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저| :중= 드그
를~ L!...

한국원자력 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 과제의 “차세대훤자로의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

ADF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5년 12월 29일

연 구 기 관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과제책임자:박 종 균

봉유

원

자

구

저
=T

여
L

공 동 저 자 : 이재한， 이형연， 김종범， 구경회， 이기영，

이 준， 김영언

책임 감수 위원 : 김 동 훈

갑수위원:장 문 회



。 01: 조:J
-LL- , "l.!..

1. 제 목

차세대원자로의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 ADF에 대한 기술개발

2. 연구기간 : 1994.8.1 -

3.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 발전소의 40년 설계수명에서 수명이 60년으로 증가

되고， 안전， 성능， 구조 및 기기 등의 설계요건이 대폭 향상된 셜계개념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소의 설계릎 일부 바꾸

거나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의 옥적은 기계구조설계개발과 관련한 ADF 사향인 원자로 용기 및

내부구조툴 분야에서 II원자로 용기의 60년 수영연장， 긴부하추종과 지진하중 증

가에 따른 제어봉 구동장치의 성능 및 구조개선， 1)설계하중으로 구조설계에 많

은 영향을 주었던 운전기준지진 lOBE)의 설계하중제거， 4)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

전 정지 냉각수의 원자로용기 직접주업에 따른 원자로용기의 열충격 관련 구조

적 건전성 평가 및 '»IRWST악 도입에 따른 s jJarger 구조설겨l 등의 설계개발에

있다.

4.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미 국 ABB-CEλ~ System 80+의 설계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KNGR에

반영하여 국내 안전규제관련 셜계요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설계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60년의 셜계수명올 갖도록 셜계되어야 하는 원자로용기의 구조적 건전성

평가를 피로해석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또한 60년 설계수명의 타당성올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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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위하여 EPRl-URD와 CESSAR-DC의 설계요건， System 80+에 기술

된 원자로용기의 설계현황 및 특정을 배교분석하였고 원자로용기 재질 감시프

로그램의 개선정 등올 살며보았다.

System 80+에 사용될 CE형 제어봉 구동장치를 대상으로 성능 및 내진특성

올 조사하였으며 Mode K 운전모드의 척용을 가정한 사용횟수를 분석하였다.

aBE 셜계하중재거에 대한 미국의 NRC, EPRI, ABB-CE 몇 산업체의 입장

을 분석하고 ABB-CE Sys않m 80+에 대한 NRC FSER올 상세 분석하였다. 또

한 aBE 셜계하중제거에 대한 타당성올 업중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써 영광

3/4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 각 부품들에 대한 지진용답인 전단력과 모멘트를 분

석하고 SSE 지진용답에 대한 aBE 지진웅답 비율올 계산분석하였다.

System 80+ 원자로 용기의 벨트라인 가압열충격에 따른 건전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선별기준올 검토하였고 선별기준올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파괴건전

성 평가방법을 분석하였다.

System 80+의 IRWST sparger의 구조특성을 조사하고 증기배출시 수력동

적 하중이 NSSS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하였다.

5.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KNGR의 원자로용기와 내부구조물에 대한 ADF 샤항 기술개발에 관한 연

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었다.

System 80+의 원자로용기는 기존 원자로용기 설계에 사용하였던 보수적인

운전과도횟수 산정과는 탈리 경험에 의거한 현실성 있는 계산방식으로 운전과

도횟수를 줄여서 산정하였고， 구리의 합유량올 줄임으로써 원자로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올 줄여 60년 설계수명의 목표를 만족시켰음올 알 수 았었다.

K.NGR의 경우에도 60년 셜계수명을 구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올 것으로 생각

되냐. 보다 신뢰성 있는 셜계를 뒷받침해 줄 해석기술의 개발과 국내의 여건과

안전규제 요건의 개발 방향 및 내용올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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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 부하추종 설계개념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제어봉의 사용

구동 횟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재어몽 구동장치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실증시험에 의한 보다 확실한 자료가 요구되었다. 또， 차세대 원자로

의 제어봉 구동장치는 부지특성에 무관하게 SSE 지연가속도 지진하중 O.3g를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야 하며， 설계변경이 이루어질-경우 제어봉의 삽

엽성 시험과 동적 가진시험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 판단된다.

미국의 NRC는 GE사의 ABWR 및 ABB-CE사의 System 80+에 대한

FSER로부터 aBE 셜계하중체거를 송인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ABB-CE 기

술자문 및 관련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규변경， 지진하풍에 대한 돼호영향평

가. 지진앵커운똥 영향에 따른 하중조합변경， aBE 제거에 따른 가상배관파단

영향， 기기내진검증 평가법， 검사기준지진 결정 및 지진발생 선-후 조치사항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BE 설계하중재거에 대한 타당성올 입증하기 위한 예벼적인 단계로써 영

광 3/4호기 웬자로내부구조툴 각 부품에 대한 aBE-SSE 관계분석결과 aBE 지

진응답이 SSE 지진응답의 절반 이상이 되는 부위는 CSB Upper Flange, CSB

Upper Cyhnder. CSB Nozzle Cylinder. UGS 1ρwer Flange 및 CEA Guide

Tube로 나타났다. 그려나 수직지진하중에 있어서 aBE 지진응당은 SSE 지진응

탑의 절반정도로 나타남으로써 aBE-SSE 관계가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영광 3/4호기 원자로내부구조불에 대한 OBE-SSE 관계분석결과는

앞으로 KNGR 설계시 OBE 설계하중제거에 따른 셜계 영향평가 연구얘 있어서

critical components 선정을 위한 예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ystem 80+ DVI!PTS 하중이 작용할 때 10 CFR50.61을 따른 선별기준의

평가결과는 RTPl딩가 89- F로 엄계치인 'nO- F보다 훨씬 작으므로 파괴인성요

건을 만족한다.2단계 기술개발에서는 60년 수명파 DVI의 ADF의 적용에 따른

설계기준 적용타당성올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실혐 또는 해석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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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ST sparger는 System 80+에 대하여 구조적 특성 및 수력 동적하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력동적 하중이 NSSS에 'ti l 치는 영향은 SSE 하증이 미치

는 영향과 비교하면 4% 정도로 나타났다. KNGR에서는 IRWST 배출라언을 대

칭으로 셜계하여 1:11 대청성으로 인한 비대청하중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써대 원자로의 경우 sparger에 의한 수력동적 하중이 원자로

건물을 통해서 NSSS애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SDS 배관을 따라서 가압기에 마

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해서는 2단계 기술개발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 연구개발 결과는 2단계 연구개발 (’95-’98)에서 기계구조설계 관련 A

DF 사항올 상셰허 개발하고 이를 KNGR NSSS 설계에 반영하며， 특허 국내

안전규제 관련 설계요건을 만촉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치 할 수 있는 가초로

써 활용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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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Design Features for KNGR Reactor Vessel

and Internals

2. Project Period : 1994. 8. 1 -

3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evelopments of KNGR design require to enhance the design to

implement the design requirements, such as plant life time from 40 years to

60 years, safety, perfonnance and structure and components design. The

designs used for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modified or

improved to meet the requirements in KNGR design..

The purpose of the task is to develop the :\dvanced Design Features

(ADF) related to mechanical and structural design for K아GR reactor vessel

and reactor internals ,

1) 60 year reactor vessel design life

2) Enhancement of perfonnance and structure for CEDM due to load

follow operatioO" and increase of seismic loads

3) Elimination of aBE design loads which affect the structural design

4) Evalua디on of structural integrity subjected to DVI Pressurized

Th앙n펴1 Sho다‘ (PTS)

5) Structural design for sparger and its support within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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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ope and Contents

The structural integrity for the System 80+ reactor vessel, of which

design life is 60 years, was evaluated based upon bounding fatigue analysis

and the adequacy of 60 year design life was reviewed‘ EPRI-URD,

CESSAR-DC. and the present design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ystem

80+ reactor vessel were comparatively studied and the improvement of

reactor vessel surveillance program was investigated.

The perfonnance and aseismic ch앞acte디stics of the CE-type CEDM,

which will be used in System 80+, are investigated. The driving cycles ot

CEDM are evaluated for the load follow opera디on(LFO). of which Mode K

is being developed by KAER!.

The position of the USNRC. EPRI. ABB-CE, and industries on the

elimination of aBE are reviewed , and especially ABB-CE System 80- FSER

is reviewed in detai l. For the pre-stage of the verification of the aBE

elimination from the design. the review of the seismic responses、 i.c.. shear

forces and moments, of YGN 3/4 RI was performed and the ratIO of aBE

response to SSE response was analysed.

The screening criteria were reviewed to evaluate the integrity against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for RV belt-line of System 80-. The

evaluation methods for fracture integrity when screening criteria are not met

were reviewed.

The structural charateristics of IRWST spargers of System 80+ were

investigated and the effect of hydrodyn하피c loads on NSSS wa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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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study on ADF development for KNGR reactor vessel and

internals, followings are conclude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for each of System 80+ design σansient

event over the 60 year design life was recomputed using practical method

based on the latest industry data and engmeering judgement to remove

excessive conservatism used in the design of previous nuclear power plant

of which design life was 40 years. The copper content in the reactor vessel

beltline material was decreased to reduce irradiat10n effect. The 60 year

design life of System 80+ reactor vessel was achieved through the results

explained above and the 60 year design life for K1~GR reactor vessel can be

obtained with similar efforts as System 80+. But, for KNGR. the

development of analysis technique to support more reliable design and to

satisfy the domestic requirements of indusσyand K1NS.

More J'ealistic performance test data are required to adopt the LFO in

KNGR. The CEDM of the KNGR should be design to resIst 0.3g

ground-base SSE load The current design is not sufficient to that SSE

load. So. the design of CEDM and support str.Jcture should be changed, and

씨so the static and dynamic tests WIll be required to check the scram time

of CEA and structural integrity of modified CEDM.

USNRC accepted the elimination of the aBE from the design of GE

ABWR and ABB-CE System 80+ through NRC FSER. However. we

conclude that, from the technical consultation of ABB-eE and related

informations, there are many issues to be resolved for the OBE e파띠na디on

such as the change of related regulations, fatigue effects of earthquake

cycles, load combination of the seismic 뻐chor motions, the criteri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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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ulating high energy pipe breaks, the method of the equipment seismic

qualification, detennin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level of inspection

earthquake, pre-earthquake planning and post-earthquake operator actions,

and etc..

FOT the pre-stage of the verifica디on of the OBE elimination from the

design, the cri디cal components that OBE responses become above 112 SSE

responses are CSB Up야r Flange, CSB Upper Cylinder, CSB Nozzle

Cylinder, UGS Lower Flange. and CEA Guide Tube. However, for the

vertical seismic loads the aBE respon똥s are about 112 SSE responses,

therefore, the OBE-SSE relationship is weakly correlated. These results ot

review of the OBE-SSE relationships of YGN 3/4 RI may be applicable to

the selection of critical components of RI in the second phase program of

the aBE elimination from the design of KNGR.

The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of 10 CFR50 61 are met for System

80+ DVIIPTS loads because RTPTS is evaluated as 89· F which is far below

the critical value of TlO· F.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screening

criteria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DFs of DVI and 6O-year design

lite is required. The experimental or analytical verifications of the

applicability of screening criteria for the ADFs such as DVI and 6O-year

design life would be required to verify the sσuctur~l RV integrity against

PTS events.

For rnWST sparger,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hydrodynamic

loads were reviewed. The effect of the hydrodynamic loads on NSSS is

very small with the value of about 4% of those of SSE loads. It is

recommended in the design of IRWST dis다large line for KNGR to eliminate

the asymrneσical loads. In addition, the evaluation of the structural integrity

on NSSS through reactor building due to hydrodynamic loads and on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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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izer through SDS pipmg should be perfonned in the second phase.

Abov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the ADF related to mechanical

structures in detail during the phase n period ('95-'98). and reflected on the

KNGR NSSS design, and applied as a basis to meet the safety regulation

requirement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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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 발전소의 40년 설계수명에서 수명이 60년으로 증가

되고， 안전， 성능， 구조 동의 셜계요건과 재질 및 기기 등으l 설계요건이 대폭 향

상된 셜계개녕올 요구하고 있다[IJ.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

전소의 설계를 일부 바꾸거나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중에서 기계구조 설

계개발 분야악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원자로 용기의 60년 수명연장， 부하추종과

지진하중 증가에 따른 재어봉 구동장치의 성능 및 구조개선， 설계하풍으로 구조

섣제에 많유 역향음 주언턴 운껴기준지진(Operating Basis Earthquake. OBE)

하중제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 정지 냉각수의 원자로용기 직접주업에 따른

원자로용기의 열충격 관련 구조적 건전성 평가 및 IRWST의 도입에 따른

sparger 구조설계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설계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안

전규제관련 설계요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행한 기계구조 설계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원자로 원자로용기는 60년의 설계수멍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

에 따라 EPR1 URD와 CESSAR-DC 의 설계요건. System 80+ 원자로용기의 설

계현황 및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설계과도 횟수에 대한 원자로용

기의 피로해석에 근거한 구조 건전성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60년 설계수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원자로용기는 설계수명 60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파괴가 일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안전하게 운전되어야 하는데 수

영기간 동안에 중성자의 조사로 인한 재질의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관찰하여

원자로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의한 재질 감사프로그램에 대혜서 기

존의 요건 및 향후 개선점 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차세대 원자로에 사용될 제어용 구동장치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

만 현재 System 80+에 사용될 CE 형 제어봉 구동장치를 대상으로 이의 건전성

및 성능， 내진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어용 구동장치의 수명연장 및 내진 특성

실증시험 검토의 주요 수행 내용으로는 하우정 응력해석 보고서를 통한 하우

πμ



정 압력경계의 60년 설계수명을 검토하고， 일일 몇 주파수 제어운전모도의 설계

반영시 사용횟수 분석을 위한 제어봉 구동장처 실증시험 자료 빚， 원자력연구소

에서 개발중에 았는 Mode K 운전모드의 적용올 가정한 사용횟수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국내외 완전의 채어홍 구동장치 셜계현황 분석에 의한 제어봉 구동

장치 수명연장올 위한 셜계개선 방향을 조사하고， 추가사용올 위한 ABB-CE

성능시험 자료릎 분석하고， 성능시험 계획올 수립하였다. 또한 지진하중 증가에

따라 지진시 제어봉 구동장치의 건전성 확인올 위한 과거 살증시험 자료를 분

석하고， 새로운 지진하중 요건 충족올 위해 설증시헝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의 EPRI를 주축으로 GE 몇 ABB-CE를 비롯한 산업계는 이미 수년간

에 걸쳐 미국 원자혁 안선 Tr써i 뉘쉰화‘NRC)와 aBE 설계하중제거에 대한 논

의를 해왔다.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계통 기기 및 부풍들에 대한 모든 설계로부

터 aBE를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NRC는 GE사의 ABWR에 이어 ABB-CEAr

의 System 80+에 대한 FSER[2]플 통하여 aBE 설계하중제거를 승인하였다.

국내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lNS)에서 발간한 차세대원자로 안전규

제기술개발[31 및 개량형 원자로 구조설계안전성[4]과 관련한 기술현황 분석보

고서에서 미국내의 aBE 설계하충제거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원자로에서의 aBE 설계하중제거를 위하여 관련된 설

계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aBE 설계하중제거와 관련된 설겨l 현황분석으로서는

ABB-CE. EPRI 그리고 NRC Staff의 엽장을 분석하고 특허 ABB-CE System

80+에 대한 NRC FSER에 대한 상새분석을 수행하였다. ABB-CE사의 Svstem

80+에 대한 FSER의 상세분석올 통하여 aBE 셜계하중에 대한 NRC Staff의 입

장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차세대원자로 개발에 있어서 aBE 설계하중제거와

관련된 ADF 사항의 해결올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긴밀한 협력방안에

활용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영광 3/4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 각 부풍에 있어서 SSE 하중웅답에 대한

OBE 하중용답을 분석하고 아로부터 하중비율을 계산분석함으로써 aBE 지진하

중이 원자로 내부구조물얼계에 미치는 예비 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영광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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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지진용답분석올 통하여 기존 발전소 설계에 대

한 예비적인 。BE-SSE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분석으로부터 KNGR에 대한 원

자로 내부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aBE 설계하중제거에 따른 영향평가에 펼요한

예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원자로용기 직접주업<Direct Vesse} Injection ; DVJ)에 따른 용기의 건전성

올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제시하는 선별기준

(screening criteria)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선별기준올 만족하지 않올 때는 원

자로 용기 벨트라인에 대하여 파괴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압열

충격 사고시 낮은 온도의 냉각수에 의해 벨트라얀 부분야 급냉되고. 진전될 수

있올 정도의 충분한-쿄지들 가진 결함이 존재하며 내압。i 츄.AI 뇌져나 새장승학

고 중성자조사로 인한 파괴인성이 감소하는 경우에 원자로의 건전성 상실을 초

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저온관 주입 (cold leg injection>으로부터 원

자로용기 직접주업으로 안전 주업방식이 변경된 System 80+ 원자로 용기에 대

한 파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제시하는 10 CFR

50.61의 선별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셜명하고. 개량형 경수로에 대한 EPRl URD

의 DVI 관련 설계요건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압열충격 하중에 대한 파괴 건

전성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60년 설계수명과 직접용기주입이라는 개선된 설계개

념윤 갖는 System 80+ 원자로용기의 파괴건전성을 평가하였다.

JRWST sparger의 구조특성올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ystem 80+

의 sparger 및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부터 SOS 배관을 통하여 IRWST로 유

체가 방출될 때 발생하는 안전감압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SOS)

의 수력동적 하중특성에 대해서 겹토하였다. System 80+는 BWR의 Forsmark

급에 대하여 ABB-Atom이 개발한 sparger와 동일하게 설계된 sparger릎 사용

한다. Sparger는 두개의 헤더에 각각 6개썩 설치되며 sparger 몸체의 중간에는

하중감소령(load reduction ring)과 배출헤더(discharge header)가 셜치되어 공기

또는 증기를 배출한다. 또한 수력동척 하중에 의해 각 구조물에 나타냐는 반력

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ABB-CE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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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효츠
"L...

료르
"L...

제 1 절 60년 수명 원자로용기(RV) 채질분석 및 설계

가. 수영연장에 따른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분석

60년 설계수명을 갖는 원자로용기의 건전성평가분석올 위하여 본 절에서

는 EPRI URD와 System 80+ CESSAR-DC의 요건올 검토분석하였으며 열유동

과도횟수에 대한 원자로용기악 피로해석에 근거한 건전성 평가 및 60년 설계수

명에 대한 과도횟수 산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1) 원자로용기 압력경계 60년 설계수명검토

가)60년 설계수명 설계요건

차세대원자로 원자로용기는 60년의 설계수영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 40년 설계쓴명을 갖는 원자로용기와의 구조적인 설계변경 사항

과 설계요건 변경사항 및 설계특징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원자로용기의 구조

직 건전성을 파악하여 60년 설계수명의 타당성을 감토하고자 한다.

