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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 째 목 

신형원자로 계통개념연구 

l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었는 원자로의 피동적 안전 

성올 확보하는 껄계개념의 분석과 신형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핵심 요소기 

술의 선정， 주요 요소기술의 열수력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열수력 

실험의 수행， 중소형 신형원자로의 계통설계개념의 껄정 및 대용량 원자로 

의 피동형 계통껄계개념의 껄정에 두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원자력 에 

너지를 전력생산 뿔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었는 중소형원자로 

연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전력생산 이외의 목 

적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는 대용량보다는 중소형원자로가 적합하며 따 

라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중소형 신형원자로의 형태는 원자로냉각재계홍의 모든 주요 

기기가 원자로용기 내에 셜치되는 일체형이 주류률 이루고 있으며 대용량 

원자로는 기존 분리형에 피동안전성올 크게 강화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중소형원자로에 적합한 일체형원차로의 셜계기술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형 일체형원차로 계통의 개념을 

껄정하고 이에 접목되는 핵심 요소기술올 자체 개발하여 중소형 일체형원 

자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상 

기와 같은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신형원자로의 계통 관련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신형원자로에 적용 가농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중소형일체형 

훤자로 계통개념쩔정 및 대용량 피동형 훤자로 계통개념 연구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수행한다. 

핵심 요소기술개발에서는 수많은 기술중 우선적으로 신개념의 관류형 중 

기발생기， 자기가압형 가압기， 제어봉 구동장치， 중기 주입기， 유체 다이오 

드 둥을 선정하였다. 관류형 중기발생기와 자기가압형 가압기에 대해서는 

열수력적 특성율 모의할 수 있는 해석 모탤 및 성능분석 전산쿄드를 개발 

하며 중기 주입기나 유체 다이오드와 같은 요소기기에 대해서는 기초 열수 

력 실험올 통해 열수력적 특성 및 적용 가능성올 파악한다‘ 제어봉구동장 

치는 새로운 노심의 출력조절에 적절하도록 미세 조절 기능을 가미한 형태 

로 개념올 개발한다. 임계열유속과 콘크리트격납용기냉각개념에 대해서는 

실험을 흥해 상관식이 개발된다. 또한 피동잔열제거개념이 EPRI URD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수행한다. 

또한 관류형 중기발생기 습식단열재가 장착된 저온가압기 둥으로 구성 

된 일체형 원자로의 참조 계통을 구성하여 구성 기기 및 계통의 정상상태 

성능분석 전산쿄드를 개발하여 앞으로 계속될 과제에서 수행할 중소형일체 

형원차로 개발에 기초차료를 제공한다. 

대용량 피동형 원자로의 계통개념에 대한 연구분야에서는 전기출력 1αm 

MWe 급의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안전설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성능분석 

을 수행하여 셜정개념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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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연구개발컬과 

1) 중소형 신형원자로 계통개념연구 

가) 핵심 요소기술 개발 

o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 

- 이차측 상(phase) 경계위치 및 경계변수롤 계산하는 프로그랩 개발 

- 정상상태 성능분석 전산코드 개발 

o 자기가압형 가압기 

- 정상상태 성능 분석 전산코드 개발 

- 가압기 명각기의 열용량 결정 및 가압기 열수력 변수 특성 분석 

o 미세 조철용 제어봉 구동장치 

- Ball Screw Type 채 태， Step Motor 사용 및 위 치 지 시 계 부착 

o 신형원자로를 위한 엄계 열유속 연구 

- 상관식 보정인자를 결합한 봉다발 임계 열유속 예측 모텔 개발 

- 저유속， 저건도 조건에서 CHF 데이터 베이스 확충 

o 콘크리트 격납용기를 위한 피동 냉각 개념 연구 

- 축소 실험장치 셜계를 위한 scaling method 개발 

- 웅축 열전달 데이터 베이스 및 실험 상관식 개발 

o 중기주입기 연구 

- 중기주입기 계통분석 및 셜계기법 개발 

o 유체 다이오드 연구 

- 전산코드 개발 및 실험을 통해 Vortex Diode에 대한 데이터 확보 

o 습식 단열재 연구 

- 다중 스테인레스 박판에 대한 실험 및 해석 모텔과의 비교 명가 

o 피동잔열제거계통 연구 

띠
 



-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개발 

- EPRI URD의 피동잔열제거계통 셜계요건 만족 여부 확인 

나) 계통설계개념 설정 

o 각국 신형원자로의 주요 설계 특성 및 주요 요소기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체형 원자로 주요 계통설계개념을 셜정 

o 카세트 형식의 중기발생기는 원자로 외곽 환형 공간에 배치 

o 용기 상부 공간을 가압기로 이용하여 공간활용을 극대화 

o 압력 제어률 위한 어떠한 능동장치가 없는 자기 가압 방식올 채태 

o 무붕산 노섬 채태 

2) 대용량 피동형 원자로 계통개념연구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원자로섬 

o 원자로냉각재계통은 3 1∞p 로 하였으며 각 회로는 1대의 중기발생기， 

2대의 Canned Motor 방식의 냉각재 펌프， 1개의 고온관， 2개의 저온 

관으로 구성 

o 각 루프의 셜계 자료는 미국의 W쩌에서 개발한 AP앉m과 동일하게 

셜정하고 루프의 개수만을 2개에서 3개로 변경 

o 1α)() MWe 급 노심 셜계 

o 성능분석을 수행하여 셜정개념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나)안전젤비 

o 안전셜비는 피동안전주입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자동감압계통， 피동 

격납용기 냉각계통 둥으로 구성 

o 사고시의 잔열제거방식은 축압기와 IRWST를 이용하는 피동방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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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류에 의한 격납용기 냉각계통올 궁극적인 열침원으로 사용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요소기술은 원자력 산업 뿔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 

