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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과제(I) ’피동형 월자로 용량척상 가능성 검토“

2. 과제기간 : 1993. 4. 7. '" 1994. 12. 31. (총 21개월 )

3.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섬

얼반척으로 전력사업자률은 신규부지확보의 어 려움과 해용량 원전의 경

;셔l척언 이점으효 얀하여 태용량 원천의 건설을 선호한다. 륙 피동형원천은

용량이 착은 단점으로 얀천성 확보기술의 우수성에 의한 높은 안전성 확보

빛 계통의 선뢰도 증대에 의한 운전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업자틀

로부터 피동형원전의 건설이 회피되어 왔다. 이러한 피동형 원찬의 반점을

극북하기 위하여 일본 중앙전력연구소는 Westinghouse 사 및 일본 천력셔업

자와 공풍으로 AP600의 계통구성 및 안전설계깨념을 기초로 피동형 원자

로의 출력증대에 관한 연구룰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얼착냉

각재계통을 3-1oop로 구성할 경우 900"'1000 MWe급의 피동형원천 개발이 가

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용량은 현채 국내에서 건설 운영되고 있는 원

전과 동급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국내 차세대원전의 설개개념 확정을 위한

개념검토시 용량격상 피동형원자로도 고려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Westi많house사의 AP600울 대상으로 AP600의 원자로겨I통

의 지본륙성을 유지하면서 격상이 가눔한 최대가능출력을 검토하고， 또한

NSSS관련 I &C 신기술 및 우수 계축제어 설계기술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국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원자로의 설계개념 설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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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용량격상 검토룰 수행하기 위한 사천연구로서 참조 발전

소인 AP600의 설계륙성 분석율 수행하였으며. 이 분석결과를 지초로 피동

형발전소의 용량율 제한할 가능성이 큰 설체인자들율 도출하고， 이들 인자

와 연계된 주요 기가 및 계통의 용량 및 수량 변경 요인율 검토하였다. 또

환 1000 MWe급과 1300 MWe급의 격상된 용량에 대한 노섬율 구성하고， 주요

노섬 설계인자들에 대한 예비분석울 수행하여 노심특성을 검토하였으며，

고유용량인 AP600의 설계자료 및 분석결과풀 이용하여 원자로 열출력 및

원자로섭의 설계특성 변화에 따른 주요 기겨 빛 계홍의 용량을 예벼설정

하고， 성능분석 및 안전해석에 필요한 예벼 설계 자료를 생산하였다.

III동형발전소의 최대출력가능용량의 최종 검토를 위해서는 사고시 노심

냉각능력을 확얀하기 위현 바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명가와 주요 제한사고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해야 하나 연구 중반으로 어들 분야에 대한 연구는 유

보하였다.

본 연구는 노심설계， 유체계통설계， 기계구조설계， 계측제어계통설계 및

안전혜석 분야로 나누어 수행한 것이며 안전관련체통의 성농명가를 위한

사고해석은 일정관계상 수행되지 못하였다.

5.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피풍형벨전소의 최대가능출력은 여러 가지 설계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

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냉각재 유량， 뻐B대버능력 I LOCA대비능력.

원자로용기설계 및 제작성과 밸천소 열효율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용량격

상가능성의 최종검토툴 위해서는 격상용량 발천소의 계통설계 자료를 종합

하여 용량격상 피동형 발천소의 전 계통을 구성하고 제한사고블의 사고해

석에 의한 안전껴}통의 성능명가와 발천소의 경제성 분석이 완료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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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환계상 용량격상 발전소의 안전해석과 경제성 분석

이 수행되지 않아 최종결론은 내힐 수 없지만 중간결과로서 현재까져 수행

한 연구결과률 종합하여 피통형원자로의 용량격상 가농성에 대한 다읍과

갈은 충간 결론율 얻었다.

o 1000 MWe급 격상용량

AP600의 안천계롱설계는 설중기술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점툴

여 제기되고 있으나 이플 문제점은 AP600의 설계인중(DC) 심사 과정 중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째 AP600셜계때 제기되고 있은 현안틀

이 해결되는 것을 가정힐 경우 lOOOMWe급 피동형원자로의 개발은 기술척으

로 가농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결론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에 대한 상쩨검

토가 요구된다.

- 출력벌도의 상향설계에 따른 DNB여유도 감소-

- 고온관 출구온도 상승에 대한 EPRI-URD 만족여부.

- 척상왼 원자로의 통일성농 입증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설중시혐

의 요구 가능성.

- 원자로용기의 길이 중가로 노내 구조물의 길이종가에 따른 전동 풍

의 동특성 문제와 CE뻐의 기놓 및 기기 컴중.

- Design Margin이 용량격상에 따라 감소되어 피동형 원전의 장점이

상설될 가농성.

o 1300 MWe급 격상용량

4-LOOP에 의한 1300MWe급 원자로의 계통구성이 가농하나 1000 째e급 용

량격상 가능성 겹토항목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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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 고출력 벌도 노심설계에 의해 일차척인 사고완화에 기여하는 핵연료

의 상승 홉수능력 저감이 예상됨.

- 원자로용기 관통률 중가에 따른 원착로용기 제작성과 고온. 고압에서

의 기계적/구조적 견천성에 대한 상세 겸토가 요구됨.

위의 결론은 웨스팅하우스사의 피동형원자로 AP600을 참조로 하여 수행

한 피통형원자로의 용량척상 가능성 겸토에 대한 중간 결론으로 최종결론

율 위해서는 각각의 격상용량에 대해 예비설겨I룰 수행하여 발전소 천겨I홍

울 구성하고 예비설계된 발천소 천계통에 돼한 안전해석과 경제성분석율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채 계속수행이 유보되었나 연구결과는 향후

대용량 피동형원천의 설계개발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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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 료프

현재 해외에서 개발중인 신형겸수로는 기존 경수로 까술을 근간으로 원천

의 안천성， 신뢰성 및 경제생율 제고시킨 대용량 재량형 원자로의 깨발과

피동안천깨념울 척용하여 원전의 안천성 확보기능율 달성하는 안전계통의

설계개녕율 근본척으로 변화시킨 피동형 원자로의 설계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피동형원자로는 기존 원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먼 펌프동의 통

척기기를 극소화하고 충력， 기체압력풍의 자연법칙에 외한 청척 수단에 의

해 안천기농율 수행하도룩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피동안천개념 척

용에 따른 계롱의 단순화와 모률화를 통하여 발전소의 경제성의 향상율 추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동형 원자로는 원전의 안천성 확보가 자연법칙에

의한 정척릅성에 의존하는 톡성상 원자로용기 및 격납용기.크기에 책한을

받아 현재에는 300"'600MWe급의 중.소형로로 깨발되고 있다. 이들 피동형 원

자로의 대표적인 노형은 미국 Westinghouse사에서 개발중인 A.P600으로， 이

원자로는 미국 천력연구소의 피동형 원자로 사업자 설계요건서를 근간으로

기존 규제요건， USNRC의 정책성명 및 운전경협동을 반영하여 개발되고 있

다.

얼반적으로 전력사업자틀은 선규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대용량 원천의 경제

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대용량 원전의 건설을 선호한다. 즉 따동형원천의 용

량이 작은 단점은 안천성 확보기술의 우수성에 의한 높은 안천성 확보 및

계통의 신뢰도 증대에 의한 운전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업자률이 피

동형원전의 건설을 회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따똥형 원천의 단점

율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와 중앙잔력연구소는 Westinghouse사 및 일본의 천

력사업자와 공동으로 AP600의 계통구성 및 안전설계개념울 기초로 피동형

원자로의 출력증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차



냉착채계통을 3-1oop로 구성힐 경우 900"'1000 째e급의 피동형원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용량은 현재 국내에서 건설 운영되고 있는

원천과 동급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국내 차세대원천의 설개캐념 확정을 위

한 개념검토시 용량격상 피몽형원자로도 고려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힐 펄요

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개발 차세대원자로의 설계개념율 확정하기 위한 Case

Study의 한 분야로서 미푹 Westinghouse사의 AP600을 대상으로 AP600의 원

자로계통의 기본륙성율 유지하면서 격상이 가농한 최대가농출력율 검토하였

다. 또한 NSSS관련 I&C 신거술 및 우수 계측제어 설계기술의 적용성을 검토

하였다.

용량격상 검토룰 수행하지 위한 사천연구로서 참조 발천소인 AP600의 설

계륙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피동형발전소의 용량을

제한할 가농성이 콘 설계인자틀을 도출하고 이들 인자와 연체된 주요 기기

및 계통의 용량 및 수량 변경 요인을 검토하였다. 포한 1000MWe급과

130애We급의 격상된 용량에 대한 노섬을 구성하고 주요 노심 설계인자툴애

대한 예비분석을 수행하여 노섬특성을 검토하였으며 고유용량인 AP600의 설

계자료 및 분석결과률 이용하여 원자로 열출력 빛 원자로섬의 설계륙성 변

화에 따른 주요 기기 빛 계통의 용량을 예비설정하고. 성농분석 및 안전해

석에 펼요한 에비설계자료룰 생산하였다.

펴동형발천소의 최대출력가능용량의 최종 검토를 위해서는 사고서 노심냉

각놓력을 확인하기 위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농명가와 주요 제한사고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나 연구 중단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는 유보

되었다.

본 연구는 노심설계， 유체계통설계， 기계구조설계， 계측제어계통설계 빛

안전해석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안전관련계통의 성눔형가를 위한 사

n
ι



고해석은 얼정환계상 수행되지 봇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결

과는 해당철에 상세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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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절 1때 MWe급 격상용량 피동형 원자로

1. 개 요

Westinghouse 가 EPHI의 요건에 따라 설께한 천가출력 600MW급 피통형 원

자로얀 AP600의 노섬이 기존 원자로 노심에 바해 륙히 다른 점은 저출력 빌

도. 장주기 운전， 고가 및 저가 제어봉 결합으로 된 제어집합체 사용，

Stainless Steel 반사체 사용 퉁이 있다. 따라서 AP600의 노심은 기존 노십

에 비하여 보다 나은 혈척 여유도률 갖고 있으며 출혁 빛 출력 분포 조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 노심의 충성자 누출 감소에 의하여 핵연료의 이용률

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심의 수명 또한 길어 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AP600 설계를 토대로 출력이 1000 MWe인 용량격상 피동

형 원자로 초기노심을 설계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노심설계시 고

려해야 할 주요 핵설계 채한인자들을 검토하였으며 핵연료 집합체， 가연성

독봉 및 제어봉 배혈을 고려한 초기노심을 구성하고 노심계산을 수행하여

첨두 출력멸도. 반웅도 계수， 운전정지 여유도 등의 주요 노심 핵적 륙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설계기춘 및 요건

가. 헥설껴|

고유용량 펴동형 원착로와 노섬 핵설계에 대한 설계요건중 기존 경수로외

경우와 륙별히 다른 것은 24개월 평형 주기로 운전할 수 있는 장주기 운전，

15% 열출력 여유도를 갖기 위한 저출력 밀도 노섭， 출력 및 출력 분포 조정

을 쉽게 하기 위한 고-헤어봉가 및 저-제어봉가 결합으로 된 제어집합체 f

R
u



노심의 충성자 효율을 향상시키고 압력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를 감소샤키

겨 위환 저누출 장천모형 빛 노섬주변 설계， 한 깨의 혜어집합체 낙하사고

시 계숙 운전 놓력. 모든 임계 조건에서 양이 아닌 감숙재 계수동어 있

다. [2-1] 따라서 본 용량격상 노섭설계에서는다융과 같은 노심 빽설계인자

가 이툴 요건율 만축하는 지 검토할 것이다.

(가) 주기 길이

피풍형 원자로의 설계 요건에서는 기술척으로 2478월 명형 주71의 장주가

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개훨 주기

운전율 하려면 핵설계 관점에서는 주기초의 과도한 잉여 반웅도를 제어하는

문쩨와 반웅도가 매우 크게 차아나는 핵연료를 섞어 깅쓰게 됩으로써 첨두 출

력 쳐l한조건을 만족하는 장전모형을 찾는 문쩨가 생기게 된다. 주거초 영

여반웅도를 쩌1어하기 위하여서는 냉킥재의 붕소 농도를 높여야 하나， 붕소

놓도가 놀아지면 감속재 온도 계수가 양의 값 쭉으로 간다. 따라서 붕소 농

도를 낮추어주기 위하여 가연성 홉수봉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 가능

한 위치가 제한되묘로 주기초에 감숙채 온도계수를 음으로 유;r.l 할 수 있을

청도로 붕소놓도를 낮추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초기노심의 경우 주기

초에 잉여반웅도가 배우 높아 붕소 농도를 조절해주거 매우 어렵다.

초기노심의 주가길이가 짧으면 재장전 노심의 주기킬아가 해우 짧아져 펑

형쭈기에 도탈학는데 시간야 걸려므로 따라서 용량격상 노삼의 초71노섬 주

기길이는 AP600 설계에서와 같어 최소한 18개월 주기길이를 갖도록 설계하

였다.

(2) 저출력 밀도 노심

저출력 벌도 노심은 단위 핵연료 부피당 열발생량을 줄어서 안전 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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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열출력 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사고시 노심 냉각 계통의 부탐율 줄여

서 발천소7t 고유안철 특성을 갖도룩 하며 또 운전원의 살수에 의한 민감도

률 감소시격 운전와 유연성을 향상사킨다. 저출력 노심을 구성하기 위해

AP600은 기존의 600 MWe급 경수로 보다 훨씬 많은 1457fl악 핵연료 칩합체를

장천하고 있다. [2-2] 1000 빼e 용량격상 노섬에는 221 개의 핵연료 집합책

가 장천되는데 이 때의 노섭명균 선출력밀도는 153 W/cm효 AP600와 138

W/cm보다는 다소 높으나 기존 경수로의 180 W/cm보다는 15% 정도 낮은 값으

로 노심의 얼출력 여유도가 채선되었다.

(3) 주기초 붕소농도 요구조건

핵연료 칩합체틀을 장천하고 처음 원자로를 기동하는 주기초에는 예상하

지 못한 엄계사고동을 방지하고 원자로를 안전하게 기동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붕소농도 요구조건룰이 있다. 운전 지침서에는 주기초의 저온에서 고온

까지와 여러 조건에서 발천소를 적절하게 미임체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붕소

농도자 붕소혀 용해도 한계보다 확실히 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어봉 반응도가 및 정지여유도

체어봉은 노심의 출력 및 출력분포 조정과 발전소의 비상정지에 훨요한

부반웅도를 원자로에 삽입하는 기농을 한다. 따라서 AP600 노심에서도 기농

에 따라 노심의 출력 및 출력분포 조정을 위한 조정 제어집합체군과 비상정

~l 채어집합체군와 두 가지 종류의 제어집합체군이 있다. 천자는 MO, Ml,

M2. M3 빛 AO 제어집합체군. 후자는 SOl , SD2 및 S03로 이룹 붙어져 있고

이중 MO와 Ml 저I어집합체군은 저-체어봉가 제어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

어봉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제한조건으로 설계된다. 그 중 하나는 적분저l어

봉가가 제일 큰 제어집합체가 뽑힌 상태애서 제어봉 전체의 반웅도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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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를 충분히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조정 제어집합

혜군률이 출력 빛 출력분포 기능율 하가 위해 부분척으로 혹은 모두 노삼에

삽입되고샤도 출력 첨두인자를 노심의 출력 수용한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촉방향 첨두출력운 제어집합체군이 O. 75%~p 이상의 제어봉가

률 주도록 옵칙이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이 제어집합체률이

몇 개의 헤어집합체군으로 분리되는 이유아다.

(5) 반응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 감속채 온도계수 빛 붕산 계수동의 각종 반웅도 계수는

노섭의 동특성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안전 관련 변수들이다. 이틀은 정

상 운전중의 운전원 조작 혹은 비정상 사고 상태에서의 상태 변화에 따른

노심의 반웅을 결정 짓는다- 보통 이들은 노심의 연소도 진행에 따라서 달

라지기 때문에 발전소 천 수명에 대해서는 어펀 범위를 가지게 되고 이틀의

최대 변화가능 범위가 바로 원자로의 안전성 분석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블

의 범위가 바로 발전소의 안전성올 바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EPRI 설계요건에 외하면 피동형 원자로는 운전제어를 용이하게 만들고 비

정상 상태에서 자기 북구l 능력을 제고하여 안찬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임

계 상태에서 양어 아닌 캅숙재 온도 계수를 가질 껏을 요구하고 있다. 감속

재 온도계수는 일반적으로 냉각채 내의 붕소농도가 높아자변 양의 값 쪽으

로 깐다. 그런데 붕소농도는 주기길이와 가연성 흡수봉의 사용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즉 장주거 운천이고 사용위치에 제약이 많은 분리형 겨연성 흡

수봉올 사용할 경우 주기초의 붕소농도가 높아지고 감속재 온도체수는 양이

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전 주기기간에 걸쳐서 각종 반웅도계수가 가질 수 있는 양

끝 값을 계산하여 설계제한치를 만촉하는 지 컬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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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열수력 설계

신형로 노섬에 대한 열수력적 설계 요구초건 충 가장 충요한 것은 충분한

얼척 여유도 (1 5% 이상의 출력 여유도)의 확보와 노심 출구 온도에 대한 쩌l

한이다. 충분한 얼척 여유도는 원자로의 안전성과 운천여유도 확보률 휘하

여 필요한 것이며， 이률 위하여 기존의 AP600 노심처럽 낯운 출력 벌도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심 출력 멀도를 낮께 유지하려면 동일한 열

출력 조건에서 노심의 크기가 증가해야 하는데 이경우 노심 질량 유숙이 감

소하여 열척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출력빌도

가 낮아져서 열척 여유도가 증가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열척 여유도

는 증가한다. 그련데 노섬 크기는 핵적 특성과 Vessel 의 제작성. 핵연료의

경체성 동에 의해서 제한을 받께 되므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쓸 고려하여

최척 노심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노심 출구 온도에 대한 제한은 핵연료의

부식 방지를 위한 것이며， 신형로의 경우 고온 부수로 출구애서와 비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가존 원자로에 대한 쩨한(고온관에서의 비동 제한)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이를 만촉시커기 위하여 AP600 의 경우 고온관 옹도가

600 deg-F 이하인 조건에서 운전되고았다.

3. 용량격상 설계절차 및 방법

가. 핵설계

본 분석에서는 핵연료접합체 퉁가 단면척 생산코드인 CASMO-3[2-3] 와 노

섬 소격격자 노탈계산 코드인 MEDI UM3 [2-4] 를 사용하여 1000MWe급 격상용량

피동형 원자로 초기 노심의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여와 병행하여 핵연료관리

계획수럽용 코드연 RCYCLE[2-5] 울 사용하여 다주기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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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노심 분석

노섬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 진다. 첫째 단계는 격자세포

빛 단위 핵연료칩합쳐1 계산울 수행하여 핵연료집합체 퉁가단면척율 생산해

내는 단계로 이률 위하여 CASMO-3 코드률 사용하였으며 그 다읍 단계에 이

률 이용하여 노섬 소격격자 노탈겨l산 코드인 MEDI뻐3를 사용하여 출력분포

둥율 계산하였다.

핵연료 집합체 등가 단면적

칩합체별로 CASMO-3룰 계산하여 MEDIUM3에 적합한 미시척 퉁가단면척율

계산하논 여러 과정틀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WU사의 공동연구로 자동화 되

어 FOXS[2-6] 라는 이름의 절차 코드를 통하여 수행된다. 접합채내의 각 격

자세포별 장전모형과 핵연료， 피복채， 감속재， 제어봉， 제어봉 유도관과 그

외의 구성 물질들의 구조와 감속재 용도풍의 원자로 운전 자료를 압력으로

넣으면 FOXS는 자동으로 CASMO-3와 각종 부수 코드를 불러셔 계산을 수행하

여 최종척으로 MEDIUM3에서 사용될 마시척 퉁가 단면척 자료와 MEDIUM3 계

산 결과로부터 봉별 출력 및 연소도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조형함수 풍을

생산해 준다.

FOXS를 이용한 CASMO-3 계산은 U-235 농축도가 각각 2.1 , 2.6 및 3.1w/o

인 핵연료 집합쳐1에 대해 저-제어봉가 흑은 고-제어봉가 제어집합체가 삽입

되는 경우와 8, 16 빛 24개의 WABA가 장전되는 경우풍을 고려하여 모두 9가

져 경우에 대해 수행되었다.

반사체 등가 탄면적

핵연료 칩합체에 대한 풍가 반면척 자료가 모두 생산되면 반사쳐I에 대한

동가단면척을 생산해야 한다. 반사체는 앞서 설명한대로 Stainless Stee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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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반사캡합체와 그 내부의 냉각구멍 사이률 흐르는 경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나 각각의 구성비는 Westinghouse가 자써한 충성자 반사 집합체

의 쩌}원을 밝히지 않아셔 알 수가 없다. 여기셔는 Stainless Steel과 경수

가 차지하는 부피벼률 0.9:0.1로 가청하고 CASMO-3률 이용하여 Stainless

Steel. 경수 및 붕소의 2군 단면적울 구한 후에 이틀을 구성버로 가중하였

다. 그런 후에 원쭉에 균질화된 핵연료 영역， 중앙에는 반사체집합체 영

역， 오른쭉에는 붕산이 용해되어 있논 경수영역으로 왼 I차원 스펙트럼 구

초률 만틀어 이 스펙트럼 구조에 대한 1차원 중성자 수송방청석울

NDOM(Nodal Discrete Ordinate Method)으로 풀어서 동가단면척을 겨l산하였

다. 이 때 붕산수의 농도룰 500 ppm과 1000 ppm의 2가지로 변화서켜 붕소농

도에 대한 미분 동가단면척을 구하여 연소도 진행에 따라 붕소농도가 변할

때도 퉁가단변척율 적용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구한 반사쳐I 뭉가단연척

은 노심내의 모든 형태의 반사체 계산노드혜 대하여 동일하게 척용한다.

노실〕분섬

모든 미셰 뭉가 단면적 자료가 만틀어 지면 많DIUM3 코드률 사용하여 3착

원 2군 노심 분석을 한다. 미세 단면적 착료뿐만 아니라 취급 핵종틀의 초

기 수밀도， 노심의 장천모형풍도 MEDIUM3 계산업력이 된다. 3차원 노심 분

석시 반경방향에 대한 노드의 크기는 핵연료집합채 하나악 크기로 하였다.

축방향으로는 핵연효집합쳐l를 모두 167" 의 노드로 분혈하였으며 각각의 노

드 크기는 다르게 하였다. 이는 노심의 중앙부분은 축방향 출력 분포의 변

화가 완만하지만 노심의 상하 양쪽 블에서는 출력분포의 변화가 섬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노섭의 상하부는 상대적으로 노심의 충심부 보다 노드의 크

기를 작케 하였다. 핵연료 영역 바캘으로는 반사채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먼

저 반경방향의 반사처l는 최외각 핵연료집합체에서 집합체 한개 크기 만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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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고 축방향 반사쳐l는 노심 상하부 외꽉으로는 각각 30cm률 고혀하였

다. 노섬의 연소 계산시 연소단계는 0, 3, 6, 20, 40. 60 EFPD 그러고 이후

는 30 EFPD 씩 증가하도록 하여 결국 천출력에서 노심의 임계 붕소농도가

10 ppm 이하가 될 때 까지 연소 계산올 수행한다. 이 때 주기말의 기춘이

되는 10 ppm은 최소한도로 원자로를 운천하는레 필요한 만큼만 제어봉야 삽

입되었율 때 전출력에서의 노심 붕소농도가 영이되는 점이다. Xe 농도 계산

은 연소 단계중 0에서 3 EFPD 까지는 시간 의존 Xe 방정식을 풀야서 시간종

7}에 따른 Xe 축적율 계산하고 그 이후 단계핵서는 전출력 평형 Xe 농도률

사용한다. 그 외의 뭐}환효과는 모든 연소단계에서 모두 고려된다.

(2) 다주기 분석

RCYCLE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MEOIUM3와 같은 핵설계용 전산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략적인 주기별 연소도 계산이 가농하다. 보풍 RCYCLE 코

드률 실행할 때 입력항으로 들어가는 천주기 연소도 분포를 얻기 위해 최소

환 한 번 이상 핵설계코드를 사용하였는데， 본 계산에샤는 전주기 연소도

분포를 모두 0.0으로 입력하여 초기노섬에서 곧바로 RCYCLE 코드를 척용，

계산을 수행하였다.

lOOOMWe급 용량격상노심에 대한 다주거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RCYCLE 코

드의 자료화일인 RHO.LIB를 구축해야 한다. RHO. LIB 내에는 노심의 반웅도

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로서 일정간격(2.0 MWD/kgU)의 연소도에 대한 반웅도

값이 틀어가는데， 이를 위해서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즉 연소도 0.0,

2.0, 4.0, ... , 2.0 x n (n=0.25) 에 대한 반웅도값올 각 놓축도별로 계산

해야 하는데. 17x17 Vantage-5 핵연료칩합체에 대해 전산코드 CASMO-3블 여

용하여 여틀 값을 계산하였다.

본 노섬의 총 열출력은 3330MWt 아며 핵딴료집합쳐l워 수는 221개이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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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집합체 U 장전량운 461kg이며 18채월 주기 운천율 체획하고 있다. 또한

평형추기에서의 교체핵연료의 농축도는 3.8 w/o , 채수는 72개이며 장전되는

WABA rod의 개수는 2247R로 고정하였다.

반경방향의 누출도 계산율 위하여 노섬주변에 위치환 교체핵연료와 한 번

탄 핵연효의 깨수률 입력해야 하는데， 각각 20과 16으로 조정하였다. 본 노

심의 경우 노심주변에 위치한 총 핵연료집합체의 깨수는 44개이므로 이 중

8개 위치에 두 번 이상 탄 핵연료집합체가 틀어가게 펀다. 또한 입력화얼

어i 있는 1주기 region index 분포는 본 노섬에 대한 I주꺼 장천모형을 참조

하였으며 각 region별 농촉도와 캐수는 그럽 2-1과 같다.

나. 열수력 설계

용량 격상 원자로는 산형로에 대한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노섬설계 변수어1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가해질 수 있논데， 열수력척 관

첩에서 중요한 변수로논

* 노심 크기(혹은 노섬 출력 밀도)，

- 노섬 유량，

- 노섭 입구 온도

동이 았다. 용량 격상 노심의 형태를 결정하려변 이러한 노섬 설계 변수플

이 산형로 설계 요구 조견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펼

요하다. 노심외 열척 여유도 명가를 위하여 부수로 해석 코드

(COBRA-IV‘I)에 의한 임계 열속 해석 체제와 고온 부수로 해석 모형이 개발

되며， 이러한 분석 방법론에 의해 용량 격상 노심의 열적 여유도 1헝가가 수

행된다. 아로부터 열수력척 관첩에서 용량 척상 노심의 주요 혈수력 변수

틀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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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계 열속 상관식 체제

용량 격상 노섬에는 워1스팅하우스의 VANTAGE-5H 핵연료가 장천되는 것으

로 가청하였다. 노심의 혈척 여유도률 분석하려면 핵연료의 혈척 륙성율

책해로 포사 할 수 없는 입계 열숙 분석 체쩨가 필수척으로 갖추어져야 하

며. 따라서 용량 척상 노섬율 분석하지 위하여 KIlO 다-IF 상관식 [2-7] 이 개

발되었다.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대F 발생 위치에서의 국부 조건은

COBRA-IV-I 코드로 계산되었다. KIlO 상관석은 V때fAGE-5 핵연료와 기존

웨스텅하우스 17x17 핵연료에 대한 대F 실험 자료로부터 개발된 것이다.

V빼fAGE-5 와 VANTAGE-5H 핵연료의 연료봉 직경은 서로 다르Al 반 통일한 지

지쩍자와 IFM(Intermediate Flow Mixer)이 부착되어 있으며 열적 성능이 거

의 동알하기 때문에 K110 상관식을 용량 격상 노심 분석애 척용하였다. 그

텀 2-2는 VAt-πAGE-5 핵연효를 포함한 웨스팅하우스 혼합날개부착 핵연료에

대한 KIlO 상판식의 예측 성능울 보연 것얀데， 분석율 통하여 상관석 한계

DNBR은 1. 18로 명가되었다[2-7] .

(2) 고온 부수로 돼석 모형

다수로 해석 코드에 의한 고온 부수로 해석은 노십 천체률 부수로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현설척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

법에 의해 수행되고있다. CE사나 웨스팅하우스사가 노심 설계시 사용하는

방법은 노심 분석을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인페， 여를 위하여 CE의

TORC 코드나 웨스팅하우스의 THINe-IV 코드에는 반경 방향으로 non-zero

flow 경계조건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방법은 분석의 정확도가 높은

대신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한다. 이보다 간단한 방법으로서 lumping 기법

을 사용한 single-pass 분석 방법론여 있는데 이는 계산이 간면한 대신 부

수로 간의 상호 작용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최척 lumping 모형을 미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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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COBRA-IV-I 코드에서는 non-zero f1 ow 경계조건을 줍 수 없

기 때문에 용향 격상 노섬 분석에는 single-pass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

다. COBRA-IV-l 코드에 의한 고온 부수로를 중심으로 하는 최척 lumping

모형이 그럼 2-3에서 보듯이 1/8 집합체에 대하여 개발되었다[2-8] . 반경

방향의 봉 별 출력 분포는 웨스텅하우스의 17x17 핵연료에 대한 설계 출력

분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 출력 첩두치는 AP600 노섭과 동일한

1. 65률 사용하였다. 축방향 출력 분포는 1.55 chopped cosine 분포가 사용

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COBRA-IV-I 코드의 주요 포형은 표 2-1에 정리하였

다.

4. 용량격상 노심설겨l

가. 핵설계

(1 ) 초기노심 분석

1000 째e 용량격상 노섬운 천기출력여 600 MWe인 웨스팅하우스사의 피동

형 원자로 AP600 을 모델로 하여 출력을 증가 서칸 것으로 AP600이 갖고

있는 고유 안전 특성이 유자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우선 AP600과 같은 노심 구성물질을 사용하여 초7)노심을 구성하여 보았다.

표 2-2에는 1000 MWe 용량 격상 노심의 처l원이 수록되어 있다.

초기노섬에 장잔되는 햄연료 집합체는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고려하여 서I

가지 다른 농축도의 것을 사용하였다. 그립 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농축도가 낮은 영역 1. 영역 2 핵연료집합쳐l는 노섭 안쪽에 처l커보드

(checkerboard)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농축도가 제얼 높은 영역 3은 바깥

툴레 쪽에 분포되어 있는 통상척인 창전모형을 취하고 있다.

노심 평균 농축도논 에너져 요구량에 따른 핵분열똘질 앙에 의하여 결정

된다. 운전이 진행됩에 따라 핵분열 반웅에 의하여 핵연료가 연소되면서 핵

- 15 -



분열 생성물질(fission product)이 생겨나 축적되게 된다. 이와 같윤 현상

은. U-238혜 의한 중성자 포획에 의하여 Pu-239와 같은 핵분혈불철이 생겨

남으로써 어느 정도 보상된다. 따라서 주기초에， 주기 걸이 훌안에 결쳐 핵

연료의 연소 및 생성. 핵분열 생성불질의 축척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반웅도

률 확보해두야야 한다. 이 초기의 영여 반웅도는 캅숙재 내의 보론 농도，

제어봉 삽입， 가연성 독물질울 사용하여 조절하게 된다.

붕소농도는 핵연료 연소. xenon이나 samarium 같은 핵분혈 생성물질. 가

연성 묵물질 연소 및 캄숙채 용도 변화 둥에 따른 반웅도 변화를 보상해주

는 역할율 한다. 가연성 톡물질은 반경방향 출력분포릅 좋게 해주며 붕소농

도률 낮춰좁으로써 읍의 반용도계수를 유지사켜 준다. 그럽 2-4는 핵연료집

합채 내， 그럽 2-5는 노심 내 가연성 톡봉의 배열울 보여준다.

노심의 정치 반웅도 확보와 출력 제어를 위한 제어 칩합채는 기존의

Ag-In-Cd 혜어봉으로 펀 고·제어봉가 제어집합책와 상대적으로 체어봉가가

척운 저-제어봉가 제어집합체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개의 저-제어봉

가 제어 칩합체는 기존의 제어 집합체가 모두 24개의 Ag-In-Cd 제어봉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상대척으로 중성자 흡수 능력이 적은 207fl Stainless

Steel 제어봉과 4개의 Ag-In-Cd 제어봉으로 되어 있다. 1000 MWe 용량격상

노섬에는 모두 24재의 저-제어봉가 제어집합체와 77개의 고-제어봉가 제어

집합쳐l가 있다. 제어집합쳐l틀 중 노섬에 상입되는 형태가 완천히 강은 몇개

의 제어 집합쳐1틀이 모여서 한 채악 제어칩합체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상대

적으로 척분 처l어봉가가 척어서 주로 노심의 반웅도 조절용으로 사용하는

MO. Ml, M2. M3 제어집합혜군，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조철에 사용하는 AD

체어칩합군과 원자로 비상정지를 위한 Sl, S2. S3 제어집합쳐l꾼이 있다.

이 중 MO과 써 제어집합채군은 저-제어봉가 혜여집합혜로 구성되어 았고 나

머지는 고-제어봉가 제어칩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6에 제어집합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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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혈을 나타내었다.

연소 겨l사

그럼 2-7은 초기노심의 연소도별 임계붕소 농도릅 나타내고 있다. 주기초

에는 연소도 진행에 따라 임계붕소 농도가 약간 충가하는 것율 불 수 있는

데 이는 주기초에 가연성 폭봉。I 많이 연소휠으로씩 주입되는 양의 반웅도

가 핵연료 연소나 핵분열물질의 축척에 따른 반웅도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련 현상은 다른 원자로의 초기 노섬에서도 흔허 발견핀

다.

핵설계시 주기말은 제어봉이 운전에 요구되는 정도까지 갑입되었을 때 붕

소농도가 영이 되논 시점을 가리킨다， 이것을 붕소농도로 환산하변 제어봉

이 노심으로부터 천부 빠져있는 경우 약 10 ppm어l 해당한다. 고립에서 보듯

야 CASMO-MEDIUM으로 분석된 초기 노심의 주기킬이는 16, 500 MWD/MTU로 약

503 EFPD에 해당된다.

천출력 상태에서의 출력분포는 핵연료집합혜와 가연성독봉 장천모형， 제

어봉 배열 형태， 핵연료의 연소도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륙히 운전 중 한

시점에서의 반경방향 총력분포는 연소도 분포와 함께 제어봉이 삽입되약 있

느냐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그림 2-8에서 2.2-12는 주기 통안에 걸쳐 다

읍의 대표척얀 운전조건하에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계산 결과를 보여 준

다:

- 전출력， 주기초， 전 체어봉 인출， 명형 xenon

- 천출력， 주기초. MO 뱅크 삽입， 평형 xenon

- 전출력， 주71 충간， 전 제어봉 언출， 명형 xenon

• 전출력 t 주기말， 전 제어봉 인출， 명형 xenon

- 전출력， 주기말， MO 뱅크 삽입， 명형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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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분포와 더불어 노심의 첩두 출력 인자는 원자로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융 추는 충요한 핵륙성 자료이다. 보통 반경방향 출력 첨두인자는 노심

장천모형 선청을 직첩 제한한다. 보통 출력 첨두인자는 추가초에서 가장 값

이 크고 연소가 진행될수록 작아친다. 용량격상 노심의 ~.뻐 쳐l한치는 AP600

과 마차가지로 1. 65이므로 반경방향 첨두 출력은 8%의 계산오차를 허용하여

1. 52률 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서 보듯이 주기초， 전 제어봉 인출시에 반

경방향 첨두 출력치는 가장 큰 1.508율 거룩하여 출력분포가 제한치률 만축

하고 있다.

주기초 붕소놓도 요구조컨

핵연료 집합체틀올 장전하고 처음 원자로률 기동하는 주기초에논 예상하

지 봇한 임계사고동을 방지하고 원자로를 얀전하게 기동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붕소농도 요구조건틀이 었다. 운찬 지침서에는 주기초의 저온에서 고온

까지의 여러 조건에서 발천소률 척절하게 미임계로 유지하는데 휠요한 붕소

농도가 붕소의 용해도 한계보다 확실히 작아야 한다고 큐정하고 있다. 표

2-3에는 주기초 여러 노심 상태에서의 수용성 붕소농도가 수룩되어 있다.

용량격상 노심의 주기초 잉여반웅도가 AP600에 HJ해 높은 관계로 영출력，

전 제어봉 인출시에 붕소농도 요구량여 AP600의 그것에 비해 약 150 ppm 청

도 눔게 나왔으나 붕소의 용해도 한계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출력에서 각각의 제어집합체군에 대한 제어봉가가 표 2-4에 수록되어

있다. 표 2-5에는 노심의 정지여유도 확보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떼 이 분석에서는 반웅도가 가장 높은 제어봉이 노심에서 빠져았는 상

태에서 나머지 전체 채어봉가를 비교함으로써 고옹상태에서의 운전 정지 능

- 18 -



력이 분석되어 있다. 이 계산에서는 헤어봉가를 계산하는데 있어 해석적 불

확설도가 고려되었다. 주기말에 감속재 온도계수가 가장 큰 읍의 값율 가지

므로 표에 나타난 바와 찰이 출력 결손이 증가하여 반웅도 채어 요구량이

가장 크다· 1000 째e 용량격상 노심의 운전정지 여유도 계산치논 AP600 원

자로 셜계에서 요구하는 최소 운찬정지 여유도 1. 6%률 만축하여 노섬율 비

상청자 시키기에 충분한 반웅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반응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 감축재 온도계수 빛 붕소 계수풍의 확총 반웅도 계수는

노심의 동특성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안전 관련 변수흩어다. 이틀은 정

상 운천중의 운전원 조작 혹은 비정상 사고 상태에서의 상태 변확에 따른

노삼의 반웅을 결청 잣는다. 보통 이틀은 노섭의 연소도 진행에 따라서 탈

라지거 때문에 발천소 천 수명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를 가지게 되고 이틀의

최대 변화가능 법위가 바로 원자로의 안전성 분석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툴

의 범위가 바로 발천소의 안전성율 바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

서는 천 주기기간에 결쳐서 각종 반웅도계수가 가질 수 있는 양풍 값을 계

산함으로써 설계제한치를 만족하는 지를 비교하였다. 표 2-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갈이 1000 MWe 용량격상 원자로 초기노십의 모든 반웅도 계수는 설계

제한치 이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판다.

(2) 다주기 룬석

본 노심의 다주겨분석을 행함에 있어 반경방향으로의 중성자 누출도가 상

당히 작다고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설계에 있어서 약간의 주기길이 감

소가 있율 수 있다. 또한 명형주가의 핵연료 교채시 새폴게 장천되는 72개

의 핵연료 중 67개 핵연료는 3주기동안 연소되고 5개 핵연료는 4주기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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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된다고 가정하였다.

현재 1000 MWe급 용량격상노섬응 18개월 장주71 운전율 체획하고 있는데，

명균부하율 92%. 명균가동률 87%얼 때 요구되는 주기길이는 약 439 EFPD이

다. 이를 만폭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명형주지혜서의 교쳐I핵연료의 놓축

도와 개수를 변화서켜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명형주기에서 농축도 3.8 w/o

인 교쳐I핵연료 7278를 사용할 때 위 주기길이를 만폭하는 주기연소도

14.301 MWD/kgU (438 EFPO)을 얻율 수 있었다. 이 때 노심의 명균방출연소

도는 43.903 MWD/kgU 이다. 각 주거별 연소도와 주기길이는 표 2‘7에 요약

되어 있다.

나. 열수력 설계

(1) 노심설계변수

용량 척상 노섬의 열수력 설겨I 변수는 계통 분석이 수행되어야 최종척으

로 결정되는데， 본 분석에서는 AP600 설계 자효와 신형로 설계 요건을 고려

하여 표 2-8과 감이 예비 명가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노심 열속 및 노섬

질량 유숙은 노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설계 변수틀에 대한 불확실도 자

료까 확보확지 않았기 때문에 노심 최소 DNBR 계산용 결정론척 방법으로 수

행되었으며， 이 때 분석에 사용된 설계 변수틀의 불확실도는 기존 웨스땅하

우스 셜계치와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고려되었다.

Pressure : -30 psia

Inlet temperature: +4 deg-F

Mass velocity: TDF (5% reduction for hot assembly)

Core thermal power : +2%

AP600과 통일한 용량의 RCP를 사용할 경우 노심 유량은 loop 수와 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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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므로 1000 째e급 (3 loop) 원자로의 노심 유량은 AP600 노섬 유랑에

바하여 1. 5배 증가한다. 그려고 노섭의 열척 여유도 분석시 노섬 우회유량

응 AP600 SSAR에 제시된 9%툴 사용하였다. 노심 입구 온도는 고옹관 온도

를 600 deg-F로 고청 시킨 후 에너지 보존 관계식으포부터 계산하였다. 이

에 따라노섬 입구온도는

Tin:: 600 - (6T m /Q) AP600 / (m/Q)빼

로 예비 평가되었다. 용량 격상 노심의 반경 방향 빛 촉방향 출력 분포는

AP600 노섭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엔탈피 상숭 고온 수로 인차

는 1. 65 야며， 축방향 출력 첩두쳐는 1. 55가 사용되었다.

(2) 열적 여유도

산형로 설계 요건에서 요구하는 얼적여유도는 15%의 열출력 여유도로 해

석하여 열척 여유도 명가사 고려하였으며. ANS Condition 1&11 사고시 DNBR

감소량율 나타내는 required margin은 기존 AP600 노심혜서의 required

margin파 동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DNBR 감소량은 CHF 상관식 분

석 체제의 특성(즉， 변수들에 대한 DNBR 민감도)에 따라 탈라지므로 AP600

의 THINC/WRB-2 분석 쳐l제로 계산된 값을 COBRA/KIlO분석체제에 그대로 척

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AP600 노섬에서의 DNBR 감소량을 불리적 와미가

있논 열출력 감소량으로 환산한 후 이를 용량 격상 노심에 척용하였으며.

이 때 열출력에 대한 DNBR 민감도 계수 개념이 사용된다. 뻐BR 민감도 껴I

수의 청의로부터 용량 격상 노섭에 척용해야할 required DNBR margin운

6 DNBRup :: 6 Dr애BRAP600 (Sq.UD /Sq. AP6oo)

로 계산되며， 여기서

6DNBRup : 용량 격상 노심의 required DNBR margin (COBRA/KIlO)

6DNBRAP600 : AP600 노심의 required DNBR margin (THINC/WR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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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후 : COBRA/KIlO CHF 분석체제에의한 출력에 대한 DNBR 민감도계수

육，뻐~ : THINC/WRB-2 C딴‘ 분석책제에 의한 출력에 대한 DNBR 민감도계수

이다. 그런데 AP600 노심에 대한 THINC/째B-2의 DNBR 민감도 체수는 알력

져 있지 않으며， VANI‘AGE-5 핵연료얘 대한 자료[2-9) 를 참고하여

COBRA/KIlO 및 THINC/WRB-2 분석 혜체의 열출력에 대한 DNBR 민감도 계수의

절대치툴 비교해보면 thimble channel 에서는 Sq .UP > Sq，뼈m 이나 typical

channel에서는 Sq.빼 < SQ.A때。 이며 그 차이는 15% 이내이다. 따라서 본 예

비 분석에서는 민감도 계수의 차이에 대한 보청올 고려하지 않았다. AP600

노섬의 required DNBR margin은

Required Margin( ~뻐BRAP~) = (DNBRr야inal - DNBRacci빼t ) /DNBRaccident

로 청의되며. AP600 SSAR에 의하면 유량완전상실사고 및 제어봉 인출사고셔

DNBRnominal = 3. 33

D뼈R훌cident([마A) =2. 18

DNBR앓ident(ROCA wit벼rawa!) = 1. 83

어므로 ~DNBRAP600은 각각 0.53 빛 0.82로 계산되었다. 패어봉 인출 사고시

의 최소 DNBR은 열적 노섬 보호 계홍의 설계에 따라 탈라질 수 있으나 여기

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고를 빠B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로

칸주하였다. 따라서 용량격상노심의 사고사 DNBR은

DNBRacc ident, up =DNBRnollinal , up / (I + ~ DNBRup)

로 계산된다.

(3) 용량 겸설 제한 인자 검토

동일한 열출력 조켠에서 노섭의 크71 가 증가하면 출력 밀도의 감소로 인

한 혈척 여유도와 증가 영향과 질량 유속의 감소로 인한 열척 어유도의 감

소 영향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럽 2-13은 lOOOMWe급 용량 격상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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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크기 변화에 따른 최소 DNBR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그립에서 보듯이

노섬 크기가 증가하연 혈척 여유도는 충가하게된다. 제어봉 언출사고률

빼B 판점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라고 할 때 용량 격상 노삽의 크기. 륙 집합

체 깨수는 발전소 열효율융 30%로 가정하면 1000MWe와 경우는 22178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립 2-14는 노심입구올도가 DNBR에 미치

는 영향을 명가한 것이다. 분석에 고려된 노심초건은 아래와 같다.

집합체 개수

노심 유량. Mlbm/hrlsq-ft

원자로 온도 상승， deg-F

e-
맨
1

잃
9.

맺

었

L

깨

m-

따라서 완자로 출구온도가 600 deg-F 야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선형로 설

계요구 조건율 만혹시키력면 노심 입구옹도는 1000MWe어1 대하여 520.1

deg-F 이하률 유지해야한다. 그련데 이차계통으로의 열천탈율 고려할 때

일차 계풍의 옹도는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노심 입구 온도의 최척치는 520.1

deg-F 이다. 그림 2-15는 노심 유량이 DNBR에 미칙는 영향을 명가한 것인

데， 이 경우 노섬 압구온도는 최척치로 고정하였다. 그럼에서 보듯이

lOOOMWe급 용량 격상 노심의 집합체 개수를 221 개로 구성할 경우 DNB 제한

사고사에도 선형로 설계 요구 조건인 15%의 출력 여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펑가되었다.

(4) 용량 격상 노심 열적 여유도 평가

1000MWe급 용량 격상 노심의 집합혜 개수는 221 .7H로 선정되었다. 이 경

우 노섭 설계 변수들은 아래와 같이 예비척으로 명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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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We 1000 MWe

(예비명가) (NSSS)

노심혈출력， MWt 3330 3330

고옹판 온도， deg-F 600 597.9

져온관 용도. deg-F 520.1 518.7

Vessel 6.T. deg-F 79.9 79.2

원자로유량，TDF. Mlb/hr 109.95 112.05

노심 설계 자료에 대한 예비명가 결과를 사용하여 1000MWe급 용량 격상

노심의 열척 여유도흘 평가한 결과는 그림 2-16에 제시하였다. 모든 노섬

초건을 고정시커고 열출력만을 변화서켰을 경우 제어봉 연출 사고에 의해

쩌l한되는 최대 허용 열출력은 333mlWt로 평가되었다. 계통 분석율 롱하여

결정된 1000 MWe 원자로의 노심 열수력 설계 변수를 예비평가 결과와 비교

책보면 거의 비슷하며， 노섭 최소 Di\IBR을 계산하여 비교해보면

1000 MWe( 예비협가) 1000 MWe(NSSS)

정상상태 DNBR

115% overpower

2.70

2.20

2.63

2. 13

으로셔 예비평가 결과가 약간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5. 결과검토 및 향후 연구 분야

고유 용량 피동형 원자로인 AP600율 토대로 전기출력을 1000 째e로 증가

시킨 용량격상 원자로 초기노심을 구성한 후 CASMO-MEDIUM 코드 시스템으로

주요 노섬 핵설계언자인 주기길이. 붕소농도 요구량. 제어봉가， 각종 반웅

도계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계산값이 설계저l한치를 만족하여 EPRI 의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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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원자로 설계요건을 충축하는 껏으로 판단훤다. 다만 명형주기혜서 24개

월 장주거 운천율 하려면 주기초어i 잉여반웅도가 매우 옳아짐에 따라 더 많

은 가연성 홉수봉야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노섬에서와 같이 분

리형 가연성 홉수봉 WABA툴 쓸 경우 더 이상 사용 가농한 위치가 남아 있지

않음으로 감속채 온도계수가 양의 값율 갖지 않도록 붕소농도를 충분히 낮

추어 줄 수 없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4개훨 장주기 운천농력율 가~1

려면 사용 톡봉올 WABA에서 Gd 또는 IFBA 동으로 천환하는 것율 고려하여야

할 것여다.

COBRA/KilO 다if 분석 쳐l제를 사용하여 1000 째e 용량격상 노심의 열척 여

유도를 병 7}하였다. AP600 셜계자료로부터 용량척상노심의 주요 혈수력 설

계 변수률을 예비 평가하였으며， 어를 근거로 주요 노삼 설계 변수틀(노섬

크기， 입구온도， 유랑)이 Il\JBR 여유도에 미치논 영향을 평가하였다. 선정

된 용량격상노심에 대한 Dl\1BR 여유도 분석 결과. 제어봉 언출 사고에 의해

책한되는 노섭 열출력의 최대 허용칙는 열효율 30"..6를 가정할 때 3330MWt로

명가되었다. 그러나 용량 격상 노심의 사고시 거동은 계통 륙성 빛 노심보

호계통 설정치 동에 의해 AP600 노심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셰 설계 단계

에서 이에 대한 채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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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절 1300MWe급 격상용량 피동형 원자로

1. 개 요

Westin방louse가 EPRI의 요건어l 따라 설계한 천기출력 600MW급 피동형 원

자로인 AP600의 노섬이 기존 원자로 노섬에 비해 룩하 다른 점은 저출력 벌

도， 장주기 운철， 고가 및 져가 제어봉 결합으로 된 채어접합혜 사용.

Stainless Steel 반사체 사용 퉁이 있다. 따라서 AP600의 노심은 기존 노심

에 비하여 보다 l.-~은 열척 어유도를 갖고 있으며 출력 빛 출력 분포 조청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 노삼의 중성자 누출 감소에 의하여 핵연료의 이용률

이 향상되었쓸 뿐만 아니라 노심의 수명 또한 걸어 졌다.

아 보고서에서는 AP600 설계를 토대로 출력이 1300 MWe인 용량쩍상 피동

형 원자로 초기노섬을 설계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노섬설계시 고

려해야 힐 주요 핵설체 제한인자룰을 검토하였으며 핵연료 칩합체， 가연성

톱봉 빛 ~il어봉 배열융 고려한 초커노심을 구성하고 노심계산율 수행하여

첨두 출력벌도， 반웅도 계수， 운전정지 여유도 동의 주요 노심 핵척 륙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설계기준 및 요건

가. 핵설계

고유용량 피동형 원자로의 노심 핵설계에 대한 설계요건중 기존 경수로의

경우와 특별히 다른 것은 24개월 평형 주기로 운전할 수 있는 장주기 운전，

15% 열출력 어유도를 강기 위한 저출력 밀도 노심， 출력 빛 출력 분포 조정

을 쉽게 하기 위한 고-제어봉가 및 저-제어봉가 결합으로 된 져l어집합쳐11.

노심와 중성자 효율율 향상시키고 압력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를 감소시키

기 위한 저누출 장전모형 및 노섭주변 설계， 한 캐의 저1어집합체 닥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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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계숙 운전 농력， 모든 임계 조건에서 양이 아닌 감속채 체수동어 있

다. [2-1) 따라서 본 용량격상 노섬설계에서는다음과 칼은 노섬 핵설계인자

가 이틀 요건을 만축하는 져 검토할 것이다.

(1) 주기 길이

표l동형 원자로의 설계 요켠에서는 기술적으로 24개월 명형 주기의 장주기

로 운천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청하고 있다. 247fl월 주기

운전율 하려변 핵설계 관점에서는 주기초외 과도한 잉여 반웅도률 제어하는

문제화 반웅도가 매우 크계 차이나논 핵연료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첨두 출

력 체한조건을 반촉하는 장전모형을 찾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주기초 잉

여반웅포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냉각재의 붕소 농도를 놀여야 하나， 붕소

농도가 놀아Al 면 감속재 온도 계수가 양의 값 쪽으로 간다. 따라서 붕소 농

도를 낮추어주기 위하여 가연성 흡수봉울 사용하게 펀다. 하지만 사용 가능

한 우1-*1 가 제한되므로 주기초에 감숙채 올도계수를 음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붕소농도를 낮추는떼 어려움이 따른다. 륙히 초기노심의 경우 주기

초어I 잉여반웅도가 매우 높아 붕소 농도틀 조절해주거 래우 어렵다.

초기노심의 주기길이가 짧으면 재장전 노심킥 주기길이가 매우 짧아져 명

형주기에 도탈하는떼 시간이 갤려므로 따라서 용량격상 노심의 초기노심 주

기길이는 AP600 설계에서와 같이 최소한 187E 월 주기컬아를 갖도록 셜계하

였다.

(2) 저출력 밀도 노심

저출력 밀도 노심은 단위 핵연료 부피당 얼발생량을 줄여서 안전 제한치

까지의 열출력 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사고셔 노심 냉각 계통의 부담을 줄여

서 발천소가 고유안전 룹성을 갖도록 하며 또 운전원의 질수에 의한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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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캅소시켜 운천의 유연성을 향상샤칸다. 저출력 노섬을 구성하기 위해

AP600은 기존의 600 MWe급 경수로 보다 훨싼 많은 1457H의 핵연료 집합혜를

장천하고 있다.(2-2] 1300 MWe 용량격상 노섬에는 269 캐의 핵연료 집합쳐l

가 창천되는대 이 때의 노섬평균 선출력벌도는 158 W/em로 AP600의 138

W/em.보다는 다소 높으나 기존 정수로의 180 W/c따보다는 12% 정도 낮은 값으

로 노섬의 혈출력 여유도가 개선되었다.