미국은 ALWR(Advanced LIght Water Reactor> 프로그렘에 따라

ABB-CE·사에서 개량형.인 System 80+을 개발하고 았으며 WH사에서는 파동형

원자로인 AP600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틀은 모두 고품질 수준의 표준화설계 및

50년 수명 동안 높은 신뢰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에서 94년에

NRC로부터 FDA(Final Design Approval)를 받아 설계과정에서 앞서가고 있는

System 80+의 원자로용기는 입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개선된 재질올 사용

하며 링단조를 사용하는 제작기술의 개선으로 60년 설계수명의 목표를 만족시

키고 있다. 여기서 원자로용기 60년 셜계수명과 관련하여 EPRl URD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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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 원자로용기의 설계수명은 60년이 되어야 하며 60년 설계수영 동안 안전

하고 경제적으로 운전되기 위한 내구성과 신뢰성올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로용기는 링단조로 채작하여 축방향 용접올 모두 없애고 또한 용접부 수를

최소화하여 가동중검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특허 방사선 조사가 큰 영역언

유효노섬(active core) 실린더 영역부에서는 축방향 및 원주방향의 모든 용접이

없도콕 하며 이로 인해 무연성 천이온도의 변화가 감소되어 60년 수영동안 원

자로용기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게 된다.

ii) 원자로용기 스터드 및 너트는 교체가능하여야 하고 운잔수정이 최소한

60년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자로용기는 ASME Section III의

피로설계기준을 충분히 만속시키도콕 설계되어야 한다.

ii i) 원자로용기의 재질은 적용가능한 NRC의 요건과 ASME의 채질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원자로용기의 모재로는 SA508 Class 2 또는 3이나 SA5잃

Grade B, Class 1 을 샤용해야 하고 피복채로는 Inconel 82 SFA 5.14 Type ER

NiCr3 또는 Type 300L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iv) 원자로용기 채질의 중성자 취화 감수성을 줄이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벨

트라인 및 인접부에 사용되는 재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화학적 성분이 요구

된다‘

목객

인 : 최대 0.012%

구리: 최대 0.03%

유황: 최대 0.015%

효갚즈H

최대 0.012%

최대 0.08%

최대 0.015%

v) 원자로용기 원통부 및 기타부위의 초기 기준 무연성 천이온도가 각각

-20"F 및 10"F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RGl.99에 따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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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수명말기의 원자로용기 원통부 RT:-""DT 증가가 30"F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System 00+의 설계는 위에서 열거한 EPRI URD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

고 있으며 CESSAR에 나타나 있는 원자로용기의 구조적 셜계특정들은 다음과

같다.

나) System 80+ 재칠 및 제작특성

원자로용기의 재질은 SA508 Class 2 또는 3이며 피복재는 welded

deposIted austemtIC stainless steel with 5FN-18FN delta fenite 또는 NiCrFe

alloy를 사용하고 이전에 노즐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600 합금대신 690 합금을

사용해서 부식에 대한 성질을 개선하였다‘ 원자로용기는 그럼 1-1에서 보인 것

과 같이 상부헤드의 통부와 플랜지부. 하부헤드 및 실린더부로 이루어지는데 설

란더부는 상부플랜지부와 상부실린더. 업출구노즐을 포함하는 가운데 실린더부

및 벨트라언을 이루는 하부설런더부로 구성되며 이틀은 모두 단조로써 제작된

다. 이는 과거의 판굽힘 제작으로 만들어진 원자로용기보다 제작바용은 벼싸지

만 축방향의 용접이 제거되고 또한 용접의 수가 줄어둠으로써 가동중검사가 용

이해져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용기의 건전성 확보 측연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CESSAR에는 아직 나타나 었지 않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설계변경

사항 중와 하나는 실련더부의 상부플랜지와 이를 잇는 상부실련더부를 일체형

으로 단조 제작해서 가동중검사를 더욱 편리하게 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O.3g로 증가원 지진하중의 영향으로 인한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HI)의 설계변

경으로 인하여 원자로용기 플랜지부도 좀 더 두껍게 셜계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System 80+ 원자로용기 파괴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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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80+ 원자로용기 재료의 파괴 인성은 lOCFR50 App. G의 IV-A에

서 명시된 웰트라인 재질의 초기 샤피 최대 홉수에너지(Chal1JY upper shelf

energy)가 75 ft-Ib 이상이고 전수명동안 50 ft-Ib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올

만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Charpy V-notch 시험으로 구한다. RG 1.99에서 제

시된 구리함량에 따른 채질의 최대홉수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최대 홉수에너지 =초기 최대 홉수에너지 x (1 -x(f/1014)yjl()()

여기서 f는 중성자 조사량을 나타내고 X와 y는 구리함량에 따른 상수인데

System 80+ 원자로용기 모재 꽃 용삽새뉘 구뎌합당인 0.03%에 따른 X , Y의 값

을 보수적으로 가정한 0.8과 0.24를 각각 사용하고 60년수명동안의 원자로용기

내벽에서의 조사량인 62X10
19
을 윗식에 대입하연 초기최대흡수에너지 75ft-lb에

대하여 60년 수명말기에 6Oft-lb로서 요건에서 제시한 5Oft-lb를 만족함을 얄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두께 내에서의 최대흡수에너지는 전수명 동안 60ft-lb

이상으로 요건을 충분허 만족시키고 었음도 얄 수 있다.

수정된 기준 무연성 천이옹도(adjUsted reference temperature)는 샤피 에

너지독션의 30ft-lb 레일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기준 무연성 천이온도의 중성

자 조사전 값으로부터 변화량을 더하여 결정하는데 EPRI URD에서는 수영기간

동안에 기준 무연성 천이온도의 변화량인 6RTxDT가 3O"F를 념지 않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RG 1.99에 따르면 6RTxDT는 다음과 갇이 계산된다.

~RTl\"DT =화학계수(CFJ X fO갱 01 I앵 f)

여기서 화학계수(CF)는 온도의 단위를 가지며 중성자 조사량인 f는 1019 n/cm2

의 단위를 가진다. 원자로용기 두께 내에서의 조사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 = f(용기 내벽에서의 조사량) X e-02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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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는 용기 내벽에서의 거리(in)를 의미한다. 윗식에 60년 수명말기에 원

자로용기 내벽에서의 조사량인 6.2XlOl~’올 대입하고 구리와 나켈의 함량에 따라

결정된 화학계수를 20으로 취하여 계산하면 수명말기 bRT::-<DT는 28.8"F가 된다.

이는 EPRI URD의 요건인 30
0
Y를 만족하고 었다. 또한 원자로용기 1/4 두께에

서의 조사량은 3.6XI01!l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른 bRT~DT는 27"F가 된다.

EPRI URD에서는 원자로용기 벨트라인 및 기타부위 채질의 초기 기준무

연성 천이온도가 각각 -20"F와 10"F를 념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System

80+의 경우 현재 상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10°F인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NRC

.s:.누터 승잎을 맏은 바 있다. 이는 60년 수영말기의 ~RT:\τJT가 Zδ;)-f노 요갚을

만족하고 있으며 수명동안의 재질의 열화 등을 고려한 여유도(margin)를 보수

적으로 산정한 값인 50°F를 사용하면 총 변화량이 78.8°F르써 초기값 10°F를 더

한 수정된 기준 무연성천이온도는 88.8"F(원자로용기 내벽에서의 값)가 된다. 이

는 10CFR50.61에서 정하고 있는 수명말기의 RTpT“、 값인 270°F보다 훨씬 작은

값으로 NRC에서 요구하고 있는 벨트라인 채질에 대한 가압열충격시 취성파괴

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System 80+ 운전과도

System 80+의 60년 수명셜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중의 하나는 바로

운전과도 횟수의 산정인데 ABB-CE사는 40년 수명의 원차로설계에 사용되었던

셜계과도횟수를 단순히 1.5배 하지 않고 오랜 설계경험과 운전경험 및 지금까지

축적된 운전자료에 큰거하여 과거 40년 수명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사용되었

던 과도한 보수성을 줄였다. 여기에는 운전경험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과

NRC의 요건 변경 및 EPRI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ABB-CE에서는 EPRI의 60년 수명요건올 만족시키고 지금까지 축적된 최근의

설계자료를 반영하여 System 80에서 사용되었던 설계과도를 변경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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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80+의 열피로 평가애 대하여 변경된 주요 설계과도 항목들은 마음과

같다.

. +/- 5%의 출력 햄프(ramp)는 EPR1의 요건이 아나기 때문에 삭제함

• 주파수제어과도(60년 수명 풍안 하루에 10% 출력의 최대치에서 최대치의

변화를 잃회로 산정) 항목의 추가

• “ tie line thennal backup" 과도의 추가OO~분 등안에 +/- 20% 터 반 출력

요구)

• SIS check valve 운전시험과 관련된 열유동 조건 및 횟수의 변경

• “ loss of letdown" 파도횟수펴 감소

• 일차 및 이차 정압시험의 발생횟수는 60년 설계수명을 고려해서 1.5배 함

System 00+으I 60년 수명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체설계분야는 우선

System 80에서 피로사용계수가 1에 가까운 부풍블 선정하는데 여기에는

reactor vessel. hot leg, pressurizer. surge line, spray line. steam generator,

economizer. downcomer, SIS/SCS inlet nozzle. SCS outlet nozzle. RV

internals 및 reactor coolant pump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로해석

에 사용될 정상운전 및 시험조건과 관련된 운전과도횟수를 수정해서 산정하고

운전조건 B, C. D에 대해서는 영광3/4호기의 경우와 같다고 가정해서 (5] 기계

및 타분야에 60년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플 판단할 수 있는 해석을 요

구한다. 이 과정에 몇 번의 수정보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ABB-CE에

서는 FSP-9}-027(5] 에서 산정된 정상운전 과도횟수가 FSP-92-여6[6]에서 다시

변경되었고， 현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heatup 및 cooldown의

횟수는 이때 40년 수명에 대한 500회에서 60년 수명 동안 300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계과도 3A 및 3B로 간주되는 turbine step load changes도

각각 2060, 껑90에서 4060, 4200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System 80+의 주요 운전

과도횟수를 영광3/4의 경우와 비교하여 표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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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용기 파괴해석 방법

원자로용거의 설계에는 현재 NRC와 ASME에서 인정하는 선형탄성 파괴

해석방법이 많아 사용되고 있는데 이의 보수성올 줄이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탄소성 파괴해석 방법이 여러가지로 개발되고 았으며 또 향후

ASME 등의 설계코드에도 본격적으로 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보편적인 J

적분방법을 포함하여 영국의 R6 방법 등의 여러가지가 있는데 차세대원자로 설

계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의 건전성 평가기술도 정립하고 또한 최근 개발되

었거나 또늠 채할되고 있는 탄소성 파괴해석 기법 렇 피로랙녁 7} 립을 =}악하

여 적용하는 원자로용기의 건전성평가 거술을 확립하는 것이 설계의 합리성드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또한 인허가 획득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고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채질에 대한 테이타베이스 축적과 관련된 실험

이 풍요한데， 예를 들연 40년 설계수명에 대한 RV 재질의 균열진전곡선을 60년

섣계수명에 대하여 확장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실험을 흥해 새로

운 테이타베이스를 축적하는 것 등이다. 현재 미국내의 산업체와 NRC 및

ASl'v1E에서는 원자로 내부의 냉각수환경을 고려한 피로곡선 자료축적 및 새로

운 피로해석 벙·범도 연구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자료플 수집하여 우리의 기술개발에도 이용

하려 하고 있다.

ABB-CE사의 기계구조적 건전성 평가방법은 기존의 ASME 코드에서 규

정되어 있는 대로 용력해석 및 피로해석올 수행하는 것이며 해석에는 상업용

MARC코드를 개조한 CE-MARC 코드와 ANSYS 코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유환요소해석 코드들은 모두 기본적인 탄성 및 소성해석과 탄소

성 파괴해석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었고 균열 묻단에서의 KI 값

및 J-적분값 둥을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2차원 및 3차원 해석도 수행할 수 었

다. CE의 설계실무자는 원자로용기의 수명이 60년으로 증가된 것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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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및 구조적 건전성올 입증하기 위하여 현단계에서는 각 부품에 대환 직

접 적인 피로해석올 수행하는 대신에 선행호기 <Palo Verde 또는 영광3/4)의 응력

해석결과와 System 80+에 대해 새로 산정한 설계과도 횟수플 사용하는

bounding 피로 해석만 수행한 실정이고. DVI 노즐과 같이 새로 추가된 요소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피로해석올 수행하였는데 피로해석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System SO+의 원자로용기플 중심으로 60년 설계수명의 타당성

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기존 40년 수명의 원자로용기 셜계에 사용하였던 지

나치게 보수적인 운전과도 횟수 산정과는 탈리 경험에 의거한 현실성 있는 계

산방식으로 운전과도 횟수를 산정하고 조사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구리

의 함유량을 줄임으로써 원자로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을 줄여 60년 설계수

명의 요건을 만족시키고자 함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논의될 피로

해석의 결과를 고려하고 또 기존의 선별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현단

계에서는 System 80+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 영향을 고려한 원자로용기의 60

년 설계수명이 타당성음 갖는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KNGR의 경우에 원자로용기의 60년 설계수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우선 좋은 재칠 및 화학 조성벼의 조절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아

직까지 1300MWe 원자로의 설계 및 제작 경험이 없어 직경과 높이가 큰 원자

로용기를 설계할 때 제작사의 단조제작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또한 제작사와

의 긴별한 협의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원자로용기 벨트라인 실린더부는 직경도

크지만 벨트라인부의 모든 용겁올 없애기 위해 하나로 령단조 제작하기 때문에

길이가 컬어져서 제작사의 단조제작 가능여부가 확언되어야 하겠다. 또한

System 80+에 사용된 보수성을 줄인 설계과도 횟수를 검토하여 KNGR에 맞는

설계과도 및 횟수를 결정혜야 한다. 그리고 KNGR의 개발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허가요건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System 80+의 쩨반사항 적용

연구와 병행하여 KINS의 요건개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평가 수행 등을 포항한 좁더 구채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2단계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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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계속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2) 운전과도횟수증가에 따른 피로설계요건 검토

System 80+의 껄계과도 횟수는 앞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셜계수명이

40년에서 60년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횟수가 단순히 1.5배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

고 지금까지의 설계 및 운전경험과 축적된 운전자료에 근거하여 과다한 보수성

올 줄여서 과도횟수를 산정하였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표 1-1에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과도횟수가 변경되었고 설계과도가 삭제 또는 추가되었다. 그리

고 전반적으로 60년 설계수명에 대한 설계과도 횟수는 증가하지 않온 정향을

보이고 있어서 설계과도 횟수가 증가하리라는 초기의 예상은 잘못되었다는 것

윤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도횟수의 증가에 따른 피로설계 요건의 변경사항은 필

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단계 연.구업무에서는 기존의 파로해석방

볍의 개선점을 찾고 현재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로해석의 개

선노력과 냉각수 환경영향 등올 고려하는 피로관련 테이타베이스의 축적노력

등을 살펴고 자료플 수집하여 이를 국내의 기술개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System 80+에 대하여 현재 ABB-CE에서 수행한 피로해석은 소위

bounding 피로 해석이며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우선 System SOC또는 YGN,UCN 314)에서 임계위치(critical loca디ons;피

로사용계수가 0.5 이상이었던 부위들)를 정하고 이에 대한 엄계과도를 결정한

다.

iD System 80+의 각 임계위치에서의 임계과도(온도， 유동이력치 빛 60년

수명에 대한 발생반도수)를 결정환다.

iii) 위의 설계과도를 보수적으로 포함할 수 었는 System SOC또는

YGN/uCN 3/4)에서의 운전과도들을 찾아 이에 대한 응력해석 결과들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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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로사용계수를 구한다. 다시 말해 System 80+에 대한 직접적인 상세피로해

석을 수행하지 않고 과거(Palo Verde 또는 YGN，UCN3/4)의 해석자료(응력해석)

를 가지고 System 00+에 대해 새로 정의된 운전과도 횟수릎 사용하여 피로사

용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방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새로 상세해

석올 수행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유사한 발전소의 같은 부품에 비슷한 설계

과도를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예측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수행된 bounding 피로해석의 결과에서 신뢰

성이 떨어지는 부위나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해석이 펼요하다고 판

단되는 부위가 있으연 이를 선정하여 다시 상세 피로해석을 수행한다.

v) 모E 부 인센 녁 만족한만한 피로사용계수플 얻도록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설계에 적용한다.

System 80+의 원자로용기에 대한 피로해석의 결과는 영광3/4호기의 경우

CEDM 노플부와 하부헤드 천단키이(shear kev)부위가 각각 0.892와 0.997의 높

은 피로사용게수를 보이고 있어 이들올 임계 위치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bounding 피로 해석의 결과 System 80+에서는 피로사용계수가 각각 0.43과

0.22로 낮아졌다[7]. 이는 영광3/4호기나 Palo Verde의 경우 피로사용계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정상운전시의 heatup 빛 cooldown의 운전횟수가 500에서 300으

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돔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가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뜰 입수하여 2단계 연구업무에시 검토분석할 예정이다.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bounding 피로 해석을 수행한 결과에서 신뢰성이 부

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는 DVI 노즐과 같이 새로 설계에 추가된 사항이나

구조변경이 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피로해석을 다시 수행하여 건전성을 확인

할 펼요가 있다. System 80+의 경우 ABB-CE사는 원자로용기 실린더 벽에 설

치된 DVI 노즐에 대하여 영광3/4호기의 경우 저온관에 설치되었던 안전주입노

즐(SIS nozzle)의 결과를 사용하여 bounding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노즐 안전단

위치에서(safe end) 피로사용계수 0.23의 결과를 얻었으나[7]， DVI 노즐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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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계에 도입되었고 또 비록 설계과도 현상은 유사해도 기하학적 형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세 피로해석을 다시 수

행하였다[8]. DVI 노즐에 대한 상세 피로해석 자료는 아직 업수하지 못하였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VI 노즐에 대한 현채의 개념셜계 도연은 그림 1-2에 보이고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된 bounding 피로 해석에서 사용되었던 열소매 (thennal sleeve)를

갖는 안전주입 노즐과는 모양이 다른더I ABB-CE에서는 처음에는 안전주입 x.

즐과 같이 열소매가 있는 DVI 노즐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열소매의 안

전단<safe end)과의 연결부에서 큰 열응력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림 1-2에

보인 것과 같이 노즐의 모양을 최종적으로 걷정하였다. 시련제 결정된 노즐부위

어l 대하여 ANSYS플 이용한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고 열해석 그룹으로부터

S\'stem 80+의 설계과도에 대한 온도분포해석 결과플 받아 응력해석을 수행하

여 피로사용계수를 계산한다. 해석 결과 그림 1-2의 빗금친 부분이 노즐의 안전

단인데 안전단 끝의 굴곡부 안쪽에서 최대 피로사용계수가 0.316으로 계산되었

는데 이는 허용쳐인 1.0보다 상당히 작은 값임올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는 열과도에 대한 System 80+의 DVI 노플의 건전성은 확보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으나 ~'\JGR의 경우는 독차적으로 수행될 설계과도 종류 및 발생횟수 결정과

DYI 노즐의 형상 및 위치에 따른 신뢰성 있는 상세 피로해석이 반드시 훨요하

다고 생각되며 여기에는 유체계통과의 밀접한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진행될 2단체 연구내용에 이를 포함시켜 -'
T

행해 나갈 예정이다.

