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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0 1:
「

전헤 발전량 충 원자력 벌전의 비중이 커지면 원전이 부하추종운전을 하

지 않고는 전력망 운.용에 큰 어려울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차

세대 원전은 필수척으로 부하추종운천 능력을 갖추어야 힐 것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우선 현재 국내외의 부하추종운전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종 부하추종운전 기술을 주로 노십 제어 기법을 중심

으로 기술하였으며， 부하추종운전의 영향을 핵연료의 성눔과 기기/부품의

기계적 건전성 측면에서. 그러고 노형별로 부하추종운전과 관련된 주요

특징적인 계통도 기술하였다. 먼저 부하추종운전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관점에서 그 기술을 검토， 명가할 것인지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900 MWe급 PWR을 중심으로 운전 기법 및 성눔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관련i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외국의 기술로서 프랑스 Framatome 사의

Mode G와 Mode X. 독일 KWU사의 D 및 L bank를 사용하는 가법， 미국

ABB-CE사의 PSCEA를 사용한 기법 빛 Westinghouse사의 MSHIM 기법을 검토

하였는데. Mode X 부분에서는 N4 원전. ABB-CE의 기법 부분에서는 System

80+ , Westinghouse의 경우는 AP600 원전을 기준 원전으로 보아 운전 성능

및 관련 계롱을 기술하였다.

부하추종운전 성눔은 Mode X 기법을 사용하는 프랑스 N4 원전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며. System 80+나 AP600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각각 설중

이 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려가 광범위한 부하추종운전 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전에서 운전 경혐을 많이 썽을 것과，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어떤 노형을 참조하든지 노심 제어 기법으로 참조 노형의

고유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개선된 기법을 개발하고 척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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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ad-following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become

inevi table due to the increased nuclear share in the total electrici ty

generation ‘ As a groundwork for the load-following capabi 1i ty of the

Korean next generation PWRs , the state-of-the-art has been reviewed.

The core control principles and methods are the main subject in this

review as well as the impact of load-following operations on the fuel

performance and on the mechanical integrity of components. To begin with ,

it was described what the load-following operation is and in what view

point the technology should be reviewed. Afterwards the load-following

method , performance and problems in domestic 900 MWe class PWRs were

discussed , and domestic R&D works were 마血arized. Foreign technologies

were also reviewed. 깨ey include Mode G and Mode X of Framatome , 0 and L

bank method of KWU , the method using PSCEA of ABB ‘ CE , and MSHIM of

Westin양10use. The load-following related special features of Framatome' s

N4 plant , KWU ’ s plants , ABB-CE ’ s System 80+ , and Westin~햇ouse ’ s AP600 were

described in each technolo없 review.

The review con(!luded that the capabi I i ty of N4 plant wi th Mode X is

the best and the methods in System 80+ and AP600 would require

veri fications for the continued and usual load-following operation. It was

recommended that the load-following operation experiences in domestic PWRs

under operation be required to settle down the capability for the future.

In addi tion , a more enhanced technology is required for the Korean next

generation PWR regardless what the reference plant concep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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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전력계통은 부하추종(負햄追從)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용되고 있다.

야간의 천기료를 싸게 하여 부하 분산을 유도하는 퉁 소위 부하관리

기법도 있으나 원칙척으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혁 수요에 대

쳐하여 전력회사는 발전량을 조절함으로써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다. 이러한 발전 제어를 통하여 계통의 주파수를 계획치로 유지하

며， 단일 전력망이 아난 경우에는 한 전력망과 인접 전력망을 연결하

는 연락선( tie-line) 전력의 총합을 계획치로 유지하게 된다. 이 때

전력회사는 계획치를 유지하되， 단위 발전소의 출력 변화 농력이나

송전선의 용량， 상정사고(contingency)시 계롱의 웅답 풍에 대한 쩌l

한조건 아래에서， 가장 경제척인 발전이 되도록 단위 발전소별로 발

천량을 할당한다D].

전체 발전량 충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천체 계

통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기존의 수력 또는 일부 화력 발전소

의 출력 제어만 가지고는 계획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

므로， 필연척으로 원전의 부하변동 요구에 따른 출력변화 운전， 즉

부하추종운전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정밀 산업의 고품질

전력 요구가 늘고 있고， 하루 충 전력수요 변화 형태가 최대 전력 수

요와 최소 수요간의 차이가 심화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단위

원전의 발전 용량이 다른 형태의 발전소 보다 크기 때문에 그 출력

변동이 전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척으로 크다논 점 풍도 원전

의 부하추종운전 능력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부하추종운전이란 전력 계통의 수요 변동 또는 급전(給電) 요청에

부웅하여 발전기의 전기 출력을 조정하는 운전 방법을 말한다. 원전



에서 이러한 조정이란 결국 터번에 유입되는 중기량의 조절을 의미하

며， 소위 “ Reactor follows turbine" 개념에 따라서 이러한 2차측의

출력 변화를 l차측 제어를 통해 추종하게 된다. 즉， 원전에서 부하

추종이란 좁은 의미에서 터빈 출혁의 변화를 노심 출력이 추종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의 부하추종운전을 고찰하려면， 우선

터빈 출력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눈가 또는 어떤 형태의 변화룰 수용

할 수 있어야 하는가와 그러한 변화를 추종하기 위해 노심을 어떤 방

식으로 제어하는가를보눈 것이 초점이 된다. 터빈 출혁의 변화를 정

외하는 것이 바로 전력망 요구사항으로서 전력계롱의 운용을 위해 필

요한 단위 원전의 출력 변동 크기， 속도 동을 규정한다. 한변 노심

의 제어 방식에 따라서 부하추종운전 기볍을 구분하는데 주로 제어봉

의 반웅도가나 구동(顧動) 논리에 따라 기법， 즉 mode를 구별한다.

노심의 제어에 더하여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가 농통

적인 제어 또는 열적 관성을 통해 과도 상태를 적절히 흡수하는가를

살피게 되며， 잦은 출력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건전성이 유지

되는지， 잦은 온도 변화 및 마모 풍에 따른 제어봉 풍 기기/부품의

기계척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보통 영향 명가

라 부르는 위와 같은 관점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만 계속적인 상용

(常用)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 일반적으로 2차측의

제어나 건전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이

미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증된 기술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는 같은 목척을 달성하되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지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운전 자통화 정도나 액체 폐기물 생성

량 퉁은 상용 부하추종운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실제척인 지표 중

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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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일반척으로 부하추종운천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률 좀 더 자세히 기솔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의

관련 기술 현횡을 기술하되 Westinghouse가 NSSS를 공급한 고리 3, 4

호기를 중심으로 국내 PWR의 부하추종운전 농력을 검토하고， 다른 한

변으로 국내의 관련 연구 현황을 살펴본다. 부하추종운전에 관한 한

가장 상용 기술수준이 높은 프랑스의 Mode G 및 Mode X 기법을 제4장

에서， 독일 KWU와 기술을 제5창에서， 그리고 미국 ABB-CE의 기술과

Westinghouse의 MSHIM 기법을 제6장에서 검토한 후， 제7장에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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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2장 부하추종운전 검토 관점

여기서는 먼저 부하추종운전이란 구처1척으로 어떤 형태의 출력 변동 운

전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어딴 부하추총운천 기술을 분석 또는 평가

하는 헛걸음으로서 추종 가농한 출혁 변동 형태가 어떠한지를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하추종운전 충 노심의 쩌1어에 대해서 설명하

며， 마지막으로 부하추종운전의 영향을 핵연료 건전성， 기기/부품의 기계

적 건전성， 안전성， NSSS의 성농 관점에서 각각 기술하고자 한다.

2.1 부하추종운천 혐태

이 절에서 출력이라 합은 터반 출력을 의미하며， 출력 변동의 폭이나 속

도 뭉 구체적인 수치는 각각의 운전 기법을 기술할 때 기법멸로 언급하고

자한다.

2. 1. 1 계획 출력변동 운전

머리 설정된 시간 대(對) 출력준위 계획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변화시

키는 운전으로， 그립 2-1 에 세 종류의 계획 출력변동 운전을 에시하였다.

일일 부하추종운전은 하루를 주기로 출력 중，감말을 반복하는 운전으

로， 통상 100-p-100 %P , x-y-z-y HR의 형태로 나타낸다. 여기서 %P는 정

격출력에 대한 백분율 출력 단위이고， p는 출력 감발시의 최저 출력준위，

x는 전출력 유지시간， y는 출력 감발 또는 중발에 소요되는 시간I Z는 최

저출력 유지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50-100 %P , 14-2-6-2 HR인

일일 부하추종운전이란 정격 출력에셔 2시간 동안 50% 출력으로 내려서 6

시간 동안 유지하다가 다음 2시간 동안 전출력으로 복귀하여 14시간 동안

전출력 운전을 계속하는 형태로서， 대략 밤 10시에 출혁을 내리기 사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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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계획 출력변통 운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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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정에 최저출협에 도달한 후 부분출력 운전을 계속하다가 새벽 6시에

출력 증발 시작， 8시에 전출력으로 복귀하고 이후 낮 동안에 전출력 운전

을 계속하다가 밤 10시에 다음 주기의 운전에 들어가는 것을 상정(想定)

한 것이다. 일일 부하추종운전의 한 변형으로서 하루에 두 번의 부분출

력 운천을 수행하는 형태도 있는데(그림 2-1 , b) 두 번 째의 부분출력 운

전은 보통 점심 시간대의 전력 수요 감소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준위는 야간의 부분출력 준위보다 높고 부분출력 유지 시간도 한 두 시간

정도로 짧다. 계획 출력변동 운전의 다른 종류로서 주말 부하추종운전이

있다(그림 2-1 , c). 전력 수요가 적은 휴일에는 낮 동안에도 계속 부분출

력으로 운전하는 방법으로서 부분출력 운전이 수 십 시간 통안 계속되며

최저 출력준위도 일일 부하추종운전보다 낮다.

2. 1. 2 주파수제어운전

전력 수요의 변통은 주따수의 변동으로 나타나므로 전력 공급을 수요에

맞춤으로써 ‘주따수를 계획치로 유지하는 것이다. 즉 출력 조정을 통하여

주따수가 제어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수 %P 정도의 작은 크기의， 잦은

출력변통 요구에 따라 출력을 변화시키는 운전을 특별히 주파수쩌l어운전

이라 한다. 출력 변동 요구는 단위 원전 자체의 터변 제어계롱에서 만드

는 터빈 속도 조정 선호와 급전 지사 요구로 나눌 수 있논데， 앞의 요구를

따르는 경우를 국부 주파수제어운전 (Local Frequency Control 또는

Governor Free Operation , 이 후 GFO로 표현함)이 라 하고 뒤의 경우를 원

격 주따수제어운전(Remote Frequency Control , 이 후 RFC로 표현함)이라

한다1). GFO의 경우 기준출혁( 1cad refeFence)은 그대로 두고 조속기

1) 국부 주파수제어운전을 숙도 제어 (speed regulation) 또는 primary control ,
그러고 원격 주파수제어운전을 부하 제어 {load re맑lation} 또는 secondary
control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일 부하추종운전도 급전 요청애 의한다는 점

에서 여기서의 원격 주따수제어운전과 합하여 부하 제어라고 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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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or)를 사용하여 터빈 속도를 조정하며， RFC 경우는 급전 지시 통

필요에 따라 기준출력을 바꾸고 이를 설제 출력이 따라가도록 한다. 보롱

GFO는 수 초에서 수 삽 초 정도까지의 짧은 주기의 변화에， 그러고 RFC는

수 분에서 10-20 분 정도 주기의 변화에 대웅하는데， 원칙척요로는 GFO

로 조정하저 못한 양을 RFC를 롱해 조정하는 것이다.

보통 추파수체어 운전 농력이 앓다고 할 때에는 일일 부하추종운전 중에

도 주파수제어 운전을 계속하는 농력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중복

운전을 특별히 grid follow 운전이라 한다. Grid follow 운전에서 주파

수제어운전과 일일 부하추종운전의 관계를 그럽 2-2에 보였다.

2. 1. 3 불시 출력변통 운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서 출력을 급히 올리거나 내리는 운전이다.

원전에서 불시 출력변동 운전의 최대 관심사는 부분출력 운전 중에 얼마

나 빠르게 얼마나 높은 준위로 출력을 올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갑

작스런 과부하는 전체 전력계통 뿐만 아니라 단위 발전소의 안청성 문제

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웅하여 전력 생산량을 여하히 늘려서 계롱

의 안정을 도모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측각척인 출력복귀 농력을 신속

출력복귀 능력 또는 순통(購動) 에비력 (spinning reserve capability)이

라 하며， 가눔한 출력 중가량이나 복귀출력 준위로 나타낸다. 측각적이

라 함은 계단(step) 형태의 출혁 중가 및 분당 5 %P 정도의 빠른 속도의

경샤(ramp) 중가를 의 01 한다2) . 노심의 출혁은 일차적으로 제어봉을 인출

함으로써 상승되며 최대 속도로 붕산 희석윷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전출력

에 도달하게 된다.

발전소 스위치 야드의 사고나 불의의 발전기 출력단 차단기의 개방 퉁으

2) 계단 출력복구l 능력을 instantaneous spinning reserve , 계단 증가 후의 경사

출력북구} 능력을 delayed spinning reserve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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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Cycle

3 - 10 Cycres / Hour
홈andom Frequency

0700 1000

Governor Free Operation

Typically ±1%,

50%-흩i

2200Time-....

Automatic Frequency Control.....
Typically ±5%

100%

그림 2-2. Grid follow 운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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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소가 계통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전부하 단절 (full load

rejection) 또는 상실이라고 하며 I 01 런 경우에도 원자로 및 터번 정지

없이 소내 전력을 안정척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 경우

노심의 출력을 일부 낯추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열출력을 중기 dump로 처

리하고 일부는 NSSS의 얼척 관생으로 홉수하게 되므로， 노섬 출력이 5 96P

청도까지 떨어진 터빈 출력을 그대로 즉시 추종힐 수는 없다는 점에서，

엄밀하게는 부하추종운전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출력 조정

(power maneuvering) 이라는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여러한 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연 부분척인 계단형 출력 감소 필요성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하 상실 수용 농력이 있으면 부분척인 부하 상실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설계 기준 사건으로서 그 빈도가 전부하 상실 사건 보다 찾은

것으로 보고 기계적 건전성을 명가하는 관점에서는 별도로 취급한다.

2. 1. 4 EPRI 전력사 요구사항

피통형 (passive) 경수로에 대한 미국 EPRI 의 전력사 요구서 (Utility

Requirement Document: URD)[2] 에서는 상위 설계요건 (Ch. 1, Overall

Requirements)으로서 표 2-1에 정리한 바와 같은 부하추종운전 성농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개량(evolutionar꺼 경수로에도 똑같이 적

용된다. 그리고 Ch.4에서 작은 계단 출력변화는 냉각재 온도 변화를， 계

획 부하추종운전 때에는 붕산 농도 조절 없이 제어봉과 감속재 옹도계수

효과를 사용하여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의 놓력을 만족하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계획 운전에 붕산 농도 조절을 배제할 것을

수용하는데는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야를 수용힐 수 있다면

cves의 단순화가 가능하며 붕소회수계롱 퉁 보조 계롱의 부담이 줄어 운

전 및 유지 비용이 출어틀며 , 통상 수통 운전인 봉산 농도 조절로부터 운

전원의 부담이 줄며 방사농 피폭 역사 줄어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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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출력 조정 성농에 대한 EPRI 요구사항

운전 형태 요구농력

Load Following
- 100-50 ‘ 100%P

(10-18)-2-(2-10)-2 f머
(일일 부하추총운천)

- 90% of each cycle

Frequency Control
- 10%P by 2%P/min ‘

from 15% to 100%P r하1&e

- Capable while performing ramp
power ch하1ge

- 35 peak-to-peak swings per day
throughout the plant life

.

Tie Line Thermal - 20%P step within 10 min.
Backup

Grid Breakup
- Continue supplying the grid under

off normal frequency and voltage
Response

tolerance (수치는 참고문헌 [2 ],
Table 1. 3-1 참조)

Load Rejection - 100% generator load rejection
without turbine or reactor trip ,
and without atmospheric steam dump

- With minimal hous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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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처1어에 붕산 놓도 조절이라는 한 제어 수단을 배제함으로써 제어봉

의 역할이 그만큼 커져야 하며 따라서 제어봉 수를 늘리거나 반웅도가의

상향 초청 뿐만 아나라 출력분포 제야와 맞물려 좀 더 복잡한 헤어 논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채어봉만으로 반용도를 초절하게 되면 예률 들

어 일일 부하추종운천의 부분출력 준위에서 신속 출력복귀 농력운 필연적

으로 제한울 받게 되며， 아울러 헤어봉 구동장치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계획 출력변동 운전에 붕산을 배제하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하

는 것이 가능한;it) 그리고 가농하다 해도. 핵연료의 연소에 따른 반웅도

보상에는 아직도 붕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완전히 붕산 조절을 배제한 것

이 아나므로 아직도 가용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아 상

용 부하추종운전에 더 유러한지는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

다3) .

3) 얼반적으로 노심이 커지면 Xe 진동 문제도 심각해진다. 반웅도 제어 목척으

로 제어봉을 쓸 경우에 오히쩍 Xe 진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륙히 노심이 큰

경우에는 출혁분포 체어 방법이 더욱 문제가 된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에 대

해 EPRI의 요건을 적용하려면 노심의 크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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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섬 제어

2‘ 2.1 제어 인자

부하추종운전 충 노심의 반웅도와 출력분포 두 가지 인자를 제어하게 된

다. 설제로는 반웅도 제어란 냉각재 명균온도를 출력준위에 따라 미리

설정된 온도， 즉 명균온도 설정치 (programmed Tavg = Tref ) 애 일치시키는 것

으로서， 이 때 출력준위는 보통 고압 터빈의 충풍실(impulse chamber) 중

기압 측정으로 구한 실제 터빈 출력이다. 여기서 우산 명균온도 설정치

의 형태를 보자. 그립 2-3에 푸 가자 형태의 출력-명균온도(P-T) 및 출

력-중기압(P-Pr) 프로그램을 보였는데 type b는 대부분의 경수로에 사용

되고 있는 것이고 type a는 독알의 KWU사가 50% 이상의 출혁에 대해 채택

하고 있는.형태이다. 이들 두 형태가 부하추종운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 예를 틀어 출력 충가 때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터빈 출력 증가를

노심 출력이 추종하려면 정반웅도를 주어야 하는데， b의 경우에는 노섬

출력 중가에 따른 음의 출력결손량에 온도 증가에 따른 역시 읍의 반웅도

를 반웅도 체어기구가 보상하여야 하는데 til 해， a의 경우에논 단자 출력

결손 만올 보상하면 되므로 a를 택하면 상대적으로 반웅도 제어기구의 부

담이 척다. 또한 b에서는 터빈이 요구하는 에너지 증가분에 더하여 옴도

‘ 상숭， 측 l차측의 멸적 보유(stored) 에너지 중가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핵연료의 출력 증가 부담이 더 크다. 이 밖에 부품이 받는 열척 부하도 b

의 경우가 더 크며 가압기의 제어 부담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부하추종

운전시 노섬 제어의 관점에서 보면 a 쭉이 유리하며 특히 빠르고 큰 크기

의 출력 증가가 요구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터번 제어의 관점에

서 본다면 오히려 중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b 쪽이 유리하므로， 근래

에는 두 가지를 절충하여 노심 명균온도 중가 기울기를 낮추고 중기압도

출력 중가에 따라 감소시키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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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T KMT

100%D

.. P -1- I I _ p

100%0

PFD PFD

0 10C뼈

P
0 10m:

P

Type a Type lJ

KMT : Average coolant temperature

PFO : MaIn steam pressure

P : Steady state reactor/generator power

그럼 2-3. 출력-명균온도， 출력-중기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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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노심 명균온도 설정치는 부하추종운전 눔력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와으므로 주요 검토항목이 판다.

- 노심의 평균온도가 설정치에서 일정한 범위. 즉 불감대 (dead band) 에서

벗어나게 되면 노심의 열출력을 초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반웅도를 주

거나 빼게 된다. 노심의 반웅도 변화 요인운 크게 노심 출력준위 변화에

따른 출력결손과 Xe 놓도 및 분포의 변화. 감속채 온도 변화에 의한 반웅

도 뭐l환으로 나눌 수 있다. 이틀의 효과는 복합되어 노섭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며， 명균온도 제어를 위해 제어봉 삽입 청도와 붕산 농도를 조정하

게 되고4) ， 수동척어지만 감속재 온도 변화 자체도 반웅도를 조절하는 한

방법이 된다.

한연 노심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역시 머리 정한 노심 운전한

겨~(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LCD)를 벗어나지 않도록 출력분포

를 쩌1어한다. 실제로논 축방향 출력분포를 대표하는 H를 지표로 하여5) ，

노섬 출력준위를 세로축으로 하고 td를 가로축으로 한 P-LU diagram 상의

운전 제한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럽 2-4에 Westinghouse 발천

소에서 효고 있는 전형적인 P- ,U diagram을 보였논데， 호기별로 수치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그럼에는 수치를 구체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원

칙적으로 L\ 1를 일정한 영역 (그럼의 빗금으로 표시된 target band) 안에

서 운전하여야 하며6) ， 저출력에서는 제한척으로 band를 벗어나는 것이 허

4) 원척적으로 TBVg 제어는 제어봉이 담당한다. 일일 부하추종운전과 같이 시간

에 따라 반웅도 변화량을 예혹할 수 있고 그 변화가 비교척 느런 경우에논 붕

산 농도 조절로 상당한 양의 반웅도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결국 TBVg 제어에

제어봉과 웅산율 같이 사용하는 셈이 된다.

5) td는 상부 112 노심의 출력에서 하부 출력을 뺀 값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출

력이란 정보출력을 1. 0으로 하여 규격화한 출력이다. 축방향 출력분포률 나

타내는 다른 지표로 A.D. (Ax ial Offset)와 ASI( Ax ial Shape Index)가 있다.

