설계 기초내에셔 고려되는 사고의 결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방사선량이 발천소 종사자의 연간 최대 허용

피폭선량과 같은 전신 피폭선량 1 rem 보다 좌도록， 또한 캅상선에 대한

것이 5 rem 보다 착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발천소는 자연 대재앙처렴 일어날 확률아 낯을 수 있눈 다시말 하여

인허가 절계 71 초내에서 고려되는 것보다 확촬이 낮은 사고의 결과로， 비

정상사고의 경우 발전소 종사자에게 제한하고 있는 연간 피폭한계와 같은，

전신 피폭량 5 rem 보다 착도록， 또한 갑상선에 대한것이 25 rem 보다

착도록， 혹은 대중을 소개지역 밖으로 대피시키거나 소개시키기 위한 비상

계획의 실행 요구에 필요한 양보다 척거나 소개지역 밖에서 장기간동안

식료품 통제의 실행 요구에 필요한 양보다 적거나， 그 어느것이든 척은 양

보다 착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발전소는 기타 다를 모든 사고를 배제하거나 그 발생확활올 낮추기

위하여 모든 사고의 확률의 합이 자연 발생 대재앙의 확촬보다 낮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만얼 설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면， 비상 철차를

요구하는 비핵 사고를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통상의 능력 범위내에서의 비상

절차의 수햄을 허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어떤 사고로 부터의 방사성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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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을 제한하거나 늦추거나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경제적 경쟁력 관련 요건

1) 설계공정 및 건설성

건설이전에 설계 개발 현횡은 건설공기를 맞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준에 와 있어야 한다. 부지 관련 문서와 공급자 문서와 장시간을

요하는 기기와， 채료구매와，기기 및 계통의 어떠한 실증시힘을 포함하는

상세 벤지니어링 문서의 준비 상태가 중요하다. 장시간을 요하는 기기 및

재질은 보장된 인수 일정으로 구매되어 있어야 한다.

설계는 단일하고 종합된 일정에 따라 관리되고 설행되어야 한다. 배치에

대한 관리변에서 설치된 기기 및 구조물과 발전소 설계 가초률 조정할

포용성있는 설계 공정이 필요하다. 정보 관리변에서 설계와 건설과

운전동안 발전소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생산할 전산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단순화 및 모률화 설계를 채택하고 전력

회사의 허용하에 종합척 건설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력회사의

요구로부터 상업운전까지의 총 사업공기는 60개월을 념저않아야 한다.

초기 굴착으로 부터 상업운전까지의 공기는 42개월올 념지않아야 한다.

2) 핵연료 검정 상태

건설시작 이전에 핵연료는 사용을 위하여 검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인허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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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상태는 건설이전에 건설파 연료 장전과 운전이 인혀가

과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올 보장이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척으로 건셜 및

척어도 10년간의 운전면허는 건설시작 이전에 나와 있어야 한다.

4) 투자 보호

발전소는 고도의 투자 보호를 목책으로 환경 영향올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지는것 이상의 특별히 구별되는 여유도와 척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외부 기인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확대 및 물리척 손상

모두를 감소시키고 제한 하는것에 대한 고려와， 기기의 교환 혹운 수리 및

제거에 관련펀 겸비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

요건의 의도는 계산된， 연 평균 자산 위험도를 화력의 것보다 줄이는 것올

시도하는데 있다.

5) 설계의 보편성

발전소는 척용 국가와 컨재 방법에 무관하게 운전파 검사와

보수유지변에서 최대한으로 보펀척이 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이 요건의

의도는 비정상척인 사고로 부터의 극복올 용이하게 하고， 예비 부쯤과

기기의 확보를 보창하며， 생신성 향상을 묵척으로 하는 장래 개발 경비를

분답활 수 있도록 하고， 올천 경험 자료를 확보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셔

그러한 운전과， 검사와 보수유지의 가치툴 극대화 시킨다. 젤계인증과

연결된 고도의 표준화는 젤계의 보펀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6) 전력 생산 단가

발전소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펌가는 다옴

요소들을 포합하여야 하고 전력회사에 의하여 설정되어지는 일련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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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척해 근거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과 건설 빛 가동전 시험에 대한 인건비와

구매기기의 자재가격

• 건셜기간동안 물가상승과 이자를 결정하기위한 건셜 계획

- 연료 주기비

- 훈전 및 보수유지 인력， 훈련， 보험， 소모 빛 예비 후폼，

혜기물 관리와 오염 제거 보전버 등올 포함하는 운천 및

보수유지 경비

- 재정， 이자율， 기기 및 인력의 국산화 정도， 벌금과

보증등의 제반 조건

발생가능한 위험을 극복하기에 필요한 비상 준비금 예측

- 요건을 좀더 가까이 만족하거나 요건 관련 목표에 도달하는

견지에셔 특정 신형로가 구별될 수 있는 특성요로 인한 위험

제거의 가치 예측

발전소는 가장 경제척인 유사 화력발전소와 비교활 때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초 10년 가동에 10%의 경제척 우월생을 갖어야 하고 30'건

동안의 에너지 겸비면에서 20%의 경제척 우월성올 갖어야 한다.