나. 펀사로용기 재칠 감시프로그램 개선검토

원자로용기는 설계수명 60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환 안전하게 운전되어야 하는데 수명기간 동안에 중성자

의 조사로 인한 채질의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관찰하여 원자로용기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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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질 감시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System 80+의 경우에는 EPRI URn와 h띤C의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OCFR50 App. H[9J 및 ASTM £]85-82[10]플 만족하도록 감시 프로그램을 설

정하였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자로용기 재칠 수명평가 기술현황분석

원자로용기의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고 또 재질의 수명을 평가하는데 필수

적인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해줄 재질 감시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감시 시험편의

종류는 ASTM E-:35-잊어1 서 요구하는 대로 모재금속(base meta\). 용천극속

(weld meta» 및 HAZ(heat affected zone) 재료를 갖고 샤피 서험펀. 인장 시험

편 및 compact 인장 시험펀을 만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USNRC가 지원한

HSST(heavy section steel technology) 프로그램에서 현 재 가동중인 여 러 원자

로와 실험로에서 비교 데이타베이스플 구축하기 위하여 요구한 SRJ'd<s t.:'1ndard

}-eference material)올 준비 했는데 System 80+의 총 시편 갯수는 표 1-2어l 나타

나 있다. 총 7537"의 시편 풍에서 baseline 시험에 243개가 사용되고 풍성자 조

사 시편은 51078 이다. ASTM £185-82에서 요구하는 감시 캡슐 당의 최소 시편

갯수는 baseline 시험을 위한 18개의 샤피 시편과 중성자 조사 시편으로는 base

metal과 weld metal에 대하여 각각 12개의 샤피 시편과 3개씩의 인장 시편이

요구되며 HAZ 채칠은 12개의 샤피 시편이 요구되고 있는데 System 80+에서는

위의 최소 요구 시편수를 충분히 만족시켰음올 알 수 있다.

또한 ASTM EI85-82는 감시 캡슐의 갯수와 인출시기에 대하여 원자로용

기 내벽에서의 천이온도의 변화량(transient temperature shift)이 l00"F 이하일

때 캡슐의 갯수는 죄소 3개를 요구하고 그 인출시기는 각각 유효 전동력기간

(effective full power y않rs)이 6년. 15년 및 수명말기에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System 80+에서는 천이온도의 변화량이 100°F보다 훨씬 작

으므로 Palo Verde9t 마찬가지로 감시 캡슐의 숫자는 6개로 하며 60년 수명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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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r1l판 ?!월하고 3711 는 예비 F~ 저장한 개획원- 세웠였다 그퍼나 60년으로 늪

어난 설개수멍파 관련하여 lJSNRC논 ()새의 캡슐풍에서 전 수명 동안에 4개를

연출할 컷을 요구하였고 ABB-CE는 이렐 반야뜯여 유효 전동력기간 6년. 15년，

:r2년 및 수영말기<EOL>에 4개플 ?!춤하고 2개륜 예비용으로 남겨두기로 결정

하였다. 이는 ASTM의 요건을 잘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감시 캡슐의 인출

시기는 부분적으로는 수냉말기의 중성자 조사량과도 관련이 있는데 System

HO+의 경우는 개선된 핵연료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60년 수명말기의 중성자

조사량을 6.2x101

‘’n/cmι으로 유지하고 이것은 40년 수명 Palo Verde에서의

5.8x101

‘’n/cm!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량의 영향

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Ki'JGR에 대해서는 System 80+의 경우와는 달리 lOCFR50 App H 및

ASTM El85-82의 요건은 물론 MOST와 규제기관인 KINS의 요건도 함께 고

펴해서 60년 설계수명에 대한 감사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KINS

는 60년 수명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요건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며

MOST 92-90은 SRM 시편을 요구하지 않은 대신에 추가적인 파괴인성시편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여러가지 요건설정 배경 등을 검토분석하여 KNGR

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펼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갇시시편 집합체(SeA)를 이루고 있는 요소의 셜계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사항 중의 하나는 60년 수명동안에 계획된 예방보수 기간 중에 감시

시편집합체를 원격으로 재설치할 수 있다는 요건의 변경인데 이는 조사된 시편

의 데이타베이스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최근 원자력

산업계가 원자로용기 재질의 건전성 측정과 관련하여 더 많은 CT 시면올 갖도

록 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데이타 분석에 펼요한 충분한 갯수의 시편을 갖

도록 감시시편 집합체를 셜계할 휠요가 았으며 또 ASTM에서는 지금까지 그다

지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HAZ시편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

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도 향후 감시 프로그램에 설계영향을 며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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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프로그램올 활용한 데이타베이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ORNU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PR-EDB<Power Reactors-Embrittlement

Database)'?!데 이는 운전중인 여러 원전으로부터 모재 빛 조사된 감시시편 시

험자료를 수집하여 축적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ABB-CE가 제착한 원자로용기

가 운전되고 있는 완전을 소유한 전력회사틀이 채질의 화학성분 빛 초기 툴성

치플 포함하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integrated surveillance program올 형

성하려는 노력올 기울이고 있으며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에서도 원자로용기 채

질수명 평가 및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이들의 자료축적 및 연구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자료수집 및 검토분석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2) 중성자조사선량 영향평가분석

원자로용기 재질의 중성자 조사 영향평가는 RG 1.99f111에 따라 수행하는

데 갑시 시편을 사용하여 중성자 조사전 재질시험의 결과와 중성자 조사후 시

편을 사용한 시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lOCFR50 App 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준무연성 천이온도의 변화량(tlRT:-:OT)을 산정하고 또 샤피 최대 흔수에너지

(Charpy upper shelf energy) 값올 계산하여 lOCFR50 App. G의 규정올 만족하

는지 조사한다. lOCFR50 App. G는 초기재짖의 최대 홈수에너지는 75ft-lb 이상

이고 수명말기에 5Oft-l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만족하

지 못할 경우는 추가의 파괴인성 시헝과 파괴해석 및 비파괴검사를 수행해서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있다.

중성자의 조사에 의한 영향은 주로 원자로용기 벨트라인부의 구려와 니켈

성분에 좌우되는데 이 성분들이 재질의 민감성올 결정하게 원다. CE-SSAR에

서는 전출력시 원자로용기 내벽에서 lMeV를 넘는 고속 중성자의 조사량은 60

년 젤계수명 동안 6.2xl019n/cm2올 념지 않아야 하며 이는 30%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셜명하고 있는데 System 80+의 중성자 조사영향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결과는 앞에서 다룬 원자로용기의 60년 설계수명 검토에서 제시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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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간단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로용기 벨트라인부에 대하여 60년 수

영딸기의 최대홉수에너지가 6Oft-Ib로 lOCFR.50 App_ G의 요건 5Oft-lb를 안족

시켰고， 원자로용기 1/4 두깨에서의 ART:-.m‘는 zrF로 EPRI의 요건인 30"F를

만족하였으며 60년 수명 동안의 채질의 열화 둥을 고려한 충분한 여유도값

(mar:밍n)을 고려한 수명말기의 기준 무연성 천이온도는 87-F를 얻었다.

한편 방사선 조사영향올 분석하는 다른 방법은 ARTNDT를 계산하는더l 사

용되는 margin 값올 줄이기 위해 감시시편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연 ART~l)T의 계산에 필요한 화학계수(CF) 값올 구하는 방법의 개선 등이다.

또한 미국내의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중성자 조사영향을 좀더 잘 파악하고 많은

시험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동중인 여러 발전소에서 나오는 조사취화자료를 공

동으로 활용하는 integrated surveillance program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본 절에서는 원자로용기 채질 감시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가지 요건들과

System 80+의 설계현황에 대하여 검토분석 하였는데 Kl\1GR의 경우에도

System 8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좋은 재질과 화학성분 조절기술 및 원자로

용기 단조제작기술을 사용하고 또 노섬에서 원자로용기로의 중성자 조사량을

전수명기간 동안 작게 유지할 수 있다연 원자로용기의 60년 설계수명의 목표는

무난혀 달성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설계 및 해석기술의 개선올 위하여 기존의

제반 요건들을 좀더 자세히 검토 분석하고 여러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

험 및 연구노력에도 많은 관심을 가울이며 또한 규제기관인 KINS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여 60년 설계수명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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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어용 구동장치 수명연장 및 실증시험

차세대 원자로에 사용될 제어봉 구풍장치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

만 현재 ABB-CE의 System 80+에 사용될 제어봉 구동장치를 대상으로 이의

건전성 및 성능， 내진 특성올 조사해 보고자 한다. CE 형 제어봉 구동장치는

그림 2-} 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수명연장 빛 내진 특성 실증시험을 위한 주요

수행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수영 40년인 System 00의 하우정 응력해석 보고서 검토를 동한 하

우칭 압력경계의 60년 설계수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일일 및 주파수 제어운전모드의 설계 반영시 사용 횟수 분석을 위하여

제어봉 구동장치 실증시험 자료플 분석하고，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는

Mode K 운전모드의 적용을 가정한 사용 횟수를 분석하였디

- 국내외 원전의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 현황 분석을 통하여 제어봉 구옹장

치 수명연장을 위한 설계개선 방향을 조사하였다

- 피로 및 마멸 평가자료 분석을 위해 ABB-CE의 성능시험 자료를 분석하

였으며. 추가사용올 위한 성능시험 계획올 수럽하였다

- 지진하중 증가에 따라 지진시 제어봉 구동장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한 실

증시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우징 압력경계의 60년 설계수명 검토

하우정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로 설계 온도 및 압력은 각각 앉)()" F.

2250psi이며， 구조적 건전성 해석은 60년 수명동안 사용해야하므로 운전과도 이

력이 있어야만 이의 검토가 가능하다. 현재 정상운전시 온도와 압력의 작은 변

동에 대한 피로웅력은 ASME Code Section III. NB-3222.4 에 규정된 피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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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지 않은 변동 한계 이내에 있으므로 반복하중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가된 지진하중이냐 heatup. c∞Idown 등

온도， 압력 변화가 큰 운전과도에 대하여는 해석이 요구된다.

반복된 온도. 압력과도에 의한 피로웅력의 영향을 평가할 때. ABB-CE의

기존 System 80의 경우. 설계 운전과도 횟수가 실채 운전 경험에 의한 횟수보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S~'stem 80+에서는 이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기존의 설

계로 60년 수명을 만족시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CE가 1978년에 수행한 실험에서 제어홍 구동장치에 의해 대기 중에서 240

Ibs 상당 무게를 인출， 삽업 구동할 때의 충격 (impact)에 의해 하우징에 전달되

는 동적 하중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이들 결과를 그럼 2-2와 2-3에 나타내었다

[12]. 이러한 동적 충격하중은 온도， 압력 등 모든 하중을 고려한 하우징의 건전

성 해석시 축방향 응력에 더해지며， 부하추종 운전시 제어봉의 구동 횟수가 증

가함에 따라 하우징 노즐에 가해지는 반복하중 횟수도 비례로 증가된다. 암으로

2단계 연구개발시에 상세한 설계해석을 통하여 60년 설계 수명평기·플 계속하고

자 한다.

냐. 일일 및 주파수제어 운전 설계 반영시 사용횟수 분석

차세대 원자로의 일일 및 주파수제어 운전 요건이 아직 영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어용 구동장치의 성능 요건을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부하추종 운전모드를 고려할 때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ModeK 기볍

올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하였다U3.141 부하추종 운전모드는 전력망 요구조건에

따라 좌우되나 일반적인 운전 모드로 원자로 노심에 대하여 100-50-100% 출

력. 14-2-6-2 시간 형태의 일일 부하추종운전 및 10분 주기를 갖는 주파수 제

어 운전(95%±5%， 50% :t: 5%)올 가정하여 제어용 구동장치에 발생하는 사용횟

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어용 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EDM)는 출력 제어를

- 34



수행하는 제어봉 집합쳐'I(Control Element Assembly, CEA)를 구동하므로 일일

부하추종 빛 주파수 제어 운전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본 과제에서 고려

하는 ModeK 방식은 CVCS 계통의 부담과 폐기물 생성량을 줄이기 위해 출력

조절에 제어봉올 많이 사용환다.

일얼 부하추종올 위한 출력조절을 위해 제어봉 집합체의 30% 삽입， 인출이

하루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60년간 연중 가동률 80%에 대한 구동

장치의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o 하루 100-50-100% 출력. 14-2-6-2 시간 일일 부하추종 시

= 050 inch x 30%) x 2 ( 1 cycle) x (365 x 80 %) x 60yrs

= 1.576.800 (inch)

= 131,400 (ft)

주파수 제어 운전 모드는 10분 주기를 갖는 95% ± 5% 5hrs. 50% 초5%

3hrs 동안의 출력변화로 이를 수행할 때.60년 동안 사용되는 반응도 제어용 제

어군(bank)의 추가적인 이동거리를 계산하고자 한다. 주어진 자료는 95%±5%

주파수 제어 운전시 12분 동안 198회의 평균 step 이동과 5O%±5% 운전시 12

분 동안 평균 61.3 step 제어용의 이동을 가정한다. 연중 가동률을 80%로 할 경

우 전체 이동 거리는 다음과 같다[14].

딩 5 hrs, 95% ±5% 주파수 제어 운전시 steps 수

= 198.1 steps/(720 sec) x (3600 않야π x 5 hrs) x (365 x 80%) x 60yrs

= 86.767.800 steps

딩 3 hrs, 50% ±5% 주파수 제어 운전시 steps 수

= 61.3 steps/(720 sec) x (3600 seclhr x 3 hrs) x (365 x 80%) x 60yrs

= 16.109,640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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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전체 구동 steps 수

= 86,7fi1.800 steps + 16,109.640 steps

= 102,877.440 steps

g 전체 구동 CEA 이동거리

= 102,877.440 steps x 3/4" / 02"/ft)

= 6,429.900 ft (or 367 ftlday. 112 m/day)

그러나 이들 자료는 전력 수요에 관계없이 무조건 ±5% 출력 변화룹 가정

한 이론적인 구동거리로 실제 수행되는 평균적인 주파수 제어 폭은 프랑스의

모드 G를 예로 볼 때 ±5%보다 훨씬 작은 ±0.5% 로 추정할 수 있다. 이플 전

제로 실제적인 CEA 이동거리를 계산하면 60년 동안은 600.000 ft 정도가 된다

부하추종 운전시 제어봉 구동장치에서 문제되는 부위는 제어봉 구동장치

걸쇠의 피로와 마멸. 그리고 latch guide tube bearings와 upper gripper

housing bearing~ 부위의 ~t멸 등이다. 걸쇠의 피로와 마멸에 의한 영향은 설증

시험을 수행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호 알려져 있다.

System 80+에 사용될 제어봉 구동장치는 설계 요구 조건으로 CEA플

100,000 ft 구동하도록 요구된 부품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에 있는 Mode

K헤서는. 4 fingers인 반응도 제어용 제어군(bank)으로 하루 8시간 주파수 제어

운전시 이의 6배 정도인 600.α)O ft를， 하루 전체 시간에 대해서는 이보다 3배

긴 거리를 구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System 80+에 채용을 고려하는 CE형

제어봉 구동장치의 실증 시험 내용은 야 구동장치의 전신인 Pre-system 80와

System 80에 사용된 CEDM의 원형 모텔에 대한 가속 실증시험[15]으로 대체하

고 있다.

부하추종운전에서 주파수제어의 고려여부가 제어봉 구동장치의 사용 횟수

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왼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인 ModeK 운전기법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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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명올 갖는 차세대 원전에 채용한다연 현재 추정되는 일일부하추종 운전에

따른 구동횟수는 CEDM 실증시험 구동거리인 100.α)() - 150.α예 n의 한계에 근

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파수제어를 포함할 경우는 이보다 6배 이상의 구동거

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CEDM 셜계로 이를 담당할 수 있올 것인지

는 검증시험올 수행하여 확언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 System 80와

YGN 3/4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설증서험을 대신하는

원형 가속 수명시험(prototype accelerated life test)과 최초 생산시험(first

production test) 결과를 보연 다음과 같다[l6].

1) 원형가속 수명시험

System 80+의 실증시험 요건을 Pre-system 80와 System 80의 실증시험으

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증시험에서 원자로 운전 조건을 맞추어 주기 위

해 사용된 냉각재의 화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Boron 1100 ppm

- Chlorides : 0.15 ppm(max )

- Ammonia 10 ppm(max.)

- pH at 77" F : 5.0 to 6.5

그리고 실증시험에 사용된 Pre-system 80와 System 80 제어봉 구동장치의 차

이점은 다음은 같다.

- Pulldown coil의 제 거

- 하중 전달 기능과 스테핑 작동을 수행하는 인장코일 사용

- 구동축의 3/8" 피치를 3/4" 피 치로 수정.

(1) Pre-System 80의 원형 CEDM

모든 CEDM 부품의 수명시험 환경 조건으로 용도와 압력은 각각 600°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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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Opsi 이며. 언출 무게와 속도는 각각 230 lb. 40 inch/min를 유지하였다.

설증시험에서 처음 50.000 ft 구동 후 검사에서. UI기Jer gripper housing

bearing에 마멸이 심하여 이를 개선. 교체한 후 157.α)() ft를 추가로 실증시험올

수행한 결과 latch guide tube bearing에 마멸이 0.012 inch 발생하였지만 기능

장얘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의 장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다계 시헥나l 용

(가) 시험 조건

- 온도，맙력 : 600“ F. 2250 PSI

- 구동무게， 속도 : 230 lb. 40"/min

- 구동거 리 : 5O.000ft

(나) 결과

- Upper gripper magnet와 housing bearings에 과도 마멸 존재하였다.

* 2 탄계 시혁내용

과도 마멸이 존재한 Gripper housing magnet를 개선된 부풍으로 교체한 후

시험을 계속하였다.

(가) 시험 조건

- 온도，압력 : 600(‘’F) , 2250 (psi)

- 구동무게，속도 : 2300b). 40 (inch/min)

- 구동거 리 : 157 ，αX>ft

(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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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혜된 Upper griI짜)er housing magnet bearings : 0.001" 마멸 존재

- Latch guide tube bearing : 0.012" 마띨 존재

- 해체된 부품은 아직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 2단계 실증시험을 통하여 이들 시험 결과는 제어봉의

}OO.OOOft 구훈 요건보다 1.5-2.0 배의 긴 구동거리를 나타내고 었다-

(2) System 80 원형 CEDM

여기서는 CEDM에 대한 가속 마멸시험이 34.000 £t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시험 시의 온도， 압력 조건은 6150 F, 껑50 psi로. CEDM에 걸리는 전체 무게는

pre-system 80의 230 Ib 보다 2배 정도 큰 잉o Ib이고， 속도는 30 inch/min를

유지하였다. 시험결과는 latch gUIde tube bearing에 0003 inch 마멸이 발생되

었고. alignment tabs는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마별이 심하여 이

부품을 개선하였다. 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환경

- 용도，압력 : 615("F). 2250 (psi)

- 구동무게 : 4500b). 30(inch/min)

- 34.000ft의 가속수명시험을 수행

- 300 full-height gravity scrams with 750b)

(나) 결과

- 90% CEA 삽입시간 : 2.93초 < 4 초

- Release time : less 0.2 초 < limit 0.3 초

- Latch guide tube bearing에 0.003" 마멸 존재

- Upper gripper housing to gripper magnet bearings에는 무시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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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멸 존재

- Alignment tabsOatch g1jide tube와 함께 gripper의 방향유지)는 과도

마별 존재하였으나 가능은 유지하였다. 이들 Alignment tabs는 모든 제품에 개

선된 것이 장착되었다.