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류형 중기발생기 및 습식단열재 

와 관련된 기술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산업에 적용 가능하여 이들 요소기 

술이 개발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본 과제의 결과로 확보된 주요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 연구개 

발올 추진중인 중소형일체형원자로 설계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수행할 과제에셔 이들 요소기술에 대한 검증시험과 함께 저온 

가합기 개념 타당성 시험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타당성 시험 둥을 포함한 

검증올 수행하여 관련기술을 입증하여 이들 기술이 중소형일체형원자로 껄 

계개발에 접목될 기술로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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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1e 

Conceptual Study of Advanced PWR Systems 

11. Objectives and Needs of the Project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to review the design concept 

of passive safety system, to develop the adoptable essential 

technologies, to verify those technologies through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and to establish reference design concept of the advanced 

reactor system. 

Recent1y, the nuclear society in Korea realizes the necessity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or medium size reactor which can be used for 

desa1ination, co-generation and ship engíne as well as electricíty 

generatíon. The development of small or medium síze reactor ís 

required, sínce the sma11 or medium síze reactor is more suítable for 

the multi-purpose reactor, while 1따ge size reactor is g∞d for electricíty 

generation with better efficiency. The integra1 reactor is the major 

reactor type in the area of the sma11 and medium size nuclear reactor, 

while the large capacíty nuclear reactor is stíl1 the loop type wíth 

passive safety features. 

The technica1 information on the small or medium size react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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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most none in our countr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fine essential 

technologies and perform active researches on those technologies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size reactor. 

Present research project will develop those essential te하mologies related 

to advanced reator based on the necessity described above. 

m.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range of this research project covers defining adoptable essential 

technologies, establishing the design concept of the advanced reactor, 

and study on the conceptual system design of large size passive 

reactor. 

The selected essential te하mologies inc1ude once-through steam 

generator, self-pressurized pressurizer, fine-controlled control element 

driving mechnism, steam injector, fluidic diode etc. For the 

once-through steam generator, self-pressurized pressurizer, analytic 

model is develo야d and computer simulation code is develo야d based on 

that model, while for the steam 띠ector and fluidic diode, small scale 

experiments as well as numerical analysis are performed to obtain 

thermal-hydraulic characteristics and to check applicability. For critical 

heat flux and passive concrete containment c∞ling ，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develop related correlations. Also a study on the 

conformance of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to EPRI URD. 

Also, design concept of integral reactor with application of 

once-through steam generator and wet thermal insulation is established 

and the computer code for the steady state calculation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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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ay be used for the design of sma11 or medium size integra1 

reactor. 

Basic design concept of 1000 MWe passive power reactor is 

established and the related performance analysis is performed to analyze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established design concept. 

IV. Hesu1ts 

1) Conceptual Study of Small and Medium Advanced PWR 

Systems 

A) Development of Essential Technologies 

o Once-Through Helical Steam Generator: 

- A performance analysis computer code for heli-coiled steam 

generator at steady-state was developed 

o Self-Pressurizing Pressurizer: 

- A performance analysis computer code for ’cold pressurizer' at 

steady-state condition was developed to calculates system 

parameters 

o Control Rod Drive Mechanism for Fine Control: 

- Establishment of operating principle 

- Ball screw type and step motor for fine control 

o Critical Heat Flux in Passive PWR Condition: 

- Development of the prediction model of bundle CHF with 

considering the correction factor calculated from the data base 

- Extension of CHF data base for low-flow and low-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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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assive Cooling Concepts for Concrete Containment Systems: 

- Development of the PCCS heat transfer coefficient 

o Steam Injector(Sn Concepts: 

- Development of analysis and design methodology for the SI 

o Fluidic Diode Concepts: 

- Experi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o Wet Thermal Insulator: 

- Tests for thin stainless steel layers and assessment of obtained 

data with existing coπ'elations 

o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PRHRS): 

-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analysis computer code 

- Review of conformance of the result to EPRI URD 

B) Development of Reference Conceptual Design of Advanced Reactor 

o Conceptual design of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o Steam generator is cassette type and located at annular space 

between core barrel and reactor vessel inside 

o Upper volurne of reactor vessel is used as pressurizer 

o Self-pressurizing pressurizer and control concept of constant core 

average temperature are adopted 

o Adoption of soluble boron free core 

2) Conceptual Study of Large-Capacity Advanced PWR Systems 

o Reactor coolant system consists of 3 loops and each loop conta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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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generator, 2 canned motor pumps, 1 hot leg, 2 cold legs 

o Major design data of reactor coolant system are the same as those 

of AP600 

o Number of loops are increased from 2 to 3 and electric power is 

increased to 1αX>MWe. 

o Study of technical feasibility by performance analysis 

o Safe암 features consist of passive safety injection system(SIS),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PRHRS), automatic 

depressurization system(ADS), passive containment c∞ling 

system(PCCS). 

o lntroduction of IRWST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residual heat 

removal during accident. 