다. 대중 수용 관련 요건

1) 수용가능한 환경영향에 관한 설계의 명확성

발전소가 환경영향 관련 요건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설계가 이들 요건 만족하는 방법의 봄잡성을 줄이는 노력도 들여야 한다.

요건 만족에 필요한 기기 및 계동의 수， 연계， 최소화하며， 계통간의 장호

제어 및 계측의 필요를 최소화하고， 요건 만족에 운전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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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하기 위한 고려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이 요건의 의도는 원자력이

유익하고 수용할만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을 넓히고 증진시키논데 있으며，

이들 유용성을 대중에게 간단하고 쉽게 이해되며 명확한 방법으로 서술하는

노력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2) 타산업과 일치성

원자력이 독특한 것이긴 하나 이미 대중의 높은 신뢰도와

수용도를 얻은 타산업과의 정책척으로나 실체척으로 일치성올 보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중 수용도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타

에너지 공급 업체에셔 일반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기 및

건설방법올 써서 핵척 품질 보층(Nuclear Quality) 의 필요를 가능한한

최대로 줄이면 대충 수용도가 향상된다.

3) 국산품의 사용

국산 재질， 기기 빛 노동력의 사용 증대는 발전소 경제성

증진에도 영향을 미철뿐 아니라 그 국가의 대중 수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산품 활용도뜰 높이며 이를 위하여 기술

자럽을 하고 자체 인허가를 하면 대중 수용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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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해외 선진국의 차세대 신형안천로 개발동향은 안전성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존원전과는 근본척으로 다른 새로운 안천계통을 도입하여 안천성 및

겸제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경수로에서는 능동기기의

다충방호에 의해 안전성올 확보하지만 신형안잔로는 피동안전계통올

채택하여 인간공학적 요소의 감소， 계통의 신뢰도 향상등을 동해 안전성올

제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갈 뿐 아니라 국내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원전건설이 국내주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언 원전 71 술의 완전한 자립 달성과 머래의 대체에너지원으로써

원자력의 계속적인 활용을 위하여는 기존 경수로의 지속적인 개량과 동시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제고된 혁신적인 개념의 신형안전로 개발을 착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 개발 차세대 신형안전로가 갖추어야할 요건으로는 최소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대 원전사고로 상실된 대중의 원전 신뢰도를

회복하고 강화된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설계이어야 하며， 또한

계동의 단순화， 이용율 향상 및 건설기간 단혹등을 통한 경제척인， 즉 다른

발천원과 비교하여 경제척인 우월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설계이어야 한다.

또한 개발노형으로는 일부 핵심기술의 도입만으로도 국내 기존 경수로

설계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이 가능해야 하고， 기술척으로는 EPRI 의 사업자

요건을 만족하고 설증로가 요구되지 않으며， 미래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서 확실성이 있는 노형으로써 독자개발을 동하여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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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전한 자럽과 원자력 기술의 선진국 수준 도달이라는 북표툴

달성할수 있어야 한다.

2. 개발 기본 방챔

국내에서도 70년대 후반 이후 가압 경수혐 원전에 의한 원자력 발전이

청확되어 높운 가동율로 성공척요로 운영되고 있으며 8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척극척인 지원하에 추진되어온 원자력 기술자럽 및 개발 계획이

성공척으로 진행되어 1995년에는 95% 의 기술자럽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라나라의 원전기술 수준은 원전기술의 도입 및 반복건설에 와한 소화

홉수 단계로셔 상당수준의 원전관련 기술이 축책되어 있다. 따라셔

신형안천로 개발은 현재 추진중인 원전기술자럽과 밀접하게 연계시켜 자체

개발능력올 배양하여 원전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달성활수 있도룩

국내주도의 독자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국내 전원개발계획과도

연계하여 과제별 연구개발을 지속척으로 추진하고 중간연구 결과를

기존경수로 개량에 활용하는 연구를 병행 추진하여 건설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효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하여야 한다.