2) 최초 생산시험

System 80 CEDM의 최초 생산시험은 총 누적거리로 4.000ft 이상의 생

산시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30 Full-height gravity scrams을 포함하고 있

는데 시험 후 기능 장애나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마멸은 손재하지 않았다- 이

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 단계 시험

- 온도， 압력 : 600'’F , 2300 psi

- 구동무게 : 230 lb(dry)

- 40(inch/min), 구동거 리 : 800 it

- 6 gravity drops at ambient temperature

- 4O(inch/min).구동거 리 1700 ft at simulated reactor condition

- 6 gravity drops at simulated reactor condition

(나) 2 단계시험

- 온도， 압력 : ambient temp.• 2300 psi

- 구동무게 : 잃5 lb

- 4O(jnchlmin), 구동거 리 : 500ft

- 6 gravity drops

(다) 3 단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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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무게 : 335 lb

- 20 <inch/min}

一 구동거 리 1700ft at simulated reactor condition

(라) 4 단계 시험

- 구동무게 : 잃5 lb

- 20 (inch/min)

- 구동거 리 : 1100ft at ambient temperature

- 20 gravIty drops with 130 Ib

이들 원형 실증시험과 최소 생산 시혐의 결과는 기능의 이상없이 CEDM이

계속 운전핍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증시험 내용은 구동거리 측연

에서 f\'lode K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충족시키거 위해

서는 게어봉 구동장치의 추가적인 실증시험을 통한 최대 구동 가능한 거리의

산정과 이에 따른 구동 장치의 사용 제한치 설정 또는 설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Mode K에서 주파수 제어플 위해 사용하는 출력제어 제어봉 제어군

(ba따<J의 위치를 바꾸어 줄 수 있다연 제어봉 구동장치의 편중된 사용이 방지

되기 때문에 제어봉 구동장치의 최대 구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파수 제

어를 위해 사용하는 제어용 셰어군(bank)은 보통 4 fingers CEA(Control

Element Assembly)를 갖기 때문에 12 fingers CEA( 212 lb) 보다 가벼워 제어

봉 구동장치가 받는 충격력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로부터 주파수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제어봉 제어군을 가지고 실증시험올 수행할 경우 현재 설증시험 거리

보다 더 긴 거리의 구동이 가능할 것이다.

창고로 프랑스의 ModeG에서 관측된 CEA 이동거리는 하루에 R bank의

경우 300 - 400 steps, G1 bank는 500 steps로 이를 40 년 수명 동안 누적거리

로 환산하면 각각 243.333 ft 와 304.167 ft가 된다. 그리고 구동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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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inghouse 형 제어봉 구동장지(CRDM， Ll061A)는 900 MWe 원자로의 12

ft CEA에 대하여 677αX> ft 이상의 구동 시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

보다 긴 14ft CEA플 사용하는 1300 MWe 급에서는 312 ，α)() ft 구동 시에 걸쇠

(gripper) 에 피로균열이 발생되어， 그립 2-4에 나타낸 single tip 결쇠를 double

tip 걸쇠로 설계를 변경한 후 아무런 문제없이 416.667 ft 구동시험올 수행하였

다[l7). 그러므로 이 부풍의 채용도 검토할 만하다.

다. 구동장치 수영연장을 위한 설계개선 방향조사

구동장치 수영연장을 위한 설계 개선 가능성을 조사해 본 결과는 3가지 방

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300 MWe 이상 발전소에 주파수제어

운전을 포함한 부하추종운전모드 적용시 Westmghouse 형 제어봉 구동장치의

제어봉 구동축의 걸쇠룹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중 걸쇠 <double latch)

로 바꾼 설계 경험이 있다 본 과제에서도 현재 설계에 이러한 경험플 휠용한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E에서 고려하고 있는 제어봉 구동장치의 수명연장 방안의 하나는 제어봉

구동축의 재질을 변경하여 모터 걸쇠에 가해지는 마멸(wear)의 문제플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구동축을 현재의 스테인레스 304 보다 연한 재질로 바

꿀 경우 접촉력에 의한 대부분의 마멸이 구동축에 집중되기 때문에 제어봉 구

동 모터 걸쇠를 보호할 수 있다. 구동축의 쿄채는 15분 정도 소요되고. 제어봉

구동장치 모터의 교체는 16시간 정도의 교체시간이 소요된다. 그 외에 걸쇠의

채질올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추가사용올 위한 피로 및 마멸 평가자료 분석

제어홍 구동장치의 구동거리 증가에 따른 제어용 구동장치의 피로 빛 마멸

에 관계되는 요소를 해석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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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올 통해서만 피로. 마멸의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일차로 ABB-CE형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설증시험 자료를 검토하였다. 부하추증 운전에 따른 추

가적인 제어봉 구풍장치 사용시에 현재 나타난 실종시험 거리만으로 운전 요건

올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잠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실중시험

의 수행이 필요하다.

실증시험올 수행하는 방안으로 첫빼로 ABB-CE 실증시험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와 시험시설을 국내에 설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었올 수 있으며，

두 방안은 서로 장단점올 갖고 었다. ABB-CE에서 실증시험올 수행할 경우에

대한 소요기간 및 경비와 국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대한 대략적 추정 가격은 자

문결과를 통하여 일부 확인하였으며 2단계 계획에 반영한 실험 내용은 다음의

설증시험 계획에 기술하였다.

마. 내진시 제어봉 삽입성 실증시험 자료분석

부치에서의 안전정지 지진이 O.2g에서 O.3g로 증가함에 따라 제어봉 구동장

치를 지지하는 원자로용기 상부 플렌지 부에서는 지진 입력이 훨씬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제어봉 구동장치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동장

치 내잔 지지부의 설계개선 및 동적 시률레이션을 통한 검증시험이 요구되며，

아울러 제어봉 삽입성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한 성능확인이 요구된다. 이 문제에

대한 ABB-CE 자문결과 이는 원자로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해

석 및 검증시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었으며. ABB-CE에서 ‘실증시

험올 공동연구로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분야이다.

ABB-CE 설증시험 장비를 활용하는 데에는 울진 및 영광 계획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자문하고 었다. 채어봉 구동장치 썰계는 지진

시 제어봉이 4초 이내에 완전 낙하할 수 있도록 구동장치 하우정의 변위 제한

이 필요하다. 현재 System 80+ 껄계는 변위 제한올 워하여 제어봉으로부터 전

달되어오는 하중올 냉각 보호체 (cooling shroud)를 통하여 언양장치 (lift ri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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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설계 요건으로는 지진시 체어용 구동장치의 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어봉올 실증시험에서 모사하기 위해 상당 무게를 사용하는 데 이럴 경

우 내부구초물과 핵연료 사이의 간섭과 설제 채어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따

라 실험 모델의 셜계， 제작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CE에서는 제어봉 삽입성 시

험올 위하여 정적인 시험으로 삽입성 설증 시험올 수행했다이 때 해석에 의해

알야낸 정해진 모드로 변영을 주는데 이것은 동적 시험의 변형 모양이 시간별

에 따라 변화하여， 중심축 또는 변형되지 않은 형상을 지나기 때문에 더 보수적

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 제어봉구동장치 내진 설계를 위한 최적 지지 위치와 이때 펼요한 지지

캉성의 결정시 매개변수를 바꾸어 다음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해석올 수행

한다.

- 동적 가진 영향

- 열적 팽창에 따른 영향

나) 원자로 용가 혜드에 증가된 하중 영향 평가를 위해， 제어봉 구동장치와

인양장치(lift rig) 사이의 동적 결합(dynamic coupling)의 영향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여러 가지 부품들의 생산 및 초립 여유는 전체 시스탱이 발전소 현장

에서 조립될 수 있는지가 검증되도록 시험해야 한다.

라) 제어봉 구동장치의 변형 한계 평가 보호쳐I)(shroud) 좌굴 평가 둥 설계

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구조 부품의 상세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 검증에 펼요한 많은 변수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해석적으로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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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며 시험이 필요한 경우 최종 해석이 완성되고. 설계가 최종 단계에 도달했

올 때 실사한다.

바. 제어봉구동장치 성능 및 내진 실증시험 계획

J) 재 요

차세대 원자로는 설계수명이 60년이고， 부하추종운전올 수행할 수 있게 설

게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필연적으로 제어용의 구동 횟수플 향가시키는 결

과를 가져온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인 부하추종 운전모드 Mode K에

근거한 일일 부하추종 운전에 대하여 구동장치의 구동거리를 계산해 본 결과로

는 CE형 져l 어용 구동장치의 실증 누적거리인 157.α)() ft에 가까운 거리가 나왔

다. 이로부터 제어봉 구동장치의 구조적 건전성 확인을 위해 실증시험에 의한

보다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차세뎌 원자로는 부지 특성에 무관하게 지진하중 O.3g흘 견달 수 있어야 한

디 하지만 현재의 CE형 제어봉 구동장치의 내전 설계는 O.2g에 준하여 설계되

어 있고. 안전여유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세대원자로에 요

구되는 03g 지진에 대한 내진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어봉 구동장치의 내진 설계

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그 동안의 CE 자문을 통

하여 확인한 바 었다. 셜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구동축에 물려 있는 제어용의

상입성 시험과 동적 가진 시험은 셜계 변경될 제어봉 구동장치 지지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 판단된다.

2) 제어용구동장치 구동거리 성능시험

제어봉 구동장치의 제어봉 구동 누적거리를 실증시험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써 60년 설계수명 동안 부하추종운전 능력올 갖도록 하고， 아울러 하우징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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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작용하는 동적 피로응력의 수준올 측정하여 노즐부위의 피로파괴에 대

한 건전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수/유지 자료를 확보한다· ABB-CE에서 제안

한 2단계 과제에서의 설증시험 계획은 다음과 갇다.

(가) 부하추종 운천시 다음에 기술하는 제어붕 운전 모드의 특성올 정한다

- 사용될 제어봉 형태

- 핵연료 주기 동안 부하추종에 의한 제어봉 평균 이동거리

- 부하추종 운전에 사용될 제어봉의 무게

- 60년 발전소 수명동안 부하추종운전에 사용델 저l어봉 구동장치의 총

이동거리 등

(나) 제어몽 구동 모터와 구동축 집합체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사용 수

명올 정한다. 사용 수명은 핵연료 한 주기당 이동거랴. 기존 시험자료. 부하추종

에 사용될 제어봉의 무게 등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다) 기본설계륜 위한 발전소 운전조건에서 제어몽 구동 모터 몇 구동축 집

합체의 수명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중에 구동축 집합처l 가 최소 수명에 도달한

경우 이릎，교환한다.

(라)60년 수영 동안의 계산된 누적 이폼거리와 필요한 최소 설계수명을 비

교하여. 시험에서 얻어야하는 총 누적 거리를 계산한다. 최소한의 설계수영 목

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풍올 정한다.

(마) 체어홍 구동장치 걸쇠 연결봉 핀 둥의 저 코발트 재료와 구동축 집합

체를 위한 재료를 평가한다. 이로부터， 시험올 위한 후보 재료를 정한다.

(바) 제어봉 구동장치에 후보 채료의 마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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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기간올 계산한다.

(사) 정해진 기깐 동안 발전소 운전조건하에서 시헝올 수행한다. 제어용 구

동장치를 분해하고. 마멸의 량올 측정한다.

(아) 마멸이 허용범위 내에 있다연， 제어봉 구동장치를 재 조립하고 손상이

발생될 때까지 시험올 계속 수행한다. 시헝 중에는 정해진 구동거리에서 구동축

올 계속 교환한다.

(자) 마멸이 허용값 이상이라연 다른 재료로 교환한 후 앞의 (사)단계의 시

험부터 계속한다.

(차) 시험 결과로부터 제어봉구동장치와 구동축 집합체의 교환없이 계속 운

전가능한 최대 거리를 계산한다.

3) 제어봉 삽입성 및 동적 시험

차세대 원전에 O‘3g의 지진하중을 받게 되는 경우 제어봉이 안전하게 삽입

되는가를 동적 가진 시헝과 정적시험올 통해 확인하고， 이를 인허가 자료로 사

용한다. ABB-CE에서 제안한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웅력 값이 ASME Code 허용값 이내가 되도록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

정의 변형올 구속하는 구동장치 지지점올 정한다. 제어봉 구동장치의 변형된 형

상은 System 80에 대하여 수행한 한계값에 가깝게 한다.

(나) SSE 지진동안 4초 이내에 낙하될 제어봉의 형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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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용 구동장치와 붙어 있는 각각 다른 길이를 갖는 노즐의 동적 해

석 결과플 이용하여. SSE 지진시 제어봉 구동정·지의 노즐과 압녁경계의 변형

형상올 정한다.

(라) 결정된 형상에 대하여 체어봉 노즐 빛 하우징올 정적으로 변형시킨다.

‘’

(마) 제어봉의 정적 닥하시험올 수행한다. 야 때 시간에 따른 닥하 거리블

측정， 기록하고 요구된 scram 상업 콕선과 비교한다.

(바) 새로 설계된 상부 압력 하우징의 제어용 구동장치 응답 스펙트럼과

System 80의 결과를 비교검토 한다- 만일 새로운 설계가 System 80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초과할 때.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s)의 풍절보증을

재수행한다.

(사) RSPT의 품질요건플 결정한다

(아) 품질보증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RSPT가 연결된 제어봉

구똥장치의 동적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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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aBE 설계하중제거

가.OBE 설계하풍제거 관련 설계기술 현황분석

미국의 ABB-CE를 비롯한 산엄계는 이마 수년간에 걸쳐 OBE 설계하중제

거에 대한 논의를 NRC와 해 왔으며 미국 ::'\RC와 산업계의 연구자금올 바탕으

로 많은 연구가 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ABB-CE의 letter[l8]에 따르면 aBE

를 SSE로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aBE 하충을 원전수영동안 발생가능한 통계적

확률， 즉 재발기간 200-500년 수준에서 설정하여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안하였

다. 이는 aBE 하중이 SSE 하중의 절반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lOCFRl00. Appendix A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처음에 ABB-CE는 aBE

설계영향올 SSE 응답에 바례계수를 곱하여 설계에 고려하는 방법과 aBE를

lOCFRl00. Appendix A에 따라서 결정하고 대신에 하중조합을 Service level B

에서 하지않고 C에서 조합하는 설계방법올 제시하였으나. 지금은 NRC가 aBE

하충을 설계에서 완전히 제거시키는 데 동의하였다[2). ASME Code Class 1.2.3

부품 및 노심지지구조블에 있어서 지진하중에 대한 피로섣계 방법은 2회의

SSE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 최대 응력범위가 10회 발생하는 컷으로

CESSAR-DC Section 3.7.3.2에 서는 기 술하고 있으며 이는 SRP(NUREG-08OO)

에서 추천하는 한번의 SSE 사건과 5회의 aBE 사건에 근거한 반복하중과 농일

한 효과를 나타낸다. 또 다른 피로설계방법으로 i\UREG-1462에서는 IEEE

344-1987의 Appen버xD에 따라서 유도된 20 full SSE 진동횟수와 동일한 부분

진동횟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전설계에 있어서 aBE 하중을

완전히 체거하게 된 배경은 NUREG-1462[l9] 및 SECY-90-016[2이.

SECY-93-087[21]에 기술되어 었으며 NRC 및 미국 산업 계 자금 하에서 수행되

었던 OBE 셜계하충채거에 대한 세부 연구현황 및 내용틀은 추가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계속 분석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KINS에서 미국내의 aBE 설계하중제거와 관련한 규제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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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현황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3.41 또한 Kll애S는 차세대원자로설계를 위해

aBE 제거 및 내진검증 대체가진입력 기준설정올 규제완화 입장에서 개선 및

보완의 고려항목으로 설정하여 국내 안전규채기술요건올 정립하고자 장기계획

올 추진하고 었다.

1) NRC, EPRI 빚 ABB-CE 업장분석

1991년에 ABB-CE는 aBE에 대한 설계요구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08].

- aBE를 SSE로부터 분리시키고 aBE를 원전수명동안 어느 정도 타당한

발생확률， 즉 200-500 년 주기를 갖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 aBE 응답은 SSE 웅답으로부터 비례계수를 이용하여 구하며 이때 비

례계수는 지반조건과 예상되는 감쇠치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

지의 System 80+에 대환 경험에 의하면 비례계수는 0.4에서 0.5 정도가

SSE에 대한 aBE 첨두지반 가속도의 비율인 3에 적절한 것으로 추천된

다-

- aBE와 관계되는 하중조합은 Level B 보다는 Level C에서 조합한다. 이

러한 하중분류는 aBE 사건의 발생확률상으로 미루어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 더구나 Level C 사건에 대한 더 높은 허용웅력은 aBE 수준의

응답플은 손상올 주지 않음올 확신시키면서 aBE가 선택된 계통이나 기

기들의 설계를 좌우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또한

지진응답에 대한 지침서언 EPRI 보고서 NP-6695에서 제공하는 장기평

7Hlong-tenn evaluations)에 대한 수용표준(acceptance standards)과

일관성이 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진하중으로부터 계산된 웅

력들은 비상조건(emergency conditions, 즉 ASME Code Level C

Service Limits, 또는 equivalent) 또는 원설계기준(orig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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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s>에 대한 허용치보다 작다. 따라서 이 항목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고려훤다.

- SSE의 50%에 이하의 웅력수준으로부터 적절한 지진사건횟수를 정의

하여 SSE 검증철차에 따라서 기기검증시 피로영향올 고려한다.

- EPRI 보고서 NP-5930에 명시된 aBE 초과결정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원전평가와 원전정지를 한다.

aBE 셜계하중제거에 대하여 위에서 나타난 ABB-CE의 제안들은 aBE 제

거에 대한 ABB-CE의 초기 입장이며 실제로 aBE를 원전설계에서 완전히 제거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참고문펀 [IS]에서는 언급하고 있

다.

1992년도에 EPRI에서 ABB-CE로 보낸 서신에 따르연 미국의 ALWR

Program에서는 aBE가 지진설계지침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URD의 제 1 장도 ]991년 4월에 같은 방향으포 개정된 것

으로 나타나 있다(22). NRC 관리자의 엽장도 1992년 3월에 그틀이 aBE 제거를

받아들이고 지지함을 명백허 하고 있다.