V. PrOposa1 for Applications 

The developed essential technologies are applicable not only to the 

nuclear industry but also to the general indus떠es. Es야Cl외ly， the 

once-through steam generator and steam injector concept can be used 

for the fossil power plant design. Developed technologies will be the 

basis for the newly started Advanced Reactor Technologies 

Development Project(SMART) as a part of government-sponsored 

medium and long term nuclear energy development program. More 

detailed researches including experiments are required to verify solid 

applicability of some proposed passive concepts such as ’ cold 

pressunzer’ to the design of advanced integral reacto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roject will be refined by in-depth study and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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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ed into SMART after verification process through further 

tests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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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장 서롤 

신형원자로 계통개념연구는 대과제인 신형원자로 기술개발의 소과제로 

서， 피동형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신형원자로 계통개념설정 및 설정된 개 

념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요소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 

다. 신형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은 향후 국내에서 적용될 피동형 원자로 

계통 개념올 셜정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요 요소 기술올 셜정 및 

개발하여 이들 개발된 요소 기술을 이용하여 일차 계통 및 주기기 껄계 개 

념을 연구하고 또한 새로운 안전 개념을 연구하는 것올 그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신형 원자로에 적용할 설계 요구 사항올 설정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형 평가를 통한 최적의 노형올 선정한 후에 선정된 노 

형올 실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항목율 도출하고， 도출된 요 

소 기술중 일부는 기초 열수력 실험의 수행으로 검중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할 신형원자로 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 

통 개념 설정 및 신형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요소기술올 개발하여 이률 이 

용한 신형원자로 주요 계통 및 주기기 설계개념 및 새로운 안전개념을 연 

구하는 것이 그 주요한 연구내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수행중인 신형 경 

수로 설계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으로 중소형 원자로에 적용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의 셜계 특성을 분석하여 상용 발전소에서 실용화되어 있는 

분리형 원자로와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신형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요 

소 기술 항목올 도출하여 이의 개발올 위한 기초 열수력 실험 퉁올 수행하 

였다. 신형 원자로 셜계의 목표 및 요건은 일반적으로 EPRI URD에 언급 

되어 었으며， 계통 개념 연구시 이들 요소 기술을 적용할 경우 EPRI URD 



률 만족시키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본 과제에서도 이러한 통상적인 절차 

를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신형원자로가 갖추어야 할 셜계 기본 요건 개발， 해외 신 

형 경수로 기술의 비교， 분석 및 평가， 참조 계통 셜계 개념의 개발， 펴동 

형 원자로의 용량 격상 연구， 대용량 원전에의 피동 안전 개념 적용 타당 

성 연구 둥을 통한 최적의 셜계 개념 도출 둥을 수행하였다. 륙히 계통의 

개념셜정과 칙결되는 중기발생기， 가압기의 성능을 분석하는 전산 코드를 

개발하여 설정된 계통개념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통개념셜정에 

영향올 주는 세부 요소기술의 개발은 학계와 위탁연구를 통한 협력올 통하 

여 수행하였다. 3년간의 연구로 부분적으로 연구성과률 을려 신형원자로 

의 계통개념의 껄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차후 신형원자로가 실제를 가지고 

개념셜계와 기본셜계가 수행될 때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훨요할 것이다. 

1997년 7월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원자력 중 · 장기 개발사업에 신형원자로 

기술개발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과제는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라는 실체를 가지고 개념셜계부터 수행하게 

되어 있는바 본 연구의 수행결과가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검증절차를 거 

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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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2 장 훌소형 신형월자로 계톨 개념 

연구 

제 1 절 해외중소형 신형원자로 기술개발현황 

1. 서론 

1979년 미국 TMI원자력 발전소의 부분적인 노심 용융 사고 및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대형 사고후， 원자력의 개발은 새로 

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및 일반 대중의 원자력 

발전소 수용성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한 두 사고는 일반 대중 

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중폭시키고， 원전의 안전 설비를 점 접 복잡해지 

게 하였으며， 인 • 허가도 불안정하게 되어 원자력 발전의 단가률 상숭시키 

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화석 연료의 가격하락과 선진국에서의 전력 

수요 중가 둔화 퉁은 원자력 산업의 총체적 침체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니는 매장량의 한계나 지역적 면재， 올실효과 및 

산성비 둥의 환경문제， 수송문제둥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 

지원이 절실한 반면， 원자력 이외의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이 대량으로 이 

용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러한 원자력 계의 상황은 원자력 선진국들로 하여금 경제성 및 안전성이 

제고된 원전 건설을 위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개량원전이나 피동 및 고유 

안전성올 갖는 원전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원전의 안 

전성 제고를 위한 개량화는 개량 정도의 한계성과 개량에 따른 투자버 중 

’ j 



대 둥 경제성 악화로 인하여 결국은 경제성이 향상되고 안전성이 기존 원 

전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제고된 신형 원자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현재 상엽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로형은 상당수가 600 MWe급 

이상인 대용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 소개되거나 사용중인 대부 

분의 기술자료도 이들 대용량 급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형 신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중소형 신형 원자로의 종류 

1952년 3월 미국 Oak Ridge 연구소와 Argonne 연구소의 공동 셜계로 

30 MW의 세계 최초의 경수로 원자로가 재료 시험올 주목적으로 운전되기 

시작한 이래로 훼스탱하우스사에 의해 셜계된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률 셜치 

한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 노틸러스호가 1955년 취항하였으며， 일반적으로 

Shipping Port 원자로라 불리는 발전용 원형 가압 경수로(236 MWt, 68 

MWe)가 혜스탱하우스사에 의해 설계되어 1957년 운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발전 단가 측면에서 화력발전소와 경쟁할 수 있는 500 MWe 이상의 

출력올 낼 수 있는 경수로 원자로가 개발되어 상업 운전올 하게 되었으며， 

1987년 중반까지 미국에서만 1097H 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다.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와의 가격 경쟁력올 높이기 위해 발전 단가를 줄일 

목적으로 점점 출력올 증가시켰으며 대용량 발전소(600 MWe 이상)로서 

경수형 원자로는 미국 퉁 산업선진국에 의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용 경수형원자로는 대용량이 약 70% 정도 

이고， 600 MWe 이하의 중소형 원자로는 약 30%정도 차지하고 있다. 가 

동중인 중소형 원자로는 대부분이 개발 초기에 발주된 것들이며 발전 단가 

측면에서 대용량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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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동안의 중소형 및 대용량 경수로의 운전자료에 의하면 표 2.1 