(3) 주기초 붕소농도 요구조건

핵연료 칩합처l틀을 장전하고 처음 원자로룰 기동하는 주기초에는 예상하

지 못한 입계사고풍율 방지하고 원착로풀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붕소농도 요구조건틀여 있다. 운천 지침서에는 주기초의 저온에서 고옹

까지의 여러 조건에서 발전소를 척절학게 oJ 암껴I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붕소

농도7} 붕소의 용해도 한계보다 확실히 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어봉 반응도가 및 정지여유도

쩌l어봉은 노심의 출력 및 출력분포 조정과 발전소의 비상정 AJ에 필요한

부반웅도를 원자로에 캅입하는 기농울 한다. 따라서 AP600 노섬에서도 기농

에 따라 노섬의 출력 및 출력분포 조정을 위한 조청 제어칩합체군과 비상정

져 제어집합체군의 두 가저 종류의 제어집합체군이 있다. 천자는 MO , Ml,

M2 , M3 및 AO 져l어집합체군， 후자는 SOl , S02 및 S03로 이름 붙어져 있고

이중 MO와 Ml 제어집합체군은 저-제어봉가 제어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체

어봉은 일반척으로 두 가지 제한조건으로 설계된다. 그 중 하나는 적분제어

봉7}가 제일 큰 제어집합체가 뽑힌 상태에서 쩨어봉 전체의 반용도가가 발

천소를 충분히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조정 체어집합

체군틀이 출력 빛 출력분포 기능을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혹은 모두 노심에

- 28 -



삽입되고서도 출력 첩두인자를 노심의 출력 수용한겨1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축방향 첨두출력은 체어칩합쳐l군이 O. 75%8P 이상의 헤어봉가

률 주도록 움칙이연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야것야 헤어집합체률이

몇 재의 져l어집합체군으로 분리되는 이유이다.

(5) 반응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 감속채 온도계수 빛 붕산 계수동의 각종 반웅도 계수는

노심의 동륙성율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안전 환련 변수툴이다. 이률은 정

상 운천중의 운천원 초작 혹은 비정상 사고 상태에서의 상태 변화에 따른

노심악 반웅울 결정 짓는다. 보통 이률은 노심의 연소도 진행에 따라서 휠

라지기 때문에 벌전소 전 수명에 대해서는 어펀 범위률 가지계 되고 어률의

최대 변화자능 범위가 바로 원자로의 안전성 분석에 사용된다. 따라서 여툴

의 범위가 바로 발천소의 안전성을 바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EPRI 설계요건에 의하면 피동형 원자로논 운전저1어를 용이하게 만들고 버

정상 상태에서 자기 복궈 농력올 체고하여 안전성을 높어기 위하여 모든 임

계 상태에서 양이 아닌 감속채 온도 계수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았다. 감속

재 온도계수는 일반쩍으로 냉각재 내의 붕소농도가 높아지면 양의 값 쭉으

로 깐다. 그런펙 붕소놓도는 주가길이와 가연성 흡수봉의 사용과 밀첩한 판

계가 있다. 즉 장주기 운전이고 사용위치에 제약이 많은 분리형 가연성 홉

수봉을 사용할 경우 주기초의 붕소농도가 높아지고 감속채 온도껴l수는 양이

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천 주기기간에 걸쳐셔 각종 반웅도체수가 가질 수 있는 양

깥 값을 계산하여 설계제한쳐를 만족하는 져 검토하였다.

나. 열수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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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로 노섬에 대한 열수력적 설계 요구조건 중 가장 충요한 것윤 충분한

혈척 여유도 (15% 여상의 출력 여유도)의 확보와 노심 출구 운도혜 대한 제

한이다. 충분한 열척 여유도는 원자로의 안천성과 운천여유도 확보률 위하

여 휠요한 것야며， 이률 위하여 기존의 AP600 노심처럼 낯운 출력 밀도률

유지하는 것야 바람직하다. 노심 출력 벌도를 낮채 유지하려면 동얼한 열

출력 조건에서 노심의 크기가 증가해야 하는데 이경우 노심 질량 유숙이 감

소하여 열척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께되지딴 일반적으로 출력밀도

가 낮아져서 열척 여유도가 중까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열척 여유도

는 증가한다. 그런데 노심 크기는 핵척 묶성과 Vessel 의 제작성， 핵연료의

경제성 동에 외해서 제한을 받게되므로 이련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최

척 노심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노심 출구 온도에 대한 제한은 핵연료의

부식 방지를 위한 것이며， 선형로의 경우 고온 부수로 출구에서의 비둥을

허용하져 않으므로 기존 원자로에대한 제한(고옹관에서의 비동 제한)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AP600 의 경우 고온관 옹도가

600 deg-F 야하안 조건에서 운전되고있다.

3. 용량격상 설계절차 및 방법

가. 핵설계

본 분석에서는 핵연료집합체 동가단면적 생산코드인 CASMO-3[2-3] 와 노심

소격격자 노탈계산 코드인 MEDI마β[2-4] 를 사용하여 1000MWe급 격상용량 표l

동형 원자로 초기노심의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핵연료관리계

획수립용 코드인 RCYCLE[2-5] 을 사용하여 다주기분석을 수행하였다.

(1) 초기노심 분석

노심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 진다. 첫째 단계는 격자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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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위 핵연효칩합채 계산을 수행하여 핵연료집합체 풍가단면척울 생산해

내는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에 이률 이용하여 출력분포 동을 계산하게 된

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격자세포 및 단위

핵연료집합채 계산 코드인 CASMO-3와 노섬 소격격자 노탈계산 코드인

MEDI째률 사용하여 초기노섭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핵연료 집합처l 등가단연적

집합체별로 CASMO-3를 계산하여 MEDI때3에 척합한 미시척 동가단면척율

계산하는 여러 과정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WU 사의 공동연구로 자동화 되

어 FOXS[2-6] 라는 이름의 절차 코드를 통하여 수행된다. 집합쳐!내의 각 격

자세포별 장천모형과 핵연료， 피복채， 캄속채， 제어봉， 제어봉 유도관과 그

외의 구성 물질툴의 구조와 감속채 온도동의 원차로 운천 자료룰 입확으로

넣으면 FOXS는 자동으로 CASMO-3와 각종 부수 코드를 불러서 계산을 수행하

여 최종적으로 MEDIUM3에서 사용될 마시척 퉁가단변척 자료와 뾰DIUM3 계산

결과로부터 봉별 출력 빛 연소도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조형합수 동을 생

산해 준다.

FOXS를 어용한 CASMO-3 계산은 U-235 농축도가 착각 2.1 , 2.6 빛 3.1w/o

인 핵연료 집합체에 대해 져-저l어봉가 혹은 고-제어봉가 제어칩합책가 삽입

되논 경우와 16 및 24개의 WABA가 장천되는 경우풍을 고려하여 모두 8가지

경우에 대해 수행되었다.

반사체 등가 딴면적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퉁가단면척 자료가 모두 생산되면 반사체에 대한

동가단면척을 생산해야 한다. 반사체는 앞서 설명한대로 Stainless Steel로

된 반사집합체와 그 내부의 냉각구멍 사이를 흐르는 경수로 구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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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운 확설하나 각각의 구성바는 Westin밟10use가 자세한 중성자 반사 집합체

의 체원을 밝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여기서는 Stainless Steel파 경수

가 차지하는 부피벼를 0.9 : O. 1로 가정하고 CASMO-3룰 야용하여 Stainless

Steel. 경수 빛 붕소의 2군 단변척율 구한 후에 이툴율 구성비로 가중하였

다. 그란 후에 원쭉에 균질화훤 핵연료 영역， 중앙에는 반샤체칩합체 영

역， 오른쪽에는 붕산이 용해되어 있는 경수영역으로 된 l차원 스펙트럽 구

초룰 만틀어 이 스펙트럼 구조에 대한 1차원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뻐OM(Nodal Discrete Ordinate Method)으로 똘어서 퉁가단면적울 계산하였

다. 이 때 붕산수의 농도를 500 ppm과 1000 ppm의 2가지로 변화시켜 붕소농

도에 대한 미분 동가단면적을 구하여 연소도 진행에 따라 붕소농도가 변할

때도 동카단연척율 척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야렇게 구한 반사쳐l 퉁가단면적

은 노심내의 모든 형태의 반사혜 계산노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노섭 부석

모든 미세 퉁가반면적 자료가 만툴어 지면 MEDIUM3 코드를 사용하여 3차

원 2군 노섬 분석을 한다. 마세 단변척 자료뿐만아L.J 라 취급 핵종들의 초기

수밀도. 노심의 장전모형풍도 MEDI 마이3 계산입력이 된다. 3차원 노심 분석시

반경방향에 대한 노드의 크기는 핵연료집합처l 하나의 크기로 하였다. 축방

향으로는 핵연료집합체콜 모두 167H 의 노드로 분할하였으며 각각의 노드 크

기는 다르게 하였다. 이는 노섬의 중앙부분은 축방향 출력 분포의 변화가

완만하져반 노심의 상하 양쪽 끝에서는 출력분포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노심의 상하부는 상대적으로 노심의 중심부 보다 노드의 크기를

작채 하였다. 핵연료 영역 바깥으로는 반사혜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먼저 반

경방향의 반사체는 최외착 핵연료집합쳐l에서 집합체 한채 크기 만큼을 고려

하였고 축방향 반사체는 노십 상하부 외꽉으효는 각각 30cm 를 고려하였다.

- 32 -



노심의 연소 계산시 연소단체는 0, 3, δ. 20. 40. 60 EFPD 그러고 이후는 30

EFPD 씩 충가하도록 하여 결국 천출력에서 노심의 입겨1 붕소농도가 10 ppm

이하가 휠 때 까지 연소 체산을 수행한다. 이 때 주가말의 기준이 되는 10

ppm은 최소한도로 원자로률 운천하는데 펼요한 만큼만 제어봉이 삽입되었율

때 전출력에서의 노심 붕소농도가 영어 되는 점이다. Xe 농도 계산은 연소

단계충 0에서 3EFPD 까지는 시간 의존 Xe 방정식올 풀어셔 시간증가에 따릎

Xe 촉척율 계산하고 그 어후 단계에서는 천출력 명형 Xe 농도를 사용한다.

그 외의 ;꽤환효과는 모든 연소단계에서 모두 고려된다.

(2) 다주기 분석

RCYCLE은 많은 서간과 버용이 드는 MED!때3와 같은 핵설계용 천산코드률

사용하지 않고도 대략적인 주기별 연소도 계산이 가능하다. 보통 RCYCLE 코

드를 실행힐 때 입력항으로 들어까는 천주가 연소도 분포를 얻기 위해 최소

한 한 번이상 핵설계코드를 사용하었는데， 본 계산에서는 전주기 연소도 분

포플 모두 0.0으로 입력하여 초거노섬에서 곧바로 RCYCLE 코드를 척용. 겨I

산울 수행하였다.

1300MWe급 용량격상노섬에 대한 다주기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RCYCLE 코

드의 자료화일인 RHO.LIB를 구축해야 한다. RHO. LIB 내에는 노섭의 반웅도

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로서 일정간격(2.0 MWO/kgU)의 연소도에 대한 반웅도

값이 들어가는더'L 이를 위해서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즉 연소도 0.0,

2.0, 4. O•. ‘ .• 2.0 x n (n=O, 25) 에 대한 반웅도값을 각 농축도별로 계산

해야 하는데. 17x17 Vantage-5 핵연료집합쐐에 대해 천산코드 CASMO-3률 이

용하여 이들 값을 계산하였다.

본 노심의 총 혈출력은 4330MWt 이며 핵연료집합체의 수는 2697" 이고 핵

연료칩합체 U 장전량윤 461kg이며 18채월 주기 운전올 계획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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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형주지어}서의 교체핵연료의 농축도는 3.9 wlo , 개수는 8878이며 장전되는

WABA rod의 개수는 22478로 고정하였다.

반경방향의 누출도 계산을 위하여 노심주변에 위치한 교체핵연료와 환 번

탄 핵연료의 재수률 입력해야 하는데， 각각 24과 16으로 조정하였다. 붙 노

섬와 경우 노섬주변에 위치한 총 핵딴료집합체의 깨수는 48개이므로 이 충

8개 위치에 두 번 이상 탄 핵연료집합처l가 툴어가게 훤다. 또한 업력화얼

에 있는 1주거 region index 분포는 본 노섬에 대한 1주기 장천모형을 참조

하였오며 각 region별 농축도와 개수는 그링 2-17과 같다.

나. 열수력 설계

용량 격상 원자로는 선형로에 대한 설계 요구 조건올 만혹시켜야 하므로

노섬설계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틀이 가해질 수 있는페， 열수력척 관

첩에서 중요한 변수로는

- 노심 크기(흑은 노심 출력 빌도) I

- 노섬 유량，

- 노심 입구 온도

퉁이 있다. 용량 격상 노심의 형태를 결정하려면 이러한 노심 설계 변수틀

여 신형로 셜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명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 노심의 열적 여유도 명가를 위하여 부수로 해석 코드 (COBRA-IV-I)

에 의한 임계 열숙 해석 혜제와 고온 부수로 해석 모형이 개발되며， 이러한

분석 방볍론에 의해 용량 격상 노섬엌 열척 여유도 평가가 수행된다. 이로

부터 열수력적 관점에서 용량 격상 노심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이 결정된다.

4. 용량격상 노심설계

가. 핵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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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노심 분석

1300 뼈e 용량격상 노심은 전기출력이 600 MWe언 워l스팅하우스사의 피동

형 원자로 AP600 율 모델로 하여 출력울 중가 시킨 것으로 AP600이 갖고

있는 고유 안전 륙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우션 AP600과 같은 노심 구성불질울 사용하여 초기노섭울 구성하여 보았다.

표 2-9에논 1300 빼e 용량 격상 노심의 쩨원이 수록되어 있다.

초기노섬에 장천되는 핵연료 집합채는 반경방향 출력분포률 고력하여 서I

가지 다른 농축도의 것율 사용하였다. 그럼 2-17애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농축도가 낮은 영역 1, 영역 2 핵연료칩합체는 노심 안쪽에 체커보드

(checkerboard) 형태로 째열되어 있고 놓측도가 져l 일 눔은 영역 3은 바같

둘헤 쭉에 분포되어 있는 통상적인 장천모형을 휘하고 있다.

노심 병균 농촉도는 에너지 요구량에 따른 핵분열불질 양에 의하여 결정

된다. 운전이 진행됨에 따라 핵분열 반웅에 의하여 핵연료가 연소되변서 핵

분혈 생성불질(fission product)이 생겨나 축척되제 된다. 이와 같운 현상

은， U-238에 의한 중성자 포획에 의하여 Pu-239와 같은 핵분열뿔질이 쟁겨

남으로써 어느 정도 보상된다. 따라서 주기초애， 주기 길이 동안에 걸쳐 핵

연료의 연소 및 생성， 핵분열 생성불질의 축척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반웅도

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이 초기의 잉여 반웅도는 감속채 내의 보론 농도，

제어봉 삽입， 가연성 톡룰질을 사용하여 조절하케 펀다.

붕소농도는 핵연료 연소， xenon이나 samarium 겉은 핵분열 생성물질， 가

연성 독불질 연소 빛 감속채 온도 변화 둥에 따른 반웅도 변화를 보상해주

는 역할율 한다. 가연성 묵물질운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좋게 해주며 붕소농

도를 낯휘총으로써 음의 반웅도계수흘 유지시켜 준다. 그립 2-18은 핵연료

집합채 내， 고립 2-19는 노심 내 가연성 독봉의 배열올 보역준다.

노심의 정지 반웅도 확보와 출력 제어를 위한 채어 집합혜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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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Cd 제어봉으로 된 고i제어봉가 책어집합체와 상대적으로 페어용가가

척운 저-제어봉가 제어집합쳐l의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개의 저-제어봉

가 제어 칩합체는 기존의 져l어 집합혜가 모두 24개의 Ag-In-Cd 제어봉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성자 홉수 능력이 척은 20개 Stainless

Steel 제어봉과 4개의 Ag-In-Cd 제어봉으로 되어 있다. 1300 MWe 용량격상

노섬에는 모두 247fl 의 저-제어봉가 제어집합체와 93개의 고-쳐1야봉가 제약

집합쳐l가 있다. 제어칩합혜틀 중 노심에 삽입되는 형태가 완천히 같은 몇개

의 쩌l어 칩합처l틀이 모여서 한 개의 체어집합혜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상대

척으로 척분 제어봉가가 적어서 주로 노심의 반응도 조철용으로 사용하논

MO, MI , M2. M3 제어칩합체l군，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조절에 사용하는 AO

제어칩합군과 원자로 벼상정지를 위한 SI , S2, S3 제어접합체군이 있다.

이 중 MO과 Ml 제어집합체군은 저-제어봉가 제어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나

머지는 고-저I어봉가 제어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2-20애 제어칩합책

군 배열을 나타내었다.

연소 계산

그립 2-21는 초기노심의 연소도별 임계붕소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기

초에는 연소도 진행에 따라 임계붕소 농도가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주기초에 가연성 독봉이 많이 연소됨으로써 주입되는 양의 반웅

도가 핵연료 연소나 핵분열불질의 축척에 따른 반웅도 감소보다 크기 때문

에 생기는 현상아다. 이런 현상은 다른 원자로의 초가 노심에서도 흔히 발

견된다.

핵설계사 주기발은 제어봉여 운전에 요구되는 정도까지 삽입되었을 때 붕

소농도가 영이 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이것을 붕소농도로 환산하면 제어봉

이 노심으로부터 전부 빠져있는 경우 약 10 ppmOil 해당한다. 그럽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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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ASMO-MEDI야{으로 분석펀 초지 노심의 주기킬이는 16.555 MWD/M11J로 약

486 EFPD에 해당된다.

천출력 상태에서의 출력분포는 핵연료집합체와 자연성톡봉 장천모형， 쳐l

어봉 배열 형태， 핵연료와 연소도 분포에 따라 결정훤다. 륙히 운전 중 한

시첩에서외 반정방향 출력분포는 연소도 분포와 함께 제어봉이 삽입되어 있

느냐에 의하여 결청되꺼I 된다. 그럼 2-22에서 3.2-10은 주기 동안에 컬쳐

다용의 돼표척인 운천조건하에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채산 결과를 보여 푼

다:

- 천출력， 주기초， 천 제어봉 인출， 평형 xenon

- 천출력， 주기초. MO 뱅크 삽입， 평형 xenon

- 전출력， 주기 중간， 전 제어봉 인출. 명형 xenon

- 전출력. 주기딸， 천 제어봉 띤출， 명형 xenon

- 전출력， 주기말. MO 뱅크 삽입， 평형 xenon

출력분포와 더불어 노섭의 첨두 출력 인자는 원자로의 안천성에 직접척인

영향율 주는 중요한 핵특성 자료이다. 보통 반경방향 출력 첨두연자는 노심

장천모형 선정을 직접 제한한다. 보통 출력 첩두인자는 주거초에서 자장 값

이 크고 연소가 진행될수록 작아잔다. 용량격상 노심의 F'뻐 쩌l한치는 AP600

과 마차가지로 1. 65아므로 반경방향 첩두 출력은 8%와 계산오차를 허용하여

1. 52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첨두 출력치룹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섬에

대하어 계산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본 껴l산에서는 노삽 크기가 MEDIUM3 코드

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합으로 인하여 이를 계산하지 못했다. 그림

6혜서 보풋이 주71초， 전 체어봉 인출사혜 핵연료 집합체 펑균 출력 최대치

는 1.301로 찰운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고 첩두 출력 쩌l한치 1. 52를 념~l

않는 1000 째e 용량격상 노섭의 명균 출력 최대치 1.336보다 훨씬 작은 것

으로 미루어 볼 때 제한치콜 충분히 딴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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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초 붕소농도 요구조건

핵연료 칩합체툴율 장전하고 처읍 원자로률 기동하는 추기초에는 예상하

지 못한 암계사고동올 방지하고 원자로률 안천하게 기동하기 위한 여 러 가

지 붕소농도 요구조건툴이 있다. 운천 지침서에는 주기초의 져온에샤 고온

까지의 여려 조건혜서 발천소를 척절하게 미임계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붕소

농도가 붕소의 용해도 한계보다 확실히 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10에는 주거초 여러 노심 상태에서의 수용성 붕소농도가 수룩되어 았다

용량척상 노섭의 주기초 잉여반응도가 AP600에 비해 눔은 환계로 영출력，

천 헤어봉 연출시에 붕소농도 요구량이 AP600의 그것에 비해 약 150 ppm 정

도 높게 나왔으나 붕소의 용해도 한계보다 훨씬 낮올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봉가 및 운전정지 여유도

영출력에서 각각의 제어집합혜군에 대한 제어봉가가 표 2-11 에 수룩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벼와 같이 노심 크기에 따른 제약으로

언하여 천체 노심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반웅도가

가창 높은 제어봉이 노심에서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머저 천체 제어봉에 대

한 제어봉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 운전정지 여유도에 대하여 분석할 수 없었

다.

각종 반응도겨l수

핵연료 온도계수， 감속재 온도계수 및 붕소 계수동의 각종 반웅도 계수는

노심의 통특성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안전 관련 변수들이다. 이률은 정

상 운전중의 운전원 조착 혹은 비정상 사고 상태에서의 상태 변화에 따른

노심의 반응을 결청 칫는다. 보통 이들은 노섭의 연소도 진행에 따라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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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기 때문에 발천소 천 수명에 대해서는 어련 범위를 가지게 되고 이틀의

최대 변화가능 범위가 바로 원자로의 안천성 분석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툴

의 법위가 바로 발천소의 안천성을 바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

서는 천 주기기간에 걸쳐서 깎종 반웅도계수가 가젤 수 없는 양필 값올 체

산합으로써 셜체제한치를 만폭하는 지률 버교하였다. 표 2-12에 나타나 있

는 바와 같이 1300 MWe 용량격상 원자로 초기노심의 모든 반웅도 계수는 설

계제한치 이내에 있는 것요로 판단된다.

(2) 다주거 분석

본 노섭의 다주기분석을 행함에 있어 반경방향 누출도가 상당히 작다고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살제 설계에 있어서 약간의 주기길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I정형주71 의 핵연료 교혜시 새롭게 장전되는 887H의 핵연료 중

837« 핵연료는 3주71동안 연소되고 5개 핵연료는 4주71통안 연소된다고 가

정하였다.

현재 1300 MWe급 용량격상노심은 18개월 장주기 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명균부하율 92%, 평균가동률 87%일 때 요구되는 주기걸이는 약 439 EFPD이

다. 이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명형주가에서의 교쳐l핵연료의 농축

도와 캐수를 변화시켜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펑형추기에서 농축도 3.9 wI。

인 교쳐f핵연료 88개를 사용할 때 위 주기길이를 만족하는 주기연소도

14.789 MWD/kgU (436 EFPD)올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노섬의 평균방출연소

도는 45.211 MWD/kgU 이다. 각 주기멸 연소도와 주기걸이는 표 2-13에 요약

되어 었다.

나. 열수력 설계

(l) 노심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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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격상 노심와 혈수력 설겨l 변수는 껴l통 분석이 수행되어야 최종척으

로 결정되는데. 본 분석에서는 AP600 설계 자료와 선형로 설계 요건율 고려

하여 표 2-14과같이 예비 명가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노심 열숙 및 노심

질량 유숙은 노심 크기에 따라 탈하진다. 노심 최소 DNBR 계산은 1000 때e

급 용량 격상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결정론착 방법으로 수행좌었다. AP600

과 동일한 용량의 RCP룰 사용할 경우 노심 유량은 loop 수와 거의 바혜하므

로 1300 째e급 (4 loop) 원차로의 노섬 유량윤 AP600 노섬 유량에 비하여

약 2배 중가한다. 그러고 노심의 열적여유도 분석시 노심 우획유량은 AP600

SSAR에 제시된 9%를 사용하였다. 노심 입구 온도는 고온관 온도를 600

deg-F로 고정 시킨 후 에너지 보존 관계식으로부터 계산하였으며， 용량 격

상 노섬의 반경 방향 빛 축방향 출력 분포는 AP600 노심과 동일하다고 가정

하였다. 따라서 엔탈피 상숭 고온 수로 인자는 1. 65 이며， 축방향 출력 첩

두치로는 1.557t 사용되었다.

(2) 열적 여유도

신형로 설계 요건에서 요구하는 옐적여유도는 15%의 얼출력 여유도로 해

석하여 얼척 여유도 평가시 고려하였으며. ANS Condition 1&11 사고시 DNBR

감소량을 나타내는 required margin은 기존 AP600 노심에서의 required

margin과 홍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일한 얼출력 조건에서 노삼의 크기

가 증가하면 출력 밀도의 감소로 인한 열적 여유도의 증가 영향과 질량 유

속의 캄소로 인한 열척 여유도의 감소 영향이 같이 나타나짜 된다. 그럽

2-27은 1300MWe급 용량 격상 원자로심의 크기 변화에 따른 최소 뻐BR 변화

를 나타낸 것얀데， 그럽에서 보듯이 노심 크기가 증가하면 열척 여유도는

증가하게완다. 제어봉 인출사고를 DNB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랴고 할

때 1300 MWe급 용량 격상 노심의 크기， 즉 집합처I 개수는 발전소 열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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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가정하면 2857»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가되었다. 그럽 2-28

는 노섬입구온도가 DNBR에 미치는 영향을 명까한 것이다. 분석에 고려된

노섬조건은 아래와 곁다.

집합체 캐수

e
뺀

m
a

3-

노섬 유량. Mlbm/hr/sq-ft

원자로 올도 상승. deg-F

1. 78

78.0

따라셔 원자로 출구온도가 600 deg-F 이하흘 유지하도록 하는 선형로 설

계요구 조견을 만혹시키력면 노섬 입구온도는 522 deg-F 이하를 유지해야한

다. 그런데 야차계통으로의 열전달쓸 고려할 때 일차 체롱의 온도는 높을

수록 유리하므로 노섬 입구 온도의 최적치는 522 deg-F 이다. 그림에서 보

듯이 DNB 제한 사고가 유량완전상설사고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어봉

인출사고인 경우 1300~IWe 원자로의 입구온도는 최척치보다 약 10 deg-F 청

도 낮아져야한다. 그럼 2-29은 노심 유량이 DNBR에 미치는 영향융 명가한

것인데， 이 경우 노섬 엽구온도는 최적차로 고청하였다. 제어봉 인출 사고

셔 DNE 설계 조건율 만촉 시키려면 1300 MWe 원자로의 경우 유량이 정상 유

량보다 약 5% 정도 증가하여야 합올 알 수 있다.

1300 빼e급 용량 격상 노심획 집합체 개수는 269JH로 선정되었다‘ 이

경우 노심 설계 변수틀은 아래와 같이 예비적으로 명가되었다.

1300 MWe
(예비명가)

노심열출력. MWt 4330

고온관 온도. deg‘ F 600

져온관 온도， deg-F 522.0

Vesse I 6. T. deg-F 78_0

원자로유량，TOF ， Mlb/hr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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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 설계 자료에 대한 예비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용량 격상 노심의 열척

여유도를 평가한 결과는 그럽 2-30에 쩌1시하였다. 모든 노섬 초건을 고정

시키고 열출력만을 변화시켰을 경우 제어봉 인출 사고애 의해 제한되는 최

대 허용 얼출력은 4213 MWt로 명 7t되었다.

5. 결과 검토 및 향후 연구 방향

고유 용량 피동형 원자로인 AP600을 토대로 전까출력을 1300 째e로 증가

시킨 용량격상 원자로 초기노심을 구성한 후 CASMO-MEDI뻐 코드 시스탬으로

주요 노섬 핵설계인자인 주기걸이， 붕소농도 요구량， 제어봉가， 각종 반웅

도계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계산값어 설계제한치를 만족하여 EPRI의 피동

형 원자로 설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형주기에서 24개

월 장주기 운전을 하려면 주기초에 잉여반웅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더 많

은 가연성 흡수봉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노섬에서와 같이 분

리형 가연성 흡수봉 \VABA를 쓸 경우 더 이상 사용 가능한 위치가 남아 있지

않음으로 감속채 온도계수가 양의 값을 갖지 않도록 붕소농도를 충분히 낯

추어 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47R월 장주기 운전농력을 까지

려면 사용 묶봉을 \VABA에서 Gd 또는 IFBA 등으로 천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아다.

본 분석에셔는 KWU사의 노심 계산 코드인 MEDIUM3 코드를 사용하였는데

1300 빼e 용량격상 노심의 크기가 이 코드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함

으로 인하여 전체 노섬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전

체 노섬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첨두 출력치 및 운전정AJ 여유도에 대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COBRA/KIlO 대F 분석 체제를 사용하여 1300 MWe 용량격상 노심의 열적 여

- 42 -



유도률 평가하였다· AP600 설계자료로부터 용량격상노심의 주요 열수력 설

계 변수툴올 예비 펑가하였으며. 이률 근거로 주요 노섬 설계 변수률(노섬

크7]. 입구용도， 유량)이 (}\JBR 여유도에 미치는 영향율 명가하었다. 션정

훤 용량격상노심에 대한 DNBR 여유도 분석 결과. 제어봉 언출 사고에 의해

쩌l한되는 노상 열출력의 최대 허용치는 열효율 30%를 가정할 때 4213 MWt로

명가되었다. 그러나 용량 격상 노심의 사고시 거동은 계통 륙성 및 노심보

호계통 설정치 풍에 의해 AP600 노샘과 할라질 수있으므로 상세 설체 단계

에서 이에 대한 재명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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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용량 경쌍 노심때 때환 COBRA-IV-I 분혁 모형

Parameter Value

- Single phase friction factor 0.184 Re-0.2

- Two-pi"퍼se friction multiplier ArmaJ념 m여el

- Subc∞led void fraction Levy model

- Bulk void fraction Mod i fied Aπland model

- Grid loss coefficients

Mixing vane grid 1. 33

IFM grid 0.89

- Crossflow resistance factor 0.5

- Transverse momentum parameter 0.5

- Turbulent momentum factor 0.0

- Turbulent mixing parameter 。.059

- Number 0 fax ia I node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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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뻐o MWe 용량력상 노심 째원

Active core
Reactor core heat output (Mit)
Reactor ∞re power density (W/em치

Heat generated in fuel (,,)

Avera훌，e linear po빼er (i/em)

System pressure. nominal (psia)
System pressure, minimum steady-state (psia)
Equivalent diameter (em)
Active fuel hei빼t first core (em) , cold

3.330
89.1
97.4
153
2 , 250
2 , 200

360.7
365.8

Reflector thickness and composition
Top - 빼ater plus steel (em)
Bottom - water plus steel (em)
Side - primarily steel plus water (em)

Fuel Assemblies
Number
Rod array
R어s per assembly
Rod pitch (em)
Overall transverse dimensions (em)
Fuel wei방1t ， as UCh (Kg)
Ziπaloy clad wei양1t (Kg)
NUllψer of grids per assembly

Top 하념 bottom - (Ni-Cr-Fe Alloy 718)
Intermediate - (Zircaloy-4)

Intermediate flow mixing - (Zircaloy-4)
Number of guide thimbles per ass뼈bly

Compositiα1 of guide thimbles
Diameter of guide thimbles. upper part (em)
Diameter of guide thimbles. lower part (em)
Diameter of instrument guide thimbles (em)

Fuel Rods
Number
OutSIde diameter (em)
Di ameter gap (em)
Clad thickness (em)
Cla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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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25.4
38.1

221
17x17 VOOAGE-5H

264
1.25984
21. 4x21. 4
115.704
24.581

2
7

4
24
Zircaloy-4

1.12268 10/1.20396 OD
1.00838 ID/l.09220 00
1.12268 10/1.2039600

58.344
0.94996
0.01651
0.05715
Zirealoy-4



표 2-2.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때원 (계속}

Fuel Pellets
Material
Dens i ty (% of theoretical)
Fuel enrichments (wei밟t percent)

Region 1
Region 2
Region 3

Diameter (cm)
Length (em)
Mass of 버2 per cm of fuel rod (g/cm)

U02 sintered
95

2.10
2.60
3.10
0.81915
0.98298
5.417

Rod Cluster Control Assemblies
Neutron Absorber

Di ameter (em)
Dens i ty (g/cn?)

Cladding material
Clad thickness (cm)
Nu뼈er of clusters , full-length
씨mber 0 f absorber r여s per CI us ter

Gray Rod Cluster Assemblies
Neutron Absorber

Diameter (cm)
Dens i ty (g/cm3

)

Cladding material
Clad thickness (em)
Number of clusters. full-length
Nw파et‘ of absorber rods per cl uster

Burnab1e absorber rods
애.lIIIber

Type
Material
OD (cm)
Inner tube. 00 (em)
Clad material
Inner tu뱉 material
BIO C이)tent (mg/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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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Cd

0.86614
10.15870

Type 304 SS , cold ‘ worked
0.04699
77
24

Ag-In-Cd/304 SS
O‘ 86614

Ag-!n-Cd 10.15870/
304 SS 7.88891

Type 304 SS. cold-worked
0.04699
24

-4 Ag-ln-Cd/

20 304 SS

2432
WABA
AI203-B‘c
0.96774
0.67818
Zircaloy
Zircaloy
6.03



표 2-2.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혜월 (폐속)

Coo lant Te.~J:ature

Nominal inlet (OC)

Average rise in vessel (이기

Average rise in core (OC)

Average in vessel (OC)

Average in core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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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41. 9

46.0
293.5
295.5



표 2-3.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수용성 붕소농도 요구조건 (ppm)

AP600 SSAR"' 계산치

영출력， k e/r-{J .99 , 져온， ARO'

영출력 , k，짜0.99 ， 고용. ARO

영출력， k e/F-0.95 , 져온， ARl"

영출력 , k‘f.Fl. 00. 고용， ARO

천출력 , no xenon. kef;;1.00, 고온， ARO

천출력 , 명형 xenon. kerr!. 00. 고온， ARO

* : 천 제어봉 인출

** : 천 페어봉 삽입

*** : 표춘안전성분석보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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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1218

1108

1121

1020

742

1459

1379

1090

1279

1161

807



표 2-4. 1뻐o MWe 용량척당 노심 영훌력때서의 711뿔 때어봉가 (pcm)

주기초 주기닮

쩨어블군

AP600 SSAR 채산:'t l AP600 SSAR 계산치

MO 509 4.51 420 314
tot1 602 597 609 4.69
M2 835 675 726 829
M3 1141 1303 1249 917
AD 1875 2050 200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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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운전정쩌 여유도 (%~p)

주기초 주기말

요구조검

AP600 SSAR- 계산치 AP600 SSAR 계산xl

천출력 갑솜 1. 71 1. 24 2.18 2.27

체어봉삽입한쩨 2.00 2.00 2.00 2.00

헤어 요구량 3. 71 3.24 4.18 4.27

최대 제어봉가 8.46 7.27 8.35 7.51
제어집합체 져l외

천 제어봉가

7% 불확실도률 7.87 6.76 7_ 77 6.98
고려한 제어봉가

정지여유도 4.16 3.52 3.59 2.71

*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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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반응도 폐수

구 분 설계쩌l한치 뼈600 SSAR- ~산치

핵연료온도체수 -4.1 ‘ -2.2 -3.4'" ‘ 2.7 -3.2"'-2.6
(pcm/t)

감숙~a 용도계수 O‘ -72 0"'-43 -2.0‘ -45
(pcm/t)

붕산계수 -13.5"'-7.8 -12.5‘ -8.8 -12.3--9.7
(pcm/ppm)

* . 표준안천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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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1000MWe급 용량격상 노십때 대환 다주기분혁 월과

CYαE 1 2 3 4 5 6 7 8 9 10

장전

빽연료 221 76 72 12 12 12 72 72 12 12
집합폐수

연소도
16.328 10.918 14.168 14.309 14.291 14.371 14.219 14.299 14.312 14.301

(뻐D짜:gU)

추기길이
500 334 434 438 438 440 437 438 4.38 438

(양'PD)

야써



표 2-8. 1000 MWe급 용량격쌍노심 열수련혈빼변수 때비평가

구 브
‘-

AP6에 1000 M써e

Core then뻐I power, MWth 1933 3330

T。tal heat transfer area- ft2 44884 68409.4

Core average heat flux.뻐tU/h-ft
2 0.1432 0.1618

Core power density.MW/m3 78.8 89.07

2 38.5 58.6BCore free flow area. ft

Core bypass flow fraction ,% 9 9

Vessel flow rate , TOF. Mlbm/h 73.3 109.95
(l<YAj Sg tu놓 pluuging)

Core average mass velocity. TDF 1.732 1.705
(9% bypass flow). Mlbm/h-ft2

Vessel outlet temperature , deg-F

Vessel ~T. deg-F
(based on TDF)

Core inlet temperature. deg-F

Core outlet pressure , 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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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69.6

530.4

2280

600

79.9

520. 1

22BO



표 2-9. 1300 MWe 용량력쌍 노섭 쩨원

Active core

Reactor core 뻐하 。.utput (MWt)
core power densi ty (i/em3

)

Heat generated in fuel (x)

Average lin앓r power (ifem)

System pressure, nominal (psia)
System PI정ssure， minimum steady-state (psia)

Equivalent diameter (em)
Active fuel hei방1t first core (em) , cold

92.5

4.330 Reactor

97.4

158
2 ,250
2 , 200

398.0
365.8

Reflector thickness and cOMPOsition
Top - water plus steel (em)
Bo ttom - water plus steel (em)

Side - primarily steel plus water (em)

Fuel Assemblies
해血her

Rod array
Rods per assembly
Rod pi teh (em)

Overall transverse dimensions (em)

Fuel wei방1t ， as U02 (Kg)
Zirealoy clad weight (Kg)

Nu빼er of grids per assembly
Top and bottom - (Ni-Cr ‘ Fe Alloy 718)
Inter뾰diate - (Zircaloy-4)

Intermediate flow mixing - (Zircaloy-4)
Number of guide thimbles per assembly
Composition of guide thimbles

Diameter of guide thimbles , upper part (em)
Diameter of guide thimbles , lower part (em)

Di ameter of instrument guide thimbles (em)

Fuel Rods

Number

OUtside diameter (em)
Di ameter gap (em)

Clad thickness (em)

Clad material

- 55 -

25.4
25.4
38.1

269

17xl7 VAmAGE-5H

264
1.25984

21. 4x21. 4
140.834
29 , 920

2
7

4

24
Zi rcaloy-4

1.12268 10/1.2039600

1.00838 10/1.09220 00

I ‘ 12268 10/1.20396 00

71. 016

0.94996

0.01651
0.05715

Zirealoy-4



표 2-9. 1300 MWe 용량척상 노심 빼원 {째속)

Fuel Pellets
Material
Densi ty (% of theoretical)
Fuel enrichments (wei앙1t percent)

Region 1
Region 2
Region 3

Diameter (em)
Length (cm)
뻐55 of 뻐2 per em of fuel rod (g/cm)

U02 sintered
95

2.10
2.60
3.10
0.81915
0.98298
5. 4.17

Rod Cluster Control Assemblies
Neutron Absorber

Diameter (cm)

Density ‘g/cm
3

)

Cladding material
Clad thickness (cm)
Nu뼈er of clusters , full-l양19th

Nu뼈er 0 f absorber r여s per cl ustel'

Gray Rod Cluster Assemblies
Neutron Absorber

Diameter (cm)
Density (g/cm3

)

Cladding material
Clad thickness (cm)
Number of clusters , full-l안19th

Nu빼er of absorber rods per cluster

BurnabIe absorber rods
Nu빼er

Type
Material
OD (cm)
Inner tube. OD (em)
Clad material
Inner ω.be material
B\o content (mg/cm)

- 56 -

Ag-In-Cd

0.86614
10 ‘ 15870

TYPe 304 55, cold-worked
0.04699
93
24

Ag-In-Cd/304 SS

0.86614
Ag-In-Cd 10.15870/
304 SS 7.88891

Type 304 55. cold-worked
0.04699
24
4 Ag-In-여/

20 304 SS

2944
WABA
A}z(h-B.cC
0.96774
0.67818
Ziπaloy

Zircaloy
6.03



표 2-9. 1300 MWe 용량격당 노심 꽤원 (째속}

Coo lant Te.perature
Nominal inlet 원)
Average rise in vessel C'c)
Average rise in ∞re (DC)

Average in vessel (DC)

Average in core (DC)

- 57 -

210.1
45.5
50.1

292.9
295.2



표 2-10. 1300 MWe 용량격상 노심 수용성 붕소농도 요구조건 (ppm)

AP600 SSAR
eee

쩨산치

영출력 , k，값0.99， 져혼. ARO· 1304 1446

영출력 • keu--Q.99, 고온， ARO 1218 1368

영출력 , ke/~O' 95, 져온， ARl
e
• 1108 1253

영출력· ke/;=LOO, 고옹， ARO 1121 1269

천출력· no xenon, kef;:!. 00. 고온， AHO 1020 1147

천출력 , 평형 xenon. kefr!. 00 , 고옹. ARO 742 793

~ : 천 제어봉 인출

** : 천 제어봉 삽입

*** : 표준안천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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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1300 MWe 용량격항 노심 영훌력때서의 711뿔 꽤어봉가 (pcm)

주기효 추기말

쩌|어를군

AP600 SSAR 계산~I AP당)() SSAR 꽤산치

뻐 509 673 420 416
뻐 602 831 609 600

t.rl 835 1018 726 1033
M3 1141 1265 1249 932
AO 1875 1128 2008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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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1300 MWe 용량격상 노심 반응도 체수

설체쩨한~I AP600 SSAR- 혜산치

핵연료 온도계수 -4.1"'-2.2 -3.4"'-2.7 -3.2‘ -2.6

(pcm.lt)

감속채 온도계수 O'‘ -72 0"'-43 -1. 6--44

(pcm/"C J

붐산 계수 -13.5--7.8 -12.5‘ -8.8 -1 1. 9--9.7

(PCmI톰껴매)

* :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

- 60 -



표 2-13. 1300MWe곱 용량격상노심때 대환 다추기분석 결파

CYCLE 1 2 3 4 5 6 7 8 9 10

장전

핵연료 269 88 88 88 88 88 88 88 88 88
칩합쳐l수

연소도 16.119 10.068 14.266 14.902 14.740 14.873 14.771 14. 781 14.801 14. 789
(빼DI’K며J)

주기길이 475 297 420 439 434 438 435 436 436 436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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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1300 MWe굽 용향력상노심 열수획설뼈변수 OUUI평까

AP600 1300 빼e

COre thermal power. MW상1 1933 4330

Total heat tr학lsfer area. fe 44884 83267.6

COre average heat flux. MBtulh-ft2 0.1432 0.1129

Core po뻐r density.MW/m3 78.8 95.15

Core free flow area. fe 38.5 71.42

Core bypass flow fraction.x 9 9

Vessel flow rate, TDF. Ml뼈Ih 73.3 146‘ 6
(lOX sg tube pluugiJ:핑)

Core average IllaSS velocity, TDF 1.732 1.868
(9x bypass flow). HI빼꺼l-ft

2

Vessel αJtlet te때erature. deg-F

Vessel 6.T. deg-F
(based on TDF)

Core 뇨나et te따:>erature. deg-F

Core outlet pressure. psia

600

69.6

530.4

2280

- 62 -

600

18.0

522.0

2280



口 2.1 wI，。 77 FAs

~ 2.6 wI，。 80 FAs

뚫짧 3.1 w/o 64 FAs

그림 2-1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핵연료 당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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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m%

L
A

Number of dala: 6621
mean (MIP); 0.993
std. dev.: 0.0824
limit DNBR: 1. 18

...

+

0.8

0.6

0.4

0.2

(
성l
r”~
i
s
~
3
S
E
)

“
}
법
U
1
ω』
?
”
@
φ
E

0

080.6

Predicled CHF (MBtu!hr/sq-ft)

COBRA!K110 CHF 해씩 혜쩨 생능

- 64

040.2

그림 2-2

0



1/8 Assembly

Hot Subchannel

웠 XXX radial peaking factor

그랍 2-3 고를 부수로 해색 모형

- 65 -



。 。

。

o 。

o

。 。

o 。 。

。 。

。 。 。 。 。

。 。

。 。

。

。

8 WABA Rods 16 WABA Rods

。 。 。

。 。

。 。 。 。 。

。 。 。 。

。 。 。 。 。

。 。

。 。 。

口 FuelRod

되 Guide Tube or
Instrumentation Tube

며 WABA Rod

24 WABA Rods

그립 2-4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핵연료집합혜내 가얻형독붕봉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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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

16 24 24 24 16

16 24 24 24 24 16

16 24 24 24 24 24 16

16 24 24 24 24 24 24 16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8 24 24 24 24 24 24 24 8

24 24 24 24 24 24 24 24

g 24 24 24 24 24 24 24 8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16 24 24 24 24 24 24 16

16 24 24 24 24 24 16

16 24 24 24 24 16

16 24 24 24 16

g g

2432 Wet Annular Burnable Absorber Rods

그림 2-5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가연성독볼홍 장전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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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훌훌1 S2 S2 빼1

M3 AO M3 A。 M3

뼈(} Sl S3 S3 Sl 厭g
M

M3 A。 M2 훌Kl M2 AO M3

쳤률4; Sl S2 S3 S3 S2 Sl 빼1

AO M2 뼈홉 AO 빠α M2 AO

52 S3 53 51 51 S3 53 52

했‘ M3 M훌 A。 A。 AO 빼*‘ M3 Mt

52 S3 S3 Sl 51 S3 S3 S2

A。 M2 휩..0- AO Me M2 A。

훌41 Sl S2 S3 S3 S2 51 쐐*

M3 A。 M2 Ml M2 AO M3

뼈G Sl S3 S3 Sl 짧당

M3 AO M3 AO M3

빼1 52 S2 M1

뻐1

Bank

며

Number of Clusters

Gray Rod
Position

MO (Mshim Bank 이 8
M1 (Mshim Bank 1) 16
M2 (Mshim Bank 2) 8
M3 (Mshim Bank 3) 12
AO (A.O. Control Bank) 17
Sl (Shutdown Bank 1) 12
S2 (Shutdown Bank 2) 12
S3 (Shutdown Bank 3) 16

그립 2-6 1000 MWe 용량격상 노삽 째어칩합짧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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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up (MWD/KgU)
14 16 184

그림 2-7 1000 MWe 훌량격상 노심 연소도빼 따를 임채 볼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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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

1. 066 0.961 1.069 。.965 1. 072 0.963 1. 061 0.934 0.960

1. 135 1. 144 1. 139 1. 149 1. 142 1.149 1. 133 1. 136 1. 209

1. 0잃 。.964 1. 074 0.970 1. 075 0.961 1.040 0.867

1. 138 1. 152 1. 146 L 160 1. 149 1. 158 1. 128 1.218

1.076 0.976 1. 091 0.985 1. 081 0.955 0.714

1. 149 1. 174 1.169 1.190 1. 160 1.271 1.091

1.098 1.007 1. 134 0.988 0.998
1.274 1.221 1. 233 1.239 1. 180

1. 159 1. 062 1 271 0.651
1.267 1.267 1. 453 1.086

꽤뼈]o 767

1.221

繼
핵연료집합체 명균 출력

반경방향 첨두 출력

그림 2-8 1000 MWe 용량격상 노십 훌력분포 {추기초， 전 빼어붕 인훌， 펑형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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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

1.036 0.925 1. 029 0.958 1. 114 1.033 1. 163 1.035 1.069

1. 105 1. 108 1.103 1. 161 1.200 1.240 1. 241 I. 253 1. 344

1. 068 0.882 1.043 0.991 1.145 1.045 1. 146 0.961

1.096 1.107 1. 147 1. 214 1.228 I. 251 1.영8 1.350

0.861 0.909 1.100 1.025 1. 149 1.030 O. 783

0 ‘ 924 1. 147 l ‘ 169 1.231 1‘ 235 I. 381 1‘ 201

1.057 0.991 1.129 l.oo2 1.035

1. 158 1.200 1. 210 1. 233 1. 331

1.095 0.959 1.194 0.641

1.182 1.194 1.384 1. 086

1. 025 0.640
1.170 1.020

짧
빼
]

핵연료집합쳐I 명균 출력

반경방향 첩두 출력

그립 2-9 1000 MWe 용량격상 노십 훌력롤포 {추기초， MO 뱅a 삽입， 펼혈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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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

1. 141 1. 180 1. 138 1.169 1. 117 1. 123 1.037 0.951 O. 180

1.202 1. 230 1.200 1. 218 1. 183 1.113 1. 116 1.057 0.993

1. 140 1.115 1. 129 1. 151 1. 086 1. 061 0.921 O. 130

1.202 1.225 1.194 1.200 1.159 1. 126 1. 029 0.983

1. 133 1. 161 1. 107 1. 109 1. 016 0.934 0.601

1. 191 1. 210 1.176 1.159 1.105 1.136 0.912

1. 112 1. 129 1.059 1.001 0.840

1. 181 1.178 1. 140 1.107 1.075

1.072 1.054 1 015 0.560

1. 150 1.135 1. 171 0.912

1. 046 o 638

1.195 0.989

繼
핵연료집합쳐l 명균 출력

반경방항 첩두 출력

그림 2-10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흩력를포 (추기중간， 전 빼어봉 인훌， 평형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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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

1.027 1_087 1.033 1. 101 1.052 1. 121 1.052 1.046 0.840

1. 074 1. 135 1. 083 1. 149 1.105 1.170 1. 108 1.098 1.052

L030 1.094 1. 042 1. 112 1.059 1. 109 0.980 0.805

1.079 1.141 1.094 1. 161 1. 111 1. 161 1.069 1.037

1.038 1. 104 1.051 1. 114 1.035 1.030 0.666

1.089 1.152 1.103 1. 163 1. 102 1. 156 0.981

1. 047 1.109 1.043 1.055 0.890

1.097 1 157 1. 102 1.107 1. 101

1.043 1. 074 1.031 0.629
1 099 1. 119 1. 151 0.957

1. 044 0.696

1 157 1 007

學
핵연료집합쳐l 명균 출력

반경방항 첨두 출력

그립 2-11 1000 MWe 용향격상 노심 훌력를포 (추기맙， 천 빼어홈 인출， 평형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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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κ

l ‘ 003 1. 056 1. 001 1. 092 1.078 1.173 1. 117 1.120 0.904

1. 049 1. 103 1.054 1.143 1. 142 1.226 1. 173 1. 173 1. 131

0.983 1. 021 1. 016 1. 131 1.104 1‘ 172 l ‘ 047 0.864
1. 045 1.070 1.092 1. 184 1. 168 1.228 1.140 1. 113

0.876 1. 045 1.056 1. 146 1. 081 1.087 0.711

0.915 1. 100 1.124 1. 198 1. 153 1.224 1. 045

1.017 1. 100 1.046 1.073 0.919
1.083 1. 151 1. 114 1. 128 1. 141

1.008 1.007 0.992 0.628

1.083 1.079 1.125 0.965

0.856 0.612

1. 009 0.897

繼
핵연료집합체 명균 출력

반경방향 첨두 출력

그림 2-12 1000 MWe 용량격상 노심 훌력분포 (추:7 1 말， MO 뱅크 삽입， 평형 xenon)

- 74 -



115% overpower

-0-0--0 LOFA

CHF correlation limit DNBR;:;1 18

230

Nominal

220

RCCA withdrawal

210200

3.0

2.8

2.6

2.4

2.2

DNBR 2.0

1.8

1.6

1.4

‘1.2 ‘‘‘f 口-

1.0

0.8

0.6
190

Number of Fuel Assemblies

그림 2-13 1000 MWe 용량격상 노심의 노실크거해 대환 DNBR 변확

- 75 -



1.6

..- 1000 MWe - LOFA

--- 1000 MWe· ACCA
1.5

1.4

DNBR

1 3

1.2

1.1

1.0
500 510 520 530 540 550

Core Inlet Temperature (deg-F)

그립 2-14 1000 MWe 용량격상 노심의 노삼 입구톨도 변화때 대환 DNBR 변확

- 76 -



1.8

1.7
*•

1000 MWe - lOFA

1000 MWe • RCCA

DNBR

1.6

1.5

1 4

1 3

1 2

1 1

1.0

09

08
1.2 1 4 1.6 1.8 20 22

Core Mass Velocity (Mlbm!hrlsq-ft)

그립 2-15 1000 MWe 용량격쌍 노심의 유량뺀확때 대환 DNBR 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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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We core - 221 FA

40

3.5
•
*

Rated power

115% overpower

--0- LOFA

1 0 I- correlatIon limIt DN8R = 1.18

required margin for tranSients

~

RCCA withdrawal’‘3.0

2.5

1 5

20

DNBR

0.5

0.0
09 1 0

B

1 1

A

1 2

core thermal power fraction

A Core thermal power limited by lOFA
- core therma’power =3770 MWth
- core average power density:::: 100 9 W/cc

B Core therma‘power limited by RCCA withdrawal accJden’
- core ‘hermal power = 3330 MWth
- core average power denSity == 89 1 W/cc

그립 2-16 1000 MWe 홈량격쌍 노심의 열훌력때 대환 DNB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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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口 2.6w/l。 101 FAs

￠꼈 3.1 wI<。 96 FAs

뽑홉 3.6w/，。 72 FAs

그림 2-17 1300 MWe 용량력상 노심 핵연료 장전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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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8 1300 MWe 용량격촬 노삼 핵연료협합쩨내 자연썽톡붕봉 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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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Wet Annular Burnable Absorber Rods

:I립 2-19 1300 MWe 용량격상 노심 가연성톡붐흥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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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1300 MWe 용량격상 노심 쩨어집합채 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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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갱 볼쇼농도그립 2-21 1300 MWe 용량격상 노섭 연소도뼈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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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κ

1.084 0.977 1.085 0.979 1.092 0.994 1. 126 1. 051 1.226 1. 203

1.084 0.977 1. 085 0.981 1.099 1. 011 1. 163 1.062 1. 086

1. 083 0.974 1.082 0.979 1.103 1.027 1. 301 0.693

1.076 0.964 1.065 0.958 1.057 0.889

1.054 0.934 1.007 0.879 0.675

0.996 0.868 0.704

0.702

협

[

뽑

그림 2-22 1300 MWe 용량격상 노심 흩력분포 (추기초， 전 빼어붕 민훌， 평형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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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κ

O. 796 0.682 0.656 0.846 1. 114 1.062 1. 193 1. 064 1. 194 1. 156

0.807 O. 776 1. 013 1. 017 1. 182 l ‘ 068 1. 154 0.978 1.003

1. 006 0.988 1. 162 1.069 1‘ 172 0.985 1. 045 0.582

1.155 I. 068 I. 189 1. 041 1.071 0.816

1. 195 1.063 1.127 0.946 0.692

1. 14.4. 0.989 0.788

0.807

[

뽑

그힘 2-23 1300 MWe 용량격상 노심 흩력분포 (추기초， MO 뱅크 합입， 평혈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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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K

1.146 1. 178 1.143 1. 171 1. 129 1. 141 1. 080 1.053 0.936 o. 785

1. 145 1.175 1. 137 1. 158 1. 109 1. 105 1.028 0.943 O. 751

1. 140 1.165 1.122 1.129 1.065 1.031 1.뻐7 0.539

1.126 1. 140 L083 1.057 0.948 O. 767

1.090 1.015 0.984 0.889 0.590

0.995 0.924 0.664

0‘ 677

[

뽑

그림 2-24 1300 MWe 용량격상 노십 훌력분포 (추기중간， 전 때어봉 gl훌， 평형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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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K

1. 009 1. 068 1. 015 1. 080 1. 031 1. 099 1.042 1.084 0.951 0.806

1. 012 1.015 1.024 1.092 1. 042 1. 104 1.030 1.010 0.190

1.022 1.089 1.040 1. 108 1. 046 1.063 1.039 0.615

1.039 1. 106 1.055 1.101 0.996 0.659

1.056E괜 1.030 1. 016 0.671

1.038 1. 047 0.749

0.759

혀한

[

뽑

그립 2-25 1300 MWe 용량격상 노심 훌력분포 (추기말， 전 꽤어붕 얀훌， 평형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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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enter

‘、

0.800 0.818 0.681 0.959 1.038 1.148 L087 1. 102 0.942 O. 781

0.808 0.899 0.963 1. 113 1.094 1. 150 1.030 0.954 o. 741

0.959 1. 091 1. 088 1.175 1.097 1.062 0.879 0.537

1.085 1.185 L 131 1.116 1. 015 0.818

1. 149 1. 218 1. 115 1. 076 0.691

1.137 1.144 0.813

0.835

출혜합없]

그립 2-26 1300 MWe 용량격상 노심 훌력훈포 (추기말， MO 뱅크 삽입， 평형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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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40 250

Number of Fuel Assemblies

그림 2-27 1300 MWe 용량격상 노심의 노심크기때 대환 DNB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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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BR

1.6

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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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 1300 MWe - LOFA

---0- 1300 MWe - RCCA

\\1

\\1

\\1

1.1

1.0
500 510 520 530 540 550

Core Inlet Temperature (deg-F)

그림 2-28 1300 MWe 용량격상 노심의 노심 입구를도 변확에 대환 DNB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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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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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Mass Velocity (Mlbm/hrlsq·ft)

그립 2-29 1300 MWe 용량격상 노섭의 유량변화빼 대환 ONB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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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QMWe core -_269 FA

1.0 f.. correlation limit DN6R =, ,8

RCCA withdrawal

Rated power

1150/0 ove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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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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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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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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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8R

0 ‘ 5

0.0
0.8 09

B A

1.0 1 1

core thermal power fraction

A Core thermal power limited by LOFA
‘ core thermal power =4681 MWth
- core average power density == 102.8 W/cc

B Core thermal power limited by RCCA withdrawal accident
- core ‘herma’power =4213 MWth
- core average power density == 92 5 W/cc

그립 2-30 1300 MWe 용량격상 노심의 월훌확 O삐 혜환 DNBR 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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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J 3 장

쩨 1철 원짜로냉각채계통

유처l 겨|통 설겨|

1. 가능

원자로냉각재계통 (Reactor Coolant System)은 원자로냉각채를 창제순환샤

키는 혜획로로써 원자로용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원

자로 냉착채 배관과 관련밸브 빛 연결배관으로 구성된다(그럼 3-1)

청상운천시 원자로냉각채 펌프틀응 가압수를 원자로용기를통해 증기발생기

로 강제순환 시킨다. 가압수는 냉각재로서， 감속채로서， 그러고 붕산의 용해

채로서의 기능을 하며 노섬을 지나면서 가열펀다. 가열된 자압수는 중기발

생기로 이송되어 증가생성계롱에 열을 천달하며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의해

원착로용기로채순환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채 체통은 원자로냉각재의 압력경계를 형성하여 원자로섬에서

발생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벽역힐을 하며 발전소 운전

시 옳은 건전성의 유지가 요구된다. 계통와 압력은 가압기로 제어되며 가압

기내에는 수충기와 붙이 열병형을 유지한다. 가압기내의 물속에 잠겨있는

가열기률의 작동에 의한 증가 생성과 가압기 살수에 의한 증가 웅촉에 의하

여 원자로냉각재의 수축과 팽창으로 야기되논 압력변동이 제어된다. 원자로

냉각채의 병균온도는 출력수준에 따라 변화며. 유혜는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서 가압기 수위를 변화시킨다‘ 가압기 수위를 유지하기 의하여 화학 및 쳐l

척제어계통의 충천펌프틀과 유출제어 밸브틀이 사용된다.