신형안전로 설계기술의 확보는 기확보된 국내 부존 경수로 기술을 보완

정비하여 신형안전로 설계기술에 첩목하여 활용하고 일부 부족 기술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핵심기술의 개발과 기존 기술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 신형안전로 개발 참여를 통하여 확보하고， 해외신형안전로의 우수

설계 개념 반영 연구를 동해 국내개발 신형안캔로에 반영하여 투자효과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실종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로가 요구되지 않는 노형으로 재발을 추진 하고， 국내 인허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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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컨에 인허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기술사항 및 절계방법론올 검증하여 인허가 안정화를 유도，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가일층 제고 하여야 한다.

신협안전로 개발운 오랜 연구개발 기깐과 막대한 예산 및 연구인력이

소요됨올 감안하여 체계척인 연구개발계획올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산학연 역활 분담율 통하여 절대척으로 부혹한 국내 전문인력율 최대한

활용하도톱 하여야 한다.

이상과 활은 신혐 안전로 개발 기본 방챔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신형안전로의 자력설계 및 건설

• 차세대 주력 노형으로 독자개발

- 기확보 경수로 기술을 보완 정비하여 신형로 기술에 접북.활용

- 국제공동연구， 일부 요소 기술도입등올 통한 국내 기술능력

부족분 보완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 실종된 선기술 적용

- 실충된 해외 신설계개넘 반영 추진

- 셀증로가 필요없는 노형으로 추진

。 천원 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

- 과제별 연구개발의 지속척 추진

- 중간 연구결과를 발전소 건설 일정에 따라 기존 경수로 개량에

단계척으로 반영

。 기존 기술자럽 계획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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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계획

- 기술기준 개발계획

。 범국가척 사업으로 추진

- 체계척 추진계획 수럽 운영

- 산.학.연 역할분담으로 안척 차원 활용 극대화

O 국내 인허가 규제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혹

- 신규 인허가 방향 정립

- 인허가 기술사항

0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확보

。 원자력 기술 선진화

- 원자력분야 선진 G7 진입

- 원자력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원자력 기술의 수출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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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안켄로 설계목표 (안}

내 용 기존 가압 경수로 신형 안전로 -

1. 안전성

·노심 손상 확률 년 10E-4 이하 년 10E-6 이하

·설계 기준 사고시 20분 72시간

훈전원 대처시간

·전 천원 상설 사고시 30분 무한

노섬손상 대처 시깐

·안전계동 뚫휩。 고유피동형

·인간 공학적 요소 아나로그식 계측제어로 디지탈 방식으로

미비 극대화

2. 성 능

·이용률 80% 87%

·수명 40년 60년

·불시 운전정지 빈도 약 10회/년 < 1회/년

3. 노심주기

·핵연료 교체 주기 1년 2년가능

4. 경제성

• 건설기간(Fie - FL) 56개월 36개월

·계통 단순화 100%( 기준)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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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계획 (안)

선형안전로 개발은 1990년부터 2006년 까지 16년간 4단계의 업무추진

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 최종 목표 및 각 단계별 복표는

아래와 같다.

1) 최종 몹표

많묵형 신형 안전로 개발

2) 단계별 묵표

。 체 1 단계 (’ 90 - ’ 91) : 선형얀천로 개발 사천 타당성 조사

- 해외 신협 안전로 개발 현황 분석

- 계폼별 설계특성 푼석

- 신혐로 개발 방안수럽

。 제 2 단계 (’91 - ’ 94) : 한국형 선형로 개념 젤계

‘ 신형로 설계기술 정럽

- 한국형 신형로 설계 설정

- 한국형 신형로 개념설계

。 체 3 단계 (’95 - ’ 2001) : 한국형 신혐로 기본젤계

- 신혐로 설계기술 확보

- 한국형 신형로 기본설계

- 설계 방법론 인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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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셰 셜계 요건서 작성

- 안전성 문석 보고셔 작성

0 제 4 단계 (2002 - 2006) : 한국혐 젠혐로 상세섣계 빛 컨젤

- 신형 안전로 상세설계

- 건설허가 획득

- 신형 안전로 건설

4.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신형안전로 개발윤 앞철에 기솔된 바와 같이 4단계로 추진되며 제 1

단계는 완료되었고， 제 2단계의 연구 개발 내용 빚 범위는 다옵파 같다.