에 나타나 있듯이 중소형 원자로가 대용량에 비해 발전소 가동률， 발전소 

이용률 및 원자로 불시 정지 횟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되었다.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로 사고를 방지하고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을 고려 

한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이들 원자로는 능동적 안전개념을 중력， 자연대류， 기체압력 

둥을 이용한 피동적 안전 개념으로 전환하여 안전계통의 신뢰성을 확보하 

고 노섬 손상 확률을 대폭 감소시키며 계통의 단순화， 모률화， 표준화 및 

건셜기간의 단축 둥으로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 

고 있다. 중소형 원자로는 대용량 원자로에 비해 이러한 새로운 안전개념 

의 원자로로서 더 적합하므로 원자력 선진국들은 최근 발전 목적으로 중소 

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발전 목적으로 개발중인 중소형 원자로 

는 미국의 AP-600, SIR, SBWR을 비롯， 스훼덴의 PIUS, 러시아의 

VVER -500/600 및 VPBER-600, 일본의 SPWR둥이 었다. 

중소형 원자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목적 외에도 해수의 담수확， 지역난방 

및 선박 추진기관의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원자로의 특정은， 대 

부분의 대형 경수형 원자로의 형태가 원자로， 중기발생기， 가압기 몇 훤자 

로냉각재펌프 둥의 주기기들이 배관계통에 의하여 연결된 L∞p Type인데 

반하여 이들 모든 주기기가 원자로 압력용기내부에 셜치된 일체형 원자로 

이다. 일체형 원자로의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중기발생기 및 가압기와 같온 주기기를 훤자로 압력 용기 내에 절치 

하여 대형 배관을 제거할 수 있어 계통 및 지지물 구조가 매우 단순 

하며 compact하다. 대형 배관이 없기 때문에 Large Break LOCA 사 

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노심과 압력 용기사이의 일차 냉각수가 L∞p Type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에 원자로 압력 용기의 방사능 조사가 낮다. 따라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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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농 조사로 인한 원자로 압력 용기 금속 성질의 저하 문제가 작다. 

이 특성은 파괴 역학적인 측면에서 원자로 수명올 증가시키며， 압력/ 

온도 제한 곡선상의 발전소 운전 범위를 넓혀준다. 

- 일차냉각재 유로 순환 길이가 짧고 유로 저항이 작기 때문에 자연 순 

환력이 분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이는 원자로 비정상 

및 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정지상태에 있어도 노섬에 충분한 

자연 순환 유량올 제공하기 때문에 원자로 안전성을 중대시킨다. 

일체형 원자로는 모든 주기기가 원자로 압력 용기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 

에 검사， 유지， 및 보수 절차가 Loop Type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 

나 상기에서 언급한 일체형 원자로의 고유의 장점인 단순성， 신뢰성， 안전 

성， 경제성 및 유리한 대중 수용성으로 인하여，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인구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만 할 지역난방로 및 적은 공간의 활용올 

요하는 선박 추진 기관 퉁올 위해 다각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신형 원자로의 개발은 지금까지의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 

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경수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신형 경수 

로는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안전 특성에 의해 분류되며， 개량형 경수로 

(Evolutionary L WR) , 피동형 경수로(Passive L WR) , 고유 안전형 경수로 

(Inherent Safety L WR)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개량형 경수로는 기존의 많은 설계 및 운전 경험올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셜계 특성이 쉽게 파악되며 주로 600MWe이상의 대용량 

원자로에 적용된다. 피동 및 고유 안전형 중 • 소형 원자로의 설계 특성은 

피동 및 고유 안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또는 개량형 대용량 

원자로에 대비하여 매우 단순하며 새로운 개념올 지니고 있다. 피동 및 고 

유안전형 경수로는 600MWe 이하의 중소형 원자로에 적용되는 것이 세계 

적인 추셰이다. 본 절에서는 주로 600MWe 이하의 피동 (및 고유) 안전형 

원자로의 세계적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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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량형 경 수로(Evolutionary L WR) 

개량형 경수로는 기존의 경수로와 비슷한 데， 방대한 원자로 운전 경험 

올 바탕으로 원자로의 설계를 간소화하고 현대화시킨 원자로로， 실중로의 

건셜과 장기적인 개발 프로그랩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량형 경수 

로의 안전은 기존의 경수로와 마찬가지로 디첼 발전기와 같은 전력원올 

필요로 하는 각종의 능동형 안전 셜비에 의존한다. 사고시 노심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동형 안전 셀비가 척시에 그리고 지속척으로 가동 

되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개량형 경수로는 프랑스의 N4, 영국의 Sizewell 

B, 미국/일본의 ABWR, 미국의 System 8<f둥올 들 수 있다. 

나. 피 동형 경 수로 (Passive L WR) 

피동형 경수로는 기존 경수로의 입증된 기술 및 기기를 사용하나 안전 

셜비가 단순하며 대폭적으로 향상된 원자로이다. 대부분의 피동형 원자로 

는 안전 셜비를 시동시키기 위해(밸브의 개폐) 전력(축전지둥)이 필요하나， 

일단 시동된 후에는 전력이 필요 없도록 셜계되었다. 안전 셜벼가 일단 

시동된 후에는 기체 압력과 같이 축적된 에너지 혹은 중력 둥과 같은 자연 

의 힘에 의존해 피동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점이 개량형 원자 

로와 구분되는 점이다. 대표적인 피동형 경수로의 셜계는 미국의 AP6OO, 

SBWR, 영국/미국의 SIR, 일본의 SPWR(System Integrated PWR), 러시 

아의 VVER-500/600. VPBER-600퉁이 었다. 