가압기 상부에는 스프령구동 안전밸브들이 설치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보호기능을 탐당하며 과압과도서 이플 안전밸브툴이 개방되어 고압의

중기를 격답용기내로 직접 방출한다. 가압기에는 3단계의 자동감압밸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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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증거와 물의 혼합유혜를 Sparger를 통하여 격냥용기내부재장천수

초(IRW와‘)로 방출하며. 방출된 유쳐l눈 이 수조내의 불과 혼합하여 용축 빛

냉각된다. 4단체 착동감합밸브률은 3개의 고올판에 각각 1채썩 설치되어

었으며 격남용기내로 직접 방출한다.

중기발생기플은 원자로냉각채 계종과 주증기 계통사이의 접속부를 제공하

며 노섬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률 주증거 계통으로 전달한다. 원자로냉각재는

증기발생기 튜브률과 튜브시트에 의해서 2차측 수중거와의 혼합이 방자되어

폐쇄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노심으로부터 2차계통과 격 납용기로악 방사성

물질 누출을 대비한 장벽을 형성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채계통운

o 체어봉조절장치를 포함한 원자로용가

。 원자로냉각재펌프( 각 증거발생까당 2대썩 6대)

o 챈널헤드， 튜브시트， 그랴고 류브를 포함하여 원자로냉각채에 첩혹하

는 중기발생기 부분

o 1 개의 고온관에 밀림관에 의해 연결된 가압기

o 안전 빛 자동감압밸브

o 원자로용기 헤드배치 격려밸브

o 주 기거사어에 연결된 배관 및 연결부품

o 보조 또는 지지계통사여를 연결하는 배관， 연결부품， 및 밸브 풍

을 포함하며 기농수행에 화학 및 쳐l척쩨어계통(CVCS) , 피동노십냉작겨l통

(PXS) • 잔열제거계통(RNS). 중기 발생기껴l통(SGS). 1 차시료채취계통(PSS) •

그리고 거기냉각계통(CCS)몽과 같은 여러 보조계통틀의 지원을 받는다. 원

자로냉각채계롱이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지농틀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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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온의 원자로냉각채를 원자로용기로부터 증기발생기로 강제순환시키

고 냉각된 원자로냉각채률 중기밥생기로 회수함으로써 원자로에서 발

생한 열에너지를 중기발생기로 참탈.

o 예상되는 모돈 정상 빛 이상 운전조건틀에 대해셔 냉각채 상실율 방

지하는 고건전성의 압력경겨1 유지.

o 압력완화장치의 사용없이 모든 예상 운전조건률에대해서 원자로냉각

재 계롱내의 합력을 규정된 법위아내로 유지.

o 저온정지조건으로부터 천출력까지의 운전모드범위에서 원자로냉각재

률 강저l순환.

o 원자로 정지후 원자로냉각채의 자연순환에 의하여 완자로용기로부터

증거발생거로 붕괴열 전달.

o 모든 설계기준사고들에 대하어 압력방출장치들에 의하여 원자로냉각

재 계홍 몇 원자로 계통의 과압보호.

o 예상되는 모든 운전조건들에 대하여 단일의 수증기-물 첩혹면이 이루어

지도록 보장.

o 충대사고시 원자로냉각채계통의 고지점으로부터 벼웅축성 기체틀의

배출

2. 설계겨준

원~}로냉각재계통 빛 주요가기틀에 대한 성농 및 안천 설계기준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틀 원자로냉각채계통 설계에 일반척으로 척용되고 있는

설계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정상출력운전 및 발전소 냉각 초기상태를 포함한 원자로의 아임계 상

- 95 -



태시에 발생되는 열에너지를.중7\ 및 동력변환체풍으로 천탈.

o 발천소 냉각 후기상태와 저온정지시 발생되는 열울 정상 잔열제거계

통으로 천탈.

o 정상운천 빛 운전과도상태(강체순환에서 자연순환요로 전환되는 셔기

포함)시 원자로체어 빛 보호계롱에서 허용되는 운전범위내로 핵연료

상태률 유져힐 수있는 열제거농력.

o 원자로냉각재계붕은 노심충성자의 감휴채 및 열충성자 보존과 중성자

의 경제성을 증진셔키기 위하여 노씹외부에 설치되는 금숙반사체를

보완하는 반사체로 사용되는 물을 제공. 또한 불은 반웅도 페어를 위

한 화학척 충성자홉수불질의 용해제로서의 역할 담당.

o 제어혈 수 없는 반웅도 변화 발생율 방지하기 위하여 중성자 홉수불

철와 용해농도와 냉각채 온도 변화율을 균둥하게 유지.

。 원자로냉각재계롱의 압력경계는 운전과도상태의 온도 및 압력을 수

용.

。 가압기는 정상운천사 계통압력을 유지하며 압력과도상태시에는 압력

을 제한함. 발전소 출력 증감사에도 혜척변화량을 수용.

o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원착로심에서 발생된 열율 중71 발생기로 전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냉각채유량을 공급.

o 증기발생기는 고품질의 수증기를 터빈에 공급합. 튜브와 튜브시트 경

계는 노심에서 생성된 방사능을 2차계통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함.

o 원자로냉각채체통 배관은 운전온도 및 압력의 냉각재를 유지하며 격

납용기로의 누출을 제한합. 또한 노섭의 열수력성능을 만쭉하기 위한

온도 및 유량으로 순환하는 탈엽수 및 붕산수를 담고 있읍.

o 원차로냉각재 계통내의 Loose Part는 감사되어야 합.

o 원자로용거헤드에는 미국 째C 의 TMI Action Item II.B.l 를 만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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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위해 헤드배기계통에 연결하기 위한 척절한 장비의 져l공.

o 원자로냉각재계롱에 연결된 가압기 멀럼관 및 각 루프 살수판에는 혈

성충확률 캄지하기 위한 저항온도축정기 (RID) 설치.

3. 계통설계

가. Res Loop 수

(1) 검토기준

용량격상된 피동형 원자로콜 개발하기 위하여는 노심혈출력， 원자로냉각

재체통 Loop수， 원자로냉각채계롱의 운전압력 빛 운전온도 동아 선행척으로

결청되어야 한다. 피동형 발전소의 용량격상에 따른 주요 제한조건은 다음

과 같다.

o 안천둥급 비상발전기콜 사용하지 않읍.

0 맴600의 캔드모타펌프는 안전동급 비캉밸천기를 필요로 하지않는 현

채 이용가능한 최대용량약 냉각채펌프임.

o AP600아 가지고 있는 피동형원자로의 우수설계륙성올 최대한 유지.

(2) 정상상태 열전달

원~}호냉각재계통의 Loop수는 정상상태시의 냉각재계통 고온관 옴도와 져

옹관옹도 차이에 직첩 영향을 주는데 이는 아래식으로 표현된다.

~ =m ’ Cp~Tc =NI. m I. Cpo ~Tc

~Tci

(3-1)

== (~i/OeR)(N1R/N11)(m ’ lR/m ’Ii)(C1빼/다d = (0e1/0eR)(NJR/NIi) (3-2)

~T.ζ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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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식에서 Q, m ’은 Loop당 열출력 및 질량유량， N, Cp는 Loop수 빛 청압

비혈율 의미하며 아래 첩자 i , R, C, 1은 착각 셜체 i경우. 기준설계경우.

노섬 빛 Loφ률 각각 의미한다. 석 (3-2) 로부터 열출력 중가 비율만큼 냉각

재 Loop수가 증가하면 고옹관과 저온관 옹도차이 변화가 없으므로 웰전소

열출력에 미치는 영향아 없으나 냉각재 Loop수가 열출력 증가 비율만름 증

가하져 않는 경우는 .6.Tei가 커지므로 열효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전

소 얼효율은 냉각채 온도가 감소하변 열효율이 감소하므로 열효율을 보상하

기 위하여는 냉각재의 평균온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척옹관 옹도를 알정하

게 하면서 .6.Te를 증가시키면 Loop 최고 옹도인 고온관 온도가 증가하게 되

는데 미국 EPRI URD Vo l. I 에서는 이 온도를 315‘ 6"C (600°F)이하로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고온관외 화태온도를 315. 6°C( 600°F)로 한정샤킬 필요가 있

다.

(3) LOOp수와 일차냉각수 유량

발천소의 출력을 중가서키기 위하여는 노심출력의 증가 빛 이에따른 냉각

수의 유량이 증가되어야 한다. 냉각수 유량은 냉각재 Loop수와 냉각재혐프

용량으로 결정되며 현채 사용가능한 최대용량의 냉각재 펌프는 AP600 설계

에서 사용한 펌프임을 고려할때 원자로냉각재의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는 Loop수의 증가 또는 한 Loop내에 여 러개의 펌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

다. 그려나 Loop당 펌프프수 증가는 Res구성 관점에서 현실척이 방법이 되지

못하며， 벌봉형 펌프가 아난 기존 Rep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안전

동급의 고압 빌봉수 주입이나 안천등급의 기가 냉각수를 필요로 하게 되므

로 안전둥급의 비상발전기가 요구된다- 따라서 AP600이 가진 피통행원자로

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용량격상시 일차 냉각수의 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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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척인 방법은 원차로냉각채계롱의 Loop수 중가로 제한 판다.

원자로냉각재계몽의 Lo매수 증가는 원자로심율 통과하는 ·유량 빛 배환수

의 변화률 가져오므로 냐op수 증가는 l잉S5셜계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율 주

게 된다. 따랴서 용량척상 가능성 검토풀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Loop수， 노삼

출력 및 다른 설계인자들 사이악 상관성을 도출하면 다읍과 같다.

냉각수 온도

T∞ld = ’rhot-~1 1

~Ti = (Qεi/OeR) (N1R/Nld~TR

(3-3)

(3-2)

노심 및 원자로 용기크기

노섬크거는 체척 혈출력 벌도률 q ‘ 로 할 경우 다음식으콩 '-.타낼 수 있

다.

Dei= [(0ζi/OeR) (q ‘R/q ’ i )] (1 /2) DeR (3-4 )

여기서 0, h는 각각 직경 벚 높이를 나타낸다. 기존 핵연료의 사용을 가

정하변 h대 = hei 이므로 노심열출력 ck와 Core 반경 Dζi는 다읍식과 같이 된

다.

Oe=(q ‘) ( π. O/hc/4)

Dei 二 [ (Oel/OζR)(q ‘ R/q ’ i) (heR/hei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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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심직경은 De 아므로 원자로 내경은 뻐x::::: De+6D로 주어진다. 6D는

원자로 Downcomer지역 냉착수 유로와 내부구초물의 장전 공간을 처l공하논

역힐율 한다. 냉각수 유로는 냉각수량에 비혜하여 중가되고. 내부구조물 창

전공간운 노섬직경에 버혜하여 증가한다. 그러나 예비적인 검토률 몹표로하

는 현단계에서 원자로 내경은 기존 원자로용기 설계룰 참조한 단순한 방법

에 의하여 결정합 수 있다. 기존설계의 경우 AD는

AP600 6 D=3.988m-2.921m=1.067m

영광 1/2 60:::::3. 988m-3. 04m=O. 948m

영광 3/4 6D=4.12m-3.12m=I.000m

Sys80+ 60:::::4. 623m-3. 632m=O. 99Im

로써 원자로 출력과 무관하게 약 I.OOm 정도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

D:::::l. OOm로 설정하면

Qu:::::Dc +1. DOm

가된다

노심부수로 유속(Vs)

(3-7)

기존 핵연료를 용량격상 설계에 사용하고 핵연료봉 수눈 노심 면척에 버

례한다고 천제하면 부수로 유속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Vsi

VsR

OcR

Oc J

q i

q R

Nli

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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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출력능력

벌천소의 최종 열출력농력율 명가하기 위하여는 정상상태 판점외에 사고

시의 열출력능력 검토가 휠요하다. 사고시 륙. 안천성 판점에서 노심 열출

력올 쩌l한하는 요소는 DNB. 핵연료 피복채온도， 계통압력， 방사성 불질 누

출퉁이 있는떼 이툴중 냉각재 Loop수와 직결되는 것응 DNB 판점이다. 따라

서 용량격상 가능생은 Loop수의 단순증가에 의하여 척절한 유량야 확보되지

못할 경우혜는 기준설계인 AP600의 DNE 여유도중 척정분율 출력증가로 이용

하고 또 노섭의 유속을 증가셔켜서 추가척 얀 DNB 열출력 능력율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용량격상 가농성 검토가 요구왼다.

(가) 열출력 능력 제한성

발천소의 열출력 능력은 정상상태 얼천달 농력， DNB , 핵연료피북재온도.

얼.이차 계통압력， 방사농물질 방출동에 의해 제한된다. 피동형원자로의 최

대가능출력은 원자로 유량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발천소 안전성 관점

에서 가장 중요한 제한요소는 DNB로써 AP600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하면

DNB 제한사고충 RCCA Wi thdrawal 사고시 DNB 여유도가 가장 작은 것으보 나

타나 있다.

그러나 RCCA Wi thdrawal 사고시와 최소 DNBR은 냉각수 유량뿐만 아나라

핵척륙성 및 가압기의 안전밸브 작동과 중기발생거 안전밸브 작동유무에 의

한 일차계통 얼수력척 인자 변화와 아률을 통한 과온도 .6T. 정지사의 겨l통

상태 조건 풍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냉각재 유량이외의 다른 설계변수틀의

영향검토가 훨요하다. 이는 냉각채 유향이 상대척으로 작더라도 이를 보상

할 수 있는 설계과정， 예로써 Or .6T Trip설정， 증거발생기 설계， 일차측 냉

각수량. 안전밸브 설청치， 핵적 설계 동을 통하여 보상할 수 있기 때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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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방향율 설정하는 현단계에서 이률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부척절하다.

R~A Wi thdrawal 사고시 노심혈출력의 증가에 따른 일차계통 온도의 상대

적 변화율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율 롱하여 용량격상발전소의 최소 DNBR과

기춘발전소와 최소 DNBR간의 상대적 크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시 노심 열출력이 증가하면 이차축으로 열천탈 Q ’SG역시 충가하게 되

는데 노심출력이 q만큼 증가할 때 Q ’SG가 r만큼 증가하면 어때의 일차측 온

도 변화는 아래식이 된다.

aT Oo(q-r)

(3-9)

at Mp Cp

여기서 Mp는 일차측 질량， Q'0는 초기 정상상태의 열전탈율을 와마한다.

따라서 용량격상 설계 i와 R간에 아래식이 성립하므로

(aTIat) i

(aTlat)R

M:-.'R OOi (q-r ) 1

MNi OOR (q-rh
) 1 (3-10)

식 (3-10)에서 보면 용량격상서 발전소의 일차측 온도가 기준설계보다 더

빠른 숙도로 증가하케 되며 OT~T 청져가 기준설체(AP60이 경우보다 더 빨

리 이루어져서 DNE 여유도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어 사고에 대한 기준

설계의 안전해석은 LOITRAN을 이용한 보수척인 해석방법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 사고의 실채 최소 DNBR과 기준 발전소 SAR에 제시되어 있는 최소 DNBR과

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준 설계의 DNB 여유도를 이용한 용량격상 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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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B 열출력 명가률 위하여는 RCCA Withdrawal 사고보다는 냉각재 유통정 Al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척절하다.

핵연료봉 피북재를 제한하는 사고는 냉라채상실사고로써. 이 사고사 핵연

료봉 최대옹도는 주 냉각재 윤량보다는 비상노섬 냉각수의 주입 유량에 의

하여 결정되므로 안천주업계통의 셜계 빛 성능평가시 검토되어야 한다.

(나) DNB 제한성

AP600으IDNB 여유도

기준설계인 Westinghouse와 AP600안천성 분석 보고서 [3-3] 에 의하면 전형

척 부수로 빚 Thimble Ce ll 부수로의 안천해석 한계 DNBR이 각각 1.장，

1. 22 그러고 정상상태 DNBR이 각각 3.48 , 3.33이다. 한편 유동 정지 사고시

최소 DNBR은 2.2로 처l시되어 었다. 따라서 기준설계에는 DNB 여유도가 약

80%가 있게 되는폐 EPRI URD 요구사항야 최소 15% 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

여유도의 차이 65%를 출력 격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ALWR중

하나인 CE사의 Sys80+는 한계 DNBR이 1. 23임에 비하여 유동정지 사고시 최

소 뻐BR이 1.24[3-2] . 영광 1/2는 한계 DNBR 1. 47. 최소 Di\IJ3R 1.52로[3-4]

되어 있음을 고려 할 경우 15 % [써B 여유도는 가존 벌천소의 여유도에 비하

여 현격허 높은 여유도에 해당된다.

발전소 설계언자와 DNB 열출력간의 함수

용량척상 가능성 여부를 예비 명가하기 위하여 loop 수(Nl) , 체척 열출력

밀도(q ‘) , 고온관 온도(Th) ， DNB 여유도(y) 동의 발전소 설껴l변수와 최대 노심

혈출력 (Q ’ c)과의 합수 관계를 유도하였다.

먼저 DNBR은 CHF와 실제 열속. q’간의 비이며 다1F는 부수로의 국부열수력

척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혈수력적 설계변수이므로 다웅의 식으로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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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DNBR = D = f.(q “, CHF(q"»

= f2(q “, p , p , X. 기하인자)

= f3(q “, p , p , h. 지하인자) (3-11 )

여가서 p는 밀도률 의미한다. 식 (3-10) 으로부터 뻐BR 변화 .6.D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D .6.q “ 6p .6. (pV) .6.h

::: Sq· + Sp + SdV + Sh --

D q ‘ p pV h

(3-12)

여기서 Sj ::: a{I n D)/a (I n xd를 나타낸다. 식 (3-10)에 의하여 아래석이

유도휠다.

a D
--

a q “

6.P= 0

aD/D

a(pV)/(pV)

CHF

"2q

D

q

aD/D

aVax/VRX

::: S'RX

(3-13)

(3-14)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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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제 열속에 대한 DNBR 민캅도률 도옳하는 여유는 가존의 뻐BR 민

감도는 노심구조가 고정된 경우의 민감도임에 버하여 여기셔는 노섬구초가

고정되지 않고 셜계 변수로 냥아 있는 차이점율 고혀하기 위한 것이다. 예

로써 기존 DNBR 민감도 해석에서 노심출력 Q ’c에 대한 민감도는 바교조건이

Q’c 변화시 q“의 변화와 ~T악 변화가 통일한 비율만큼 일어나는 경우임애

비하여 어가서는 노섬구조가 고정되어 있~} 않아 q’와 ~T가 톱립척으로 변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분석대상의 이러한 륙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IF현상율 기존의 분석 경우와는 탈리 (3-11 )식과 같이 국부척연 수력조건

인자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면감도 석( 3-13 ). ( 3-15)와 기존 민감도

계수를 연계시키고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입구온도와 혈숙 성분으

로 분리하여 식 (3-11 )의 Sh에 척용한 후 일련의 유도과정을 거치면 아래 최

종식이 된다.

Dl -뻐 qi" qR’ 6Vs i

:: (1- --) -- + Sv ’RX(

qR" qH VSR
+ STln --• Th1-ThR)

T.in

qR

+ (-- + Sac - STin

q

6Tcll

T·w

Do( boTe)

.6.T~R

(3-16)

이 식의 민감도 S는 본 연구의 기준설계인 AP600 노심 설계에서 사용된

만캅도와 유사한 조건의 민감도를 사용하는 것이 펼요하다. 여기서는

STi n=-8. 1/7. 1. T-in=557. 7°F , Sv’뼈=1. 41/1. 26. &rc=-2.13/-1. 98올 사용하였는

데 Si의 앞의 숫자는 전형적 부수로 그리고 뒤의 값은 Th imble 부수로에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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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이다. 이 식의 60Vsi/VsR 은 (3-8)식에 의하여 열출력， 냉각재 Loop수와

열출력 밀도로 연계되고 60Th는 임와로 설정가능한 인자이며 60 ( 60Tc ) / 60TcR

운 식 (3-2) 에 의해 냉Zf;;(R Loop수 빛 열출력 벌도와 연체된다. NSSS 설계

인자 변화에 따른 DNBR 변화식인 (3-15) 식은 우변항에 있는 NSSS 설계인자

가 기훈설계에 비하여 탈라짐으로 인하여 변하는 매BR의 변화크기률 기준

경우 DNBR얘 대한 상대척 크기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가농 열

출력올 구하기 위한 허용 가농 DNBR 변화의 크기가 필요하며 야값은 지준설

계인 AP600의 DNB 여유도와 용량격상 설계의 목표 DNB 여유도 y로부터 결정

된다.

Sr를 (3-16) 식에 의한 60/0로 정의하고 기준 발전소의 DNB 제한사고시 최

소 DNBR을 다4. 정상상태 ONBR을 마， 안전해석 한계 DNBR을 Q 그려고 ST의 계

산시 불확실성을 U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아 된다.

ST(l +u) =
다~ - Dt(l +y}

0.5 [패 + Q{l +y}]

(3-17)

이 분석애서는 u를 20%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목표 DNB 어유도를 15% 할

경우는 Sr=-0.32/1.2=-O.267 이 된다.

설계인자와 전기출력간의 상관성

피동형원자로의 용량격상 가능성 검토는 노심혈출력을 포함한 발전소 설

계인자와 전기출력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발전소의 열효

율에 대한 상관식이 요구된다. 발전소 열효율온 중기터빈의 혈효율외에 발

전소 기기의 전력 사용량 즉 Rep , 급수펌프 빛 각종 천기 기기틀의 전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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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냐 야틀의 용량은 대개 터변 천가

출혁의 5% 정도로서 1000MWe 기준사 50MWe 입에 비하여 본 연구 대상의 용

량격상 폭은 몇백 MWe에 해당 되므로 기존발천소 혈효옳 차료의 경우에 준

하여 처리한다. 또한 중71 터밴 열효용은 중기터빈 입.출구 충기온도의 합

수인데 열효올율 이 온도의 합수로 고려하려면 설계가 아직 결정되져 않은

충기발생기의 열천탈 능력을 분석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묘로 기존발전

소의 혈효율 자료로부터 발천소 얼효옳을 일차축 냉각수 온도의 함수효 표

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EPRI 에셔 고온관 옹도변화의 영향을 명가

하거 휘한 분석 자료 [3-1] 중의 열효율 데이타로 불러척인 관첨에서는 일차

흠 명균온도의 합수로 열효율을 상관시키는 것여 더 적절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아래와 같야 발전소 혈효율( 7J )올 저온관 용도의 일차합수로 단순화하

여 분석 하였다.

η= O.OOI11*(Tc - 288.9) + .325 (3-18)

노심의 체척 열출력 밀도( q") , 고온관 온도(Th) ， Loop수(Nd ， DNE 여유도

(y)의 변화에 대한 발전소의 전71출력 변화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각 설

계인자의 변화폭은 표 3-1 에 제시하였다. 이틀 설계인자의 값은 기존설계의

데이타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즉 Th률 310"(; 에서 325t , q ’은 80MW/m3
에

서 10에W/m
3

’ Nl윤 3과 4, y는 10%에서 70%까지의 변화폭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 천기출력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다} 분석결과

식 (3-15 ), (3-16). (3-17)을 이용하여 각 가변인자와 가능 출력간의 상

관성을 조사하였고 이 조사의 대표적 결과를 그럽 3-2에서 그림 3-5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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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틀 그립을 발천소 효율과 연계하여 설명하면. 그립 3-2, 3-3,

3-6의 경우는 일차측 최고온도인 고온관 온도가 고정됨으로 인해 노심 열출

력이 충가하연 ATe가 중가하여 얼차측 평균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애 발전소

출력중가에 따라 열효율이 감소한다. 그리고 그립 3-4 및 3-5는 Th가 변하는

경우인데 Th 중가에 따라 ATe 역시 감소하므로 얼차혹 평균온도가 상숭하기

때문에 Th 증가에 따라 발천소 효율이 증까한다. 이툴 경우 발전소 효율은

그럼 3-2는 30"'31%, 그림 3-3은 30%, 그립 3-4, 3-5는 29"'32%, 그럼 3-6은

30"'31% 로 분석되었다. 한편 식 (3-18) 에 의해 계산된 System80+ 의 효율운

33. 7%, AP600려 효율은 31.2%로 계산되었다.

이처럼 본 분석에서 계산된 발천소 효율이 다른 발전소와 효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는 그림 3-2 , 3-3 , 3-6의 경우 Th를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타 발전소에 비하여 낮은옹도(315。이를 셔용하였기 때문이

며， 그힘 3-4 , 3-5의 경우는 Th가 다룬 발천소와 유사한 온도이지만 6.T7t

상대적으로 커서 일차측 명균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로써. 그림

3-4의 경우(Th = 325"C)률 보면 。l 때의 Te 빛 평균옹도는 284. 3°e, 304. 6°e임

에 비하여 Sys 80+의 경우의 E 및 명균온도는 292.2°C, 308.1°C이다.

그럼 3-3올 보면 노심출력 밀도가 증가하면 발천소 7r놓출력이 증가하는

더l 이는 노섬출력 멸도가 커지면 상대척으로 노섬 반경이 작아지고 이에 따

라 부수로 냉각채 속도가 증가하어 DNBR이 중가하가 때문이다. 한면 열효율

감소 보상을 위하여 Th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 DNB 관점에서는 Th 가 증

가함에 따라 노섬냉각째 온도가 천쳐l척으로 증가하고 야로 얀하여 DNBR야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가능 출력이 감소한다.

그립 3-2와 3-6을 보면 폭표 DNB 여유도를 EPRI URD의 15%에서부터

10%(AP600는 79%)로 할 경우 출력은 약 13%(3‘ Loop : 130MW, 4‘ Loop

170MW) 의 변화폭올 가지계 됨을 보이고 있다. 이는 AP600과 통일한 Loo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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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겨l통울 구성할 경우 3-Loφ는 950""1050 째e. 4-Loop

는 1200"'1400 째e의 전기출력이 가능합율 의미한다. 따라서 1000MWe급 발첨

소의 경우 3-Loop로 구성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1200MWe급은 4-Loop의

원자로냉각재체통이 요구된다.

여상 검토결과는 선형척 DNBR 변화 모형에 의함 예비검토결과로써， 이는

DNBR 인자의 변화폭이 작은 경우에는 타당하나 여껴서와 같이 DNBR 변화폭

야 를 경우는 오차가 상당히 커절수 있다. 또한 LOCA와 칼이 ECCS가 작몽하

고 핵연료 피북채 온도가 총요한 사고에 의한 혈출력능력 제한성여 ECCS 설

계 빛 성능평가시 검토되어 종합적으로 형가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운전조건

l000MWe급 피똥형발전소의 원자로냉각재계종 운천조건은 EPRI URD 요건을

만촉하도록 원자로냉각채계홍의 고온관 최돼옹도가 315. 6°C(600~) 이하， 중

기발생거의 중기압은 5.1 7MPa(750psia) 이상 되도록 설정하였다. 표 3-2에

는 Best Estimate Flow(B.E.F.)에 대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10% 봉쇄되

었을 경우와 전열관여 전혀 봉쇄되지 않았을 경우를 구분하어 원자로냉각재

겨}통의 작동조건을 나타냈다. 이때 Minimum Measured Flow(M.M.F. )는 AP600

의 바율과 동얼한 비율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펌프는

AP600과 통얼한 성능을 가진 펌프가 사용하였다. 그림 3-7에 완자로냉각재

혐표의 양정곡션과 계통 륙성과의 관계를 나타패었다. 한편 원자로냉각재겨1

통의 일차측으로부터 이차측으로의 열전탈식운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Q = U A (Tavg-T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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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 는 출력， u 는 명균 혈전달쩨수. A 는 중기발생가 천열면척 o Tavg

는 원자로냉각재 명균온도. Tst· 는 증기발생기 2차측의 중기온도로써 이삭

에서 알 수 었는 바와 같이 출력 충가률 위해셔는 원자로냉각재의 명균온도

률 중가시키꺼나 또는 충기온도틀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출력 충7t에 따

른 Ilia의 캄소는 중기발생기 증기압의 감소를 의마하므로 발전소 효율 저하

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출력 증가시 11it•의 감소보다는 져온관의 온도률 일

정하게 하고 출력에 따라 1avg률 증가시켜 발전소의 효율을 유지시킬 수 있

는 용도처l어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럽 3-8에 출력에 따른 원자로냉각재의

온도제어를 나타냈다.

4. 증거발생기

증기발생거의 AP600과 풍일한 일쩨형 습분분려가를 갖춘 수칙 웰형의 u

튜브 중발기로써 각 Loop에 한대씩 총 3대가 설치되었으며 주요륙성은 다음

과 깥다.

증거발생기는 전혈관 재질로 열처리된 인코넬 690을 사용하고 천열관의

배치는 삼각 형상 배치를 취하였다. 증기발생기의 찬넬헤드. 천열관판 그러

고 전혈관 다발은 2250 psia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

다. 얼차측의 원자로 냉각재는 31 인치 고온관과 연결되어 있는 한개의 입구

노즐을 몽하여 증기발생기로 틀어오고 78007H의 전열판으로 이루야진 U자형

의 전열관 다발을 지나면서 냉각재의 열을 2차츰으로 전달한 후 Canned

Mortar 형식의 환자로냉각재펌프가부작되어 있는 2개의 출구 노줄을 통하

여 빠져 나간다. 발전소 기동시 급수는 기동굽수펌프에 의하여 중기발생기

에 공급되며 。l 때 급수는 기통급수조절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중기발생기

의 급수량이 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급수펌프충악 한대가 운전 상태에 놓

얀다. 고온 대기상태에서는 중기발생기의 증가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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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겨가 중거방출계롱을 롱하여 쩌l꺼되며 주급수펌프 한대가 운전되어 얼청

량의 급수률 공급한다. 정상운전시 u-튜브 상부에 위치한 급수노즐율 동하

여 중기발생거에 공급된 급수는 높은 올도의 얼차계홍으로부터 열율 공급밭

운 뒤 2상의 중기 혼합불이 되어 습분분려기와 건조기를 지나면서 습분함량

이 0.25% 미만의 건초 중기만 증거공간으로 보내져 용기 상단에 있는 출구

노즐융 통하여 2차혹 터어반으로 보내진다. 저온관 부분에는 피동 잔열제거

체롱의 노즐이 연결되어 있어 비상상태사 일차측의 냉각을 위하여 피동 잔

열제거계롱의 열교환기로부터의 재순환 유로를 책공환다. 다읍와 표 3-3과

3-4에는 중기발생기의 설계사양 빛 얼차측의 체척율 나타내였다. 표 3-5에

는 출력에 따라 천혈관 봉쇄가 천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설정 여유도인

10%의 봉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증가발생기의 증기압을 제시하였다.

출력 및 천열관 봉쇄율의 증가어1 따라 증가합은 선형척으로 감소한다.

5. 원자로냉깎재펌프

원자로냉각채 펌프는 참조노형인 AP600파 동일한 형태의 얼쳐l형 캔드모타

펌프로서 AP-600의 Rep 자료와 영광 3&4호기의 원자로냉각채펌프 자료 및

원자력발전소 열수력 해석 전산코드 RELAP5/MOD-2 입력 꽤뉴열을 사용하여

1.000MWe급 격상용량 피동형 원자로악 안전해석에 요구되는 완자로냉각재펌

프(Rep) 관련 입력자료률 생산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채펌프의 용량를 일정

하게 유지하고 펌프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여 표l동형 원자력발전

소의 출력격상에 요구되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본요건을 제시하였다.

가. 원자로 냉각재펌프의 특성

원자로냉각채펌프는 고관성， 고신뢰성， 그리고 보수.유지성야 깨선된 밀

봉원 캔드모터펌프로서 15.5MPa(2250psia }, 287. 8 t: (550"F)의 원자로냉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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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강제순환시킨다. 펌프는 증기발생기 찬넬 해드에 역방향위치

(Motor-Below-Casing)로 설치되어 중기발생기 챈널해드 바탁에 펌프의 홉엽

구가 위치하고 있흐므로 주배관의 Cross-Over Leg가 쩨거되었다. 또한 증기

발생기. 원차로냉각채혐프， 그러고 주배관의 71초 빛 ~l ;x.l 계통이 단순화되

었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서 Loop Seal Clearing 현상에 의한 노심노출 가

농성이 캅소되었다. I ， OOOMWe급 피동형 원자로논 3-Loop로 구성되며 각 종

기발생기에는 2대의 펌프가 장학되어 총 6대와 펌프가 설치된다.

원자로냉각재 펌프는 1770RPM에서 3000 Shaft 마력(horse power)을 가지

며 발전소 기통시 예열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용량이다. 천원은

4160볼트의 발천소 모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60Hz. 3상의 펌프유도모터의

단자천압은 4000볼트로 설계된다. 펌프는 그 수력적 특성으로 토출헤드는

73.2m(240피트} , 유량은 3.22m3/초(51 ， 000gpm)가 되도록 설계된다. 펌표의

수력적 효율은 설쩨점에서 85%야며 전체척으로 60%의 효율을 가진다.

각 펌프는 수직 1단， 원심펌프로서 고온， 고압의 냉각재를 송출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캔드형의 설계로 촉 벌봉설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조건외 (Beyond the Design Bases)에도 발전소의 안전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었게 되었다. 모터는 전기로 기동되며 모터의 회전자축에 임펠러가

탈려있다. 모터의 정지자와 회전자는 부식저항성의 캔{통)애 담겨 있으며

계통악 천압력에 견디도록 지지되어 있다.

고청자와 회천착 사이에는 1착 냉각재의 일부가 순환하게 되어 있어 모터

축 주위에 축벌봉흘 멸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모터 베아

링은 I차 냉각재로 윤활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터는 펌프 톰체의 일부

를 구성하고 있다.

주냉각채는 회전자축에 부착된 주 임펠러로 송출되며 임펠러 눈(Eye)를

지나온 냉각재는 Diffuser툴 통하여 케이스 츰변과 접선방향의 방출노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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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하여 빠져나간다. 회전자축 하부에는 보조임펠러가 있으며 정류자 주위의

냉각코얼내로 l;\} 냉각채률 순환시켜 청류자의 올도를 65. 6'\: (l50r- )정도로

냉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냉각재는 회전자와 정류자 캔 사아률 롱과

하게 된다. 이때 회천자와 청류자로부터 열율 쩨거하고 모터의 수력학척 베

아렁에 울활 역할도 하게 된다. 냉각코일에서는 외부열침원율 가진 열교환

가률 롱하여 1차 계통 냉각재가 냉각되며 냉각수는 모터의 바탁에 위치하고

있는 입구로 흘러 틀어가고 냉각로일을 통과한 튀 모터의 상단에 있는 출구

로 빠져 나옹다. 모터는 계몽의 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247» 의 볼트로 케

이성에 조어져 었다. 모터단자와 케이블은 모터 바닥의 단자합 내부얘 연결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캔드모터의 크기는 현채 운전되고 있는 캔드모터

보다 착은 큐모이며 수력학척 변의 입첼러와 Diffuser는 접션의 방출케여스

률 갖는 기존 펌프의 축소모델이다. 역방향 (Motor-Below-Casing) 캔드모터는

화력발천 시스템에서 25년 이상의 운천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운천에 대한

신뢰성어 Upright 펌프보다 좋은 것이 장점여다.

원자로냉각채펌프로 사용되는 캔드모터펌프와 다른 캔드모터펌프의 주된

차이첩은 Thrust Radial 베아렁 집합처l이다. Coast-Down에 필요한 회잔관성

율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천관성력을 210.7kg-m
2
(50001b-ft

2
)아상으로 유지하

여야 하는페 이를 위하어 우라늄합금의 직경이 71. 2em인 Thrust Runner를

설치하였다. Trust Runner의 크기와 유채저항에 의한 Drag 순실율 줄이기

위하여 Thrust Runner는 인코델로 싹인 ‘고별도’ 고장력(Y. S. =61 ks i) 금

속설련더{2% 볼라브덴 감손우라늄 합급)로 만틀어진다. Runner의 표변은 다

른 캔드모터와 마찬가지로 Stellite로 경화시킨다. 고밀도 감손우라늄은 그

밀도까 강철의 약 2.4배로 같은 회전환성력을 갖도록 하는데 휠요한 Thrust

Runner의 크기와 Drag를 약 2배정도 감소시키께 된다. AP600에서는 설계펀

Runner집합체의 Drag Loss는 300때 정도이나 모터의 전기손실과 베아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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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손실율 제거하기 위하여 Double Row Integral 옐교환기가 이용된다.

코일형태의 열교환기는 WH사의 대형 Canned모터의 설겨l와 유사하다. 대상의

원자로냉각재휩프는 기기냉각수없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최소 10분간

동착할수 있아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의끼지요전

원자로냉각채펌프의 기기요건을 요약하면 표 3-A와 곁다.

표 3-A 원차로냉각채펌프기기요건

항 목 i 요 건

。 원자로냉각재 펌프당 냉각채 I 90ft3 (2.549m3
)

용량

。 휩프의 압구와출구피아프 중심 I -31. 6 if납1 (-o.8Bn)

Alol의 놓~l이

버 고

그람3-9참조

。 펌프위어 (Weir) 상L부와하부 $훌

유로요뷔놓l채l

。 펌프규정용량

-허E

-용량

·원자로방pH 밀도

-펌프속도

- 수력학척 토크(torqle)

- 규정 헤드의 오차

- 셜겨버챙μ웹 브퍼에크

미력(없똥없g‘)

22 irrll (0. 끊~)

잃Oft (73.1 f.m)

51 ，0:얄￥m(3.2176 펴/초)

π1.3'꺼W'm3(온도 276.1°e,

일볍 15.51~Pa의 물}

9,axN.M cr、

7,αl>lbf. ft(온도 276.1t,

압력 15. 513 ~f닙 상태)

+216

3m.]이N (웠까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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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A 원자로냉각재펌프 기기요건

항 표프-, 고요 건 비

。기타요건

-활프관성력

- 마촬 및 유격(WiI효훌)

-설펀흉뚫썼월밸급a뼈R
-전기토크와솜도관계

- 역방향 및 순방웹 록크로터와

앙짧f펴 A￥프트의 K송랴

.l.r화εd Rotor K_AJ략

• s없벼 샤프트K‘」뺨，

• K측뷰의 참조유로 변척，

져온관유로변척

- 일치l양Z째 펌프의 호모로그

커브

- 일치L씬pfl 펌프의 4분면 곡선

- 규청헤드와유렁곡선 관계 및

M홉{

- 원A~료 벨캅뿜프의 유량 갑소

곡선

- 찬출력성E뻐써 원자로냉ZPQ

활활il 의한뺑쐐 71혈율

- 터빈벌철기 트량u 의한 원Z‘뽑

트랩소외천원 공급중맨l

악한원자로행빼펌프의

유폴쌀소챈뿜} 최좌l연시간

- Void 분율에 따른 원X뽑

행함略프허l드의배율

- Void 분율에 따른 원까홉

냉Z캅뿜프토크의배율

5，αX>lb- ft2 (21α7 ，땅 m
2
)

K검470lbrft (4πa-J. m)

nl 정
미정

정병향 -13.17, 역멍향 13.17

정방향 -2.75, 역방향4.33

2. 64ft2(O.장fm2)

램
꿨

댐

램

n

다
센

빛

및

햄
잃
앓
뚫
원
짧
웠

정미

10.5 MNt(원1렐뺑빼 펌프

6대)

3 초

1.0

빛

’짧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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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캅기

자. 가암기 체적 결정

가압기는 원자로냉각채계롱의 고온콸(Hot-Leg)에 연결되어 원자로냉각채

계롱의 압력변동에 의한 냉각재의 챙창 빛 웅축 공칸율 쩨공하며 가압기의

용량을 이용하여 발천소 정상상태시에는 계롱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과도상태시에는 계롱의 압력변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전소에서

천거부하 (Electrical Load) 가 감소하면 일시적으로 냉각재의 명균옹도가 중

7}하고 이에 따라 냉각재 체적이 중가한다. 냉각재 체척의 증가는 가압가

수워와 압력 중가를 유발한다. 합력증가시 가합기는 냉각채 계통의 저온환

(Cold-Leg) 으로 부터 과냉각현 냉각채를 분무노즐 (Spray) 을 홍하여 분사하

여 가압기내의 증기 일부를 웅축시켜 압력증가를 제한하여 정상적인 계통압

력율 유지하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전기부하(Electrical Load) 가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냉각채의 명균온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냉각재 체적의 감소로

가압거 수위 빛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압력이 캄소할때는 가압기의

가열기 (Heater) 가 착홍하여 액혜의 일부를 증발시격 압력감소를 제한하고

정상척인 계통압력을 유져하도록 한다.

가양기의 고유기농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o 부하상실시 비안천동급설비(제어계통)의 작동제어가 불가농한 상태에

서 액체 또는 이상유동이 가압기안전밸브(PSV) 노즐에 도달하지 않고

부하상실 과도로 인한 밀럽유입을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증기 체

척이 제공되어야 한다.

o 원자로정지 이후 비안전통급설비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가열기가

수면위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LOCV 사고 발생시 벼안천퉁급설벼의 사용이 가눔한 상태에서 PSV가 개방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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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천과도시에 계동의 최소 압력은 안천주입작동신호 및 저압원착로정

져 쉴쩡치 01 상， 그리고 최대 압력은 고압원자로정자 설정치 야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o 운전과도기충 원자로냉착재쩨롱의 재고량운 가압기 추위가 저수위 원

자로쩡지 설정치- 이상 그라고 안전주입 작동설정치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o PORV 및 PSV를 작동하지 않고 과압과도상태률 완화시 킬 수 있는 가압

가 용척 빛 및 살수 농력이 갖추어 져야 한다.

위의 설계 요건을 만좀하는 가압기 설계를 위해서는 각 경우에 대한 제한

사고(Most Limiting Event)률 분석함으로써 설계 요건의 만족 여부를 명 7t

하여야 한다. 가압기 총 혜척온 액체와 기채 쩨척으로 나누어 결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제한사고도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따로 선정하여 명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압기 액체혜척 결정을 위한 제한사고로는 원자로/타

빈 동시정지사고. 기혜체척 폐한사고로는 웅축71진공저하(LOCV: Loss of

Condenser Vacuum)사고를 선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l000MWe급 피동형원자로에서의 가압기 체척 결정어l 사용된 초기조건운 다

움과 같다.

항 북 -흐...... 기 ~ 건

。 노심 열출력 3330 MWt
Q 핵중기공급계통 열출력 3340 MWt
o 원자로 냉각재계통 고온관 빛 저옹관 314.2 OCt 273°C

온도

。 원자로냉각채계통설계 압력 17.24 MFa
o 원자로냉각재계통 운전 압력 15.51 MFa
o 중기발생기 열전탈 면적 8005 m2/SG
o 중기발생기 전열관 봉쇄 여유도 10 %

o 정격 출력시 중기발생기 중기유량 2.19xl06 kg/hr-SG
o 정격 출력시 2차측 압력 5.34 MPa
o -;닙그-A「」」EL上투드 22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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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기조건하에서 제한사고인 원자로터빈 동시 정지사고와 웅촉기

진공 상실사고를 분석하여 설계요건의 만촉 여부를 명가하였다. 주요 명가

내용은 다움과 같다.

(1 ) 가않기 잔체 체적 결정을 위한 평가조건

구

I 차흑

2 차측

비안전둥급

설비 작동

여부

항 목 평 가 조 건

2앙t(일정.11~ 천열면적}

16. Z3~

5.34 tVPa (11없 천열면적)

5. 71 ~뻐 (110% 천혈연척)

37lV6.14뼈/0.01뼈5t m
2

3그룹f3개16.48. 6.65. 6. 83

뼈/0. 02l5I7 nf

측똥앗혼L

모두작동함

0 월자로 냉Z째 켜}통 저온관용도

o 운!A~료 뺑#채 겨}통 고업력 운환로

정지설정치

o 정격출력시압력

0 0%출력시 입력

o 앤N 갯쉬칙동설정치/개당 면적

o뻐 그룹수그룹탕 갯쉬그룹멸

작똥설정치/개당변척

07밟기 수우버써를 위한충젠유출

겨}통

o 어외 비앗댄동급설비

(2) 가갑기 전체 용적 컬정 밤법

가압기 전쳐l체적은 가압기 최소 액체채적 및 최소 기채쳐l 척， 가압겨 수위

채어를 위한 충전/유출시 충전/유출을 전혀 하지 않는 수위 공간(Dead

band) 보상 죽 수위 공간 만큼의 체적 보상. 온도 차이에 의해 감소되는 체

적 보상， 가압기 형상 풍 기타 사항 고려동 4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

였다.

o 가합기 최소 액체체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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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X흡/터반 동셔 정지 야후 수콸우!로

7}혈71 노출 멍~l 즉; 7}압기 수위가

25% 이상 유R룹}도룩 가압기 최소 액

쳐뻐}척 컬정

- 영광 짧 호기 기준 7}열기 놓}:

19 %수위

-lhEr성inty/tl빼-gi n:

6% 수우1

**수위혹정오차 3%

수우l

** 기타 lh::Ertainty /

뼈횡n:3% 수우l

가압기 최소 액처뻐l

척은3> 1경으로결정

기 ;0:.
낀: 결 정 방 법

원~l로/터반 동사정

지 아후 가챙l 액쳐l

쳐F척 뺑}에 따른 가

압71 저수밝률 분석

히여 명가카준을 만

촉흩판 기압71 최소

액체쳐썩을철청.

〈그럼 3-15 참조)

비 고

o 가압기 최소 기체체척 결정

웅촉7} 잔공척하 사고발생시 가압기

앙펀밸브 개방 t:leP-l 측， 가입기 최고

일쩍이 16.앉~I능 。l학로 유;따끌록

가엽기 최소 기처l체적 결정

- 원?-~로 냉Z빼 겨}풍 설계 랩 :

17.24 lVPa

- lhErt.ainty/뼈I당in: -0.28 wa
* 아:rVE ~ lh:er‘tainty: -0.17

뼈 (설계 햄의 -1 %)

* 설겨V해석 t:ler쉽론 칙이 및 설겨l시

oJ고려 또는 마확정된 부분의 영항

고려 : -o.llrvPa

가압기 최소 71쳐해1

적은 24 nF으로결청

기
~

\!:" 결 정 방 법

융촉:71 잔공 져하.q고

별생시 가엄기 중7뻐l

척 변화어l 따른 가압

기화고햄을분석

하여 명7t71준을 닫}족

하는 7}압기 최소 기

처뻐썩을결정.

(그럼 3-16 참조j

비 -,

-‘-

o 가압거 수위제어를 위한 충전/유출시 충전/유출올 전혀 하지 않는 수

위 공간(Dead Band) 보상 ( 수위 공간 만콤의 체적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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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τ;xr 결 정 방 법 비 --‘1.

원자로 고월 운천사 분당 ±s6 여상 거압기 획소 액쳐l쳐}척과
절대쳐로더하여 7}

짧l 최소 총 쳐l척
7}압71 뻐뼈‘ I..e\el Frrcr 가 얼어 최소 기쳐l쳐}척올 더한 가

의 10 % 이상 쳐}척
눈노파 갱흩뼈 。l에 」앓흘}는 체 합기최소총쳐썩의 ±S %

척보상
보상

。I상

o 온도 착이에 의해 갑소되는 책척 보상

가 준

정격 출력시 원착로빵늙뼈l통

의 총 액처I쳐}적으로뿜l ()6 출

력시(~=1∞~d) 액쳐뼈l척

감소분과 저온정지 조건시 액

쳐뻐F척 감소분뿔l 써 보상

결 정 방 법

- 정격 출력시 원t로냉Z감H계

겨}통씌 총 액처l쳐}적

-()6 출력시(R좌ElIP-콰∞ld) 빽l

쳐썩감소분

- 져온정지조건서 액쳐1쳐}적감소분

-0% 출력시 。팎뼈l적 갚쇼분과

저온정지 조건사 액체 쳐썩

감소분과의 ~l이보상

-
깜

버

-
짧

13.00 m3

α% 출력시 액최뻐l

척 감소분의 40%

이상증가

o 가압기 형상 퉁 가타 사항 고려

- 가압기 형상 붕 고려하여 가압기 총 체적량 소폭 조정

(3) 가압기 전체 체적

o 착항목별 겨l산결과 종합

- 최소 액체처l척: 30 m3

- 좌소 기체채척 : 24 m
3

- 수위 공간(Dead band) 보상 체적 : 5.4 m3

- 온도 차이에 의해 감소되는 처l 적 보상: 5.23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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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 형상 동 기타 사항 고려: 0.37 m
3

o 가합기 전체채척 결정

- 가압기 전쳐l쳐l 적 : 65 m3 (=30+24+5.4+5.23+0.37)

- 정척 출력시 액체체척: 38 m3 (=30+5.4/2+5.23+0.37)

- 정격 출력시 기채체척: 21 m3 (=65-38)

나. 가압기 수위체어계통 설계

가압기 수위제어계통운 화학 및 체척 저l어계롱의 충천/유출 유량을 체어

함으로서 가압71 수위의 자동 및 수통 제어수단을 쩨공하논 기능을 수행한

다. 가압기의 상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기 수위 육정탤울 이용하여 측정

된 가압기 설제 수위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펑균온도의 합수로 되어 있는

가압커 수위제어 프로그램에 의한 기준 수위와 비교되어 륙정판 가압기 실

제 수위와 기준 수위와의 차이 발생시 유출밸브 또는 충전펌프가 작동하여

발전소 운전시 가압기 수위가 항시 기준수위를 유지하도롭 한다.

가압기 수위처l어계통의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원착로정AI 이후 가열기가 수면위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Q 운천과도사에 RCS 재고량은 져수위 원자로정지 설정쳐이상 그려고

Sl작동 설정치야상 유지되어야 한다.

가압기 수위제어계통 셜계시 주요 체한사고 (Most Limiting Event)로는 원

자로/터빈 동시 정칙 사고로서 이를 제한사고를 분석하여 설계 요건의 만쭉

여부를 명가하였다.