1992년 10월에 ABB-CE는 System 80+ 셜계기준으로부터 aBE를 제거한다

는 내용의 서신올 자사 내에서 발송한 적어 있으여 [23]. 여기서 ABB-CE는 설

계언증 전에 aBE 제거에 대한 사항올 완결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설계기준으로부터 aBE를 제거하고 ABWR에 대한 NRC memorandum [24]에

나타나 있는 단일지진 설계를 갖는 aBE 기준이 System 80+ 문서에 반영되어

야 한다고 셜명하고 있다‘ 그려고 이 서신에서는 aBE 제거로 언하여 영향올

받는 설계영역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표 3-1에 나타냐 있다.

그러나 최근 aBE 제거에 대한 ABB-CE의 기술자문 결과를 살펴보면[25]

aBE 셀계하중올 완전허 제거해야 할 경우에 내진설계에 있어서 다음파 같은

사항들이 계속 검토될 펼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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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 셜계하중을 SSE 설계하중으로부터 분리

- 지진발생시 검사기준지진으로서의 aBE에 대한 재정의

- 지진하중에 대한 피로영향 평가

- 배관과단과 관통균열 위치결정에 있어서의 지진하중 제거

2) aBE 제거관련 System 80+ FSER 분석[2J

가)일반사항

NRC Staff들은 System 80+의 표준설계가 10 CFR P하t 50. Appen이x A

의 일반 설계기준(Genegal Design Criteria)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CESSAR-DC Section 3.1절을 검토했다.

냐) 설계로부터 OBE 설계하중제거

10 CFR Part 100. Appendix A는 부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구조풀

과 계통 그리고 기기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SSCs)틀은 국민들

의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위험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aBE

지진하중을 당했을 때에 허용응력과 변형한계 내에서 그 고유 기능올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CFR Paπ 100.

Appendix A의 내용틀은 aBE의 수준이 SSE의 1/3이거나 그 이하에서 aBE 고

유기능이 구체적인 설계나 웅답해석을 하지 않고도 만족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의 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10 CFR Part 100. Appendix A에 대하여 앞서

제안된 amendment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aBE가 SSE의 1/3이거나 그 이하로

설정될 때 젤계 인허가로부터 aBE가 채거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올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 aBE는 국민 건강 및 안전 그리고 검사를 위한

원전정지의 검사기준지진으로서의 기능올 제공한다. 더구나 10 CFR P강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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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는 OBE의 최대 지반가속도는 적어도 SSE 최대지반 가속도의 1/2

이되어야 한다는 것올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대한 편차틀은

OBE가 설계해석으로부터 제거되고 단지 SSE의 1/3올 갖는 검사기준지진으로

서 채 정의될 때 10 CFR 50.12 기준들이 만족됨올 확신할 수 었도록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SSCs가 SSE에 대하여 그 고유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펠 때에는 OBE의

모든 설계기능틀이 고려가 된다고 하연 좀더 낮은 지진수준0/3 SSE)에서도 또

한 그 기능들이 발휘될 것이다.OBE를 SSE의 1/3 수준으로 선택하는 근거는

이 수준에서 손상가능성과 지진발생횟수는 섣제 지진경험상에 근거하여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OBE 하중틀에 대하여 확실한 설계기능

(Design functions)들 만이 검증되어 왔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기능

틀은 다음과 같은 평가틀로부터 검증된다.

- 지진횟수로 인한 피로손상 평가

- 배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지진앵커운동 평가.

설계로부터 OBE가 제거되연 이들 설계기능들은 명백하게 검증되어질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System 80+에서 이들 설계기능들은 마음에 언급할 ’ OBE 제

거배경·에서 설명하겠지만 허용용력과 변형제한올 이용하여 SSE와의 연계플 동

하여 검증될 것이다.

따라서 10 CFR 5O.12(a)(Z)(i :J에 기술되어 있는 특수환경 (special

circumstances) 들은 ABB-CE가 규정 (Regula띠n)의 의도를 성사시킬 수 있는

acceptable alternative analysis methods를 제안혜 왔기 때문에 규칙 (Rule)의 근

본적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규정이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서는 적용될 필

요가 없음올 나타낸다. 이러한 기초에서 Staff들은 alternative analyses가 SSE

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SSE의 1/3에서 또는 그이상의 지진에 따라서 원전의 검

사를 수행할 펼요성이 OBE 설계해석의 셜계목적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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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제(Exemption)가 검증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el) OBE 제거배경

SECY-90-016[2이의 ‘ Evolutionary Light Water Reactor (LWR)

Certification Iss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Current Regulatory

Requirements，"에서 Staff들은 OBE 지반거동올 SSE 지반거동으로부터 분리시

켜 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1990년 6월 26일의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SRM)에서 Staff의 입장을 승인했다. SECY-93-087[21]의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mng to Evolutionan"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에서 Staff들은 또 개 량형

및 피동형 원자로설계에 있어서 SSCs의 모든 설계로부터 aBE를 제거해 줄 것

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1993년 7월 21 일의 SRM에서 위원회는 ~taff의 일장을

승인했다. 설계로부터 aBE를 제거하는 것은 EPRI가 요구한 것이며 이는 또한

1990년 4월 26일 의 서신에 서 ACRS(the Advisorv Committee on Reactor

Safeguards)가 추천한 사항이다.

SECY-93-087에서 Staff들은 토목구조물 배관계통 그리고 기기내진걷증에

대한 aBE 제거에 따른 안전영향을 조사했다. 여기서 Staff틀은 OBE 제거까 전

체 원전의 안전여유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고들올 하였다. 19)3년 7월 21일의 SRM에서 다음과 같은 Staff들의 입 장을을

승인 및 동의하였다.

- 새로운 지침이 제기될 때까지 피로해석에서 지진횟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2회의 SSE 사건을 사용하며 사건당 10회의 최대 응력횟수를 고려한다.

또는 IEEE Standard 344-1987의 Appendix D에 따라서 유도될 때 20회

의 SSE 진똥횟수에 상당하는 부분진동횟수(the number of fractional

vibratory cycles)를 사용할 수도 있다(이때 최대 SSE 진폭의 113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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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 함).

- SSE에 의하여 야기된 배관에서의 앵커변위 효과는 Service Level D 한계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OBE를 SSCs의 껄계에서 채거한다.OBE가 셀계로부터 제거될 때 가상

배판과단이나 누셜 균열위치률 셜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대체 지진하중

에라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배관 고응력{지긴하중 무시)에 의해 결정된 기계적 배관파단 및 고에너지

누설균열위치와 지진하중올 고려한 피로손상위치는 가기내환경검증과

Compartment 강압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aBE 제거에 따른 기기검증에 대하여 IEEE 끊4-19H7 요구조건인 5회의

aBE 사건에 이은 1회의 SSE 사건에 따과서 기기검증방법을 근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이 았다. 첫 번째 방안은 5회의 112 SSE 사건

에 이어서 1회의 SSE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기검증을 한다. 두번째

방안은 IEEE 잃4-1987. Appendix 0에 따라서 5회 의 112 SSE 사건틀

에 대한 최대첨두횟수 (Maximum peak cycles)에 상당하는 부분첨두횟수

(A number of fractional peak cycles)를 사용한다.

- 지진사건 발생시 aBE는 검사활동을 위한 기준으로 계속 사용된다.

다음절은 OBE가 설계에서 제거될 때 적당한 조치와 적절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됨올 확신사켜 주기 위한 Staff들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 이 평가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들을 포항한다.

- ASME Code Class 1, 2. 3 기기 및 노심지지구조물

- 콘크려트 및 강 구조물

- 기기 내진검증

- 선-지진계획 (Pre-않퍼lQuake planning)과 후-지진 운전원조치 (Post -

earthquake operato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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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 Code Class 1. 2. 3 기기 및 노심지지구조물

System 80+에 있어서 ASME Code Class 1. 2, 3 기 기 및 노심지지구조물

들에 대한 지진해석방법들은 NRC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ASME Code Class 1, 2, 3 기기 및 노심지지구조물의 설계로부터의 aBE

제거는 최근 모든 aBE 설계관련 검토사항을 SSE에 대하여 수행할 것올 요구

하고 있다. 일차응력효과(지진관성웅력들)에 대하여 Service Level B로부터의

aBE 제거 는 하풍조합이 Service Level D가 아나라 B에서 조합되 는 다른 동적

히증괄(즉， 운산찬 ;1;i ; 듣;쓸 포칩하는 경우-에 설계에 잠재적인 영향을 즐 :-

가 있다. NRC Staff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특별히 배관계통에 대하여 조사했으

며 aBE가 1/3 SSE로 설정될 경우 SSE릅 갖는 하중조합들이 일반적으로 설계

룹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배관계통의 일차응력들에 대하여

배관응력 하중조합으로부터 aBE를 제거하는 것은 SSE 하중을 갖는 하중조합

이 일반적으로 설계를 좌우하기 때문에 기존 안전여유도플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 및 이차응력 효과(즉， 피로 및 지진앵커운동)에 대하여 aBE의 제거는

배관설계에 있어서 그들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현재 방법들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관계통에 있어서 지진기인운동으로 인한

내요영향들과 다양한 높이에서의 기기와 구조불어i 우속펀 배관의 상대적 운동

영향들은 현재 단지 aBE 하중에 대해서만 평가되었가 때문에 하중조합으로부

터 aBE를 제거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

확실성을 야기할 수가 있냐. 이러한 영향틀을 다루거 위해 CESSAR-DC에서

토의된 System 80+ 지 침 서 에 대 한 Staff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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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횟수에 대한 적절한 피로설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지진횟수와 한계하중

이 성정될 필요가 었다. CESSAR-DC의 Subsection 3.7.3.2에서 ABB-CE는

ASME Code Class 1.2.3 기기 및 노심지지구조물에 대하여 지진하중의 픽로해

석올 위한 교번하중 기준을 사건당 1070 의 최대용력 횟수를 갖는 2회의 SSE

사건들(최대 SSE 웅력범위의 20f비I cycles)과 같은 것을 사용했다. 이것은 현

재 Standard Review Plan(SRP) (NUREG-08OO) Section 3.9.2에서 권고하는 1

회의 SSE와 5회의 OBE 사건의 교번하중기준과 동등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IEEE Standard 344-1987의 Appendix D에 따라서 유도될 때 20회의 SSE 진동

반복 횟수와 동일한 부분진동횟수를 사용할 수도 였다(이때 최대 SSE 진폭의

113 이상의 진폭을 가져야 함L

지 ?-l 액커훈통 (SAM)

System 80+에 대하여， 안전관련 ASME Code Class 1, 2, 3 기기틀과 기기

지지물들이 SSE에 대하여 그들 고유 기능들이 보장되도록 SSE로 인한 변위제

한과 지진앵커운동 영향들아 평가된다. SAM 영향들은 기기노즐 위치， 배관관

통 위치 그리고 작은 배관과 큰 배관 연결위치에서 배관과 건물바닥 그리고 슬

래브사이의 상대변위틀을 포함한다.

배관계통에 대하여 SSE로 인한 지진앵커운동 영향들은 CESSAR-DC 의 표

3.9.2에 기술된 것과 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정상운전하증을의 영향

들과 조합된다.

배과유력한계

SME Code Class 1,2,3 배관은 1989년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ll, Subsection NB ,NC 그리고 ND의 설계요구 조건들올 만족해

야 한다. 더구나 OBE가 설계에서 제거될 때 NB-3650. NC-365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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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3많%에 있어서 변경과 추가가 배관계통에 사용될 것이다.

ASME Code Class 1 배관웅력한계에 대한 변경 및 추가는 다음과 같다.

- 일차웅력명가(NB-강>54.2)에 대하여 지 잔하중들은 공식(9)에 대한 Level B

Service Limits~ 고려에 대하여 평가되어지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 얼차웅력과 이차용력강도범위(NB-3653.1)를 더한 만족조건에 대하여 공식

(10)에 서는 M，는 (1) SSE 범 위 의 112올 고려한 모든 하중들의 합범위

(Resultant range) 또는 (2) SSE만의 전체범위로 인한 모멘트합 범위중에

서 더 큰 것을 사용한다. SSE의 사용은 보다 작은 크기 지진들의 누적영

향에 대한 한계설계(삼ounding design)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았으피 파타

서 공식 (10)에 대하여 Level B Servi!:e Limits의 고려에 포함되어져야 한

다. SSE 모벤트의 축소범위(부분 청두횟수를 갖는)는 Level B Seπice

Limits의 고려에 사용될 수 있다(이때 최대 SSE 모벤트범위의 113 보다

착지 않은 범위를 가져야 함).

- 천두웅력강도(NB-3653.2)의 만족조건에 대하여는 상기의 입장에 근거하여

NB-3653.1에서 개발된 하중집합들은 첩두응력강도. Sp를 계산하는데 사

용될 것이며 교번응력강도. Salt는 피로영향과 누적손상평가에 사용될 것

이다.

- 단순탄소성 불연속해석 (NB-3653.6)에 대하여 만일 공식(1m이 하중집합들

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만족될 수 없으연 ~B-3653.6에 기술되어 있는 것

처럽 다른방안의 해석이 수행될 수 있다. 지진앵커운동 모멘트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이 Level D Sen"ice Limits의 고려에서 만족되이야

할 것이다-

S빼 ;: C2뀔tM，· + M,··) 드 6.0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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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am은 지진앵커운동 웅력의 공칭값이며 MI"는 공식 (2)에서의 것

과 같다. 그리고 Ml·-는 SSE에 의해 야기된 지진앵커운동 변위들로 인한

모멘트들안을 포합한다는 것을 채외하고는 공식(10)에서의 것과 같다. 여

기서 초합모맨트 범위 (M," + Mt")는 0) 열팽창 및 열앵커이동의 합범

위에 SSE 앵커운동범위의 112을 더한 것이어야 하거나 (2) SSE 앵커운

동만에 의한 전처l 범위로 인한 모멘트합범위중에서 더 . 큰 것올 사용해야

한다.

ASME Code Class 2와 3 배관 응력한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및

변경이 사용된다.

- Occasional loads(NCIND-3653.U의 고려에 대하여 지진하중(즉， 지진관

성과 지진앵커운동)은 공식 (9)에 대한 Level B Service Limits를 만족할

필요가 없다.

- 열팽창 또는 이차옹력들(NCIND-3653 2)의 고려에 대하여 공식(10)의 Me

는 지진으로 인한 지진앵커운동의 모멘트영향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 Level D Service Lirnits(NCi↑~D-36S5)에 있어서 이차응력들의 고려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틀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S、 = i
l\1; + M ,..... , <I. .... ( 드 3.0 Sh

2

여기서 Me"는 SSE로 기언된 지진앵커운동으로 인한 모멘트범위이며 Me

는 열팽창으로 인한 모멘트범위이다. 여 7) 서 조합모멘트범위，(Me‘+M. J는

(l) 열팽창으로 인한 모땐트합병위에 SSE 앵커운동으로 언한 모벤트합의

1/2을 더한 것이거나 또는 (2) SSE 앵커운동만의 전체범위로 인한 모멘트

합범위중에서 이중 더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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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들은 aBE가 배관계통셜계로부터 제거펠 때 적용되어 질 위에서 언급한

추가기준들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기준들은 좀더 엄중하고 몇가지는 완화되었

다고 하더라도 기준들이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의 기존 셜계여유도를 그대로 퓨지하려고 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따라서 NRC

Staff들은 System 80+에 대한 배관기준들이 피로해석에서 지진횟수 고려와

SSE 기 인 배관의 앵커 변위 영향평 가에 대 한 SECY-93-0없에서 의 NRC Staff 권

고사항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U.l:Sι가 없든 가삼배관파탄

배관파단은 기대하지 뭇했던 죠건들 즉. 설계. 건설 또는 운전걸함 그러고

예상밖의 하중뜰 또는 예상밖의 부식환경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나 좁처럼 일

어나기 힘든 사긴이다 실제 배관파단에 대한 Staff들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

으로 배관파단은 기기노출과의 연결부위인 배관계통 끝단과 같은 고웅력 및 피

로발생위치에서 일어난다. 현재 SRP(NUREG-OOO이 Sectlon 3.6.2 에 따르면 배

관파단은 고에너지배판의 고응력 및 고피로사용계수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일어

나는 것으로 가상되어 있다. 고응력과 피로사용계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하중조

합은 정상 및 upset 조건들 즉， 압력， 무게， 열.OBE 그리고 다른 운전 천이하

풍들을 포함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에너지 파단이 특정위치에서 발생한다는 가정에

대한 기준들은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배관파단 위치선정에 대한

기계론적 접근에 대한 기춘은 비록 배관파단이 예상밖의 조건들에 의하여 기인

된 무작위사건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단기구와 파단예상위치는

배관에 있어서 고웅력이나 고피로가 발생하는 국부조건들에 의해 야기될 것이

라는 전제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충분한 배관파단횟수가 가정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 위하여 파단들은 예상밖의 파손기구에 대한 불확실성올 포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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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범위스펙트럼사건에 대하여 가상되어지도록 권고되었다. 과단들은 고웅력

및 고피로 발생위치에서 배관끝단과 웅럭들이 고웅력 운턱한계 이하일 때 최소

한 2개의 추가 내부중간위치에서 일어냐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SRP Section

3.6.2에 통합된 기준들은 가상배관파단 위치수틀을 늘이고 원전에 있어서 수많

은 배관화단완화기구를 셜치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중반에 NRC의 운전행정감독자는 배관요구조건들의 변경이 원자

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이나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임

을 규명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배관에 대한 상당환 검토를 시작했다.

Pressure Vessel Research Council 산하에 있는 원자력산업계와 NRC 배관검토

위원회 (PRC)는 기계적 배관파단가상 지침서를 포함한 배관기준들에 대하여 상

당한 연구를 수행했다. 여기서 배관검토위원회는 배관휩구속불과 제트충돌벽과

같은 배관파단완화 기구들이 고에너지 배관계통에 과도하게 설치될 때 배관계

통이 지나치게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많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육

중한 배관구속물들은 정상운전동안에 고온배관이 자유롭게 팽창는데 있어 불리

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냐타났다. 배관검토위원회는 또한 수많은 동적시험

과 고지진하중올 당한적이 있는 바내진설계된 배관계통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를 통하여 Butt 용접된 배관은 근본적으로 파손없이 큰 지진하중올 견띨 수 있

음을 인지하였다.

배관검토위원회의 노력결과로 NRC Staff들은 배관파단위치 선정에 대한

기계론적 배관파단기준은 원전의 정상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과다한 배관파단

완화 기구의 설치를 초래하며 원전 전체의 안전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 있

음올 인지하였다. 따라서 SRP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가상배관파단수

가 줄어들도록 수정되었다.