1) 신형로 설계기술 정럽

。 기존 경수로 설계기술 보완， 청비

。 해외 신형로 설계 방법론 검토

。 셀계 방법론 개발

。 설계 방법론 검증

2) 신형안전로 젤계 목표 설정

。 설계 기준 설정

。 안전 설계 목표 셜정

3) 소용량 신협로 개념셜계 (600 뻐e 급)

。 설계 기준

。 셜계 분야간 설계 연계도

。 주요 계통 기능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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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및 노심설계

。 핵 증기 공급 계통설계

。 격납용기 계통설계

。 2차 계통설계

。 발전소 종합셜계

。 기타 관련계통 설계

。 안전해석

。 노섬 용융 빈도 및 중대사고 평가 (PM)

4) 대용량 신형로 예비 개념설계 (1000 뼈e 급)

。 설계 기준

。 며동안천 설계항목 설정

。 계통별 성능 분석

5) 검증시험

。 해외 시험 자료 평가

。 시험 계획 수럽

* 제 3단계 이후의 연구개발 추진은 제 2단계 완료후 확정된 노형에 대하여

연구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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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체제

신형안전로 연구개발올 위하여는 국내 각유관 기관간의 업무 분담을 통한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부족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구개발 효과 및 기술개발의 따급효과를 극대화 해야한다. 신협안전로

업부 분담과 관련된 연구개발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II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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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대효과

0 안전성 향상

- 노심손상 확률이 기존 원자로는 약 10E-4/RY인데 비해 신혐 안전로는

약 10E-6/RY 이어서 선형 안전로의 안전성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약

100배 정도 중대됨

- 기존 발전소에 비해 안전성이 획기척으로 개선되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도 (Public Acceptance) 가 향상 될것이며，

궁극척으로 반 원원 관념을 감소시켜 원전의 사회성을 확보.

- 인공지능， 로보트등 첨단 기술 적용올 위한 단순화 빛 자동화

채택으로，혜기물양 빛 발전소 요원 띠폭량이 감소훤 차셰대에

부합하는 원자로 개발

。 경제성 증진

- 기존 발전소와는 달리 모율형 건설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건설

공기 가 56개월에셔 36개월로 단축되어， 이로 인해 건설버가 기폰

발전소에 비해 약 20%이상 절감되어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여

증진됨

- 인간공학을 척용한 설계 최적화 및 계홍의 딴순화를 통해 발천소의

운천성， 보수성 및 이용율이 향상됨

O 기술 자럽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우리나라 전력 생산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어 50%이상입을

고려할때， 신형안전로 설계 및 건설기술의 자럽은 국가에녀지 자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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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올 공고히 함은 물론 강대국으로서의 요건을 충촉시킴

-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게되며 이로인해 원자력

기술의 수출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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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국내 차세대 신혐안전로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외 신형안전로

개발 현황， 안전성， 기술특성， 경제성 및 국내 기술 기반과의 양립성등을

검토.분석하였으며， 계통별 설계특성을 평가하여 우수설계개념을 도출，

신혐안전로 개발시 채택이 요구되는 설계개념으로 추천 하였다. 또한 국내

차세대 신형안전로의 주요특성(안)을 제시하였으며， 학계 및 산업계의

원전관련 천분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혐안전로 개발방안올 수립하였다.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신형안전로는 SIR, PIUS와 같은 수조형 (PooL Type) 과 AP600 , MS300

/600 , VVER600등과 같은 회로형(Loop Type) 으로 구분되며， 300-600MWe

급의 중소용량 원자로 개발되고 있다. 개발현황으로는 웨스팅하우스

사의 AP600 이 마국정부의 지원올 받아 상세설계가 수행되고 있어 개발

전망이 가장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SIR과 PIUS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며， 기타 노형틀윤 현재 개념설겨l단계이며 일부는 설계결과를

분석중이다.

• 신형안전로는 안전성 저l고똘 최우선으로하여 고유안전성 증대， 피동

안전성 확보， Walk-Away 안전성 달정 등올 추구하고 었으며 단순화，

모률화， 실증기술 이용， 보수유지기간의 단축 및 이용율 향상등의

설계원칙에 의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신형안전로의 가장

대표척인 특성윤 기존경수로와는 다른 새로운 안전계통으로서

능동기기인 펌프와 밸브의 천원 의존도를 크게 줄였으며 밸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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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척인 것만 Fail Safe 개넘으로 칙류 전원올 사용하도록 하고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설계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력， 압력차，

자연대류등 자연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계측제어계통은

안전성， 운전성， 보수성 및 신뢰성 저l고를 위해 디지탈 기술올

사용하여 자가진단기능， 모률화 설계 기법， 신호의 다중화， 신호 검증

기법， 경보의 우선 순위화를 기하고 있다.