(1) 가암기 수위제어계통 설계시 평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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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복 l 명 가 조 건

I책 I-빵짧懶저온관온도 |짧(뺑， 11않 천열뺀)
- 원자릎냉zpij계몽고압력 원자로 I 16.23뼈

정지설정치

Z치·혹 - 정격출력샤 일팩

-0% 출력사압력

-뼈갯쉬츠뚫 설정*V7"당 면적

- 뼈/ 그룹쉰고룹탕 갯쑤?그룹별

작동설정차/깨당변척

5.34뼈 (110 % 전열면적)

5.η 뻐 (110 % 천열면척)

3개16.14 ~옮/0.014454 뼈

3'~룹 /3개 / 6. 48. 6. ffi.
6.83뼈 /0. 021517 m2

비핸 퉁급 설.til I -모두뽑함
작풍역부

(2) 가압기 수위제어계통

o 충전/유출 유량 산출을 위한 관련 자료 계산

항 목 설 계 치 비 고

- 챙몽}뽑휴R겨}통 빨{뼈F척 (가‘팝해때)

- 캘171 뺑{뻐F적
- 최대 l장각율

- 뺨뽑빵pij겨IF똥 펑균온도2경 t
(않 출력)어써 완3뽑뱅~n겨홈뼈썩

·원자화훤유R겨}통평균온도

·환홉빵유뼈，통일력

- 운!A~료뺨휴R겨}통평균온도2짧1.2 oe
어써 훈¥-B료뺨~a겨똥 닙뻐}적 10. 1Z214E-Q2 m

3
A띨

·풋한림청휴W겨}통 명균온도 1245.2 t
·원2홉F뺑R겨륨랩 115.51뼈
-뺨뽑뺑pij겨{통총뺑썰량 |짧;，3li I땀

·원홉F훤~U겨}통뺑f설행 7}짧쩌버) 1213. 7ffi 혐
·가볍 뺑많량 122. fE1 l띨

Z75.Zl m3

:E펴

55.6 tt/hr.

0.1짧TIE됐 m31kg
273 0e
15.51 wa

{=원홉랭휴뼈 l

통 뺑해f석(7업

기 .A~'때) + ()?6 출

력서 양홉빵찍

껴}통닙뼈}챔

(=기짧l 뺑{배f적

÷ 포화4력 15.51
·렐홉댐Z휴l해}통 총 빡ilWa 에서 뼈썩)

질량 = 운F뽑뺑째 껴똥

뺑i썰량 {기웹 저뻐) +

가입7) 뺑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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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착로냉각재겨!통 쳐l척 최대 변화량 계산

위의 충천/유출 유량 산출율 위한 관련착료 계산결과률 근거로 원자로냉

zt채계통 쳐l척의 최대 변화량율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V{T(t.)}-V{T(t2)} 따lCS[v{T( tl)} -v {T( h)}]
~V =

t.-t2 t.-t2

236.337 kg x (0.12877E-02 - 0.12214E-02) m3/kg
--

30 min.

=0.52 m3/min.

여가서 ~V: 원자로냉각재껴I통 체작 변화，

V{T(td}: 원자로냉각재계통 병균 온도 273 °e (0 % 출력) 에서의

원자로냉각재계홍 액채체적，

V{T (t2)}: 원자로냉각채계통평균 온도 245.2°e 에서 원자로냉각재

겨i통 액체채적j

lDRCS: 원자로냉각재계통 총 액체질량，

v{T( t.}}: 원자로냉각재계통명균 온도 273 °e (0 % 출력) 에서의

원자로냉각채계통 비체적，

v{T( t2)}: 원자로냉각재계통명균 옹도 245.2°e 에서 원자로냉각채

계통 버채척.

tl- t2: 원자로냉각채계통 명균 온도가 27.8 °e 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30 min. )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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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천/유출 유량 빚 기타 7t압기 수위제야계통 설계자료 계산

위의 원차로냉각채계통 체적의 최대 변화량 계산결과를 근거로 충전/유출

유량 및 기타 가압기 수위제어계홍 설계 자료률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항 폭 설 계 ~J 고

충젠유출유량 - 충환유량 0.52 m
3
/]뼈n. ( 충현펌프 2대중 I

대는때l상태l고 l땐}~폼할 경우 )

• 유출임량 O. 52 m3
/min. ( 유출헬브 2대중 1

개는 r:R기상EO여고 1뺀f 직동활 경우 )

출력 대비 7}압기 액쳐뼈l적 그립 3-17 찰조

기업기 수우때해 표루「램 .:t!립 3-18 창조

다. 가압기 안전밸브 (PSV) 방출용량 결정

가압지 안전 밸브는 원자로 냉각채 케통의 과압 방져 (Overpressure

Protection)룹 위하여 가압기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자로 출력에 따라

통상 2-3개가 각각 분리된 압력방출 배관에 설치되어 었다.

가압71 안전밸브의 설계요건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첩두합력이 설계

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이 요건을 만축하도록

가압기 안전밸브의 전체 방출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압기 안전밸브 설계 저l한사고(Most Limiting Event)는 비안전둥급설비

의 작동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부하상설(Loss of Load)사고로써

(NUREG-0800) 이 사고에 매한 분석을 수행하여 설계요건의 만족여부률 평가

하였다. 주요 명가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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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압기 안전밸브 설겨|외 평가 조건

구 분 항 북 평 가 조 건

I치혹 I - 기빨냐랜밸브 7뿌암4력 17.51 MJa

* 운!A~료행#뼈똥 셜계일볍 17. 24 ~뭘

* 기업기 qf천밸브 개뱉짜 I +0.17뼈 (+1 %) (째£(뇨힘

*꺼타 나l:er없intylM3I흥in | 에~ 1 Mla

- 원자로냉Z뀔H겨}롱고압력 원자로

정지설정치

* 고끓상£f\Al 원~!로 냉Z빼 겨}통 I 16. 9lWa(짜ID) ffi매R)

고F갑력 원자로정;z.l 설정치 16.않뻐

* lh:a:’taintyl뼈I멍n -+0.73 wa (+4.5 %)

- 원자로출력 정격 출력의 102 % (A없P

또굉R)

2치흡 - 정격출력사업력

-0% 출력시압력

- 없l 그룹수극룹랑 갯쉬그룹별

작동설정치/개당 변척:

- RRV' ξ똥안함

5.34~능 (110 % 전열면적)

5.77뼈 (110 % 천열연척)

3，룹13개16.48， 6.65.

6. &3 r-.뻐/0. 02l517 nf

바얻쩔퉁급 | 즈많안합

직풍여부

o 가압기 안전밸브 설계 평가 방법

상거 가압기 안전밸브 설계 요건을 근거로 가압기 안천밸브의 방출용량율

명가한 후 원자로 냉각재계통외 과압방져률 위해 가압기 안천밸브 최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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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용량을 산출한다.

항 똑 설 계 쳐 비 고

가웹l 안랜밸브총갯 I - 갯수~3채

수몇츠폼특성산출 I -흘폼특성

기압7} 암랜밸브최소

변〉뿔용량산출

- 가압기 안전밸브 $활용량명가

- 7밟기 양댄밸브최소 $훌용량 산출

•가압기 tF선밸브총 재방면척: O.αg

그립3-19

합조

그럼3-3)

화;ξ
~

닮13 밟아효

• 가입기 qf전밸브 최소 방출유량

*빌홀 조건: 17.24 tVPa

* 가임71 안전밸브 최소총 $흘유량.

100.575 생19<£-3 툼v'S , 578,070

kg;hr-3 툼V’s

* 가압기 안전밸브 1개당 최소 Fb훌유량

53.않5 생1sa:;-1 P>V,

192,69:> 않Ihr -1 룹V

랴.2차계통 연계사항

피동형 1000MWe 급 2차계통설계의 일환으로 NSSS 예비성능해석 입력자료

와 주요 AE 연계요건생산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계통의 일부 기가

및 배치관계는 AE 와의 협의룰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기타관련사항틀은 참조

발전소연 AP600의 SSAR 와 EPRI ALWR URD의 설계요건을 참조하였다

(3-14 , 15] ‘

KPI000은 3-루프를 가진 1000~1We급 피동형발전소로서 증기발생기 3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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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된 high quali ty의 중기는 l채의 공통헤

더로 포여 I단의 고압터빈과 3단와 져압터빈율 거쳐 전기를 생산하고 북수

기로 이송훤다. 북수기에서 웅축된 북수는 북수펌프로 4단의 저압예열기로

보내어지고 탈7171를 거쳐 굽수승압펌프와주곱수펌프를 거쳐 2단의 고압예

열기로 보내진 다읍 증기발생기로 주입된다 (그립 3-21 참조>. 2차계통의

과압보호률 위하여 충기발생기와 주증기차단 밸브사이의 격납용71 밖의 측에

추충기 안천밸브까 설치되어 있으며， 주중기안전밸브후단과 주충기차단밸브

샤이에논 복수기의 고장 또는 주증기 착단밸브 폐쇄사에도 증기발생기로부

터 중기률 땅출할 수 있도록 통력구동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었다. 터반정지

또는 부하감발과 같은 급격한 부하변동으로 인한 2차계롱의 열제거능력이

현저히 저하펀 경우 I착계몽을 정지시키지 않고도 초과에너지를 북수기로

우회시키는 터반우회밸브가 공통헤더에 설처되어 있다.

펴동형발전소는 격납용기격러나 방사성물질누출방지 풍의 기능을 제외하

고는 찬혈체꺼방식에 있어서 2착계통에 의한 안전관련기능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능동형발천소가 주급수계통과 비상급수계통으로 이루어진 반면 피동

형발전소논 주급수계통과 기통급수계통오로 이루어진다. 안천관련거농은

없을지라도 능동형의 비상급수계통을 대션한 가동급수계롱은 피동형안전설

비에 의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에 앞서 우션척인 대처계통으로서의 역할율

담당한다.

이러한 설계개업을 바탕으로 2차계통의 주요설계를 수행한 바 다음과 곁

은 예비설계치를 생산하였다.

(1) 2차계통 유량 및 설계압력

증거발생기설계로 젝시된 결파에 의하여 제시펀 전출력운전시 증기발생기

튜브봉쇄율에 따른 주요 설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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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량

운천압력

혀혈관무봉쇄시

4.839xl06 lb/hr‘

773.9 psia

450 양

}O% 펀염환북쐐셔

4.837xl06 lb/hr

760.0 psia

450 of

이다.

Programmed Tavg 가 결정시 사용된 원자로냉착재의 영출력샤 온도가 523.4

뻗‘ 이므로 그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압력이 증기발생기의 영출력 압력이 된

다. 2차계롱의 설계압력은 운전최대압력. 축 영출력압력으로써 증기발생기

또는 2차계롱의 설계압력은 940 psia 가 된다.

(2) 주증가안전밸브 크기

AP600 의 주증기안전밸브 설계개념 즉， 설계압력하에서 정격유량의 105%

를 감당하는 농력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용량이 산출된다.

。 증기발생기당 청격출력 증기유량 : 4.839x106 lb/hr

o 주증기안전밸브가 감당해야되는 증기유량 : 5.081xl06 lb/hr

o 밸브그룹올 3그룹으로 할 경우 각 주중기안천밸브가 감당해야 하는

중기유량 :

5.0Blxl06+3 =1.6937x106 lb/hr 이다.

효킹유량 관계식율 어용하여 .zt 주종겨안전밸브의 오리피스연척율 계산하면

orijce area = 0.23162 12
== 33.잃3 in 2

(= 6.52 in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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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증기 안전밸브는 각 주증기관에 3 개씩 있으며 3 뱅크로 구성판다. 뱅

크당 개방압력설정치는 각각 985 psig, 1013 psig, 그러고 1040 psig 이다.

참고척으로 주중기안천밸브 깨방시 3~ accumulation 율， 그려고 폐쇄시 5%

blowdown 을 척용한다.

(3) 터빈우회계홍밸브 크기

터반우회계통의 밸브는 8 개로서의 모두 글로브밸브들이며 총용량이 북수

기로 전출력중기의 40%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밸브당 감당

해야 놔는 배출용량을 계산하면

rη = 7.2끊5x105 lblhr

이다. 효킹유량관계석을 이용하여 각 터빈우회밸브의 목면적(Throat Area)

율 계산하면

orifice area = 0.12343 jt2 = 17.7737 in 2 (= 4.76 in diameter)

이 된다.

(4) 동력구동방출밸브 크기

AP600 의 설계개념에 의하면 복수기사용이 불가함 경우 1 차계통의 붕꾀

열 및 환열을 체거하는 거능을 담당하며 그 용량은 다음과 같다.

。 최소용량 : 65 , 000 lb/hr @ 100 psia inlet pressure (50 양Ihr 냉각

율강당)

o 최대용량 : 900 , 000 lb/hr @ 1100 psia inlet pressure

o 상시개방압력설정치 : 1050 p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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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율 만축하는 밸브크기률 구해보면 각각 0.0915 ft2 와 0.1154 ft2

가 나온다. 그러나 KPI000 의 열흘력증가를 비례척으로 감안하면 대략 다

읍과 칼은 용량으로 예비설정 하였다.

。 최소용량 : 74.446 lb/hr @ 100 psia inlet pressure (50 ~/hr 냉각

율캅당)

。 최대용량 ; 1, 030, 793 lb/hr @ 940 psia inlet pressure

。 상시개방압력설청치 : 890 psig

이툴 요건을 만혹시킬 수 있는 밸브크기를 구해보면 각각 0.1048 ft2
와

o. 155584 ft2
가 된다. 이 수치를 가지고 수행한 복수기진공상설 과도상태

에 대환 예비분석결과 방출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동

력구동방출밸브 크기률 주중기안천밸브와 동일한 크거로 하여 분석한 철과

가 보다 타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동력구동방출밸브 크기률 주중기

안전밸브 크기인 0.23162 ft2
로 예벼설정하였다. 이 분석에서 가압기크가는

2100 ft3

’ 그리고 RPCS 에 의한 50% 원자로출력강발능력이 있는 것을 가정하

였다. 동핵구동방출밸브는 착 주중71판에 l 재썩 설치되어 있으며 주중거

안천밸브전단에 설치된다.

가압기 크기결정과 연계하여 2차계통 설계치 민감도분석을 롱하여 설정판

가압기 크기 (2300 ft3
)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증기안천밸브 크기 수준

율 100"-'로하여 위 동력구동방출밸브 요구크기 ( =::67%) 를 포함한 60% 크기

까지도 동력구동방출밸브작동으로 주중기안전밸브가 개방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각 동력구동방출밸브 면척을 0.155584 ft2
로 예비설정 하

였다. 이때 동력구풍방출밸브의 천개방압력은 890 psia 이며 전혜쇄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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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psia 이다.

(5) 주증기배판

주중기배관설계는 g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NSSS 예바 안천/성농해석 입력

자료를 위하여 2차계통의 대략적인 크기률 산정하였다. 여치서 산정판 배판

셜체률 여용하여 수행할 NSSS 예바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AE 연계요건을

생산할 예정어다.

AP600 추중기배관의 중지유량 (최소배관크기기준) 또는 증가속도를 계산

하면

중기속도 =4 , 225 , OOOxO.55773+ (풍2.26 2) = 163.17 t/sec

여기서. 운전압력 : 815 psia • 비체적 : 0.55773 ft3
/ lb

주중기유량 : 4.225.000 lb/hr

최소배관내경 : 27.124 in 二 2.26 ft

KPI000 의 주증거배관올 AP600 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중기유량 또는

중기숙도는

1t ........,. 2
증가속도 =4, 839. OOOxO. 58941+ ( τ2.26~) = 197.5 t/sec

여기서 , 운전압력 : 774 psia • 비체척 : 0.58941 fe l1 b

주증가유량 : 4 , 839 , 000 lb/hr

최소배관내겸 : 27.124 in =2.26 ft

AP600 과 KPIOOO 사이혜서 주증거속도가 20% 차이가 생기고 그 결과 계통내

압력갑소치는 계통의 크기가 동일하고 압력감소껴l수가 같은경우 밀도영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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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려하여 약 39%의 압력강하증가거 KPI000 에서 발생한다. KPI000의 낮

은 운전압력과 발천소효율측면울 고려할 때 최대압력강하가 AP600 경우와

칼은 크기가 되게할 경우 KPI000 의 중기숙도가 167. 74 ft/sec 063.172+

0.55773=?작0.58941) 이어야하며 여률 위한 배관면적은 4. 72317 ft2
또는

2.4523 ft 내경의 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KPI000 의 주증겨배판은 공

칭 34 in 이며 최소내경은 29.43 in 가 되어야 한다. 이값율 근거로하여

계산된 KPI000 와 주중기배관의 주요걸여. 체척. 그러고 압력강하겨l수 풍율

나타내었다{표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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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2절 안전섣벼

1. 개 요

KPI000의 안전셜비의 기본개념은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비상발전기의 천원

융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연력인 중력과 피동형 설비인 압축공기의 힘만으로

운천자의 조치 없이도 12시간동안 딴전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개념을 만축셔키가 위하여 KPIOOO의 안천설비는 AP600과 동일

한 피동척 안전설비연 피동안전주업체통. 피동잔열제거껴 l롱， 갑랍껴l통， 표l

봉격납용기 냉각계통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통은 사고시 서로

연계하여 노섬의 반웅도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노섬에서 발생하는 잔열율 제

거하여 발천소의 얀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동형원자로의 안전실비는 사고의 종류에 따ct 작동방법에 차이거 있다.

원자로냉각재의 압력이 빠른속도로 감합되는 대형냉각채 상실사고시에는 원

자로냉각재계통외 압력이 촉압기의 압력이하로 신속하께 참압되어 먼저 축

압기에 의해 원자로하부공동과 노심에 냉각수가 주입펀다. 야후 원자로냉각

재의 압력이 IRWST의 수두이하로 캅압되면 원자로 상부의 IRWST로부터 냉각

수가 주입되어 노심과 원자로를 완천히 잠겨도록 하역 잔열을 제거한다. 그

리고 축압가와 IRWST주입시간 사이에 노심보충수 탱크의 냉각수가 추입되어

잔열을 제거하는 기농을 한다.

그러나 원자로냉각채 계통의 감압율이 낮은 소형냉각채 상실사고샤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설정치 야하로 감소되면 노심보충수 탱크가 먼

저 작동된다. 노심보충수 탱크는 원자로냉각채가 고압얀 상태에서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유지하고 노심의 반웅도를 감소시키거 위하여 고농

도의 붕산수를 주입하는 71농과 노심보충수 탱크의 수위설정치에 의해서 감

압계통의 밸브를 작동시키는 기농을 한다. 노심보충수탱크의 수위설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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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 작동펀 감압계통와 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율 적절하게 조철

하며 감압시켜샤 IRWST의 냉각수가 주입되기 전까져 노섭 보충수탱크와 홉

합기에 저장훤 붕산수률 이용하여 노심이 발생하지 않고 노섬율 냉각시컨

다. 노심의 압력어 IRWST의 수두이하로 감압되면 IRWST로 부터의 냉각수가

주업아 시착되며 최종척으로 노심과 원차로는 IRWsr의 냉각수에 완전히 참

기어 이후 자연순환에 의해 노섭의 잔혈이 제거된다. 이와같이 노섬에서 제

꺼된 찬열응 격납용기내부에 촉척되어 격납용가 대기의 합력과 온도를 충가

시키며 피동격납용기 냉각계통을 통하여 최종 혈침원인 대기중으로 방출된

다.

벼냉각채 상실사고시에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해 노심의 잔열이 IRWST

외 냉각수로 전탈펀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감소되면

피동잔혈제껴계통 차받밸브가 캐방되어 잔열여 피동잔열꽤거열교환기를 통

하여 IRWST어l 전탈되며 이때 IRWST냉각수는 비동.중발을 계속하여 격납용71

내부의 올도와 압력이 상승시키고 이예따라 피동격납용기 냉각계통이 작동

하여 격납용기내부에 축적된 열이 외부대기로 방출된다.

2. 설계겨준 및 가능요건

KPI000 벌천소의 안전설비는 미국의 W/H사에서 개발한 600MWe굽의 AP600

발펀소률 기준으로 용략을 격상시켜서 설계된 1000MWe급의 피동형 발천소이

다. 피통형밥전소의 안전설비에 대한요건은 며국의 EPRI 까 주관이 퍼어 사

용자요건으로 설정된 EPRI URD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안천설비천체에 대

한 포촬척 인 요건은 다읍과 같다.

。 비상발전기률 사용하지 않고서도 안전설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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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 12사간까지 운천원의 조칙없이도 발전소가 안천한 상태로 유

지되어야 하며

。 노섬손상빈도가 1.0XI0-
5
야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롱의 신뢰성이 확

보되어야 하며

。 대형냉각채 상실사고시에는 노심의 꺼동이 미국의 1OCFR50. 46(f)의

요건을 반촉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 칙경 6’크기의 냉각재 상실사고꺼지 노심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롱아

셜계되어야 한다.

이와곁은 안천설비에 대한 포괄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기 워하여 각각의 계

통에 대한 요건은 각 계통별 요건에 상셰허 기술하였다.

3. 계통 설계

가. 감압 껴l통

(1 ) 감압계통의 룩성

용량컵상원 피통형원자로의 감압계통 설계를 위한 특성 파악을 목척으로

참조노형인 AP600의 자동감압계통의 설계요건과 그 구성 그리고 착동륙성을

검토하였다.

AP600의 자동감압겨I통은 사고초건에 따라 비상노섬냉각기눔을 수행하가

위한 피동노십냉각체통의 작똥을 가능하게 한다. 자동감압계통밸브릎은 원

자로냉각채계통의 일부로서 파똥노심냉각계롱과 연케하여 SBLOCA시의 요구

되는 성농요건을 반족하고 LOCA시 피동노심냉각계통아 작동되는 시점에서부

터 장기냉각을 수행하는 동안 노섭을 효과척으로 냉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럽 3-22에 보인 AP600의 자동감압계통응 원자로냉각채계통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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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l동노섬냉각계롱과 연계되어 있으며 감압율 위하여 원자로냉각채률 가압기

로부터 격납용기 LH 책장천수조(IRWST)로 방출하는 1단에서 3단까지의 밸브

그룹과 원자로냉각채계롱의 고온관으로부터 격납용기 때기로 직첩 방출하는

최종단계의 밸브그룹율 포함하는 4단계의 강압계롱이 2-train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반에서 3반까지의 단쩨는 가압기 안천밸브와 공유하는 가압기 상부

의 노률에 연결되어 있고 노즐하단부는 병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

다 2개의 밸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4단계는 직렬로 연결된 2개의 밸브

그룹이 각각의 고옴관 상단에 연결되어 있다. 자동감압계롱의 오작동율 방

지하기 위하여 2/4 논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밸브는 2개의 밸브로

구성되고 고온관에 연결펀 4단계는 정상작동압력에서 열리지 않도록 셜계되

었다.

자동감압계통은 노심보충수탱크(C찌)와 축압기(Accumulator) 그리고 채창

천수조(IRWST)와 함께 작동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을캅압시키며 원자로냉각

재의 채고를 노섬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능율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요안에 의하여 소형 원자로냉각재 상설사고가 발생하면

파손부분으로 냉각재가 방출되면서 압력과 냉각채의 재고량이 감소하게 되

어 원자로가 정지하게 되고 가압기의 압력이 낮아자면서 안전주입산호가 발

생하케 된다. 안전주입신호가 발생하면 αIT의 입구와 출구부분의 격려밸브

가 개방되면서 C~π는 원자로직접주입관(DVI)을 통하여 원착로심으로 냉각재

를 주입하기 시작한다. CM'[룰 통한 냉각재의 보충으로 απ의 수위기「낮아지

면 απ악 수위에 의하여 작동되는 자동감압밸브가 각 단계별로 순차척으로

깨방되는데 75%의 수위에서 i단계의 감압밸브가 개방원다. 1단계의 감압밸

브가 개방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감압이 가숙되어 αIT에서의 냉각재 주입

이 증가하고 CMf의 수위가 60%에 이르면 2단계 감압밸브가 추가로 열리게

된다. 2단계 감압밸브의 개방을 전후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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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많Wa(700psia)에 이르면 축압거의 격러밸브가 열리어 축압겨로부터 냉각

째 주입이 시작된다. 축압기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낮어질수록 압력차가 충가하여 주업량이 충가하게

되는데 촉압기로부터의 주입량이 증가하면 곁윤 DVI관을 사용하고 있는 없r

연결부분율 7t압하게 되어 축압기로부터의 주업이 같날 때까지 orr에서의

냉착재 주엽은 정지하케 된다. 때r의 수위가 50%에 이르면 3단계 감압밸브

가 개방되고 20%에 이르면 마지막 4단계 감압밸브가 개방된다. 4단계 감압

밸브는 고옹관 상반에 연결되어 있어 이 밸브가 열리면 원자로냉각재의 수

위가 고온관 상단 높어 이하로 낮아져 증기만이 방출되는데 원자로냉각채겨l

롱의 압력이 충분히 감압되어 IRWST로부터 중력에 의한 비상노심냉각채의

추엽이 가농하게 된다. IRWST로부터의 안전추업이 71-농하게 되는 시점은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합력여 IRWsr의 높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두보다 낮온

최소압력을 유지하며 냉각재의 재고량 역시 최소인 순간이다. 또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낮아 자동감압밸브룰 통한 방출은 Choking 현상이 붙

나 방출량이 감소하므로 IRWST로부터의 주입으로 인하여 냉각재의 재고량은

중가하게 된다. IRWST에서의 주입전에 노섬보충수랭크로부터의주입은 종료

되지만 많은 양의 채고률 확보하고 있는 IRWST로부터의 주입은 노심의 노출

을 방지할 수 있고 피통적 방볍에 의한 장7) 냉각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노섬보충수탱크의 기능은 전반적인 노심의 수위유지 기농을， 촉압기는 큰

주입유량으로 비교척 단시간동안 노심수위를 효과척으로 보충하는 -71농을，

그러고 IRWST는 장가간 많은 양의 냉각수로 노심수위의 유지와 합께 노섬율

냉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동캄합밸브 각 판계별 개방시기는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압력변화를 결정하고 노심보충수탱크 빛 축압기로부터의 주

입율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감압밸브의 추가개방은 감압올이

캄소되어 개방확어 있는 밸브를 통한 냉각재의 방출로 감압이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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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없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착동감압계풍의 밸브률은 내진둥급 1. AP600 기기둥급 A로 분류되며 AS~또

Section III ,Code, Class 1에 따라 혜작된다. l단계 밸브는 모터구동 4인

치 Globe 밸브이며 2단계와 3단계는 모터구동 8인치 Gate 밸브 그리고 4단

체는 공기-피스톤 구동 12인치 Gate 밸브로 구성되어 총 16개의 밸브가 자

동감압체몽융 구성하고 있다. 모터구동 밸브의 설계압력은 표 3-13어l 제사

또한，되었다. απ 수위에 의하여 작동되는 밸브들은 감압옳을 조정하기 위

하여 각 단의 작동에 시간간격을
1::: .....
I~ 있으며 이률의 륙성과 체원은 표

3-14에 제시되었다.

(2) 용량격상을 위한 분석대상

소형냉각재 상설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냉각채악 채고량은 감소하는 반면

어} 압력은 수두차이를 이용하는 피동형 안전주입계통이 기능을 수행할 정도

로 충분히 감압되지 앞는다. 그러므로 원자로냉각채의 재고량의 방출율 최

소화 하면서 원자로냉각채의 압력을 감압시켜서 노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비상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척절한 감압가능이 필요하다. 피동안

전주입을 가능하게 하는 원자로냉각재겨l통의 z}o~.，g，.
t:I t:l \- 자동감압계롱을 통한

냉각재의 방출로 이루어 지는데， 。l 때의 방출유량은 감압능력과 직결되므로

계통의 감압을 보장하고 노심손상을 유발하지 않는 적정유량이 확보되어야

측 과다한 방출은 감압에 효과척이나 냉각재의한다.

의 위험이 있으벼 과소한 방출은 감압이 제대로

손실이 많아 도심손상

이루어지져 않아 안전주입

어i 장애요인어 되고 이로 인한 노심손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척정한 감

압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밸브의 크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통의 정확한

이해와 함꺼l 유통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감압계통 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고는 감압밸브가 불사에 열려는 경우얀마

- 138 -



감압계통의 채방으로 언하여 가압기의 압력이 낮아져 원자로가 정치하며 안

천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원자로가 정치한 후 발생되는 잔열은 다른 파손부

분이 없기 때문에 감합밸브률 통하여 방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 감압밸

브륭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은 감압밸브가 개방되는 다른 SBLOCA의 경우보다

많으므로 감압밸브의 불시착통사고는 감합밸브의 크기를 절정하는 제한사고

가 된다.

(3) 분석사 사용한 가정

격상된 용량의 캄합계통을 셜계하기 위하여 설정한 설계의 기본 방향은

격상된 용량획 KPIOOO의 감압계통은 참고 발전소언 AP600획 감합계롱과 동

일한 륙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KPI000 감압계통의 구성은 AP600

감압계통의 구성과 같운 4단의 밸브그룹으로 이루어지고 냉각재의 보충은

노심보충수탱크 (απi와 축압7{(Accumulator) 그러고 격답용기내채장천수조

(IRWST) 호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 4단 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Lo얘수률 3개로 증가시키고 격상된 용량으로 얀하여 요구되는 방출얼량이

증가되었으므로 3개의 그룹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기본 설계방향하에서 감압밸브를 통하어 냉각재률 방출하는 사고

에 대학여 다음과 칼은 가정을 적용하여 감압계통의 거동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 계통의 체적은 일정하다.

。 노심잔열은 10 CFR 50 Appendix K[3-16] 에 따라 ANS-1971[3-17) 의

붕꾀혈 산정방식을 사용하였다.

。 겨1롱에서 방출되는 유쳐1는 갑압밸브에서 다10king 완다.

。 Choking 모델은 CRITCO 모델 [3-18] 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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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r. Accumulator‘ 빛 lRW맑‘로부터 주입되는 주입량은 AP600의 사고

해석경우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 orr의 압력은 계롱압력과 같고 옴도는 48. gOC로 일정하다.

。 Accumulator의 압력은 4.83MPa , 온도는 48. gOC로 일정하다.

。 방출 빛 주입배관에서의 마찰손설은 무시되었다.

(4) 분석모형

갑압계통의 작동은 원자로냉각재계롱에서 유쳐l와 유입과 유출이 있는 경

우로 이 때의 원자로냉각재계홍의 불cl 적 거통을 간략히 정 c}하면 다음과

같다. 체척이 V, 질량이 M인 Res에서 IIlout의 방출유량이 ho.out의 에너지룰 수

반하여 ADS를 통하여 방출되고 min의 유량이 hot in의 에너지를 수반하여 @π，

Accumulator 빛 IRWST를 통하여 주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심의 잔열아

qln으로 공급되며 S/G풍으로 qout의 열량이 방출되고 있다. 이러한 계통에 질

량 보존식파 어l너지 보존 방정식을 적용하면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데 앞

절에서 폐시한 가정을 척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기로 한다.

Res

min , hot in > ) lIIout. hot cUt

P

v

qin > U > qou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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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보존식;

에녀지 보존식:

뻐/dt + IDout - min = 0 (3-20)

dU/dt + PdV/dt + IDout 110.ωt - min 11o, 1n + qout - qin :: 0 (3-21)

지배방정식 (3-18， 19)를 해석하여 P와 M을 구하면 껴l통의 압력변화와 채고

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야로써 RCS에서 감압밸브가 작몽하여 계통으로

부터 유체가 방출회고 필요한 주입아 있는 경우를 해석하기 위한 간단한 해

석모형이 설정되었다.

(5) 분석결과

설정된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P600의 Inadvertent 0야ning of ADS

Valves 사고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입력착료는 AP600의 설계

자료와 안천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그럼 3-23와 3-24는 AP600의

감압계롱이 불시에 작동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결과를 AP600의 얀천해석 결

과와 비교한 것이다. 모든 입력을 AP600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용하였을 때

분석결과는 위에서 저l사한 가정풍을 고려합 겸우 AP600의 안전해석 결과툴

매우 유사하게 따르고 있어 분석모델이 계통와 거동특성을 척절허 반영하고

있다고 펑가할 수 있다.

분석모텔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후 이를 격상된 용량의 KPI000 도형에 척

용하여 감압밸브의 크기에 따른 감압겨1통의 성능을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KPlOOO에서는 열출력이 3330MWt이며 이에 따라 Res의 흥n척과 안천셜버인

대r 빛 Accumulator의 쳐1척도 종가되었는데 분석에서는 야를 종합하여 사용

하였고 사고진행경위는 AP600의 경우를 따른다고 가청하였다. 표 3-15에서

는 KPI000의 RCS 채척을， 표 3-16에서는 c~rr와 Accumulator 의 크기를 져l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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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KPIOOO의 ADS 밸브의 크기와 갯수는 1단에서 3단까지는 AP600과 동

일하께 유지하였으며 4단 밸브의 경우는 크기는 AP600과 같고 갯수는 3채로

하였다. 그러나 해석에서는 단얼기기고장을 척용하여 4단밸브는 2개만 열리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석결과는 그립 3-25에 압력분포를， 그럼 3-26에

냉착채 재고분포흘 초기값에 대하여 무차원화한 값으로 혜시하였다. AP600

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KPI000의 감압율이 다소 느련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4단 밸브가 열학고 IR\YST의 주입율 허용할 수 있는 압력에 도달하는 시

점은 상호 유사하였다. 냉각재 재고의 분포는 KPIOOO이 AP600의 경우보다

천반척으로 많은 양을 나타내고 있어 노섬노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AP900[3-19 ， 20] 에 대한 분석결과와의 비교애서 강압율운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사고진행 과정의 상야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해될 수 있다.

그립 3-27과 3-28에서는 KPI000의 2단 밸브가 개방된 후 낮은 Quality의

유체가 방출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낮은 Qua1i ty의 유체가 방출되면 유

체의 방출량이 증가하여 냉각재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십노출의 위험

이 따르게 되는혜 그럽 3-27의 결과는 AP600 수준의 채고를 유지하고 있읍

올 보이고 있다. 이는 KPI000 의 ADS를 통과하는 유체가 낮은 Quali ty를 갖

는 변화가 있더라도 감압가능을 수행할 수 었어 노심노출의 가놓성을 배제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럽 3-29과 3‘30에서는 l반에서 3단까지의 밸브크기를 AP600에 벼하여

1. 5배로 증가서키고 4만은 3개의 밸브륭 유자하는{작동은 단얼기치고장을

척용하여 2개한 됨) 겸우로 계통의 거동이 AP600과 거의 유사합올 볼 수 있

다. 그러나. 1단 밸브의 크기 증가는 초기의 압력강하에 륜 영향을 주지 않

으며 2단과 3단의 밸브 역사 크기에 따르는 감압율의 변화가 크지 않고 이

를 증가샤킬 경우에는 ACCWDl나와야둥의 크기가 동시에 증가되야야 하는 펼

요성이 있어 바랍직스럽지 않은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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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상과 같이 설계기준사고인 Inadvertent Opening of ADS Valves사고률

분석하여 ADS률 통한 감압율의 영향옳 고려하여 ADS의 감압71농요건 만촉여

부률 판단하여 보고 ADS 밸브를 통한 방출열량율 고찰함으로서 그 영향을

감압밸브의 설정에 반영하였다.

(6) 여l 비설계

앞철에 기술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용량격상된 피동형원자로 KPIOOO의 ADS

는 I단에서 3단까지는 AP600과 통일하게 2개의 4인치 Globe 밸브. 2개의 8

인치 Gate 밸브 빛 2개의 8인치 Gate 밸브가 요구되며 4단운 3개의 12인치

Gate 밸브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ADS률 구성함으로서 요구되는 캅합율율

충폭시킬 수 있으며 척기에 필요한 비상노섬냉각재수를공급하여 냉각채재

고량율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어 노섬노출의 가능성올 체거할 수 있다‘ 격

상된 용량에 따른 4단 밸브의 Train 증가 이외에 AIS 밸브 크기 증대는 감

압에 큰 도움율 주지 않는다. 아는 또한 재고량율 더욱 감소시카고 다π.

Accumulator 등의 크기를 증가시커야 하는 문제접들이 있어 바랍직하지 않

다. 감압계통의 설계관련 변수틀의 예비설계값틀은 표 3‘ 17에 체시되었다.

나. 피동잔열제거계톰

(1) 재요

피동잔열제거계통은 급수상설사고와 같은 2차흑악 열침원이 상젤되었율

경우 노섬의 붕괴혈올 제거하는 기눔을 수행한다. 표l동잔열제겨1통운 농동기

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순환으로 잔열제거기농을 수행하는데 발전소의 출

력증대에 따라 피동잔얼열교환기의 용량도 종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천소의 용량격상에 따른 피동잔열저1거계통의 관련 설계채원을 설정하거

워하여 계통의 해석모형을 설정하고 성농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lOOOM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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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피동형발천소의 노심붕괴혈을 감당할 수 있는 피동잔열제거열교환기의

셜계제원을 설정하고자 최적혈수력 코드인 RELAP5/MOD3률 여용한 해석모형

울 설정하고 입력자료률 생산하여 해석울 수행하였다.

(2) 계통의 특성 및 설껴l 요건

(가} 겨l 통의 특성

:nl동잔열제거겨l통은 기동급수계통의 작동이 불가농하고 이차측이 혈침원

으로서의 가능을 상실한 Non-LOCA 사고사에 끄l동잔열제거열교환기(그립

3-31 참조)를 통해 노삼의 붕꾀혈 빚 기기잔혈을 제거한다. 피동창열쩌I거계

롱은 거존능동형 발전소의 보조 혹은 비상급수계통의 가능을 수행하며 발전

소출력의 정상 압력 빛 온도에서 작통이 가농하다. 피동잔열제거열교환기는

원자로냉각재 고온관상부에 우I치한 격납용기내재장전수조내에 설치되어 있

고 그리고 야 계통의 운전은 정상사에는 닫혀있다가 비상사 증기발생기의

저수위선호가 발생하면 Fail-Open되는 공기구동밸브가 열리면서 시작된다.

공기구동밸브가 열여 자연순환유로가 형성되면 최종척으로 열교환기를 통해

서 노심의 잔열이 제거된다.

(나) 겨|통의 설계요건

피통형발천소의 피통잔얼제거껴l통의 기능척요건은 다음과 같다[3-21].

。 모돈 설계기준사고. 초기사건， 제한 단일사고 그러고 72시간 동안 교

류천원 상실사고시에 원자로냉각채켜l통과 격납용기의 온도 및 압력이

설계제한치 이내로 유지휠 수 있도록 노심 냉각기눔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합.

。 발천소 전출력상태의 압력 및 온도에서 36시간동안에 안전상태(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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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Condition: 420 or)에 도달할 수 있는 냉각눔력율 보유하여야

함.

。 교류천원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운전상태의 원자로냉착재 온도 및 압

력으로부터 안전상태로 냉각가능하여야 합.

또한 피풍잔열체거켜l통의 성농요건은 다음과 같다[3-21J.

。 표l동잔열제거계통은. 2차츰올 통한 잔열제커지능이 상설되었다는 가

청하에서， 정상급수상실사고시 가압기의 안전밸브흘 통한 냉각수의

방출율 방지할 수 있는 용량보유‘

。 원자로정지후 36시간안에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420 of까지 냉각시철

수 있는 용량보유.

。 피동잔열져l거계통은 운전착가 Res의 냉각옳을 설계허용기준내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

。 피몽잔열져l꺼계롱은 중기발생기/보조{비상)급수계통 빛 정상잔얼쳐l거

계통과 갈은 비안전둥급의 잔열채거계통과 동시에 착동가능하여야

함.

(3) PRHRS 해석모형설정 및 해석

(가) 해석모형설정

본 해석은 RELAP5/MOD3 코드를 이용하여 PRHR 계통을 모의하고 용량격상

에 따른 잔열저I져 계롱의 설계제원을 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통의 해석

모형은 그립 3-32와 같이 단순한 I착계통과 고옹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척납

용기내 채창전수조내에 위치한 열교환기를 거쳐 증기발생거의 저온관출구

노즐올 통해 다시 져온관으로 연결된 혜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해석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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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펀 입력자료틀은 AP600의 관련자료[3-7 ， 23] 와 용량척상자료[3-24]률

이용하여 결청하였다. 한편 용량척상발전소 계통모의시 증기발생기에 대한

상세한 설체져l원 설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원자로 정지후 약

30분 후 중기발생기의 2 차측이 고잘되어 열침원으로의 기능을 상설하게 되

므로 PRHR 계통의 성농병가률 위한 해석애샤는 중기발생기를 고려하지 않아

도 큰 영향율 미치지 않율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해석모형에서 중기

발생기모형율 제외시켰고 또한 해석의 모의 섯점율 증가발생기악 2차측이

고칼되는 섯첨인 1000초로 정하였다- 그러고 본 해석 수행애 고려된 가정사

항툴은 다음과 같다.

。 발전소는 열출력 100%로 운전펀다.

。 계통내부의 유동장은 단상，버압축성 및 l차원이다.

。 Rep 펌프눈 작동하지 않는다.

。 2차륙을 통한 열천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모의섯점은 중71 발생기를 통한 혈전탈을 무시할 수 있는 섯점， 원자

로정지후 1000초로 하였다.

。 열교환기의 2 차측， 즉， IRWST 저장수의 옹도는 격납용기내 압력에

대한 포화온도로 가정한다.

。 모의섯점 이후에는 주급수 뿐만아니 라 기풍급수의 공급도 없다.

。Decay Heat Model은 1971 ANSI!ANS 모델을 사용한다.

(나) 해석모형 입력자료설정

KPI000 해석모형에 사용펀 초기조건， 기하형상 입력자료 그리고 열전탈계

수를 결정짓는 열전탈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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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초컨(원자로첫지후 1000초)

~고온관옹도 : 590 K

- 저온환 옹도 : 550 K

- 원자로 냉싹재 계롱 압력 15.5 MPa

- 자연순환 유량 : 60 Kg/sec

- 원자로 냉각재 체통 유량 : 600 Kg/sec(15141 Kg/sec 의 4%)

기하헛상 임력자료

- 노심관련 입력자효 표 3-18 참조

- 고온관

• 내경 : 0.7874 m (31 n
)

• 유로변척 : O.487m2

·총길이 : 5.88 m

- 져운관

• 내경 : 0.5588 m (22 ‘ )

• 유로변척 : 0.2452 mZ

•
총길이 : 6.49 m

- 피동잔열제거계통 및 관련기기 표 3-19와 그럽 3-33 참조

여기서 고온관과 열교환기 튜보입구배관사이는 6개의 90° elbow로 연결되고

열교환기의 출구로부터 중기발생기 저온관축 노즐 입구까지 또한 6개의 90°

elbow로 체통이 연결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RELAP 해석모형에 입력자

료로 주어지는 형태손실체수값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혐 EN쏟섣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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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Tee의 경우에 지류배관에 대한 형태흔실계수는. K=60 ft .

의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는터1 본 해석에 사용된 P뻐RS의 배

판크기는 10"이고 이 빼관크기에 대한 마찰계수.fT ，는 0.014이다

[3-27] . 따라서 Standard Tee의 .701류배관에 대한 형태손설계수는

0.84로 주어진다.

- Standard 900
elbow의 형태손실계수는 30fT 로 주어지므로 10 ’ 배관

에 대한 형태손설계수는 0.42이다.

- Gate valve를 사용하는 격러밸브의 형태손실계수는 8fT 로 주어지므

로 10" 배관에 대한 형태손실계수는 0.112이고 그러고 ball valve

의 착똥밸브의 형태손실계수는 3fT 인 0.04로 주어진다.

(다) PRHR Hx어| 사용된 열전달상관식

딴상대류협추{탑

PRHR 열교환71의 튜브내륙으로 흐르는 고옹의 1차 체롱냉각수는 튜브벽면

율 통해 져온의 IRWST저장수측으로 열을 전탈함으로써 냉각된다. l*l- 쩨통

냉각수에서 열교환기 튜브t..fl 역으로 전달되논 열속은 다음식으로부터 계산된

다. 즉，

q =hp(Tp-Tω，)

여가서 hp 는 Dittus-Boelter 상관식[3-25]안

hp =O.023옳 Pr 04Re°.8

(3-22)

(2-23)

로부터 계산된다. 그리고 Tp 와 Tll' i 는 l차계통 냉각수 및 튜브내벽 옹도야

다.

핵비뚱 혐천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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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의 외벽과 IRWSl‘ 저장수와의 혈천탈은 비동열천달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데 본 해석모형에 사용된 핵비동 열천달계수는 미국 W/H 에서 수행한

AP600악 피동잔열쩨거 열교환기의 열천탈 셜험결과[3-26] 률 사용하여 얻운

핵비동영역의 열천달 상관식을 샤용하였다. 그 상관식은

q" = 7.28..\'10- 2 11y2.38 K1ψInn 2 (3-24)

이다. 여기셔 AT 는 열교환기의 외벽옴도와 IRWST저장수 포화온도와의 차

이이다.

천이버퉁 협천탑삿관식

천이버풍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벽면외 과열도 (Tw - Tsad가 지배척이며

져압의 운전영역에서는 압력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여와같은 영향인자

률 고려하여 Bowering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q = OqCHF + (1- 'O )qMIN

여기서，

Tw-TMIN
'0 = ( … ……

Tα{F-TMlN

(3-25)

(3-26)

로 주어진다. 아와 같어 천이바등영역의 열속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계열

유숙상관식(q’， 다~F )， 최소박버둥혈속(q"MIN) 그러고 암계열유숙온독 및 최

소막바퉁온도동아 필요한데 다음에 그 관계식률을 가술하였다.

엮겨I염속 삿관석

임계열속에 대한 상관석은 크게 pool boiling에 관한것과 flow boil ing에

대환 것으로 대별되는데 pool boi 1i ng 상관식은 명판의 밑면올 7t열한 실협

의 상관식이고 flow boi 1ing의 상관식은 원통이나 봉다벌의 실험어l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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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식이다. 상관식선정에 영향율 주는 인자는 입구축 유쳐l의 subcool ing, 유

동유량， 합력. 그리고 기하인자에 의한 영향둥이 있다. 이와같은 영향을 고

려하면 Rohsenow &Griffith의 상판식 [3-25] 이 척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q ” = KRGPgh& (g/g 。) V4( Pl-Pg/P g)05

여기서，

~ =143 ft/sec or 0.012 m/sec

!50= 해변수우1 충력상수

(3-27)

최소막비퉁 열숙상관식은 수력척 모형과 열역학척 모형에서 출별한 여러

형태가 있으나 유량， 중기의 quality. 압력， 포화상태. 표딴가공상태풍을

고려한 결과 Berenson 상관식 [5]에 가열면과 액쳐l의 접촉과 접촉변의 액체

미소충을 고려한 아래 HenryE.1 상관식 [3-25] 이 척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T휠-TSAT = 0.127 P 보1L[ g(Prpg) ] 213[ g c!J ]05[ U따 ]113
U kuf Pf+Pg g(P「 Pg) gc(Pt-Pu)

(3-28)

T}f-l떻 / ( pkc) l-- = 0.42[U Y
없 - Tl v .....LJ I. Y (pkd ψ

hlg ... 05
Cω(T양 -Tl) J

(3-29)

단， 위 상관식은 Britsh 단위 사용에 대한 표현식이다.

박비퉁 혈천탈계수

막비풍 열천탈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질량유속과 압력이 있으나 질량유속

은 저유량의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나 합력의 영향은 중기막 두께에 영

향을 주어 압력이 증가하면 두께가 앓아지면 열전달이 증가하게 되므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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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동혈전달 체수에 큰 영향율 주계 환다. 이러한 륙성율 고려힐 때

Berenson의 상관식 [3-25] 이 척철할 것으로 여겨진다.

q ” = 0.425쭈한 pgg(pIPg)싫hlK )~옆견 (3-때)
A. c L KgUg

여기서，

Ac= 21t[ o ]0.5
g(Prpg)

~Tx=T때0- T sat

(3-31)

이다.

이와 같은 열숙상관석을 RELAP 해석모형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을 수정하거나 또는 열교환기의 외벽온도에 대한 열전달계수값률을 입력함

으로써 가농하다. 단 이때 IRWST 저장수온도는 일정한 대기압의 포화온도로

유지되었다.

(4) 성능해석 결과

(가) 여|비성능 해석결과

KPI000 PRHR Hx의 성농평가를 수행하기전에 해석모형의 초기조컨 민감도

와 PRHR Hx의 성능을 결정잣는 주요인자틀의 PRHR Hx 성농영향펑가를 수행

하였다. 초기조건 민캅도분석은 AP-600 PRHR Hx의 성능명 7}시 예비수행하였

다. 따라서 초기조건 민감도분석운 AP-600의 입력자료와 AP-600‘ 피동잔얼제

거계통의 설계요건인 72시간내에 RCS 온도를 204.4 °c 이하로 냉각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요견을 근거로 하여 72샤칸동안에 돼한 모의계산을 수행하였

다. 이때의 초기조건은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WH에서 수행한

Non-LOCA 해석결과 [3-23] 를 근거로하여 가장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였다. 또

한 PRHR Hx악 성능을 결정짓는 주요인자틀의 성능영향평가를 위해 혈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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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놀이， 열교환기의 튜브갯수， 열전탈계수 그리고 형태손실계수값률에 따

른 열교환기악 성능영향명가는 KPIOOO의 경우에 대해셔 수행하였다.

CD 초기조건 민강도 분석

초기조건의 민감도분석을 위핵 먼저 고온관 빛 저옹관와 온도를 다르게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PRHRS의 작동초기는 두 초견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지만 열교환기가 작동된 후 약 2000초 부터는 초기초건의 영향이 없읍

을 그럽 3-34률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연순환유량과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초기조건을 탈리하여 성능해석을 수행해 보았으나 마찬가지로 초기

조건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조건에 따른 해석결

과의 영향은 아주 척은 것으로 명가된다.

® PRHR Hx 성능염향평가

PRHR Hx 성농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여겨지는 설계인자틀중 혈교환기의 열

천탈 면척을 결정하는 튜브갯수와 자연순환유량을 결정짓는 PRHRS 열교환기

의 중심높이와 형태손실계수 그러고 혈전탈계수에 따른 PRHR Hx의 성농평가

룰 수행하였다. 이때 모든 얀자틀의 값틀은 PRHR Hx의 성능을 향상시커는

방향으로 중감시켜 해석을 수행했는데 그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어 요약된

다.

o PR뻐 Hx의 중심높이를 기준높이 (4.572m)보다 10% 인 0.4572m를 높였

올때 원자로 정지 후 36셔간에 고온관의 옹도는 약 2.06 °c 더 감소했

다. (그럽 3-35 참조)

。 p뻐RS의 형태손실계수를 l Q% 감소시켰을때 고온관의 온도가 약 1.83°C

더 감소했다. (그립 3-3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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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RHR Hx 튜브외벽의 열천탈계수률 10% 증가시켰을때 고올관의 옴도가

약 0.28 °c 더 감소했다. (그렴 3-31 참조)

o PRHR Hx의 튜브수률 10"A: 증가시켰율때 고온관의 온도가 약 1. 13 °c 더

캅소했다. (그림 3-38 참조)

위의 결과를 참고로 PRHR Hx의 성농애 가장 크게 영향율 주는 설계인자는

PRHR Hx 의 중심높이와 형태손실체수로 나타났다. 그런데 PRHR Hx는 IRWsr

내에 위치하여 PRHRS 작동후 설계요건에서 요구하는 일정시간동안 pees로부

터 회수되는 웅축수가 없이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PRHR Hx의 상부에 일

정량의 IRWsr 냉각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PRHR Hx의 중심높이를 높이기 위

해서는 IRWsr의 크기도 함께 커져야 할 것으로 판단펀다. 또한 형상손설계

수도 PR뻐 Hx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계통설

계시에 가능한 최소의 elbow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KP1000 분석결과

노심 훌력이 3330 MWt인 KP-I000의 찬열제거계통 성농특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자로정지후 36시간내혜 PRHR Hx를 통한 열전틸로 원자로냉각재 계통

의 고온관 빛 저온관의 온도가 EPRI URD에서 요구하는 PRHRS 성능요건을 만

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립 3-39 참조). 즉， EPRI URD의 PRHRS 성농요건

온도논 488.71 oK 인데 아 온도는 PRHRS작동후 약 29시칸에 도탈됐고-약 7사

간 후언 36시간에 냉각된 원자로냉각재 고온관 온도는 성농요건온도 보다

4.76 °c 낮은 483.95 c;( 였다. 따라서 본 해석모형에서 임의로 설정한

PR때S 설계저l원은 URD 요건인 원자로정지 36시간 후에 488. 71 K( 420 F)도달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펀. 그럼 3-40은 PRHR HX 성능을 결정

짓는 주요인자연 자연순환유량의 PRHRS 작동시 간에 따는 유량변화상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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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때 자연순환유량은 약 66 - 40 Kg/sec로 PRHRS 작동시찬이 경과

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자연순환유량이 참소함에 따라 열교환기의 외벽 열

속도 감소하게 되는데 PRHRS 작동시간에 따른 열교환기 튜브외벽의 열속변

화는 그림 3-41 에 보여진다. 본 해석결과는 열교환기 튜브충심의 열숙율

나타낸 것아다. 마지박으로， 그림 3-42은 PRHRS 작동 36샤간 후얘 열교환기

튜브외벽온도와 열속의 분포상태를 나타낸 것인데 튜브입구에서 출구로 내

려갈수롭 튜브외벽의 옹도가 낮아지고 튜브외벽용도와 IRSWf수의 올도차가

착아져서 결국 열숙도 줄어든 것으로 예측펀다. 그러고 이 섯첩에서 열교환

기률 통해서 제거되는 열과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붕꾀열융 계산하여 비교

해 보았다. 그 결과 원자로정지 36시간 푸 방출되는 노섬붕괴열은 약

16.988 Mw였고 열교환기를 통해 제거되는 열은 약 17.01 Mw로서 노심붕괴열

보다 아주 척은량의 혈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더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녔다.