다. 고유안전형 경수로(Inherent Safety L WR) 

고유 안전형 경수로는 운전원의 실수， 내부 사보타지 혹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야기되는 발전소 파도 상태 시에도 음의 냉각재 온도 계수 둥 

과 같은 원자로 고유 특성과 피동냉각에 의해 원자로의 상태가 안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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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유지되므로 외부로 방사능 누출올 허용하지 않는 셜계 특정올 가지고 

있다. 이러한 껄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의 냉각재 온도계수퉁파 

같은 원자로 고유 특성올 최대한 활용하고 둘째 원자로 정지후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원자로의 열올 피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스웨 

벤의 PIUS , 일본의 ISER 둥올 고유 안전형 경수로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이들 원자로에서는 노심이 붕괴수조 속에 위치하도록 셜계되어서 이 물이 

모두 중발되는 시간 동안(1 주일)은 훈전원의 조작이나 외부의 지원 없이 

도 원자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껄계되었다. 고유 안전형 경수로 

는 피동형 경수로의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3. 중소형 원자로의 일반적인 셜계 특징 

중소형 원자로는 자연 현상올 이용한 각종 개념올 도입하고 있다. 이들 

원자로는 대체로 세 가지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즉， 순수한 전기 발전，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는 열병합 발전 및 지역 난방에 사용되는 지역난방로 

퉁이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들 원자로는 독특한 형태로 개 

발되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능성올 최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셜계 개념올 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 현 

상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기의 배치 및 운전올 고려하고 있 

다. 

가.원자로심 

원자로섬은 핵연료봉에서 발생하는 출력 밀도를 가능한 한 작게 껄계하 

여 운전 및 안전 여유도를 중가시켰으며， 일반적으로 육각형 핵연료 집합 

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원자로 압력 용기의 수명올 연장시키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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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훤자로 압력 용기에 조사되는 고속 중성자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중성 

자 반사체를 사용하거나 원자로심과 원자로 압력 용기 내벽 사이에 충분한 

공간올 확보하여 이곳에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올 도입하는 사례가 늘 

어가고 있다. 자연 대류에 의한 열제거 비중을 크게하기 위해 원자로섬에 

서 압력 강하가 최소가 되도록 껄계하고 있다‘ 출력 변동에 원자로심의 

출력이 자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속재 온도 계수가 상대적으 

로 큰 냉각재에 붕산수를 사용하지 않는 무붕산 노심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원자로심의 출력 밀도가 기폰의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작으므로 원자로심의 유효 반경 및 유효 높이가 크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 용기의 높이 및 직경이 동급 출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나. 원자로 냉각재 계통 

왼자로 냉각재 계통은 노섬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올 중기발생기나 

열교환기를 통하여 2차 계통으로 전달하는 역할올 수행하는 계통이다. 따 

라서 노섬에 충분한 냉각수량이 항상 공급될 수 있도록 원자로 냉각재 펌 

프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류를 이루었으나， 중소형 원자로에서는 

주요 기기의 상대적인 설치 위치를 바꾸거나 일차 계통의 주냉각재 배관올 

제거한 일체형 원자로 개념 둥올 도입하여 자연 대류에 의한 일차 냉각수 

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셜계 개념올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 

형 원자로는 각종 자연 현상올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껄계하여 일차 냉 

각재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도 전기 소요량올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껄계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피동형 훤자로 설계는 근본적으로 자연 현상에 의하 

여 열올 제거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 계통의 

작동성은 기존의 원자로 셜계 개념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되었다. 

다. 주중기 및 주급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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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중기 및 주급수 계통은 

기존의 원자로 셜계 개념에 비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체형 원 

자로의 경우에는 중기발생기를 6개 이상 12개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원자 

로 용기 내부에 셜치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일부의 중기발생기를 잔열제거 

를 위한 열 교환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잔열 제거 계통의 셜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체형 원자로의 중기 발생기는 원 

자로 압력 용기 내부에 셜치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출력일 경우 기존 

경수로의 중기발생기에 비하여 소용량으로 여러 개가 셜치되며， 튜브 내부 

로 주급수가 흐르는 방식 인 관류형 (once-through)올 채 태 하므로 중기 발생 

기 외부 구조물이 압력 용기로 설계될 필요는 없다. 관류형 중기발생기는 

튜브 내에서의 화학적 농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급수 계 

통에서의 완벽한 수처리 기술을 필요로 하며， 출력 변화에 따른 주중기 및 

주급수 계통의 정교한 유량 조절 기술이 필요하다. 

라. 안전 계통 

중소형 원자로에서는 가능한 자연 현상을 이용한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계통의 단순화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안전 계통도 이에 맞 

도록 가능한 한 피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중 

력， 가압 공기， 또는 기타 자연력올 이용하여 안전 계통을 설계하였기 때문 

에 상당수의 펌프， 밸브， 및 배관과 이에 따른 제어관련 부분이 제거되었으 

며， 이에 따라 안전 계통의 성능 및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일체형 원 

자로의 경우 원자로 압력 용기 외부로 연결되는 일차 냉각수 배관의 직경 

이 2 인치 전후인 관계로 냉각수 상실 사고와 같은 가상 사고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안전 주입 계통 셜계가 단순화될 수 있다. 사고시 운전원의 조 

치 사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고 수습 및 완화 기간이 일반적으로 최소 3 

일에서 무기한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안전 계통의 셜계 개념올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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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 세계 각국의 중소형 신형원자로 연구개발현황 

가.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현황 

경수로 발전용 원자로의 고도화는 그 동안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 왔으며， 그 연구 결과로써 수 십 가지에 이르는 신형 경수로 쩔계 

개념이 제시되었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안전 개념들 또한 매우 다양하 

다. 특히 미국 전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형원자로에 대한 소유자 요건서 

(EPRI URÐ)가 인허가 및 건셜 과정을 신속하게 해주고 셜계를 표준화하 

는 데 커다란 역할올 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신형원자로 개발 수준은 단 

순한 셜계 개념 체시부터 인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 

세 셜계까지 다양하며 그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은 에너지성(OOE)과 전력연구소(EPRI)의 지원하에 여러 기업들이 

피동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그 예로는 Westinghouse사의 AP600 

PWR과 GE사의 SBWR( Simplified Boiling-Water Rector)를 틀 수 있다. 