A.D‘의 정의는 M의 정의와 같은데 다만 노심의 헐챈 출력을 1. 0으로 규격화

한 점이 다르고， ASI는 ABB-CE에서 사용하는 지표로 A.D. 와 부호만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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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노심의 안전 제한치 (safety limit)는 핵연료봉 충심 올도， 핵비

풍 이탈(DNB )， 대형 및 소형 냉각재 상설 사고， 동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노심의 홉방향 높이별 선형 출력밀도 제한이다. 이 제한치에 여유도률 주

어 높이 활 출력첨푸계수 X 출력준위 (Max ~ FQ( Z) X power» 의 운전한계

(operating limit)를 둔다. 그러나 FQ(Z)는 통상 운천 충 향상 감셔할 수

- 있는 인자가 아나므로 계산 또는 실험을 롱하여 AI와 FQ(Z)의 관계를 얻어

내어 앞의 운전한계를 P-AI 형면으로 옮기고， 운천 중에는 다만 출력준위

·에 따라 AI 만을 감시하는 것이다. 한편 Westinghouse 발천소 원자로 정

지 신호의 하나인 과잉출력 AT(OPAT)와 과잉온도 AT(OTAT) 설정치를 계산

할 때 한 변수로서 AI를 사용함으로써 핵연료봉의 용융이나 DNB 문제를

고려하는데 개입한다.

AI 허용 영역의 크기는 운전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룰 나타내는 척도가

되므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기술 개발의 한 목표가 되고 있다. 한면

운전 충 3차원으로 항상 출력분포를 감시할 수 있거나 신뢰성 있게 계산

할 수 있다면 AI를 지표로 하지 않고 Fu(Z) 또는 나아가 3차원 출력첨두계

수를 직접 운전을 제한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AI의 허용 영역

을 정할 때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보수성을 줄입으로써 운전의 유연성이

중대될 것이다. 따라서 3차원 감사 계통 또는 계산 도구의 개발이 활발

히 추진되어 이미 실제 적용 단계에 와있다.

표 2-2에 각종 부하추종운전 기법들을 나열하였는데 제3장 이후에 개별

적으로 설명한다.

6) 이 러한 운전을 CAOC(Constant Ax ial Offset Control)이 라 하는데， 사실은

Constant 81 Control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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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각종 부하추종운전 기 법

기법 개발사 설계단계 운전경험 비 고

Mode K KAERI 개념 없음

Mode A Westinghouse 상세 많읍

Mode B Westinghouse 현재는 쓰지 않읍

Mode G FI‘때atome 상세 매우많읍

Mode X Framatome 상세 시험 운천 N4에 척용

’D/L ’* KWU 상세 매우많음

MSHIM Westinghouse 개념 없읍 AP600에 척용

’PSCEA ’* ABB-CE 개념 없음 System 80+에 척용

* 륙별한 명칭 없음. 여기서는 륙정적인 제어봉 이름으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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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어 도구

2.2.2.1 감속재 온도

터빈 출력 변화를 위해 중기유량이 변하면 중기발생기에서 열천달량이

달라지고 따라서 l차훔의 냉각재 온도가 변한다. 원칙척으로는 굳이 눔

통적으로 반웅도를 제어하지 않더라도 감속재 온도계수(MTC)가 음 이라변

결국 노십 출혁은 터빈 출혁과 일치되는데， 이렇게 온도를‘ 자유롭게 둔다

면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노섬 명균온도가 설정치와는 달라질 것이므로，

농통적언 반웅도 제어 수단으로서 제어봉 삽입 정도와 붕산 농도를 조절

하게 된다. 그러나 주파수제어 운전의 경우와 같이 작은 크기로 터반 출

력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온도 변화 역시 작아서 옹도 제어 불감대 안에서

유지되거나 불감대를 벗어난다 해도 그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어봉

야나 붕산 농도 조절로 적극척으로 깨입하지 않더라도 노섭 출력이 쉽게

터번 출혁을 추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도 제어 불감대틀 어떤 형

태의 어떤 크기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또한

제어봉의 통착 회수나 거리를 가농한 한 줄임으로써 제어봉 구통장치의

마모를 줄여야 한다는 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빠른 속도의 출력

증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바하여 노심 명균온도를 셜정치 보다 의도척으로

낮춤으로써 온도차에 의한 정반웅도를 노심 출력 증가에 이용하는 기법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온도를 낮출 것인지도 한 연구 주제가 된다.

2.2.2.2 붕산 농도

다음으로 붕산 농도 조절에 의한 반웅도 제어를 보자. 이 방법의 장점

은 노섭의 출력분포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변서 반응도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개념척으로는 주로 비교적 느런 변화인 Xe 농도 변화에

따른 반웅도 보상에 사용된다. 그러나 운전원악 판단에 의한 수몽 운전

이라는 점， 셔간이 많이 컬러며 정밀한 반웅도 조철은 불가능하다는 점，

- 18 -



주기말과 같이 붕산 농특히수반된다는 점이 단점이다.액쳐1 폐기물이

도가 낮은 시점에서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희석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응l
D걸어질 뿐만 아나라 생성되는 액쳐l 폐기물의 양도 크게 늘어나는데 이

가눔한 한계 시점을 결정하는 요

액체 폐기물 양의 감소 동따라서 개발의 초점은 운전 자동화

있으며 한변으로는 반웅도 제어를 가농한 한 제어봉이

이 설제로 주기중 일일 부하추종운전이

소이다.

담당하도록 하에

농력이 떨어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속 출력복귀여

마모라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프로있고 제어봉 구동장쳐의

어느 정도의 절충이 필요하다.

도수

제어봉2.2.2.3

반웅도도구이다.제어봉은 반웅도 및 출력분포를 제어하는 직접척인

를 제어하는 입장에서 제어봉의 움직입은 간명하여서 양의 반웅도가 필요

그러나 제어봉은 노심의하변 인출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삽입하면 된다.

입장에서는 원하는반웅도 제어의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출력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게양 만큼의 반웅도를 주되 출혁분포에는

반웅도제어되고 출력분포 제어의 경우에는 그 반대되는 요청을 하므로，

반웅와 출력분포 제어;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문제가 있다.

축방향에작다는 점과，미치는 영향이도가가 작은 채어봉은 출력분포에

서- 볼 때 같은 제어봉이라도 충성자 충요도(importance)가 큰 노심의 중

앙부에서 상하로 움직일 때논 반웅도 변화 효과가 크고 노심의 상부 또는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되고하부에서는 출력분포 변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

따로제어용 처1어군(bank)과 출력분포 제어용 제어군을반웅도있으며，

두는 방법이나 그 기농을 특별하 나누지논 않지만 반웅도 제어가 필요한

가 출력분포 채어가 필요한가에 따라 구통될 제어군을 따로 따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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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출력준위에서 냉각채 명균온도 빛 111를 제어하는 개업을 그림

2-5에 보였다7). Tavg와 111는 각각 제어 기구가 똥착하지 않는 어떤 영역，

즉 불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노심은 9 가AJ 중의 한 상태에 있다. 상태

II , IV , VI , VIII에 있을 경우에는 ravg나 al 하나만 제어하면 되고， 상태

I , III , VI VII 에 있을 경우에는 ravg와 l1 I를 모두 제어하여야 한다. 이

때 어느 하나를 제어하기 위해 제어봉을 움직일 경우 다른 하나도 변할 주

있기 때문에， 어느 부하추종운전 기법에서‘원펀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

태는 없는지， 어느 경로로 원하는 상태에 진입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노십 명균옴도 제어-는 모든 경우 자동으로 수행되는데 비해 l1 I 제어

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자통화

하는 것도 개발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111의 제어에는， al의 변화와는

서로 다른 시간 촉에서 진행되는 Xe 전동의 영향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의

Li I 뿐만 아니라 변화 추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눈 난점이 있다.

한펀 반웅도 및 출력분포 제어라는 기본적인 기눔에 관련된 요건에 더하

여 제어봉에 부과되는 제약운 많다. 안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항상 일

정량의 정지 어유도(Shutdown Margin)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어

봉 이탈 사고와 F배 를 고려하여 제어봉의 삽입 정도를 한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나 더 삽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

인 노섬 설계상의 고려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어군의 배치나 채질을 적절

히 선택하여 예상되는 모든 제어 요청을 삽입한계 이상에서 수용할 수 있

어야 한다. 한면 부분출력 운전중의 급작스런 출력 증발 요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분출력 운전 중에는 항상 일정 정도 제어봉을 삽입하

7) 실제로 제어봉 제어 계통은 제어봉 속도 빛 구동 방향을 정하는데 노섬 명균

온도와 설정치의 차이 뿐만 아나라 출력영역 충성자 계혹기에서 얻는 정보를

처리하여 구하는 노심의 출력 변화율과 터빈 출력 변화율외 차야도 사용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노심이 터빈을 추종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엄적으로는 전자의 오차 만율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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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냉각채 병균온도 및 L\ I 제어 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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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한다. 이형게 인출한계를 푸면 나머지 부분옳 필연적으로 붕

산이 담당하게 되므로 순통 예벼혁 확보와 붕산 사용 최소화하는 두 목표

를 척절히 조화시켜야만 한다. 이 밖에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어

봉 구동장치의 마모 문제 때문에 제어봉의 사용 정도에 한계가 있고， ;tl

속척인 제어봉 삽입으로 핵연료의 연소도 분포가 왜곡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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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하추종운전의 영향

'<f

2.3.1 핵연료 성능

핵연료 집합체 단위 또는 연료봉 단위의 국부척인 출력 변화논 노심의

전체적인 출력준위의 변화에 벼혜하지는 않으며， 톡히 부하추종운전에서

는 제어봉의 움직임이나 Xe와 공간척 재분포에 따라서 노십 출력준위의

변화와는 다르다. 더군다나 부분출력으로 운전하다가 전출력으로 복귀할

때 국부적으로는 출력 overshooting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부하추종운전

으로 핵연료가 받는 영향은 관심의 주요 대상이며 핵연료의 성능이 보장

되어야만 부하추종운전을할 수 있다.

부하추종운전시 핵연료의 노내 성농 분석이란， 기저부하 운전조건에서

벗어난 국부 출력 변화시의 핵연료 노내 거동을 대상으로 한다. 원자로가

최대 출력에 도달할 때 과도상태의 영향， 주파수체어운전이 피로 거봉에

미치는 영향， 그러고 저출력에서 장기간 운전할 때의 제한조건 동은 주요

관심 사항틀이다. 특히 기저부하 운전 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부하추종운

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래의 사항들이 핵연료의 노내 거동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해야 한다.

- power cycling은 소결체와 피복관의 반웅 (PCl) 및 표l복관 피로의 두

가지 현상에 영향을 미찬다. 즉， power cycling은 원주웅력을 중가시

키며 출력펀이의 반복은 피복관의 손상을 증가시킨다.

- 부하추종운전은 핵분열기쳐1 방출 및 핵연료봉 내압을 중가시키는 높

은 국부출력을 수반한다.

- Zircaloy 산화불은 높은 국부출력과 함께 피북관 표딴올도를 중가시

킨다.

따라서 부하추종운전시에 핵연료의 노내 건전생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

목들에 대한 실험척 및 이론적 고찰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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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체와 피복관의 반웅 (PCl)

- 핵분열기채 방출

- 피복관 피로

- 피복관 온도

계속되논 각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경

우를 볼 때， power ramp를 포함한 천이 초건하에서 핵분열기쳐1 생성물의

방출은 원전을 기저부하로 운전하는 경우보다 약간 중가하나， 이로 인한

핵연료봉 내압 중가 풍의 핵연료봉 성능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핵분열기체 생성물 방출 증가에 기인하는 요드(Iodine)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웅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현상 및 PCl 현상운

핵연료의 노내 성농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척으로 분석하

여야 한다. 또한 핵연료의 방출 연소도가 현채의 명균 연소도보다 대폭적

으로 늘어 날 경우 핵분열기체 생성물의 방출량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으

므로 야 현상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궁극척으로 설험을 통해 수행되어

야 한다. 현재 부하추종운전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분석

및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일일 부하추종 빛 주파수 제어 운전에 대한 핵연

료의 한계를 결정하고， 부하추종운천이 핵연료의 노내 성능을 제한하는 요

소가 되지 않도록 원자로를 제어 및 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부하추종운전을 할 경우 핵연료의 건전성 유지 여부는， 실험

치에 근거한 핵연료 생농 한계의 척절한 선정 및 부하추종운전 중에 이 한

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자로의 제어 및 운전 방식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딴 노혐의 어떤 운전 기법을 명가할 때도 핵연료의 성능

한계가 충분한 실험을 통해 척절히 결정되었는지와 노심을 그러한 한계

내에서 운전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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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기/부품의 기계척 건전성

노섬 및 NSSS 제어 관점에서 부하추종운전 방식이 정해지면， 터빈 및

노심의 출력변동에 따라 발전소 각 계통의 주요 기기/부품의 옹도， 압력

과도가 주어지며 그러한 반복되는 과도상태에도 불구하고 기기/부품의 구

조적 건전성을 수명 통안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논 각 발전소의 설계 형태에 따라 어느 청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척으

로 공통적인 검토 요소를 기기/부품의 주요 부위별로 살펴본다.

기계척 건천성 측면에서 볼 때 부하추종운전에 따라 기기/부품에 추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운전과도는 없으며. 부하추종운전은 이미 존재하는

운전과도의 발생 반도를 증가시킬 뿐이다. 부하추종운전 방식에 따라 이

대상 운전과도의 발생 횟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주파수체어

운전에서는 과도 발생 횟수가 설계에서 고려한 횟수를 대부분 초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요 7]7]/부품에 대한 건전성 명가 방법에는 웅력(麗力)수준 및 반복

웅력에 따른 피로웅력， 첩촉 부위의 마찰에 의한 마멸(薦훌)과 유통 관련

진동영향 및 잔류웅력 수춘， 재질의 물리적/기계적 특성， 냉깎재의 온도，

화학척 특성에 따른 웅력부식 풍을 계산하여 기계적 건전성을 검토하는

방법과， 단순히 설계에 반영된 운전과도 및 이의 허용 발생 횟수 풍을 고

려하여 부하추종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운천과도의 수용 가농 여부를 검토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가 더 정확하게 건전성 상태를 알려주기는 하지

만 이 방법은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많은 계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은 푸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기계적 건전성을 명가한다.

주요 부위별로 검토 항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심 제어 부품으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봉 및 제어봉 안내관

(guide tube) 퉁은 일일 부하추종 또는 주파수제어 운천에 따라 추가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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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동되며， 이는 제어봉 구동장치 및 제어봉 관련 부품에 기계적인 피

로와 마멸을 가져온다. 이들의 건전성 검중은 해석척인 방법으로는 불충

분하기 때문에 실중시협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가하여야 한다. 검토

요소논 반복 충격하중에 의한 피로， 내부 부품 마찰에 의한 마멸 퉁이다.

이들 부품은 운전중의 누적판 사용 헛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하며 사용 한계에 도달할 때는 부품을 쿄체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으로

사용된 총 step 수 또는 이통 거리가 반복적인 상용(常用) 부하추종운전

에 펄요한 수치보다 커야합은 물론이다.

2) 내부 구조물 부품에 대해서는 노심 출력의 중감시 -y heating 변동에

의한 영향과 유통 관련 진동에 대한 영향명가가 필요하다.

3)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부하추종운전사 영향을 주는 하중 인자는

냉각재의 옴도， 압력， 유속의 변화 퉁이다. 냉각채 계통에는 많은 노즐과

용접 연결부가 존재하묘로 다음과 같은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피로손상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 출력 변화에 따라 온도， 압력의 잦은 변동은 가압기의 제어 횟수를

늘리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가압기 분사노즐， 가압기 히터， charging

노즐， surge 노즐 풍은 운전과도에 따른 반복 열웅력을 받게 되는 부품으

로 운전과도에 따른 효l로웅력을 명가할 필요가 있다.

- 가압기의 온도， 압력 조절이 빈번해점에 따라 surge 배관과 분사

배관(spray Iine)에서는 열성충(熱成層)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아의

발생 여부 및 피로웅력 영향을 명가해야 한다.

- 중기발생기 세관 부품에 대해서는 반복 과도하중에 의한 피로와 전

동에 의한 마멸， 그리고 올도， 압력 풍의 운천조건 변경에 따른 부품 재

료의 기계척 특성 약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4) 2차 계롱은 일일 부하추종 및 주따수제어 운천에 따른 큰 문제가 없

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운천 중에 자주 벌생하는 중기 분리 및 재가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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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의해 나타나는 증기발생기 튜브의 저냉각 및 열팽창 결과에 따른 피

로웅력과 2차측의 부하변통 운전으로 나타나는 급수 펌프의 잦은 작동에

의한 표l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3 안전성 및 기술 지침서

부하추종운전으로 특별히 안전성에 새로운 문제블 야기하지 않는지가

초점이 되는데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부하추종운전이 사고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사고가 일어낮을 경우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인데， 핵연료와 기타 기기/부품의 건전성 검토 및 설계개

선을 롱하여 전자의 우려를 해결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후자만을 고려한

다. 안전해석 분야에서는 노삼의 핵 및 열수력 셜계， 핵연료 기계설계

분야 동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설계기준 사고시 궁극척으로 노심

의 건전성이 유지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안전해석 기법상 어떤 사고가 부

하추종운전 중에 일어낭는지 아닌지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결국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가정 및 자료틀이 부하추종운전을 적절히 고려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안전해석 자체 보다는 노섬 설계의 문채로 귀착

된다. 물론 안전해석의 결과가 어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연 설계 변

경 퉁 후속 대웅이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므로 그런 경우는 여기서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노심 출력분포 허

용 영역을 정할 때 각 분야간의 연계로서 Westinghouse의 예를 그림 2-6

에 보였다.

부하추종운전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이 되는 주요 설계기준사고는 반웅

도 및 출력분포와 관련된 사고로서， 제어봉 인출 및 이탈， 닥하 사고와

붕산 희석 사고， 증기관 따단사고 퉁이며， 이틀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자

료 중 부하추종운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제어봉의 반웅도가 및 출력분포

관련 자료 정도이다. 사고 후 노심이 다시 임계에 도닿하는 것올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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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 즉 붕산 회석이나 중기관 파단 사고1)의 경우 노심의 정지 여유

도가， 그리고 DNB가 주요 관심사인 사고 즉， 제어봉 인출 및 닥하 사고

퉁에서는 출력첨두치가 주로 문제가 된다2) .

정지 여유도의 경우 노심 설쩨자는 사고해석 결과가 요구하는 여유도를

갖도록 채질이나 배치， 제어봉 삽입한계를 정하게 되므로 운전 지침서

(Tech.Spec. )를 준수하는 한 문제가 없다. 요컨대 정Al 여유도 확보가

먼저이고 그 범위 내에서 부하추종운전을 수행하는 것이며， 혹시 좀 더

원활한 부하추종운천을 위해 삽입한계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설

껴1 절차를 거쳐 정지 여유도 확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출력분포의 경우는·운전 중 생킬 수 있는 가장 불리한 출력분포를 생산

하고 그러한 분포도 보통 LOCA 포용도(envelope) 라 불리는 운전한계 안에

있음을 보이변 된다. 가장 불리한 출력분포란 실제로눈 미리 설정한 P-~I

diagram상의 운전허용범위 경계의 ~I를 나타내는 분포로서， 여기서는 그

생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요는 그러한 분포를， 만들어 낼

때 부하추종운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즉I P-~I 운전허용범위를 지킨다면 부하추종운전이라고 해도 안전성에 문

제가 없다는 것을 설계 단계에서 보중하는 것이며， 역으로 안전성에 문제

가 없는 범위에서 운전허용범위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운 1차원 촉방향 출력분포를 운전한계의 지표로 하지 않고， 출력

분포를 3차원으로 향상 감시하는 계통 또는 신뢰성 있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운전허용범위가 크게 확장되기는 하지만， 범

위 내의 운전이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며리 보임은 마찬가지이다.

1) 증기관 파단 사고의 경우 발전소에 따라서 사고후 재임계는 허용하되 DNB 여

부가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2) 제어봉 이탈 사고에 대해서는 핵연료 용융 및 피복재 옴도， hot spot에서의

핵연료 s tared energy가 기준이 되는데 사고의 결과는 제어봉 삽입한계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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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운전허용범위를 확장한

다든지 제어봉 채질을 바문다든지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셜케기

준사고를 재해석하여야 하며 기술지침서의 수정이 따라야 한다.

벌전소 운전에 대한 법척 안내서인 안천성 분석보고서 (Safety Analysis

Report: SAR) 의 제 16장 기술지침서에서는 혼합절인 제3/4절에 운전제한조

건(Limi ting Condi tions for Operation: LCD)과 점검 요구사항(Surveil

lance Requirements)을 그 근거 (Bases) , 불만족시 초치사항 풍과 함께

나열하고 있다3) • 부하추종운전이 정상운전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출력운

전 모드에 척용되는 모든 기술지침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그 충에

서 주요 관련 부분은 반웅도 제어 부분과 출력분포 제한 부분이고 이 두

부분의 관련 세부항목은 표 2-3에 정러한 바와 같다. 우선 정지여유도를

항상 일정량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출력운전 충 정지용 제어군

(Shutdown ~ank) 과 제어용 제어군(Control Bank) 의 각각의 삽입한계 만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정지쩍유도를 확인하게 되므로 사실상은 삽입환체에

대한 LCD를 만족하면 된다. 정지용 제어군은 출력운전 충 완전히 인출되

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제어용 제어군은 삽입 한계 및 순서， 중첩 유지 4)

에 대한 LCD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어봉 정렬에 대한 LCO란 어느 한 제

어봉의 삽입 정도가 통일한 제어군의 다른 제어봉과 벼교하여 일정한 범

위 이상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면 출력분포에 대한 제한으로

서 제시한 항목 충 축방향 출력분포에 대한 제한치가， 발천소에 따라 표

현은 다를 수 있지만， 바로 P- l11 diagram의 운전 허용범위여다.

이상에서 부하추종운전 관련 항목을 실펴보았는데， 주어진 LCD를 만족

3) AP-600이나 System 80+의 표준 SAR에서는 체3절 척용성 (Applicabili ty) 에서

기존의 제3/4철의 내용을 기술하는 양식율 휘하고 있다，

4) Mode X의 경우에는 일정량 중첩이라는 개념율 쓰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각 제어

군이 개별척으로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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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기술지참서의 추요 판현 항북

반용도 쩌}어 계톱 (Reactivity Control Systems)

- 정지여유도 (Shutdown Margin)
제어용 제어군 삽입한계 (Control Bank Insertion Limit)

- 제어봉 정 렬 (Control Rod Alignment)

출혁분포 제한 (Power Distribution Limits)

- 선형 출력밀도 (Linear Heat Rate) 또는 FQ(Z)
켜바흩t 출엄첨두계수 (Radial Peaking Factor) 또눈 F뻐

‘ 혹황황 흉휩필포 (Ax ial Power Distribution)
- DNE 관련 변수 (DN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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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부하추종운전 충 LCO를 위반하였을 경우 역

시 기술지침서에서 LCO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에 따르면 되지만.