(5) 결과 요약

1000MWe급 피똥형발전소의 표I동잔열제거계통에 관련된 안전해석 입력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PRHRS 해석모형을 설정하고 성농해석을 수행하였다. PRHRS

성능해석은 최척 열수력코드인 RELAP5/MOD3를 이용하였고 해석모형을 단순

화하기 위하여 보수척인 가정과 그리고 2차계통율 통한 열천발효과를 고려

하저 않았다- 온 연구에서 설정왼 PRHRS 해석모형깎 설계저I원으로 분석한

결과 EPRI URD에서 제시한 PRHRS 성능요견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본-해석을

통하여 뀔정된 피동잔열제거계통 및 열교환거에 대한 설계체원은 1000 MWe

급 피동형원자로의 용량격상 예비펑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다.안전주입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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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기준

KPIOOO 발천소의 안천주입겨I롱은 마국 EPRI URD에 따라 설계된 미국의

W/H사의 피동형 발천소인 AP600발천소률 모형으로 용량율 격상시킨 설계개

념으로 상세한 설계요건은 미국의 피동형개량형발천소의 설계요건아 되는

미국 EPRI 뻐D[3-21) 률 기초로확여 다읍과 같이 설정하였다.

o 안천주업계롱은 관련된 피동안천설비틀과 함께 운천원의 초작없이 자

연력만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발천소를 72시칸통안 안전한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안전주입계통은 운천원의 조착없이 자동

척으로 작똥되어야 하며， 천기출력이 많이 요구되는 펌프와 같은 회

천71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통의 요구펀 목척을 탈성할 수 있는

기기로 구성되어야 되며 안천주입계통의 작동율 위한 천원은 안전퉁

급의 소외 비상천원과 소외천현 상설시 아를 윗받침하가 뷔한 안천등

긍의 소내전력이 공급되나 안전동급의 벼상밸천지가 사용휠 청도의

대용량의 전력을 소요하는 기기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o 냉각재상설사고시 노심에 비상노심냉각수를 제공하여 노심의 찬열을

쩨거하고 장기냉각셔 노심의 냉각이 가농하도록 노심의 형태률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머국의 1OCFR50. 54 ( f)에 성능거준을 만좁시켜

야 한다. 이와같은 요건올 만족하기 위하여 PCf (Peak Clad

Temperature)가 1204.4C(2200F)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혈f다.

o 비냉각채상설사고시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경계를 유지하기 위하

여 비상노섬냉각수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o 원자로냉각채 과냉각사고사 붕산수를 채공하여 노심외 반웅도중가률

상쇄하여야 한다. 이차측으로 과도한 열전탈 발생샤 붕싼수를 제공하

여 가장반웅도가 높은 제약봉이 노섬에서 빠진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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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캄숙재반웅계수로 인해 노심이 재입겨l상태로 툴아가는 것율 방지

하여야 하나 KPIOOO와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어I 의하면 Condi tion II

중기배관파반시는노심손상야 없옳경우 채업계화는 허용된다.

o 피동안천주입계통운 격납용기 flood 어추에 사고후 pH 조건을 1.0 

9.5 유지하기 위해 PH 조절탱크를 가칙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격납

용기 sump 의 방사성물질 제거눔력율 증진시커며 장기간 격납용기

flood 샤에도 격납용기부품의 웅력부삭균혈을 방저하기 때문이다.

(2) 계통구성 몇 운전

KPIOOO의 피동안천주업계통은 그립 3-43과 같아 각각 50%용량율 가진 3개

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료레인은 노섬보충수 탱크(Core Makeup

Tank:απ) I 대， 촉압기 1대로 구성되고 I대의 격납용기내채장전수탱크

(l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IRWST)는 각 트혜언이 공유

하되 각각 독립된 IRWST주입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트레인은 불

러척， 전기척으로 독럽되어 있다.

피동형 발전소를 농동개량형 발전소와 같이 4-트레인으로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피동형 발전소의 2-트레인 설계는 농똥형 발전소의 4-트레인 안전주

입계통에 비해 동일한 작통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능동형

발천소의 안전주입계통은 전기척 2-트레인 기계적 4-토레인의 설계를 요구

하고 있는 데 DVI배관 파단시 비상발전기가 기농상설되는 단일고장잭 경우

50%용량의 한깨와 트레인만 작동할 수 있으나 피동형 발전소에서는 바상발

전소의 기능상실 가농성이 없으므로 DVI배관。l 파단되고 단일 능동거기의

고장을 거정하더라도 항상 lOO"~용량의 안전주입이 가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AP600의 안전주입계통이 2-트레얀 입에 비해 KPIOOD의 안현주업계

통율 3트레인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노심의 열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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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롱악 거기용량이 증가하여 기기제작 및 배치둥에 수반될 수 있는 어려

움율 해소하기 워하고 안전주입체롱의 착동 신뢰성율 제고하기 위하여 3-트

혜인으로 셜쩡하였다. 예률 툴변 2-트페언 발전소에서 DVI배판파단 사고시

에 작동가능한 트레인은 한캐뿔이E로 각 트레인에 대해 단일고장척용기준

을 만혹시커는 설계룰 수행하여야 한다. AP600발전소는 농동형 기가인 구동

밸브의 경우 단일고장기준을 척용하여 병혈연결에 의한 차단개념을 척용하

였으나 배관 빛 책크밸브는 단일고장기준율 척용하는 설계언 병혈설계개념

이 척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허가 기관인 미국의 NRC는 피동형 발천소의

안천설비에서 사용되는 체크밸브의 작통신뢰성에 의문을 체기하여 피동형발

전소의 체크밸브는 배관과 같흔 기기로 분류하지 말고 밸브와 같은 능동형

기기로 분류하여 설계할 것을 종용하고 었다. 그러나 안천주업계통율 3개의

트레인으로 설계할 경우 체크밸브를 능동혈 기기로 분류할 지라도 적어도

50% 용량의 안전주입계통 한개의 트혜인이 작동가능하므로 안천주입계통의

기기용량 설정아 척철히 이루어 진다면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셜계로 판단펀다.

노섬보충수탱크. 축압기 .IRWsr는 DVI (Di rect Vessel Injection)노즐을 통

하여 붕산수를 원자로 용기 하향유로에 직접주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노섬에 주입되는 냉각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것이다. 거존

의 농동형 발전소에서는 2트레인의 안천주입계통과저온관 주입방식을 채택

하여 져온관 파단사고시 단얼고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각의 딴전전주

입트레인과 저온관 주업노즐 사야에 공통해더(Common Header)를 설치하여서

한토례인의 안천주입계통이 거능을 상실하더라도 다른한개의 안전주업트레

인이 기능율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저옹관 따단샤고시 따한된 부분

옳 통하여 유출되는 비상노심냉각수의 손설이 많게된다. 그러나 능동형기기

인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탱크와 같운 피동형기기만을 사용는 안전주입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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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용권 주입방식율 사용할 경우 주입냉각수의 유출어 많게되므로 DVI주

입방식에 비해 상대척으로 대용량의 기기를 원자로의 상부에 셜치해야된다.

용량이 큰 피동형기기를 원자로냉각채 상부에 설치하면 기기와 지지구초물

의 쩔겨l와 배치의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훤다. KPIOOO윤 주입냉깎수률

효율척으로 이용하여 기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DVI주입방식율 사용하였

다.

각각의 트레얀율 구성하고 있는 각기기의 작동방법과 구성은 다움과 같

다. 노섬보충수탱크의 기놓은 사고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롱의 압력경계률

유지하기 위하여 원At로냉각재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도 노심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림 3-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삼보충탱크 상부에는

정상운전시 가압기상부와 저온관에 연결된 랍력균형관이 있고 하부는 DVI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노심보충수 탱크와 연결된 추입배관윤 기존발천소의

안천주입관 차단방법과 유사하게 혜크밸브와 차단밸브로 차단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의 저압력이나 가압기의 저수위동에 의해 안전주입선호가 발생

하면 주입배관과 저온관에 연결된 균형관의 차단밸브가 개방되어 노심보충

수 탱크의 냉각수가 주입배관을 통하여 원자로 용기화향유로에 주입된다.

노심보충탱크의 상부에 연결된 압력균형관은 노섬보충수탱크의 압력을 원자

로냉각채의 압력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중력에의해 냉각수가 원찰냉각재계롱

에 추입되게 하는 기능율 하는데 자동캅압겨l통의 개방이나 가압기 연결배관

이 파손될 경우 가압기의 압력이 노심의 암력보다 낮을경우 노심포충수의

주입아 원할하지 않게되므로 야에 대비하여 져온관과도 연결되어 있다.

피동형발전소에서 축압71의 기능은 기존발천소의 경우와 같이 원자로냉각

채 상설사고시 노심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원자로용기의 하부공동( lower

plenum)을 냉각수로 채워주는 재충전 (refi 11 ing) 하는 가능에 추가하여 노심

보충수와 IRWsr의 냉각수가 주입되거전꺼지 노심에 냉각수를 제공하여 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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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열율 체공하논 재관수( ref1 ooding)기능율 수행한다. 그러나 축압거의

작동방법윤 기존발천소에서 작동하는 것과 동일한 설계개넘으로서 축압기의

상단에는 질소가스까 합촉되어 있어셔 원자로냉각채계통의 압력이

4.82MPa(700 psig) 이하에 도탈되면 질소가스의 팽창력혜 의해 DVI주입구률

롱하여 원자로용겨의 하향유로에 주업된다. 축압기의 주입배판운 노심보충

수 탱크의 주입배판과 공유하께 되어있으나 원자로냉각채계통과의 차단윤

각각의 탱크별로 별도의 차단설비를 갖추어한다. 착단설비를 노심보충수 탱

크와 공유할 경우 차단하는 체크밸브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그이유논 발전

소가 정상운전시 체크밸브에 과도한 압력차이흘 유지하면서 운전하게 되면

보론침척과 부식에의해 체크밸브의 개방양력이 종가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두차이에 와해 작동되는 노심보충수 탱크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힐 가농성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추정완다.

IRWST 는 사고후 노심의 찬열제거를 위해 기존캐넘의 ~H순환운천과 유사

한 기능을 수행한다. IRWST에 의한 주업이 이루어지려면 1차계통 압력이

IRWST가 제공하는 전채수두 (격납용기 압력 + 고도차야) 보다 낮아야 한다.

원자로냉각채의 감압은 노심보충수탱크의 수위와 연동펀 자동감압계통에 의

해 수행되는데 구체적인 작동절차는 자동강압계통의 계통설명부분에서 설명

된다. 제 4단계 자동감압밸브가 개망되어 1차계통의 압력이 격납용기의 압

력정도로 낮추어 지면 IRWST의 냉각수가 중력에 의해 DVI주입배관올 롱하여

원차로 하향유로어i 주업된다. IRWST의 물야 천부 고잘되면 격납용치내부는

flooding 되어 수위가 척온관과 고온관보다 높아지므로 자연순환에 의한 안

정왼 장기냉각이 시작된다. 이후의 궁극척인 열채거원은 피동격납용기냉각

계통으로서 격납용기내의 중기가 벽면에서 웅축되어 채순환되는 과정이 계

속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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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 및 주요기가설계

(가) 노심보충수탱크

낀〕 기 71 요건 설정

노섬보충수탱크는 기존발천소의 고압력얀전주업계통의 기능과 유사하게

원자로냉각채겨I롱의 압력야 높은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토에 냉각수률 주

입하여 압력경계를 유지하는 기놓율 수행하고 자동감압계통의 작동설정치를

져l공한다. 노섬보충수탱크와 자동감압계롱의 연동관계에 대한 구처l척안 설

정치는 자동감압계통의 계통기술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노섬보충수탱크의 냉각수가 주입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저온판에 원차

로냉각재가 액쳐1상태로 존재할 때에는 노심보충수탱크안의 냉칙수와 고온의

냉각재와의 벌도차에 의핵 노심보충수 탱크의 유체가 원자로용기의 하향유

로에 주입되고 주입된 분량만큼 저온관에 연결된 압력균형관을 통하여 노섬

보충수탱크로 보충되는 저온관 재순환운전을 통하여 소량의 냉각수가 주입

된다. 그러나 저온관에 증껴가 차게되면 노심보충수 탱크 상단의 압력은 저

온관올 통하여 원자로용71 하향유로와 동얼하게 되어 DVI주입배관에서 노섬

보충수탱크의 수위만큼 수두가 확보되어 많은 유량의 냉각수가 주업된다.

노심보충수 탱크의 용량에 대한요건 [3-21]은 다음과 같다.

o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시 축압기와 함꺼J IRWST의 냉각수가 주입될

때까지 노심의 잔혈을 제거하여야 하며

o 직경 6’이하의 소형냉각재 파단사고셔 노심이 공기중에 도출되지

않도록 용량이 설정되어야 하며

o 소량의 냉각재 누설사고시 충전펌프와 함께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10gpm의 유량이 8시간동안 누설

되어도 자동감압계통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탱크의 용량과 자통

감압계통의 작동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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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용량 특성검토

격상용량 발천소인 KPIOOO에 필요한 다π률 설계하기 위하여 결정되어야

할 젤계변수는 탱크의 부피，형상.직경，높이 풍의 기하형상과 주업배관의 n}

촬쳐I수(K‘ factor)풍 으로써 이와같운 인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격상용량에

필요한 시칸의 변화에 따룬 CMT의 요구주입유량( m~T)이 필요하다. 그런

데 격상용량 발전소의 요구주입유량의 셜청은 사고시 노심의 꺼동분석올 홍

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해석의 초기 임력자료를 위해 AP600 발천소의 경우률

검토하여 대표척얀 경우에 대한 요구주입유량을 설정하였다. 대형냉각채 상

설사고의 경우는 사고발생직후 원자로냉각채겨 l통의 압력이 축압가 작동점이

하로 감소되고 사고후 164초어i1 IRWST의 냉각수가 주입되므로 απ의 기능은

충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형냉각채 상실사고중 DVI 배관의 양단 따

단사고는 안전주업계통 한 트레인이 작몽하지 않으며 C~의 성농에 영향을

받는 소형냉각채 상설사고중 가장 콘 배관 따단사고이므로 DVI배관의 양단

파반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DVI 때관의 양반파단 사고시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거동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n … - -( .....~-:.) =mCMT -(mADs+mDd+mRCS
dt 윈짜로

얘기서.m바T : CNπ에서 주입되는 냉각수 유량(Kg/sec)

(3-3~)

mADslmOC : 안전감압밸브와 원자로용가 하향유로에서 중기상태

로 방출되는 냉각재량(K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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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S • 사고시 원자로 이외의 RCS 계롱으로 부터 원자로에 주입

되는 냉각재량(Kg /sec)

(좌짝-) - -" -- : 사고발생후 노섬의 벌도변화dt '~에자

이다.

위의 식에 표시된 각 항률율 명가하기 위하여 AP600 발천소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률 살펴보면 사고후 4.2초에 S-signal 이 벌생하여 @π의 차단밸브

가 개방좌고 75초와 135초에 각각 안천감압밸브 1 ， 2단이 개방되고 117초에

혹압거로부터 냉각수 주업어 시작되어 404초까지 계속된다. 한편 축압기로

부터 냉각수가 주입되는 도중(375초)에 제 4단의 안전감압밸브가 개방된다.

그런데 감압계통의 작동응 파단된 eMf로 부터 발생된 신호이므로 정상의

απ는 여전히 액체로 채워진 상태이다. 그러고 축압기가 작동되는 기간동안

은 eMf의 주입이 충단되므로 본격척인 주입은 축압기의 주입이 완료된 404

초부터 απ가 완천히 고칼되는 1674초 까지여다.

얀천감압밸브와 DVI 따단부위률 통하여 방출되는 냉각채랑( mADS,mDC)

AP600의 안전해석결과를 검토하면 촉압기 방출악 완료된후 απ주입여 진

행되는 동안어1 안전감압밸브 1-4단과 파단된 DVI배관을 통하여 증기로 방출

되는 양은 명균 20.4 kg/sec로서 이기칸동안 발생한 찬열율 제커하기 위하

여 가화되어야 할 냉각수의 양언 23.8 - 15.0kg/sec( 시간 404초 - 1674초)

의 명균값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가깐동안에 방출되는 중기의 양은 노심

의 잔열율 쩌I거하기 위하여 기화되는 중기로 간주된다. 그러고 증기와 액

체의 혼합불로 방출되는 양은 안전감압밸브 1-3단과 DVI파단부분에서는 축

압기의 가동사점에서반 방출되고 채4단계의 ADS배관에서만 약 18.1 k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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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거와 일정하께 방출되고 있다.

( mRCS)

사고 발생천 원자로 이외의 원자로냉착채 계롱에 존채하는 냉각재 채고량

운 사고발생후 원자로에 주입되나 이 냉각채는 사고초기에 거의 소진되므로

대T주업에는 영향올 주지 못할 것이므로 계산혀 보수성을 위해 무시하였다.

사고발생후의 노섞의 벌도변화

원~t로내의 냉각재의 변화량은 노섭과 하향유로내의 수위는 일쩡하게 유

지회연서 중기비가 약간 증가하나 변화량운 대r주입량야나 중기 및 핵처l상

태의 냉각재 방출량에 비해 미소하므로 무시한다.

그퍼므로 eMf에 요구되는 주입유량은 방출된 유량과 노심의 밀도변화율로

서 사고초기 (t=404 초)에 43.2 kg/sec 에서 사고후기(t=1674 초)에 34.4

kg/sec 까저 변화되므로 총 요구주입량은 49276 kg이다. 그러고 동얼 사고

가간에 실제로 주입된 유량은 사고초기 (t=404 초}의 49.9 kg/sec 으로부터

사고후거(t=1674 초)의 27.2 kg/sec 까지 변화하며 총 주입량은 48968 kg이

다. 이와같이 AP600의 안천핵석결과를 검토한 결과 실제주입유랑과 요구주

입유량사이에 기울기의 차야가 있으나 총 주입유량은 바슷한 결과를 보여주

고 았는데 이는 요구유량 계산시 펑균값올 사용하였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려고 종가의 형태로 방출되는 유량은 발생잔열을 제거하기 워하여 훨요한

απ주입유량과 동일하나 액쳐1형태로 방출되는 유향은 αIT와 4얀체 안전감압

밸브와 상대척 인 위치 및 노심출구의 중기와 액체혼합물의 방출속도둥와 함

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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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상용량 CMT용량설정

중71박훌향

노심상단에서 증71형태로 방출되는 양은 노심의 잔얼발생향에 의해서 컬

청되므로 다음의 식으로 표시되며 결과는 그럽 3-45에 도시되어 있다.

1674초

KPl000열출력 X L.: Pd
KPlα)()명균증71발생량- 4~ (3-33 )- Latent Heatx 0674-404)

한， KPIOOO(렬출력 = 3330 MW th

1674초

4앓 J? d= ANSI 5.1-1971 곡선사용

Latent Heat = 1.9655 MJ/kg at 193
0
C(사고발생시간의 명균옴도}

혼합볼 밖춤략

저11 4반밸브에서 방출되는 흔합물의 방출량은 고올관을 통과하는 증기와

액체의 비 (void fraction)에 의해서 결정된다. KPI000의 고온관의 void

fraction이 AP600과 동일한 것으로 가청하고 고온관을 통과하는 흔합물의

유통율 완전혼합유풍으로 가정하면 다음의 식으로 표서되고 결과논 그럽

3-45과 같다.

KPI000혼합물의바출하- (AP600액체방출량) xKPl000즈기방출량 (3-34)
。 0- (AP600증기방출량) ' .... ""-1 .1. ~VVV C:>

40
KPIOOO혼합물의방출량= 국5 x f(PIOOO증기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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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000발전소의 DVI파단사고시 진행되는 사고의 시나리오는 AP600과 동얼

한 것으로 가정할때 따단야 발생하지 않은 대r의 총 주입량은 위의 중기 및

액체의 방출량율 합하여 87000kg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률 25°C의 액체의 비

쳐I척(1. 0029 X 10-
3

)율 곱하면 87.3배‘ (3082 ft3 )가 되고 운전 여유값(10%)과

계혹7171오차( I()%) 및 소량누설에 대한 여유값( 10%)을 고려하면 113.6 배아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용량의 απ에 대해서 2-트레인을 사용할 경우.

KPlOOOOO의 용량은 고유용량애 비해 거의 2쐐로 중가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천압력 OS.513 MPA)을 받는 용기및 지지구조물의 제작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원자로용기 외에 원자로 냉각채계통의 전압

력울 받논 용기는 가압기밖에 없으므로 기존발전소의 가압기의 크기를 검토

하면 척절한 크기의 용기나 지지구조물의 제작빛 배치둥에 대한 현설성의

검토가 이루어철 것으로 판단판다. 기존밸천소에 대한 가압기의 크기를 비

교하면 표 3-20와 같다. 표 3-20의 값을 검토해보면 최대 가압기 용량은

ABB-CE사의 SYSfEM 80+의 것으로 6B ‘ o M3 (2400 ft3 ) 이 되며 격상용량 @π값

의 60%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꺼기제작자의 검토를 받을수 없는 현시점에서

경제척，기술척 겸토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가합기 크기를 기준으로

결정활 때 격상용량의 απ용량은 너무 큰 것으로 1헝가된다.

각각의 다π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안천주입 트레인의 갯수

를 증가시카는 방법이 있다. 2-트레인의 안전주입 트레인을 사용할해는 각

각의 트레인이 100%의 용량을 유지해야되는 반면에 3트레인을 사용할 경우

각 트례인은 한개의 안전주입 트레인이 파단되는 사고의 경우에도 나머져 2

개의 트페인이 작동되므로 50%용량만 유지학면 된다. 그러므로 3트례인 사

용셔 요구되는 각각의 απ용량은 56. 8M
3
이 되므로 위의 태이블 값률의 범위

안에 존채한다. 또한 계통의 신뢰도 측띤에서도 2-트혜인 개념보다는 3-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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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인 채념을 사용할 경우 계통의 신화도가 향상될 것이므로 기기의 제작및

배쳐 측면울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설계로 명가된다.

기흘}현태 컴;성

απ의 기하형태설정은 참고문헌 3-29에 거술된 바와촬아 안전주업계통의

안천해석 입력자료 설정에 필요한 기하형상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참고문

헌 3-29의 값율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자료는 AP600의 At료를 그대로 사용

할 것이고 용량격상에 의해 필수적으로 변동되는 항목에 한해 요구되는 값

을 결정힐 것이다.

- 탱크 직경

대r를 원주형 탱크로 가정하고 길이를 AP600과 통일한 6.1M(20ft)로 가

정할때 탱크의 직경윤 3.44M.가 된다.

- 고도(Elevation)

기기의 고도는 격납용기내부의 기기배치에 영향을 받는 인자가 되므로

AP600과 동일한 값을 사용할 것어다. AP600의 απ의 고도를 계산하기 위

하여 그럽 3-44와 참고문헌 [3-22] 에 주어진 바와같이 고옹판 중섭을 가

준으로 할때 고도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αIT 상단 : 8.08M (26.5 ft)

• απ 하단 : 1.98M ( 6.5 ft)

• DVI 노즐 중심 : -0.51M( -20/12 ft)

박충배환 섬계

- 요구 유체유통저항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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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배환의 유체유동저항은 주어진 기기의 고도에 대해서 사고시 απ의

추입량을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 그러므로 잔열제거용향의 만축성율 검

토하기 위한 요구유쳐I유동저항운 다읍과 같이 계산된다.

P행(t> =k펼

mj=AV , AV
v=-도- 뻐-

따

V dH av
dt A

dH avl 2R'H( t)
dt A V k

핍2-핍=(t2-t1)즙J옳

- (t2-tI)÷
k=+[ n ]2

2 l VH2-V효;
(3-30)

t( ~ )2
k= -!-[ D ]2

2 l VHz-y효l

r ~t(푹 )2

f 종)요구=풍[ 、/효2-파 f

~t( ~ )2( !:. )요구= ~￡」[ D )2,..- 2Xfl W Z- VH l .J

0.173 , 21270 x ( v;. .LA':: )<;9.8 r .Le.-, V" \ 3.44 2
( ~ )요우= [ RR Iι=9432 x 0.026 l ../R08

단. g = 9.8 M/sec
2

’
d=주입배관 직경 (0.2159 M: 10’배관 Schedule) .

D=대r 칙 경 :3.44M . Hl =CMT 상단 Elevat ion: 8. 08M . H2::C~IT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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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1. 98M. b. t= eMf 주입시간 :1210 초(AP600 DVI배관파단 사고

시 값을 준용) • f=0.026( 마찰계수 f 값은 유체의 유동과 점성계수의 합

수이므로 평균주입량 (56.8*1000/1210=44.7 Kg/sec)에서 껴l산. [3-27]

- 방출배관 설계요캔

방출배판에서의 압력강하는 관련기기(밸브， 오랴피스， 팍관 둥)에서의

압력강하가 주로 발생할 것이므로 먼저 주요겨기의 압력강하 계수를 산

정한다. 방출배관(그립 3-43.e-g)에 사용된 기기는 다음과 같다[3-27] .

꺼;x.一 요 기 기 압력강하 계수 (LID)빼

• 배관 내경 ( O. 173 M )

• 2 재의 병 렬연결 Globe Valve (L/D)MAX = 340

• 2 개의 직 렬연결 Swing Check Valve (L/D)MAX = 2 X 100

• 배관 길이 (가압기 surge line) 30M: (L/D)= 113

• 4 개의 Elbow (L/D)MAX = 4 x 50

계 (LID) 뻐X 913

이와 같은 예비설계값은 요구저항값보다 척은 값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설

계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ADS착통 성청치

격상용량의 ADS 설정치는 AP600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제 I 단계

의 ADS 작동설정치에 대한 요건은 각 απ당 6W이상이면 껴l통성농요건은 만

족하므로 본 분석에서 설정한 용량의 25%는 14.38M
3
이므로 어 요건을 만족한

다. 따라서 ADS의 작동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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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1 1 단계 --- 75%

쩌11 2 단계 --- 60%

제 3 단계 --- 50%

쳐11 4 단계 --- 20%

가기 석누 컴토

대r의 주입량의 타당성율 평가하기 위하여 기기의 성능을 깐략하게 컬토

할 것이다. 이 컴토는 사고서 발생되는 잔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훨요한 냉

각수의 양과 밟r에서 제공되는 냉각수악 양을 바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

며 orr에서 쩌l공펀는 냉각수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부터 계산한다.

Hl=[ 파+(t-(/) 윷J옳 f

Q=빨=2x윷많x[莊+(t-(，)즙많 I

(3-37)

(3-38)

Q=빨L=2x(씀)2많 x[파+(t-t;)(씀 )2많 ] (3-39)

겨l산결과를 그립 3-46에 나타내였다. 이 결과를 검토하면 사고후 1270초

동안 주입되는 유량응 잔열제거를 위해 요구되는 유량보다 충분히 많은 유

량을 공급하므로 잔열제거관점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펑가된다.

(나) 축압기

@ 기기성능요건

소혐냉각채 삭섬사고 대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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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 배관양단 파단사고는 3개의 안전주입 노즐충 한깨가 따단되어 한개의

촉압기로부터의 냉각수 주입어 불가능한 경우외 최대따단 크기의 사고로써

소형냉각채 상실사고충 축압겨 용량설정을 위하여 가장 대표척인 사고야다.

DVI 짜단사고시 노심에서 발생하는 냉각재의 겨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

하여 AP600의 경우를 살확보면 다읍과 칼다.

o 노섭의 냉각수는 파단부위로 배출되므로 원자로용기 하향유로의 압력

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냉각재는 노섬에서 하향 방향으로 유동하기 시

작하여 노심의 수위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o 따손된 DVI노즐의 노심보충수탱크 수위는 급격하게 갑소하여 일단계

의 감압밸브 작동설청치에 도달하여 힐단계 감압계통이 착동한다.

o 감압계통이 작동하면 노심의 압력이 감압되어 노심에서 하향방향으로

진행되는 유동은 방향이 l:f}뷔어 하향유로에서 노삼쭉으로 유통이 진

행되므로 노심의 수위는 순칸척으로 증가하게된다.

o 이때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이 축압기 작동설정치에 도탈하게 되므로 축

합기의 냉각수는 노심으로 주입되어 노섬이 공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심의 수위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o 이후의 노심수위유지는 노심보충수 탱크와 IRWsr에로 부터 주입되는 냉

각수에 의해 유지된다.

이와 같은 DVI파반 사고시의 사고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축압가의 기능은

사고초거에 파단된 DVI와 감압계통을 통하여 방출된 냉각재를 보충하여 노

심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같은 기농을 수행

하기 취하여 요구되는 요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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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VI파반사고시 축압기의 용량은 파단된 노즐의 축압기률 제외한 나머

지의 축압기 만으로 DVI와 감압계롱을 롱하여 방출원 냉각재룰 보충

하여 노심어 공거에 노출되져 않도록하는 용량율 보유하여야 한다.

。 DVI파단사고시 축압가혜 의한 냉각수의 주입률은 사고초기에 노심이

완전히 노출된후 노심에서 중기형태로 방출되는 냉각재의 방출율에

더하여 하향유로에서 노심으로 추입되는 주업률율 만촉시킬 수 있는

냉각수가 주입되어야 한다.

대형냉각채 삭섬사고 대버 섯붙요꺼

척상용량 피동형발전소에서 대형냉각채 상설사고시 축압기의 기놓윤 3대

의 촉압기 용량으로 원자로용기의 Lower-plenum/downcomer를 재충천

(refi 11 ing)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심에 냉각수플 제공(re f1 ooding) 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기농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요건설정율 워하어 AP600 발천소의 대형냉각채 상설사고중 PCI'

값이 최대가 되는 저용관파단사고 (Co=O.8) 에 대한 사고진행과정율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o 저옹관이 따단되면 하향유로의 압력이 곱속하케 감소하여 노심의 냉

각수는 하향방향으로 진행하여 파단부우}를 통하여 원자로 용기밖으로

방출된다.

o 원자로 상부공동(Upper Plenum) 의 압력강하는 노심부위에 비하여 상

대척으로 감압속도가 척어 노섬의 냉각수가 방출된후 천천히 노심숙

으로 유입되어 노심의 PCf를 감소시킨다.

o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압력이 급속하게 감압되어 축압기의 냉각수가

하향유로에 주입되고 주입된 냉각수의 얼부는 노심의 압력이 하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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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압력과 동일하게 휠때까지 하향유로를 통하여 우휘하여 격납용

가 외부로 방출되며 나머지는 노심의 하단에서부터 기화되면서 노심

의 수위를 충가시키는 기능울 수행한다.

® AP600 특성분석

o 요구주압유량 설정

축압기는 주로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되는 사고시 노

섬에 냉각수를 제공하여 노심의 잔열을 제꺼한다. 그러므로 사고시 축압기

에셔 제공되어야 할 요구용량은 노섬에서 고온관올 통하여 방출되는 냉각재

량(m노심상단)과 파단된 져온관 부분으로 방출되는 냉각채랑 ( m~u;) 빛 원

자로용기와 냉각재 재고량의 변확 (dl\1/dt) 원자로어l 따른 냉각수의 부충이 이루

어져야 한다.

AP600발전소의 져온관 파단사고의 경우 축압기가 작동되기전 노심은 상부

공동에서 방출되는 냉각수에 의해 노심이 냉각되다가 축압기가 작동하면 하

부공동을 채우고 셔서히 노심의 수위를 증가시킨다. 이때 고온관과 저온관

및 노심의 냉갖채 채고량의 변화를 보충하기 위해 훨요한 촉압기의 주입유

량은 그림 3-46에 도샤펀 것과 같다. 한판 DVI파단사고의 경우는 N-l 개의

혹압기를 사용하여 노심을 노출에 대한 요건올 만족시켜야 하므로 사고시

북잡한 계통과도현상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용량설정을 윈한 예

비분석단계에서 툴리적인 현상을 분석하논 것은 불가능하므로 축압켜의 용

량설정을 위한 설계겨준사고로 져온관 파단사고중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CD=O.8인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원자로냉각째 째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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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12.5 • 20.0
dM

201.7kg/뚱C( dt )윈짜로=

t : 20.0 • 60.0 dM 612.0kg/sec(dt )월자로=

t : 60.0 • 100. dM 360.3kg/sec(dt )월짜로=

노심에서의 중기방출량

노섬혜서 종기의 형태로 방출되는 양은 노섬에서 발생하는 잔열쩨거에 필

요한 양으로샤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 전얼쩨거 = 발생잔열

기화열
-- 1933l\1W

r 잔열발생비2.25691\11

원자로 하향 유로률 통한 방출량

원자로용71 하향유로를 롱하여 방출되는양은 원자로용기 하향유로악 수위

가 낮게유지되므로 파단된 저온관을 통하여 방출되는양은 무시혈 정도로 척

다과 판단된다.

@ 원자로용71 하향유로 압력변화

AP600의 안전해석결과흘 검토한 결과 원자로용기 하향유로의 압력변화는

다음과 같다.

PDc==6.895x lO-3( -39.5(t-lO)+840)]psia

PDc=30psia

@ 축압기 주입현상에 관련된 지배식 설정

Pup>30psia

P U.P <30psia

피동안찬계통 축압기는 탱크의 상단에 고압(700 psig) 으로 압축된 질소가

스의 힘으로 원자로냉각재 겨1롱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떨어질 때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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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도움없이 DVI를 통해서(그럽 3-43) 주입되는 피동안천주입계풍악 한

71기여다. 촉압기의 거동올 살펴보기 위하여 흡압가의 냉각수 방출에 판련

된 물리척인 현상에 대한 판련지배방정식을 설정하였다. 그림 3-43에 표시

된 바와 겉이 축압기의 액쳐I변을 I로 표시하고 주입구률 2로 표시할 때 측

합기의 거동을 Bernouille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

쁨+맹hl+pl=
_ 2 _ 2

빨+pgh2+p2+k뾰 (3-40)

철량보존법칙을 이용하여 1. 2의 속도사어의 관계식과 l의 숙도와 수위와

의 관계식율 척용하면 액쳐l수위에 대한 미분방정석온 다음과 같이 표시된

다.

냈11 、If 아 .1" ,, +P
파 =-」뚱L X Yg(hl-h2)태수( 댄ζ쓰L 、 C_ P2

(ht-h I)' p
(3-41)

A쉐 l-(l+k)(뚫~=V l- (l +k)(찮 )4 (3-42)

위 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설계자료의 확보가 요구되나 현재 필요

한 AP600의 설계자료가 완전히 입수되지 않아서 일부 발표된 자료

[3-19， 20]와 영광 3&4호기 [3-28]의 At료를 이용하여 예바분삭을 위한 설계

자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i = 축압기 액체수위 (M)

dl = 촉압기 직경 ( 2.7432M , 9ft) - 영광3&4호기 설계자료

d2 =주입관 직경 (O.1778M ， in) - 8in nominal , schedule 140

Pi = 초기상태 축압겨 압력 (4.823 MPa , 700 psig)

P2 =주입구 Back Pressure (0.31 Mpa , 45 psig)

p =축압거 냉각수 벌도 (l OOO Kg/M 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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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마촬계수 ( f운， 3.5)

f=O.0145 [3-27]

KMAX=17.43

KMIN= 3.84

순녁렐f (L/D)Max (L/D)min

2 check valve 2*100 2*50

1 globe valve 340 55

1 orifice 100 50

1 T- ‘junction 5*60 60

5 elbow( 가정 ) 5*30 0

piping-20m 112 o

계 1202 265

h2 = 고온관 기준 방출구 고도(Elevation ， -O.5 M)-

c = 기체팽창계수(1.4 for isentropic expansion)

Vtotal = 축압기 총 부피 (56. 6 ~)

Vinitial = 촉압기 초기 액체수위 (45.31냄)

위의 미분방청식은 비선형방청식으로 엄벌해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Runge-Kutta방법을 이용한 수척해석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였으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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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3-46에 표시하였다.

@ 격상용량 축압기 용량껴l산

o 요구주입유량 설정

KPI000발전소의 저옹관 파반사고시의 경우는 AP600에 비해 완자로의 Blow

down시간이 길어지나 축압기 작동채샤첨 이하의 원자로의 거풍은 AP600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요구주입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AP600

의 사고셔나리오률 적용하고 원자로악 용량증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

산하였다.

원자로용기의 냥각재 채고량 변화

t:O • 7.5 $/
/gk5

깎
n
ι로자윌

M
-@

t : 7.5 • 47.5 ( 쁨)윈짜로= 없9.5kg/sec

t : 47.5 -’87.5
dA1

(파E- )월자로= 490.1kg/sec

노싱에서의 증기방출량

노섬에서 증겨의 형돼로 방출되는 양은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얼제거에 필

요한 양으로서 다음과 같이 껴l산한다.

(m) 찬얼쩨거 =
발샘잔열

기화열
--

3330M야r
X 잔열발샘비

원자로용기 하향유로를 통한 방출량

원자로용기 하향유로를 통하여 방출되는양은 원자로용기 하향유로의 수위

7} 낮게유지되므로 파단된 저온관을 통하여 방출되는양은 무셔할 정도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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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 원자로용기 하향유로 압력변화 검토

AP600과 KPIOOO의 71하형태및 혈출력율 고려하여 감압계롱의 륙성검토로

부터 도출된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려변화는 다읍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o.c=-29.77 t +700 psia (t ; 감압계통 작동샤점 }

(1)) KP1뻐O축압기 용량설정

사고후 진행되는 노심혜서의 거동은 동얼한 것으로 가정하고 노심의 크기

변화와 잔열발생량의 차이를 고려하면 요구되는 축압기의 용량은 5댐3 의 3

개의 트레인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보수성을 위하여 10%의 여유를 고려하여

60~으로 설정하고 압축질소와 냉가수의 비는 15% 와 85%로 각각 설정하였

다. 이와같이 설정된 용량이 요구되는 용량과의 관계는 그럼 3-47에 나타나

있다. .:2림의 결과처렴 KPI000의 촉압기 용량은 3-트레인에 대해서 각 트레

인 당‘ 60~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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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확학 및 쳐l적제어 계롱은 정상운전충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일정유량율

계속척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가능을 수행한다.

o 연속척인 청화률 통해 원자로 냉각재의 순도를 유지한다.

。 가압기의 수위률 제어함으로써 원자로 냉각쩨 겨}통내에 척절한 양의

냉각채룰 유지한다.

o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을 위해 가압기에 보조 살수를 공급한다

o 원자로 냉각재의화학조건을 제어하는 기농을 수행한다.

o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누설시혐수단을 제공한다.

그럼 3-48은 화학 및 책척제어 계통의 재략도이다. 정상운전시 원자로 냉

각채 펌프의 수두차에 의해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정화를 위한 구동력이 제

공되며 보충수 펌프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보충 빛 보론농도 조절을 위해

서만 작동하므로 간혈척으로 운전되며 정상운천시 원자로 냉각재 겨i통의 산

소 농도 제어률 위한 수소의 공급이 고합의 수소용기로 부터 직접 주입된

다.

2. 겨|통기능요건 빛 설계기준

o 격납용기를 관통하는 화학 및 쳐l척제어 계통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

다.

o 비정상적인 원자로 냉각채 붕산회석 사고를 중지시킬수 았어야 한다.

o 증기별생겨 및 가압기고수위시 냉각채보충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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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냉각재 정화

- 원자로 냉각재의 방사농 준위를 핵연료 결함율 설계기준율 고려한

기술사양서의 제한값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정화율은 작업방사션 표l폭올 최소화 하고 원자로 냉각재껴l롱 기기

에 접푼이 가능하도록 설청되어야 한다.

- 핵연료 재장천시 척절한 시간에 원자로 용기 뚜껑을 열기에 충분한

냉각책 정화 몇 탈기농력올 갖추어야 한다.

- A나RA 개념울 만축하는 원자로 정지사 정화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o 원자로 냉각재 채고량 조절 및 보충

- eves 계통은 정상정화 유로률 유지하면서 영출력에서 저옴정지 상

태로 RCS계통을 냉각시키는 동안 최저 가압기 수위률 유지할 수 있

는 보충능력어 있어야 한다.

- 부하단락 및 단계척， 선형척 부하변화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가

압기 수위책어 계롱에서 흡수해야 하며 CVCS 계통은 정상 가압기

수위제어 계통의 보충 및 유출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한다.

- 중기발생기 튜브누설의 경우 안천주업체통올 작동시커지 않고 발천

소를 져온정자 상태로 만룰 수 있는 보충농력이 있어야 한다.

o 화학 체어채 및 화학제어

- 원자로냉각재 붕산농도를 제어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노심말기에

저올정지에서 정상출력으로 찰 수 있는 붕산희석 능력과 채장전후

저온정지 상태로 칼 경우의 붕소주입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원자로 냉각재 계롱의 pH조절윷 위해 Li70H 가 상용되며 Li10H의

농도는 O.4-3.6ppm이다- 또한 트리륨의 생성을 최소화 하거 위하여

Li의 성분은 최소한 99.9%이상의 Li 7이어야한다.

o 산소농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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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및 일차냉각채 접촉면의 부식을 최소화하거 위해 저옴에서

는 Hydrazine을 사용하고 정상운천중에는 수소를 사용하여 산소농

도률 제어한다.

o 원자로 냉각재 계풍율 충전 하며 수압시험 펌프률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압력올 시험할 수 있는 수한율 제공해야한다.

o 붕산수의 공급

- 피동노심 냉각계통 축압기 . 노심보충수 탱크. 척납용거내재장전수

조(IRWST) 빛 사용후연효 저장조동왜 붕산수를 공급해야한다.

3. 용량격상 설계

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보충수 펌프

펌프형식 : 원십펌프. AC 모타구동

랫 수 : 2 대

용 량 : 150GPM{ 한대가 훨요한 전용량 만촉， 한대는 예비 개념

공급수원 : 붕산수탱크 및 탈염수 저장탱크

펌프모타 빛 윤활유 냉각방식 : 공기냉각

나. 열교환기

。 유출수 열교환기

형 식 : ONE SINGLE-SHELL PASS U-TUBE

설계 71준 : 탈염거를 손상사커지 않도록 출구측 온도를 60 "C 이내

로 유지.

튜 브 측 : 원자로 냉각채

헬 측 : 기기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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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열교환기

형 식 : ONE HAIRPIN TYPE

설계 7}준 :유출수 열교환기 출구올도가 60t 이대가 되도록 출구

온도 유지 , 원자로냉각재계홍 혈웅력 감소

튜 브 측 : 원자로 냉각채 유출수

웰 혹 : 충전수

o 최소 유량 열교환기

형 식 : nvo SINGLE-S뾰LL PASS V-ruBE

설계기준 : 보충수 펌프를 보호하기위해 펌프 최소유량 순환수

온도를 65.6·C· 이내로 유지

튜 브 측 : 보충수 유량

헬 흙 : 거기 냉각수

다. 붕산수 탱크 및 붕산배칭 탱크

붕싼수탱크 1 대가 있으며 크기는 노심말기에 재창전을 위한 정지똘 위해

저온정지 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정해진다. 부하추종 운전시 GRAY ROD를

쓰고 붕산농도를 변화시커지 않으므로 청상 운전시에 붕산의 사용량아 척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탈염겨

o 양이온 탈염기

- 원자로 냉각채악 Li-7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간혈척으로 사

용펀다. 또한 탈염거 용기가 천 원자로냉각재 계통압력하에서

견덜 수 있도록 설계되며 1대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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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흔합상 탈염기

- 원자로 냉각재의 순모를 유지하기 위해 Li tiated 양야옹 빛 움

이온의 혼합혜진야 사용된다. 2대가 설치되며 I돼로 정상운천

시 전정화유량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한핵주기 동안외 설계수명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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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S 안전성 및 성능에 관련되는 체어/청지 장치충 KPIOOO의 열유체척 관

련장치의 신효발행 및 작동 설정치는 아래와 같다.

(주-1)
선호발생 71 계 척

션호종류
설정치

지연시간
지연시간(초)

비 고

(초)

1. 원자로 정지

• s-신호 발생

·카압기 저압 12.4MPa 2.0
·가압기 고압 17. α~Pa 2.0
·가압가 고수위 95 % 1. 4
• RCS 저유량 87 % 1. 4
• RCP 저숙도 90 % 0.42
• SG 저수위 74 % 1. 6
• SG 고수위 100 % 1. 6
• AlE 작동

2. S-산호 발생

·가압기 저압 11. 7MPa 1. 2
·증기 저압 3.8MPa 1. 2
·저온관 온도 262 C 6.0 가압기 압력

P)13.BMPa
·격납용기 고압 0.134MPa 1. 2

3. IRWST 주입 (20
• s-신호

4. 급수격리 (10
• s-신호

• SG‘고수위 100 % 1. 6 .
5. RCP 정지 - -

• S-산호

• 가압71저수위 26 % 1. 2
6. αIT 주입 <25

• S-신호

·가압기저수위 25 % 1. 2
• SG 저수위 42 % 6.0 고온관온도

7. ADS 작동 라.0감압겨l통 )310 C
·απ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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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발생 71 계 적

선 호 종 류 셜 정 칙 지연시간 버 2‘-
(초) 지연시간(초)

8. 터반청지
• S-신호
·원자로 정지 1. 6
• SG고수위 100 % (10

9. 충기관격리 1. 2
·격납용기 고압 0.034MPa 1. 6
·증기압 감압율 14Kpa/초 1. 2
·중기저압 3.8MPa 6.0
·저옹관져온 262 e

10. SG취출격리 <15
.p뻐RS 작동

11. 기동급수 격려 <15
·저온관 저온 262 C 6.25
• SG고수위 100 % 1. 6

12. PR뻐S착풍 <30
• ADS작동
• SG저수위 42 % 1. 6

74 % 1. 6 기동급수량

• SG고수위 100 % 1. 6 30% 일때

·카압가 고수위 95 % 1. 6
13. 축압기착리밸브 <30
개방

·가압기 고압력 13.8MPa 0.6
14. 충전펌프 격리 <30

·가압기 고수위 95 % 1. 2
• SG고수위 100 % 1. 2

15. 증가덤 n차단 <60
• RCS평균온도의 268 C 6.0
저옹

16. evcs 유출격 리 (30
·가압가저수위 26 % 1. 2 -

‘

* 주-1 trip설정치값은 실제설정할 작동치에서 오착를 가감하여 값올 극대

화 시킨값임.

주-2 SG수위 백분율에 핵당되는 증기발생거의 설제수위는 표 3-11 창조

주-3 각 trip의 허용연동 사항은 추후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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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 절 결과검토 요약

l000MWe급 효l풍형원자로 KPI000의 유체계롱의 주요 설계차료률 생산하였

다. 계통설계의 기본개념운 AP600의 격상된 용량율 수용하여 요구되는 성

능과 안전성율 만축하면서 격상이 가능한 최대용량올 셜계인자룰 정생척，

정량척 평가률 통하여 예비 분석하였다. 또한 KPIOOO의 원자로냉각채계통의

가능과 요건율 정려하여 보고 아를 근거로 RCS의 착동의 건과 용량격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안전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훨요한 예비 설계자

료률 생산하였다.

향후 계속연구가 펼요한 분야는 발전소의 안전성과 가동성 및 효율을 증

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발전소의 열효율은 천지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발전소 열효율의 분석방법 빚 벌전소 열효율값에 대한 연구

를 관련거관의 협조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량이 격상펀 현

KPIOOO에서의 최척 중기발생기 형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직 u-튜브형， 수

명 u-튜브형 및 Once-Through형 중기발생기가 사용될 경우의 영향을 검토하

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압기 수위제어계통설계에서 충천 및 유출유량

을 결정할 때에는 화학 및 체적제어겨l통의 Boration / Di lution.으} 영향， 원

자로제어계통의 최대 맞 최소 충전/유출유량에 의한 영향， 그리고 원자로운

전계홍의 Heatup/Cooldown 의 영향풍을 고려한 명가가 필요한 것으로 여껴진

다. 아울려 과도운전시 충전/유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최척의 주위공간

(Dead Band)을 설정하기 워하여 가압기 수위악 민강도 분석옳 통한 명가가

이루어지고 충전/유출기가의 피로효과에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 185 -



고차
口

C그-....----
3-1 EPRI. Evaluation of PWR Hot Leg Temperature for Use in the ALWR

Requirement Document , 1988 , EPRI

3-2 System 80· Standard Design CESSAR Design Certification ,

Combustion Engineering

3-3 AP600 Standard Safety Analysis Rep아‘t ， chapter 4 , Westinghouse ,

1992

3-4 Korea Nuclear Units 1&8 FSAR. 한국천력공사

3-5 Yon잃wang Units 3&4 PSAR , 한국전력공사

3-6 SIR Program Summary , ABB CENP , 1990

3-1 AP600 Standard Safety Analysis Rep이‘t ， Chapter 5 ,

Westinghouse, June 26 , 1992.

3-8 MPOI-MPA-OOl Preliminary Analysis Report High Inertia Canned

Motor Reactor Coolant Pump , Westinghouse , December 21 , 1990.

3-9 MPOI-GGR-003 Preliminary Design Review Report -AP600 High

Inertia Canned Motor Reactor Coolant P때p ， Westinghouse ,

December 4.1990.

3-10 WCAP-13202 Rev.l AP-600 Plant Description Document ,

Westinghouse , March , 1993.

3 ‘ 11 H.H. Ransom , et al. , NUREG/CR-4312 , RELAP 5/MOD 2 Code Manual ,

Volume 2: Users Guide and Input Requirements , Id외10 National

Enginneering Laboratory , December 1985.

3-12 영광 3&4 호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자료

3-13 영광 1&2 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한국전력공사

- 186 -



3-14 AP600 SSAR Chapter 10 : Steam and Power Conversion System , 뻐l

Jun. 1992

3-15 EPRJ ALWR URD Volume III , Chapter 2. rev. 1. Aug. 1990

3-16 10 다'R 50 Appendix K. ’ ECCS Evaluation Models ‘.

3-17 ANS 5.1. 7’Decay 타lergy Release Rates Following Shutdown of

Uranium - Cooled Thermal Reactors , ’ Oct. 1971. Revised Oct.

1973.

3-18 N뼈avandi ， A.N. and Rashevsky , M. , ’ Computer Program for

Critical Flow Discharge of Two Phase Steam-Water Mixtures , W

CVNA-128 , Westin짧louse Electric Corporation , 1962

3-19 van de Venne. T. , ’ Application of Passive Safety Systems t。

Large PWRs,’ ANP'92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 and

Safety of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 Tokyo , Japan , 10.1 ,

Oct. , 1992

3-20 van de Venne , T and Cheung , A. , "Results of Limiting Accident

Analyses for Three-Loop Passive Plant,’ ANP'9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 and Safety of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Tokyo , Japan , 17.4. Oct .. 1992

3-21 EPRI ,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Utility Requirement

Document ’ , Vol. III. ALWR Passive Plant , Ch.5 , Dec. 1992. 

3-22 Simplified Passive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Plant Program

Westinghouse AP600 Standard Safety 싸lalysis Report , June 1992

3-23 PWR Passive Plant Heat Removal Assessment , EPRI NP-7080-M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 March 1991.

3-24 핵연료 빛 노심설계 개발분야잭임자.“1000 MWe 용량격상 노심

- 187 -



출력벌도 자료송부， ” 떼모 AC-뼈D-93016. 11/23/1993.

3-25 N.E.Todreas & M.S.Kazimi , Nuclear System I: Thermal Hydraulic

Fundamentmentals , Hemisphere Publishing Corp. 1990.

3-26 M.M.Corletti and L.E.Hochereiter, ’ Advanced Li양lt Water Reactor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Heat Exchanger Test,’ Proc. The

1st JSME/ASME Joint IntI. Conf. On Nuclear Engineering , Nov.

4-7 , 1991 , Tokyo , Vol. 1. pp. 385-387.

3-27 Crane, ’ Flow of Fluids Through Valves , Fittings , and Pipe,’

Crane Co. , N.Y. , U.S.A. 1982.

3-28 Component Design Requirement for YGN 3&4 for SIS/SCS, Rev.Ol , May

11.1989

3-29 KAERI letter AS-NGR-93008 “용량격상 안전핵석을 위한 자료요청

", 1993.9.4

- 188 -



훌훌 3-1 기촌발천소 혈캠의 ，~변혈 1헤 인짜값

발 f1 ..‘‘-
.

π1 훌 처q y

(MW/mn 3] [ t ]

AP600 78.82 315.61 .79

Sys 80+ 95.9 323.89 .01

영광 112 105.5 326.26 .02

기존 W-4Loop 104.5 325.61

추1 ) 안천성 분석보고서의 안천해석 한겨:1 DNBR과 냉착채 유동 정지 사고시의 최소 DNBR로부터 계

산한 값이다. 벌천소 설계자가 안천해석 한껴~ DNBR 셜정시 71본 없BR 여유도률 안천해석 한

계 U'ffiR애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설제 메B 여유도는 여기의 수치보다 더 클 수 있읍.