또한 영국과 공동으로 ABB-CE사는 피동형 경수로인 SIR의 개발에도 참 

여했다. AP600은 1985년부터 미국의 에너지성 (DOE)과 전력연구소(EPRD 

의 지훤하에 Westinghouse사가 개발중에 있는 피동형 경수로이다. 

AP600은 기존의 인중된 기술과 새로운 셜계개념이 적절히 조합된 

앉)()MWe용량의 가압 경수로이다. 

APf겠〕과 마찬가지로 미국 에너지성과 전력 연구소의 지훤하에 GE사에 

의해 개발되는 있는 600MWe급의 SBWR(Simplified Boiling Water 

Rector)은 Pump가 사용되지 않고 출력 밀도가 낮게 설계된 자연순환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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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존의 BWR껄계에서 문제되었던 밀도파 진동(density wave 

oscillations)을 없애 열유체 안전도를 높인 피동형 경수로이다. SBWR의 

셜계는 자동감압 시스햄과 중력에 의한 명각수 보충으로 특정지워지는 피 

동 비상노심냉각계통과 피동 격납용기 잔열제거 계통으로 특정지워진다. 

(2) 일 본 

일본에서의 충소형 원자로 개발은 상당히 활발한 편이며， 전력생산 목적 

의 SPWR(System-integrated PWR:600MWe) 및 일본 최초의 원자력 선박 

용 원자로 “Mutsu", 차세대 선박용 원자로인 MRX 및 심해정용 원자로인 

DRX둥을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률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Mutsu를 

제외한 이들 원자로는 고유 안전성이 입중된 피동형을 채태한 일체형 원자 

로이다. 한편 일본의 많은 원자력 업체들이 L∞p Type 피동형 충 ·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는 데， 예를 들면 미쓰버시사롤 충심으로 

연구한 MS300， MS600과 히타치사의 HSBWR퉁이 었다. 

일본은 미국의 Westinghouse와 공동으로 수행하고있는 AP600 용량격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외에도 일본의 학계 산업계 공동으로 피동기능을 피동 

형 원자로 뿐만 아니라 기폰의 원자로에의 적용가능성 및 영향에 대한 연 

구률 수행하고있다. 일본의 JAERI는 많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피동형 원 

자로인 SPWR올 1986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SPWR에서 사용되는 피 

동 밸브는 스혜덴의 PIUS에서 사용되는 density lock파 개념적으로 유사하 

다‘ 스훼덴에서 개발된 PIUS는 콘크리트 압력용기를 사용하는데 비해 

SPWR은 철제 압력용기률 도입하였다. 또한 2기의 원자로률 하나의 격납 

용기 안에 넣는 셜계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JAERI 

의 전문가로 구성된 SPWR 검토 팀이 구성되어 1992년도에 SPWR 껄계에 

대한 독립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SPWR 셜계팀은 SPWR 검토팀에서 제기 

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동원자로 정지계통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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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수압 차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의 성능이 모텔 성능시험에서 확인되 

었다. SPWR에서는 제어봉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셜계되어 

있는 데 이 개념을 입중할 실험로가 필요한 상태이다 ]AERI에서는 

SPWR 과 기본 셜계 특성이 유사한 선박용 원자로인 MRX와 SPWR의 개 

발 계획의 효율적 결합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개발중인 얼체형 

원자로의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일차계통 

현재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든 일체형 원자로는 원자로 용기를 포함 

한 모든 일차계통을 물로 채워진 철제 격납용기 안에 컬치하여 어떤 사고 

에도 노심이 이들 물로 항상 냉각될 수 있도록 셜계한 점이다. 한편 

SPWR 및 MRX 원자로에서는 생산된 핵분열 발생 열을 제거하는 방법으 

로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DRX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대류를 이용한다. 이들 원자로는 원자로섬 출 

력 밀도가 수십 Kw/liter로서 충분한 운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 사용 

되고 있는 중기발생기는 모두 관류식 나선형 (Once-Through HelicaD이며， 

따라서 발생되는 모든 중기는 과열중기이다. 중기발생기 튜브 측으로 이 

차계통 급수가 하부에서 상부로 흐르며， 중기발생기 헬측(튜브 밖)으로 일 

차냉각재가 상부에서 하부로 흐른다. 특히 DRX는 격납용기에 해당하는 

Pressure Shell내에 원자로 용기로부터 T/G까지 일체의 기기가 모두 포함 

되어 있으며， 가압기가 없다. 

(나) 원자로 정지 및 비상노섬냉각 

SPWR은 일체의 제어봉을 사용하지 않는 셜계를 태하여 바상 원자로 정 

지는 원자로 압력 용기의 압력 신호에 의하여 피동으로 2개의 봉산수 저장 

탱크의 붕산수를 원자로 용기에 주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MRX 및 D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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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로 정지를 위한 제어봉을 사용하나 이들 원자로의 제어봉 구동 장 

치가 원자로 압력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어 제어봉 인출 사고가 발생활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 원자로는 수조 둥을 이용하여 원자로섬 

에 붕산수를 공급하면서 피동 비상노심냉각을 수행한다. 또한 MRX 및 

DRX는 중기발생기를 열교환기로 이용하는 비상 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여 

피동적으로 노심잔열 제거를 수행한다. 