푼제는 점검 요구사항에 있다. 우l 의 인자들이 제한치 이내에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예를 틀어 부하추종운전으로 쩨어봉의 위

치 및 Ll I가 자주 변하는 경우에도 점검 주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on-line 감시계통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

는 해결되지만 그런 경우라도 계측기의 교정 또논 감시계통의 입력 상수

보정 추기에 대해서는 칼은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요구사항이 부하추종

운전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2.3.4 NSSS 운전 성능

NSSS의 성농이한 터빈 출력의 변화를 노섬 출력이 추종할 때 각 계통이

척절한 제어를 롱하여 과도상태를 흡수하눈 농력을 말한다. 압력， 온도，

수위 퉁 각 변수가 경보나 원자로 정지 설정치를 념지 않으면 NSSS의 입

장에서 대상 부하추종운전을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 때 기기/부

품의 기계적 건전성은 앞에서와 같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지만， 과

도상태의 크기와 횟수 역시 NSSS의 성눔 관점에서 검토할 요소이다. 다

른 관점어I서는 노심의 제어에 필요한 수단을 NSSS가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지를 펑가하는데， 주로 CVCS의 능력을 보게 된다.

표 2-4에 Westinghouse 형과 ABB‘CE형 원전의 NSSS 관련 정지신호를 보

였는데 주로 가압기와 중기발생기의 제어가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여

기에 Westinghouse 원전의 경우 노심의 설제 온도와 설정 옴도의 차이가

OPLiT 및 OTLlT 설정치 계산시 입혁으로 사용되며. ABB-CE 원전의 경우애는

노심의 각종 상태변수로부터 COLSS 및 epe에서 허용 가농한 최고 출력준

위 (POL: Power Operating Limit)를 계산하게 된다. 계통의 관점에서는

노심 제어에 문제가 없음을 가정하므로 분석시에는 다만 1차 계롱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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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NSSS 관련 원자로 정지신호

정지신호
Westin뱉ouse ABB-CE
원 전 원 전

PZR Pressure- Low 0 o

PZR Pressure- High 0 o

PZR Level- Hi방1 0

S/G Level- Low o 0

S/G Level- Hi방1 o

S/G Pressure- High o

RCS F1 ow- Low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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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설정치로 잘 유지되는지를 보게 된다5) •

한면 NSSS 각 지점의 올도， 압력 변화 동은 기계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

치므로， 바록 매번 허용범위 안에서 가압거와 중기밸생기 풍야 잘 제어된

다 해도， 변화의 폭과 횟수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특히 가압기와 고온

관 간의 온도 차이는 가압기 밀림관(surge line) 의 열성충화 (thermal

stratification) 현상의 직접척인 원인이 되며， 가압기의 분무는 가압기

에 열적 충격을 주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주요 검토 대성이 된다. 이 밖에

증기발생기의 종기 온도와 압력은 중기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역시 검토 항목야 된다.

이제 노심의 제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NSSS의 농력을 보자. 노심의

반웅도 쩨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붕산의 농도는 eves를 통해 조절된다.

원자로 보충수 또는 붕산수의 주입을 통해 농도를 조절하는데， 조절에 갤

러는 시간이 가장 충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eves의 충전

(charging) 용량이 문제가 되며， 체적제어탱크의 용량과 붕산수의 농도도

성농을 결정하논 요소이다. 이틀의 농력을 종합한 하나의 지표로서 노심

의 붕산 놓도에 따라 최대로 제공할 수 있는 희석률로 eves의 성능을 대

표할 수 있다6) .

붕산 주입 및 희석에 따라 Res에서 추출된 냉각재는 붕소회수계롱(BRS)

를 통해 붕산수와 순수로 분리， 회수되는데， BRS를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

아 아니고 붕소회수탱크에 일정량의 냉각재가 모이면 운천한다. 따랴셔

5) 어느 부하추종운천을 천산기로 모사 분석할 때 노심과 계롱의 거통을 각각 분

석한다. 계통해석 코드는 통상 노심을 점 운동방정식으로 대표하고 노십의

온도 변화만윷 제공하며 노심이 반웅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매우 간단

한 모델로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제어봉의 움직임이나 출력분포의 변화 동은

고려할 수 없다. 노심 해석시에는 입구온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

한다 해도 제한척이다. 따라서 각각 분석된 결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6) 농도 증가율은 노심의 붕산 농도가 낮으면 오히려 커지며 안전성의 관점에서

도 충분히 크게 설계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희석률은 특허 주기

말의 계획 부하추종운천올 힘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정도로 제한적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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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회수탱크의 용량과 중발기의 처라 용량운 얼마나 자주 BRS를 운전해

야 하는지를 결청하는 요소가 되며， 탈염가 이올교환수지의 상태도 붕산

농도 변화의 정도를 제약활 수 있다.

BRS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롱， 예를 들어 Westinghouse 발전소와 붕

소열재생계통(BrRS) 같은 계롱이 있으면 환하추종운천 생농은 향상된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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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기술 동향

3.1 국내 PWR 부하추종운전 눔력 검토

3.1.1 개요

현재 국내의 상엽운찬 중인 PWR은 Westinghouse가 NSSS를 공급한 600

MWe급의 끼고러 1， 2호기， 900MWe급의 고리 3.4 빛 영광 1.2호기， Framatome

의 울진 1 ， 2호기 뭉 모푸 8기이고， ABB-CE의 설계를 끼초로 한 950MWe 영

광 3 ， 4호기 및 울진 3 ， 4호기를 건설 중이다. 이 중에서 영광 3 ， 4호기와

울진 3 ， 4호기의 부하추종운전 방식이나 농혁은 ABB-CE가 현재 설계 충인

System 80+의 그것과 큰본척으로 같다. 울진 1 ， 2호기의 경우는 비록 앞

선 부하추종운전 기술을 갖고 있는 Framato뾰의 설체라고는 하나 최신의

부하추종운전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설계로서 부하추종운전에 관한 설계

상 기존의 Westingho떠e 설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고리 1 ， 2호기

는 용량이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주종 PWR이 아나기 때문에 여기

서는 900MWe급 Westinghouse 발전소의 운전 성능을 살피되 기술척인 자료

로서 주로 고리 3 ， 4호기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원전이 부하추종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전력망 운용상 어떤 형

태， 어느 정도 크기로 원전의 출력 조정이 필요한가를 정의하는 전력회

사의 전력망 요구사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한전이 가지고 있

는 원전에 대한 요구사항은 급전규정 [3] 의 주파수 조정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 원전의 계단(step) 출력변동 폭과 경사( ramp) 변통률의 최대

허용치 정도아며， 다만 개개의 산규 원전 계약시에 계약서의 부록에서 부

하추총운천 농력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나라 천체 천

혁망의 크기， 발전원멸 구성， 전력수요 예측 퉁을 거초로 한찬이 전력망

요구사항을 갖출 필요가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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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신규 원전 계약시에 부하추종운천 능력을 정하고 있기

는 하지만 상용， 즉 반복척이고 일상척인 운전 농혁으로서 입증된 바는

없다. 아직 원전이 부하추종운전을 하지 않아도 전력망 운용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푼에 척극척으로 부하추종운전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상척으로 부하추종운전을 활 만큼은 능력이 있다고 보

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예를 들어 장기 천원계획 수립시 발

전원별 구성비를 정하는 문체에서 상용 운전농력 부재를 들어 원천의 비

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쩌I한하게 되는 퉁[5]. 일반척인 인식이라고 하겠

다.

3. 1. 2 운천 능력 및 문제점

여기서는 각 발전소의 공급 계약서 부록을 기초로 하여 부하추종운전 농

력을 요약하였는데 표 3-1 에 고리 3 ， 4[6]1영광 1 ， 2호기와 울진 1, 2 [7 ],

영광 3 ， 4/울진 3 ， 4호기 [8]의 능력을 정리하였다. 모든 경우에 계단 및

경사 출력변동 농력이 통일하며， 일일 부하추종운전 능력과 부하단절 수

용 능력도 같고 제어봉과 붕산 농도를 반웅도 및 출력분포 제어 수단으로

사용한다. 주따수제어 운전윤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호기별

로 축방향 충성자속 면차(l~I)에 대한 LCO를 정러한 표 3-2에서 보다시피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ABB-CE형 원전을 채외하고는 모두 Mode A 개념 [9]

에 입각하여 일정한 band를 두고 그 안에서 운전하도록 하고 있다2). 이

1) 이에 관련하여，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천력망 요구

서가 나와있는 정도이다[4].
2) 영광 3 ， 41울진 3 ， 4호기의 경우는 그 내용 변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이룰 경

우 기술지침서에서 ASI에 대한 제한치는 매우 커서 오히려 DNBR의 제한이 더

실질적인 제한이 되고 있다. 한펀 실제 운전에서는 ASI률 목표치 土0.01 band
안에서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10] ， AS!가 기술지침서의 범위 안에 든

다 해도 경보나 원자로 정져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지침서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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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내 PWR 부하추종운전 농혁

항 북
고리 3, 41 영광 3.41

울진 1, 2
영광 1, 2 울진 3, 4

I. Power Maneuvering
Capability

- Step Change 10 %P{l) 10 %P 10 %P
- Ramp Change 5 %P/min 5 %P/min 5 %P/min
- Ability to Follow 100-50-100%P 100-50-100%P at 100-50-100%P

Daily Load Cycles 12-3-6-3 冊 Less Than 12-3 ‘ 6-3 HR
30%P/HR

- Load Reduction - 50%P without Arbitrary 100%P
IRejection Rx. Trip Load Rejection Rejection

- 100%P with without Rx. Trip
70% Steam 마Imp

- Return to Power From 50%P Not Speci fied (from 50%P)
Capabi Ii ty To 90-95%P To 70%P at

at 5%P/min 5%P/min, and
To 100%P at
0.2-2 %P/min

- Possible Range of Up to last 3 75-100 %EOC 90 %EOC
Cycle Li fe for Effective Full Depending on
Daily Load Follow Power Weeks Strategy

- Frequency Control Not Sped f ied Not Specified Not Speci fied
I I. Operational -Control Rods PbXb .PbXbr.PbXb t Control Rods

Strategy for Tref Control PbrXb, PbrXbt Soluble Boron
-Soluble Boron PrXr, PrXb, PrXb t
for Xe Control (2)

-Coolant Temp.
to Maximize
Return To Power

Note (1) Per Cent of Rated Power
(2) p: Power Level Control , X: Xe Poisoning Control

r: by Rod , b: by Chemical Shim, and t: by Coola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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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축방향 중성자속 변차 운전허용범위

호기명 허용멈위 3:. 건

고리 l
기준치 土 3% 기저부하-운천시

기준치 土 5% 부하추종운천시

고21 2
기준치 ± 5% 연소도 3000 째D/MfU 이하

기준치 +3, -12% 연소도 3000 째D/MfU 이상

고팡리 3, 4/ 기준치 土 5% 초기노심 연소도 3000 째D/MIU 이하
영 1, 2 기준치 +3, -12% 초기노심 연소도 3000 째D/MfU 이상

및 재장천 노심

울진 1, 2 기준치 土 5%

울영광진 3.4/ 土 28% COLSS 작동중
3, 4 土 20% COLSS 작동 정지충

Note: - 기준치는 전출력， All Rod Out , Xe 명형상태의 Alx상대출력

- 영광 3 ， 4호기는 20%출력. 울진 1. 2호기는 15% 출혁，

나머지는 50% 출력 이상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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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다른 항목틀도 모두 벼슷하여， 요컨대 국내 900MWe급 PWR은 모두 같

은 수준의 부하추종운전 눔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일 부하추종

운전에서만 본다면， 버록 정형척인 패턴을 따르는 운전이 아니고 감발된

출력준위도 대개 70에서 80% 출력 정도아지만 병철 때 퉁 여러 원전에서

급천 요청에 따라 출력감벌 운전을 수시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제로도

운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표 3-3에 연도멸， 호기별로

급전 요청에 의한 출력 감발(觀鍵) 운전 횟수를 1992년도 원자력 밸전년

보[11] 의 운전이력 그럼에서 뽑아 정리하였는데， 하철기 운용 계획 퉁에

따른 작은 크기의 출력감발올 고려하면 이보다도 횟수가 더 많을 갯으로

보인다. 한편 각 원전의 시운천 기간 중에 수행하는 일일 부하추종운전

시험 결과도 제한적이지만 운전 눔력을 보이고 있다.

한면 계통 운용의 측면에서 따악하고 있는 농력은 표 3-4에 보인 바와

같다. 이 표눈 한전의 계통운용 자료집[1 2] 에서 그대로 발훼한 것으로서，

대부분 설계상의 수치보다 크게 제한적인해 이 수치가 실제로 가능한 농

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기적

이고 반복척인 상용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혈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당장 부하추종운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반

복적인 운천시 문제될 수 있는 핵연료 및 기기/부품의 건전성에 대한 의

구심을 틀 수 있으며， 노심 제어에 사용되는 계통 특히 CVCS의 성농 문제

가 있고， 따지막으로 현재의 노심 제어 방식으로는 운전원의 수풍 운전이

불가피하여 운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핵연료 보호 측면에서 두고 있는 서깐당 3% 출력 중발률 제한은 부하추

종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치하고라도， CE의 경우 핵연료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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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급전 요청에 의한 출력감발 운전 횟수

발전소 1992년 1991년 1990'견 1989년
1988년

계
이천

고 리 l 0 9 12
고 라 2 0 8 4 2 15 29
고 리 3 2 8 3 18 32
고 리 4 2 5 3 9 20
영 광 1 0 4 3 8 16
영 광 2 2 2 3 2 10
울 진 1 2 4 2 10
울 진 2 0 0 - 2
계 6 19 29 15 6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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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파수조정 자료

조 속 기
출력조정

출력변통 허용치

불감대 step
속도조정률(%) 범위 (MW) 경사변동

호기명 (Hz) 변동

범위 설정치 시험치 최소 최대
폭 폭 속도

(%MW) (%MW) (%/분)

고리 l 0-119 119 ‘ 50 587 +0.5::-10 +0.5.-1 +0.5. -1
고리 2
월성 0- 8 8 0.02
고리 3 2.5-100 100 50 950 +1. -10 土I -±1
고리 4 2.5~100 100 50 950 +1 , -10 ±1 ±1
영광 1 0-100 5 0.5 50 996 +0. -5
영광 2 0-100 5 0.5 50 996 +0 , -5
울진 1 2.5- 12 4 50 986 ±5 土5

울진 2 2.5- 12 4 50 986 土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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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Fuel Pre-Conditioning Guideline)처럼 빠른 속도의 출력변통을 쩌l

한하는 조건들을 완화할 만한 기술척 근거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가 있다3} .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NSSS는 앞의 표 3-1 내

용대로 출력변통(즉， 과도상태)을 잘 홉수한다 해도 노심은 그대로 따라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국내 부하추종운전 시협 결과를 토대로 보

면 계획 운전은 핵연료 손상이나 휩(bowing) 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휩 현상 이외에도 첨식， 부식 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다[1 5] . 프랑스나 독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주파수제어운전을 포함하여

상용 부하추종운전으로 핵연료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기기/부품의 건전성 변에서는， 기계 설계시 입력으로 필요한 성능 관련

설계기준 사건의 종류와 빈도를 정할 때 부하추종운전을 상정했다고는 하

나 실제 설계시 설계기준으로 사용한 수치가 충분한가 그러고 운전 중 어

느 시점에서 아직도 여;유도를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예를

틀어 고cl 3 ， 4호기의 경우 제어봉 구동장치의 설계수명은 3xl06
step인데

어느 시점에서 그 때까지 움직인 총 step 수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따라서 AJ속적으로 특히 제어봉을 많이 사용하는 운전 기법으로 부하추종

운전율 하려는 경우에는 거계적 건전성 확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노삼의 출력분포 제한이 심할 수록 반웅도 제어에 붕산 주입/희석이 많

이 펄요하므로 eves의 역할이 커지는데 현재의 계통으로 주가중 일일 부

3) 출혁운전 절차서에 따르면 3%1뻐 조건은 핵연료 장천후 초기 기동과 저출력

에서 어느 기간 이상 운전한 후에만 일정한 운전 조건이 만촉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며， 부하추종운전과 원자로 정지후 채가동시에논 척용하지 않는다[13] .
한면 CE 핵연료에 대한 지침[1 0.14] 에서는 가장 좋은 선행조건에서도 50%출력

이상에서 최대 출력변동률은 시간당 30%출력 (0.5%1 분， 3KW/ftl뻐)율 냄지 말

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일일 부하추종운전은 가농한 수준이지만 급속 경사

변동이나 주파수제어운전에는 크게 부족하다. West inghouse 핵연료에 대해서

는 앞의 운전 절차서 외에는 이와 같운 지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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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추종운천을 수행하논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붕산

회수 계통(BRS)이나 액체 폐기물 처리 계롱의 부담이 기져부하 운전시 보

다 크게 늘어나므로 이올 교환기의 수지 교환 문쩨 둥이 실질척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추겨말에 가까옳 수록 eves의 부담윤 더혹 늘어나는데，

고리 3 ， 4호기 풍에 설치된 붕산 옐재생 계통(BTRS)올 효율척으로 죠지 못

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PWR의 운전 농력을 제한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운천원 부답 문제률 살핵보자. 이미 체2장 그럽 2-4의 P-lU

diagram에서 본 바대로 Westinghouse형 발전소는 호기별로 수치만 약간

다를 뿐 겉은 행태를 사용하능데， 천훌력 명행 상태의 ill에 상대출력을

곱한 값을 기준치로 하여 일정환 양의 출력 면충을 허용하며 처출력에서

논 어 band를 벗어나는 것을 제한척으로 허용한다. 원칙적으로는 ill가

eAGe band 안에 있으면 출력분포 조절을 위해 아푸란 조치도 필요 없지

반， 실체로는 운전 목표에 따라4) ill를 계속 제어해야 한다. ill의 쩨어에

는 제어봉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제어봉 자통 제어 입력 신호로 fil

선호를 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출력분포 쩨어를 위해서 제어봉의 움

직임이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수동으로 작통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동 작동 자체에 더하여 운천원은 계속해서 J1I를 감사하고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제어봉 삽입 또는 인출이 Xe 재분포 퉁 노심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도 혜측해야만 한다. 한면 쩨어봉을 출력분포 쩨어에 수

통으로 사용함으로써 반웅도 해어를 위한 봉산 농도 조절도 운전원의 부

4) Westinghouse 의 CAGC 개념하의 운전 기법으로서 Center Approach (CNTR) ,
Minimum Boration (MINB ), Maximum Spinning Reserve (SPINR) 기법이 있다.

CNTR은 최대의 안전성 확보률 위해 가놓한 한 .u률 목표치에 가깝께 유지하

는 기법이고， MINH는 붕산 사용율 최소화하기 위해 .u률 band의 상한 포는 하

한선 근처로 유지하는 것이며 J SPINR에서는 출력북귀 농력 확보률 위해 체어

봉율 가능하면 깊이 삽입하여야 하며 따라서 85% 이하의 저출력에서 fil률 하

한선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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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가충시킨다. 잦은 유로 변경과 붕산수 또는 순수 주입량의 결정

붕산농도 측정에 대한 부담5) 풍은 제어봉 수통 초작 부담과 함께 일상척

인 부하추종운천을 힘틀께 하는 실질척 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해결

하기 위해서는 출혁분포 제어의 자풍화， 붕산농도 조절의 자동화， 예측

기농을 갖훈 컴퓨터 운전 지원 계롱의 도입 퉁이 필요하다.

한펀 국내 PWR악 기기/부품와 기계적 성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롱의 성농 측딴에서 설계시 고려하고 있는 설계기준 사건 중에서 부하

추종운전과 관련된 항목을 뽑아 표 3-5로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다시피

영광 3, 4/ 울진 3 ， 4호기[I6]를 빼고는 특별히 일일 부하추종운전을 설계

기훈 사건으흘 잡고 있지는 않요나， 5 %P/min의 경사 변동율 일일 사건으

로 봄으로써 실질척으로 일일 부하추종운전을 포함한다고 효L
톨클 수 있다.

Steady-state fluctuation은 대개 시간당 사건으로 보고 있어서 주파수제

어운전을 특별히 고려한 것이 아나고 단지 보통외 과도 사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제작사 별로 좀 더 살핵보자.

1) 고리 1-4와 영광 1, 2 호기: 이들 발전소는 Westinghouse 형 발전소

로 운전과도에 부하추종운천 모드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어봉 구

통장치를 비롯하여 l차 계롱 기계 부품의 경우 일일 부하추종운전시에 발

건전성에 문체가 없다.계적

생하는 운전과도 모E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일 부하추종에 대하여는 기

그러나 추따수체어운전에 따른 운전과도의

경우 웅력 진폭이 비록 작지만 발생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틀에 대하여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2) 울진 1 ， 2호기: 이틀 밸잔소는 프랑스 Framatome 의 셜계로 이루어진

발전소로 설계 운전과도에 부하추총운전은 없지만 올진 1 ， 2호기 설계시 프

5) 현재 붕산농도 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l일 3교

대의 매 교대 마다 한번씩 화학분석율 통해 붕산농도를 측정한다. 부하추충

운전을 할 경우에는 그 측정 주기가 짧아져야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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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부하추종운전 관련 설계기준 사건 및 횟수

횟 수*

사 커
‘-

비고

고리 3, 4 I울진 1.2 1 영광 3, 4

Step 변통
o 土 10 %P 2.000 2.000 2.000 l 각방향
o Load Rejection 40

(100• 50%P)
。 Turbine Runback - 40

(100• 5%P)
o Large Load Decreasel 200 200

경사변통

± 5 %P/min
(100 +-+ 15%P)

13.200 I 12.000 I 15.000 I 각 방향

처
ν
i

%
효빠mm

혈
댐
낌

앞
때”w

-, - ’ 15.000

e-
따
-
m

+‘
---·i현

빠
웰
따

하
-
m
n

3.15x106
1 2x106

I 2x106

* 영광 3.4호기 기준 횟수 - Yearly Event: 40
Monthly: 200
Weekly: 2,000
Daily: 15, 000
3 per Hour: 1x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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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는 자체 부하추종운전 모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어봉 구통장

치‘ 가압기 surge line 뚱 일부 부풍의 경우에 일일 부하추종운전윤물론

주파수체어’운전에 펼요한 성농을 갖는 셜계일 것으로 추정된다.