표 3-2 원짜로냉각째계톨 확톰조건

구 }」a 전열관 무릉쇄 전열관 l Ox 봉쇄

운전압력， [HPA] 15~513 15.513 -
냉킥째 유량/Loop， [m3/sec] 6.5 6.36

고온관 온도. (DC] 314-.2 314- .4

저온관 온도， [DC) 273~0 2강.5

무부하 온도， [DC) 273.0 2π.5

미차측 증기압， (MFa] 5.336 5.24

주) M.M.F. =0.97 *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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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흥기합쟁기 설채사양

전열환

채 질 -‘----------------------
갯 수 ------------------------

외 경 .mm -----------------------’
내 경 .mm ‘ i ‘---------------------
평균 길이 , m ------------------------

피 치 , em --------------------’---
봉쇄 여유도.~ -------------

얼차혹

운전 압력 .Mfa ------------------------

유 랑· kg/s-----’-‘---------------
입구 온도· t:: ---------------‘--------
출구 온도· t:: ------------------------

。1차측

증기 유량，kg/s -----------------------

충기압력， MPa -----------------------

급수 온도， 1; ------------------------

- 190 -

1-6901T

7800/SG

17.5

15.44

18.7

2.49

10

15.5

5100/100p

314.2

273.0

610/SG

5.336

223.9



표 3-4 훌기합쟁기 밀빠혹 혜혁/SG ,rn3

입구 노출.1개 0.404

압구 plenum(빼nway 포합)---------‘----- 6.3

입구 천혈관 시트 --------------- 0.98

천 얼 관 --------------- 27.6

출구 천혈관 시트 --------------- 0.98

출구 plenum(뼈nway 포함)--------------- 6.3

출구 노률. 2깨 ---------•----- 0.29

표 3-5 훌력 및 봉쇄률때 따른 증기발생기 중기압

부 하 증 기 압 [MPa]
( x ) l Ox 전열관 용쇄 전열란 무 봉쇄

o 5. 724 5. 769

100 5.240 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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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월짜로냉각꽤펌프해드 Homologous Data

vIa; alv HAD HAR HVD HVR

4.40 -2.20 4.30
-1. 00 3.92 -1.62 3.81 -2.20
’ 0.90 3.60 -1.05 3.55 -2.19
-0.80 3.04 -0.27 2.94 -2.17
-0.60 2.76 -0.03 2.65 -2.09
-0.50 2.50 0.21 2.41 -2.04
-0.40 2.23 0.33 2.16 -1. 99
-0.30 2.06 0.45 1. 95 -1. 90
-0.20 2.00 0.48 1. 77 ’1. 81
-0.10 1. 94 0.50 1. 58 -1. 70
0.00 -1. 58

νfa; aIν HAN HAT H띤. INN

1. 94 0.50 1. 58
0.00 1. 79 0.48 1. 46 -1.58
0.10 1. 71 0.46 1. 34 -1. 39
0.20 1. 65 0.45 1. 22 -1. 17
0.30 1. 64 0.44 1. 10 -0.91
0.40 1. 64 0.45 1. 00 -0.65
0.50 1. 56 0.46 0.90 -0.41
0.60 1. 53 0.47 0.86 -0.16
0.65 1. 48 0.49 0.82 0.00
O. 70 1. 33 0.51 0.75 0.11
0.80 1. 25 0.54 0.71 0.34
0.85 1. 17 0.56 0.67 0.51
0.90 1. 00 0.60 0.60 0.67
1. 00 1.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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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월짜로냉각째펌프 토크 에omologous Data

ν'/a; a./JJ BAD BAR BVD BVR

3.05 -6.00 3.05
-1.00 2.41 -4.52 2.50 -6.00
-0.80 1. 90 -3.10 2.06 -4.51
-0.60 1. 65 -3.35 1. 83 -3.43
-0.50 1. 40 ’ 3 ‘ 00 1. 14 -3.04
-0.40 1. 16 -2. 11 1. 62 -2.65
-0.30 LOS -2.41 1. 53 -2.33
-0.20 0.97 -2.13 1. 51 -2.00
-0.10 0.95 -1.85 1. 50 -1. 10
0.00 -1.40

II/a; a/II BAN BAT BVT BVN

0.95 -1.85 1. 50 -1.40
0.00 0.96 -1. 62 1. 41 -1. 12
0.10 0.91 -1. 38 1. 43 -0.82
0.20 0.98 -1. 16 1. 35 -0.58
0.30 0.99 -0.93 1. 26 -0.33
0.40 0.993 -0.12 1. 12 -0.01
0.50 0.995 -0.50 0.98 0.11
0.60 0.996 -0.34 O. 78 0.40
。.10 0.997 -0.11 0.58 0.60
0.80 0.999 -0.04 0.34 0.83
0.90 1. 00 0.10 0.10 1. 00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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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월좌로냉각째펌프핵드와 유량관체

유 량 뼈 s. N짧{ 필요량

1. 938
1. 792

0.000 1.713 0.85
0.098 1. 667 0.85
0.196 1.650 0.85
0.245 1.642 0.85
0.294 1.642 0.85
0.343 1.642 0.85
0.392 1. 642 0.85
0.441 1.625 0.85
0.490 1. 592 0.85
o 539 1 ‘ 542 0.85
0.588 1.500 0.85
o 637 1.417 0.85
0.686 1. 250 0.85
0.735 1.200 0.85
0.784 1.033 0.85
0.853 1. 000 0.85
0.882 0.869 0.85
0.980 0.854 0.863
1.000 0.667 0.975
1. 070 0.621 1.031
1. 078 0.479 1.659
1. 176 1. 883
1.200 2.683
1.275 3.75
1.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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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3-9 월짜로냉짝꽤훨프 유량갑소 요구조건

Time after r elllJvi.ng' voltage from
Normalized flowdrive mtor (se∞，Dds)

0.0 1. 00
1. 0 。.75

2.0 0.60
3.0 0.50
4.0 0.43
5.0 0.38
6.0 0.34
7.0 0.30
8.0 0.28
9.0 0.25

10.0 0.23
12.0 0.20
14.0 0.18
16.0 0.16
18.0 0.14
20. 。 0.13
25.0 0.11
30.0 0.09
35.0 0.08
40.0 0.07
45.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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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Void 분율빼 따를 펌프 해드의 배훌

Void fraction P형radation multiplier

0.0 0.0

0.10 0.0

0.15 0.05

0.24 0.80

0.30 0.96

0.40 0.98

0.60 0.97

0 ‘ 80
0.90

0.90 0.80

0.96 0.50

LOO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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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KPl000 흥JJ발챙기 수위 협정쳐

수 위a (mJ 설정접 (x) 작 ECEi 설 바

14.4 100 원자로 청지， 급수격리， 터밴정지

PRHRS 작동. 충천휩프 격리

11. 1 81 원차로정저

P빠fRS작동(기동갑수량 30% 미만일 때)

6.4 44 απ착풍. P빠ms작동

*. 기준첩 : 천혈관 시트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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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KP1빼O 추흥'11추급수배판 주요 뼈비싫체짜료

때판킬이 내 경 배관쳐l적 K + f (lId)
부 분 (ft) (ft) (ft') 비 고

forward reverse

00- 만roo 118.92 29.43 561.19 1.1842 1.1842 주1.

대꺼fi' - MSV 71.00 29.43 월5.41 O. 강51 O.강51 주1.

뻐V - 샌IV 20.∞ 29.43 94A8 0.0979 0.0979 주1.

MSIV - CH 159.92 31. 74 870.04 2.8094 2.3094 주1.

CH 72.00 31 74 395.54 HA HA

CH - TSV 48.00 23.40 143.30 1. 2938 1.7938 주2

CH - rBV 30.00 19.53 62.41 1. 8074 2.3074

CH - MSR 30.00 19.53 62.41 1. 8074 2.3074

SG - CV 6.10 35.56 0.61 0.6129 0.6129 주1.

cv- 에'IMT 36.58 35.56 3.63 1.7271 1.’낌71 주1.

예TMT-뾰’IV 9.14 35.56 0.91 0.3앓3 O. 경43 주1.

주) 1. 각 주중기/주급수관의 셜계값이며 KPIOOO 의 증거딸생기는 3대이며 중기발생기마다 주중

기관 및 주급수관율 각각 1개씩 가지고 있다，

2. 4 개의 총길이

3. Acronym lists

SG steam generator CtfThfT : containment

~V main steam safety valve 01 CO2빼。n 뼈ader

TSV turbine stop valve TBV turbine bypass valve

MSR moisture separator reheater cv check valve

MFIV main feedwater isolation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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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월짜로냉각째채톨 모터구동 뿔브의 설1월 7B때 압력

정상 l1P(psia)· 최대 AP(psia)
구 문

개 방 R뼈 쇄 개 방 폐 쇄

자동감압체통 i단 뿔브 강50 Z쪼;，ob.e 2500 2밍O

(RCS-VOO1A. B. c. D)

자동갑압체톰 2단 밸브 1500 100b
2당)0 2500

(RCS-VO없A. B. c. D)

자돔감압계몽 3단 뿔브 500 l00b 2500 2500

(RCS-VOO3A. B. c. D)

주) 1 - 예상 정상운천 압력

2 - 자동잡압계통 착동신호가 채초청 되기천에는 앨브혜쇄 불능

3 - 자동감압체롱 1단 밸브는 갑압조정 혹은 개스배기를 위하여 수동작동 가능

표 3-14 짜동갑압뿔브의 쩌l월 및 특성~

단 계
작동신호 최소 작동간격 밸브연적 밸브개방시간

(앤T 수위} (초) (m
2/in2

) {초)
-

l 75% 0.003871 6 30

2 6()% 1단체 작용후 60 0.01806128 120

3 5()% 2단계 작동후 120 0.01806/28 120

4 20% 3단계 작동후 120 0.0490317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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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KP1000의 Res 폐척

Res Component 혜적. fe(m)
버 고

원자로 자유공간 5300(1 50.1) 기계구조실 추청

fiR 관 569.306. 1) AP600의 1. 5배

RCP 534.0(1 5.1) AP600의 1. 5배

가 압 기 2300(65.1)

중기발생기(1개당) 1522.8(43.3)

합 겨| 13271.3(376.3)

표 3-16 CMT 빛 Accumulator 크기

Component 갯수 크거. fe(m3
) 비고 -

eM! 3 2006(56.8)

Accumulator 3 1653(46.8) 액채 쳐l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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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3-17 KP1000의 감압체톨

째 1단 앨브 쩨 2단 밸브 쩨 3단 밸브 쩨 4단 밸브

Tra최1 수 2 2 2 3

작동조견
75 60 50 20

(01π수위. x)

밸브개방시간
30 120 120 30(sec)

Time Delay 제 l단 깨방후 채 2단 개방후 제 3한 재방후.
(sec) 60 120 30

밸브 크기
4 8 8 12

(in)

앨브종류
모터 구동 모터 구동 모터 구동 공기-피스폰

Globe Gate Gate 구동 Gate

Nominal Flow
Rate {l<.g/sec) 90.2 420.7 420.7 1142.0

Steam. 15.5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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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노심관련 RELAP 해혁모형 업확짜료 (KP-1때O/AP600)

Active Core

Equivalent Diameter

Active Fuel Hei빼t

Total Cross Section Area

Fuel Assembly

NUl뼈er

Rod Array

Rods J:얻r Assembly

Rod Pi tch

Fuel Rods

nu빼er

3.604m(141.9in)/2.921m(115 in)

3. 658m( 144 in)1좌동

10.2 삶(l09.83ft2 )/6.7Om
2
(72.17fe)

221/145

17 x 17 117 x 17

264 / 264

0.0126m(O.496in)1 좌동

58344 / 38280

Outside Diameter

Diameter Gap

Clad Th ickness

Clad Material

Fue1 Pe11ets

Ma terial

Diameter

0.OO95m(O.374in)/화동

O.OOO165m(O.0065in)1화동

O.OOO57m(O.0225in)1화동

Ziπaloy-41좌동

V02 Sinteredl좌동

O.OO82m(O.3225in)1 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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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피동판열때꺼체톨의 기기 홍류 및 특성

밴휠
크기

재철

셜체 압력

셜쩨올도

25.4 em (10 inches)
스태인혜스스털

17.24 MPa (2500 psia)
354.4 °c (670 양)

쩍리 뱀브

크기

총류

재질

설계 압력

설계 흔도

25.4 em (10 inches)
게이트밸브

스터1안혜스 스틸

17.24 MPa (2500 psia)
354.4 °c (670 얻)

혈욕활긴

튜브수

튜브크기

외경

두께

길이

튜브재절

총튜브외부면척

설계 압력

설계 용도

400

19.05 mm (0.75 inch)
2.794 mm (0.11 inch)

5.4864 m (18 ft)
스태인레스 스틸

131.36 m2 (1414 ft2
)

17.24 MPa (2500 psia)
354.4°C (670 랜)

짚줄뿔븐

력

도

압

온

꺼

류

철

계

계

크

총

채

설

설

25.4 em (10 inches)
볼밸브

스태인레스 스틸

17.24 MPa (2500 psia)
354 .4 °c (670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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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합전소벌 가압기 크기

NSSS
UNIT

Plant Rating PZR volume PZR volume
Supplier (MWt) (fe) (tfJ )

CE SYS80 3817 1800 51. 0

CE SONG 2&3 2410 1500 42.5

CE ANO-2 2825 1200 34.0

CE PALISADES 2200 1500 42.5

CE YGN 3&4 2825 1800 51. 0

CE SYS80" 3817 2400 68.0

W까i RESAR 414 3800 2100 59.5

W까i KNU 5&6 , 7&8 2775 1400 39. 7

KWU ISFHAN 414 3165 2295 65.0

B&W B-SAR-205 3800 2250 6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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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P1000 월짜로냉각째체통 재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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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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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휩 3-7 월짜로냉각째 핍프와 채용의 륙성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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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3-8 훌력에 따른 원자로냉각째 톨도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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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월자로냉각째 혈프-S!.터 접합짧

- 213 -



H 300
E
A
D

I 200
N

f
E
E 1CO

T

εco

H
O
R
S
ε
p
O

싸

E
R

R
>

nn
’”
ι
”
t
」

아

때

mw

m

m써

야

m

때

r---、
I 6“싸냉∞im$-- -un·

~i----
““‘

| el{PF하 SG O1「뉴
、、

、 r--.
\\

1파~ EST.HYDRAULlC
FERrORlνI.U，:JCE

F\ AP 60!)

1κ//
/ x

/ F\
./

v
.,./

~

)......--
'-----"τ=

T
0 1.: 00
T
A
L

o
o 10 20 30 ~O SO

FtOWR.;n:: I셔 THOUSANDS OF G='!.’
60 70

그힘 3-10 월짜로냉각째펌프 성능곡션

- 214 -



K
、‘、

5 ‘
HVD 야~‘

~“‘

r--斗二==
“’‘·

r-----•‘ ‘~‘~r------..μVT

/'

~
L---

요Al' ~

뭇γ/
v---

심;~

/ L----'
r

L-----"""-- -1/

“VR

5

4

3

2

o

’’
i

η)“

N
롤
‘I〉
\
￡nziR

N

풍
를0\

￡

1 00806o 4-0 2 -0 a 0 2
via AND a/v

-0 4-06-08
-3

-1 0

그립 3-11 월찌로냉각JR핍프 돼드-유량-속도얘 대환 효모로그팍션

- 215 -



1

o

i

N·xt

>
\j

DZiR

션 -2
O

~-3

4

〈ζ;

~늑5

g

DVR /"'"난~

/갖
κ~ BAR

ν7

/

fγ
•

3

a

-4

F‘1

-6
-1 0 -0 8 -0 6 -0 4 -0 2 -0 0 0 2 0 4 0 6 0 8 1 0

via AND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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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월화로 유량갑소 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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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3-15 카암기 핵혜i~쩍 크]1환화애 따롤 가압기 저수위 평가

가압기
죄고 17.24
압력
(MPa)

16.99

끊쫓;:

] 7.10

16.96

16.92

16‘ 82

24 2S
가암기 기책처l적 (m3

)

23

압력이 16‘ 96 MPa 이하 유지되도롭
기채채점 결정 ’

기채체적은 24 m'> 으료 천정

- 평가 기준 : 거압거 최고

• 평가 결과 : ;t휩;{ 컵좋

그립 3-16 가압기 기혜체쩍 크기변화011 따롤 가앞기 최고압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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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랍 3-18 가압자 수위째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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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 il' area

되었. flow
area

1. 0

0.6

0.5

-------- ....-------‘-------------------…‘--“ 7설 ->

0.850.8 •
0.815

P(bl0\id。πn)

0.90 0.95

pz.R pressure

1. 00 r 1.05
1. 03

P(aCCl파ulation)

PSV opening pressure

그휩 3-19 가활기 싼전뿔브 작동 륙성

가압거
칙고 18. S6
압력
(~l?a)

18.21

설쳐l압력의 1l0~ 압역 (l8.96 MPa)

17.63 17.60 17.59 17.56

17.~e

16.89

-------- 한천멜효-개땅양흡(17.51-1'함a)

A B c D

가앙71 안전밸브 총 채망연적 ( ft1)

~ A ~ 0.0057 m~/3 valves (C항의 90 % 면적 >
B : 0.0060 m</3 valves
C : 0 ‘ 0063 003 va1yes
D : 0‘ 0070 m£/3 valves (C앙의 110 χ 연작)

* 사가 B-;‘ : AP600의 가압71 안전빨브당 채앙연적과 동얼한 값잉，
; 생71 C황 : 영광3&4호기의 가압겨 안원웰브당 채평면적과 푼일한 값임

그랍 3-20 가압" 안젤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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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600 SSAR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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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휠 3-23 AP6뼈의 갑압훨브 훌훌시작톨사고시 월짜로댈각 JR체톰의 압력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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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4 AP600의 갑압밸브 물시작동사고시 뭘짜로냉각째채톨의 채고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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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3-25 캄압밸브 불시확톨싸고서 월짜로냉각째체톨의 각 셀계벌 압력변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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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깝압밸브 불시학흥사고써 월짜로냉각째댐톨의 각 셜체벌 압력변화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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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갑앓뿔브 톱시확동사고시 뭘짜로냉작째체톨의 각 혈체뿔 쩌고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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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9 갑압뿔브 활시작톰사고씨 월짜로냉각째체톨의 각 섭쩨법 압획변화(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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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PRHRS 짝동시 초기조건 번화때 따를 고톨관릎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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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HR Hx 튜브중심 열속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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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00 accumulator flow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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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장 기 계 설 계

제 1절 1000MWe급 격상용량 피동형 원자로

1. 개요

AP600율 1000MWe급으로 용량격상할 경우 (이하 KPI000이라 청합} 원자로

얼차냉각계통의 기계구조설계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율 두고

설계가 진행된다.

헛째， 격상용량의 대상을 정한다. 원자로 알차 냉깎계통의 주요 기기인

원자로 용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자로 냉각배관계통， 중71 발생기 및 일

처l형 펌프， 가압기 및 밀림관， 그러고 일차냉각겨1통 지지구조물율 용량격상

의 태상으로 정하였다.

둘째， 설계기준 및 요건을 설정한다. KPI000의 기계구조 설계기준 및 요

건운 AP600과 동일하계 적용하였다.

셋째， 용량격상설계 절차 및 방법을 개말하여 어떤 노형에서든지 주어잔

용량에서 격상하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척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량

격상율 위하여 수행 되는 개업셜계. 기본설계 및 상서l설겨l는 각 단계별로

노심， 유체계통， 안천계통， 껴!혹 및 제어계통， 기계구조계통 빛 BOP 각 분

야 간의 상호 연계되는 설계자료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용량격상설계 절

차 빛 방법은 각 설계 단계별로 개발되어야 한다.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71

계구조설계분야외 용량격상절차 및 방법의 개발올 위해서는 용량격상의 가

능성을 case study를 통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타분야와의 연계사항을 분석

하고 필수척인 설계자료를 결정하여 기본설계 빛 상세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조륙성율 검토해야 한다. 표 4-1은 개념설계 단체에서의 용량격상 기계구

조설계 절차도흘 보어고 있다. 유처}켜l통 및 안전계통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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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용량 열출력 및 거준 잔열 산정을 위한 주요기기 및 껴l통 크기 결정과

NSSS 기기배치 그러고 안전성 분석의 기본착료인 원자로 용기의 자유용척율

계산하고 NSSS 관련계통 및 주요기거의 용량격상설계 져I한인자를 검토하기

위하여 예비구조설계룰 수행해야 환다. 원자로용거의 자유용척 계산율 위해

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원자로 용거의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노심분

야에서 핵연료 집합체와 중성자 쩌l어봉접합체 갯수 빛 빼혈 그러고 노심 열

수력 륙성에 따른 내부구조불 부품 간의 간격 동이 필요하다. 또 BOP~ 쩍

납용기 설계 및 배치를 위하여 NSSS 기기배치도를 작성해야 한다.

넷째， 원자로 알착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기기에 대한 최소 설계 두께

를 ASME 규격에 따라 결정하여 예비구조설계룰 수행한다.

다섯째， 용량격상에 따른 원자로 일차냉각계통의 주요기기의 크기 및 갯

수까 증가하고 루프수가 중가하여 구조특성이 변화하므로 주요 구조특성 분

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혜 대한 구조 특성을 분석한다. 또 보수성， 운전성

및 설계수명 연장 동 기계구조분야에 영향을 주논 설계기본 요건이 강화됨

에 따라 구조 특성분석이 요구되는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여섯째. 용량격상의 캐염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구초특성분석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설계제한사항을 도출하고 야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을 마련한

다.

본 보고서에서는 차세대원자로 개발과제의 피동형 용량격상 부분이 중지됨

에 따라 현단계까지 수행된 기계구조설계분야의 용량격상에 대하여 가술한

다.

2. 원자로용기

가. 설계기준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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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000 피통형원자로의 원자로용가는 노심을 지지하고 감싹고 았는 고압

와 압력경계용기로서 AP600에서의 설계북표와 같어 설겨l수명 60년에 대해

2500psi와 650'" F의 설계환경에 견디도록 하는 것이다. KPIOOO 원자로용기

의 젤계기준 빛 요건운 AP600과 거의 통일하고 중요 셜계요건은 다읍과 같

다.

원자로용기는 원자로냉각수， 원자로삼 및 핵분열 생성물율 저창할 수 있

도록 고기벌의 압력경계률 제공하고 원자로냉각수의 일차 압력경계를 형성

하며， 방사능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막는 제2의 방벽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로용71 와 원자로용기 노즐 빛 안전단의 설계수명은 60년이어

야 하고 원자로용가 덮개 스터드， 너트는 교혜가능하여야 하며 60년 수명을

목표로 하되 최소 운전수명은 40년으로 ‘설계해야 한다. 원자로용기는 다른

설계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ASME Code

Section I II [4-1]의 피로수명 기준을 만촉합을 보이기 위해서 분석 또는 시

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한척인 사고를 양척 빛 질척으로 포함하는 보수척

으로 정의된 운전요건을 사용해야 한다. 원자로압력용기는 용기의 플랜지나

얼차냉각 노즐위치에 용첩되거나 얼책형으로 단조펀 지지받침대에 의핵서

지지되어아 한다.

원자로용기는 제어봉 구통계통이 용기헤드를 통하여 착통되고 저!어봉이

노십상부로 부터 압입되도록 용기 상부헤드에 관통부를 체공해야 한다. 제

어봉 구동장치깐의 중심거리는 용기헤드 부위의 강도가 기존의 설계에 비하

여 줄어률져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부헤드영역옳 원자로냉각채 계통

으로 배기할 수 있도록 관통부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용가내 옴도 및

중성자계축을 위한 관통부는 노심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원자로용기 노

즐은 노섬보다 위에 위치해야 하며 채장천 작업， 용기헤드부위 유지보수.

원자로용기 빛 원자로 냉각채 lJH관노즐의 7}동충검사에 저장을 주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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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다. 또한 원자로용기 노즐의 설계사 노즐부위에서의 배관파열을 평가하는

데 파단천누설의 척용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원자로용기 스터드의 풀기 및 제거. 스터드 구멍엎가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원자로용기 헤드의 해쳐l 및 설치를 위한

잘 설계된 장치를 개발하여 단순성 l 산뢰성， 작업자의 저 방사능 파폭， 발

전소 가동률 및 비용에 관한 ALWR 설계톱척칸의 균형율 유지하도록 해야 하

며 동력구동 원격제어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냐. 용량격상 설계절차 및 방법

피풍형원자로의 용량격상( lOOOMWe) 시 원자로용기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다읍과 칼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핵연료 및 노심설계 개발분야에서

격상용량와 척합한 핵연료집합체 갯수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하여 ASME

코드 Section III , NB 빛 Autocad 작도법에 따라 노심배럴과 중성자 반사체

의 두꺼l 빛 길이를 예버척으로 산정한다. 야렇게 원착로내부구조물의 개략

척인 크기가 정해지면 원자로용기의 내경과 킬아가 구해질 수 었고 또한

ASME 코드에 따른 완자로용기의 푸께를 구할 수 있다.

용량격상시에 고온관 및 저온관의 크기를 AP600과 갈거l 유지하고 다만 루

프 수와 증가를 AP600와 2개의 루프구조를 3개로 늘리는 것을 고려환다.

KPIOOO의 원자로용기 상부젤에 부착된 입구노즐 빛 출구노줄의 크기 및 수

직방향의 높이차는 AP600과 동일한 17.5인치이며， 입구노즐은 6개이고 출구

노즐은 3개이다- 직접용거주입노즐은 루프당 한개썩으로 가정하였으며 입출

구노줄을 포함하는 원자로용기 상부셀의 제작가능성은 노즐의 관홍률로 부

터 판단한다.

원자로용기 상부젤 플랜지부와 스터드볼트의 설계흘 위해서는 지진하충

동의 자료가 요구되나 현재 입수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ASME 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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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하는 최소두께보다 충분하 크케 가정하여 입출구노즐의 보강도 포함

할 수 있케 하였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해석과 설계는 지진하충 동의 자료

압수와 웅력해석 동율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는 상세 셜계단계에서 수행될

것이다.

다. 원자로용가설껴|

KPIOOO의 원자로용기는 반구형의 하부헤드를 포함하는 설런더 부위와 플

랜지로 되어 제거할 수 있는 반구형의 상부헤드로 구성된다. 실란더 부위는

상부첼과 하부셀로 이루어지며 반구형헤드와 마찬가지로 저합금캉으로 제작

된다. 단조된 상부셀은 반조된 하부셀에 용접되며 이 하부셀은 반구형 하부

헤드에 용접된다. 제거가능하도룩 플랜지로 된 반구형의 상부헤드는 플랜지

와 돔의 두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저합금강 단조로 제작되며 오스테나이트

계 스페인리스강으로써 피복된다. 반구형의 상부헤드는 용기에 스터드로 연

결되고 두개의 금속 오-렁이 밀봉으로 사용된다. KPI000 원자로용기의 채략

척인 설계를 그럼 4‘1 어I 나타내었으며 이툴 주요 치수는 다읍과 같이 결청

되었다.

lOOOMWe로의 용량격상사 핵연료 빛 노심설계개발 분야의 예비 노심구성

[4-2]에 따르면 221개의 핵연료집합쳐l를 배치하였으며 열출력은 3330세ITh이

고 노심출력밀도는 86. 2MWTh/m3을 고려하였다. 이때 노심 한개의 피치는

8.466안치이며 노심배렬의 두께를 3인치로 가정하고 충성자반사체와노십배

렬 사이의 환형부 폭을 9.625인치로 가정하면 원자로용기의 내경은 192인치

(4.88m)로 계산된다.

상기에서 결정된 원자로용기의 내경(192인치}파 원자로 대부구조물의 예

비설계[4-3]를 토대로 Autocad 작도볍을 사용하여 원자로용기블 예비설계한

것여 그럼 4-1에 나타나 있다. 원자로용기 실린더의 최소요구두꺼il(t ,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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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AS뻐 코드[4-1] 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t = P*R/(Sm - 0.5P)

= 2.5 * 192 I (26.7 - 0.5 * 2.5)

=9.43 inch

여기서. P =2.5 ksi (설계합력)

R =192 inch (원자로용기 내경 )

Sm =26.7 ksi @650 DF (SA508 Class 3)

원자로용기의 예버설계 두께는 설계요건율 만촉하기 위하여 위의 최소두께

보다 큰 10인치를 선청하였으며 상부첼은 입출구노즐의 보강 빛 스터드볼트

의 설치를 고려하여 15.5인치를 가정하였는헤 이는 AP600 SSAR[4-4] 를 근거

로 예륙한 값이다. 원자로용기 상부헤드 및 하부헤드는 반경 95인차의 반구

형인페 두께는 각각 8인치와 7인치로 예비설계하였고 아는 다읍과 같야

ASME 코드에서 요구하는 최소두째 (t. 인치)보다 큰 값이므로 설계요건은 만

폭되었다.

t =P*R/(2Sm - P)

=2.5 * 95 I (2 * 26.7 - 2.5)

=4.666 inch

원자로용71와 킬이는 500.8인치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AP600보다 약 44언치

정도 걸어진 것이다.

원자로용기 상부셀의 입출구노즐 및 직접용기주입노즐의 관통률을 각 노

플의 중심선을 연결하고 여기에 대한 노즐 관통부의 비로써 구해보면 약

73%까 된다[4-5]. 여기서 입출구노즐의 수직높아차는 고유용량과 같은 17.5

언치(0.45m)를 가정하였으며 3개의 출구노즐과 6개의 입구노즐 및 3개의 직

접용기주엽노출의 관통률을 계산하였다. 이는 AP600의 관통률인 61%보다는

콘 값이지만 기계구조척 관정에서 원자로용가의 설계 빛 처l작애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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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껏으로 판단되었다.

3. 원자로내부구조물

가. 설계기준 및 요건

펴동형 원자로내부구조불은 설계기준 빛 요건에 있어서 개량형 가압경수

로와 콘차이가 없고 고유용량의 설계기준 빛 요건이 그대로 척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내부구조툴의 모재는 스테인리스강 304 또는 316 계열이어야 한

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볼트체결은 일반척으로 solution-annealed 316

스테인리스강율 사용하고， 어느 정도 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냉간가공

울 한다. 고강도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인코넬 X-750율 사용할

수 있다. A-286 합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처짐량은 모든 원자로조건에서 제어봉의 삽입어 허용시간이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논 값으로 쩨한되어야 한다.

- 하부노심지지판은 핵연료집합체가 측면지지되지 않아도 노심내에서 폭

바로 서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

- 핵연료집합책의 흘드다운력은 한 개 이상의 주냉각수 펌프의 운전에 적

합한 어떤 온도에서도 모든 주냉각수 펌프의 가동율 허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 노심 배혈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환형공깐어l 열차펴l체 (thermal shield)

률 사용하지 않는다.

- 원자로 상부 내부구조물과 하부 내부구조물은 용기내에서의 해체작업없

이 각각 일체로 수직인양이 가능해야 한다. 해체가농한 내부구조물은

재장천기칸에 적합한 시찬 내에 인양 및 재삽입이 가농하도록 설계되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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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내부구조불은 용기헤드와 합쩨 얼쳐l로 인양이 가농하도록 해야 한

다. 조립된 헤드-내부구조체는 재장전수조에 헤드플랜지가 수면보다 조

금 위에 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수 빛 검사를 위해서， 상부내부구

조물은 헤드로부터 원격으로 해체될 수 있어야 한다. 크혜인의 용량.

인양여유l 조립쳐l의 재장천수조 내에서와 저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

나. 용량격상 설계절차 및 방벌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는 크게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로 구

별된다.

예비설계 단계에서는 설정된 설계채념을 형상화하여 예비치수를 결정한

다. 용량격상을 위한 예비설계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입력자료로써 노심

장천 모형과 핵연료칩합체의 치수 빛 중성자제어봉 칩합체의 위치 및 제원

이 필요하다. 필요한 노심설계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중성자 반사체

의 노심측의 치수를 결정하고 두께는 고유용량과 똥일한 값으로 참정결정하

였다. 고유용량에 비하여 달라지는 부분은 노심이 커짐에 따라 천체적으로

직경이 커지고 상부지7-1구조물에서는 중성자제어봉집합혜의 수혜 따라 안내

관의 재백치가 필요하다. 이와 겉이 잠정결정된 예비설계는 관련설계 분야

에 검토를 의뢰하고 안천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산출근거가 된다.

lOOOMWe로의 용량격상 업무는 현재 여기까지가 완료되었다.

기본설계 빛 상세설계단계에서는 타분야의 설계 빛 해석 결과와 구조척관

점에서의 동특성해석 및 각종 하중의 조합에 의한 웅력해석 빛 피로해석을

포함하는 상셰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각종 설계보고서를 작성하며 제작자와의

연계사항을 반영하여 칙종 설계를 확정한다.

상세구조해석에서는 지진과 파단전누셜개념 적용대상아 아난 배관따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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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3차원 해석울 하고 요소 웅력평가에서는 최대웅력과 변위를 운전동급

D의 제한치와 벼교한다. 가상배관파단에 대한 원자로용기의 동쩍웅답해석에

는 따단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력하충율 입력으로 사용한다. 원자로용기는 용

기노즐 볕의 여섯 개의 지지불과 냉각재빼환에 의해 구숙되어 있다. 흡정부

위의 상세한 해석을 위해선 유한요소웅력해석 코드를 사용한다.

내부수력학척 하중과 루프의 기계척 하중이 결합하여 수학척 모델의 척절

한 절점에 7t해지고 운동방청삭율 수칙척으로 척분하여 과도웅답옳 얻는다.

체통의 지진해석에는 스펙트럼방법 또는 시간이력척분방법을 사용하며 특정

계통야나 요소에 돼하여 시간에 의존하는 지진웅탑을 원하면 비선형시간이

력해석율 수행하여야 한다. 지전웅답과 배관파단웅답용 자숭법에 따라 더하

여 요소의 최대웅력과 변위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내부구조물은 안전정져져

진과 백관따단에 대해 ASME Code , Section III , NG에서 요구하는 허용웅력

과 변위 내에 있어야 한다.

안전관련 기계장비와 지지불틀은 7}상 얀철정지 A) 진에 대해 거놓척 건전

성을 보이기 위해 사협과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운전 중 유동과도와 정상

상태하의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동적웅답해석을 하는 주목척은 가잔함수의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장 중요한 가진합수로는 와류유동과 펌프와 관련

된 가진이다. 가잔함수의 영향은 원형로에 대한 실협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영향틀이 원자로내부구조불에서 유동기언전동을 병가하는데 사용된

해석모텔에 적용되며 해석은 RG 1. 20과 부합해야 한다.

가상사고 조건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척 거동해석은 안전정지지진과

배관파단을 모두 고려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이 기껴l척 건천성을 유지한다

는 것은 척절한 노섬냉각과 노심정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

부구조물의 변형이 작아서 형상이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는 것율 의미하고 따라서 내부구조물에 대해서는 요소의 구조착 건전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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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위한 웅력범위 뿐만아니라 부품의 변형에 대해서도 제한치를 두고 있

다.

다. 원자로 내부구조불 여l 비설계

지금까지 수행완 용량격상 설계업무는 고유용량 AP600의 예버셜계 [4-9]와

예비노섬 설계 [4-2]률 바탕으로 원자로내부구초물의 예비설계[4-3]를 완료

하고 안전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생산 제공[4-10 ， 4-11] 한 상태어다.

격상용량 피통형 원자로의 내부구조물은 하부노심 자치집합체와 상부노

심 지지집합체의 두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었으며 원자로 노심은 원자로

용기에 중성자조사량울 줄이기 위해 출력밀도가 Westinghouse사의 AP600.의

78.8 MWtlm
3
에 가능한한 가캅도록 낮게(86.2 MWtlm3

[ 4-2] ) 설계되었으며 또

한 원자로용기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경방향 충성자반사체를 채택하

여 설계수명을 60년으로 하고 있다.

핵연료집합체는 AP600과 동얼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4-6 ， 4-7 ， 4-8 ]， 상부

빛 하부 노심지지판의 핵연료 위치핀은 고유용량 내부구조물의 예바설계시

사용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였다[4-9]. 용량격상에 따라 늘어난 핵연료집합체

의 갯수만름 하중이 증가하게 되는 노섬배렬과 상부노심배럴 및 하부노심

지지판은 두께를 증가시켰다. 원자로용기와 노심째렬과의 annulus gap은 고

유용량 예비설겨l와 통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1) 하부노심지지집 합체 (Lower Core Support Assembly)

하부노심지지집합체는 300계열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며 중성자반사

쳐t 노심배럴. 하부노심지칙판， 와류억처l판 빛 이차노심지지처 l 둥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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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성자반사처~(Radial Reflector) : 노심배렬과 노심 사이에 위치하며

노심을 감싸고 노심공동(core cavi ty)율 형성하는 반사체는 스테언리

스캉의 solid 렁으로 제착되고 냉각율 위하여 수직방향으로 구멍이 나

있다. 스테인리스강윤 충성자률 반사해서 다시 노심 쭉으로 되툴려 보

냄으로써 중성자의 손실을 줄여 fuel cycle cost룰 감소서킬 수 있으

며， 원자로 용기의 충성자조사량을 감소시켜 용기의 수명을 연장시킨

다. 각각의 반사채 렁은 각 연결부분이 핵연료집합체의 지지격자 높이

에서 만나도록 높어를 산정하였으며 노섬측의 공홍의 크기는 최외꽉 핵

연료칩합쳐1와 반사체의 간격을 0.04 인치 [4-4 ， 4-7.4-8]효 정한 후 그럼

4-2의 노심장전모형을 근거 [4-2]로 하어 산정하였다. 반사채의 전쳐l높

이는 핵연료의 hold down spring의 높이를 제외한 핵연료칩합쳐1의

천쳐1길이와 똥일하케 170.30 인칙(그럽 4-3)로 하였다. 그림 4-5는 잠

정설계된 반사체의 도면이며 주요부위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

다.

- 내부치수= (FA pitch * Number of FA) + (FA/중성차반사채 gap * 2)

(8.466*17) + (0.04*2) = 144.002 인치

(8.466*15) + (0.04*2) = 127.070 인치

(8.466*13) + (0.04*2) = 110.138 인치

(8.466*11) + (0.04*2) = 93.206 인치

(8.466*9)+ (0.04*2) =76.274 인치

(8.466*5)+ (0.04*2) =42.410 안치

- 각 단의 높이 =Spacer Grid의 위치 - (Spacer Grid의 높아12)

l단 =21.75 - 1.5/2 =21.00 얀치 (2 번 S/G 위치 )

2단 =42.30 - 1.5/2 = 41.55 언치

3단 =62.85 - 1.5/2 =62.10 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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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83.40 - 1.5/2 =82.65 인차

5단 = 103.95 - 1.5/2 = 103.25 언쳐

6단 =124.50 - 1.5/2 =123.75 인치

7단 =145‘ 05 - 1.5/2 =144.30 얀치(8번 S/G 위치)

최상단의 플랜지 두께는 고유용량보다 약간 크게 4 인처로 결정하였으

며. 커흠은 깊이 3 언쳐， 폭 6 인치로 하였다.

반사체의 두께 : 측면 =7.5 얀치

AP600의 SSAR에 충성착반사체의 두꺼117} 15 인치로 나와 있으나 고유용

량 내부구조불의 예비설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의마하는 바

가 명확하지 않으며 SSAR에 수록판 개념도의 책도로 부터는 15 인치에

해당하논 치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용량격상의 경우는 핵연료

집합혜 수가 눌어남에 따라 원자로용기의 neutron fluence가 커지는 것

울 감안하여 보다 보수척으로 노심측면 부위와 중성자반사체 두쩨7t

7.5 인치가 회도폭 선정하여 양쪽변의 합이 15 인치가 되도록 결정하였

다.

o 노섬배렬 (Core Barrel) : 상부플랜지가 원자로용기 턱에 걸쳐있어 하부

노심지지칩합체를 지지한다. 하단부는 원착로용7) 벽에 부착된 반경방

향지지체에 의해 수명방향 운동이 구속된다. 노삼배렬의 내경은 워에서

결정한 중성자반사체의 두꺼1가 노심측면의 최외각 핵연집합쳐l외 명연한

부위 7} 거의 일치하도록 하여 작도에 의하여 166. 75 인치로 결정하였

다‘ 노심배럴의 외경은 고유용량에 비하여 늘어난 핵연료집합체의 푸게

를 고려하여 벽두께가 3 인치가 되도록 172.75 인치로 결정하였다. 플

랜져 부위의 치수는 두께를 고유용량에 바하여 1 인치 두컵께하여 5

인치로 결정하였다. 잠정설계된 노심배렬의 치수는 그럼 4-6에 나타난

- 260 -



바와 같다. 노심배렬의 풀랜지에는 내부구조물의 설치셔 안내역할을 하

는 guide lug가 달려있고， 하단부에는 원자로용기 내벽을 따봐 뭉간격

으포 용첩되어 있는 반경방향 clevis block(U자형 불록)에 삽입되는 키

가 부착되어 있어 하부꾸조물이 원자로용기 안으로 내려질 때 이 키률

에 의해 커홉과 촉방향으로 결합되며， 노섬배렬하단부의 회전과 수명방

향의 운동올 쩌1한하고 반경방향 열팽창과 축방향 변위는 허용한다.

o 하부 노심지지판(Lower Core Support Plate) : 하부 노섬지지판은 핵연

료집합체를 정위치에 배열하고 노심하종을 노심배렬로 전달하며

downcomer를 롱하여 들어오는 냉각수의 흐름을 적절하게 분포시키는 역

할율 한다. 핵연료 위치핀은 핵연료집합체 피치( pi tch)와 핵연료집합

쳐I 하단고정혜의 pin pi tch를 이용하여 배치하였으며. 유로구병형태

(flow hole pattern)에 관한 자효는 알려진 것이 없어서 작도법에 의하

여 핵연료칩합체당 4개의 ~2.35 언치와 한개의 ~1. 50 인치의 구멍으

로 유로를 형성하였다- 이 부분은 추후 계속 관섭을 가지고

Westin방louse 자료와 비교 검중을 할 휠요가 있다. 하부노심판의 두께

는 늘어난 핵연료집체의 수를 고려하여 고유용량의 14 인치에서 15 인

치로 증가시켰다. 그럽 4-6 및 4-7은 학부노심지지만의 잠청설계 도면

을 나타댄 것이다.

。 와류 억꽤판 빛 이차 노심 지지혜 (Vortex Suppression Plate &

Secondary Core Support Structure) : 와류억쩨판은 하부노심져지판

아래의 하부프레념에 위치하며 downcomer를 통하여 들어오는 냉각수가

흐름의 방향을 바품으로써 생길 수 있는 와류를 억체하는 역할을 하며，

하부노심지지판과는 기풍(co Iumns)오로 연결되어 있다. 이차 노심지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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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l는 에너지 흡수 장치로서 가상사고시 내부구초물이 벼정상척인 아래

방향의 수직변위률 할 때 원자로용기에 가해지는 동척하중을 홉수해 주

는 역할을 하며 노심의 수척하충율 원자로 용기에 고르게 전탈해 주고

노심으로부터 제어봉의 제거룰 방지하기 워하여 변위를 제한해 준다.

또한 채어봉이 원자로에 삽압가능하도록 노심과 상부노심지지 구조불과

의 배열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변위를 채한해 준다. 와류억제판 빛

이착 노섬저지체는 관련치수 자료가 천푸한 실정이어서 모든 치수를

AP600 SSAR의 개념도로부터 척도에 의하여 결정한 고유용량 원자로의

예버설계 치수에 노심이 커침에 따른 하중의 증가를 고려하여 그럼 4‘ 8

와 같이 잠정설계 치수를 결정하였다.

(2) 상부노심 지 지집 합체 (Upper Core Support Structure Assembly)

상부 노심지지집합쳐 l는 상부지지처1. 상부노심지지판. 대형 원주형스프링，

지지기둥 및 제어봉집합쳐l 얀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9는 잠정설

계된 상부노심 지지집합체의 도면이다.

。 상부노심지저판 (upper core support plate) : 네 개의 동간격의 안내

키의 삽입부가 판의 끝에 위치하고 이 상부노섭판과 같은 놓이에 해당

하는 노심배렬에 상웅하는 네 개의 둥간격 명면형의 핀틀이 위처하여

상부노심지지혜가 하부노심자지체와 결합할 때 삽입부가 핀들에 축방

향으로 연결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상부 노심지지

판과 상부노섬지지체의 횡방향의 운동을 구속한다. 상부노심판 아래에

톨출해 있는 핵연료 위치핀은 상부노심지지체가 핵연료 위로 내혀져서

결합될 때 연료집합채와 연결되고 이 계통은 하부노심지지체， 상부노삼

지지쳐I. 연료집합체와 제어봉틀의 올바른 배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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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위치핀의 위치는 FA pi tch와 고유용량의 예벼설계에서 사용한

펀 치수[4-9]로 부터 산정하였으며. RCCA guide tube 및 support

col빼n의 위치는 그럼 4-4의 RCCA의 pitch(11.913 인치}로 결정하였고

각 부위의 다른 치수는 AP600 SSAR의 개념도호부터 척도애 의하여 결정

하였다. 상부노심지지판의 두께는 고유용량과 칼이 3 인치로 정하였으

며. flow hole도 고유용량과 동일하게 핵연료접합쳐l당 RCCA 또는 GRCA

가 삽입 빛 인출휠 수 있도록 한개의 ~5. 5 인치의 유로률 힐당하였다.

그럼 4-10은 이와 같이 결정한 상부노심 지 ;(1 판의 flow hole pattern

및 핵연료 핀의 위치흘 나타내고있다. 상부지지판의 두께는 고유용량의

12 인치에서 하중의 중가를 고려하여 13 인치로 하였으나 flow hole

pattern과 guide tube 및 support column의 쳐l결방법은 자료가 보완되

는 대로 추후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지거풍(Support Column or Tie Rod Assembly) : 상부지지판과 상부

노심지지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며 위아래의 야툴 판에 조여져 있으

며 이들 두 판 사이의 가계적 하중을 천달하고 일부는 보조 기능으로써

고정원 노내감시체를 담고 있는 관틀을 지지한다. 노내캄시체률 담고

있는 관툴은 설치시， 원자로 운전중. 그리고 재장전셔야l 감시체를 위한

보호경로를 제공한다. ;(J칙가풍의 주요외꽉 착수는 척도에 의하여 결정

하였으며 상세한 치수는 자료가 보완되어야 철정이 가능하다.

o 안내튜브칩합쳐:l(Gu i de Tube As sembIies ) : 제어봉집합체틀 감싸고 안

내하는 역할을 하고 상부지지판에 연결되어 있으며 척절한 방향선정과

져지를 위하여 상부노섭판에 있는 펀틀에 의해 구속된다. 주요 외꽉치

수만 척도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치수는 추가적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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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필요하다.

。 대형원주형스프렁 (Hold Down Spring) : 노심배렬의 상부 플랜지와 상부

노심지지쩨 사이에 위치하여 원자로용기헤드를 셜치하면 압축력율 받아

상부 빛 학부 노심지지처l에 선하중(preload)을 가한다.

이상과 같이 잠정결정된 상흩}부노심지지체， 링스프링， 반사체， 와류억책

판 및 노섬AlA] 쳐l를 조립하여 원자로 내부구조툴집합체률 구성한 것울 그럼

4-11에 나타내었으며， 여i비설계된 원자로용기에 조렵한 것을 그럼 4-12에

나타내었다. 원자로용71 의 안전해석 입력자료는 이 그럽을 토대로 계산되었

다[4-10].

4. 채어봉구동장치 및 일체인양장비 (CRDM & IHP)

가. 설계기준 및 요건

제어봉구동장치 (Control Rod Drive Mechanism)의 압력경계는 60년 사용수

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비압력경계 부품은 60년 이하의 수명을 가질 수

있으며， 일반 원자력부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일체인

양장비(Integrated Head Package) 는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한 지진지져물의

역할을 하며， 원자로용기 해드의 인양을 일채로 하여 작업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룩 한다.

나. 용량격상 설계절차 및 방법

KPIOOO으로의 용량격상과 관련하여 첫째로 제어봉 구동장치는 같은 노심

길이에 대하여 원자로용기의 걸여가 456인치에서 500.8인치로 증가합에 따

라 제어봉구동촉의 길이거 대략 15. 7인치정도 킬어진다. 따라서 제어봉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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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작용하는 구통하충이 약간 증가한다. 이에 대한 구동장치의 영향운

71존의 실중시험 자료를 바랑으로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로 일쳐l

얀양창비는 원자로용겨 헤드의 칙경여 중가하고 쳐l어봉 구동장치도 61개에

서 96깨로 증가하므로 이에 버폐하여 직경이 중가한다. 보호구조물은 같은

두께에 대하여 직경이 증가되는 경우 구조건전성 측면에서 캉성이 증가되므

로 일체인양장벼의 무케를 가능한한 가볍게 하면서 보호구초물의 설계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았다.

용량격상에 따른 설겨I제한 사항으로 꽤핵봉구풍창치의.-구동하중 증가와

일체인양장버의 무께증가를 고려할 수 있효나 이툴-환·켜본설쩨 빛 상세설계

를 롱하여 충분히 해결휠 수 있을 것요로 판단된다.

기계구조계통에 사용되는 분석코드로는 현재 ANSYS 코드카-유혈하케 사용

되었으며.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외 많은 코드가 사용되어야

힐 것야다. ANSYS 및 일반 법용 구초해석 관련 코드는 용량격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자혜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단지 변경펀 구조물의 동적해석동

구조건전성해석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비구조물 부품의 설계 자료를 얻가 워

하여는 시험 또는 vendor 의 설계자료 둥이 필요하다.

다. 일체인양장비 설계

(1) 여l 바치수결정

예비 치수를 정하기 위한 가정운 다음과 같다.

o 보호집합채는 AP600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두께(하부:4.5얀치，상부:2.8

인치)를 갖는다.

o 내진원판의 두께는 AP600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두껴11( 6.267인치)와 같

다.

。 Lifting Rig는 두쩨 0.3인치의 동동 원롱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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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주방향으로의 직경크기는 노심직경 증가량(27인치) 만큼 커진 것으로

한다.

o 용량격상에 따른 져l어봉 길이 변화는 없으므로 일체인양장비의 전체길

이는 AP600과 같다.

위의 가정으로부터 결정펀 치수는 다음과 같다.

o 보호칩합체 외경 : 162.8인치

o 보호집합체 내경 : 153.8인치(하부). 157. 2( 상부)

o 내진원판 직경 : 194인치

o Li fting Rig의 동퉁 외경 : 150.6인치

(2) 일체인양장비 무게

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치수를 가본으로 원자로용기 상부에 위치한 제

어봉구동장치 및 인양장비의 무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어봉 구동장치 무게

제어봉구동장치는 Westinghouse 사의 고유 L-I06Al 모델의 Magnetic-Jack

형으로， 구동축 및 냉각채를 포함한 이의 무케는 1948.61bs로 나와 있다

[4-12 ], 그려고 KPI000에서는 967»의 제어봉구동장치가 사용된다. 이틀의

잔체 무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o 무게 =1948.6 x 96( coolant included)

= 186046 lbs (84.4t)

(나) 일체인양장비 무게

계산에 사용한 재료의 밀도는 0.2879Jbs/in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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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펀 푸께 173tan은 고유용량 AP600에서 대략척으로 계산한 무체

125tan보다 약 50tan 청도 증가하였다. 이상에셔 lOOOMWe 급의 일체인양창

버에 대한 예벼셜계를 수행하였으며 추훈 기본설계 빛 상서I설계의 기본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아다.

5. 가압가

가. 설계기준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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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000 가압기의 설계기준과 설계요건은 피동 안천개념 고유용량 원자로

인 AP600과 통일하며. 설계얀자는 표 4-2에 제시펀 바와 같이 설계압력을

2485 psig, 설계온도는 6800
F로 설정하고， 또한 멀럼노률과 분사노즙의 와

경이 각각 18인치 빛 6인치로 AP600[4-4 ， 13]에서와 동얼하게 설쩡하였다.

KPl000 가압기가 100% 정격 출력으로 운천될 때 대략 내부의 증기는 950

ft3 , 물은 1350 ft3의 체적율 유지하게 된다. 또한 가압기 상부 해드에는

외경이 14인치인 2개의 안전밸브가 설치된다. 가압기는 스켜트(supper‘t

skirt) 에 의하여 지저된다.

한면 가압기 부품의 채질은 표 4-3와 같이 pressure plate는 SA-533 ,

pressure forging은 SA-50B로 그러고 노즐 safe end는 SA-182 둥이 사용된

다.

나. 용량격상 설계절차 및 방법

가압기와 예비치수는 유쳐l계통 설계와의 연계사항으로 결청되는 내부용

척， 가압기 용기의 내경， 높여 동[4-14] 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A해E Code

Section II I 의 NB-3324의 최소두께를 만족하는 법워내에서 부식여유 동을

고려한 설계여유를 주어 가압기 각 부위의 두께를 결정한다. 그리고 기본설

껴l 빛 상세설계에서는 하중조건인 정상운전， 지진 및 동척 천이하중 동을

구하고 이에 따른 가압기의 구조해석 및 설계가 이루어 진다.

다. 가압기 예비설계

KPI000 가압기에 대한 예비 구조설계눈 AP600헥서 사용왼 방법과 거의 동

일하게 척용하였으며， 유체계통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펀 연계샤항 [4-14] 을

이용하여 예비치수를 계산하였다. 가압기와 최소두께， 직경， 높이 동의 예

비 치수를 결정하기 우l 하여 ASME Code NB-3000[4-1] 에서 제시하는 최소두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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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율 이용하였으며 겨l산의 수행과정에서 부좀한 데이타는 가압기의 내

부 용척이 1400 ft3안 황은 Westinghouse형 고el 4호기 가압기[4-15] 의 자

료툴 참조하였다.

KPIOOO 가압기에 대하여 에바설계룰 수행하고 계산 결과률 표 4-4에 칙l사

하였다. 가압기의 두께는 AS맨 Code에 따른 최소두케에 설계여유 0.12인치

률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KPIOOO 까압기의 에비치수틀을 AP600 및 고

리 4호기 가압기의 치수와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PIOOO 가

압기는 AP600 가압기에 비하여 정격출력어 67% 증가할 때 가압겨의 내부용

척은 77%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격출력 950 MWe악 고리 4호기

가압기의 용척이 1400 ft
3
연 반면 출력 1000 MWe의 KPI000 가압기의 용척은

2300 ft3으로 설정되어 있오므로 KPI000에서 출력 대바 가압기의 용량이 커

졌으며， 약울러 두껴와 외경도 증가하였다.

한편 KPIOOO 가압거의 형상은 그림 4-13과 같고， 가압기 몇 싹압기 벌럼

관의 배치도는 그립 4-14와 같다. 밀림관의 전켜l 길이는 약 20여 미터에 딸

하고 밀럽관의 배관 규격은 AP600에서와 같이 18 언치 SCHl60을 사용하였

다.

6. 증거발생기 및 일체형펌프

가. 설계기준 및 요건

KPI000 증기발생기 몇 일채형펌프에 대한 설계기준 및 요건운 AP600과 꺼

의 동일하며 중요한사항올 간략히 겨술하띤 다읍과 같다.

。 일차혹의 수질화학성분은 원자로냉각계통 표변의 부식율 최소화해야 한

다.

o 중기발생겨 튜브의 채질의 양립성을 만촉하여야 한다.

o 튜브-벽 두께의 감소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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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튜브시트， 노즐， 채널헤드는 SA508 , 튜브 SB163( Inconel ) 이다.

0 일체형펌프는 플라이휠에 내부 며사일충격이 생7)지 않도록 설체.제작

되어야 한다.

o 펌프는 증기발생기와 일처l형으로 원자로 냉각채 압력경계를 이루어야

환다.