- 임의 2개의 중간위치애서의 가상배관파단기준 제거

- 계통과 재료특성치의 사용이 적절허 검증이 될 때 가상배관파단 대신에

LBB 접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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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EPRI와 NRC어| 의하여 수탱된 동석시험에 근거하여 배관아 파단없

이 SSE 이상의 지진관성력을 견딜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S않If는 l저

SSE 크기의 지진때문에 내진쩔계된 배관계통이 파단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

로 믿고 있다. 운전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배관파단은 정상운전에 의하여 야기되

는 조건들 즉， 침식 및 부식， 열적구속， 피로 그리고 운전천이와 같은 조건하에

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근거한 Staff의 결론은 배관에서의 고웅력 때문에

가상배관파단과 누설끌열위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체지진하중이 사용되어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신에 내진설계된 고에너지 또는 적정에너지배관에 있

어서 가상배관파단과 누설균열에 대한 기준은 단지 정상 운전과도애 기여하는

요소들에 근거하여 한다. CESSAR- DC Subsection 3.6.1과 3.6.2에서는 가상배관

파단에 대한 위의 Staff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피로영향으로 인한 배관

파단과 누설균열설정에 있어서 누적사용계수 계산시에 지진횟수영향은 계속 포

항되어야 한다. 가상배관파단에 대한 수정된 지침서는 SRP Section 3.6.2에 나

타나 있으며 System 80+를 위하여 수정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B.l.b.( I).(a) : 각주 2에서 “Level A와 Level B 응력한계는 설계사양서에

명시되어온 이들하중과 조건들에 대하여(지진하중 제외)"

- B.l.b.(l ).(d) : 지진하중올 제외하고 계통설계사양서에 명시된 이들하중과

조건들(Sustained loads, Occasional loads 그리고 열팽창)올 고려하여

ASME Code Section III, NC-3652에서악 공식 (9)와 공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최대응력은 O.8(1.8Sh+SA)올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상배관화단과 균열에 대한 System 80+ 기준들은 위의 NRC Staff 입장

과 얼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Staff는 기준들이 SECY-93-087에 있는 Staff 권고

사항을 잘 만족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된 것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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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및 강구조물

원전구조물에 대한 내전컬계에 았어서 OBE와 SSE 지반운동영향을 고려하

는 현재의 셜계방법은 1960년대에 껄정된 것이다. 이러한 OBE와 SSE 셜계하

중올 선정한 개념적 목적은 0) OBE 수준의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 손상이 없

이 계속적인 원전운전올 유지하고 (2) SSE 발생동안과 후에 원전의 안전정지를

보장하고 안전정지상태에서 원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

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물 응답틀은 사고조건뜰과 SSE를 합친 하중들로 인하

여 하풍조합들에 대한 소성변형의 발생을 배제하기 위하여 재료항복응력 이하

로 유지되어야 한다. 운전조건틀과 OBE를 합친 하중조합들에 대환 응력들은

항복응력의 112에서 518 이하 이어야 한다. 현채 SRP Section 3.8에 있는 하풍

조합들은 앞에서 언급한 설계개념으로부터 개발되었다.

NRC Staff는 콘크리트와 강구조물에 대한 하중조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 경우들에 있어서 GBE하중이 구조물설계를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

리고 OBE를 설계로부터 제거할 때에도 구조물들은 지진에 대하여 적절히 설계

되는 것으로 확신하였다

(3) 기기내진검증

설계로부터 OBE를 제거하고자 한 제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기검증에 영

향올 미친다. 기기검증분야에서 10 CFR Parts 50과 100 규정에서의 요구조건들

은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 및 동척검증을 다루는 SRP Section 3.10을 통하여

Staff에 의해 해석되었다.

기기검증이 해석에 의하여 수행될 때에는 수용기준들은 ASME Code로부터

유도된다. 해석에 의한 기기검중에 있어서 OBE 제거에 대한 영향은 무시될 수

있어야 한다. 펌프와 밸브 같은 기계적 기기틀은 일반적으로 적절히 구속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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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주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되고 그들의 운전환계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모멘트와 힘 또는 OBE보다는 SSE에 의해 지배되는 허용 간격

eel않ranees)에 근거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를 통혜 설정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계적 기기에 있어서 겁증해석으로부터 OBE를 제거하는

것은 어떠한 여유도도 감소시키지 않는다. 또한 일부 전기기기는 5회의 OBE

사건에 이은 1회의 SSE 사건들애 대하여 안전기능이 고장나지 않음올 해석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OBE 제거로 피로영향에 대한 해석검토는

SSE의 부분횟수(즉. SSE 첨두크기의 112에서 50회 또는 SSE 첨두크기의 1/3에

서 150회)에서 수행될 수 있다.

지진하중들에 대한 기기검증이 해석 λl 험 또는 두가지 조합에 의하여 수행

될 때 Staff는 RG 1.100 "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RevisJOn 2에서 보장하는 것처 럼 IEEE

Standard 344-1987의 사용을 권고환다. 해석에 있어서 다른 하중조합에 대한

Service Limit의 Level 선정은 I 회의 SSE 동안 및 후에 기기의 기능을 보장해

야 한다. 시험에 있어서 IEEE Standard 344-1987에서는 5회의 GBE 사건틀에

이은 l회의 SSE 사건들이 발생하는 조건을 사용하여 내진검증을 수행한다는

세부 요구조건올 명시하고 있다. 계산에 의해 설정된 구조적 변수틀로부터 복잡

한 수학적 해석모델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검증시험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GBE 제거와 더불어 IEEE Standard 344-1987에서 제공하는 검증요구조건

들을 유지하기 워하여 Staff는 5회의 lIZ SSE 사건들에 이은 1회의 SSE 사건

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기검증을 수행할 것을 SECY-93-087에서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NRC Staff는 1회의 SSE 사건에 이어서 IEEE Standard

싫4-1987. Appendix D를 사용하여 5회 의 SSE 사건에 대한 최 대 첨두횟수에

상당하는 부분첨두횟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CESSAR-DC의

Subsection 3.7.3.2와 Section 3.10에서 ABB-CE는 SECY-93-087에서 언급했듯

이 위에서 말한 Staff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OBE가 설

계로부터 제거될 때 기기내진검증에 대한 CESSAR-DC는 수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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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지진계획 빛 후-지진 운전원조치

단일지진 (SSE)셜계를 사용한 System 80+의 셜계인증은 선-지진계획과

COL 신청자에 의해 이행되는 후-지진 손상검사의 적정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설계언허가를 위하여 NRC Staff는 EPRI에 의해 개발된 기준틀을 지진사건발생

후 원전정지 필요성올 평가하기 위한 EPRI 보고서인 EPRI NP-5930. EPRI

NP-6695 그리고 EPRI TR-lα뼈2를 검토하고 또한 이들 조치가 CESSAR-DC

Subsection 3.7.4에서와 같이 취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System 80+에

대한 위탁사항올 검토했다.

라) 검토 결과

위에서 토의된 기존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변경사항들에 근거하여 NRC

Staff는 OBE를 S\'st밍n 80+ 표준원전의 SSCs 설계로부터 제거하는 사항은 현

재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지침서에서 제공하는 안전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으

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Staff는 변경사항들이 구조물틀에 있어서 손상형태들

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 부위들올 강조함으로써 현설계 요구조건들을 채조명하

고 원전 전체 안천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내진설계 요구조건에 대한 펼요성

을 배제함드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킴올 안지하였다.

위의 입장틀에 관계되는 CESSAR-DC Section 들의 검토에 근거하여 S떠ff는

System 80+에 있어서 SSCs 설계로부터 OBE를 제거하는 사항은

SECY-92-287[26] 에 의거한 적용규정에 따라서 NRCStaff 입장올 인정한 위임

권을 만족하며 따라서 수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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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광 3/4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RI) 지진응답분석

OBE 설계하중제거에 대한 타당성올 입증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 현재

셜계가 끝난 영광 3/4호기의 훤자로내부구조물 부품을 대상으로 OBE 및 SSE

지진하중에 대한 지진용답언 전단력과 모멘트용답 결과를 분석하고 OBE 지진

응답에 대한 SSE 지진웅답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OBE-SSE 관계를 파악하였

다.

1) 원자로내부구조물 수평지진응답분석[27]

HI 수평내진해석은 RCS 해석팅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진하중을 이용하여 원

자로 내부구조물을에 작용하는 수평하중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수평

하중들은 X와 Z의 두방향에 대한 전단하중과 모멘트의 형태로 주어지며 이러

한 수평하중들은 원자로내부구조물 설계텀으로 다시 제공되어 원자로내부구조

물 각 부품들에 대한 상세 응력해석이 수행된다. 그리고 FAP<Fuel Assembly

Plate). CSP(Ccre Support Plate) 그리고 CS(Core Shroud)에 대한 응답거동 해

석결과틀은 상세 노심해석에 사용된다-

OBE와 SSE.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감쇠치는 첫번째

모우드에 대혜서는 임계감쇠치의 10%. 그리고 다섯번째 모우드에 대해서는 임

계감쇠치의 5% 감쇠치를 사용했다. 그 외의 내부구조물에 대해서는 OBE의 경

우는 2% 감쇠치를 SSE의 경우는 4% 감쇠치를 사용하였다.

원자로내부구조물해석에 사용된 OBE와 SSE 입력하중들은 원자로용기

(RV) Flange와 Snubber에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OBE와 SSE에 대한 RV

Flange에 작용하는 Z방향의 웅답스펙트럼은 그립 3-1과 같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비는 그림 3-2와 같다.

표 3-2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수평내진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OBE와

SSE에 대한 최대수평하중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높은 전단하중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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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가 발생하는 내부구조물들은 CSB Upper Flange. CSB Upper Cylinder.

CSB Nozzle Cylinder, 그리고 UGS Upper Flange 등 이다. 이중에서 가장 큰

수평하중올 받고 있는 CSB Upper Flange는 X방향의 SSE에 대하여 4.3xlO닥

lbs의 전단하중과 44x lO" lbs-in의 모맨트플 받는다.

표 3-3은 표 3-2의 해석결과로부터 SSE에 대한 OBE의 하중응답비를 나타

낸 것으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응답비가 발생하는 부위는 CSB Nozzle

Cylinder에서 X방향의 모멘트비가 01:\15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대부분

의 경우에 OBE의 하중응답은 SSE 하풍응답의 절반보다 크게 나타나며 득히

CSB Upper Cylinder. CSB Upper Flange 그리고 CSB Nozzle Cylinder에 서 크

게 나타난다. UGS Lower Flange 에서는 X방향의 모멘트하중비가 최대 0.667

로 크게 나타나며 CEA Guide Tube에서는 X방향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0.633의

전단하중벼와 0.618의 모멘트하중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영광 3/4호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섣계에 있어서 OBE 설계하중은

상당히 큰 설계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OBE 하풍응답들은 SSE

하중응답의 절반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특히 OBE와 SSE의 관계가 크게 부

각되는 내부구조물은 CSB와 CEA Guide Tube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자로내부구조물 수직지진응답분석 [28]

OBE애 사용된 감쇠 치는 임 계감쇠 치으1 2%를 사용하였으며 SSE는 4%를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Z방향으lOBE 엽력하중에 대한 스펙트럼은 그림

3-3과 같으며 SSE에 대한 스펙트럼은 그림 3-4와 같다.

내진해석결과 원자로 내부구조불에 작용하는 최대 및 최소하중은 표 3-4과

같으며 여기서 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구조물은 CSB임올 알 수 있다. 그리

고 CSB에 있어서 최대 하중이 작용하는 부위는 Upper Flange로서 OBE에 대

하여 최소 -0.1249x106 lbs. 최 대 O.1021xHt lbs 그리고 SSE에 대하여 최소

-0.2579x106 1bs, 최 대 O.2041xl06
lbs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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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는 표 3-4의 해석결과로부터 SSE에 대한 OBE의 하중웅답비를 나타

낸 것으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내부구조울들에서 OBE，의 하중응답

은 SSE 하중응답의 절반정도로 나타나며 따라서 수직내진하중에 대해서 높은

하중옹답비가 발생하지 않음올 알 수 있다.

3) 검토결과

영광 3/4호기에 대한 원자로내부구조물 내진해석결과플 분석한 결과 수평

적진하중에 대하여 X와 Z방향의 응답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풍틀이 나타나며

이는 첨두입-력하중의 주파수성분이 다프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내진해

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부구조꼴뜰에 있어서 OBE에 의한 하중응답들이

SSE에 의한 하중응답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나며 수평지진하중에 대하여 CS8

Nozzle Cylinder에서 OBE에 의한 모벤드하풍응답은 SSE에 의한 모멘트하중응

답의 80%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니바난다-

수직내진해석 결과， 대부분의 내부구조물들에 있어서 aBE의 하중응탑이

SSE의 하중응단의 절반정도로 나타나며 따라서 aBE와 SSE의 관계가 코게 부

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광 3/4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내잔해석을 분석한 결과 수

평지진하중에 있어서 OBE와 SSE의 관계가 부각되는 부위는 CSB Upper

Flange, CSB Upper Cylinder. CSB Nozzle Cylinder, UGS Lower Flange 그리

고 CEA Guide Tube로 나타앓다.

앞으로 aBE 설계하중제거를 위하여 영광 3/4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의

aBE-SSE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SSE 하중웅답에 대한 aBE 하중응답

비율이 크게 나타난 CSB와 UGS 그리고 CEA Guide Tube에 대하여 aBE 및

SSE 하중응답에 대한 응력비를 규명하는 상세분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영광 3/4호기에서 aBE 설계하중제거를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장기

방법의 타당성은 추후 KINS와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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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세대 원자로설계에서는 aBE 설계하중제거의 타당성올 입증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2단계 연구개발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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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DVI에 의한 RV PTS 평가

가. 개요

정상운전시 고온상태에 있는 원자로 용기벽에 저온의 냉각수가 주입되면

용기의 표면에 높은 인장 열응력이 발생하고. 용기의 벽에 균열이 존채할 경우

에는 이 균열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인장 열웅력은 벽 내부로 갈

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자기평형(self-equilibrating)올 유지하는 이차응력의 특

성올 가지므로 열응력만으로는 표연균열이 진전하여 벽을 관통하거나 큰 균열

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때 원자로 내부에 높은 압력이 걸려 -였으면

용기벽 전체에 높은 언장응력을 발생시키며. 이것이 열응력에 가세하여 균열을

크게 진전시키고 결국 파괴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점에서 가압 열충격

(Pressurized Thennal Shock; PTS)이 단순한 열충격 문제와 다르다.

한편， 재료자체의 특성으로서 파괴룹 지배하는 중요한 인자의 하나가 파괴

인성(fracture toughness)야다‘ 이 파과인성은 페라야트강인 원자로 용기 강재의

경우 온도가 낮아지면 서서히 감소하다가 천이온도라고 하는 특정 옹도 범위에

이르면 급격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원자로 용기의 벨트라언은 노심으

로부터 높은 중성자 조사를 받는데 이에 의해 파괴 인성이 감소하고 천이온도

가 높아지기 때문에 취성파괴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취

화 현상은 PTS 문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9].

가압열충격에 대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문제는 사고시 멜트라안 내의 균

열 주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따른 응력강도계수(sσess intensity factor)와 그때

의 파괴인성을 비교 평가하여 균열의 전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 PTS에 따른 파괴 건전성을

평가한다.

- PTS 사고가 발생한다. 용기내에 냉각수가 주입되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

으로의 유동이 없고 비교적 높은 Res 압력이 유지되거나 재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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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surization)이 일어 난다.

- 원자로 용기가 조사춰화에 의해 낮은 온도에서 연성이 많어 떨어지는 재

료로 구성된다.

- 저용상태에서 압력이 높게 유지되거나 또는 재상숭한다.

- 기존에 끌열과 같은 결함(pre-existing crack-like flaw)이 존재한다.

냐. 선 별 기준(screening critelia)

PTS와 관련하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US NRC)는 여러가지 규모의 발

전소 및 여러 종류의 비상노심 냉각사고시의 PT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1985년 7월에 PTS관련 미국 NRC 요건(USNRC Requirements related to PTS)

으로서 US Code 10 CFR50.61 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10 CFR50.61에서 제시

하는 선별기준(screening criteria)은 수명말기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π)가

디음 조건을 만족하면 PTS와 관련된 파괴언성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 RTπ넉 르 270 0 F (판재. 단조품 및 축방향 용접재)

RTPT‘ ~ 300 °Fe원주방향 용접제)

선별기준은 위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괴해석올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선별기준올 검토하고 발전소

별 해석 (plant specific analysis)의 필요성을 조사한다. 그 결과 위의 선별기준이

만족되지 않올 때는 가압 열충격하중이 비교적 크게 걸리는 가상 PTS 사고

(postulated PTS events)에 대하여 파괴해석올 수행하여야 한다. PTS와 관련

하여 파괴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은 먼저 열충격에 따른 열전달 해석 및 웅력혜

석을 수행하고， 균열길이를 가상한 파괴해석을 수행하여 란열이 초기 성장올

할 것인지의 여부와 초기 성장한 균열이 정지할 것인지의 여부 동을 해석하여

- 71 -



열충격에 따른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RTπs) 계산방법 <US Code 10 CFR 50.61>

선별기준과 버교를 위하여 원자로용기 벨트라언에서 각 용접부， 평판 또는 단

조 부위에서 RTP1전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RT따진 = I + M + I::;}. RTM인

여기서. I: 초기 RT:>:DT로서 ASME Code NB-장31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

조사를 받지 않은 재료에서 측정된 값이다.

M: 초기 RT:"oT. 구리， 니 켈 한랑J’l 숭성자 집 적량(fluence. 단위 . 10'‘l

nlem'!) 및 계산절차에서의 불확실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여유값이다.

[), RTPT“ 조사에 의한 기준온도에서의 적합 평균치 (mean value of

adjustment)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 RTP1연 = CCF) f ‘(J~ ‘’ III 1lJl:f1

여기서 CFCChemical Factor)는 화학성분 인자로서 구리와 니켈 성분의 함수이

며 US Code lOCFR 50.61에 성분벼에 따라 그 값이 제시되어 았다. 또한 f는

중성자 집적량이다. NRC의 연구결과 원자로 용기의 가압열 충격에 따른 파괴

건전성은 기존 원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301

다. 설계요건개발

EPR! URDU]에서 제시하고 있는 DVI관련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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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용기 신뢰도

- 원자로용기는 60년 수명에 걸쳐 안전하고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 령단조(마19-forged) 제조방식은 원자로용기에 대한 최상의 입중된 기술

로서 이의 장정으로는

. 용기내의 용접부위가 많이 줄고，

. 축방향의 용접이 제거되며，

. 조사취화가 일어나는 벨트라인 부위에서 모든 용접올 채거하게 한다.