3) 영광 3 ， 4호기: 설계 운전과도로 일일 부하추종운전 모드가 정의되

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기계 판품 셜계가 개션된 혼척윤 발견할 수 없

다. 주파수제어 운전과도는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지만， 뒤의 국내 연구

동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연구소에서 여의 수용 가농성을 검토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l차 계통 주요 t 기기/부품의 해석， 명가 결과를

보면 Mode K 운천 방식에 대하여 일부는 기존셜계로 기계적인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명가되었으나 제어봉 구동장치 (SYSTEM 80+

의 제어봉 구통장치와 같고， Pre-SYSTEM 80와 유사합)와 일부 냉각채 계

홍 용접부위에 대하여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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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동향

국내의 본격적인 부하추종운전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이 1985년에 시작하어 두 단체로 나누어

주도한 부하추종운천에 따른 원전 안전성 연구와 1988년부터 3년간에 걸

쳐 수행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발전소 부하추종 기술 개발 연구가

있으며， 원자력연구소， 한전， 프랑스의 Framatome과 EdF가 참어한 한불

원전 부하추종기술 공동 연구(1987-1989)가 있다. 아래에서 이들 연구

내용을 요약한 후 연구 방향을 천망하고자 한다.

한전 추도의 연구에서는 향후 원전의 부하추종운전 필요성에 대비하여

국내 PWR의 부하추총운전시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전산 시스랩율 개발하

고， 우라 나라 전혁 수요에 알맞는 운전 기법 및 돼턴을 청하였으며， 기

존 원전의 이론 및 설계상의 운전 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라 3호기

및 4호기에서 일일 부하추종운천을 시혐하기도 하였다. 아래에 이틀을

기술한다，

부하추종운전윷 해석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으로 서울대에서

는 유한 차분법을 사용한 촉방향 l차원 노심 분석 코드인 OLFP를 개발하

였다[17]. 이 코드를 3차원 노탈 코드인 KINS-2 [1 8] 와 비교하여 청확성

및 활용성을 검충하였으며 I 1986년 영광 2호기 시운전 기간 충 수행된

12-3- 6-3 HR 방식의 일일 부하추종운천과 1987년의 고리 원자력 연수원

의 simulator를 이용한 모사 운천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이밖에 같은 연

구에서 우리 나라의 일간 전력수요 변화 양상과 장기 전원개발 계획올 기

초로 1991 년 및 1996년의 부하곡선 (load duration curve)를 추정하고， 기

존의 Westinghouse가 제시한 표춘 형태인 12-3-6-3 HR 대신 14-2-6-2 HR

형태까 더 적절하며 6) 부분출력 준위도 70%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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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연구로서 출력분포 감서계롱(Power Shape Moni taring System:

PSMS) 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FASTCAP 코드률 개발하고 검중하였다

[1 9]. 여 쿄드는 탤 정확하지만 빠른 예측올 롱하여 운천원이 노십 상태

의 변화를 인지하고 예측하어 적절한 제어 밤볍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

한 것이다. OLFP와 함께 이 전산 코드는 부하추종운전을 위한 노심 계산

도구로서 척절한 것으로 명가되나 계속척인 연구가 뒤따르지 않아 현재는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의 개발이 노심 해석 시스템

에만 국한되고 부하추종운전 줌의 NSSS 과도상태를 해석활 소위 시스템

코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한쩨률 갖고 있다.

갈은 연구의 일부로 기술연구원이 자체 수행한 연구[2이에서는 꽉하추

종운전의 필요성， 관련된 기술척 문쩨점， 운천 기법， 국내 원전의 운천

농혁 풍을 전반척으로 검토하고 부하추총운천을 위한 지침올 제시하였다.

결론으로서 국내 원전이 제한척으로 부하추종운전 농력을 갖고 있다고 명，

가하고 있논데， 주파수제어 운전이나 불시 출혁변몽 운전은 불가눔할 것

으로 보고 았으며 일일 부하추총운전도 부분출력 유지 시깐이 짧운 경우

나 주기말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펀 지침으로셔， 노심 명균 연

소도 200 -8000 MWD/MTU 범위에서 최대 분당 0.3 %출력 (시칸당 18 %출

력) 변화율에 부분출력 준위 70-80%를 제시하고， 현단계에서는 SPINR 기

법과 온도감소 운전， 주화수쳐1어 운전은 고려하지 말 것， 그러고 실종 시

험 실시를 제안하였다.

제2단계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 획득을 목척으로 1987년 5월 고려 3호

기에서 계획 부하추종운전을 시협하였다 [21 ], 노섬의 상태는 제2주기

MOL(붕산농도 413 ppm) 이었으며. 3회에 걸친 14-2-6-2 HR, loo-80-lO0 %P

운전과 I회외 16-2-4-2 HR , 100-80-100 %P , 80 %P의 주말 저출력 운전을

6) 가장 척합하기는 16-2-4-2 뻐 형태이나 Xe 진동 동에 의한 기술척인 어려옵이

예상되어 14-2-6-2 뻐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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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사협 결과 노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터번이나 펌프，

배관외 진동은 20% 정도의 출력변동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BTRS가 자주 정지하는 풍 봉산 농도 조절에는 상당한 어려움

을 겪였고， 완벽한 。n-line 붕산 농도 측정기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제2단계 연구의 일환으로 기술연구원은 고리 4호기에서 일일 부하추종

운전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2 ， 23]. 1988년 8월 1 일부

터 6일까지 설시된 이 일일 부하추종운전은 MlNB 운전 전략을 적용한

16-2-4 ‘ 2 HR 형태의 100-80-100 %P 2회， 100-70-100 %P 3획이었요며 이

때 노심은 체3주기 주기초(붕산농도 816 ppm) 상태였다. 이 서혐의 목적

은， 핵연료 따손 여부와 출력첨투계수 제한치 초과 여부를- 초점으로 한

노심의 안천성 점검， 부하추종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수칩 I 2차 계

통 배관 및 주요 기기의 잔풍 측정을 통한 2착 계통 안전성 첨검 퉁이었

다. 원자로는 ill .허용법위를 벗어나지 않고 터빈 출력을 잘 추종하였고

9차혜에 걸친 출력분포 측정도 출력첩푸계수가제한치 이내에서 유지됨을

보였으며， 시혐 전후의 요드 방사농 준위 측정치로 보아 부하추종운전애

따른 핵연료 손상은 없었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 23개소에 3878의

계측기(전통 가속도계 32개， 웅력 계측기 4개， 하충 계측기 2개)를 부착

하여 측정한 진통 측정 결과 경우에 따라 진통이 커지는 에도 있었으나 안

전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나라고 판단하였다. 한펀 100-70-100 %P 운전에

서 제어봉은 명균 250 step 움직어서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수명 3xl06

step에 비추어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이러한 운전을 계속하여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 중기발생기 제어도 적절하였으며，

MlNB로 운전합으로써 계통수 처리량은 CNTR 기법의 경우보다 약 20% 준

것으로 추정하였다. 요컨대 이상에서 정러한 시험 운전을 통해 볼 때 국

내 900MWe급 Westinghouse 원전은 제한척이지만 실제로 일일 부하추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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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울잔 1 ， 2호기나 영광 3 ， 4호기도 비

슷한 수춘의 농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 결과를 종합하면서 연구자들은， 보다 쉬운 노심 운전을 위한 운천

영역 확대， 장기간의 반복척 출력변동에 대한 핵연료 및 기기의 내구성，

BrRS 풍 운천 설비의 생농 분석， 운전원 지원 설비 개발 둥에 대한 연구

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시각은 앞으로의 부하추종운전 관련 연

구의 방향을 체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를 살펴보자 [24 -26]. 이 연구에서

는 먼저 국외의 선진 부하추종운전 기술의 국내 원천 접목 타당생을 검토

하고， 부하추종운전에 필요한 방법론 빛 해석 체제를 확렵하였으며， 한국

형 표준 원전에 적용 가농한 기법， 즉 Mode K를 개발하고 Framatome 의 자

문 풍을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노심의 관점 뿐만 아나

라 계통의 거동특성 해석， 핵연료 성능 분석， 부품의 기계적 건전성 명

가， 안전성 I헝가까지 전반적으로 부하추종운전에 훨요한 모든 분야를 포

함하였다.

Mode K는 영광 3 ， 4호기의 노심 및 계통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형

표준원전에 척용할 것을 목표로 개발된 기법이다이 기법의 요체는 자

동으로 축방향 출력분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출력분포 제어를 자동화함으로써 쉽고 안전하게 노심 출력이

터빈 출력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앙으며 이를 구현하는 기법인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축방향 출력분포 체어용으로 HRODe}는 하나의 제어군

을 따로 두었고 기존의 제어봉 처l어계롱은 반웅도 제어만을 자동으로 수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RRODe} 명명한 기존 제어군들의 움직임이 축

방향 출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HROD의 옵직임에 의한 영향보다 작도록

HROD를 설계함으로써， 반웅도 보상을 위해 RROD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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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D를 인출하면 출력분포가 노섬 상부로 면중되고 삽입하면 하부로 변중

되도록 하였다. 그립 3-1 에 HROD와 RROD 쩨어군의 위치를 보였는데 RROD

bank 5는 거존 PSCEA 채질언 Inconel 을， 나머지는 B4C를 사용한 것이다.

그럼 3-2논 각각 BOC와 EOC에서 HROD를 노섬 상부 20%까지 삽입한 상태에

서 단계척으로 인출할 때 ASI 가 변하는 것을 보인 것으로서， 당초 RROD

bank 5가 각각 0, 20, 40, 60% 삽입된 상태에서 HROD의 인출에 따른 반웅

도 보상을 위해 중첩을 유지하면서 후속 처l어군과 함께 더 깊이 삽입된

다.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아 RROD의 최초 상태에 무관하게 그리고 반웅

도 보상을 위한 삽입에도 불구하고 HROD의 옮직임과 ASI( 제2장 각주 5 참

초)간의 단순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출력분포 제어 논리 7} 단순해지며，

혹시 HROD률 수동으로 조착한다 해도 조작 방향을 운전원이 판단하기가

쉬워지는 장점이 없다. 또한 RROD가 기존의 경우쳐럼 출력분포 때문에 반

웅도를 척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없어짐으로써 봉산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붕산 사용 최소화와 출력북뀌 능력 확보라

는 두 가지 목표를 적절히 절충하여 수용할 수 있는 운전을 하기도 쉽다.

Mode K를 척용하여 일일 부하추종운전과 주파수제어운전， 불시 출력변

통 운천 퉁을 수행할 때 노심의 거동을 모사 계산한 바에 의하면 모븐 경

우 노섬 운천한계를 만족하고 있으며， 가압기， 중기발생기 풍 NSSS의 여

러 계롱이 적절하게 과도상태를 제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면 이러

한 Mode K 운천을 Al속적으로 수행할 때 노심의 연소도 분포에 미치는 영

향， 기계적 건전성， 핵연료 성농 풍을 명가하였다. 전주기 동안의 부하

추종운전으로 연소도 분포가 받는 영향으로서 방출 핵연료 연소도가 약

3% 정도 줄 것으로 명가된 것 이외에는 안전성 변에서 불러한 접이 없으

며 주기적인 제어군의 위치 바품7) 동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7) 예률 틀어 KWU의 경우에는 한 주기 내에서 연소도에 따라 제어군의 위치률 바

꿈요로써 연소도의 불균형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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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어봉 배열 (Mode K. YG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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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 HROD 통작에 따른 ASI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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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척 건전성 명가 작업으로서 1) 제어봉 구통장치 및 안내관I 2) 가압

기의 분사 nozzle 및 가열기 관롱 부위， 밀립관(surge Iine ), 고온관 및

surge nozzle , 3) 증기발생기의 하부 집합체， tube 집합체 I tube

tubesheet 연결 부위， 4) 고온관의 charging line nozzle 뭉올 대상으로

웅력 및 펴로를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설계 여유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명되었으나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룹 개선할 것과， 가

압기 분사 nozzle에-분사 횟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체

안하였다. 핵연료의 성농 명가에서는 핵연료 출력야력 자료가 쩨l추71 의

자료로 국한되었다는 한계 때문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해석에서는 중기관 따단사고

해석 풍을 롱하여 제어군 셜계가 적철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밖에 Mode K를 위한 노심 및 껴l통， 핵연료， 기계 부

품에 대한 설계요건들과， 일일 부하추종운전과 주파수채어운전을 위한 운

전절차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나’모든 경우를 전산기 모사를 통해 해석한 것이라는 한

계를 가지고 있고 아직 HROD 제어 논리 동에서 개선의 어지가 남아 있다

는 점 8)에서 Mode K를 실제 척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연구 계획이 없으나 Mode K를 우

리의 후속 원전과 System 80+에 도입하려는 옴직임도 있고， Mode K와 함

께 운전 유연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부가적인 터빈 출력 쳐l어 계롱의 개발

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한불 원자력 공동 조정 위원회(1 987.11. ) 합의 사항의 하나로서

추진된 한불 부하추종기술 공동연구에서는 세 차혜에 결쳐 공동연구 발표

8) Mode K 기법에 대한 Fra.matome의 자문 결과[27] 둥을 종합해 볼 때 불필요

한 RROD의 통작이 발견되고 있고 주따수제어운전에서 RROD의 삽입한계률 위반

하는 경우가 생기는 동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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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8]를 갖고 1989년에 최종 보고서 [29]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Mode G를 중심으로 Framatome 의 부하추종운전 기법이 본격척으로 국내에

소깨되었으며， 국내 PWR에 프랑스의 기법율 도입하는 문제가 연구되었다.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전력망 운용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단위 완전 자해로 볼 때도 운전 유연성의 확대라는 흑면에서

부하추종운전 능력이 요청되며， 주따수제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존 PWR에 개선된 Mode A 또는 Mode G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

히 울진 1. 2호기에 Mode G를 도입하는데는 설계 변경이 크게 필요하지 않

으며， 영광 3 ， 4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COLSS/CPC를 통해 상당한 운전 허용

margin아 있으므로 Mode X의 도입까지도 가농하다고 하고 있다. 한펀 어

느 새로운 기법을 기존 원전에 도입할 때 설계 변경 자헤 이와에 인. 허가

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며， 비용과 성농 향상 두 측면의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로 변경할 것인가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의 공동 연구툴 통해 부하추종운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

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체로 기존 원전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려는 작

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노심 출력이 터빈 출력을 추종하지 못할 상황 또는 노심의 안전

성이 문제가 되는 상횡이 되면 자동으로 터빈 출력을 제한하는 디지탈 감

시/제어 계통인 Plant Operations Regulator(POR) 개발[3이을 통하여 운

전 유연성을 중대사킨다든지， fuzzy 이론을 부하추종운전에 도입한 연구

[31 , 32 ], 현재 국내 PWR에 적용되고 있는 CAOC 개념을 대산하여 촉방향

출력펀차 운전 허용 영 역 확장을 목표로 하는 RAOC (Relaxed Axial

Offset Control) 기술의 자체 개발[33] 연구도 있다. 한연 운전원 지원

계통으로서 특히 부하추종운전과 같은 과도상태에서 노심을 보다 쉽게 제

어할 수 있도록 노심의 상태를 3차원으로 판단， 예측하는 Westinghou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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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을 도입하여 실용화 하고자 하며 [34] , 개인용 컴퓨터에서 통착하는

퉁가 노탈 해석법 (Equivalent Analytical Nodal Method) 을 사용한 l차원

과도상태 노삼 해석 전산코드인 ONED90[35] 을 개발하여 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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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술 개발 전망

마지막으로 국내 관련 연구 방향을 조망(빼뿔)하여 보자. 앞서 각 연

구를 소개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부하추종운전을 목표로 전반적으

로 모든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과도상태의

노섬 운전울 위한 운천원 지원 계통의 적용， POR 연구 풍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러고 앞으로 차세대 원전이나 울진 5 ， 6호기 퉁 후속 원전

어 주파수제어운전을 포합하여 본격적인 부하추종운전 농력을 갖추어야

한다면 여러 분야가 포함된 광범위한 과제가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운전원 지원 계통의 개발과 역사 운전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

력분포 제어 및 붕산 농도 조절의 자동화 퉁이 개발의 초점이 될 것이며，

노섬 운전허용 영역의 확장 연구와 함께 붕산 사용 최소화 및 출력복퀴 농

력 최대화를 수용하기 위한 운전 기법와 개발， 부하추종운전으로 열척，

거계적 과도상태에 자주 노출되는 부품 또는 계통의 설계 개선， 핵연료의

거통 분석 및 성농 개선 퉁이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기술지칩

서 및 운전절차서 관련 연구도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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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프랑스의 기술 동향

4.1 개요

프랑스의 전원 구성상 원전의 발전 비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전의 부

하추종운전 놓력이 크게 요구되며 실제로 주파수제어운전올 포함하여 활

발히 부하추종운전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NSSS 콩급자인

Framatome , 전력회사인 EdF , 원자력 위원회 (CEA) 간의 협력을 통해， 초창

기의 Mode A기법을’사용한 부하추종운전에서 출발하여 최근의 새로운 발

전소인 N4에 적용하려는 Mode X까지 상당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연구 주

제는 주로 전력망의 필요를 정하는 것과，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

심 제어 기법의 개발， 부품/재료의 성능 향상， 운전 절차 깨선 퉁이었다.

표 4-1 에 프랑스의 부하추종운전 약사를 정리하였다 [36]. 1976년 새로운

보호/제어 계통 개발을 결정하고 Mode G 개발에 착수한 후 1981년부터의

실중 시험을 거쳐 1983년에 운전 허가를 받고， 현재는 거의 모든 900

1300 MWe 원전에서 Mode G를 사용하고 있다. 한면 1979년 Mode X개발을

시작하고 1982년 1500 MWe N4 원전에 Mode X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래

개발을 계속하여 1990년부터 실중 시협에 들어가 그 유용성을 확언하였

다.

Mode G에서는 노심의 반웅도 제어에 붕산과 두 종류와 제어군을 사용하

고 축방향 출력분포는 원칙적으로는 특별히 제어하지 않는다. Mode X에

서는 반웅도 빛 출력분포 두 종류의 제어에 모두 X bank들을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고정척언 제어군 중첩이나 삽입 순서 풍 개념이 크게 수

정되었다. Mode G는 RAMP{Reactor Advanced Maneuverability Package) 라

는 디 Al 탈 체어 계통을 통해 구현되는데 현채 30 원전. 년 이상의 운전 경

험을 갖고 있다[36] . 한펀 Mode X는 역시 디지탈 채어 계통인 DMAX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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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프랑스의 부하추종운전 약사

연 도 활 동 내 용

- Decision to develop entirely new protection 없d

1976 control systems
- Mode G design studies

1979- - Frequency control tested at Fessenheim (Mode A)
1980 - Mode X design studies

1982
- Decision to a뿜rate the 1500 MW units with Mode X
- Mode A licensed (load follow , 90뻐We plants)

.1981- - Mode G tested at Tricastin 3
1983

- Mode G licensed (load follow , 90에We plants)
1983 - Mode A licensed (frequency contt‘ 01 , 900MWe plants)

- Mode G implemented on Tricastin 2 and Chinon 1

1983-
- Mode G implemented on all 900-1300 MWe plants except

Fessenheim 없d Bugey

1984 - Mode G licensed (frequency control , 900MWe plants)

1985 - Mode A and G licensed (grid follow*. 900MWe plants)

1989 - Mode G licensed (grid follow*. 1300MWe plants)

1990-
- St. Alban 2 equipped with a prototype e떠bl ing both

1991
Mode G and Mode X

- Mode X tested at St. Alban 2

* Grid follow: Frequency control superimposed to (scheduled)
load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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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아래에서 Framatome 원전의 Mode G와 Mode X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

데， 특히 Mode X에 대해서는 N4 발전소의 부하추종운전 관련 주요 계통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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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ode G기법 [28(1차년도 보고서 ), 29(Ch. 2 ), 37-41]

4.2.1 운전 농혁

Mode G의 설계 목표는 기존의 Mode A 기법에 버해 부하추종운전 농력을

높이는데 루었다. 특히 출력 변화율을 높이는 것과 출력복귀 농력 확보

가 관심이었는데， 표 4-2에 청리한 Mode G를 채택할 경우의 운전 놓력을

Mode A와 비교하여 보면， 일일 운전어j서 출력 증감벌률이 분당 2% 출력

이상으로 빨라쳤고 Mode A의 15 내지 20%의 신속(즉， 5%P/min) 출력복뀌

농력이 전출력 복귀 농력으로 향상되었다1). 또한 원격 주파수체어운전

농력도 5% 출력 크기까저 초청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다. 한면 이러한 71

법을 기존 PWR에 쉽게 추후적용 (backfitting)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설계 목표가 되었다.

4.2.2 노심 제어 방식

Mode G 노삼 처l어 원혁은 반웅도 변화 요인에 따라 각각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반웅도를 제어한다는 것이다. 반웅도 변화 요인으로 크게 Xe

효과와 출력결손， 감속채 온도 퀘환을 포함한 기타로 나누어， Xe 효과 보

상에는 붕산， 출력결손 보상에는 G 및 N bank, 반웅도 미세 조정에는 R

bank를 사용한다. 실제 상항에서 반웅도의 변화 원언을 구분할 수는 없

으나， 노심 계산 자료를 통해 이틀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첩근이

가농하며 이렇게 반웅도 제어를 G bank와 R bank가 분산하여 담당합으로

써 각각의 풍작 step 수가 줄어들게 된다2) . 한면 Mode G에서는 축방향

1) 울진 I ， 2호기의 경우 Mode A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그 능력은 이미 제3

장 표 3-1 에서 본 바 있다. 울진에서는 주파수제어운전 능력을 륙별히 언급

하고 있지 않다‘

2) 자료를 보면[29] Mode A 운전사 o bank는 하루에 300에서 400 step 정도 움

직이며， Mode G의 R bank는 300 내지 400 step, GI bank는 500 step 정도 움

직인다. 이 수치를 직첩 비교하여서는 장점이 보이지 않는데， Mode G에서는

- 62 -



표 4-2 Mode G 및 Mode A 원전의 부하추종운전 농력

운전 형태 Mode G Mode A

30 ..... 100uP 법위，
30 ..... 1000AP 범위，

일일 부하추종운전 2 I'6P/min 아쏘 0.3 uP/min.
70 ...... 80 UEOC 까지

土 3 uP (local) 및 土 3 uP (local) 및

주파수제어운천 土 5 96P (remote ), ± 3 up (remote).
각각 1 %P/min 각각 1 %P/min

+ 15-20 up

천출력 복퀴，
5 uP/min

출력복쉬 운전 (이 이상의 북귀 농5 uP/min
력응 붕산 희석 농

력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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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분포를 특별히 따로 제어하지 않는다는 점야 특기할만 하다. 아래에

서 900 MWe 원천을 기준￡로 여들을 더 살펴보자.