。 증기발생기의 튜브 샤트와 노즐 및 채낼헤드는 원자로냉각채 압력경계

률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AS뻐 Code Sec.III 1 둥급 설계요건이 만촉

되어야 한다.

o 증기발생가 2차측은 ASME Code Sec. II I 2퉁급의 설계요건을 만촉해야

한다.

o 콰도운전조건의 발생횟수는 60년 운전을 기준으로 한다.

o 냉각재펌프 회전자 사고로 인한 정지서 발생되는 하중에 대한 l차측 출

구노즐의 건전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o 증가발생기는 기계 빛 유동기인 잔동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량격상 설계절차 및 방법

AP600 원자로의 용량여 1000 MWe로 격상된 경우에 대한 중기발생기의 구

조설계절차는 먼저 유체설계계통으로부터 내부 일차측 빛 이차흑 중기발생

기 설계압력을 포함한 중지발생기 압력경계 각 부위에서의 증거발생기 내부

적경 자료를 념겨 받아 설계압력에 대한 최소두께룰 결정하고 적절한 셜계

여유도를 설정하여 최종 중기발생기 압력경체 부위에 대한 예비설겨l룰 수행

하게 된다. 예비 설계된 중기발생기에 대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는 각종 셜

계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설계수명동안의 기계적건천성을 펑

가하고 이러한 해석결과틀로부터 다시 최적의 구조특성을 가지는 상서l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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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수행한다. 예비설계해석율 포함한 모든 상세설계해석 단계에서는

AS뻐 코드의 압력용기설계 빛 해석규정에 따라서 수행하며 입증된 설계 및

구조해석 전산프로그램율 사용하여야 한다.

다. 즙기발생기 및 일체형펌프 설계

본 보고셔에서 수행한 1000 MWe급 격상용량에 대한 증거발생기 압력경계

최소두께 결정은 ASME Code Section III , Subsection NB-3000의 원자로용71

설계기준에 따라서 수행하였으며 계산에 훨요한 AP600 중기발생기의 예벼

치수툴은 AP600 원천설명자료 [4-16] 에 주어진 자료 및 도변에 준하였으며

치수가 주어지지 않은 부분은 고리 3호기에 사용된 WH F 형의 증기발생기

치수[4-17]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AP600 중기발생기의 설

계압력 요구조건은 얼차측 압력이 2500 psi , 이차측 압력운 1100 psi로 설

계되어 있다. 그러고 설계온도 요구조건으로 일차측 냉각채온도는 650 of,

이차혹 중기부위의 온도는 600 of로 설계되어 있다[4‘ 16 ， 4-4 J. 이러한 설체

합력초건에 대한 분석방법은 ASME Code Section III , Subsection 뻐-3000의

원자로용기 설계기준에 따라서 수행하였으며 압력청겨1 주요부위에 대한 에

비 최소설계두께는 다음과 같다.

(1} 증기발샘기 하부 채널해드

AP600 중기발생기 채널헤드 형상은 기존 뻐 F 중기발생지 채널헤드와는

탈리 구형이 아니다. 본 예비계산에서는 유체계통으로 부터 밭은 하부실련

더의 내경 135.83 인치를 고려하여 \..ij부반경이 78.34 인치인 구형으로 가청

하고 최소 두께를 계산하였다. 중기발생기 채널헤드의 재료는 SA-508 Class

3로써 허용 설케 웅력강도(SlIJ는 ASME 코드효 부터 26.7 ksi이다. 따라서 증

기발생기 채낼헤드의 모채에 대한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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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t =
2 s.. - P

(2.5)(78.34)

t =
2(26.7) - 2.5

= 3.85 inch

P R。

。r t =
2 S.

공청 피복두쩨 0.19 인치를 고려하딴 총 두께 4.04 인치가 펀다. 여기서

고리 3호가 중기발생기에서의 채널헤드에 대한 최소 두쩨는 4.3 인치로써

이는 SA-216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허용 설계웅력강도가 19.4 ksi로 낯아졌

기 때푼이다[4-18].

여기서

t =최소 설계두꺼I. inch

p =설계압력， psi

R = 내경， inch

Ro= 외경， inch

S. =허용 설계웅력강도， psi

AP600 증거발생기 채널헤드의 두께는 실제 10.0 인치로 설계되어 ‘있으므

로[4-13] 위의 예비 껴l산결과와 벼교해 볼때 설계압력에 대하여 보수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단된다.

(2) 하부 실린더

증가발생기 하부설런더는 거존 WH F 증가발생기에서와 같은 SA-533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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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용 설계웅력강도(Sm)논 30.0 ksi 이다. 유

쳐l계통으로부터 멈겨받윤 내부반경 61.91 인치에 대한 하부실린더의 최소

두꺼l는 다융과 촬이 겨l산펀다.

p”nr P R。

t = or t =
S. - 0.5 P s. + 0.5 P

(1. 1)(67.91)
--

30.0 - O. 5( 1. 1)

--‘‘ a

= 2.5367 inch

위의 계산결과는 ψH f 형을 채택하고 있는 고리 3호기의 2.61 인치와 비

교해 볼 때 유사한 두째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원 추헝 천 이부위 (Transition cone)

원추형 펀아부위에 대한 최소 설계두께흘 구하는 절차는 ASME 코드로 부

터 다음과 같다.

P Rj

0'1 =
Z t

p“D
l

0'2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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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1 = meridional 펑균웅력

02 = 원주 병균웅력

Ri =R/cosa •곡률 원주반경

(여기서 R 은 원추측에 수직으로 측정된 반경이며 8는 원추반각이다. )

따라서 원추 천이부위에 대한 모재의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다.

P R P R
t = ------ =

02 02 cosS

여기서 02 는 최소 두께를 갖기 위한 최대 웅력으로 취하고 채질을 WH F형

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면 (SA-533.Grade A, Class 2: S며 =30 ks i) 02 는 다

음파 같이 계산된다.

02 = 0멜X

= 511 + OIlJn

Omin = -0.5 P

격상용량 증기발생기의 원추형 천야부위 각도 8를 WH F 형과 동일한 14.65

도t R을 88.58 언치로 가정하면 부식 두께를 저l외한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

이 계산펀다.

P R

t =
(Sm - 0.5 P) case

O. 1)( 88. 58)
--

[30 - 0.5(1.1)] 005(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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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7 inch

고리 3호기 중기발생기에 있어서 부식두책률 제외한 원추형 천이부워의 최

소두꺼l는 3.51 인치이며 부식두께는 0.06 인치플 가정하였다.

(4) 상부 실린더

유쳐l계통으로 받은 1000 MWe 격상용량 충기발생기 상부설련더 내경은

177.165 인치로써 위와 하부실란더의 계산방법과 똥일하케 다옴‘과 같이 계

산된다.

P R

t =
S띠 - 0.5 P

(1. 1 ) (88. 58 )
--

30 - O. 5( 1. 1)

= 3.309 inch

고리 3호기 증거발생71의 상부 실린더에 대한 최소 무께는 3.39 인치이며

부식 두께를 고려하면 3.46 인치어다.

(5) 타원행 헤드

1000 MWe 격상용량에 대한 중기발생기 상부헤드의 형상을 타원형으로 가

정하면 다음과 같이 최소두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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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z

01 =02 =
2 t

여기서 R2 는 정점에서의 곡률반정이며 02 는 앞의 원추형 천어부위에서와

같다. 따라서 상부헥드의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H2

t =
2 02

정점에서의 곡률반경이 고리 3호기의 WH F형 증기발생기와 동얼하다고 가정

하면052.0 연치)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다.

o. 1)( 152. 0)
t =

2[30 - 0.5(1.1)]

=2.839 inch

고리 3호기에서의 최소 두께는 3.06 인치로 셜겨l되어 있다.

(6) 튜브

AP600 중기발생기 튜브채질은 고리 3호기와 같은 기존 WH F 형에서 사용

된 Inconel 600에서 Inconel 690으로 바뀌 었다. 고려나 이들은 모두 Class

A풍급의 재료로 분류되며 사양번호는 SB-163으로써 허용 설껴l웅력강도는

26.7 ksi이다- 이러현 튜브에 대한 최소 두께는 ASME 코드로 부터 다음과

칼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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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t =
Sill - 0.5 P

(2.5)(0.31)

-
26.7 - 0.5(2.5)

=0.0305 inch

여기서 부식에 대한 허용치 。.003 인쳐을 고력하면 튜브의 최소 설계두께는

0.0335 언치로써 0.0333 인치로 설계된 고리 3호기에서 중기발생기 튜브의

최소 두께 요구조건과 거의 유사하며 셜체된 튜브의 실체 두께는 0.04 연치

로써 설계기준을 만촉하고 있다.

표 4-5는 AP600 중기발생기와 1000 MWe로 용향격상한 중기발생기 그러고

현재 국내에서 운전중인 고e) 3호7) 증기발생기 WHF 형에 대한 최소 푸께

설계치 [4]를 서로 비교해 놓은 것으로 AP600과 1000 MWe 격상용량에 대한

최소 설계두께가 기존 뻐 F 형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특히 AP600 중기발

생기 하부 채널해드 두쩨가 10 인치정도로 설계되어 있음으로[4-13] 최소두

께 3.85 인치에 대하여 충분히 보수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하부

설런더 및 튜브에 대한 설계는 기존 WH F 형 증기발생기와 거의 유사하께

설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1000 MWe급 격상용량에 대한 일폐형 펌프의 설계

철차 빛 방법은 ASME 코드 설계거춘에 따라셔 수행하며 유쳐l계통으로 부타

얼쳐1형펌프 t.fl부직경 자료를 받아서 최소설계두께를 결정하게 된다.

중기발생기의 압력경계에 대한 설계는 앞의 최소 설계두꺼1 계산결과플로

부터 척절한 설계여유도를 고려하여 예비설계치수를 결정하며 이러한 중기

- 277 ~



발생기의 예비치수에 대하여 주어진 설계하중틀의 조합에 대한 구조해석율

수행하여 기계적건천성을 분석한다. 그럽 4-15는 유쳐l계통의 연계자료와

앞의 최소설계두꺼I를 고려하여 설계훤 증기발생기 빛 얼체형펌프룰 개괄척

으로 나타낸 껏이다. 분석펀 결과틀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상세설계 해석

율 수행하여 최척 구조설계결과를 만틀어 낸다. 본 보고서에서는 1000 뻐e

급 격상용량애 대한 중기발생기 설계하중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비설계에

대한 구조척건천성을 명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1000 MWe급 격상용

량에 대한 칙진 및 기타 몽하충과 운전 천이옹도 빛 압력과 같은 설계하중

이 결정되면 앞에서 결정한 증기발생기 최소 설계두께를 여용한 예비설계를

수행하여 구조해석에 따른 상세설계를 수행할 수 었다. 내부직경 및 설계

하중이 주어지면 일체형펌프에 대한 설계는 앞의 증기발생기 설계와 동일한

절차률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

7. 냉각채 배관 및 지지구조물

가. 설계기준 및 요건

KPI000의 주냉각재배관에 대한 설계기준과 요건은 피통안전개념 고유용량

원자로 AP600과 동일하며 특징적얀 것은 다음과 같다. 주냉각재배관은 부식

빛 침식을 최소화하는 채료로 채작해야하며. 배관의 응력은 ASME Code

Section III의 허용치를 반족해야 한다. 지지구조물의 설계기준 및 요건도

AP600 고유용량원자로와 동일하며 배관의 용력이 ASME Code와 따단전누설

셜계요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 유지되도록 지지구조물의 설계에서 보장해

야 한다. 그리고 4인치 이상의 배관에 대해서는 파단전누설 설계개념을 도

입하여 배관파단시의 통적효과를 설계에 고려하지 않는다.

나. 용량격상 설계절차 및 닙}낭{
〈그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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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OOO으로 용량격상힐 경우 배관의 웅력상태와 ASME Code가 허용하는 최

소두께만촉 둥에 판련된 계산은 AP600 고유용량 륙성분석보고셔의 방법 및

철차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KPIOOO 원자로의 기본적인 설계방향이 루

프 수률 중가시키논 것이므로 개념셜계단체에서의 배관설계에서는 직경， 두

쩨 풍와 치수률 AP600과 동얼한 것율 사용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훤다.

KPIOOO에서의 원자로알차냉각계통 루프 수를 3깨로 청하고 또， 다른 기기의

치수. 륙하 원자로용기가 상당히 변하여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값(륙히， 지

진 동의 동척하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본설계 및 상세설

계단계에서는 이러한 하중의 변화를 고려한 웅력해석과 파단천누설 설계계

산을 고유용량원자로 AP600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겨}산한다.

KPIOOO 냉킥채배관악 파단천누셜설계에서는 셜계해석절차가 동일하며. 직

경과 두께가 고유용량원자로의 그것과 완전히 통일하다고 가청하면 균열에

작용하는 하충의 차이만 었다. 따라서 냉각채루프 전체의 해석을 수행하여

하충율 구한 후에 그 값으로 탄소성따꾀해석을 수행하여 누설감지농력으로

부터 계산된 임계균열의 안정성을 명가하면 된다. 단， 유의할 것은 고유용

량륙성분석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AP600에서는 O.5gpm의 누설감지능력을 사

용했는대 통상척으로 일반척인 경수로 원자로에서는 1.0gpm의 누설감지농력

울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KP1000 의 따단천누설설계에서는 충분한 겸토후에

O.5gpm을 사용하든저 아니면 1.0gpm와 일반적인 수치를 설계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 냉각재배관 및 지지구조물 설계

KPIOOO에서는 주냉각재배관을 AP600의 주냉각재 빼관의 칙경 및 두째와

동얼하게 설계하고 루프수만 증가시 켰다. 고온관 빛 저온관의 내경은 각각

31 인치 (78.74 em) 와 22인치 (55.88 em)이며 두째는 각각 3.25인치 (8.26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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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56인치 (6.5 em)야다. 주냉각재배관이 KPIOOO에서는 3개의 루프로 구성

된 것이 AP600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랴고 원자로용기가 커졌기 때문

에 주냉각채배관의 형상은 원래의 모양율 유지할 수는 없다. 그립 4-16에서

보는 것과 깥이 고옹관과 저온관이 이루는 각이 40。인데， 이는 AP600에 비해

5。가 작은 값이다. 그러나 한개의 루프에서 고옹관과 저온관 각각의 킬이는

유쳐1계통의 일차냉각재펌프 헤드변화얘 영향을 주지 않도록 AP600의 고온관

빛 져온관 각각의 질이와 거의 일치시켰다. KPI000에서 이러한 배관형상의

변화자체는 배관의 웅력상태나 고유잔통수 동에 콘 영향율 미철 것으로는

추정되져는 않는다. 결과척으로 AP600의 주냉각재배관과 바교할 때， 배관의

직경 빛 두꺼11. 루프 한개의 천체길이는 동일하며 배관의 배치형상은 약간

다르다. KPIOOO에서는 까P600과 비교활 때， 배관자채의 치수변화가 없으므로

원자로용기의 지 ~1구조물 및 증기발생기의 설계도 차이가 없으나 각 지지구

조물의 갯수만 루프 수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8. NSSS 구조물 및 기가배치

KPI000의 NSSS 구조불 및 기기돼치는 원자로 냉각재 체통을 구성하는 주

요기기인 원자로용기， 원자로 내부구조불， 처l어봉구동장치 및 얼처I인양장

비， 가압기 빚 밀림관， 증기발생기 및 일채형펌프， 냉각재 배관 및 지지구

조물에 대하여 예바 구조설계에서 이루어진 설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KPI000의 NSSS 주요기기의 수평 및 수직 반면도는 각각 그럼 4-16 빛 4-17

과 같다. 이 NSSS 구조불 빛 기기배치는 기계구조 특성분석에 필수척이며，

노섬계통. 유혜계통 및 안전계몽에 연계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BOP설계에서

격납용기의 설계 빛 배치에 입력자료로 활용왼다.

9. 결과검토 및 향후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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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We 급으로 용량격상한 경우 기계구죠설계분야의 타당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KPI000의 원자로용기의 예비설계룰 수행하고 원자로용기 상부쩔의 입출구

노출 및 용가직접주입노즐의 관통률율 계산하여 용기의 제작 가능성율 검토

하였다. 검토결과 노줄의 관롱률은 약 73% 정도로 가계구조척 관점에서 원

자로용7] 의 설계 및 저l착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원자로

용거의 내경은 192인치이고 길이는 500.8언치이며 예버설계된 KPI000의 깨

략도가 그럽 4-1에 나타나 있다. 2루프시{고유용량)의 입구노즐과 출구노쓸

사이각어 45도인데 3루프(KPI000) 형썽을 위한 노플배차시 40도 청도를 유

지시켜야 하므로 이에따라 주냉각재배관의 굽힘각도 및 기하학적 형상이 바

뀌게 되고 영향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얼체인양장치에 대한 예비설계를

AP600의 자효를 토대로 수행한결과 용량격상에 대한 큰 문제점온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KPIOOO 가압기에 대하여 AP600 고유용량 가압기의 설계자료를 토대로 설

계기준 및 요건， 용량격상 설껴I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가압기

예비 치수계산을 수행하였다. KPIOOO 가압거의 t.N경은 AP600 가압기의 내경

82.24 안척에서 102.36 인치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가압기 압력용기 푸쩨쪼

3.56인치에서 4.54 인치로 증가하였다.

1000 MWe급 격상용량에 대한 종기발생가의 예비 최소설계두께 계산결과

증기발생기 튜브의 최소설계두께는 기존 WH F 형 중겨발생기 최소설계두째

와 동일하며 다른 이차측 압력경계부위의 최소두꺼l는 대개 약 3% 정도 작게

나타났다. 격상용량에 대한 증기발생기 및 혈채형펌프에 대한 수칙하중지지

는 중기발생기 하부채널헤드에 져지되는 보형태의 단일 지지구조물에 의존

하기 때문에 중기발생기 하부채널헤드에 직첩 작용하는 수직하충성분을 견

디기 위한 하부채널의 상셰 최소두꺼1결정 빚 설계가 차후에 수행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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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라고 주냉각채배관은 AP600의 2개 루프률 3개 루프로 늘아고 그에 따

라 일차계통 주요기거의 수만 증가하면 되므로 설계제한 인자로 나타난 것

은 없다.

원자로 일차냉각채 계통에 대한 기계구조설계분야의 향후 연구분야는 다

읍과 같다.

。 고옹관 몇 저온관 offset에 따른 원자력 용기 구조륙성 영향명가

o 60년 설계수명에 따룬 충성자조사에 의한 원자로용기 젤구조불 영향명

가

o 스터드 볼트수의 감소에 따른 원자로 용기 영향 명가

o 알채언양장척의 원자로 용기에 미치는 구조 영향 평가

o 얼차냉각계통 구조동특성 분석

。 얼차냉각계홍 지지구조물의 구조 동특성 영향 평가

o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한 시쇼템하충을 계산하여 배관웅력상태 검토

o 파단천누설설계에서 누설감지능력에 대한 평가 및 해석방법

o 일차냉각 뻐관계통의 LBB 특성 분석

o 증가발생기 상부 및 하부채널헤드 상세 최소두께결정

o 증기발생기 하부채널헤드 웅력해석 빛 최척설계방안 분석

o 중기발생겨 및 일체형펌프 지지구조불 위치에 따른 동특성변화 분석

。 용량격상어l 따라 크기가 증가한 가압가의 배치 및 열성충 웅력을 줄어

는 빌립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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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13때MWe급 피동형 원자로

1. 개요

AP600을 1300MWe 급으로 용량격상할 경우 원자로 일차 냉각채계롱의 기계

구조분야 설계는 격상용량 대상결정， 설계기준 빛 요건적용， 채념설계단계

에서의 용량격상 설케절차 및 방법개발， 주요기기의 최소두쩌결정 및 예비

구조설계 수행， 구조특성분석 대상 선정 및 구조특성분석 그러고 설계제한

사항도출 빛 해결방안수립 등으로 AP600과 KPI000에서 검토된 설계내용을

토대로 용량격상을 수행혈 수 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차세대원자로재벌 과제의 피동형 용량격상부분이 중지됨

에 따라 실제 1300MWe 급에 대해서는 구체척 수행내용이 없으나 루프 수가

4개로 늘어남에 따라 기계구조분야에서 설계제한 인착로 부각될 수 있는 원

져로용기 설계 및 저l작성 문제， 고옹관 및 저온관 중심선의 오프셋 종가로

인한 구조특성 문제 동 사전에 일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을 중섬

으로 원자로용기 빛 원자로 내부구조물설계와 이를 제외한 NSSS 주요가기설

계의 두 분야로 나누어 칸략히 기술하였다.

2. 원자로용거 및 원자로내부구조물 설계

1300MWe 용량격상 원자로는 4루프로 설계되므로 원자로용기는 상부셀의

원주방향으로 4개의 출구노즐 (31 인치 내경)과 8개의 입구노즐 (22연치 t..ij 경)

빛 2개악 직접용기주입노즐 (6.8인치 내경)을 포함한다. 용량격상시 고옹관

과 저온관 및 직접용기주입노즐의 크기는 고유용량과 겉고 단지 루프 수가

2깨에서 4재로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계구조척 관점에서

원자로용기 빛 원자로내부구조물의 1300MWe로의 용량격상 설계가능성을 다

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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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00MWe 용량격성 가능성 겁토

피동형원 A}로의 1300MWe 용량격상샤 핵연료 및 노섬설계채발분야에서 척

합한 핵연료집합체의 갯수를 결정하면 기껴l구조설계분야에서는 이에따른 노

삼배럴과 중성자반사혜의 두쩨 맞 킬아룰 예비척으로 산청하고 또한 원자로

용기의 내경과 길이 및 두째를 구할 수 있다. 본 과채 기간 동안 노섬분야

에서 결정한 핵연료칩합혜의 갯수는 2937fl를 사용하는 경우 밖에 없는태 어

에 대한 원자로용기의 설껴}가놓성을 다읍과 같이 겸토하였다.

핵연료 및 노섬설계 개발분야의 메모[4-19] 에 따로변 용량척상셔의 노심

출력밀도는 84.2 MWt/m3
이고 핵연료 집합체의 갯수는 29378이다. 이때 핵연

료집합혜의 피치가 고유용량과 같다고 가정학연 원자로용기의 내경운 다음

과 같아 계산된다.

I.D.= 8.466*19+0.04*2+(166. 75-144.002}+2*3.5+2*9.625~ 209.932 인치

여기서，

핵연료 집합체의 피칙 : 8.466 얀치 (AP600 SSAR [4-4])

FA와 반사체의 간격 : 0.04 인치 [ 4-20J

반사채 두꺼~ : 166.75-144.002 인치 (KPIOOO과 동일하게 가정 [4-21) )

Core Barrel 두께 : 3. 5 인치

Annulus: 9.625 연치 (4-16].

위의 계산에 따라 격상용량 원자로용기의 내경은 209.9언치 (5.33m)이고 입

출구노즐의 수칙높이차를 고유용량과 같어 17.5인치로 가정하여 원자로용기

상부생에 대한 노즐의 관통률을 계산하면 약 85%가 되어 노즐의 관풍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20인치 (0.5m)에 7}까운 상부셀의 두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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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력하면 원자로용기 상부젤의 외경이 6.33m에 가캅게 되어 국내 단조제작

농력으로는 제작이 어려울 것으로 환단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핵연료집합채의 크7)률 고유용량과 같이 유지하면서

갯수률 293개로 하면 원자로용7} 와 외경이 너무 커져서 단조제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따라 노심분야에서는 2607H의 핵연료집합체를 사용

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데 71계구조분야에서는 26078 핵연료칩합혜 사용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노심분야와 셜계가 끝나는대로 이에대한 기계구조관

점에서의 설계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여다.

한편 Westinghouse 의 Venne[4-22] 는 피통형원자로 (AP60아를 핵연료집합쳐l

가 241 개여고 열출력 3950M \YTh인 1300MWe급으로 용량격상시킬때 원자로용71

상부셀의 원주방향으로 위치한 4개외 출구노즐과 8개의 입구노즐을 배치하

는 연구룰 하였다. 이 때 입출구노즐의 수직높이차가 고유용량의 17.5인치

률 유지하도록 하면 원자로용기와 제작이 불가능하고 또 입출구노즐의 수적

높이차를 59인치 O. 5m) 정도로 늘리면 노즐의 관통률 문제는 해결이 되나

원자로용기 상부셀의 단조처l작이 현채로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Venne[4-22] 의 보고서에는 핵연료집합체의 갯수만 2417H로

나와있고 노심과 원자로용기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핵연료칩합쳐:1 241 JH 의 사용을 가정한 경우에 대하여 기계구초적

관점에서 원자로용기의 용량격상 (1300MWe) 설계가능성을 검토하거 위하여

핵연료칩합쳐l 한깨의 피치를 고유용량과 같은 8.466인치로 가정하고 KPIOOO

과 유사한 과정으로 원자로용기의 개략적안 내경을 몇 경우에 대하여 구학

였다. 첫째로 원자로용기 입출구노즐의 수직높이차흘 AP600과 같은 17.5인

치 (O.45m) 로 유지할 경우 원자로용기의 내경은 192인치 (4.88m) 가 되고 원자

로용기 상부셀에 대해 계산한 노졸의 관통률은 93%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툴채로 입출구노즐의 수직높아차를 고유용량보다 큰 59인치 O. 5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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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가시키면 원자로용기 상부셀에 대한 입출구노즐 및 직접용기주업노즐의

관통률은 63%가 되어 고유용량의 경우(61%)와 비슷해지벼 상부젤의 길이는

168인치 (4.27m) 정도로 킬어 진다. 셋째로 원자로용기 상부셀율 입구노즐반

포함하는 부분과 출구노즐 빛 용기직접주입노률을 포함하는 부분의 두 조각

으로 나누어서 단조 제작하는 것인떼 이때에는 입출구노즐의 수직높이차가

약 92인치 (2.33m)가 된다. 이률 세 경우에 대한 제작은 가농할 것으로 사료

되나 제작회사의 검토가 요구된다.

나. 용량격상 제한인자 검토

앞에서 1300M\Ve로의 용량격상에 대해 두가지 핵연료 갯수를 갖는 경우를

살펴보았는혜 첫번째 핵연료집합체 2937H플 사용혈 경우는 원자로용기의 제

작이 7t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로 용량격상시 핵연료집합체의

갯수가 241개로 가정된 경우로 \YH사의 Verme[4-22] 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개

략척인 책석을 수행한 결과 원자로용기의 단조제작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지만 관통률을 줄어기위하여 입출구노즐의 수직높이

차를 59인차(1. 5m)와 92인치 (2.33m)로 각각 종가시켰을 경우의 원자로용기

및 NSSS 주요기기의 설계 및 쩨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이 예상된다.

o 원자로용기 상부첼의 걸이가 걸어지므로 그 내부에 있는 노내구조불틀

악 킬이가 길어짐에 따른 진동 동의 동특성 문제와 지진하중의 중가 및

열웅력 해석과 피로따과 뭉의 문제점흘을 검토해야 한다-

。 저1어봉 구동축의 길이가 걸어져 처l어봉의 상하운통을 조절하는 래치 설

계 뿐 아니라 제어봉구동장치 기계설계에 대한 기능 빛 기기검증 시혐

야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o 저온관을 수명으로 유지할 경우 원자로용기에서 나온 고온관이 증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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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에서 콘 눔이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곡관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지고 또한 이에따룬 배관의 뻐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에대한 구조척 영향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3. NSSS 주요기기 설계

KP1300의 주냉각채배관의 경우는 아직 연구를 수행하져 않았A1 반， 루프

수가 4개로 증가한다. 따라서 배관의 크기는 AP600야나 KPlOOO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관자체의 설계 및 제작에는 특이한 문제첩이 없을 것으

로 추청훤다. KP1300의 주냉각재배관에 대한 셜계는 AP600요로 부터 KPlOOO

의 설계개념도출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져지구조물 및 파단전누

설셜계도 그 절차 및 방법에서는 AP600이나 KPIOOO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원자로용기에서 루표수증가애 따라 고온판 및 저옹관의 놓이

차이가 커지는 경우 냉각재배관계몽의 구조륙성이 크게 변할 것으로 여l촉되

며 이에 따라 어려 하충조건 특허， 지진하중이 중71 발생거 및 원자로용기에

미치는 영향야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격상용량 1300MWe 가압기의 내부용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KPIOOO의

가압기 용척이 고유용량 AP600의 1300ft 3
에서 2300ft 3

으로 증가한 것으로 미

루어 보아 KP1300 가압기의 크기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P600의 NSSS 일반 배치에서보다 가압기의 공간확보가 일차척요효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전처l적인 냉각재 증가에 따른 가압기 빌립관의 혈성충하증을

허용치 이내로 줄이도록 띨립관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4 루프를 갖는 1300 MWe급에 대한 증기발생기 및 일체형휩표는 3 루프를

갖는 1000 MWe급 피동형원자로에 대한 중기발생기 및 일쳐l형펌프와 동일한

것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차후 상세한 분석을 수행혈 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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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있다

4. 기체구조

1300MWe 급으로 용량격상할 경우 기계구조분야에서는 원착로용거 및 내부

구조물 설계와 아률 쩌l외한 NSSS 주요기기설계의 두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

였으며 원자로용 7l 의 설계 제작성 문제， 내부구조불 길이증가에 따른 구조

설계 특성문제 그러고 고온관 빛 저온관 획 놓이자가 커지는 경우 구조특성

문제 동이 기계구조설계의 제한인자로 부작되었으며. 이틀 내용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00MWe로 용량격상시 핵연료 및 노심설계 개발분야에서 예비 산정한 293

채의 핵연료집합혜 사용시에는 원자로용거의 내경야 209.9언치 (5.33m) 나 되

고 또한 상부셀의 두께도 20인척 (0.5m) 정도이므로 원자로용기의 외경이 너

무 커져 국내 단조제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고 앞에서

241 재의 핵연료집합쳐l의 사용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원자

로용기 제작회사의 검토 빛 타부분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요구되었다.

1300 MWe급의 증기발생기 및 일체형펌프， 주냉각재배관 빛 지지구조툴의

구조설계는 가능하다고 예흑되나 고온관 빛 져온관의 높이차가 커지는 경우

냉각재배관계통의 구조특성이 크게 변하재 되어 지진하중 둥이 종기발생기

빛 원자로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할 것여다. 고리고 가압기 크기

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껴I속해서 1300MWe로의 용량격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

며， 핵연료 빚 노심설계 개발분야에서 핵연료집합체를 2607" 사용하는 경우

를 결정하게 되면 이에 따른 원자로용기 빚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예비치수를

산청해서 설계 맞 제작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혜정이다. 그러고 격상 가능

한 원자로용기의 개략적인 크기가 결정이 되면 야에 대한 스터드볼트의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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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및 크기률 구하기 위한 해석을 KPI000과 겉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입출구

노률의 수작눔이차가 고유용량보다 커질 경우 이에 따른 구조쩍인 영향분석

율 수행하여야 한다. 아불러 원자로냉각재겨l롱에 대한 시스템하충율 계산하

여 중껴발생기， 지지구조물. 원자로용기 몇 주냉각재배관의 웅력상태 펑가，

파단천누설설체 해석방법 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힐 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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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개념혈계단겨I때서와 용량력쌓 기계구조설계 칠쩔도

표천칸호j 유쳐I계풍설체

- 용량 결정

·때판

·가압기

·중기발생기 빛 얼체형

펌프

- 고온관과 저옹관의

。ffset 크거 결정

가계구조셜계

노심설계

- 핵연료집합체 갯수 빛 배열 결정

- 반웅도제어장치 갯수 및 빼열 결정

- 노심혈수력륙성에 따른 내부구조물

간격 결정

- 원자로 내부구조물 배열 결정

- 원자로 용기 크기 및 우쩨 결정

·입출구 노률 형상 결정

·DVI 노출 형상 결정

- 고흔환 빛 져온관 배열 결정

·고온관 빛 져온판 배관두쩨 결정

- 일쳐l인양창착 예비셜체

- 증기발생기 크기 빛 두껴I결정

- 가압기 및 델럼관 크까 빛 두째 결정

- 일차냉각체흥 지지구조물 설껴1

·원자로 용거 지지구조물

·충가벌생기 지져구조물

- 원자로용기 자유용척 체산

- 일차냉각체통 배치 및 배치도 착성

• 타분야와의 연계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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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KP1때0 가압기 혈1헤얀짜

Desi양1 pressure (psig) ----------------------------------------------- 2485

많sign temperature (0 F) --------------------------------------------- 없O

Su며e line nozzle nominal diameter (in.)------------------------------- 18

Spray line nozzle nominal diameter (in.) ---------‘“----------------- 6

Safety nozzle nominal diameter (in.) --------------------------------- 14

Heatup rate of pressurizer using heaters only (0 F/h) ---------------- 55

Internal volu뾰 (ft
3

) ------------------------------------------------ 1300

Nominal ∞nditions at lOO-percent rated load

steam volume (ft
3

) ----------------------------‘--------------- 500

water volume (ft
3

)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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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KP1때0 가압기 부품 째료 시방서

흉~ material 훌훌cifications

pressure plate SA - 533

pressure forgings SA - 508

DOZZ1esafee며S SA - 182

cia뼈ing & Stainless steel metal analysis A-8 & Ni-Cr-F weld metal
buttering F-nw뼈er 43

closure g
SA - 913, SA - 194studs/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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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압가 쳐수비~

~ KPlα)()(.) AP6OO (aa) Ko-Ri 야lit 4

O.D(삶lell ’ 111.44 M (=2.831m) 90.62- (=2.302m) 92 ‘ 76- (:::2.3S6m)

1. D(SI뻐11) 102.36" (=2.6m) 82.24 M (:::2.081m) 84.00 ’ (=2.134m)

t (cyl.shell) 4.542- (:::0.115m) 3.56- (:::O.09Om) 3.75- (:::O.09Sm)

t (head) 2.330 M (=O.OS9m) 1. 78 ’ (:::O.045m) 1. 90- (=O.048m)

Hei<방lt of Cyl. Shell
418.89- (=10.64m) 376.265 ’ (:::9.S6m) 384.31 M (=9 .76m)

Power 1000 MWe 600 MWe 950 MWe

Internal volume 2300 ft3
( =6S.10 m3

) 1300 re( =36.812 m3
) 1400ft' (:::39.644 m3

)

* : Tentative sizing with design margin.

** : Tentative sizing with m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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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흥기밥생기 압력청겨i 추요부위때 대한 최소 투꺼l 껴l싼결과 비&

S:; type AP600증기발생거 1000에We격상용량 빠i F증기발생기

효|소루째 증기발생71 효|소두째

주요부위 Un강1) 최소두깨 (inch)

(뇨1ch)

하부 채널혀|드 3.8500 3.8500 4.30

하부 실린더 2.4161 2.5367 2.61

원쭈형 헌이부위 3.2527 3.4070 3.51

상부실린더 3.1469 3.3090 3.39

타원형 헤드 2.8390 2.8390 3.06

증기발생기 류브 0.0305 0.0305 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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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I&C 신기술 및 우수기술 설계반영 검토

저I 1절 I&C 선71 술 및 우수기술 도출

1. 신기술의 정의

기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측저l어체통은 오래된 아날로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예비부품의 확보 및 유지보수카 어렵고， 정빌도가 떨

어지는 동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율 갖고 있다. 륙히 인간공학적 설계재념을

반영하고 있;;tl 않아 연척오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원전 산업체에서

는 TMl 사고 이후 운천원에게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운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농 추가가 훨요한 실정이다. 이와 감은 아날로그 기술울 사용하고

있는 계측제어계통의 문제점을 알펴보면，

o 교체부품의 확보 곤란

o 얀간공학적 설계 깨념 미확보로 인척오류 유발 가능성 내재

o 설정치 동 제어변수 변경 곤란

o 유지보수의 어려움

o 비안천계통의 사소한 고창이 원전정지로 이어짐으로서 경제척손실 막대

둥과같다.

어러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산업체예서 낼 21 사용

되고 있는 디자털 기기와 네트획기술 그리고 컴퓨터기술 둥과 같은 첨단 계

측제어 산기술을 원전에 도입하여 원전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Wes t inghouse사의 AP600 , CE사의 NUPLEX 80+ , 프랑스의

N4 , 일본의 APWR동[5-1]은 이련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이들이 사용하

고 있는 계측제어 선기술틀을 살펴보면，

。 향상된 !빼I를 사용하어 운전원 위주엌 주제어설 개발

o 터치 스크렌 둥을 이용한 소프트 제어기법 사용

o 경보 grouping , 정보 우선순위， 경보대웅 철착화면개발

o 네트획을 사용한 통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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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안천 및 안전관련 제어계통에 디지털 기술 및 향상된 헤어 알고리즘

사용

。 향상된 성능을 가지는 센서 및 센서 loop 건천성 사용￡로 정확한 계축

신호천송

동과 같이 기능 및 성농척으로 우수한 계축제어계롱을 사용하여 설계의 유

연성， 확장성. 신뢰성， 경제성 풍의 향상과 표준화， 모률화를 통하여 고장

수려 빛 교체 동 보수유지기능을 향상셔켰다.

따라서 차세대의 계혹제어계통은 개념셜체시 부터 신기술의 도업을 척극

척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차세대의 계측제어계통 개발에 사용될 신

기술의 의미는 현재 국내에서 운전중인 원전 또는 설계중인 원전에는 척용

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셔 이미 개발여 완료되어 실용화단계에 이른 기술. 외

국에서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 상셰설계를 마친후 저l 작중인 기술， 채발하기

위해 상세설계중인 기술이나 입증된 기술 둥과 같은 개념설계중얀 기술율

포함한다. 그리고 타 산업혜에 척용된 기술아면서 원전 척용이 7~농한 기술

도 신기술로 간주하기로 한다.

2. 신기술 및 우수가슐

가. 디지털 분산저|어 기술

다지털 분산제어 기술은 일반 산업 플랜트에서는 컴퓨터 및 제어기술의

발탈로 일반 산업공정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끼술이고， 원전기술 선전국에

서는 원자력 발천소 설계에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능강화， 신뢰도 향상，

경비절감동 여러까지 이유로 완천한 소프트 제어 개념의 분산 제어 샤스템

율 개발하여 설계에 척용하고 있다.

t::l .AJ 털 분산처l어 시스템이란 여러깨의 디지털 제어기를 유기척으로 묶어

천핵 시스템을 구축한 형태이다. 여기서 디지털 제어기란 마이크로프로세서

가 플랜트 데이터의 입력， 연산쳐랴. 출력 동을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PLC

빛 programable control system 동을 말한다. 디 A] 털 분산제어 시스템의 기

본 특징은 플랜트의 저l어거능은 분산시키고 플랜트 정보처라 및 운전조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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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충화시킴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카고 데이터 관리률 효과척으로 처리하는

터1 있다. 여와 같은 디지털 분산체어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인간-기계 인터페

이스 시스템. 플랜토 첩숙 시스템， 데이터 전송 시스랩 풍으로 크케 구분할

수 있다[5-2.5-7] . 이와 같은 분산제어시스템을 구성하거 위해서는 고산뢰

도를 갖는 디지털 폐어기법 및 처I어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고， 통신기능율

강확하여 컴퓨터 및 디지털 서스템이 하나씌 node로 동작될 수 있도룩 하여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논 top-down 설계깨염을 도입하여 계통의 거농율 할

당하고. 계축제어 구조를 설정하여 여 71에 부합되는 발전소 전체의 통신망

쳐}계률 구축하기 워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통산망체계률 개방 구조로

구축함으로서 표준화된 off-the-shelf기기률 node로 사용할 수 있케 된다.

그랴고 차세대 원전에 척용될 폐루프 제어껴l통의 제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얘 이론척으로 정럽되어 산업체에서 낼리 사용되고 있는 척웅제어， 강

인성제어. fuzzy 제어기법， 고장허용 제어기법풍 현대 져l어 알고el즙을 원

천에 척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고 저l야기의 신확도를 향상사

키기 위한 방법으로 고장검출 및 신호검증기법， 자가진단기법. 주기시험거

법 둥의 척용연구룰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들을 디지털 분산 체

어시스템에 적용하여 원전에 사용합으로써 원전의 가용도와 신뢰성율 처l고

할 수 있다.

나. 디자털 보호기술

원자력발천소에서 보호계통은 안전성에 기인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계롱이다. 기존 원전은 야 계통을 주로 아나로그기술을 사용하였으나

컴퓨터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의 장점을 어용한 디지털 보호계롱을

개발하여 원전에 척용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기존 아나로그 기술을 이

용한 보호계통에서는 우회기능. 시협기능， 노후화로 인한 부품교채 문제 동

율 7}지고있어 원전 불시정지를 유발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다지털

보호기술을 사용한 디지털보호계통은 온라얀 자동진단， 자동주기시험기농，

기능개선， 표준기기사용， 유지보수의 연려성 동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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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술은 차세대 원전에서 충요한 기술이 라 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은 고정된

아날로그 로직회로 대산 안정성이 입중된 PLC둥을 사용하역 소프트웨어적으

로 로칙율 구성하므로 사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가술， 인허가

요건， 고품철소프트웨어의 개발 퉁이 필요하고， 각 케비넷간에 네트핵과 같

은 통신체계률 구축하여 천송션로 및 출력단외 꽤비넷율 줄일 수 있는 기술

둥이 훨요하다[5-1] .

다. 진보된 계측기 기술

계흑71 기의 벌탈은 급속하케 변화하였지만 여러 가지의 야유 때문에 원자

력 발천소의 척용은 미비한 상태였다. 계측분야의 개선필요는 발전소 체축

제어 시스랩의 표준화， 디지털기술도입 및 일관성있고 유연성 있는 설계를

위환 NSSS 공급사들의 설계범위 확장과도 관계가 었으므로 진보된 계측기

기술율 원전계측가분야에 척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첩단 계측기술은 센서

가술의 발전과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웅용으로 잦은 감시와 서협(교정， 웅

탑시간 시험). 설정치 변경 동의 보수업무를 쉽케하고 또한 발전소 불시정

지를 줄알 수 있으므로 높운 운영 및 보수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과 가동율

증가시키계 환다. 그러고 보수나 교체가 어려운 특정한 계측기 노후화 문쩨

를 극복하고 계측기 드리프트， 생서의 비신뢰성 동을 해결할 수 있다. 현

쩨 개발되고 있는 계측기술은 방사선에 강한 스마트 천자부품 개발， 온라인

웅답시깐율 가지며 성능올 향상시킨 RTD/ 혈전대. EMI 측정기술응용， 광측

정기술웅용， 하드웨어의 중복성을 이용하여 전 계축 루프의 건전성과 교정

을 할 수 있는 계측 교정 장치， 계측기 입력을 수집하고 감사하며 교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채발 빛 다른 계측거 출력과 해석작 발천소 계통 모텔

퉁을 가지고 다른 계측거 교정을 할 수 있는 계흑기 입력예측 71 술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 계측기와 같은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대기술을

원전에 척용되어야 하는 진보된 계측기 기술이며， 마이크로프로세스를 이용

한 온 라인 교정， 설정치 교정에 따른 자동 보상， 기능의 자가진단， 잡음

검사 동을 사용할 수 있어 신뢰도 및 가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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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버스동을 사용하여 현장배션을 감소사며 높은 신호청확도를 얻을 수

있고， 전송신호의 천끼척 분a)가 필요한 곳에 광섬유 사용이 가농하며 발전

소 표춘화률 증대시킬 수 있다.

라. 자료통신망 기술

뎌지렬신호 처리기술 빛 통신망기술의 발천으로 일반 산업체의 시설 및

청보통신에 자료통신망 기술어 이용되어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 7)흔악 원

천에서는 point-to-point 신호전송이나 벌티플렉스를 부분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별전소의 디지털 페어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의

확대적용， 표준기기사용， 모률화설계， 디지털계측기 사용 및 컵퓨터의 확대

척용으로 원전에도 자료통신망을 사용하여 효율척이면서 종합척인 정보관a)

룰 수행하는 연구가 찬행 중이다. 원자력발천소의 자료 빚 통신계통의 목척

은 발전소를 감시 및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보처리셔스템으로보내어

운천원에게 필요한 정보률 져l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운천원어 지정하는 정보

률 하부시스렘으로 보내는 동 계측제어 천체7)놓을 통합하고 자동화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기눔을 갖는 자료통신망기술은 top-down의 설계개념을 도입하

는 차세대 원전에서 계측제어 구조를 설정하고. 그 구조에 부합되는 통신땅

을 개발하여 디지털 제어 및 보호계통과 컴퓨터계통을 하나의 node로 연결

하여 분산제어시스템을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다[5- 1， 5-3].

마. 진보된 경보 및 표시 기술

기존의 제어반에는 각 주요변수에 대해 다중으로 설치된 센서 각각의 값

이 아날로그 미터기와 기록계로 나타내어져 운전원은 하나의 운천변수 값율

알기 위해 다수의 미터기와 기록계를 참고해야 하고 그로부터 척정값율

추정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이 뒤따른다. 또한 비상시 경보량의 폭주로 운전

원의 혼란윷 야기시킬 우려가 크고 여기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뿐

아니라 근원적얀 경보원인을 알 수 없어서 비효율적인 경보체계가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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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진보된 경보 빛 표시 기술은 다충채낼의 각각에 대해 표시

되는 각 운전변수를 하나의 표시기기에 신뢰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나타내

되 디지털 슷자와 기록계기능을 대신하는 운전경과곡선을 동사에 제공하고

대표값이 아년 채낼툴어l 대해서는 동척 표셔기법율 이용하여 션택척으로

볼 수 있포록 하는 껏이다. 이러한 대표값의 산출을 위해서는 신효검중방

법을 사용한다. 한편， 경보체통에서는 계통기능에 따랴 경보를 분류하고

운천모드종속의 경보논리툴 적용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표시경보를 구분하

며 설정치의 변경과 불필요한 경보를 여과샤킴으로써 발생겸보수의 감소시

켜서 운전원에게 실질척얀 경보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각 경보에 대해 경

보발생시 대응조치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보패웅철차를 쩨공

함으로써 운전지원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려고 위와 칼은 기술을 적용함

으로써 기존저l어실의 지사 71 와 경보타일의 수 감소로 제어반의 축소효과를

가지므로 보다 착윤 정보취득영역에셔 집약현 정보를 얻을 수 있께 한다.

따라서 이 진보된 경보 빛

하는 차서l대발천소의

~}. [5-5.6 , 7, 8, 20]

표시기술은 인간꽁학 및 컴퓨터기술을 기반으로

계측제어시스템에 적용되는 필요기술이

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

최근 원자력발전소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운 그 샤스템의 노후화로 인

한 운천 빛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하는 한면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

한 기술의 우수성 때문에 점차 디지털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

의 결과 종래 아날로그 하드웨어시스템 대신어} 가농이 대폭 향상된 소프트

웨어기반 디지털 서스템에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는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므로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혜와 소프트웨어 산뢰도 보창 문제 풍

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되었다.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겁중(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이 란 소프

트웨어 시스템아 요구 사항대로 설계되었음을 보장(validation)하는 절차이

며， 그 시스템이 설저l로 요구된 거농을 완벽하고 선뢰성 있게 수행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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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채발공정 단계 별로 확인 (verification)하는 절차여다. 사용

자， 개발자， 규제자 모두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아 확언 및 겸중용 방법론과

도구툴운 디지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중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놓임으로써 전체 디칙털 샤스템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소표트

웨어의 셜계와 개발 표준틀은 일관성 있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채사용 가능성을 높이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인 빛

검중율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 깨발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신경계통이랴 할 수 있는 계측제어 계통의 디지털화와 제어 기술의 고도화

를 위해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상당한 비중율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

며， 따라셔 원자력발전소 껴I측제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혜서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어므로 고션뢰도 소프트왜어 확인 빛 검증

가술은 디지털화의 기반이며 충요한 핵심기술이다. [5-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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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제어 및 보호계통

대부분의 기존 원천에 사용되는 제어 빚 보호계통은 오래된 아날로그 가

술을 사용하고 있어 예벼부품의 확보 빛 유지보수가 어렵고， 정밀도가 떨어

지는동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율 유발시키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

런 문책률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책에서 낼려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분산 제

어시스템과 PLC동율 이용하여 제어 및 보호계통의 신뢰성올 제고하고 7l용

도률 놀이려는 연구룰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이 기술율 척용한 프랑스 N4

는 1995년경 상업운전에 률어갈 예정이다. 비안전 및 안전관련계통에 디지

털 가술을 사용함으로써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웅제어， 캉인성

제어， fuzzy 제어기법， 고장허용 칙l어기법뭉 현대 쩌l어 알고리즘을 원천어l

척용하여 제어성농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고장검출 빚 신호검증기법， 자가진

단 기법， 고장허용제어기법동을척용하여 제어겨l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차세대 원전 제어계통에 이런 장점플을 가지는 다지털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윤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차세대 원전 제어계통 성능향상 연구

(1) 폐루프 제어계통 성능향상 연구

폐루프 책어는 플랜트의 정상상태 빛 과도상태시 특정 계통의 출력을 정

해진 설청치에 잘 도탈할 수 있도록 제어입력을 변화샤켜 주는 방법으로 대

부분 비안천 관련 계통에 사용된다. 기존의 아날로그 채어계통에서는 혜루

프 제어에 아날로그 PID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날로그 PID 기

법은 고정된 하드웨어 회호로 구성되어 있어 발전소 상태에 따라 제어기

gain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과도상태시 안정

된 제어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발천소 정지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eU하였

다. 그러고 확장성의 결여로 진보된 제어기법을 척용하가 위해서는 회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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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률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율 내제하고 있었다. 이런 문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차세대 원천의 혜루프 저l어계통혜서는 디지털 제어기률 사용하여 산업혜

에셔 낼리 사용되고 현대체어기법을 실장시켜 제어계통의 선뢰성 빛 이용율

율 증가시켜야 한다.

먼저 가존에 많이 서용하고 있는 PID 쩌I어알고리즘을 수정 보완하여 신뢰

성 빛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5-26] . 이 연구에는

o 아날로그 체홍어l 사용되던 PID률 디치털 시스템에 이식시킴으로서 발생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o Valve dynamic가 가지는 버선형 문제률 보상셔켜 주는 연구

o Anti-windup을 적용하여 정상상태 오차를 줄이는 연구

。 Gain schedul ing 방법을 척용하여 기풍 빛 청지샤 그 여건에 가장 척합

한 PID gain을 보상해 주는 연구

o Auto tuning PID를 사용하여 이상상태 및 과도상태사 PID gain을 자동

으로 보상하여 안정된 처}어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연구

o 실체 제어압력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계통의 dynamics에 영향율

추는 전방경로선호 (feedforward signal)을 잘 활용하여 제어성능을 향

상시키는 연구동

율 수행하여야 한다. 이툴 연구분야는 이미 선진외국의 원전에서 디지털제

어계통으로 upgrade 하면셔 적용한 기술틀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활용하

여 차세대 원전 제어겨l통에 맞게 채설계하는 방볍과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PID 제어알고려즘을 원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고 여론척으로 잘 정럽되어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현대제어지법

율 차세대 원전 체어계통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대제

어기법의 원전 적용연구는 디지털 PID 기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해주거 위한 연구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는 척웅제어. 캉인성제어.

fuzzy 제어기법， 고장허용 제어기법등이 있다.

척웅제어는 정상 및 과도상태혜서 계통의 dynamics 변화를 추정가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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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온 라인으로 추정하여 제어가의 변수나 제어기의 구조를 바꾸어 주

는 항법으로 뻐AS( Model Referance Adaptive System) , self tuning control

풍의 알고리즘이 있다[5-27] . 이 방법운 0]사일 이나 비행겨둥에서 낼라 사

용되는 제어기법이지만 아직 원전에는 척용되질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척웅

제어이론이 온 라인으로 겨}통의 변화를 추정해야 하고， 추정된 변수률 이용

하여 져1어기의 변수를 바꾸어 실시간으로 안정된 제어값을 발생샤켜야 하는

풍 계산량이 많다는 단접 때문야였다. 그러나 국내 빛 외국에서는 이 이론

율 원천에 척용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32bi t 마이크

로프로세스둥을 갖춘 디지털 쩌l어계통을 사용한다변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

는 분야이다.

강인성 헤어는 최근에 이론적으로 성숙단계에 도탈한 거법으로 계통의

dynamics에 잡음이나 dynamics 변화와 같은 uncertainty가 존재할때 이틀

uncertainty에 대해서도 항상 안정된 저l어성농을 보장하는 제어가를 설계하

는 알고리즘이다. 이 기법애는 H2 , H∞， LQG/LTR퉁이 있고，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iry)에서는 원전의 탈진기의 급수제어에 강인성제야

이론을 도입하여 좋은 건전성을 얻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고 국내.외에

서 이 기법을 원천에 척용하기 위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실

용화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H2는 2-norm을 H∞논 ∞-norm을 계산하

여야 되고， LQG/LTR은 최척제어 이론에 kalman filter가 포합되어 있어 부

가척인 계산량이 많지만 32bit 마이크로프로세스등을갖춘 디지털 체어계통

을 사용한다면 충분하 척용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고 수학모텔에 의존한 해석과 제어기법을 다루턴 종래의 방식이 해석

을 위한 많은 제약과 가정을 내포하며， 시소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모텔구성과 제어알고리즘의 구현에 한계가 있기 때룬에 최근에는 시스템의

청확한 불리적 특성분석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적인 시스템의 체어에 적절히

대처하는 인간의 제어방식 또는 학습구조를 모사하는 제어기법들의 출현과

각종분야에서 이들의 활발한 웅용연구가 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웅용측면

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날로 그 웅용법위가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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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uzzy 논리률 이용한 fuzzy 제어는 숙련된 전문가의 제어경험율 큐

칙으로 하여 애매한 인간언어척인 방식으로 표현완 변수를 처리하고 그로부

터 추론된 결과률 제어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이론정럽에

앞샤 산업체에와 척용경험이 우선하여 거대샤스템의 ’추동체어에 륙히 주북

할 만한 생과룰 가져왔으며 모텔이 정립된 시스템에 대하여도 기존의 비혜

미/척분(PIO) 제어기보다 우수한 제어결과플 나타내는 설험결과틀이 발표되

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시스탬 ;큐모가 크고，북잡한‘시스템에서는 비

선형성이 크게 내재하고 제어계통간의 관계가 밀접하여 과도상태시 주로 숙

련된 운전원에 의존함으로 위의 방법을 사용하기에 척절한 분야로 지몹되며

이를 이용한 제어연구사례가 논문으로 다수 발표된 바 있다. 일본의 기시와

다 퉁이 발표한 퍼지알고리즘을 이용한 급수쩨어. Akin과 Altin의 PWR형 원

자력발천소에 대한 규칙기반 퍼지논리제어기 둥아 。}에 숙하며 원자력발천

소에서의 척용가농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경우 규제측면의 안

천성 입중문제가 우선되는 한편 퍼지논리를 이용한 제어시의 안천성 명가에

대한 이론정립이 아직 부촉한 상태로.현째로셔는..실혜척용여부의 논의애

확실한 잇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도의 어론정립

을 위한 연구확산， 미래의 규제사항의 유통성 동에 비추어 이 방법에 외한

제어가능성과 척용가치는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장허용체어기법 (failure-tolerant Control)에 대해 살펴보

면， 저1어시스템의 일차척인 설체목표는 모든 구성-끼기가 제대로 통착할 때

완하는 안정도와 성능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접차 자동제어에 더욱 의존하

는 많은 시스템에서 가기고장이나 오동작시에도 허용한도내에서 저1어계롱이

계숙 동작되도록 할 필요가 참점 증대되고 있다. 고장허용제어기법의 특성

은 모텔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만족할 반한 성능을 유지시키는 건전성과

또는 계통고장에 대웅하여 제어계통의 구조나 파라며터를 변동시킬 수 있는

제어경로의 재구성 가능성으로 설명휠 수 있다. 고장허용제어거법의 구성은

계통의 신뢰도， 보수성， 빛 존속성 (survivability)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

고장허용은 측정채널 또는 제어구동거의 중복설치 및 제어에서의 척웅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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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고장허용제어기법은 별도의 또다른 하나의 져l

어기법어 아닌 기존 져1어계통의 설계에 추가칙인 지농율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현대제어샤스템의 설계시 중요한 항몹으로 고려된다. 차

세대 원천의 제어계통은 이중화판 체어구초률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

중화된 혜어계통에서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계롱으로 우리없

이 처}어기능율 념겨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거능율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어계통에 watchdog timer를 사용하여 백업 (backup)계통을 감시

하여야 하며. 이 참시기법 빛 백엽 (backup)계통으로 쩨어기능 펀송올 어떻

게 할것인가는 하드웨어척 측변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연구

되어야 한다.