(다) 중대사고 

중대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일차 계통올 관통하는 모든 배관의 굵기는 소 

구경이 되도록 셜계된다. LOCA 사고가 발생하면 냉각수 저장 탱크의 압 

축 기체에 의하여 왼자로 용기 내로 직접 냉각수가 주입됨으로써 원자로심 

의 냉각성올 유지한다. 격납용기는 일종의 수조형이며， 건조 부위와 냉각 

수로 채워진 부위로 냐뉘어져 있으며， 이 부분올 통하여 외부 대기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킨다. 

(3) 유럽 

유럽에서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스웨덴， 

영국， 및 프랑스 둥에서 현재 개발중이다. 

SIR는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일체형 왼자로로 

UK-AEA, RRA, ABB-CE, S&W가 참여하여 왔다. 320MWe용량의 SIR 

는 노심 및 중기발생기 둥 모든 일차계통이 대형 압력 용기 내에 위치하도 

록 설계돼 있는 일체형 경수로로 공장 제작을 최대화하고 야외 제작을 최 

소화했으며， 일차계통의 많은 냉각재 보유량으로 인해， 모든 설계기준사고 

에 대해 72시간 이상 피동 안전을 보장해 준다. 현재 SIR의 개념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결과검토 및 실중 시험 계획， 상세 셜계 추진 계획 둥올 

수립하고 있으나 재정적 문제로 개발 추진이 참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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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ABB-Atom사의 실험실에서 K. Hannerz에 의해 처읍 고안된 

고유안전형 경수로 PIUS는 새로운 개념으로 원자로의 안전성올 크게 향상 

시켰다. PIUS의 개발은 원자력 산업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편으 

로까지 평가되며 세계의 주목올 받고 있다. PIUS는 노심과 1차 계통의 

모든 기기를 약 50 oC의 붕산수에 담가 운전하며， 비상시에는 수조의 용산 

수가 피동적으로 노심으로 진입해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붕산 수조의 물이 

모두 중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일주일 동안 노심의 건전성을 보장해주는 

켈계 개념올 가지고 있다. PIUS의 안전 계통 개념을 사용해 여러 가지의 

새로운 원자로 개념이 개발되었는 데 일본 도쿄 대학올 중심으로 개발된 

ISER, JAERI툴 중심으로 개발된 SPWR이 있으며 미국의 ORNL(O빼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PIUS개념올 BWR에 접목시키는 

PIUS-BWR, PECOS-BWR을 개발했다. 스웨덴의 ABB-Atom사는 PIUS 

의 설계 개념을 업증하기 위해 실증 시험올 수행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핵잠수함의 원자로로서 1 - 2 MWe급의 소형 일체형 원 

자로를 개발하였다. 프랑스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일차계통의 냉각수를 원 

자로냉각재 펌프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으로 회전시키며， 특정으로는 일체형 

에 U-Tube 중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로 압력 조절올 위해 가열 

기나 분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감속재의 부반웅도 온도계수률 이용하여 원 

자로 출력 변화가 압력올 스스로 제어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 

재 프랑스에서는 극소형 핵잠수함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자로냉각재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대류 방식으로 일차 냉각수를 회전시키며， 약간 농축된 

핵연료 및 관류식 직관형 증기발생기를 사용한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중에 

있다. 특이 사항으로는 원자로 압력 용기가 질소로 가압된 수조속에 위치 

하여 비상시 수조의 물이 잔열제거를 수행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4) 러시아 

러시아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서 발전 목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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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중인 VVER -500/600과 VPBER-600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용의 일체형 원자로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개발중인 중소형 훤자 

로는 ABV-6 (38 MWνModule)， ATS-l50 080 MWe), AST-500 

(500MWt), VPBER-600 (630 MWe) , RUTA (20 MWt), UNITHERM (1.5 

- 6.5 MWe)퉁이 있는데， 이들 훤자로는 모두 일체형이다. 러시아는 기폰 

의 VVER-l000 PWR올 바탕으로 운전성과 안전성을 중대시킨 피동형 경 

수로인 VVER -500/600 개발에 착수하여 개념 셜계중이다. VPBER-600은 

일체형， 모률러향 그리고 4-Loop형 둥의 3가지 노형으로 개념 셜계중이다. 

20년 이상의 원자력 쇄벙선 운전 경험 및 다중 방호 개념에 기초한 피동안 

전계통 퉁 관련 기술이 VPBER-600의 셜계의 토대로 활용되었다. 

VPBER-600에 사용될 주요 기기들인 보호용기， 관류식 중기발생기， 캔드모 

터펌프， 피동 자기구동장치의 성능은 이미 원자력 쇄빙선 운전 경험 및 충 

분한 실험을 통해 중명되었다. VPBER-600의 원자로， 터빈， 자동 공정제 

어계통，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운영 방안에 대한 개념 설계가 이미 완결되 

었고 현재 기본 셜계가 진행중이다. 또한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작성 

될 예정이고， 일차계통 자연순환 천이과정 및 비상노섬냉각계홍의 성능은 

실험과 계산으로 검중 예정이며 모의 실험장치를 셜치중에 었다. 지역난 

방용으로 개발중인 일체형 원자로 AST-500은 피동형 가압경수로로 고유 

안전개념과 피동안전개념을 도입해 인구밀집지역에 건셜 가능하도록 설계 

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개발중인 일체형 원자로의 셜계 특성은 다옴과 같 

다: 

(가) 일차계통 

원자로에서 생성된 열올 제거하는 일차 Loop은 VPBER-600올 제외하고 

는 모두 원자로뱅각재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대류를 이용하고 었다. 