출력결손에 해당하는 반웅도는 기존의 제어용 제어군과 버슷하게 삽입

순서 및 중첩을 유지하면서 4개 군의 쩨어군을 사용하여 제어한다. 그

배열올 정지용 제어군. R bank 위치와 함께 그림 4-1에 보였는데， 그림에

서 숫자로 표시한 제어군들이 이들로서 삽입 순서에 따라 Gl(선행 bank) ,

G2 , NI , N2라 부른다. Gl과 G2 bank는 한 집합체의 24개 Ag-In-Cd 봉 충

에서 I67fl를 steel 봉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각각 350 및 600 pcm 정도의

반웅도가률 갖는다. 이틀운 그림 4-2에 보인 것처럼 터반 출력에 따라

깨회로 (open-loop) 체어를 통해 미리 정한 일정한 깊이까지 삽입된다.

이 러한 프로그램을 정하는데 만족하여야 할 사항은， 반웅도를 충분히 제

공하면서도 축방향 출력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로

부터 낮은 란웅도가의 제어군을 사용하케 되 었다3) . 또한 그 반경 방향의

배열이나 제어군 간의 중첩 퉁을 최적화힐 필요가 있으며， 노심의 상태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한다. 한연 출

력준위에 따라 일정한 삽입 깊이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하게 전출력으로 복

귀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대웅하기가 쉽다.

Xe의 반웅도 효과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냐타나므로 붕산 농도 조절을

통해 이를 보상한다는 것이 Mode G의 제어 원칙이다. 아랴한 원칙은 Xe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것이므로 Xe 과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볍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며 이틀 위해 Computer-Aided Power

Control System (CAP)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붕산 조절 방식운 계획

출력변동 숙도가 훨씬 빠르고 주파수제어운천시의 변동 폭도 크다는 점율 고

려하여야 한다. Mode A로 Mode G와 같은 수준으로 운전한다고 가정하변 D
bank의 step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3) Mode G라는 이름은 반웅도가가 낮은 gray rod룰 사용환다는데서 옹 것이다.

Nbank률의 반웅도가는 각각 1000 pe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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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2. 출력준위에 따른 채어군 삽입 프로그램 (Mod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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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추종운전에 유용한 것안데， 주파수제어운천에 필요한 출력 변화 폭은

크지 않고 따라서 Xe의 변화 효과도 작으므로 계획 운전에 주파수제어운

전율 병행하는 경우라도 보론 농도는 계획 운전에 따른 크기만율 초절하

면 된다. 수풍으로 농도를 조절한다.

R bank는 노심 명균온도률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이미 G bank와 붕산 농

도 조절을 통해 상당한 크기의 반웅도를 보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미

세한 반웅도 조절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 동착 논리논 기존의 제어용 제

어군과 같아서 노십 명균온도 프로그램과 측정치의 오차 선호에 따라 동

작한다. R bank는 1100 pcm 정도의 반웅도가를 가지고 있으며 노십 상부

의 일정한 구간에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만일 R bank가 갑입 한계

에 도달하여 있거나 완전히 인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풍작이 휠요하면

붕산 농도 조절을 통해 R bank가 옴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연 과도하게 R bank가 동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도 제어 불감

대로 그림 4-3과 같은 형태를 사용한다.

이제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를 살펴보자. 원칙적으로 Mode G에서는 G

bank 프로그램을 최척화함으로써 출력분포의 이상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자 한다. 또한 그림 4-4에 보인 P-llI 운천 영역과 같이 Mode A에 비해

매우 확장된 운전 영역올 갖고 있으므로 상대척으로 출력분포 제어 펼요

성이 줄어틀었다4).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출력분포 제어 수탄을 강구

하고 있어야 하눈데 그 수단이 바로 붕싼 농도 조절에 따른 R bank의 움

직임이다. R bank의 반웅도가는 버교척 크기 때문에 출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야 크다. 따라서 출력분포를 제어할 필요가 있으면 봉산 농도를 조

절함으로써 R bank의 동작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출력분포를 회복시킬 수

있다.

4) 더군다나 그럽 4-4에서 화우로 운전 영역을 벗어나기 전에 경보가 울러며， 영

역 경계에 도탈하면 자통으로 출력을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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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운전을 롱해 위와 같은 제어 기법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는 하

나，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붕산을

상당한 정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붕산 농도 조절을 자통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풍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점틀이 Mode X 개발의 필요

성을 시사하고 있다.

4.2.3 설계 개선 사항

Mode G를 구현하는 RAMP 제어 계롱을 기존 900 MWe 원전에 도입하기 위

해서 기존 노심악 여유(spare) 위치 5 군데룰 모두 사용하게 되었으며5) ，

쩨어 cabinet을 추가， 변경하는 풍 부속 조치를 통해 원자로 제어계롱을

개선하였다， 한편 기존의 축방향으로 2개의 계측기를 사용하댄 노외 핵

계측 계통에 6개의 계측기를 사용합으로써 지나치게 보수척인 값 대선 좀

더 실제에 가까운 출력분포를 얻올 수 있도록 하여 운전 여유가 늘어나게

되었다.

운전을 지원할 목척으로 CAP(Computer-Aided Power control) 계롱을 도

입하였는데， CAP은 l차원 노섭 모텔을 사용하여 노심의 상태를 예측 계산

하는 계롱으로서 수 시간 푸까지의 출력분포， 제어봉의 움직임， 붕산 농

도의 변화 동을 모사 계산 결과로 제공한다. 보호 포는 제어 계통에 속하·

지는 않아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용하기에 따라

서는 부하추종운전에 유용한 설비라 하겠다.

자동으로 붕산 농도를 조절하는 계통으로서 SYCOBOR률 개발하기도 하였

다. 기놓은 붕산 농도 조절이지만 사용 목적은 61 쩨어에 있는데 R bank

가 운전 영역 (maneuver‘ ing band) 내에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61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붕산 농도를 조절한다. R bank의 삽입 정도와 61

5) 기존 900MWe 노심에는 48개 집합체에 제어봉이 배치되어 있으나 Mode G에서는

모두 53개 위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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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엽력으로 하여 CVCS의 관련 밸브， 펌프들을 작통시키는 디지탈 선호를

낸다.

가압기의 수위 제어계통도 개선하였는데， 특히 주파수제어운천과 같이

냉각재 온도가 자주 변하는 겸우에 가압기 및 cvcs 동 관련 계롱이 받는

기계적 부담을 줄어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의 수위 제어 프로그램이 측

정된 냉각재 온도(Tavg ) 에 따라 설정되논 것과 탈리， 개선된 계통에서는 설

정 온도(Tref) 와 측정 온도의 차이로서 제어합으로써 착은 온도 변화에 대

해서는 조절 동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또한 충전 계통의 유량 제어

기에 letdown 유량 신호를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충전 계롱의 옴도 변화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적 피로 및 마모 푼제를 개선하기 위해， CRDM의 coupling을 small

spider hub에 적합하도록 설계 변경하였으며， 봉과 안내관 사이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안내관 내부에 옆으로 communication chamber를 푸어 압력

강하를 줄였고， 봉 표면을 hard coating하여 내마모성을 향상시켰다. 또

한 1300MWe 원전에서는 CRDM assembly의 single-tooth gripper를 double

tooth gripper로 대체하였다. CRDM에 대한 실중 시험도 수행하였는데

Cadarache의 Superbec loop에서의 2년간에 걸친 full-scale 시협은 CRDM

의 실제 수명을 명가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밖에 baffle assembly , Res

의 각종 용접 부위， 습분 제거/재가열기(MSR)와 급수 펌프 및 governor

valve 뭉 2차측의 기기에 대해서도 부하추종운전와 영향을 명가하였다.

제어봉 설계와 운천 허용 영역의 변경에 따라 안전 해석도 다시 수행되

었눈데， 특히 새 운전 영역에서 가농한 출력첨두치가 최대 피복채 온도

제한치 및 LOCA 체한치를 만족하는지와 DNBR 계산을 통해 OTliT 보호 설정

치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운전지침서의 f1T 보호 계롱에서의 f11 제한치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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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ode X 기법 [42-45]

4.3.1 운전 성눔

Mode X를 사용환 경우의 운전 성농은 Mode G의 경우와 다르지 않아서，

±3 %출력의 국부 주파수제어를 포함하어 +5--8 %의 주따수처l어운전. 15

-100 %출력 범위에서외 과a %계단 및 土5 %/min 경사 변동 운전， 전부

하 상실 수용 능력， 신속 천출력 복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필요에 따라

서는 전출력 복궈 놓력을 확보하는 대신 액체 폐기툴 생성량을 최소화하

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N4 원천에서는 필요에 따라 Mode X를 사용할

수도 있고 Mode A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청한 출력준위에

서 土3% 정도의 국부 주파수제어운전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Mode A로 운전

한다. 운전원은 R 모드{Mode A 운전) 또는 S 모드{Mode X 운전)을 선택

할수 있다.

1300 MWe 원전인 St. Alban 2호기에서 수행한 1990년 5월의 첫 시험을

포함하여 약 20일간씩 세 차례에 결쳐 Mode X를 시험 운전하였는데， 각각

Mode X의 노섬 제어 성농 확인， 운전 절차 확립， 전반적 성농 확인을 주

요 목표로 하였다. ~I를 불과 ±1% 이내로 유지하면서 100-40-100 %P.

18-0.5-5-0.5 HR 운전 풍의 일일 부하추종운전을 시혐하였고， 주따수제어

운전， 계단 및 경사 운전， 부하 상설 운전 뭉 각종 운전 형태를 시험하여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한변 공학적 운전모사기인 SAF를 이용

한 시험을 통해서도 그 성농을 확인하고 있다.

4.3.2 노심 제어 방식

Mode X의 설계 목표는 크게 축방향 출력분포를 자동으로 져1어하며 봉산

농도 조절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제어봉의 사용을 극대화함

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데. Axial Offset 빛 온도 오차 두 가지 선호를 입

력으로 두 개의 폐회로 제어를 통해 제어봉을 작동시키게 된다. 이 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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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점은， 촉방향으로 보아 충성자의 중요도가 콘 노섬 중앙부까지 압입

된 제어봉이 울직일 때는 반웅도 변화 효과가， 그리고 많이 인출되었거나

깊이 삽입된 제어봉이 움직일 때는 출력분포 변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다. 그림 4-5에 이러한 관계를 보였는데， 원칙척으로 각각 노심 상반부

와 하반부까지 삽입된 두 개의 제어군이 있으면 반웅도와 출력분포룰 동

시에 제어힐 수 있다. Mode X의 제어군 동작 원칙올 보면 다음과 갈다.

먼저 반웅도를 주거나 뺑 필요가 있으면 모든 제어군을 옵칙이되 촉방향

출력분포에 미치논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심 하부까지 깊이 삽입되어 있

거나 거의 인출된 제어군은 고정한다. 출력분포만을 제어할 때에는 거꾸

로 거의‘삽입 또는 인출된 제어군율 사용한다. 특히 두 개의 제어군으로

(-) 반웅도를 주논 경우에 투 제어군의 삽입 정도가 가까워지면 AO가 풀

어들며 벌어지면 AD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제어군의 동착을 결정

하는 요소가 된다. 한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Mode X에서는 기존의 제어

봉 삽압 순서나 충첩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있다.

Mode X에서는 모두 5개 제어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림 4-6에 N4 노삼

의 제어봉 배열을 보였다. 그럼에서 G로 표헌된 제어봉(cluster) 은 한

집합체의 24개 봉 중에서 12개를 steel 봉으로 대체한 gray 봉이고， N으

로 표현된 것은 보통 제어봉이다. 이렇께 배열된 제어봉들을 각각 Xl부

터 X5 bank까지 묶는데. Gl은 Xl , N2는 X2 , G3와 N3는 X3 , 그러고 N4와

N5는 각각 X4와 X5에 대웅하며 , 연소도에 따라 G3를 Xl으로 하고 Gl을 X3

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각각의 X bank는， 가장 작은 Xl의 300 pcm부터

X5의 1200 pcm까지 차례로 큰 반웅도 값을 가지고 있다.

이제 5개의 X bank가 동착하논 논리를 좀 더 보자. 예를 틀어 그림

4-7과 같이 AD가 기준치보다 작은 상황에서 (-) 반웅도가 필요한 경우，

반웅도 입장에서는 모든 bank를 삽입하게 되지만 출력분포 입창에서 완전

인출 또는 상반부에 삽입되어 있는 bank는 고정하게 되고 결국 bank Xl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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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를 삽입함으로써 목척을 달성할 수 있다6) . 그림 4-8은 가능한 모든 노

심 상황에 대해 X bank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노심 상반부의 bank를 옵직이는지 하반부의 bank를 옴직이는지를 추의 강

게 보아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bank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

이는 경우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설제로는 온도 제어가 출력분포 제어

보다 우선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느 한 bank를 고정한 뒤 다른 bank를 움직이고 어느

정도 제어되면 고정되었먼 bank를 움직인다. 한연 이 그럽의 각 부분에

서 가장 왼쪽에 표시된 Xl bank는 모두 완전 삽입되어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나다.

4.3.3 N4 원전의 주요 관련 계롱[44]

4.3.3.1 노심 보호 및 제어 계통

C03(COre , COmmand and COntrol) 는 원자로 정지 I ESF 동작， 노심 제어

기농을 담당하는 노심 보호 및 채어계통의 명청으로서， DIPS(Digital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NIS(Nuclear Instrumentation System) ,

Rod Control System을 포함한다.

DIPS는 1300 MWe 원전에서 1992년 말까지 94 원자로. 년의 사용 겸협을

갖고 있으며 I N4 원전에논 기존 DIPS를 개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DIPS

는， 축방향으로 6개의 이올합 계측기를 사용하는 NIS의 신호와 RPIS(Rod

Position Indicator.System) 신호I PIS(Process Instrumentatiom System)

신호를 받아 축방향 출력분포， 반경방향 첨두계수， 출력준위 동을 계산하

여 궁극적으로 국부적인 선형 출력 밀도와 DNBR에 따라 원자로 정지， 안

6) AO의 허용 band는 5%이다. 노심 하반부의 b뻐k률 더 삽입함으로써 AO는 커지

는 효과가 있다. 한면 그림 4-7(참고문헌 45]에서 AO가 기준 AO보다 크다

고 표시되어 있으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그러고 그림 4-8과 비교하여 볼 때

X4도 처음에 약간 삽입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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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입 신호 풍옳 낸다. NIS의 제어 cabinet은 NISU(NIS uni t)와 MU

(Monitoring Unit)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MU는， DNBR 빛 LOCA 여유도

관련 계산， 정지 반웅도 여유도 계산， Mode X로 운전할 때 RCU(Reactor

Control Unit)의 입력 산호가 되는 중성자속 연차 계산 풍의 계산 기농과

제어봉 위치 및 RCU 운전 상황을 감시하는 기농. Rev 고장시의 제어봉 수

통 제어 기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DIPS 및 NIS가 on-line으로 노

심을 비교척 정확하게 추척함으로써 부하추종운전에 여유를 갖게 된다.

DMAX란 제어군의 구동을 제어하는 계롱의 이름으로서， 그 논리를 Mode

X 기법이라 부른다，- 앞서 본 바대로 이중의 폐회로 제어를 통해 전자동

으로 온도(즉 반웅도)와 출력분포를 제어한다.

4.3.3.2 NSSS 제어 계롱

가압기 압력 제어 계롱은 한 개의 버혜-적분 (P I) 제어기와 두 개의 미

분-척분 (Dr) 제어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기존의 PI 제어와 비

쿄하여 제어의 안정성 퉁 웅맙 특성이 좋아지므로 역시 부하추종운전과

같은 과도상태의 제어에 도움을 준다. 한편 두 개의 살수 제어 밸브 외에

소량을 연속적으로 살수하도록 함으로써 살수 계롱의 열충격을 줄이고자

하는데， 부하추종운전으로 NSSS가 자주 과도상태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설계는 기체적 성능을 확보하는데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가압기 수위 제어에는 설정 수위와 측정 수위 간의 오차 신호에， Mode

G 원전과 같이， 출력 준위멸 냉각채 병균옹도 설정치와 설측치 간의 오차

선호를 추가로 사용한다.

터빈 우회 제어 계통은 필요한 경우 복수기 빛 대기로 증기를 dump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복수기 dump를 통하여 노심이 30% 출력 청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7). 50%출력 이상의 부하 상실에 대해서 대기 dump

7) 복수기 dump 용량이 70%라는 의미는 아니고 NSSS의 열척 관성으로 흡수하는

양 둥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계단형 출력 변동 10%, 경사 변동

5%/min 이하의 변동에 대해서 북수가 dump를 막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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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용하는 점을 보아 전부하 상설의 경우 대기 dump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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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핵연료의 성농

프랑스에서는 부하추종 및 주따수 제어 운천이 핵연료봉의 노내 거통에

미치는 영향을 다융의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461. 1차계롱 냉각수

방사농 분석， 핵연료 손상률，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기까지 핵연료가 경험

한 부하추종 운전 횟수， 부하추종 운전 횟수가 손상부위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광범위한 연소 경험을 통해 얻운 결론은 부하추종

및 주따수 쩨어 운전이 핵연료의 노내 거풍에 나쁜 영향을 미치자 않는다

는 것이었다. 아래에서 각 요소별로 살펴본다.

4.4.1 PCI

부하추종운전시에 소수의 핵연료는 20 kW/m 정도의 높은 선형출력 변화

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천이 조건하에서 핵연료봉의 파손 여부를 알아보

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상업 원자로에서 조사된 핵연료를 가지고 ramp

test를 수행하였다[47]. 이 설혐의 주목척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는

부하추종 및 주따수 제어운전이 PCI 한계에 마치는 영향의 명가하는 것이

고. 룰째는 고연소도 빚 고출력 조건하에서 핵연료의 노내거동을 조사하

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핵연료가 이와 같은 천이 조건하에서 손상되지 않

고 견딜 수 았는 눔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핵연료는 충간청

도의 연소도 (30 MWd/kgU 야하) 영역에서는 선형 출력이 배우 높거나 출

력 증가의 크기가 콘 심각한 천이 조건8)하에서도 짧은 시간 통안은 건전

성을 유지하며， 또한 부하추종 및 주파수제어 운전이 PCI 손상 한계에 나

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 30 MWd/kgU 이상의 연소도 영역에서도 높

은 핵분열기채 방출과 피복관의 큰 변형이 수반되나 핵연료는 손상되지

않았다.

PCI를 방지하고자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천이상

태시의 피복관 거통은 천이상태가 발생하기 직전의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

8) 실험 조건으로 선형 출력 50kW/m 및 출력 증가의 크기 30kW/m률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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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ap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핵연료의 출력이력 빛 연소조건을

고려하어 gap 크기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 출력준위(Pref)로 환산한다. 그러

면 어떤 특정한 선행출력 P에서 pel에 의해 피북관에 국부적으로 가해지

는 최대 원주웅력은 기준 출력준위와의 차이 ~P( =P-Pref)에 의해 결정된다

[48]. 그런데 핵연료 피북관의 손상 한계값운 실혐척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부하추종 운전시에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껴 위해서는 ~P에 의

해 유발되는 원주웅력이 손상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논 원자로 운천 중에 국부 선형출력을 계속해서

측정하여 이 값이 피복관의 손상 한계에 해당되는 ~P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4.2 핵분열기헤 방출

부하추종운전시 다음의 푸 가지 방식의 국부 선형출력 변화는 핵분열기

체 방출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power cycling에 의한 영향이고， 둘째

는 운전자가 출력분포를 제어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출력증가의 영향이

다. FEMAXI 전산코드 [49] 를 이용한 민감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power

eycl ing이 핵분열기체 방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낮다. 한

변 표랑스의 부하추종운전 경험에 따르면， 계속되는 power eye1i ng 조건하

에서 핵분열기체 방출량 계산은 매 주기말에서 단 한번의 고출력 천이상

태의 분석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48].

4.4.3 피복관 온도

부하추종운전시 핵연료의 퍼복관 표면온도는 425°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옴도 중가 경향이 있는 경우의 펀이 상태에 대하여 만족

되어야 한다. 핵연료가 최대 출력을 내는 지점에서 연소도에 따른 피복관

의 온도를 역시 FEMAXI 코드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피복관의 온도는

350°C로서 상기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24(3차년도 보고서 )]. 따라서 파복

관 온도는 부하추종 운전 관점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아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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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술 개발 전망

이미 Mode G의 상용 부하추종운전 경험이 풍부하므로 부하추종운전에

따른 핵연료나 기타 기가/부품의 기계적 건전성에 관련된 큰 문쩨는 해결

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의 초점은 노섬 쩨어 기법에 있

는데 역사 Mode X를 개발해 놓은 상태어서 부하추종운전에 관한 추진 중

인 과제는 없다. 다만 Mode X블 N4 원전에서 실제로 많은 운전 경험을

쌓으면서 얻는 자료를 바랑으로 부분적인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

다. 한면 종합(integrated) 제어 캐념을 확장함으로써 전체적인 운전 유

연성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롱의 보호 또는 제어 계롱에는 포함되

지 않논 예측 기농을 갖춘 운전원 지원 계통이나 톡일 KWU 원전에서 사용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다양한 제한 계통의 개발/개션을 추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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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독일의 71술 동향

5. 1 개요

독일 KWU의 부하추종운전 기술은， KWU의 초창거 원전으로서 1968년에

건설된 Obrigheim이 이미 어느 정도의 운전 눔혁을 갖출 정도로 역사가

깊다. 1972년의 Stade 원전에 산장된 농력의 부하추종운전 기술율 적용

하였으며， 1975년 상업 운전을 개시한 1200 MWe급 Bibl is A에 현재의 방

식과 같은 방식을 척용하여， 불론 이후에도 세부척인 개선이 뒤따랐지만，

부하추종운전 기술을 완성하고 상용 운전에 쓰고 있다. KWU는 비교적 늦

케 원전 사업에 참여하였고 독일 잔력사틀은 전력망 운영상 원전의 부하

추종운전 필요성을 일쩍 인식하였다. 따라서 통상척으로 다른 원전 공급

회사가 추후 적용(backfitting)을 통해 부하추종운전 농력을 확보한 것과

는 달러. KWU논 초창기부터 NSSS 설계에 부하추종운전을 설계요건으로서

적용하였다 [50] . 그럽 5-1 에 KWU의 부하추종운전 기술악 발전을 보였다.

KWU 원전은 부하추종운전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가지고 았다.