(2) 로직 및 보호계통 성능향상 연구

아날로그 럴레이를 이용하고 있논 기존의 로직제어 및 보호계통은 예비부

품의 확보 빛 유지보수가 어렵고， 정밀도가 떨어지는둥 많은 부분에서 문제

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채에셔 덜 al 사용되고 있는 PLC등을 이용하여 로직제어 및 보호겨l통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용도를 높이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PLC동

을 이용한 로직왜어 및 보호계통은 대부분의 기놓이 소프트웨어로 처리됩에

따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소프트웨어 확인 빛 검증기술어 요구되

고 있다-

차세대 원전에 적용될 디지털 논리쩨어 및 보호계통은 소프트웨어 확인

빛 검증， 얀허가요건， 고품질소프트웨어의 채발등을 고려하여 캐발되어야

하고. 각 케비넷간에 네트워과 같은 통신혜계를 구축하여 천송션로 빛 출력

단의 캐비넷을 줄여야 한다. 그러고 비안전관련계통의 단일고장아 보호겨I통

으로 천따되지 않도록 optical cable과 같은 isolator를 이용하여 전기척

물리척으로 분리를 시켜야 한다.

나. 차세대 원전 제어계통 신뢰도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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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천제어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샤키기 위해 자가진단기법과 온 라

인 교정기법， 자동주기시험 동여 모률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고

장발생셔 모률교쳐I만으포 쉽케 북구되도룩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신호률

측정하기 위해 사용훤 다중의 첸서충 고장난 센서를 구멸하고 나머지 건전

한 센서로 부터 측정원 신호률 조합하여 유용환 신호로 표현해주는 고장검

출 및 신호검증기법 에 대한 연구룰 수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고장검출

및 신호검중기법은 다중센서중 고장난 센서를 구별해내는 것이 카장 중요한

문쩨이다. 다충 센서로 부터 틀어온 선호에 대해 명균치를 만툴어 그 명균

값과 zt 첸서신호률 다시 비교하여 설정된 한계치률 벗어난 경우 고장으로

간구하고， 나머지 센서산호률 이용하여 다시 명균율 취해 그 값을 제어계통

이나 운전원에게 보여주는 방법과 parity 공간표시법에 의해 고장난 센셔률

구별하고 나머지 건전한 신호를 이용하여 유용한 신호를 만틀어내는 방법퉁

이 있다. 이외에 확률적 방법에 의해 고장난 센서를 구별하는 방법과 최근

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놓이나 신경망동을 이용한 고장검출방법둥 여

러 이론옳 도입하여 고장검출 및 신호검증기법을 연구한고 있고， 월천에

적용되고 있다.

다. 차세대 원전 디지털제어계통 적용분야

차세대 원전 체어겨l통 성능향상 및 선뢰도향상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

읍과 같은 계통에 척용되어야 한다.

o 원자로 보호계통

o 격납용기 격리 계통

o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

o 급수 체어계통

。 원자로 냉각채 제어계통

o 제어봉 제어계통

o ffilAC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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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7)추출 제어계통동

이플계통에 대해 성능향상 및 신뢰도향상 연구를 척용학기 위해서는 채발

된 혜어기법 빛 로적제어 고신확도 소프트웨어에 대해 충분한 검중시험울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시률레이타가 계획단계에서

부터 개발되어야 하고 개발된 시률레이타는 하드웨어척으로나 소프트웨어척

으로 충분한 확장능력을 가져야 한다.

2. 소프트웨어 확언 및 검증가술

가. 배 경

확인 빛 검증은 계통이 요구조건을 따라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

고， 계통이 요구한 기농을 완전하고도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지를 확충하는

작업이다. 원자력 발전소에 디지털 71술의 채택이 증가함으로써 관련된 소

프트훼어의 산뢰도률 확보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이 요구되었다. 현재 확인

빛 겸중기법 개발 현황은 EPRI 에서 SPDS(NSAC-39) 와 전문가시스템 (RP

2582-6) 에대한 확인 및 검증기법을 깨발하였고， 디지털제어서스템 및 전문

가시스템에 대한 확인 빛 검증 방볍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적절한 표

춘 수용 및 확장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개발. acceptance criteria흘 포함하

는 방법론， 확인 빛 검증방법론에 의핵 제거될 special issues의 해결풍 확

인 빚 검증관련 기술이 개발될 천망야다.

디지털 시스템악 소프트웨어를 원전에 사용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에 째한

신뢰성의 보장얘 태한 문제이며 특히 안천과 관련펀 시스템에 더욱 문쩨가

펀다. 따라샤 디지털 시스램의 인허가사항을 고찰하여보면 현채 NRC헤서는

디지털 시스템을 검토할 때 Regulatory Guide 1.152와 ANSI/IEEE 때S

7-4.3.2-1982를 사용한다. 때SIIIEEE STD 1012-1986와 ASME NQA-2a-1990.

Part 2. 7 둥이 주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피규제자는 궁극척으로

ANSI/ IEEE 삐S 7-4.3.2를 만족시 컬 의푸가 있게 된다.

원전 보호계통은 10 C.F.R. Part 50. Appendix A. GDC 21. 22. 23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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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처렵 고신뢰도와 fai I-safe를 보장하고 보호기능 손실이 없도롭 하

기 위해서 품철과 다양성를 갖는 심충방어 개념율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IEEE 7-4.3.2와 이률 중심으로 한 안내서툴율 확대한 활용하여 고신뢰도 소

프트웨어를 깨발하였어포 소프트웨어의 공통모드고장이 얼어날 수 있율 때

는 섬충방어개념에 따라 원자로률 안천하께 정지시킬 수 있는 예비 수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얼사고 기준을 만혹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도 고장모드영향분석 (Failure Modes and Effect Analysis:FMEA)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 4.2.2-1은 디지털 보호계통 규제요건 처l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심충방어개념과 관련펀 guideline의 관계는 safety쭉에 관련성이 깊다.

한편 ANSI/IEEE ANS 7-4.3.2. Regulatory Guide 1.152와 ANSIIIEEE" 379 ,

Regulatory Guide 1.53울 중심요로 한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랩 소프트웨어

관련 큐제요건틀은 1980년대 전반기 이전에 착성된 것으로서 급격히 발천된

현재의 소프트훼어 지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요건 빛 참고 안내셔들이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

한 종전 아날로그 시스랩에서의 하드훼어 콤포넌트가 소프트웨어로 대체 됨

에 따라 하드웨어 및 시스템 차원의 규제요건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야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애때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NRC에서는 ALWR 디지털 계측저l어 서스템 검토를 위한 10 CFR

Part 52와 One Step Licenci탬이라는 약간의 변경된 행정절차흘 바탕으로

디지털 계측제어 사스램 쇼프토웨어의 품절과 다양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

법 및 NRC 입장을 구처l척으로 명시하고 있고 IEEE ANS 7-4.3.2도 수정 보완

되어 IEEE P-7-4.3.2(1993) 가 나왔다.

NRC가 디지털 시스램윷 검토하는 데 있어서 (1) 소프트웨어 재발에 사용

완 V&V 과정 (2) 소프트웨어 공통모E고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심총방

어 개념 (3) follow-up reporting 수행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명가하고 감

샤하는 licensee의 능력 ( 5) 디지털 시스랩에 대한 경협동올 고려하여 그

셔스멈의 안천성을 판단한다. 이 러한 고려사항과 IEEE Std. 279에 관련된

10 CFR Part 50 , Appendi x A. GDCs 2 , 4 , 20 , 21 , 22. 23 , 24 and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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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50.55a(h)와 REG Guide 1. 152의 요구조건올 반축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공동모드고장

NRC의 규제동향을 살펴보면 NRC는 10 CFR Part 52의 One Setp Licencing

이라는 변경된 행정절차 속에서 디져툴 계육저I어 소프트웨어의 Ouality와

Diversity률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과 NRC 입장율 구책척으로 명시하고 있

다.

디지툴 계축 제어 시스템은 이전의 아날로그 시스템과 비교해 볼때 프로

셰스 장비나 기능， 자료 천송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야져 있다. 아러한 공

유는 디지툴 시스템의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관심사가 되카도

한다. 공유판 데이타 베이스와 프로셰스를 사용한 설계는 하표웨어 구조에

의해서 만틀어진 redundancy 를 없앨지도 모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오류

에 기인한 common cause/common mode failure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려한 염려 때문에 NRC는 function틀 사이의 공통모드고장의 발생에

대한 Defense-In-Depth 를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다. Defense-In-Depth 의 개

념은 발전소 안전성의 장애에 대한 보완책을 여러 단계로 제공해서 장바나

연척오류로 발생하는 fai lure가 공중 안전에 심각한 영향올 끼치지 않아약

한다는 것이다. 계측제어 시스램에서 제공되는 defense의 체계는 다음과 같

다.

o 명사된 정상법위 내에서 발전소 프로세스 변수를 조정하는 저I어 시스

템.

o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했을 때 원자로를 토럽시키고 발전소를 안전상태

에 놓아께 하는 보호 사스템.

o 방샤성 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벽의 integrity를 유지시키거나

방사성 물질 누출을 제어하기 위해 fai lure의 연속성을 정감시키기 위

한 공학척 안전 설비 기동 시스템.

o 발전소 상태와 발전소 장비를 취급하는 운전원에게 발천소 정보를 제공

하는 감시 및 진단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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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llDon mode fa i 1ure에 대해 Defense-In-Depth를 적용해서 NRC가 세부척

으로 검토한 첫 디지툴 종합 계측저}어 시스템 설계는 Westinghouse의

RESAR-414 였다. 야 연구의 결과는 NUREG-0493. ’ A Defense- in-Depth and

Diversity Assessment of the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에

나타나 있다. 뻐REG/CR-5930에서는 공동모드고장과 diversity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 논의 되어 있고 Defense-In-Depth를 평가하기 확한 방법율

제시되었다.

최근에 NRC는 SECY-91-292. “Digi tal Computer Systems fo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s"에 공통모드고장과 다른 디지를 시스템 설계 쟁점률

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document는 시스템 설계측면에서 De fense-In- Depth

와 diversity혜 의거한 미래형 발천소의 디지틀 계측쩌l어 샤스템에서의 공

통모드고장의 propagation를 막겨 위한 방법을 서술하였다. 야러한 접근법

의 척용은 GE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ABWR)에 관한 NRC의 안전성

명 7}에 나타나 있다.

Common Mode/Common Cause Failures에 대비한 두가지 주요한 인자가

quality와 diversity 이다.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각 콤포년트와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선뢰도률 증가시킨다. 힐당펀 기능(장비와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의 diversity와 장비축변(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에서의 diversity는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농성을 줄일 수 있다. NRC는 공통모드고장의 쟁점에

첩끈하기 위해 qual i ty와 diversity에 대해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1 ) 설계과점을 롱한 소프트웨어 품질

계혹제어 시스템은 발전소 필수장비를 감사 l 제어. 보호합으로써 발전소

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운전하는데 도움을 준다. I&C 시스템에 사용된 디

지툴 컴퓨터는 현재 운전충인 발전소에 사용된 아나로그 시스템과는 분명히

다르다. 디지틀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더 많은 정보 내용을 가지고

있고 디지틀 창비가 아날로그 장비에 벼해 월통한 정보처리 농력이 있기 때

문에 I&C에서의 디지틀 컴퓨터로의 변경은 원자력발전소 운전의 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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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조 설

계와 특정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필요하고 체측제어 샤스템의 설계. 제조，

셜치， 운전. 유지보수， 수정동 Ii fecycle 각 단계에 관련된 고 수준의 요건

척용이 펼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들은 디지툴 컴퓨터 기술을 척용시키

는데 있어서 융통성율 허용해야 한다. NRC는 10 CFR Part 52의 one-step

licensing 과정에서 15년 기간동안 I&C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표준 설계를

승인한다. 하지만 certification 과정이 vendor sped fic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디지툴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한

융통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스램 설계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은 상위부분의 Level of Detai 1 만 요구되어 진다. 이와 같이 NRC

는 certification 기간 동안에 진부해 질 수 있는 설체의 세부 사항운

‘ lock-in ’ 하지 않는다. 오히 려 10 eFR 52 에서 척용되는 design

certi fication 접근 방법은 des ign process 의 quality와 sped fic design

acceptance criteria (DAC) , 제한 사항， 제한치 동에 대한 ’ lock-in ’을 하

기 위한 것이다. DAC의 개념은 NRC가 Inspection , Tests , Analyses and

Acceptance Criteria (ITAAC)을 통하여 설계인증을 받는 Combined License

(CO니 치원자에 외한 설계 구현과 확인의 최종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천체 공정을 통하여 체계척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절차들이다- 야러한 소프트웨어의 qual i ty를 보장하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ABWR Safety Evaluation Report (SER)에 잘 나타나 았다. Safety 흑응

Non-safety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ITAAC/OAC 은 다음의 개발 단계

률 요구한다. 순차적으로 나타난 여 러가지 단계들의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

고 겹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틀 단계들은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틀기

위해서 모두 수행되어야 하고 그 단계틀은 다음과 같다.

o 계획 (Planning)

o 요건 (Requirements)

o 설계(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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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Implementation)

o 종합(Integration)

。 확인(Validation)

o 설치 (Installation)

。 운전(Operation and Maintenance)

lTMC/DAC은 lifecycle 단계를 통하여 설계 과정율 져원해 주는 기준

(constraints and limits)을 명셔해 준다.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문서틀은

다음과 같다.

(가} 계획 단계

。 Software Management Plan

。 Software Development Plan

o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 Software Safety Plan

。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나) ReqUirement 단계

o Requirement Specification

o Interface Specification

。 Requirement Safety Analysis

o V&V Requirements Analysis Report

。 V&V Anomaly Repor‘ t

o ()i Requirements Report.

{다) DesIgn 단계

o Unit Tes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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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ardware & Software Architecture

。Design Specification

o Interface Design Specification

o Design Safety Analysis

o V&V Analysis RepoI‘ t

o V&V Anomaly Report

o 때 Design Report.

(라) Implementation 단계

o Actual Code Listings

o Code Safety Analysis

o Integration Plan

o Integration Test Plan

o V&V Unit Test Report

o V&V Test ~omaly Report

。 CM Implementation Report.

(마} IntegratIon 단계

。 System Build Documents

。 Va I ida t i on PIan

o Validation Test Plan

。 Integration Test Safety Analysis

o V&V Integration Test Report

o V&V Test Anomaly Report

o OM Integration Report.

(바) Validation 단계

o Install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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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nstallation Test Plan

。 Training Plan

。 Operation Plan

。 Validation Test Safety Analysis

。 V&V Test Analysis Report

o V&V Test Anomaly Report

。 CM Validation Report.

(사) InstallatIon 단계

a Operations Manuals

。 Installation Configuration Tables

o Training Manuals

。 Maintenance Manuals

o Maintenance Plan

。 Installation Safety Analysis

o V&V Installation Test Report

o V&V Anomaly

o CM Installation Report.

(아) Operations and maintenance 단계

여기에서는 원자로를 운전하면서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고 훨요한 변경

을 수행한다. Safety Analyses. V&V Analyses and CM activities 둥이 유지

보수의 일부분으로 행해져야 한다.

NRC는 safety 관련 계측제어 사스템 설계 과정 중에 각 단계에서 요구조

건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S/W ITMC 구현을 audi t 한다. 각각의

Audit 단계는 [그럽4 ‘ 2 ‘ 2-21와 같다. 어 결과에 따라 NRC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잭을 제시한다.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현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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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ssues)에 대해서는 NRC가 결정을 내럴 수 있다. ITAAC의 각 단계에

서 설계 개발은 certified design process와 일치합이 증명되어야 하고 각

단체룰 통하여 개발된 상세 설계는 certi fied design을 만축사켜야 한다.

ITAAC requirement 어l 텃붙여 다양한 safety 시스템에 대한 부가척인 테스팅

이 계촉제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normal preoperational testir띨 프로그램으

로써 필요하다.

(2) 설겨|의 다양성

디지툴 계출체어 시스템의 설계에서 diversity 설벼는 앞서 기술한

Quality 과정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공통

모드고장의 가능성야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Diversity를 만축시키는

효파척인 방법의 하나는 장바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이 그 거능성을 떨어뜨리

지 않는다는 껏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원 ( pr‘ ese I ected) 71농틀 사이에 다양

한 형태의 diversity를 쩨공하는 것이다. 이 러한 functional diversity의

개념은 NUREG-0493에 나타나 있으며 engineered safety features , reactor

trip, 얼반 캄시 기농동을 포함한 preselected 기농들이 제어된다. 계측처l

어 시스템에서의 Defense-In-Depth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의 영향올 체계적으

로 분석하거 위한 기법올 제공하기 위해 block 개념야 도입되었다. Block

개념흔 샤스템의 콤포넌트와 모률을 하나의 작은 기능 block 별로 모아서

measured variable block , derived variable block , command block 둥을 취

해서 예견된 공통모드고장의 결과 분석에 사용한다.

와료 취급 설비， 항공 쩌l어 시스램.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 동의 다양한

safety-cri tical 기능들에 척용한 소프트웨어 integri ty의 명가를 고려하여

NRC는 다음과 같은 diversity 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1) 피규제자는 제안된 계측제어 시스템의 공통모드고장의 취약성을

적절히 보완시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defense in depth와

diversity를 펑가해야 한다. 야를 위한 참고 자료는 NUREG ‘ 0493

에 나타나 있으며 피규제자가 제안한 방법들은 따로 검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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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명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급자와 피규혜자는 safety

analysis report (SAR)의 사고 분석에서 명가되는 각 사고에 대

한 예정된 공통모드고장을 명가해야 한다. 공급자와 피규제자는

여률 사고률 우I해 diversity가 설계에 반영되었읍율 보여추어야

한다.

3) 만약 공통쪼드고장이 safety function을 못 호께 한다면 같은

기놓을 수행하거나 다론 기농율 수행하는 다양한 수단아 제공되

어야 한다. 고 시스템이 관련된 사고 조건 하에서 필요한 기농

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qualμy를 갖추었다면 non-safety 시

스템도 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의 디지틀과 바

디지툴 신호 방법아 가능하며 시간과 정보가 운전원에게 유용하

다변 수동 초작도 가능하다. 다양성예 대한 형태와 종류는 설계

에 따라 다양하며 각기 평가될 수 있다.

4) 주제어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와 제어기들은 safety 기능을 지

원하는 변수를 감시하고 critical safety function의 manual

system-level actuation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각각의 디

스플레이와 제어기틀은 앞의 1). 3) 항북에서 정의된 safety

computer 시스템과 다르고 독럽적이어야 한다. 륙별한 디스플레

이와 쩌l어기를 선택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인간공학적 원칙과

기준이 적용확어야 한다. 디스플레이와 제어가의 설계는 인간

연결 체계가 사람의 농률올 높여 준다논 것을 보장해야 한다.

하드와이어드 시스템 레벨의 제어기와 디스플레여는 발천소 운

전원에게 애매모호한 정보와 제어 기능율 제공한다. 아툴 제어

기와 디스플레이는 디지틀 safety I &C 시스템의 software

common mode fa i 1ure의 효과를 신속히 경감사키기 위해 주제어

설 안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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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uality와 Safety 보장룹 위 한 고찰

(1) Quality 측면

(가) 계획 단계

이 단계에서는 Project Management Planning, Configuration Management

PI원ming， 소프트웨어 Safety Planning, 소프트웨어 V&V PI하ming ， 소프트

웨어 Quality Assurance Planning 동아 수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lEEE/ANSI

1058. I , IEEE/빠SI 828. IEEE/ANSI 730.1. IEEE/ANSI 1012. P1228 동의

Standards(STDs) 률이 있다. NRC에서는 소프트웨어 재벌 Li fe Cycle 천체 단

계에 대하여 Audit과 Review를 수행하며 이 때 필요한 Document의 종류률

밝학고 있다.

그러나 NRC의 규저l방법에서는 IEEE/ANSI ANS 7-4.3.2를 중심으로 상하의

관련된 Codes and Sπ)s를 참고하어 규제를 시행하며 Review에 필요한

Document의 종류를 밝히고는 있으나 세부 기술척인 측면에서는 애매하고 추

상척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예를 툴변 Project Management Plan은 Team Organization,

Feasibility Test. Cost Estimation 동을 시행하는 것이며 이때 개발 텀과

V&V 됩의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요며， 소프트웨어 Safety Plan에

서는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도 명시， 요구되어지는

Document툴이 가져야할 세부 거술적인 샤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굽이 없다.

또한 사용되는 Codes and STDs 자책도 구쳐l성이 미흡하며 서로 중복되고

어떤 기술척인 측면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디지툴 계측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틀의 분류작업과 분류된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효율척으

로 개발하고 큐제할 수 있는 Codes and STOs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인공.Al

농 소프트웨어.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실시간 소프트웨어 동 산겨술 소프트

웨어와 Cri ticali ty 정도에 따라 분류펀 소프트웨어 각각에 대한 개발 방법

론. 규제요건. 큐제방법에서 기술척인 륙변의 연구와 정바가 필요하다. 이

러한 배청으로 아래 Section틀에서는 소프트웨어 ITAAC의 각 단체에서

Issue로 부각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만을 서술 하고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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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단계

이 단계에서는 Requirement Specification울 작성하고 분석할 때 수학척

인 Formalism율 도입하여 Quality와 Reliability를 높혀 보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Requirement Spec을 Formal하게 작성함으로써 다읍 단계

인 Design올 수행할 때 보다 완벽하거i) Requi rement률 반영할 수 있고

Requirement Analysis률 수동 혹은 자동으로 수학적인 중병을 할 수 있으며

철함을 개발공정 초기에 발견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개발 비용율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주 흡척이 타ld User 혹은 System

Engineer와 Software Engineer 사이의 Communication을 통해서 정확한 요구

사항을 수립하는 것인데 어러한 Formalism의 도입은 Natural Language를 사

용한 Cαnmunication 보다는 의사 전달이 부자유스러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Formal Requirement로부터 Test Case를 자동 생성할 수 있고

Requirement Spec 자체l률 Excute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

Requirement 단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동작을 사플레아션 해 봄

으로써 결합을 조기 발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

도 Requirement Traceability일 완벽한 서행 빛 착동 Check 방법 등에 대한

연구와 상품화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설계 단계

여기서도 앞 단계에서와 같은 Formal ism 도입아 시도되고 었으며 설계 방

법론에서도 이제짜지의 구조적 설계 방법론이 접차 객체 치향 설계 방법론

으로 바뷔어 가고 있다. Module Coupl ing. Cohesion퉁 Modulari ty.

Information Hiding둥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연구 결과틀어 점차

객체 지향 설계 방법론으로 춧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객체지향 설계방

법은 재사용성을 높여 개별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V&V

비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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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현 단계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점차 Assembly 벼멍뻐ge에서 ‘ C’

’ Ada’와 칼은 Hi방"'I Level Language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 C++ ’과

같은 객체지향 언어가 사용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N4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Ada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택과 소프트웨어

따· 극복을 워한 Di versi ty를 언어와 Compiler에 척용하고 있다. 또한

Compiler, Operating System , Testing Tools , Editor동 개발에 사용되는 모

든 도구률에 대한 Prequalification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틀은 자체적으로 Cadi ng Standard풍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

화가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완벽한 Exception Handling동 Fault

Tolerant한 프로그래밍이 요구되고 있으며 Faul t Tolerant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Requirement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기술적인 사항이 매우 많다.

(마) 종합， 확인 및 검즘 단계

Val idation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Requirement를 잘 만족하는가를 펑가하는 껏이며 Verification은 소프트웨

어 개별공정 전체 단계어}서 시행되어야 하는 단계어지만 편의상

Integration 단계와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Requ i rement 단계， Design 단

계. Implementation 단계를 거치면서 세부 모률의 Coding이 되고 나면 그러

한 BreaJcdmm의 역순으로 모률틀을 Integration하여 시스템을 완성하고

Installation까지 하게된다. 이러한 Integration 순서에 따라 Verification

혹은 Testing이 이루어 전다. 이 러 한 Testing은 Module Test , Integration

Test , Function Test , System Test , Acceptance Test , Installation Test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Testing의 각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법과 도구가

무수히 많으며 여틀의 선택과 사용에 세섭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요구되

어지는 신뢰도에 따라 Test Plan 작성과 Test 종료시점이 달라 지며 고신뢰

도 소프트웨어 일수록 Testing 벼용이 올라간다. 근본척으로 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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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Testing은 불가능하며 V&V의 독럽성 , Self_testing , V&V의 정도 퉁

이 주 관심사이다. 현재 사용중인 Test 판련 Standard에는 I EEEIANSI 829와

IEEE/ANSI 1008이 있으며 Veri fication and Val idation과 관련하여

IEEE!째SI 1012가 있다. 원자력벌전소 Safety ''System-소프트혜어와 같은 고

신획도 소프트웨어의 Testing율 위해서는 보다 업격하고 명확하며 객관척인

기준율 가진 Standards가 필요하다.

(바} 설치， 운전 및 보수 단계

이 단계에서의 륙별한 쟁점은 없으며 Installation Document ,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 Training Manual 각종 Document틀율 정확히 갖추

는 것이 충요하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Maintenance Plan , Regressing Test Plan과 이에 따른‘ Configurati on
·깃

Management Change , V&V Anomaly Report , ·safety~Analysis Change 둥이 종

요하다.

(2) Safety 측면 - …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이 디 Al툴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극복

과 같은 소프트웨어 Safety 보장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 절에서

와 같은 Qual i ty 측면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통모드고장이 발생활 가

농성이 있기 때문에 Defense-In- Depth 보장을 위한 설계에서의 Di versi ty

제공이 필요하다. Functional Diversity 개념은 “ NUREG-0493 1979 , A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Assessment of the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에 잘 나타나 었다. NRC에서는 야러한 Di versi ty에 대해

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입장올 밝히고 있다.

현재 Vendor틀은 소프트웨어 Common mode Failure 극복을 위한 NRC의

Diversity 입장틀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렴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NRC의 입장야 하나의 규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착인 측면에

서 볼 때 이러한 입장틀은 하나와 의견일 뿐 근본척으로 소프트웨어 공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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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장율 방지할 수 있는 구쳐l척인 Criteria는 아니다. 원천 안전겨l롱의 신

뢰도 분석에 대한 일반척인 원칙은 IEEE/ANSI 352-1981에 잘 나타나 었다.

여기서는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FMEA)와 Fault Tree

Analysis(FfA)와 같응 정성쩍인 신회도 분석방법과 수학척 모멜렁에 의한

청향척인 신뢰도 분석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륙 선뢰도 분섹에 대환 시스템

차원에서의 이론툴율 표준화한 것이다. 이렇케 표준화된 시스템 차원의 이

론틀은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청성적， 정량척 방법과 Measures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UREG/CR-5930과 IEEE/P-12287t

만툴어 졌다. NUREG/CR-5930에서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Standards와

Guidelines이 가져야할 Criteria률 설명하고 기존 지침서틀의 문제점율 분

석하고 있다. 여가서는 고신뢰도를 요하는 소프트웨어의 Safety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Hazard Analysis에 대한 Criteria를 젝시하고 았

다.소프트웨어 Hazard Ana1ys i s를 Li fe Cycle 상 언제. 어떻게， 무슨 가술

율 사용하며 Syatem Hazard Analysis와의 관계 둥이 쟁점사항들이다. Draft

로 발표된 IEEE/P-1228은 소프트웨어 Safety Plan에 대한 방법틀을 서솔하

고 있으나 명확히 하고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NUREG/CR-5930에서

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10 CFR 52에 의거한 NRC의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에서 명시하는 Document틀 중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Safety Plan과

소프트웨어 Safety Analys i s 관련 doc‘lment들이 있으나 이와같은 Document

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힐 때 필요한 Standard나 Guideline이 없는 실정이

다.

라. 결론

결론척으로 원자력발천소 디지털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감시계통 소프트웨어와 그외 여러 가져

운천 보조 시스템퉁으로 나눌 수 있다. 인허가를 수행혈 때 현재 쟁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신뢰도의 보장 문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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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척으로 말하자면 안천계통 소프트웨어의 공통모드고장(Common Mode

Failure: 따‘) 극복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다양성. cri tical

소프트웨어의 분리. 소프트웨어의 위험요소 분석. 고장허용 소프트웨어 깨

발， 형식론의 도입 둥 다양한 방법툴이 제시쩍쿄i었다--현천 체측쩌1어 소프

트웨어툴운 종류에 다라 서훌 다른 paradigm과펀;개발 방법·본툴야 척용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 P 7-4.3.2. PI228 동의 draft률애셔와 같이 쳐l계척인 요건

률의 채발 및 보완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고， 규제요건 및 표준들이 급격한

기술 발천율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각의 요건플이 유연정과 확장

생율 갖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IEEE. ASME동 타 산업 표준툴과 개발자 내부

지침서， 규제요건들의 유기척인 연계 쳐l제를 갖출《수 있도록 만틀어져야한

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높은 수푼

의 품질과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신뢰도 소프트돼해를 깨발하고 아

에 대한 확인 빛 검증율 수행해야학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룰 수행

하기 워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모든 단계에 걸쳐서 소프트훼어 공학에

서 연구되고 설용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때우 엄격하게

척용되어야 한다.[5-21 ， 22.23 ， 24.25]

3. 전보된 계측기 기술

가. 센서 기술현황

센서는 온도， 수위， 압력， 유량 또는 pH 등과 같은 물리량. 화학량의 절

대치 또는 변화를 감지 (SENSING) 하여 자료수집계통올 통하여 업력신호로 변

환하는 장치이다.

표 5-1은 센서와 TRANSDUCER 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센서는 1착척인 정

보를 수집하는 장치로서 감지가 또는 감지소자라 할 수 있고 트랜스듀서는

수집된 l차정보를 이에 대응하는 유용한 신호(주로 전기척인 신호)로 변환

하는 장치효 변환가 또는 변환장치라 할 수 있다-

감지기는 검출대상이 되는 툴리， 화학량을 감지하고 입력 변환기가 이를

천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쳐리기에 전달한다. 신호처리기의 출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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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력변환기를 통하여 ACfUATOR에 입력되어 각각 대웅하는 행위룰 수행한

다.

젠서기술은 기계장치에 감각가능을 부여하여 정밀계측 및 자동화기술의

핵심이 되며， 특히 공정산업의 풍정쩨어에 절대척인 고도시스랩 기술의 관

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센서기술은 고도정멸제어가 요구되는 여러산업에

웅용하기 위해 센서소자기술， 인터페이스. 신호처리， 지능화， 시스템화 동

첼서시소템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센서는 륙성상 감도， 안정도 및 선뢰도가 커야하며 선택도나 북쉬도도 충

요하다. 선택도는 륙정한 공정변수블 검출하고자 할 때 공존하논 다른 변수

틀의 간첩척인 영향을 배제하여 검출해야 하므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

센서가 작용한 후엑 즉셔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l 하여 다음 작용을 수

행하는데 걸 리는 시칸을 나타내는 복귀도는 센서와 이력특성 및 거억특성

으로 인한 것으로서 응답시간(Response Time)에 영향을 미찬다. 그러므로

좋은 복귀도는 산속한 원상복퀴와 신속한 반웅을 의미한다. 어와같이 센서

가 갖추어야힐 요건틀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5-2과 갈다.

여틀 요건틀을 개선시키거 위해셔는 센서소자의 개발，신호처리기술빛 응

용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의 센서기술의 개발 추세는 다음과 같다.

1) 소형화: 양산화， 가격절감， 속반웅성등

2) 다기농화: 다종 센서의 집적

3) 다차원화:I차원화(점합수척 정보)-) 2차원화

4) 지능화: AI{Artificial Intelligence)결합에 의한 Smart센서

5) 시스템화: Super Sensor System화

그립 5-1은 센서거술의 새로운 발전동향을 나타내며. 그 중엑서도 첸서의

소형화， 다차원화， 다기능화. 지능화 및 시스템화가 가장 뚜렷한 채밸-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센서는 정확하게 변수값을 감지해야 하므로 외부의 쿄란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신속한 반웅을 나타대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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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룹 제시혈 수 있는 지능적아고 다기놓척인 센서가개발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센서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전반척으로 뒤떨어져 있고

80'건도 후반에 산. 학. 연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 수준

은 매우 초보 단계에 있다.

나. 스마트샌서

현재 원전에 서용되고 있는 계혹껴I롱은 노후화 및 여버부품부축흐로 교혜

할 부품율 구하기 힘든 실정이며 drift둥오로 언한 부정확성이 있고 선뢰도

가 캅소하며 관심 있는 변수를 온 라인으로 적첩 또는 천혀 측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아날로그 기술을 사용하므로 데이터 저장 및 계산을

할 수 없으며 방사션 및 습기에 민감성을 보이는 등 전기적 오차 요소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지보수비용이 중가하여 경제적손실이 나타

나고 계측거의 기능저하로 신뢰도 및 가용도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천자소자 및 센서기숲와 현저한 발틸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통신기술을

현장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연산 빛 끼억 71눔율 가진 고성농， 고71

농의 스마트센서 및 전송기가 개발되었다.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또는 .지능형 / 전송가는 Foxboro , Rosemount , Siemens. Honeywell , ITT

Barton동에서 개발되어 공정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전송기는 측정의

관첩에서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고 있는 전송기로서 이 창치틀은 변환기， 전

완， 내장형 프로세서， 디지털신호 접속장치풍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천송기

에 버해 신호변환. 디지털 출력 가능， 자기전단， 배션악 수 감소， 환경의

영향 보상 동 많은 장점이 았으며 원격으로 센서고장 감Al. 껴l 기잔단 및 측

정범위변환， 휴대용반말기를 사용하여 통선망을 이용한 원격통신 동의 가농

울 가져 획기적인 정밀계축 및 자동화가 기대되며 자기진단 능력과 디지털

쌍방향 통신 능력은 보다 고도의 제어를 가눔하게 하여 현장계기의 디자털

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센서의 기술개발은 소형화. 다기능화. 지농

화 및 시스템화의 경향을 나타내며 특히 지능적이고 다기능적인 센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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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율 추구하고 있다· [5-9 , 10.11 ， 12 ， 13 ， 14](그림 5-2 , 3 참조)

계측기 제조회사틀은 많은 스마트 천송기률을 개발하였으나， 축정과 쩌}어

장치툴 사이의 디지털 통신율 위한 통신방식의 불웰치가 큰 문제로 대두되

어 ISA. lEe둥이 필드 버스 표준확률 수행중이나 필드 버스가 북잡한 정보

쳐리계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통신방식 표준확

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Rosemount. Honeywell , 황하전기풍이 통산 프로토

콜률 개발하여 제품화 하였지만 완전한 필드 버스 프로토콜은 아나며 아날

로그와 디지털의 복합체제를 유지하고있는 실정이다. 이툴 페품률은 ISO혀

OSI 모델을 기초로 하여 제품화 되었으며 가장 표준화에 근접한 모델은

Rosemount 의 HART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Bell 202 통신 표준얀 주파

수 편이 방식의 채택(저1 1 층). HART 포멧룰 규정하여 데이터의 천송 에려

검색(제 2 충). HART 구조의 Command Set를 사용하여 주장차와 필표 장치

데이터의 해석 및 다른 형태의 장치에서도 통일되고 일관된 통션을 가농하

께 한다(제 7 층)， (그럼 4.2.3-4 참조). 스마트 전송기는 여 러 개의 센셔틀

율 다중송신 함으로서 LAN(Local Area Network) 설계를 가농하게 하고 전송

기 내부에서 신호처리가 가능 하므로 컴퓨터와의 연계를 쉽게하여 거종의

배선 경바를 경갑시키고 표준 PC 포멧으로 자료를 Database화 하여 유지보

수， 기록유지， 진단동을 수행 가능하꺼l 하논 둥 많은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측청을 위해서 고속의 버스와 함께 사용하어야 하며 버스의 표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5-17]

앞에셔 언급한 스마트 계측기와 같은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

대기술을 원전에 적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스를 이용한 온 하얀 교정， 설정

치 교정에 따른 자동 보상， 기능의 자가전단， 잡음 검사 동을 사용할 수 있

어 신뢰도 및 가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러고 펼드 버스둥을 사용하여

현장배선 감소， 높응 정확도 l 전송신호의 전기척 분리 7t 필요한 곳에 광섬

유 사용 가눔， 발전소 표준화 중대 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다. 원전 A:-l 도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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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보펀 계촉기 기술을 원천에 적용하는 연구률 EPRI 빛 연구기관 산

업체률 포함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분야는 압력측정， 온도혹정，

진동 빛 충성자 감사와 같은 계혹기 분야이다. 그러고 센서 루프건천성 위

해 올 라인 교정， ε쩔청치 교정에 따른 자동보상. -끽능의 ~까진단. 자가전
‘jt，혹

단기능 .온 라인 불확실성 추정 7) 법 및 웅답숙도 검사기능， 무선 자동 센서

감시 기능율 개발하고 있고 센서 루프 성능향상율 위해 챔셔 속도 및 정확

도 향상， 급수측정 ‘청확도 향상. 고정 노내 탐지기 수명중가 연구률 수행하

고 있다. 그밖에 패l/RFI 대책. 광섬유-케이블 빚 -스하트 엔서의 -네방사성，

센서의 내화학성， 광섬유를 이용한 누설탐지， 적외션 또는 초읍파를 아용한

파이프 균열， 펌프촉 균열 탐지， 케이블 고장 탐지. loose part 감시 연구

룰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계기의 .적용예를 살펴보면 1985년 훼스텅"6~우스 Hanford사는 전송

기 출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측정용 스마트 계측기술을 깨말하여 센서

채낼의 진단을 수행하고 채널노화를 감시하여 고장난 기기틀의 교체시기를

척절히 합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계획되지 않은 비가동시간을 줄여 경제척

인 발전소운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비정상사고동안 발전소를 안전하께 제어

하여 신뢰성을 증대시켰다. 그러고 1987년 Houston Lighting and Power사는

발전소의 사협에 스마트 전송기를 이용하여 급수유량 압력， 주중기 . TIB

Exhaust . Econom i zer In let압력 등의 측정에 웅용합으로써 측정의 정확성

및 시혐의 신뢰성을 중대시켰다. 국내에서는 1990년에 고리 l호기에서

Mid-Loop 운전동안 RCS 수워지시에 스마트 전송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수위

를 운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자로의 찬열제거 기능 상살로 인한 노섬노출

의 위험을 방지하여 기존의 전송기 사용 및 비닐호스 사용 동의 분처l점을

채선시 켰다. [5-15.16]

또한 EPRI의 차세대 및 계량형 요건으로 위에서 언급한 진보된 계측기기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디지털 분산제어 및 통신방을 채택한 발전소 계측제

어 구조에서는 이러한 진보된 껴l측거기의 적용이 필수척이라 생각된다. 이

를 차세대원전에 적용하기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국내에서도 원전 껴l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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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l어의 디지털화에 척극척으로 대처하여야 하므로 스마트 천자소자의 개별.

스마트 천송기률 이용한 계측기볍， 통선거볍 및 연계기법과 통신운용 소프

트훼어 개발 동에 관한 적용연구가 수행 되어야 한다. [5-3]

4. 인꽁지능기술과 전문가시스템

선진국에서 새로운개념으로 새로운 세대의 컴퓨터를 만들려고 연구률 시

착한어후 인공지능이 라는 이론을 채택하여 이를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사스템을 여러 웅용분야에 척용착

여 상품화하므로 써 그 성과를 냐타내었다.

이러한 전문가 샤스템은 특정한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

문가의 사고농력을 모방한 컴퓨터시스템이며 저식베이스， 가억장치 및 추론

기관으로 이루어진다. 지식공학자가 전문가시스템의 도구를 야용하어 대상

시스템의 문체를 결정하고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채계화하여 지석구

조률 결정하고 추론방식옳 쩔정하여 입출력방식을 마련한다. 그러고 전문가

시스밤의 프로토타입울 개발한 다음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식베이스률 확

충하고 정리하여 전문가 시스템을 완성하게된다. [5-19]

이러한 전문가시스템을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웅용하여 여랴가지분야에 적

용되고 있논 추세떼 있으며 특히 앞으로 재량형 원천이나 차세대원잔에서

운전원 지원시스템 및 자동화시스템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될 것야다. 그 웅

용 분야를 살펴보면 신호겸정과 경보처리， 발전소 유지보수 분야， 핵연료

장전， 저l어봉 구동. 기술사양 캉시. 사고후 분석， 운전 절차분석， 확률론적

위험명가， 훈련， 기기분석， 발전소 정보 척리 동 여러분야에 적용될 것이

다. [5-18]

예를 틀변 벼상운전절차서 지원 서스렘을 천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설계

하려면 채량형 빛 차세대 원전은 사건위주(event-based)의 대웅절차에서 가

능위주(function-based)로 전환하여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웅하는

운천절차에 따라 지원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EPRI의 EOP Advisor

나 EOP Tracking system은 벼상운전절차서 지원 사스템의 하나이다. 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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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운영지칩서 지원시스템은 운전원이 기술운영지침서률 쉽게 살펴볼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어므로 옹라인으로 발천소 운펀 데이터 빛 기기상태정

보 입수하여 기술운영지침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논 전문가시스템이 되어

야한다. EPRI의 Tech. spec. confor없nce advosor:는 끼술운영지침서 ;;tl 원

전문가 시스탬이다. [5-3]

앞으로 전문가시스템은 원천의 안전성과 신획도률 충전시킬 북척으로

원자력산업의 여러 추 요 분야에서 척용될 것이다. 특히 원천 언간기계연

계시스템의 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운전원관첩에서 겨능위주의 천문가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이애 대한 기술연구가 필요하다.

5. 원전자료통산망

원천 정보통신 계통의 역활은 크게 발전소 제어 및 감시와 facili ty

management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여 겨서 발천소 제어 및 감시의 거농은 발

천소 동륙성을 실시간으로 제어 또는 강시하기 위해 필요한 청보의 천송울

담당하논 홍선계통과 취득펀 발전소 페이터률을 저장하고 운천에 훨요한 정

보로 변환하여 주는 정보겨1통으로 그 역활을 나눌 수 있다. ’또한 facil i ty

management 기능은 발전소 관계자들의 업무를 효과척으로 처리하기 위해 휠

요한 정보를 천송하는 통신계통과 관계자틀이 추l득한 정보를 이용하기 쉽거l

변환하거나 저장해주는 정보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원천에 사

용되고 있는 정보통신계통은 대부분 point-to-point 방식으로 연결펀

hardwire툴 사용하고 있어 건설정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까지고 있다. 특히 발전소 제어 및 감사정보를 효과척으로 쳐라할

수 없고. fac i! i ty management 기능 또한 낙후되어 있어 발천소 신뢰도 빛

가용성 촉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았다.

따라서 산업체동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다지털 통신망을 차세대 원천에

척용하여야 한다. 디지털 통신망은 발전소 체어 및 감시. facili ty

management풍을 통합할 수 있어 발전소 운천원， 유지보수요원 그러고 감톡

자동이 그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발전소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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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준다. 그러고 표준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산계홍의 확장 뿐만 아니라 노드(node)에 연결될 디지렬 제어계

통 빛 컴퓨터계통의 확장 능력야 향상되고，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

체 쳐 a}할 수 있고， 향후 확대 적용될 뎌지털 채어계통 및 컴퓨터를 효과척

으로 연결시켜 발전소 운영측면 뿐만 아니라 개발에 많운 도움을 주계된다.

이런 장점울 가지는 디지털 통신망의 개발분야률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계축페어 구조셜정 및 재방 구조 통신망 연구는 top-down 접근에 의해 설

겨1되는 차세대 원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연구분야이다. 이 연구에셔는

계롱의 겨능율 힐당하고 계측처l어 구조를 설정하여 여기에 부합되는 발전소

전혜의 통신망쳐l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통신망처l계를

깨방 구조로 구촉하므로셔 표준화된 。f[-the-shelf기기률 node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71능별로 할당된 계통간의 정상 빛 과도상태시

천송데이터 량을 추정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통신망을 선정 또는 개발하여야

한다.

통신망 개발분야를 살펴보면，

。 디지털 비안전 계통간의 통신망

o 디지털 안찬계통간의 통신망

o 정보처 리 계통간의 통신망

o 청보처리 빚 제어계통간의 통신망

o facility management 통신망

o 원전 척용 통신망 요건 개발

동여 있다. 그러고 각 계통간에 전송되는 정보의 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러스 예방잭， 전송신호의 발생장소 및 시깐， 전송정보의 유용성 동에

관련된 tagging올 붙이논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왼 디지털 제어 빛 보호

계통과 컴퓨터계통틀을 잘 활용하여 분산제어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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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젤 종합£1 견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산업혜에서 낼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

핵기술 그러고 컴퓨터지술 풍과 겉은 앞에서 언급된 계측채어 선기술율 원

천에 도입하여 원천의 선뢰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율 하고 있다.

WesH뺑ψuse사의 AP600 , CE사의 NUPLEX 80+ , 프랑스의 N4 , 일본의 APWR둥

운 향상된 빼I를 사용하여 운천원 위주의 주제어실. 경보 grouping 및 경보

우선순위를 갖는 경보계통， 통신 네트팩， 디지털 제어 빛 보효계롱， 향상된

성농울 가지는 센서 빛 센서 loop,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 풍율 사용

하여 top-down 설계개념에 입각한 분산체어 구조를 설정하였다.

차세대 원전에서도 top-down 첩근방식에 의해 겨l훔저l 어 구조를 설정하여

야 하고， 앞에서 언급한 선기술에 대한 적용연구를 개념설계 단계 부터 수

행하여 셜계에 척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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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챈서와 현환기

SE해SOR TRANSDUCER

감지기， 감지소자， 검지 71 변환기. 변환장치

검출 대상의 물리.화학량율 감지 참변지환된 산호률 다른 유용한 신호로
하는 장치 (Sensing Device) (Converting Device)

겁출마상의 상태에 관한 정보수칩 수집된 정보를 전기신호로 변환

표 5-2 젠서의 요건

5ensitivity(감도 )
35 Sel ecti vi ty( 선택도 )

기몬요건 Stability(안정도 )

2R Reversibility(북궈도 )
Reliability( 신뢰도)

부대요건 가능성， 적용영. 큐격성， 앵산성，

보존성， 경제성. 정확성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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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rse Endorse

ANSI/ IEEE ANSI/ IEEE
ANS 7-4.3.2 379-1917
(P-7-4.3.2)

NUREG-0493 , NUREG-0800
Refer SRP. SECY-90-016,

SECY-90-317

Planning Deve1opmen t Testing 거e..

ANSI/ IEEE IEC-880 ANSI/ IEEE ANSI/ IEEE ANSl!ANS
1012 830 829 10.4

ASt.또/ANSI M‘’SI/ IEEE ANSI/IEEE ANS I/ IEEE FIPS
NQA-l 1058. I 1016 1008 101.132

ASME/ANSI "ANSI/ IEEE ANSI/ IEEE ANSI/ IEEE ANSI/ IEEE
NQA-2 828 , 1042 1063 982. 1. 2 352

ANSI/IEEE 그외 Vendor/Licensee Internal Gu idelines or STDs
730 , 983

그립 5-1 디쩌톨 보호체통 소프트웹어 규때요건 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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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휩 5-2 아나로그 앤서와 스마트핸서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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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3 스마트핸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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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 장 결론 및 종합의견

본 연구는 차세대완자로의 설계개념울 확정하기 위한 Case Study로서

Westi많house사의 AP600율 참조로하여 AP600의 설계자료 및 설계륙성 분석

결과와 피동형원자로의 용량을 제한하는 주요설계인자들의 분석을 통하여

AP600의 기본륙성율 유지하면서 격상이 가농한 최대가농출력을 검토하였다.

AP600은 사고시 노심의 붕괴혈이 최종척으로 휠체 격납용기의 전혈연율 통

하여 제거된 용량격상 검토는 핵증기 공급체통 뿐아니라 격납용꺼 냉각계통

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관별 엽무분장에따라 빽

중기공급계통과 BOP계통으로 분리 수행되고 있는 륙성상 각 기관별로 톡럽

적인 연구률 수행하고 연계사항툴응 협의.조정하여 수행하였다.

피동형원자로의 핵중기공급계통과 관련한 용량격상 가농성 접토는 핵충

기풍급계홍율 구성하는 각 계롱률을 가능별로 분리하여 핵연료 및 노섬설

계， 유체계통설계， 7)계구조설계 및 안천해석 불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용량격상 검토률 위한 사천 준비로서 참초노형인 AP600의 셜계륙성을 분석

하여 각 계통의 기능 빛 성농륙성율 검토하였으며 이률 결파를 총합하여 피

동형 발천소의 용량율 칙l한하는 주요설계인자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툴

설계인차률 안전생. 설계 빛 쳐1작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대가농출력에 대

한 예버명가률 추행하고 lOOOMWe과 1300MWe급의 격상용량의 안천해석에 필

요한 예비설계자료률 생산하였다. 아울러 우수신설계기술의 반영방안 수립

측면에서 I &C 산기술 및 우수기술율 도출하고 이툴 기술의 척용성 검토룰

수행하였다.

피동형발전소의 최대가농출혁운 여려가지 설계인차를의 조합에 의하여 이

루어 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냉각재 유량， DNB대비농력， LOCA대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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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원자로용거설계 및 체작성과 벌천소 열효용 측면어I셔 검토하였다. 용량

격상가능성의 최종검토률 위해서는 격상용량 발천소의 계통설계 자료를 종

합하여 용량격상 피동형 발전소의 천 계롱을 구성하고 채한사고툴의 사고해

석에 의한 안전계통의 성놓명가와 발천소의 경제성 분석야 완효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얼청관계상 용량격상 발천소의 안천해석과 경제성 분석

이 수행되지 않아 최종결론은 내힐 수 없져만 중간결과로서 현재까지 수행

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피동형원자로의 용량격상 가능성에 대한 다음과 칼

은 중간 결론율 얻었다.

저’ 1절 10때 MWe급 격상용량

AP600의 안천계통설계는 실종기술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점률

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툴 문체점은 AP600의 설계인중(OC) 심사 과정중에 해

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채 AP600셜계에 제기되고 있은 현안툴야

해결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lOOOMWe급 피동형원자로의 개발은 기술척으로

가능한 것으모 판단되며 최종결론율 위해서는 다읍사항에 대환 상써검토가

요구된다.

o AP600 수준의 노섬출력밀도의 유지는 원자로용기의 크기를 증가시키

계 되므로 출력벌도의 상향설계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DNB여유도

와 감소가 별천소의 안천여유도에 미쳐는 영향의 검토가 필요합.

o 열효율울 중대시키기 위해서는 노심출구의 온뚱률 상승시켜야 하므로

고온환 출구온도에 대한 EPRI-때D 만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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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MWe급 피동형원천에서 채택된 피동안천겨l통의 성능이 실증설험율

통하여 입증펀 경우에도 격상펀 원자로의 동알성능 입중율 위해 요구

되는 추가척인 설중시혐의 요구 가능성.

o L。φ수의 중가로 냉각채 입.출구 Nozzle의 위치가 탈라지고 원자로용

기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노내 구조물의 걸어중가에 따른 진동둥의 동

특성 문제와 eEl째의 기농 및 기기 검증.

o 경제성 축변은 향후 계숙 검토가 펼요하며. 600MWe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Design Margin이 용량격상에 따라 갑소되어 피동형 원천의 장점

이 상실휠 카능성이 크므로 어에 대한 상세검토가 필요.

저12 절 13때 MWe급 격상용량

4-LOOP에 의한 l300MWe급원자로의 계통구생이 가능하나 1000 MWe급 용량

격상 가능생 검토항목에 추가하여 다읍사항에 대한 기술척 검토가 필요하

다.

- l300MWe급의 개발은 원자로용기의 크기에 져l한을 받으므로 노섬열출

력 벌도의 상향설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발천소 Transients 사고시

고출력 벌도 노섬설계에 의해 일차척인 사고완화에 기여하는 핵연료

의 부 반웅도 능력 져감이 예상되므로 어애 대한 상세검토가 필요함.

- Loop 추가 충가하면 원자로용기률 관롱하는 Nozzle수가 충7.하므로

원자로용기 상부 헬 부분의 판통율이 심각하게 중돼된다. 따라서 원

자로용기 관통율 증가에 따른 원자로용기 쩨착생과 고온. 고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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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척/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상세 겹토가 요구됩.

위와 결론은 웨스팅하우스사의 피동형원자로 AP600를 참조로하여 수행된

피동형원자로의 용량격상 가농성 검토에 대한 중캄 결론으로 최종결론을 위

해서는 각각의 척상용량에 대해 예비설계률 수행하여 발전소 전계통율 구성

하고 예비설체펀 발천소 천계통에 대한 안전해석과 경제성분석이 수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계숙수행이 .유보되었나 연구결과는 향후 대용량

피동형원천의 설계개발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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