벨트라인 영역에서의 용접부위가 저l 거됨에 따라 조λ}취화가 많이 되는 원

자로용기 벨트라인의 부분에 최 적 화학성분(well-defined chemisσy)으로 구성

된 재료로 단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조사에 따른 기준 무연성 천이

온도(RT~1)T)의 천이 (shifO를 줄임으로써 원자로 용기 60년의 수명을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 압력경계 건전성

원자로 용기는 입증된 기술로 설계. 저l 작되어야 하며 재료선정， 설계 및 제

작 방볍은 취성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3) 재료

원자로 계통에 사용되는 재료는 (;S NRC 요건 및 ASME 채료 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원자로 용가 채료는 SA508 class 2 or 3 또는 SA:잃3 Grade B

class 1 이어야 한다 RV의 용접 재료는 용기와 동둥환 성분이고 ASME

SFA-5.23올 만족혜야 한다. 원자로용기 재질 및 화학성분은 중성자 조사취화

가 가장 적게 되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원자로 벨트라

인 부근(중성자 fluence가 lxlO17
nπ 이상)의 화학성분 요건을 만족하여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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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 채 (base meta l)

phosphorous: 0.012 % max

copper : 0.03 % max

홈 전 채 (weld material)

phosphorous : 0.012 % max

vanadium : 0.05 % max

copper : 0.08 % max

용기재질에서 구리함량이 재료의 종성자 취화에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괴인성 요건은 ASME Section III의 NB-경00을

적용해야 하며 파괴인성(K，d은 ASTM £-813에 제시된 lIe 방법을 이용하여

RT:-:DT ± 60· F 이상의 범위에 대히-여 은도의 함수로 나타내야 한다.

원자로용기에서 벨트라언을 제외하고는 초기 RT::>'"DT가 10 ‘ F 이하이어야

되며 PWR 노섬 belt 영역에서 초가 In、::>'1 ’T는 -20· F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수명말기(60년)에서 조사에 따라 게산된 RT"UT의 천이(shift. 계산펀 RT~rn는

Reg. Guide 1.99에 명시됨)는 30· F를 ;죠 xl 해서는 안된다

용기의 조사영향을 감시하는 감시프로그댐(sUD'eillance program)이 요구된

다. 원자로용기 노즐의 설계에서 노즐의 배관파단을 평가하기 위하여 LBB 방

법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라. 평가방법

PTS에 따른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은 벨트라언의 용기벽에 존재하는÷ 달열

에 대하여 파괴해석을 수행합으로써 평가-쌀 수 았다. 가압열충격 하중이 원자로

용기 내부 벽면에 인장웅력올 발생시키는데 기존에 결함이 존재하면 이 열충격

하중은 늄열올 열고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환다. 따라서 가상균열에 대하

여 가압열충격에 따른 하중 하에서 균열진전 거동을 해석함으로써 원자로용기

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었다. 즉 초기균열이 안정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거나 허

- 74 -



용치 이내로 진전한다연 가압열충직에 l(~판 용기의 건전성은 보장된다. 위의 과

도하중에 따른 웅력은 대개 용기의 국부 표만 또는 가상 날열선단올 제외하고

는 항복옹벽 이내로 나타나는데 이와 깐은 3:규모 항복조건 하에서는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션형탄성 파.iiI 역학올 적용한다.

선형탄성 파괴역학 이론에 따라 작용 하풍상태애서의 웅력강도계수. KI이

재료의 파괴인성치인 K，c를 초과하연 칸열의 초기성장이 일어난다- 또한 wann

presσeesing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원자로용기의 정지한 란열에서 온도가 감

소하는 동안， 즉 K，이 감소하는 동안 란혈진파가 서작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

리적인 의미에서 warm prestressin당 효과는 하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란열선단

의 둔화가 일어나고 warm prestressinμ에 의해 잔류응력이 형성되어 균열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용기의 건전성 해석을 위해서는 열 및 압펙하충이 균열의 진전거동에 미치

는 영향 평가와 재료의 파괴인성 xl 에 니l?l-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과도

가 용기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윤 평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해석절차플 따른

다[31].

1) 열해석

열충격 하중에 따른 용기벽의 온도분포플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해석에

사용되는 주요 입력자료로는 용기 벽면부끈의 유체온도 및 표연 열전달계수 등

이 있다.

2) 응력 및 파괴해석

균열이 존재하는 원통 용기에서 열충격하중 몇 압력하중에 따른 응력해석

올 수행하고， 또한 용력강도계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여기서 균열의 길

이는 cladding을 지나 모재에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상의 해석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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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세개 단연， 즉 노심 중간높이， 노심의 땐 윗부분 그리고 노심의 맨 윗부

분과 입구 노즐의 중간부분에서 수행한디.

3) 파괴인성치 계산

누적집적량， 용기 물성치 및 온도이팍에 대해 균열의 깊이 및 시간의 함수

로 재료의 파괴 인성치인 KIC 및 KIa플 개산한다. KIC 및 Kι에 대한 재료의 인

성곡선운 ASME Section XI 부록 A[32]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다응 식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331

KIC (T ’) = 33.2 + 2806 e‘”‘rlll . ‘T‘, IIMI\‘ Iisi ..f쿄 드 200 ksi ..f쿄

K I.
1

(T ’ ) = 26.8 + 1233 e(() 0I 4' ' (T''l에III ksi、f김 드 2에 ksi、f김

여기서 T' = T - RT:-'1JT

T = T(r.t) : 열해석 에 III 쓴 용기의 온도분포

RT;\DT = 초기 RT;\1JT + 6. rn、:\1’T

4) 허용기준(acceptance critelion)

란열정지콜 고려하여 평가하늠 경우- 일단 초기전파가 시작된 균열은 축방

향 또는 원주방향의 균열로 해석해야 !il nl 벽두께의 반 이내에서 균열이 최종

적으로 정지하연 그 해석태상 과도는 히퓨이론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System 80+ PTS 평가

System 80+ 원자로용기 벨트라인 부분에 대하여 10 CFR50.61 에 따른

RTPTS를 평가한 결과치는 89‘ F로 계산되어 선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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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341 이 RTPTS는 다음의 가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었다.

- 뺀트라인 재료의 초기 RT:-.rn‘는 + IO"F꼬 설정되었다. 그러나 향후 목표치

는 -20°F이므로 RTpts의 평가치는 더 닫아질 것이다.

- 조사에 의한 기준온도의 변화량 (6HT，얀)은 +29°F이다. 이 계산치는 최대

구리함유량 0.03 wL% 및 최대 니켈함유량 1.00 WL% 재료를 단조한 것으로

가정한다. 조사에 따라 기계적 불성치-닫 변화시키는 성분으로는 구리. 니켈， 인

및 바나디움 붕이 있다.

- 선별기준의 모호성이 제시하는 여유-(margin)값은 +34°F이지만 여기서는

+50°F의 여유값이 사용되었다.

원자로 용기 벨트라인 부분의 파괴거농을 개선하기 위하여 System 80+에

서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으I SYstem 80에 비하여 벨트라인 부분에

서 특히 구리의 함량을 낮춤으로써 초가 HT:XDT 값을 낮추었고 유효 노심영역

<active core region)에서 렁단조 제작을 펀하여 용접을 제거하였다.

System 80+ 벨트라인은 HTr ’T、.가 :-\l)"r‘ i 단조물에 대한 임계값인 270°F보

다 낮으므로 PTS에 따른 파괴인성요건판 만족한다.

본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DγL'P’l ‘5 까-던 ABB-CE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별기준은 기슨 원전의 저온관 주입 및 40년 수명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KNGR에서 DVI 빛 60년 수명을 적용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갚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ABB-CE는

CESEC이나 FLASH 등으로 열수력 해석을 동한 혼합해석(mixing study)을 수

행한 결과 국부흔합 효과에 무관하게 DVI에 따라 벨트라인 위의 downcomer에

서 충분한 혼합이 이루어지므로 lOCFR 50.61의 선별기준은 DVI에도 그대로 적

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60년의 설계수명에 대해서도 조사시간만을

고려해주연 되며， 선별기준의 적용시 여유(margin)는 선별기준이 제시하는 값보

다 보수적으로 고려해 주었다. ABB-CE System 80+의 RTPTS 평가쳐인 89°F는

임계치인 270°F보다 월동혀 낮으므로 설계 개선 사항으로서 DVI를 채택하여도

선별기준올 만족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ABB-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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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 및 60년 설계 수명의 채태과 관련하여 lOCFR 50.61의 선별기준올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선별기준의 보수성 평가를 위한 파괴해석올 수행한 바는 없다.

PTS에 따른 파괴 평가와 운전자에게 채공하기 위환 용도-압력 한계 운전

과 판련된 비상운전절차 지침서 (Emergency Procedure G띠d리ine;EPG)의 작성

을 위하여 ABB-CE는 PASTAlPASTA-P [35]코드를 개발환 바 있다. 이는 가

능면에서 ORNL이 개발한 OCAlOCA-P[36] 코드와 유사하지만 고온에서의 파

괴인성치를 실제에 가캅재 고려한 점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OCA-P 코드

는 열전달 및 파괴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RT~!DT의 천이를 고려하기 위해

US NRC Reg. Guide 1.99 Rev.2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PTS 해석올 위해 사

용되고 있는 코드이다. 영광 3.4호기의 저온관 주입<Cold leg injection}에 따른

열충격 하중에 따른 바상운전절차 제시플 위하여 PASTA를 이용한 온도-압력

한계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371

한편 System 80+의 원자로용기 직접주업에 따른 가압열충격에 대한 모의

건전성 평가가 수행된 바 있다[38J 영 (zero) 출력으로부터의 주증기관 파단 및

전출력으로부터 0.05 ft2의 소형 냉각재 상설사고에 대하여 해석하고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38].

- 비상 노심냉각을 위한 직접주입개념은 PTS 관점의 건전성 평가로부터 허

용된다. PTS 사고는 적어도 40년 운전동안에는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

- 잔열올 고려하지 않은 전출력으로부터의 0.05 fe의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에서 PTS에 따른 위험성이 가장 컸는데 야는 높은 일차압력에 기언한 것이

다. 그러냐 잔열올 고려할 경우와 주증기관 파단시에는 수명말기까지 균열의 초

기 성장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주로 US NRC의 연구와 System 80+의 PTS 관련 파괴해석

에 기초한 자료분석으로서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원자로 용기 벨트라언

부근의 RTP1영를 계산하여 US Code lOCFR50.61의 선별기준올 만족하는지의 여

부를 평가한다. 선별기준올 만족할 경우 PTS관련 파괴인성 요건이 만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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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ystem 80+에서는 60년 설계수명 및 DVI라는 새로운 설계개념이 적용

되므로 이들 설계개선 사항에도 대하여 거존의 40년 수명 및 저온관 주입에 기

초한 선별기준올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별기준 적용 타당성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적용 타당성은 국내 규제기관에서 현안으

로 삼을 가능성이 큰 항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평가를 위해서는 일차로

DVI 빛 저온관 주업에 따른 혼합해석올 통하여 벨트라인에 걸리는 멸하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평가룰 수행하여야 하고， 이차로는 설계수명 연장에

따른 용기재료의 조사취화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선별기춘올 만족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제시한 일련의 파괴해석 절차

릎 따른다. 파괴해석의 펼요성 여부는 발전소별 선별기준을 먼저 검토한 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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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IRWST Sparger

가. IRWST의 설계특성

격납용기내 재장전수조O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IRWST)는 재장전수(refueling water)를 저장하고， 안전주입- 및 격납용기 분사

펌프를 위한 냉각수원이며 안전감압을 위한 열침원(heat sink)으로서 System

80+ IRWST의 전체적인 형상은 그림 5-Ja와 같고 차세대 원자로에서 개발 중

에 있는 재장전 수조의 형상은 그림 5-1b와 같다. System 80+의 IRWST는 그

형상이 접시모양과 같이되어 있고 내부 구조물의 아래 공간(lower sec다on)을

그， 외부경계로 사용한다. 격납용기내 재장전용 수조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중대사고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EPRI CRD와

System 80+ 설계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비상시 노심냉각을 위한 냉각수원의

변경 필요성을 제거하고 중대사고 대처능력 및 격납용기의 성능올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RWST의 설계요건으로서 이의 설계시 격납계통의

설계기준 시고(design bases accident)에 따른 가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에

서도 울진 3/4호기 및 국내 표준원전 (KSNP)에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

으냐 불채택원 바 있다. 노형별 채장전 수조의 위치는 System 80+와 차셰대 원

자로는 격납용기 내부에 설치되고 울진 3/4와 표준원전은 격납용기 외부의 핵

연료 건물에 설치된다.

System 80+ IRWST의 설계특성은 다음과 같다(3'언.

수 량«(j uan디 ty)

안전분류

설계압력

정상(norma l) 운전압력

셜계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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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용기 설계압력

격납용기 대기압

격납용기 설계온도



정상운전 온도

정상운전 고도(level)

정상운전 냉각수 체적

정상운전 Free board 체적

유체 (fluid)

재료

격납용기 대기온도

82'6“

545.800 gallons

57,100 fe
보론수(4，α)(}-4 ，400 ppm)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lined

또한 System 80+와 차세대 원자로의 용량을 표 5-1에 비교해 놓았다[4이.

나. IRWST Sparger의 설계특성

1RWST sparger는 NSSS 운전중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압력올 조절하기

/ 워하여 IRWST 탱크의 물속에 설치하며 sparger 지지대. sparger 봄체， 4개의

sparger 입구배관 및 sparger ann에 뚫린 구멍을 통해 최 대 유량이 분사될 때

반사추력이 sparger 입구배관 및 sparger 지지대에 미지는 영향을 검토하며

sparger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System 80+의 설계개선 항목언 IRWST와 관련하여 IRWST 및 안전감압

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 SOS)의 설계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고

또한 NRC의 현안(open issue 6.8-1，[39])이 된 mWST와 SDS에 대한 수력동적

하중(hydrodynamic loads)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IRWST와 SDS의 설계기능(design functions)

IRWST와 SDS의 수력동적 하중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부터 SDS 배관

을 통하여 IRWST로 유체가 방출될 때 발생한다. 가압기 안전밸브(Pressurizer

Safety Valves : PSVs)를 자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수동으로 신속 감압밸브

(Rapid Depressurization Valves ; RDVs)를 작동시키면 일차계통의 냉각재가

가압기로부터 가압기와 mWST를 연결하는 배관 및 밸프를 통하여 공기，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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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상증기 (single and two-phase steam)의 바정상(unsteady) 유옹이 일어난

다. 이 유동은 IRWST의 경계를 형성하는 벽면에 수력하중을 부가하게 된다.

ABB-Atom과 ABB-CE는 공동으로 System 80+의 원자로 냉각재 대량 방출

(release)시 많WST와 SDS에 대한 동적 하중명7}를 수행한 바 있다.

SDS는 그림 5-2에서와 같이 가압기 안전밸프와 RDVs를 포함하고 었으며

SDS의 배관은 가압기 노즐에서 시작하여 일련의 IRWST sparger까지 연결된

다. SDS 배관은 가압기 방(cubicle)을 통하여 격납용기의 마루(fi∞r) 아래에 있

고 IRWST의 뚜껑올 구성하는 수평혜더까지 연결된다. 이 헤더는 IRWST의 양

쪽 반대방향에 수직으로 설치된 일련의 sparger에 유동을 분배한다. 6개의

sparger는 각각 길이가 다른 두개의 혜더에 떼관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밸브 세

트의 작동으로 인한 벼대칭 열적， 기계적 하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히여 최종

적으로 배관배치 결정시 sparger의 위치 변경은 물론 하냐의 배출라인

(discharge line)과 공통헤더(common header>플 고려할 수 있다.

SDS 내의 sparger와 header의 형상은 그림 5-3과 같으며 하나의 sparger

에는 하중 감소링(load reduction ring)과 배출헤드(discharge head)로 구성된다.

하중감소 령은 15% 정도의 공기 또는 증가를 배출헤드 앞에서 방출함으로써

배출압력블 감소시쳐 준다. 배출혜드는 바닥이 막혀 있으며 85% 정도의 유체를

배출하며 원주방향으로 수행의 구맹 trows of orifices)이 뚫려 있다‘ IRWST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leI 쪽의 sparger는 한쪽이 10ft 정도 잠기고 반대쪽은

12 ft 정도 잠긴다. System 80+와 BWR sparger의 비교를 위한 평연도는 그림

5-4와 같다.

System 80+는 BWR의 Forsmark 급(class)에 대하여 ABB-Atom이 개발한

spar홍er와 동일하게 젤계된 sparger를 사용한다. 이는 중기가 잘 응축되고， 배출

유체와 IRWST 물이 잘 혼합되며 물과 공기청정 단계(water and air clearing

phase)에서 수력동적 하중올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설계가 최적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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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력동적 하중

SOS와 IRWST에 대한 대표적인 수력동적 하중은 그림 5-5의 SOS 밸브와

배관을 통하여 Res 냉각재가 IRWST로 비정상 배출(unsteady disch따'gel될 때

발생한다. 수력동적 하중에 대해서는 ABB-Atom이 개발하고 검중한 방법과 코

드률 이용하여 평가된 바 있다. 이 경우에 그링 5-3에서 sparger 위의 혜더구간

(header section)에 걸리는 전형적인 천이하중은 그림 5-5와 같이 기체 동적 충

격 (gas dynamic shock> ‘ 불과 공기청정단계 및 증기배출에 따른 하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IRWST 내에서 압력변화는 그림 5-6에서와 같이 SDS에서 IRWST로

유동하는 물， 공기， 단상 또는 이상 증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 IRWST에 가해지

는 천이 압력하중은 작동전에 배관에 존재하는 공기의 배출에 의해 발생한다.