제어군운 모두 같은 재질로 만든， 정지용 제어군도 따로 없이， 단 두 가

지 종류인 D bank와 L bank로만 나뉘어 있다. 이틀을 사용하여 반웅도

제어 뿐만 아니라 출력분포 제어도 자동으로 수행하는데， 저1어군간의 상

대척 움직임이나 중첩 정도를 정하는 논리를 최척화 하여 붕산 농도 조절

을 최소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위치의 채어봉이 어느 군에 속하는

것으로 고쩡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역할을 바꾸게 되어 있다. 다른 특정

으로 제2장의 노심 제어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50% 출력 이상에서 출력

준우l와 무관하게 노섬 명균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도 프로그램을 가

지고 았다. 이에 대해서는 어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특히 출력

상숭시 반웅도 제공 능력 면에서 매우 유려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한

- 84 -



Plant Power control
Core

monitoring
system

Obrigheim

(1969)

Average
coolant

tempera-
ture

control
」

One
type 01
control

rod
("black")

One bank
controlled
by Baroni

Demineralized
water control

L-- 투닐느 .--

Power
distribution ‘

delecl。r$ J;
Aeroball ~~;

measurement
system ~j전

Stade
(1972) ,

Twa
control

rod
banks
(OIL)

다and

L·bank
position
control

‘; 7 ""
l7

[

서

Power
- ~"‘ .

.' Dlstrf-
:bullon
E까안’·

conlrol

L-..'‘;

‘g，:늦KONVOI 늦 t

τ1

c

닝’"늦

Obrigheim formed the basis for the load follow concept which was
enhanced for Stade and finally established on completion 이 BibBs A.

그림 5-1. KWU 부하추종운전 기술 개발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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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일일 부하추종운전이라 하더라도 KWU는 분당 1%에셔 5% 출력 이상까지

매우 빠른 출력 중감발률을 사용하므로 핵연료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것

인데， 노심 갑시/보호 계통에서 최대 허용 출력밀도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요소로 PCI(Pellet Clad Interaction)를 고려하고 있고 필요하면

자동척으로 출력을 내리는 계통을 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도 특기할만 하다.

아래에서 KWU의 1300 MWe 원전을 기준으로 부하추종운전 능력， 노심 채

어 방식， 주요 관련 계통을 차혜로 살혜보고 개발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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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운전 능력

KWU 원전의 부하변통 농혁을 표 5-1 에 실었는데 [51 J. 전력망 요건으로

서 출혁 40%부터 100% 사이에서 출력 변화율과 변확의 폭을 규정함으로써

일일 부하추종운전과 출력복귀 농력 풍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틀어

10%/min 변화율로 2분 (=20% 변화 폭) 또는 5%/min로 10분 (=50% 폭) 이

상 운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일일 부하추종운천충 부분출력 준

위에서 전출력으로 복귀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1). 한연 표 5-1 의

요건은 2%/min 변화옳에 대한 변동 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때에눈

60% 이상의 변화 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표의

KWU 원전이란 Bibl is A 및 Stade 원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52

(Fig , 7) l. 표에서 보다시피 천력망 운용상 필요한 능력 이상을 KWU 원전

이 오래 전에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WU 원전의 부하추종운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면， 하나는 일일 부하추종운전과

같은 계획 운전이고 다른 하나는 주따수제어운전이다. 그러나 KWU는 이

틀을 급전 요청에 의한 운전(즉 secondary control)과 주파수쩌l야운전(즉

primary control)으로 구분하고， 일일 부하추종운전을 비교적 작은 크기

의 부하제어 (load regulation)와 함께 secondary control 범주에 넣고 있

다[50] , 이러한 구분은 KWU가 일일 부하추종운천에 대해서도 출력 증감

발률로 l%/min 이상의 빠른 속도를 척용하고 있고2) 이런 속도는 주따수

유지를 위한 부하제어에서 필요한 속도와 같은 정도이기 때문이다.

1) 더군다나 경사 변화는 계단형 변화에 곧바로 이어서‘ 운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5%/min 속도로 50% 이상의 출력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

2) 일일 부하추종운전에서 출력 중감발률로 보롱은 5%/min를 잡고 있으며， 심지

어 부품의 설계 기준 사건으로는 100-40-100 %P에 10%/min 증감발률의 운전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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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출력변풍 운전 농력 (KWU)

Load
‘Magni tude

Rate Required Demonstrated
Chan응es by DVa!l) by KWU NPPs

Step 土1 %/sec'Zl 土5 % 土15 %

土 10 %/min 土20 % 土25 %
Ramps 土5 %/min 土50 % 土72%

土2 %/min - )80 %

(1) Requirements between 40 뻐d 100%,
DVG: Deutsche Verbundgesellschaft (= Association of

Germ뻐 Interconnected Power Companies)

(2) Repetition Frequency ~ 1 step/ 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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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U 원전의 일일 부하추종운천에서는 100-60-100 또는 100-40-100 %P

형태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일일 부하추종운천은 추기말 약

l개월 전(즉 90% Eoe 이상)까지 가농하고， 주기 연장 운전 기칸을 포함하

여 그 이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l%/min 이하의 중감벌률로 운전이 가능

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주말 부하추종운전은 추기말 l주일 전까지 가농

하다고 되어 있다. 비록 출력변동에 거의 천적으로 제어봉을 사용하고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약은 역시 붕산 농도 조절의 한계에 기인한다.

이 밖에 특별한 제어 계통의 개입 없이는 제어할 수 없는 부하 상설이나

한 대의 RCP 청지 풍 과도상태도 원자로 정지 없이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미리 정한 제여봉을 자유낙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펀 터반

출력의 변화 요구3)블 그대로 따를 때 노심 및 NSSS의 운천 제한치를 념을

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터밴 설정치를 바꾸는 Turbine Stress Control

System이나 노심 출력 제한 기눔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농력

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5.4.1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3} 터빈 출력 변화의 크기와 변화율을 운전원이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급전 계롱

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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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노심 제어 기 법 [50-54]

출력 준위(즉， 반웅도 또는 노심 냉각재 명균온도)와 출혁 분포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출력 준위는 제어봉 및 붕산

농도 초절로， 그리고 출혁 분포는 제어봉으로 체어하는데， 척절한 제어봉

프로그램을 롱하여 붕산 농도 조철은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한다.

KWU 원천의 쩌1어봉 설계는 다른 획사의 설계보다 매우 단순하다. 제어

봉은 모두 Ag-In-Cd 한 종류로서 gray 또는 part length 제어봉을 사용하

지 않으며4) ， 정지용 제어군을 따로 두지 않고 단지 L (Leistung =power)

및 D (Doppler) bank 두 종류로만 구분한다. 그럼 5-2에 1300 및 1000

MWe 원전 제어봉 배엽의 예를 보였다. 이 두 bank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

확어 있는데 o bank는 반웅도I L bank는 촉방향 출력분포 제어용으로서

각각 폐회로(closed;-loop) 제어논리에 따라 착동 제어된다. 그러나 어느

위치의 제어봉이 고정척으로 어느 bank에 속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소

속 bank를 탈리 한다.

o bank는 원칙척으로 4개의 채어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 반웅도가

가 낮고 출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4개의 제어봉으로 약 60% 출력

까지 반웅도 조절이 가눔하도록 설계하고 있는데， 처음 4개 제어봉의 D

bank가 최초의 최소 삽입 깊이에 있다가 삽입 한계까지 삽입되연 L bank

에 속해 있던 제어봉 충에서 다시 4개의 제어봉이 D bank에 합류한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D bank에 속하는 제어봉 갯수가 늘어나는데 영

출력까지 출력을 낮추는데는 원래의 4개에 4개 또는 8개의 제어봉이 더해

잔다. 0 bank에 속하는 제어봉은， 그 삽입이 연소도 분포에 미치는 영

향과 특히 저출력으로 장기간 운전하다가 출력을 높일 때 염려되는 PCI를

고려하여， 보통 2주일 마다 그 위치를 바꾸게 된다.

4) Gray 체어봉의 경우 St때e나 Biblis A원전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으나 나중에

black 제어봉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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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ank에 속하는 제어봉 이외의 페어봉은 모두 L bank에 속하여 수 십

개의 제어봉이 한꺼번에 동작한다. L bank는 정상 운전 중에는 노심에

5% 이하로 약간 삽입된 상태에 있다가 촉방향 출력분포가 기준치를 벗어

나면 자풍으로 움직인다5) . 이 때 L bank의 움직임은 통상 수 em면 충분

하다고 하나 역시 반웅도에도 영향을 주므로 D bank는 L bank의 울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출력준위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립 5-3부터 5-5까지 계획 부하추종운전의 예를 보였는데， 그림 5-3은

1%/min 이하의 버쿄척 느런 숙도로 출력을 중감발할 때어고 5-4는 5-10

%/min의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5-5는 부분출력 운천충 선속하계 전출

력으로 복귀할 필요가 예상되는 경우블 나타낸 것이다. 먼저 그럼 5-3과

5-4를 D bank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버교하여 보자. 이 두 그럼에서 구간

l부터 3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제어봉이 움직이는데， 출력 감발을 위해 D

bank를 삽입하였다가 (구간 1) , Xe 농도 중가를 상쇄하기 위해 인출한 후

(구간 2). 0 bank 최소 삽입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 다서 삽입한다 (구간

3 ). 구간 3의 동작을 위해서눈 붕산 농도 조절이 펄요하다. 느린 속도

로 출력을 올릴 때는 D bank의 최소 삽입 깊이에서 그대로 얀출하면 되지

만 (그림 5-3 , 구간 4), 빠른 속도가 필요하면 냉각재 온도 감소나 붕산

희석을 통해 D bank를 더 삽입하였다가 (그럼 5-4 , 구간 4) 인출하게 된

다 (그립 5-4 , 구간 5). 그림 5-4의 구간 4와 같은 사전 체어가 필요한

이유는， 빠른 증가를 위해서는 제어봉만으로 반웅도를 줄 수 밖에 없는

데， 최소 삽입 깊이로 유지되먼 D bank의 반웅도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5) 일반척요로 기춘치는 어느 연소도 상태에서 전출력， 모든 제어봉 인출， 명형

상태의 출력분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KWU 경우는 기준 출력분포를 따로

갖고 있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노심 하부로 출력이 면중되는

데 이렇케 되면 기준치와 닿라지므로， 연소가 진행되면서 정상 상태의 L
bank 삽입 강이가 점점 줄어틀어 주기 길이의 반을 넘으면 완전 인출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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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 5-3의 구간 5에서 Xe 농도의 감소로

생기는 정 반웅도가 D bank의 역할을 보조하고 있음과 비쿄하여 볼 수 있

다. 전출력으로 복귀한 후에는 역사 붕산 농도 조절을 통해 D bank의 최

소 삽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연 그럽 5-5처럼 출력을 낮춘 후에

도 D bank의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가 (구간 2) 출력복귀에 대비하는 방식

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물론 붕산 농도 조절을 통해 D bank의

움직임 없이 반웅도를 거의 완전히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경

우에 출력분포는 L bank의 독립적인 통착을 통해 척절히 유지된다.

위의 세 겸우에서 보다시피 운전 형태에 따라 D bank의 삽입 정도는 미

리 프로그램되어 있고 붕산 농도의 초절을 통해 원하는 삽입 정도를 유지

한다. 문제는 붕산 농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지에 있는데， 그 조절

논리가 D bank 위치 제어 계통(D bank position control system)의 논리

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즉 어떤 형태의 계획 운천이 요

청되면 운전원은 그 운전을 규정하는 인자들을 미리 setting하여 [55] 그

에 맞는 D bank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며， 그에 따라 붕산 t 농도 조절을

포함하여 자통으로 운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캉에서 본 바와 같이 D 빛 L bank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

적인 두 개의 폐회로 제어로 부하추종운전을 수행한다. 그러나 D bank의

삼엽 정도는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여기에 더하여 필요에 따라 D

bank에 합류할 후속 제어봉 그룹의 결정， 붕산 농도 조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 품을 포함하여 D bank의 움직임을 최척화하여야 한다. 개념척

으로는 매우 단순한 KWU의 논리지만 D bank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방법

이 바로 KWU의 know-how라고 판단된다. 제어봉 프로그램 최적화에는， 가

능한 한 조금만 삽입될 것과 삽입이 일사적이어서 곧 최소 삽입 위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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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올 것6) ， 붕산 제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와다. 그럼 5-6

에 개념적인 D bank띄 운전 영역을 보였는데 이 영역 안에서 운전 목표에

따라 최적 삽입 프로그램을 정하게 된다. 최척화를 롱하여， 핵연료의 연

소도 분포를 제어봉을 천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분포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고， 붕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 비교척 늦게까지 주

기말 부하추종운전이 가농하게 되며， PCI 문제를 피할 수 있다.

6) 핵연료의 연소도 분포에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요려는 목척과， 제어봉을

장기간 삽입하고 있다가 인출할 때 야기될 수 있는 PCl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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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요 계통

5.4.1 제한 계통 (Limitation Systems)

Res의 온도 및 압력. 중기발생기 수위 동 각종 운전 변수가 정상적인

자동 쩌1어 운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통의 경우 발잔소 정지까지 가

지 않고 상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의 척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KWU 원전의 체한 계통이란 여러한 경우 운전원이 수동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똥으로 동작하여 정상척인 제어 범위 안으로 회복시키는 계롱이다. 제

한 계통의 통작은 정상운전 충의 제어 통작에 우선하며 정상운전 범위로

각종 변수가 회복되면 정상운전 제어로 천환된다. 노심 정Al 계통이

on/off로 작동하는 것과는 탈리， 제한 계롱은 운전 멈위에서 벗어난 청도

에 따라 단계척인 동작 설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연속적인 제어 도

구라 활 수 있다.

위의 기능이 정상적인 제어 범위를 벗어나도 원자로 정지를 방지하는 것

잎과 달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로 정지를 피할 수 없는 이상 상태를

미려 방지하기 위해 청하고 있는 운전 제한 조건(Limi ting Condi tions

for Operation: LCO)7)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농도 가지고 있다. 보

통의 경우 운전원이 LCD 만족 여부를 계속 감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

동으로 제어해야 하는데 비해 KWU의 제한 계통은 이를 자동화한 것이다.

참고로 그림 5-7에 KWU 원전의 출력 채어 block diagram을， 표 5-2에 제

어 및 제한 기농을 보였다.

제한 계통 중에서 노심의 출력 제한을 보자. 중기 유량이 과도하게 늘

어남에 따라 노섬 출력이 허용 수준을 냄어 증가한다든지， 어떤 이상 상

황에서 출력옳 줄임으로써 (power cutback )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7) KWU 원전에서의 주요 LCO는 출력첩두계수(최대 출력벌도) . 최소 DNBR. 제어봉
삽입 갚이， 가압기 수위 동에 부과된다. 축방향 출력분포를 대표하는， 예률

틀어 Li I 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3차원으로 출력분포률 감시할 수 있는 고정 노

내 계측계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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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제어 및 제한 기눔 (KWU)

Associated Lar‘응e-size

Balance Operating Controlled by Deviations
Variable Li mi ted by

-Rx Power -Coolant T -CAs -Rx Power Limitation
-SG Output -Main Steam P ‘ TBN admission valves -Main Steam min/max
-Generator Power P Controls

I -Rx Power Limitation
-Feedwater Flow -SG Water L -Feedwater control

-SG Overfeed
-Main Steam Flow valves

Protection

-Coolant Make-up -PZR Water L -HP reducing station -Coolant Inventory
-Coolant Letdown -HP charging pumps Li mi tation

-PZR Heating
-Coolant P ‘ P Control

-Coolant P
-PZR Spraying Li mi tation

-Rx Power -CAs
-Global -CA Position -8하lk Position Control -8하1k Movement
Neutron Balance (Boron acid/demi- Limi tation

water injection)

-Local ‘ -Power -L B없11< -Power Density
Neutron Balance Distribution Li mi tation

Rx : Reactor T : Temperature CA : Control Assembly
SG : Steam Generator P : Pressure
PZR: Pressurizer 맨: High Pressure
TBN: Turbine L :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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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노심 출력 제한 기농어 자동으로 작몽하게 된다. 이 때 이상 상황이

란 국부 출력 과대， 불사 제어봉 낙하， 한대의 RCP 정지， 한대의 급수 펌

프 정지 퉁올 의미한다. 노심 출력 제한 기농이 작동하면 터빈/발전기측

의 출력 설정치는 무시되고， 노섬에는 온도 프로그램을 우회하여 제어봉

이 삽입되어 I&C 신호인 허용 출력준위까지 노심의 출력을 낮추며 이 때

터빈측의 셜정치도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빠르고 큰 폭

악 출력 강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 ~눈 4개의 제어봉을 낙하시킴으로

써 목척을 달성한다.

이제 출력밀도 제한 계통을 살펴보자. 다음에 설명할 PDD 체통의 출력

밀도 분포 선호로부터 현재 노심의 최대 출력밀도를 알 수 있고， 이를 최

대 허용 밀도와 \:1 1 교하여 허용치롤 넘어서면 제어봉 삽입을 통해 자동으

로 노심 출력을 줄이게 되며 이 때에도 터빈측 출력이 같이 내려가도록 한

다. KWU 설계의 특정은， 최대 허용 밀도를 정할 때 통상척으로 고려하는

DNB와 LOCA에 대한 고려에 더하여 PCl에 따론 제한과 부분출력 운전중 전

출력 복뀌가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틀 각 고려

항목중 최소값을 최대 허용 밀도로 하는데， 그 값이 고정적이지 않고 노

심 상태에 따라 바핍으로써， 물론 자동으로 작동하는 출력밀도 제한 계통

이 있다는 자체로도 그러하지만， 최대의 운전 여유도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따라서 KWU 원전은 출력 복귀 농력이 ‘뛰어나고， 핵연료

건전성 문제 때문에 출력 상승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 유연성

이 좋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자통 제한 계통틀을 사용함으로써 부하추종운전 충에 운전원

의 감시 및 수통 제어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또 설계 여유도를 최대

로 이용하면서 최척의 방식으로 운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정척이고

선뢰성 있게 전력망의 요구어f 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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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노섬 감사계통

KWU의 노심 감시계롱의 설계는， 감사껴1롱이 노심의 국부적인 출력 밀도

를 정확하고 선뢰성 있게 감시할 수 있으면 있을 수록 노심의 설계와 운전

에 어유가 커진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따라서 일찍부터 그 개발에 노력

을 기울여왔다. I

KWU 원전의 노내 계촉계통은 이통형 계측기로서 aeroball 계통과 고정

계측기로서 PDD(Power Distribution Detectors) 계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5-8에 이틀을 보였는데 계통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셜명은 피하기로

한다[50(App.4) 참조].

Aeroball 계통은 필요에 따라 노심 상부로부터 강철 ball을 공기압으로

노내에 삽입하여 방사화 정도로 3차원 출력분포를 측정하는 계롱으로서，

자료 처리를 포함하여 약 10분이면 mapping을 끝낼 수 있으며 노심이 과

도상태에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는 노심 설계를 확인

한다든가 PDD를 쿄정하는데 사용된다.

PDD 계통은 on-l ine , 3차원으로 노심의 출력 밀도를 감시하는 계통으로

서， POD 신호는 출력분포 제어에 쓰이고 출력 밀도 채한 계통을 거쳐 자

풍으로 노심 출력을 제한하는데도 쓰인다. 1300 MWe 원전에는 8개의 집

합체 위치에 각각 1개씩의 PDD finger가 배치되어 있고 한 finger에는 6

깨의 self-powered (n , p) type의 계측기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다.

항상 노심의 상태를 신뢰성 있게 자세히 감사할 수 있고， 펼요하면 출력

제한， 출력밀도 제한， 제어봉 동작 제한 계통 풍을 통해 자동으로 노섬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장비로셔 위의 aeroball 및 PDD 계롱은

KWU 원전의 상용 부하추종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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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핵연료의 성농

KWU에서는 부하추종 운천이 핵연료 노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명가하

기 위해. HFR (Petten) 과 Obrigheim 의 두 원자로에서 일일 부하추종운전

을 수행하여 핵연료봉 노내 생농이 좋음을 확인하였다 [56] . 또한 power

ramp test를 수행하여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고 도달 가농한 최대 선형출

력을 연소도의 함수로서 찾아냄으로써 부하추종 운전시의 ramp rate를 제

공하였다. 아래에서 피북관의 피로와 PCI 문제를 KWU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혜본다.