• EPRI 사업자 요건과 Lahmeyer 사의 노형펑가 기준등에 따른 평가결과

주요 명가 대상노형인 AP600과 SIR 모두 상기 두 기춘율 반족하고

있으며 고유안전 특성 및 파동 안전 특성에 의하여 계통 실때툴

근원척으로 방지하고， 운전원의 즉시 개입 없이도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 안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로 평가 되었다.

• 선형안전로는 핵공급계동 자체로서 안전성율 추구하기 때문에 강화

되어가는 규제요건에 대응이 용이하다. 또한 사전설계 인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인증된 노혐의 경우 추후 인허가 업무가 크게

간소화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록 입충된 설계개념들이

척용되고 있지만 부분척인 설계개선 입증에 어려몸이 있올수 있다.

또한 계동이 딴순화되고 안전성의 이해가 쉬워 기존원전이나 개량형

원자로에 비해 대중의 수용이 용이할 것이다. 노섬용융의 빈도 빛

방사능물질의 대량 누출 빈도에셔도 기존 경수로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전력회사의 투자보호측면에서 유리하고， 국민적 합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형안전로 개발은 이미 입증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미 입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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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올 그대로 척용하여 실증로를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형안전로의 핵심 기술을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오랜동안의 훈전

경험으로 그 안천성과 호환성이 입증되었지만 주요한 기가의 사전

검사와 시협은 필수적으로 수햄되어야 한다.

• 경제성면에셔도 신형안전로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낀 하지만 규모

축소에 의한 경체성 감소요인을 건설공기 단축， 이용률 향상 등으로

보상합으로써 기존의 PWR이나 APWR에 대하여 경쟁능력율 갖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외에셔 개발중인 신형안전로률은 신규 규제 요건올 수용할

수 있는 뛰어난 안전성올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 방법의 이해가

용이하며 일반대충이 쉽게 수용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기존의 미래의 안전성 목표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설비 및 설계 개선에 따른 많윤 추가 부담이 필요활 것으로 예상되며

신형안전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 채핵과 설계 반영으로

장차 요구될 안전성 및 경제성 목표률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펀 국내에서는 80년대 중반 정부의 척극척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원천

기술자립 및 개발계획에 의해 원전기술자립이 성공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원전건설과 운영이 해외주도에서 국내주도형으로 변화하기

시착하였다. 그러나 원전기술의 완전한 자립율 위하여는 단순모방 및

단순건설을 통해 독자설계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개량형 경수로 기술개발，

신협안전로 개발등과 같은 자체개발 한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중 원자력의 비중이 50% 이상율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1000MWe 급 50기 이상의 원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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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안전성 고도화에 대환 노력이 효율척으로 추진되어 국민척합의에

의한 원전건설 및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전의 대중의

수용에 대한 노력이 효과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PA 자체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원자력 발천소의 발천 방식 빛 안컨성 확보개념도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 족 현재 각국에서 진행중인 원전의 개량 및 표준화가

기폰원전의 기기 선뢰도 개선， 계풍의 안전성 향상， 비용절감율 통한 경제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장기척으로 볼때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안전성에 대한 설계 개념이 끈본척으로 개선된 신형안컨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셔도 안천성과 경제성이 보다 체고펀

차세대 원자로로셔 신형안전로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올 범국가척으로 수립하여 전체척인 의견 수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주도에 의한 자력 개발 천망도 밝다. 따라서

신형안전로 개발을 청부의 확실하고 구체척인 정책지원과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기존의 원전기술자립 및 개발계획과 밀접하게

연계시격 추진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완전한 원전기술자립을

조기에 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형안전로 개발은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어 표준원전의 지속척인 개량에 의한 계속건설이 단거적으로는

현실적이고 경제척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 원전관련 기술기반의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척인 에녀지 기술자럽의 달성， 원전건설 종가에 따른

대중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요구의 척절한 수용 및 국내에도 척용이

예상되는 중대사고 정책등과 같은 신규 인허가 규제 요건에 척절하게

대웅하기 위하여는 신형안전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협안전로 개발을 통한 설계 빛 건설기술 자립운 국가 에녀지 자럽

기반을 공고히 합은 불론 원자력 기술을 선진화 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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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획기척언 수준 향상 등의 매우 콘 따급 효과가 기대되어 2000년대의

원전산업기반을 확고히 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척인 안목에셔

신형안천로 개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지속척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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