공기가 합해져 기포가 생성되면 증기분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포가 진동

(oscillate)함에 따라 유체내에서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진동하중은

저 질(low Quality)의 증기 또는 IRWST 냉각수가 포화상태로 접근하연 중간응

축(intennittent condC:lsation)으로 인해 배출헤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된

다. IRWST에 작용하는 동적 하중은 공기청정 단계에서 형성된 공기기포의 압

력 및 주파수에 의존한다. ABB-Atom사가 BWR에 대하여 개발하고 검증한 방

법을 System 80+에 적용하면 압력계산은 보수적으로 설계여유도 20%를 갖는

압력근원(source pressure) 22 psia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기포 주파수

(dominant bubble frequency)의 범위는 4-20 hertz로 되어 었다. 여기에는

IRWST 경계에서 sparger의 비대칭 위 ~l효과도 고려되었다. sparger 바닥 내부

벽면에서의 각위치(angular position)에 따른 대표적인 압력분포는 sparger의 비

대칭효과가 분포에 영향을 미치며I sparger 한 그룹의 압력분포도는 sparger 탱

크 내의 내부 벽면， 바닦면. 바깥벽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중간 응축하중(intermittent condensation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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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80" mWST에 대하여 NUREG-0783에서 불안정 용축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로 규정하고 있는 200· F에 대한 평 균 수조용도(average pool

temperature) 해석이 수행된 바 있다.IRWST의 평균온도 평가 결과 설계기준

사고에 대하여 200· F보다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정지냉각계통(Shutdown

Cooling System)의 작동으로 언하여 중간웅축 및 이에 따른 mWST의 수력동

적 하중은 완전 급수상실(total loss of feedwater) 사고 시에도 거 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계적 하중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압력하중은 원자로 건물 및 NSSS 기기에 동적 가진을

초래한다. NSSS 기기와 격납용기를 연계한 보 모델은 그림 5-7에 제시하였으

며 이를 이용한 보수적인 해석이 ABB-CE에서 수행된 바 있다. 동적 가진하중

은 SSE와 SDS 배출하중을 각각 제곱하여 더한 뒤에 자승근을 취한 값으로 할

때 전형적인 지진가진인 최소주파수인 4 hertz 정도의 크기플 갖는 SSE 지진하

중에서 약 2% 정도의 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니타났다. 즉 수력동적 하중이

NSSS에 미치는 영향은 SSE 하중이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4% 정도의 값으르

서 NSSS 구조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구조적 관점에서 System 80+의 IRWST는 배출라인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sparger 및 sparger 지지대ell 비대칭 열적. 기계적 하중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sos배관계통의 설계와 연계하여 야에 대한 구조해

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1RWST가 System 80+로부터 다른 형태로 설계되는

KNGR에서는 배출라인을 대칭형태로 설계하여 기하학적 형상의 비대칭성에 의

한 비대칭 하증을 제거하는 것이 바랑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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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격로= "L-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 발전소의 40년 셜계수명에서 수명이 60년으로 증가

되고， 안전， 성능， 구조 둥의 설계요건과 채질 및 기기 둥의 셜계요건이 대폭 향

상된 설계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설계개선 중에서 기계구조분야의 핵

성적인 내용은 원자로 용기의 60년 수명연장. 제어봉 구동장치의 성능 및 구조

개선. 운전기준지진(OBE) 하중재거， 안전 정지 냉각수의 원자로용기내 직접주

엽(DVI)에 따른 용기 건전성 평가， 및 IRWST의 sparger 구조설계 등이 다‘ 이

틀에 대한 설계개발 등향 분석 및 극닉: :1 간퓨객관련 설계요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System 80+의 원자로용기를 중심으로 60년 설계수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40년 설계수명을 갖는 원자로용기 설계에 사용하였던 지나치게 보수

적인 운전과도횟수 산정과는 달리 경험에 의거한 현실성 있는 계산방식으로 운

전과도횟수를 줄여서 산정하고 조사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구리의 함유

량을 줄임으로써 원자로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을 줄여 60년 설계수명의 꼭

표를 만족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KNGR의 경우에도 System 8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좋은 채질파 화학성분 죠절기술 및 원자로용기 단조제작기술

을 사용하고 또 노심에서 원자로용기로의 중성자 조사량을 전수명기간 동안 작

게 유지할 수 있다연 원자로농기의 bU년 설계수영의 목표 달성은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생각되나 국내의 여건에 맞는 설계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신뢰성 있

는 설계를 뒷받침해 줄 해석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규제기관인 KINS의 차

세대 원자로 용기 감시시편 프로그렘과 60년 수명에 대한 안전규제 요건 개발

방법 및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석일 것으로

판단된다.

차세대 원자로는 설계수명이 60년이고， 부하추종운전올 수행할 수 있게 설

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훨연적으로 제어봉의 구동 횟수를 증가시키는 결

과를 가져온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인 부하추종 운전모드 Mode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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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환 일일 부하추종 운전에 대하여 구동장치의 구동거리를 계산해 본 결과로

는 CE형 제어봉 구폼장치의 실증 누적거리인 100없， ft에 기·까운 거리가 나왔

다. 이로부터 제어홍 구동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 실증시험에 대

한 보다 확실한 자료가 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세대 원자로는 부지 특성에 무관하게 SSE 지반가속도 지진하중 O.3g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CE형 제어봉 구동장치의 내진 설계는

0.2g에 준하여 설계되어 었고， 안전여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

터， 차세대원자로에 요구되는 O.3g 지진에 대한 내진성을 갖기 위하여는 제어용

구동장치의 내진 설계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그

동안의 CE 자문올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셜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구동축에

룰려 있는 제어봉의 삽입성 시헝과 동적 가진 시험은 설계 변경될 제어봉 구동

장치 지지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 판단된다.

미국내 신형원자로 (ALWR) 에서 System 80+에 대한 OBE 설계하중제거와

관련하여 NRC의 FSER을 중심으로 설계현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설계로부터

aBE플 완전히 제거하는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변경， 지진하

중에 대한 피로영향평가， 지진앵커 운동영향에 따른 하풍조합변경， aBE 제거에

따른 가상배관파단 영향 기기내진검증 명가. 검사기준지진 결정 및 지진발생

선후조치사항 등 해결해야 함 현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세대원자

로 설계개발에서 aBE 제거에 대한 방법론개발 및 타당성입증을 위하여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및 ABB-CE의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미

국에서의 aBE 제거에 따른 후속조치 동향 및 내진설계현황올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BE 설계하중제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써 영광

3/4호기 원자로내부구조물 각 부품에 대한 지진응답인 전단력과 모멘트를 분석

한 결과 수평지진하중에 있어서 aBE와 SSE의 관계가 부각되는 부위는 CSB

Upper Flange. CSB Upper Cylinder. CSB Nozzle Cylinder. UGS Lower

Flange 및 CEA Guide Tube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직내진해석결과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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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내부구조불 각 부품에 있어서 aBE 하중웅답이 SSE 하중응답의 절반정

도로 나타나며 따라서 aBE와 SSE의 관계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므로 CSB와 UGS 및 CEA Guide Tube에 대한 상세 aBE-SSE 관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셰 OBE-SSE 관계눈석은 원자로내

부구조물 각 부품들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조합들과 더불어 aBE 및 SSE 설계

하중에 대한 ASME Code Section 1II에 따른 셜계여유도를 분석함으로써 aBE

및 SSE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차세대원자로 설계개발에서 aBE 설

계하중제거와 관련된 ADF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DVIIPTS에 따른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의 평가와 관련하여 먼저 10

CFR50.61 의 선별기준올 검토하였다. System 80+ 원자로용기의 션별기준에 따

른 RTpT‘;의 평가치는 89· F로 계산되었다. 야 계산치는 초기 RTxDT가 10· F이

고‘ 조사에 의한 기준온도의 변화량인 .6. RTPTS는 29· F이며 선별기준의 모호성

에 따른 여유(margIn)값은 50· F라는데 기초한 것이다 이는 단조물에 대한 임

계값인 270· F보다 훨씬 낮은 값이며 PTS에 따른 파괴인성요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1펀드라인의 가압열충격하중에 따른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별기준의 요건을 따르면 파괴해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펀다. 다만 System 80+ 원자로 용기에 적용된 설계개선 사항인 직접용

기 주엽 및 60년 설계수명에 대한 선별기준의 적용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된다. 이에 대해서는 ABB-CE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바 있으며 자문 결과는

저온관 주영 및 40년 수명에 기초한 기존의 선별기준이 직접용기 주입에서도

앵각수의 충분한 혼합이 이루어짐올 확인하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별도의 실험 또는 해석이 펼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ystem 80+의 IRWST sparger는 BWR의 sparger 설계개념을 도입한 것으

로서 두개의 배출라인(discharge line)에 연결된 혜더에 각각 6개씩의 sparger가

연결된다. System 80+의 sparger는 증기가 부드럽게 응축되고 배출유체와

IRWST의 물이 잘 혼합되며 물과 공겨 청정단계에서 수력동적 하중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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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ABB-CE의 경우 수력동적 하중이 NSSS에 며치는 영향

은 SSE 하중이 NSSS에 미치는 것에 벼하여 약 4%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System 80+에서는 IRWST 배출라인의 버대칭성으로 인한 비대칭 열적， 기계적

하중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KNGR에서는 IRWST 배출라인을 대칭적으로

설계하여 비대칭성에 의한 셜계 불확실성 요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또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sparger에 의한 수력동적 하중이 원자로 건물을

통해서 NSSS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SDS 배관을 통해 가압기에 미치는 구조

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2단계 기술개발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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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j ‘ 1. System 80+와 영광3/4의 Res 열유동 과도횟수 버교

(NE : Normal Event, TE : Test Event)

운전과도 영광3/4 (40년) SYS 80+ (60난 ) 비고

NE-1A Full power operation
ooסס100 1000000

w/small positive variations

NE-1B Full power 0야ration
1000000 1000000

w/small negative variations

NE-2A Daily load follow 15000 22000 변경

NE-2B Frequency control 800000 추가

NE-3A Turbine step load changes 4000 4060
r‘ ie 1뾰 the 페

backup 추겨
‘

NE-3B Turb뇨le step load changes 4120 4200 /’

!NE-4AT뼈
turbine powed

2000 ramp changes of!

+5% 삭제

turbine pJwer(

iNE-4B Turbine ramp load changes f17040 2040 -
α양

gn

때
씨
꺼

빼
캉

NE-5 Non-load ch강1ge (pl하med) 19000

뾰-6 N。꾀。ad change(unplann 려) !2OO

NE-7 Plant event below poweri
i4않O

。peration

NE-8 Plant heatup jSOO

NE-9 Plant cooldown 피00

lπ 일차10\차 hydras혀tic test 110

π Res 맞 이차 Ie빼 앤St i2OO

TE SIS/SCS 입출구노즐 preopera-
1240

tional and maint앙lance test

쩌
-
떼
-E

-
때

별
-
볍-
뽑

|
i
l

l
「
뉘
」

4540

240

TE SIS/SCS 입출구노즐

valve testing
checkl

160 50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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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System 80+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된 총 시펀 갯수

Quantity

Base Weld -π.‘-야라、Type of spec피en Orientation SRM
metal metal

‘1

; 36

{

jDrop weight I 12
‘.

Transverse 12 i 12
•

’

‘
Longitudinal 51 69 때 j

Standard Charpy
%Transverse 114 114

‘

L。여다itud빼 -ι939
1

Prec짧d Charwh
139

l

ransverse 39 l ! 78
’.

i1t transverse i 168 8
Compact tension ’.

않1/2t transverse 34 !
’

Longitudinal 12 μ”
Tensile test

ITransverse 30 τ-’---- % i 60
.’

뉴-

뼈
1

‘!Total 33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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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Ve피cal Seismic Loads of RI for OBE and SSE

Component Shear(lbs E5) Moment(lb-in E6)
OBEX OBEZ SSEX SSEZ OBEX OBEZ SSEX SSEZ

-------------------------------------------------------------
야B U야er 타려ge 2.5 3.9 4.3 6.4 30.7 32.3 44.1 43.0
~5B Upper Cylinder 2.5 3.9 4.3 c) .1A 23.3 25.4 31.7 33.1
CSB Nozzle Cylinder 1. 5 1. 6 4.2 3.6 19.0 19.4 23.3 31.2
CSB Center Cylinder , , 1. 3 2.0 2.5 8.0 8.6 15.9 15.8
CS3 :':....,’e= C::rli::'de r:- .89 1.2 1. 9 2.3 6.3 8.2 12.9 17.6
야B Iμl。원 F‘1때e 1. 0 1. 1 2.1 2.5 7.6 9.1 14.0 21. 0
CSB Snubber (Each)

Ta.ngential .43 1. 2
Ra.dial .06 .40

LSS .81 .98 1. 6 2.2 7.6 9.1 13.9 20.9
LSS Insert Pins(~otal) .22 .17 .1:; 0 .31 .57 .52 1. 1 .97
LSS/CS Flexure Weld .52 .84 1. 2 1. 7 6.3 8.2 12.6 17.7

UGS Upper Flange 1. 7 3.9 3.4 6.7 14.5 26.5 27.5 46.7
UGS Lower Flange .50 .58 1. 2 1. 1 2.6 1. 9 3.9 갇 .0

CEA Guide Tube .31 .25 .49 .49 2.1 1. 6 3.4 2.9

CS Guide Lug (도acj) " .37 .75 .51 1.0
Core Shroud .62 84 1. 2 2.7 6.3 8.2 12.6 17.7

CEA Guide Tube Exts.
(Total) .22 .18 .40 .33 .58 .53 1. 1 1. 0

CEA Shroud Assy. .36 .45 .75 .92 1. 4 1. 9 3.1 3.8
CEA Snubber (Each)« .11 .29 .- -

-------------------------- ----------------------------------
* SRS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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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Ratio of OBE to SSE Seismic Loads(Horizontal , YGN 3/4 RI)

Shear Moment
Components

X Z X Z

CSB Upper Flange 0.581 0.609 0.696 0.751

CSB Upper Cylinder 0.581 0.609 0.735 0.767

CSB Nozzle Cylinder 0.357 0.444 0.815 0.622

CSB Center Cylinder 0.500 0.520 0.503 0.544

CSB Lower Cylinder 0.468 0.522 0.488 0.466

CSB Lower Flange 0.476 0.440 0.543 0.433

CSB Snubber (Each) 0.358 0.358
Tangential

Radial 0.150 0.150

LSS 0.506 0.445 0.547 0.435

LSS Insert Pins (Total) 0.550 0.548 0.518 0.536

LSS/CS Flexure Weld 0.517 0.494 0.500 0.463

UGS Upper Flange 0.500 0.582 0.527 0.567

UGS Lower Flange 0.417 0.527 0.667 0.475

CEA Guide Tude 0.633 0.510 0.618 0.552

CS Guide Lug (Each)· 0.493 0.493 0.510 0.510

CS . 0.517 0.494 0.500 0.463

CEA Guide Tube Exts. 0.550 0.545 0.527 0.530
(Total)

CEA Shroud Assy. 0.480 0.521 0.452 0.500
(at base)

CEA Snubber (Each) 0.586 0.586

.. SRS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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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Lateral Seismic l지ads of RI for aBE and SSE

Component
Min.

。BE

Max. t-1in .
SSE

Max.
------------------------------------------------------------
CS i3 Upper εlange -.1249£6 .1021£6 -.2579£6 .204126
csa Nozzle Cylinder -.1188E6 .9817£5 -.2448£6 .1962£6
CS i3 Center Cylinder -.1092£6 .9176£5 -.2252£6 .1828£6
CSB Lowe~ Cylinder -.1027£6 .8733£5 -.2107£6 .1733£6
Cζ)그〕버얻::: F ‘la껴e -. -- r〕”4- 「l?L-ζ〕 .3~3JES -.2107E6 .1733£6
‘ :‘ 3 ~-;-:::s .G139~5 -.18~1E6 .1679£6
LSS Inse:::t ?ins -.6608S5 .7582£5 -.1306£6 .1566 E: 6
LSS/CS :~exu~e ~세e:-션 -‘. .:. ζ;’ 1-J=--‘ π‘1 .9237:::4 -.1425E5 .1394£5
따”니였“←r =녕‘m‘ e -.2067=:5 .:533E5 -.4 1. 6::::5 ::0νι‘‘ 2:::5

써-- -잉띤r F펴、껴e -.1703E5 .1197£5 -.3403£5 .2497£5
UGS Support Plate

(f:::om Guide Tubes) -.2. 408£5 .1092£5 -.290825 .2092=:5
(from CEA Shroud) -.2680£4 .3711ε4 -.5340£4 .7431E4

CEA Guide Tube -.1408£5 .1092£5 -.2908£5 .2092£5
FAP

(from Guide Tubes) -.1408E5 .1092£5 -.2908E5 .2092£5
(from Tube Exts.) -.3510E3 .3 -1 90E3 -.6510E3 .6490E3

Core Shroud -.7163E4 .9237E4 -.1426E5 .1894E5
CEA Guide Tube Exts. -.3510E3 .3490£3 -.6510E3 .€490E3
CEA Shroud Assy. -.2680E4 .3711E4 -.5340E4 .7431£4
------------------------------------------------------------
Fuel Rods * -339.5 389.3 -670.6 804.0
UEE‘ * -2.0 2.0 -3.7 3.7
LEF ~ -373.3 428.4 -737.9 884.7
Guide Tubes * -30.3 34.8 -59.9 71. 8

(* Values per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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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Ratio of aBE to SSE Seismic Loads (Vertical, YGN 3/4 RI)

Components MIN MAX

CSB Upper Flange 0.484 0.500

CSB Nozzle Cylinder 0.485 0.580

CSB Center Cylinder 0.485 0.502

CSB Lower Cylinder 0.487 0.504

CSB Lower Flange 0.487 0.488

LSS 0.485 0.484

LSS Insert Pins 0.506 0.488

LSS/CS Flexure Weld 0.502 0.505

UGS Upper Flange 0.496 0.505

UGS Lower Flange 0.500 0.479

UGS Support Plate 0.484 0.522
(From Guide Tubes)

(From CEA Shroud) 0.502 0.499

CEA Guide Tube
FAP 0.484 0.499

(From Guide Tube>
(From Tube Exts.) 0.539 0.538

CS 0.502 0.488

CEA Guide Tube Exts. 0.539 0.538

CEA Shroud Assy. 0.502 0 .499

Fuel Rods
.

0.506 0.484

UEF· 0.541 0.541

LEF· 0.506 0.484

Guide Tubes 0.506 0.485

* : Values per fuel asseu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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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Improved Materials for System 80+ Vessel BeltJ ine

Element System 80+ System 80

Copper 0.03 ", 0.10 %

Nickel 1. 0'" NS

Phosphorous 0.12 ", 0.012 %

Sulfur 0.01 % 0.015 %

V라)adium 0.03 % 0.030 %

NS : Not specified in CESSAR-F

Values are weight 야rcentages of residu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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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Comparison of IRWST for System 80+ and KNGR Project [4이

Description System 80+ KNGR Project UCN 3/4

Normal ::m，'αX) g려.

O야m미19 545,800 gal. <8200 ft2 x
Water Volume 9 ’ -3" H>

55，잃O ft3

Freeboard 57,100 fe (413,900 g.외J

Volume (427，α)()g머.) 〈없m n2 x !
IRW5T 6'-9" H>

Ta따<. Bottom EL.55 ’ -10 518" EL. 81'-6“

Elevation

51 Pump
R∞m Floor i EL 47 ’ -0"

E l.

씨…;F(T짜 58,900 ga l.
Volume 59,100 gal. 09’5” x

25 ’ -0" x
16’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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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ZLE SCHEDULE
SERVICE

CO。ιANT INLET '"

COOLA.μT OUTLεT I 2

CEOM AND
INSTRUMENTATION
NOZZLES I 10$

빠강ORE뻐smu삐E써TAγION t 61

VENT·RCGvS I 1

SEAl LEAK 뻐OMITOR I 1

OIRfCτ VESSEL ‘NJ, I 4

CEOM UPPER
PRεSSURE HOUSING
ASSεM6LY

CEOM AND
IHSTR‘JMEt4TAT‘。N

NOZZLES

\

12" N。‘κ
OY. NOZZLE

16'-4.32" (8.5· 10)

30‘ 10
INLET
NOZZLE

BASE METAL THICκNESS’H CORt: REGION 9 1116·
CLADDING 1/8‘ MIN

CORE STOP

t “ CORE INSTRUMENT NOZZιES

CEOM MOTOR
HOUStNG ASSEMBl.Y

CLOSURE
STut> (5‘}

MATII에G SURfACE f
i---‘
,14'-7"

HEATED JUNCTION
THERMOCOUPlE
PROBξ$

(2 OF 4 SHOWN}

CORε EXIT
TttERMOCCUPlε

42" 10
OUTLET
NOZ2lε

뉴뚫뚫갚뚱

48'

39'·1.35"

15'·2 1/4"

SNUBBER

fl.-OW BAFflE

그헝 1-1 System 80+ 원자로 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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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 SWITCH
ACTUATING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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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of YG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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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Beam Model of Reactor Building Coupled to N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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