5.5. 1. 피복관 피로

KWU는 장기간에 걸친 실험 및 분석을 봉해 부하추종 운천이 피로의 관

점에서 핵연료의 노내 건천성을 악화시커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피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00-1200 일 (3-4 년) 동안 일일 부하추종

운전을 하여도 핵연료봉 및 집합체 모두의 측면에서 손상 한도에 도달하

지 않았다. 현재까지 최악의 조건하에서의 수행된 설혐은 8 개의 핵연료

를 30 MWd/kgU의 연소도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400 W/cm의 선혐출력으로

886 주기동안 부하추종 운전된 경우이다. 실혐후 분석에 의하면 이 경우

의 핵연료와 정상상태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연소된 핵연료와 별다른 차

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50] ‘

5.5.2 PCl

KWU에서는 부하추종 운전 조건하에서 PCI를 방지하기 위해， 방대한 실

험자료와 발전소 운전 자료로부터 도출된 RSST 개념 [57] 에 근거하여 원자

로를 제어하고 있다. RSST 깨념이란 핵연료의 건전성 명가에 이용될 수

있는 4 개의 인자 (power Range , power Step , Speed of power increase,

or Time at transient overpower) 충 최소한 어느 한 개악 인자만이라도

한계값 이하로 존재하면， 핵연료의 PCI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4 개의 인자에 대한 한계값은 실험자료에 의해 결정된다. R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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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염을 이용하여 PCI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읍의 항목들이 필요하다. 첫

째， 노내 계측기를 이용한 국부 션형출력의 계속척 측정， 똘째， 정상상태

몇 천이상태 하에서 출력분포의 자동 제어 및 최척화， 첫째， 출력이력에

따라 변하는 PCI 한계를 초과하지 않가 위한 국부 션형출력의 계속적 측

정 및 제한， 넷째， PCI 한계를 고려한 제어봉 구동 계획 퉁이다 [50]. KWU

는 현채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RSST 개념에 근거하여 원자로를 운전하면

부하추종 운전이 핵연료의 노내 성능에 아무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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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품의 기계 설계

KWU 원전의 가압기 수위 제어 프로그램은 출력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되

어 있으며 냉각재 명균온도 프로그램도 50% 출력 이상에서 역시 일정하

다. 따라서 l차측의 기기/부품이 운전 과도로 받는 옐적 웅력은 다른 원

전에 비해 작으며， 기계적 성농 관점에서 유러한 점이라 하겠다，

표 5-3에 1300 MWe 원전 설계에 척용하는 설계 기준 사건의 종류와 빈

도를 보였는데， 여기서 원천 설계 수명은 40년이다. 출력을 내렸다가 5

분 이내에 다시 원래 출력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l회의 계단형 출혁 변화

로 취급하고 있고， 경사 변동의 변화옳은 분당 10% 출력이다. 이 표와

표 3-5, 6.2.3.4의 AP600 경우와 비교해 보면 KWU논 설계 과도 횟수를 다

른 원천의 경우보다 매우 크게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도와 수위 저1

어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점이 이렇게 훨씬 잦은 과도 상태에 대해서도 기

기/부품의 기계적 건전성 유지에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아놓뜬 이를

통해 주파수쩌1어운전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부하추종운전을 하는데 상대

‘적으로 기계적 성능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터빈의 웅력 문제는 KWU가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 충의 하나인데， 제한

계통의 하나인 터빈 웅력 제어 계롱을 통해 필요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 설

정치를 자동으로 제한함오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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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설계 기준 사건 및 횟수(KWU)

사 건 횟 d.ι「

Step: 10"AiP 100, 000 (6.8/Day)

Ramp:
100-80-100%P 100, 000 (6.8/Day)
100-60-100%P 15, 000 (1. O/Day)
100-40-100%P 12, 000 (0.8/Day)
100-20-100%P 1, 000 (2.1/Month)
100- 0-100%P 400 (0.8/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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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술 개발 전망

KWU 원전의 부하추종운전 농혁은 현재로서도 전혁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충분하며， 각종 체한 계통이나 3차원 노심 감시 기술 동 운전에 도울

을 주는 계통틀이 있어서 상용 운전에 부담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명가된

다. 따라서 KWU는 현채의 노심 제어 기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

며 계롱에 대해서도， 척어도 부하추종운전 능력을 향상시킬 목척으로는，

개발을 더 91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부하추종운전에 붕산 농도를 초절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기

말에서의 운전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붕산 사용을 극소화하는 노력이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면 역시 핵연료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초기

기동시나 장시간의 부분출력 운전 후 출력 상승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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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미국의 기술 동향

6. 1. ABB-CE

6. 1. 1. 캐요

미국 CE사가 설계한 원전을 구분하면 전(pre) System 80 세대， System

80 세대， System 80+ 세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천원 구성상 원천의

부하추종운전을 크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CE 발전소의 상용 부하추

종운전 늄력은 입증된 바 없다. 영광 3 ， 4호기논 System 80을 참조 발전

소로 하고 부하추종운전 능력을 포함하도록 요청한 발전소이며， 개량

(evolutionary) PWR로서 System 80+은 여 러 가지 새로운 설계개념을 도입

하고 있으면서도 부하추종운전에 관한 한 현채로서는 영광 3 ， 4호기에 사

용한 개념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가 때문에， CE의 부하추종훈전 기술 검

토에 기준이 될 만한 발전소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념상으로는 영광

3 ， 4호기의 부하추종운전 기술을 기준으로 CE의 기술을 검토하되 자료가

허락하는 한 System 80+를 우선척으로 보고자 한다.

System 80+의 부하추종운전은 크게 두 가지 특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

는 통상적인 3 그룹의 제어용 채어군 외에 2 그룹의 PSCEA(Part Strength

Control Element Assembly)를 따로 두어 추가적으로 축방향 출력분포와

반웅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차원의 노심감사계

통인 COLSS를 사용함으로써 운전 여유도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RPCS와

MDS라는 계통을 가지고 있다는 잠도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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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노심 제어 기법 [58-62]

System 80+의 부하추종운전 능력은 영광 3 ， 4호기와 다를 바 없고 영광

의 경우 이미 제3장의 표 3-1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림 6-1은 System 80+의 제어군 배열을 보인 것인데， 영광 3 ， 4호기가

정지용 체어군 2 그룹， 제어용 제어군 5 그룹. PSCEA 1 그룹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3 그룹의 제어용 제어군과 2 그룹의 PSCEA를 쓰고 있

다. PSCEA는 Inconel 봉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댄 Part Length CEA의 역할

을 대신한 것이다. 표 6-1과 6-2에 정리한 CESSAR 자료에서 보다시피

PSCEA의 반웅도가는 제어용 제어군과 버쿄하여 작은 값이 아닌데도 삽입

‘ 시에 반경방향 첩두출력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특정이 있으며 출력

준위별 삽입 한계가 없다. 따라서 제어용 제어군과 멸도로 PSCEA를 사용

함으로써 반웅도와 축방향 출력분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PSCEA를 촉방향 Xe 진동의 억제 및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용으로 사용할

때 이에 따른 반웅도 변화는 제어용 제어군이 보상하채 되며， 반웅도 조

절량을 예상할 수 있는 계획 부하추종운전의 경우에는 미세 초절은 어렵

지만 반웅도 조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PSCEA는 수통으로 운전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원 부담의 관점에

서 상용 운전에는 한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영광 3 ， 4호기 경우 운

전 성농을 계산을 통해 보이면서， COLSS 라는 감사계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축방향 옳력분포를 나타내는 지표인 ASI가 기술지침서의 허용범

위인 ±O. 28 (COLSS 운전시)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61 , 62]. 이 경우대로라면 허용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출력분포 제어

목적의 PSCEA 조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지만， 실제 운전절차 상

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ASI를 제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PRI URD의 출력 조정 운전시 붕산 농도를 조절하지 말라는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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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체어군 반웅도가 (System 80+)

반웅도가 (%l1 p, 1추기 )
제어봉유형

2 MWD/KgU 14 MWD/KgU

Shutdown CEAs -12.70 -14.10

R웹마샤때·따

Group 1 -1.32 -1. 31
Group 2 -0.48 -0.46
Group 3 (Lead) -0.22 -0.33

PSCEAs
Group 1 -0.37 -0.39
Group 2 (Lead) -0.27 -0.20

Total -15.36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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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반경방향 출력첨두계수 (System 80+)

반경방향 첩두계수

열
2 MWD/KgU 14 MWD/KgU

Unrodded 1. 38 1. 39

Group P2 1. 37 1. 41
Group P2 + PI 1. 35 1. 43
Group P2 + PI + 3 1. 45 1. 55

Group 3 1. 45 1. 55
Group 3 + 2 1. 57 1. 59
Group 3 + 2 + 1 1. 60 1. 57

Group P2 + 3 1. 47 1. 58
Group P2 + 3 + 2 1. 57 1. 60
Group P2 + 3 + 2 + 1 1. 60 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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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80+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알펴보자[59 ， 62]. 영팡 3 ， 4호

기에서는 이미 표 3-1에 보인 바와 같이 출력 결손과 Xe 농도 변화에 따

른 반웅도 변화를 어떤 수단으로 감당할 것인지에 따라 운전 전략을 구분

하고 있다. 이 때 촉방향 출력분포는 PSCEA를 사용하여 항상 잘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System 80+에서 붕산 사용을 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논

수단은 제어봉과 감속재 온도 변화 밖에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네 가지，

즉 PrXr , PrXrt , PrtXr , PrtXrt 전략 충의 하나를 써야 한다0 ， 그러나

실제로 허용할 수 있는 감속재 온도 변화의 크기눈 제한척이어서 특히 일

일 부하추종운전처럼 큰 폭의 출력 변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PrXr 전략 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System 80+ 표준 안전성분석보고서 (CESSAR-DC) 제

4창의 봉산 농도 변화 없이 2) 100-50-100 %P, 14-2-6-2 HR의 일 일 부하추

종운전을 모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 PSCEA(PSCEA 그룹 2)가

완전히 삽입된 상태에서 출력 감발 운전을 시작하여 음의 반웅도를 주기

위해 PSCEA 그룹 l과 제어용 제어군을 사용한다. 부분출력 유지 중에는

Xe 농도 증가에 따라 체어용 제어군 및 PSCEA를 점차 인출하며， 출력을

올릴 때도 역사 PSCEA 인출을 통해 반웅도를 제공하다가 전출력 복귀 후

Xe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다시 PSCEA가 삽입된다. 운전 시작 후 24시간，

죽 한 주기의 일일 부하추종운전이 끝난 시점어f서 PSCEA 그룹 2는 역시

완전 삽입된 상태로 있게 된다. 어기서 지척할 것은， BOC의 부하추종운

전을 모사한 경우 제어용 제어군이 삽입된 시간은 출력 감발 시작 약 l시

1) 대문자는 반웅도 변화 원인을 나타내는데 P와 X는 각각 출력결손과 Xe 효과를
의미하며， 소문자는 반웅도 제어 수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r과 t는 각각 제어

봉과 감숙재 온도를 의미한다. 예흘 들어 PrXrt 전략은， 출력결손은 체어봉

으로 감당하고 Xe 효과는 제어봉과 감속재 온도 변화로 감당하는 전략이다.

2) CESSAR-DC의 chemical shim contI‘。l 항목(4.3. 1. 10) 에는 붕산율 핵연료 연소

효과 뿐만 아니라 출력준위 변화에 따른 Xe 효과를 보상하는데 쓴다고 되어

있다. 설계 개념상 붕산 농도 조절을 부하추종운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

는 것은 아니 며 , 다만 EPRI 때D의 붕산 배제 요건율 충족할 수도 있다는 것율

보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경우률 분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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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후부터 출력 감발야 끝난 얼마 후까지 이고 이후에는 전혀 제어용 처1어

군의 역할이 없다는 점이다· 90% EOC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데， 이렇케 전체 24시간 운전 충에 l시간 남짓 청도만 자동으로 움직이는

져l어용 제어군이 쩨입한다는 것은 나머지 시간 동안 운천원이 계속 PSCEA

를 수통으로 조절하여 반웅도와 축방향 출혁분포를 같이 체어해야 합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이러한 전략으로 반복적인 상용 운전을 할 수 있을 지

의심스렵다3) .

촉방향 출력분포 채어에 대해서는 영팡 3.4호기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l0]. 원자로 출력이 50%를 냄을 때에는 ASI를 명형 ASI(ESI: 전출

력 r unrodded , Xe 명형 상태의 AS!) 에 가능한 한 가깝게 유지하여야 하며

ESI는 최소한 l깨월에 한 번 씩 교정한다. 과도상태에서 ESl 土 0.01 범

위 내로 ASI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부하추종운전사 제어봉보다는 붕

산 농도 초절을 통해 출력을 올리거나 내럴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출력을 올릴 때에는 기술지침서를 준수하며 중기우회계통이 작똥하

지 않는 범위에서 노섭 명균온도콜 설정치보다 약간 높게 유지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이렇게 영광 3 ， 4호기에서 반웅도 변확를 봉산 농도 조절로

감당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PSCEA블 거의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용으로 사

용할 수 있으므로， System 80+에서 반웅도 조철을 PSCEA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PrXr 전략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일일 부하추종운전에 제어봉 만을 사용함으로써’ 특히 붕소회수계통띄 운

전， 유지비용이 줄고 방사능 피폭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장시간의 수동 운전이라는 자체도 문제려니와 PSCEA 움직임의 방향 결정과 같

은 판단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률 들어 PSCEA가 노심 높이외 약

112 이상 삽입된 상태에서 출력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면서 PSCEA률 인

출하면 출력분포가 오히려 노심 상부로 면중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2 그룹의
PSCEA를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면 판단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116 -



6. 1. 3 주요 관련 계통[59 ， 60]

여기서는 System 80+의 계통 중에서 다른 NSSS 제작사의 설계와 kJ l교하

여 특정척인 점을 중심으로 이들이 부하추종운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기술한다. System 80+의 비안전 관련 제어계통들은 Nuplex 80+라 불리는

Advanced Control Complex(ACC)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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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S는 발전소의 각종 운전 변수를 입력으로 발전소 전산기의 Data

Processing System(DPS)에서 계산을 통해 1) DNBR과 선형출력에 근거를

둔 노심 최대 가눔 출력준위까지의 여유도J 2) 방위 출력면충 (azimuthal

ti 1t ), 3) AS I 정보를， 펄요한 경우 경보와 함께，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운전 지원계롱을 겸한 노심 감시계롱이다. 특히 COLSS는 고정 노

내 계측기4)를 이용함으로써 노심의 상태를 3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

로， 촉방향의 l차원 정보를 가지고 운전을 제한하는 경우보다 운전 여유

도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부하추종운전 중에 노심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감사할 수 있고， 특히 일일 부하추종운전에서 천출력으로 복귀할

때 현재 출력준위에서 상승 가농한 출력준위까지의 여유도를 계속 감시할

수 있으므로 여유도의 변화 추세를 보아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여유가 있다. 다만 COLSS가 제공하는 상한 출력준위( Power Operat i ng

Limi t: POL)까지의 여유도 계산에 PCI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첨에서，

비록 통상적으로 DNB가 가장 제한적인 요소라고는 하나， 부하추종운전충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데는 완전한 정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

4) Sys tem 80+에는 모두 617H 집합체 위치에 고정 노내 계측기률 넣고 있는데，

각 위치마다 5개의 self-powered Rhodium 계측기를 노심 높이의 10, 30, 50 ,
70. 90% 높이에 두고 있다[59{Ch.7.7.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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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한편 COLSS의 정보는 역사 ACC의 한 구성 계통인 MDS어1 체공되어 NSSS

사용넘지 않도록 자동으로 출력 변화를 체한하는데

MDS에 대해서는 6. 1. 3. 4에서 더 설명한다.

의 운천제한 초건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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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따라 계산되는 노십 명균옴도 설정치RRS는 고압 터빈 충동실의

와 실제 명균올도의 오차 선호에 따라 쩨어용 제어군을 통작시켜 명균온

Westinghouse나 Framatome도를 설정치로 유지하논 자동 쩨어계롱이다.

달변하는 프로그램과는온도차이에 따라 구동속도가 선형적으로설계의

크기에 따라 3"/min와System 80+ 쩌써봉의 구동 속도는 올도 오차의리，

조정에는 다소 불리한따라서 출력 변화율의30"/min 두 가지 뿐이다.

점이 있다.

6. 1. 3.3

RPCS논 커다란 부하 상실이나 l개의 주급수 펌프의 정지 상태에서도 원

Reactor Power Cutback System (RPCS)

져정해 놓윤 제어봉올 자유낙하시킴으로써자로를 정지시키지 않고 미려

영광 3 ， 4호기의노심 출혁을 급허 내럴 수 있도록 하는 제어 계통이다.

정격

양을 고려하여

경우 중기우회계통을 통해 복수기 dump로 처리할 수 있는 중기량은

여기에 NSSS가 흡수할 수 있는출력의

즉각 약 75% 이하로 노심 출력을 내릴 수 있으며

55%에 해당한다.

이후 적절한 제어를 통

고리 3 ， 4호기해 55% 이하로 노심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양은 10% 출력 정도노심 제어로 내렐 수 있는풍의 경우 천부하 상실시

dump대기부하 상설 수용 농혁윤 우수하며，버해 CE 원전의이에로서

만족할

펌프와

요구사항을

수l급
’
수l또한 RPCS플 도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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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라 할 수 있다.o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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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우회 밸브의 용량이 줄어툴게 된다.

Waterford 3호기에서의 시험과 System 80 원전인 Palo Verde 1효기의

차례의 실제 상황에서
1::
T및출력상송시험 충의 세 차례에 걸찬

RPCS가 부하상실에 잘 대처함을 보이고 있다.

시험

‘‘.,/뻐
/
-
-
-
、망

·*‘와
na

뼈태
nu‘

L

빠탬
u”

MDS는 영광 3 ， 4호기에는 없으나 Nuplex 80+에 포함되는 한 계롱으로서，

출력 과도상태로 NSSS악 운전제한치를

출력

6. 1. 3. 4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터빈/발

요구치( load부하제어기이다.부하제한하는변화를전기의

reference)를 발전소 보호계롱이나 COLSS 동에서 쩨공하는 각종 제한값과

비교하여 만일 부하 요구치대로 탁반 출력을 변화시킬 때 원자로 정지나

eOLSS 제한치 동을 념을 것으로 예측되면 부하 요구치를 자동으로 변화시

최대 가농 출력 증가켜 그러한 상항을 방지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c율을 항상 계산을 통해 가지고 있는데 제한치에 접근합에 따라 그 값이

차 작아Al 케 되며， 만일 운전 제한치를 념게 되면 최소 출력 감소율을 생

산하여 출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특히 주따수제어운전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때에는 급전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빠른 출력변동을 허용할 수 있고 NSSS나 노심의

거동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변에서 그려하다.

MDS는 부하추종운전 ,

MDS는80+의System받았으며，특허를미국의11월1974년MDS는

Arkansas Nuclear One (AND) 2호기와 Waterford 3호기의 MDS에서 개선된

것이다.

eves의 차논리논 다른 원전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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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의 압혁 및 수위 제어

6. 1. 3. 5



어점이지만， 수위 제어를 위해， 충전의 경우 운전하는 충천 펌프의 개수

와 제어 밸브를 조절하는데， 충전 유량 제어용 밸브는 System 80과 달러

System 80+에 새로 도입한 것이다. Letdown의 경우 역시 제어 밸브를 사

용하는 점이 Westinghouse 의 orifice를 사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특

별히 추파수제어운전과 같이 잦은 가압기의 제어 통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기의 기계적 피로가 증가한다. 이를 완화하고자 영광 3.4호기를

대상으로 수위제어 방식을 개선하는 연구도 있었다 [63] .

System 80+의 eves는 위와 같은 차이점 외에 붕소열재생계롱을 사용하

지 않는다는 점과 total recycle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Total recycle이란 생성되는 모든 폐수를 분리， 정화， 정수하여 재사용한

다는 개념인데 이에 따라 관련 계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부하추

종운전으로 생성되는 액체 폐기물의 처리가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념은 상용 부하추종운전에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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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4 기술 개발 전망

System 80+는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윤 발천소이므로 운전 경협상 노출

된 문제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PSCEA를 사용하는 논러라든

가 MDS, RPCS 퉁 계롱이 설계요건으로 추어진 부하추종운전 형태를 따라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선운 영광 3 ， 4호기의 부하추

총운전 성능이 실제 운전상 겸충되어야 할 것이며， 이 보고서에서 부하추

종운천의 영향이라고 분류한 계속척인 운천에 따른 소위 누척 효과 검토

는 장기간의 상용 운전 경험이 필요한 것이어서 CE 원전의 부하추종운전

농력은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넌 것으로 보인다.

PSCEA를 수동으로 운전한다는 점과 PSCEA가 반웅도와 출력분포 제어라

는 이중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운전원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점

에서 PSCEA를 사용하는 논리 대신 다른 노심 제어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도 한데， 우리 나라악 Mode K를 대안으로 하는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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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Westinghouse

6.2.1 개요

미국 전력망 특성상 원전의 부하추종운전이 크게 요청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Westinghouse 원전의 부하추종운전 경험은 상당하여서 1988년의 자

료[64]를 보더라도 Zion이나 Prairie Island의 경우 200-300회 이상，

Point Beach의 경우는 1300회 이상의 일알 또는 주말 운전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겸험을 롱하여 액체 폐기물의 처리나 운전 방식의 개

선이 계속해서 요청되었고， 운전원을 지원하는 계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Westinghouse의 부하추종운전 기술 개발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20(제3장)]. 1974년까지의 전통척인 좁은 band의 CAGC 운전 단계가

첫 단계여고 이푸 1978년까지의 ILFP (Improved Load Follow Pacakge)를

갖훈 기술이 제2단계이다. ILFP에서는 선행 제어용 제어군(bank D)의 반

웅도가를 낮추었으며 CAGe band를 확장하였고 출력 상숭시 노심 온도흘

낮추는 기법을 사용하여 출혁복귀 능력을 높였다. 이 단계에서 붕소옐재

생계통(BIRS) 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다음 단계는 운전 허용범위를 획기

척으로 넓힌 RAGC (Relaxed Axial Offset Control) 운전 단계로서 1983년

까지 7R발되어 Point Beach 1 ， 2호기 뭉 15기 이상의 많은 발전소에 도입

되었다. 다음 단계는 AP600에 척용하고자 하는 MSHIM 기법 단계로서 원

격 및 국부 주파수제어운전까지를 포함한 부하추종운전 능력을 확보하고

자 한다. 단계를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CAGC과 RAGC은 축방향 출력분

포의 운전 허용범위에 대한 것이고 MSHIM 기법은 제어봉 설계에 대한 것

이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어떤 제어봉 설계로 어떤 허용범위를 지키는

운전을 할 것인가를 조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운전 목척에 따른 운전 전략

을 다시 조합할 수 있다. 그램 6-2에 그러한 관계를 정리하여 보았다.

제어봉 설계를 기준으로 그렴을 보자. 표준 설계의 경우 원래의 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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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전략~ l 제어봉 설계 I -
여
「-

-
-
여
。-

-
용-

-
허-

-
전-

-
。τ- l 운전 천략* I

마TR Standard y CAOC 、 > CNTR
、、 끼~ Design / ‘、、 //

、 /', - / ‘ 、 /
、 ， I ' ‘ /
/、 I ' 、 Y

/ V / / 、, I、， A 、, , ~ / ‘, I 、 , , 、

MINB ‘ ~ Reduced \ / Widened < ‘ > MINB
D Bank Worth '\. / CAOC

MSHIM SPINR
(뼈XSR)

SPINR
(빼XSR)

RAOC

* CNTR to maintain the most safe core condition,
MINB to minimize the boron control , and
SPINR (MAXSR) t。 뼈ximize the return-to-power capability.

그림 6-2 노심 제어 기법과 운전 전략 연관도 (Westi뼈l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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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를 준수하여야 하며 CNTR 천략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MINB나 SPINR

전략을 쓰기에는 매우 제한척이다. ILFP의 설계논 주로 MINB나 SPINR 전

략을 위한 설계로서 확장된 CAOC band를 ’준수하게 된다. MSHIM 설계 역

사 MINB와 SPINR 전략(MSHIM에서논 특별히 MAXSR이라 합)을 위한 설계로

서 현재로서는 확장된 CAGC band를 척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연 이

그럼은" RADC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MINB 및 SPINR 전략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제 노심의 제어와 관련하여 CADC과 RADe을

간략히 설펴본 다옴 MSHIM 기법과 부하추종운전과 관련된 특정적인 계똥

을 살i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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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노심 체어 기법

6.2.2.1 축방향 출력분포 허용범위

그립 6-3 (a) , (b)에 각각 CAOC과 RAoe 운전 허용영역의 예를 보였다5) .

원래의 CAoe band는 기준 H에서 보통 ±5 %~l의 크기를 가지며， 확장된

CAOC에서눈 +6, -9 또는 +3, -12 크거이다. 확장된 CAOC 운전을 하더라도

제l주기 노심의 주기초 3000 MWD/MTU까지는 핵연료 선행 조건이 만촉되지

않았다고 보고 土5 %~l band를 준수하도록 한다. CAOC의 경우 저출력에서

는 band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데， 출력 90% 이하 50% 여상에서， 주어

진 band를 벗어나 있는 누척시간 (accumulated penalty time)이 24시간 중

l시간 이내로 짧을 경우에 국한하며6) ， 50% 출력 이하에서는 이탈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반해 RAoe은 캐념척으로는 CAGC 운천의 band를 벗어

나는페 대한 누적시간 제한을 아에 없앤 것이며， 실제로는 출혁 9096 이상

100% 범위에서도 허용범위가 커졌다.

~I의 허용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살펴보자. 촉방향

출력분포에 대한 제약이 줄어옮으로써 제어봉을 반용도 제어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붕산 농도 초철에 관련된 계롱의 부람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펼요한 경우 상대적으효 깊이 제어봉을 삽입할 수 있으므로 출력

복궈 능력도 향상되였다. 또한 출력분포를 제어할 목적으로 제어봉윷 수

통으로 운전할 필요성과 붕산 농도 조절 필요성이 줄기 때문어[ 운전원의

운전 부담도 줄게 되었다. 아울려 RAOC을 도입함으로써 기술지침서가 단

순화된 점과 비교척 높은 출력준위에서 노내/노외 계측기의 보정이 가능

5) CAOC 영역은 이미 그힘 2-4에 보인 바 있으나 비교률 위해 여기에서 다시 보

인다.

6) 누척시간을 계산할 때 출력 50% 이하 15% 이상에서는 실제 시간의 112올 누척

셔간으로 한다. 50% 이하에서의 누적시간을 따지는 이유는 50% 이상으로 출

력을 눔여 갈 때률 위한 것으로서， 50% 출력 이하에서 누척시간이 l시간 이상

이 환 상태에서 출력을 50% 이상으로 높이고자 할 때는 누척시간이 1시간 이

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I률 허용 band 이내로 회북시킨 후 출력을 올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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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점도 장점으로 몹을 수 있다. 그러나 RADe을 채택한 발전소라 하더

라도 실제로 운전원이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농한 한 t1 1를 기준치로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며. Westinghouse도

특별한 경우가 아나면 eAGe 운전절차를 따를 것을 핀고하고 있다. 따라

서 잠재적으로 운전의 유연성이 늘어닝다는 점 외에 실제 부하추종운전에

서는 크게 달라질 갯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7) ， 바로 이러한 점이 보다 개

선된 MSHIM을 개발하고 AP600에 도입하고자 하면서도 RAGe을 같이 사용하

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8) .

6.2.2.2 MSHIM 기법

MSHIM( 밴echanical 쁘핀)의 셜계 목표는 가능하다변 전척으로 제어봉을

사용하여 부하추종운전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붕

산 사용을 줄이고 주기말의 부하추종운전 가농 시점을 연장하며 신속 출

력복퀴 농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기초한 것이다. 아울러 운천 절차가

단순해야 하고 기존의 설계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

하여야 한다.

MSHIM 기법의 특정은 반웅도 져1어와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군을 따로 둔다는 것인데， 반웅도 제어용이 MSHIM 그룹이며 출력분포

제어용이 AD 제어 그룹(AD bank) 이다. 이들의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MSHIM 그룹의 반웅도가나 충첩의 정도는 그 삽입 정도에 따른 AD의 변화

7) 그러나 원자로 정지 후 출력 상송시， 륙히 주기 후반의 짧윤 거간의 정지 후

출혁 상승시에는， RAOC의 허용범위가 크기도 하지만 주로 누척시간 제한이 풀

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

된다. Duke Power 의 McGuire 1 ， 2호기에서 아를 통해 얻는 이묵은 한번에 미

화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6힘.

8) AP600의 표준 안천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66(Ch.16)]는， 비룩 하나의 보기

로서 제시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CAOC diagram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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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가 되도록 결정하며， 같은 반웅도를 줄 때 반웅도가가 작은 bank

가 른 bank보다 AD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일반적인 현상에 기초하여.

MSHIM을 gray bank로 설계한다. 한펀 AD bank는 그 삽입 또는 인출에 따

른 AD의 변확 방향이. AD bank의 동작에 따른 반웅도 보상을 위한 MSHIM

의 동작에 무관하게， 일정하도록 설계한다.

그림 6-4에 AP600의 제어군 배열을 보였는데 MO부터 M3까지 4개의

MSHIM bank와 l깨의 AD bank, 그리고 3개의 정지용 bank가 있다9). MO와

M1 bank는 한 cluster 가 Ag-In-Cd 봉 4개와 30488 봉 207»로 구성되 며 이

두 bank를 AP60b에서는 GRCA(Gray Rod Cluster Assembly)라 부른다. 나

머지 bank는 Ag-In-Cd 봉 24개로 한 cluster를 이룬다. M bank들은 삽입

순서와 중첩을 지키면서 자통 또는 수동으로 움직이며 AD bank 역시 자통

또는 수동으로 움직인다. 표 6-3과 6-4에 AP600의 책 l주기 반웅도가와

반겸방향 출력첩두계수 자료를 정려하였다. CE의 PSCEA 처럼 MO와 M1

bank가 light bank이기는 하지만 반웅도가는 PSCEA보다 훨씬 크고 따라서

갑입시 출력첩두계수도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MSHIM 기법의 운전 방식은 표 6-5에 보인 것 쳐럼 목표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나쉰다. 산속 출력복뀌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MAX8R 모드에

서는 MSHIM bank를 출력준위에 따라 머리 정한 깊이까지 수동으로 삽입하

며 AD bank는 자통으로 출혁분포를 제어하는데. 이 때 반웅도 조철온 붕

산이 담당한다. 이 러한 운전은 앞에서 본 프랑스의 Mode G 운전과 같은

방식이다. 붕산 농도 조절을 최소화하려는 MINB 모드에서는 M8HIM이 자

통으로 반웅도를 제어하며 AD bank를 수동으로 움직여서 AD를 제어한다.

4-1oop 원전에서 MINB 모드. ±5 %t11 범위로 12-3-6-3 HR, 100-50-100 %P

의 일일 부하추종운전을 모사 계산한 결과를 보변. BOl (900ppm)과 EOl

9) 기존의 4-1oop 원천에는 3개악 M bank와 1개의 AD b뻐k. 4개의 정지용 bank를

사용한다. 노심의 크기가 달라지면 그 숫자논 달라질 수 있으나， 요컨대 본

문의 설계 기준은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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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쩌1어군 반웅도가 (AP600)

Reactivity Worth , pcm

B하11<
at HlP, No Overlap

BDL, no Xe EDL, Eq.Xe

MSHIM

MO 509 420
Ml 602 609
h껍 835 726
M3 1141 1249

AD bank 187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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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반경방향 출력첨두껴1수 (AP600)

배열
Fx/

BOL EOL

Unrodded 1. 39 1. 22

MO 1. 43 1. 33
MO + Ml 1. 48 1. 33
MO + Ml + M2 1. 47 1. 40

AO 1. 55 1. 27

- 131 -



표 6-5 MSHIM 운전 전략

Control
MSHIM bank AO bank Boric Acid

Mode

Manual:
Used to follow Xe

MAXSR Insertion = Automatic
transient

f(power level)

Used to reposition
Mor AO bank. as

MINE Automatic Manual
required to keep
insertion limi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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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ppm)에서 letdown 유량이 각각 기흔 방법의 1/4과 115 정도로 크게

줄었다[67] .

이제 AP600의 부하추종운전 방식을 살펴보자[66(Ch.4 ， 4.3.2.4.16)].

AP600에서는 출력 30% 이상에서는 출력변동에 따른 Xe/Sm 과도 제어용으

로 붕산 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l이. 이를 위해 일

일 부하추종운전에서 출력을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MO bank를 완전히 삽

입하고 있음으로써 이후의 Xe 중가에 따른 반웅도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AD bank 역시 자동으로 운전되는데. M bank는 거의 인출， AD

bank는 약간 삽입된 전출력 병형상태의 AD 값에서 10%가 작은 값을 AD 제

어의 목표치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운전울 롱하여 AP600에서는 95% 주

기말까지 (일 일 ) 부하추종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장기

깐의 삽입에 따른 핵연료 연소도의 이상 분포를 막기 위해 MO와 Ml bank

의 위치를 주기척으로 뒤바분다.

기존의 노심 설계에 MSHIM 기법을 도압합 때에는， MSHIM 기법에서는 제

어봉 사용을 극대화하기 하기 위해서 삽입한계가 기존의 경우보다 더 깊

어지므로 안전성과 관련하여 shutdown margin 문제가 제기되며， 역시 필

연적으로 F뻐도 커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6.2.2.3 감속재 온도 변화 운전 기 법 [20 , 68 , 69]

CADC 운전 범위를 유지하면서 부하추종운전 능력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

로서 Westinghouse 는 감속재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온도

감소를 도입한 운전 방법으로서 ELF(Enhance Load Follow) 방법에서는 원

자로 입구 온도를 프로그램 온도보다 낮춤으로써 감속재 반웅도 퀘환에

10) AP600에는 붕소회수계롱이 없어서 RCS에서 cves로 유출되는 유출수

(effluent) 를 재사용하지 않으며. 간헐척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eves률 운전

한다. 따라서 CE의 경우와는 탈리 반드시 제어봉만으로 부하추종운전울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용(常用) 운천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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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반웅도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붕산 희석 요구량이 줄어틀어 관

련 계롱의 부담이 줄 뿐만 아니라 I:f l교척 빨리 정반웅도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특히 주기말과 같이 붕산 농도가 낮은 상횡에서 출혁복퀴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변 ELF 방법에서는 기폰 CAGC band 대의

운전을 유지하되 ,U 목표치를 수정합으로써 체어봉이 더 깊이 삽입되어

있올 수 있도룩 하였다.

그립 6-5에 옴도 감소 운전의 한계를 보였다. 온도 감소의 정도는 초

속기 밸브의 물리척 제약(그럽의 throttle valve limit)과 중기중 습분

제한(C-16 Interl9ck Limit)으로 한계를 갖논데， ELF에서는 10 내지 15°F

낮추어 운전환다. 한면 그럽 6-6에는 수청펀 III 목표치를 보였다. 전형

척인 직선상의 목표치 대신 노심 하부로 변충된 목표치를 갖고 운전함으

로써 벼록 band는 좁아지지만 자연스럽게 저출력에서 제어봉을 깊이 삽입

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출력복귀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Diablo Canyon에 도입하고 있으며 simulator로 웰일 부하추종운전을 모사

한 결과를 보면 액체 혜거불 생성량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든다.

이 방법은 기존의 기술지침서나 l&C 풍의 수정없아 단순히 운전절차를

개정함으로써 수용활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기말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실체적 방법으로 명가된다.

한변 주파수제어 목적으로 온도제어 불감대를 확장하는 방안도 있는태

주따수제어운전에서는 출혁， 즉 용도 또는 반웅도 변화가 작아서 감속재

온도 퀘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비록 온도 퀘환으로 상

당 부분 감당한다 하더 라도 주파수제어운전에서 출력 변동 횟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제어봉의 누적된 작동 거리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온도 제어 불감대를 확장함으로써 제어봉의 작동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

다. 통상적인 土1. 5°F의 불감대에셔 출력 92% 이하에 대해 ±3°F로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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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AP600에서는 운전원의 모드 선택 스위치 초

착을 통해 기저부하 운전 모드나 부하추종운천 모드로 운전할 수 있는데，

부하추종운전 모드에서 확장된 불감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불

감대 확장과 함께 주파수체어운전을 위해 가압기 압력제어 프로그램 동의

수정울 제시한 바 있는데， 이들 추정을 통해 ±3l/6 출력 변동의 AFC에 대해

3-loop 원전 BOt에서 제어봉 step 수는 약 116로 줄어틀며， 가압기 분무

기와 전옐기의 작동 횟수는 각각 약 15%와 50%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다. Commonweal th Edi son 사눈 온도제어 불감대의 확장과 각총 제어 설

정점의 수정 풍을 경제급전(EGC: Economic Generation Control) 모드에

도입하고 운전 경협을 쌓고 있다1 1) [70].

11) 1989년도에 Commonwealth Edison사 총 발전량의 80%를 원전 {PWR 671. BWR 6
기)이 생산하였다. 따라서 주따수제어운천이 필수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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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주요 관련 계통

국내 Westinghouse 원전의 계통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AP600

의 부하추종운전과 관련된 특정척인 계롱을 살빼보고자 한다. AP600의

계흡 책어 계롱은 크게， 보효 및 안전성 감시 계통， 제어 계통， 운전 및

저1어 챈터 계롱， 자료 처리 계롱， 노내 계측 계롱으로 나판다. 아래에서

주로 제어 계통과 on-line 노심 감시계롱의 얼종인 BEACON을 살펴보고자

한다.

6.2.3.1 Integrated Control System (ICS)[66 , 71 , 72]

AP600의 제어 계롱은 ICS라 불리는 종합척 계통으로서， 각 부속 계통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제어 따라미터틀 사이의 강한 연계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부하 변동시에는 하나의 홍일된 명명하에 전쳐1

척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12). ICS는 출력 제어， 체

어봉 제어， 가압기 압혁 및 수위 제어， 증기발생기 수위 쩌1 어， 충기 dump

체어， 급속 출력감발 제어를 담당한다.

출력 제어에서는 기저부하 운전 모드와 부하추종운전 모도를 구분하여

제어 논리를 달러 한다. 전자의 경우 수통이기는 하지반 핵연료 연소도

증가에 따른 반웅도 보상과 부하추종운전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M 및 AO

bank의 초기 삽입 정도 유지를 위한 붕산 농도 조절을 포함하며 AO 제어

는 하지 않는다. 후7.}에서는 출력 준위와 분포 통시 제어를 위해 M 및

AD bank를 제어하는데 하는데， 확장된 옴도 저1 어 불감대를 사용합은 특기

할만하다.

제어봉 제어 계롱은 출력 제어 계롱에서 구동 방향과 속도 신호를 받는

데 ， AD bank의 구동 속도는 분당 8 step으로 고정되어 있고 M bank들의

12) 같은 개념을 보호 계통에 척용한 것이 Integrated Protection System(IPS)인

데， 이 보고서의 주제와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설명율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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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속도는 기존의 방식대로 온도 오차에 따라 분당 8에서 72 step까지

선형적으로 변한다. M bank의 충첩 유지나 삽입 한계， 연동(intedock)

에 의한 연출 정지 동 논리는 기존의 경우와 같다.

AP600의 중기 dump 제어 계몽운 정쩍 충기 용량의 40%까지 dump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50% 출력 이하에서의 터빈 정지나 50% 이하의 계단형

출력 감발을 담당하며， 그 이상의 출력에서는 급속 출력감발 계통(Rapid

Power Reduction System)과 연계하여 원자로 정지 없이 100%의 부하상실

또는 터빈 정지를 수용활 수 있다. 작운 부하 변동에 대해 dump 계롱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부하상실 감지 회로를 갖고 있는데，

10% 이상의 계단형 감벌이나 분당 5% 이상의 경사 감발에 대해서 dump 밸

브가 열리도록 하고 있다.

가압기나 충기발생기의 처1어는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고， 노심의 상태가

운천한계에 접근하게 되면 자동척으로 터빈의 출력을 감밸하는 (turbine

load runback) 제어 계롱도 있다.

이상과 갈은 제어를 롱하여 AP600운 다음과 갈운 터반의 출력변홍 !f.는

과도상태를 수용할 수 있다.

。 계단형 10% 감발 (출력 25-100% 범위 )

o 계단형 10% 증발 (출력 15-90% 범위 )

。 노심 출력분포 제한을 반족하는 한 분당 5%의 경사 출력변통

(출력 15-100% 법위 )

o 원자로 정지 없이， 전부하 상실 또는 전출력에서의 터빈 정지에 따른

과도상태

o 100-50-100 %P , (10-18)-2-(2-10)-2 HR 일일 부하추종운전

o 10분 이내에 20%의 출력변똥 (명균 분당 2%)

。 분당 2% 속도로 10%의 peak-to-peak 출력변통， 하루 35회

(출력 15-100% 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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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농혁은 제2장에서 본 바 있는 EPRI의 요건을 그대로 만족하는

것인데， 다만 전부하 상실시 중기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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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Best Estimate Analysis for Core Operation of Nuclear Plants) 은 노

섬의 상태를 3차원으로 감시， 예측하는 계롱으로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발전소 전산기에 따로 연결한 외부 workstation 어1 설어 사용하는 운전 지

원 계롱이다. BEACON의 핵심 부분운 노섬 출력분포를 3차원으로 계산하

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3차원 nodal 방법올 사용한다. 노외 계측기 및 노

내 열천대 (thermocouple) 신호와 노내 fl ux mapp ing 결과를 사용하여 계

산 결과를 보정하는데， 기존 Westinghouse 원전과 달리 AP600에서는 고

정 노내 계측 계통13)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BEACON은 3차완 출력분포와 Axial Offset 및 L11, 출력첨두계수， 최소

DNBR , Xe 분포와 변화 추세를 실시각으로 보여줌으로써 감사계통으로서의

기농을 가진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술지침서 사항의 만족 여부나 첩

두계수 및 DNB 여유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보 기농도 갖고

있다.

예측 계통으로서 BEACON윤 특히 출력 변동을 모사할 수 있는페， 이 때

체어봉의 울직임이나 Xe 과도상태， 반웅도 및 출력분포의 변화 풍을 알

수 있으므로 계획 부하추종운전을 할 때 운전원이 노심의 상태 변화를 예

측하는데 큰 도울을 줄 수 있다.

13) AP600의 노내 계측 계롱은 모두 38개의 집합채 위치에서 각각 8개의 고정 계

측기와 I개의 열전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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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기타 계통

AP600의 eves는 기존 원전의 eves보다 훨씬 단순하다. 부하추종운전의

관점에서 볼 때， 출력변동을 위한 붕산 농도 조절을 배제하고 있어서

eves의 역할이 없으므로 운전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가압기의 용량은 같은 출력의 원전보다 약 30% 크게 설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Res의 과도상태 홉수 농력이 커지고 따라서 부하추종운천에도

궁정척인 설계이다.

이 밖에 증기발생기의 내부식성， 내마모성 강화를 위한 채질 변경이나

제어봉 구동장치의 수명 연장 퉁도 역시 부하추종운전에 득이 되는 셜계

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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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4 부품의 기계적 건전성 [66(Ch.3. 3.9.1)]

AP600에서는 원전 설계수명 60년， 가통률 90%를 가정하여， 분당 5% 출

혁의 종감발 각각 19 ， 800회， 10% 계단형 중감발 각각 3.000회， 중기 dump

를 통한 40%까지의 큰 계단형 감발 200회 퉁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AP600에서는 설계과도 (design transients) 로 륙별히 주따수 제어

운전{l oad regulation 이라 표현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부품의 과도 발생 회수를 보면 60년의 발전소 수명 동안 하루 35회，

10% 출력의 peak-to-peak 운전을 설정하여， 체어봉 구동장치의 step 수

15 , 000 , 000 , 가압기의 분사 및 히터 각각 750 ， 000회의 작동이 기존의

duty cycle에 추가로 부가된다. 국내 Westinghouse 원전의 제어봉 구통

장치 설계수명 3, 000 , 000 step에 버추어 주파수제어운전에서 제어봉의 움

직임이 배우 크게 늘어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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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기술 개발 전망

Westinghouse도 역시 일반척인 관점인 노심 운전상의 여유도 확대와 운

전완의 부담 경감 측면에서 부하추종운전 기술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EPRI URD상의 출력변동 농력올 갖추고 있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 수

용 가능한 출력변동의 크기를 확대하고자 하자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

만 산속 출력북구l 농력의 확대 방안은 계속 연구 대상이 된다. 한연 CE

와는 달러 주파수쩨어운전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노심 운천

의 자동화 및 BEACON 같은 운전 지원 계롱의 겸중 및 개선 작업운 계속될

것이다. 아올러 MSHIM 기법의 검충도 필요한데， 검중이란 실용성 검중

뿐만 아나라 기존 설계에 쉽게 도입 (backfi tting)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

건에 비추어 71 법 변경에 따른 영향 검토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Westinghouse 는 특히 기술지침서에서 축방향 출력분포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 주기별로 별도의 보고서에서 그 제한올 기술하는 방법을 고려하

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운전 여유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EACON의 감사 기눔을 롱하여 체어봉의 위치와 사분면 출력

면중에 대한 운전 제한 초건도 삭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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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주따수제어 운전을 포함하여 부하추종운전 기술

운 이미 상용 기술로서， 많은 원천여 부하추종운천을 롱해 천력망의 효과

척인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력망 특성상 일반척으로 부

하추종운전이 크게 요청되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관련 기술 또는 설계가

뒤지고 있지만， 특히 Westinghouse의 원전은 살제 운전 경혐도 상당한

수준아다. 미국의 System 80+나 AP600 , 프랑스의 N4논 모두 EPRI가 URD

에서 요구하눈 정도의 부하추종운전 성눔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N4를 빼고는 상당한 실증 사험을 수행한 후에야 상용(常用) 운전

성농을 명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부하추종운전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심의 제어 껴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붕산 사용을 최소화하며 출력 복귀 능력을 극대확한다

는 목표는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를 운전 부담 없이 어떻게 구현하는가

에 있는데， 노심 제어의 자동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의 자동 제한 계통 도입 풍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종합

(integrated) 채어 개념을 통해 종래의 단위 계롱의 단독 체어에서 전반

적인 모든 계롱의 종합 제어를 추구하는 것도 운전 부담을 경감하는데 콘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900 MWe급 겸수로의 경우 설계상 농혁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

나， 아직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아서 운천 경험이 미미하고 따라서 지속척

인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실제로 많은

운전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문제점을 구체척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부하추종운전으로 자주 또 빠른 속도로 출력이 변할 때 핵연료

와 각종 기기/부품의 기계적 건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 나라 원전의

상용 부하추종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경수로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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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인 차세대 원전올 도입한다 해도， 차세대 원천이 부하추종운천에 대

해서도 새로운 개넘을 사용하는 것은 아나기 때문에 기존 경수로에셔 얻

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연 한국형 차세대 원천이 어떤 노형을

참초로 하든지 부하추종운전올 위한 노삼 페어 기법으로 참중 노형의 고

유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개션된 기법을 개발， 척용활 필

요성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제어 계통의 설계 개선 풍 부수척인 작업이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이툴 롱하여 광범위한 운천 농력을 갖출 수 있을 것

이며， 장래의 새로운 좀 더 나윤 기술 개발에도 기초가 될 수 있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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