VPBER -600의 경우에는 Canned Motor 원자로냉각재펑프에 의한 강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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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방식올 채택하고 있으며 특이 사항으로는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압력 용 

기 하단에 껄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원자로의 중기발생기는 수직 판 

류형이며 원자로 압력 용기와 압력 용기 하부 방벽 사이에 위치하고 일차 

웅력부식올 방지하기 위해 일차 냉각수가 세관 밖으로 흐르며 이차냉각수 

가 세관 안쪽으로 흐르도록 셜계되어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차측 화학 

반웅에 의한 부식올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열전달 측면에서 다소 효율 

이 떨어지지만 부식에 강한 티타늄 합금을 세관 재질로 사용한다는 것이 

다. 압력 조절은 압력 용기 내부 상단에 위치한 중기-가스 방식의 가압기 

에 의해 조절된다. 원자로의 반웅도는 압력용기 덮게 위에 셜치된 전기

기계 방식의 제어 및 보호 계통에 의해 제어된다. 

(나) 원자로정지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비상원자로정지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압력 또는 보호용기의 압력 신호에 

의하여 피동으로 작동되는 원자로 정지 제어봉의 삽입으로 수행되며 제어 

봉에 의한 피동원자로정지가 불가능시 두 개의 용산수 저장탱크로부터 용 

산수를 피동으로 주입시켜 수행된다. 비상시 피동 붕산수 주업은 공기압 

으로 작동되는 밸브에 의해 수행하는 방법 및 원자로의 압력에 의해 막올 

파괴시켜 직접 주입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냉각재 

상실 사고시 원자로 정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축압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 

(다) 잔열제거 

정상 정지시 잔열은 증기발생기와 급수계통올 이용하여 제거되며 중기발 

생기에서 생산된 중기는 중기방출밸브를 이용하여 터빈올 우회하여 웅축기 

로 보내지게 된다. 비상 잔열제거계통은 자연대류방식올 사용하는 피동계 

통으로서 압력 용기 내에 위치한 비상잔열제거 열교환기에 의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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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잔열제거 열교환기에 의해 제거된 열은 물 저장 탱크로 전달되며， 물 

저장 탱크의 냉각은 바닷물을 순환시켜 수행되며 바닷물 순환계통이 작동 

불능인 경우에는 탱크내의 물의 증발을 이용하여 수행된 후 탱크내의 물이 

모두 증발한 후에는 공기 열 교환기에 의해 수행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물 저장 탱크와 열교환기 사이의 밸브가 원자로 압력 및 수위 신호를 받아 

열리어 비상잔열제거계통이 작동된다. 

(라) 중대사고 대처 

중대사고를 대벼한 계통으로는 원자로감압계통과 보호용기가 있다. 원 

자로감압계통은 가압기 상단에 위치한 감압방출밸므에 의해 수행되며 중대 

사고시 원자로의 압력을 감압시켜 원자로로부터 보호 용기로 원자로냉각재 

의 유출올 중지시킨다. 보호용기는 원자로 압력용기를 감싸고 있는 일종 

의 격납용기로써， 원자로압력용기 건전성 상실 사고 때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셜계되어 원자로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제거시킨다. 이때 주중기 

및 주급수 계통은 보호용기벽에 용접되어있는 격리밸브에 의해 차단된다. 

(5) 중국 

중국은 지역난방 목적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올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지 

역난방의 목적상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하기 위해 고유 안전성이 입중된 

피동형 안전 개념을 접목시킨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에는 5MWt급 실험로인 NHR-5가 훤자력기술연구소(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 INET)에서 개발 및 설계를 수행하여 1989년 9월 초 

임 계 에 도달하여 1992년까지 INET에 60 - 90 oc 의 온수 공급올 통해 지 
역 난방의 실증 위주로 운전되었으며， 1앉)2년 이후부터는 열병합 및 냉방 

의 실증올 위해 가동하여 원자로 열을 이용한 냉방도 가능함올 입증하였 

다. NHR-5는 가동률이 99%에 이르는 둥 대단히 우수하고 안전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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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또한 INET에서는 NHR-5의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200 MWt 

급의 NHR-200올 상업용 모렐로 개벌하여 이의 건셜율 위한 타당성 초사 

가 완료되어 할빈위에 위치하는 대경에 200 MWt 2기의 건설 부지를 정부 

로부터 허가받아 놓은 상태이며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심의가 완료되어 건설허가를 득하여 건설이 진행중이다. NHR-

200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핵분열 발생열올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자로냉각 

재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대류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는 원 

자로심 출력 밀도가 36 kW/Liter 정도로 충분한 운전 여유도률 확보하고 

있다. 일차계통에는 6개의 일차 열교환기가 있으며， 열교환기 튜브 누수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올 방지하기 위하여 열 사용자와의 사이에 

폐회로의 이차계통을 사용하여 근원적으로 열 사용자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합력용기의 압력 조절은 압력 용기 내부 상단에 위 

치한 중기-가스 방식의 가합기에 의해 조절된다. 원자로의 출력은 가연성 

독물질봉， 체어봉， 및 냉각수의 부반웅도에 의혜 체어된다. 원자로압력용 

기 및 일차계통 압력경계내의 모든 관련 계통은 보호용기내에 위치하고 었 

다. 보호용기의 역할은 일차계통의 건전성 상실사고시 노심 노출올 방지 

하여 핵연료 용융올 방지하며 사고시 피동 방사능 차폐의 기능올 수행한 

다. 중대사고를 대비하여 일차계통의 모든 배관은 노심보다 3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관통하며， 배관의 굵기도 소형이다. 만약 일차계통 배관이 절단 

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노심이 냉각수에 의하여 냉각되며， 궁극적 

으로 일차 열교환기를 통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잔열올 제거하도록 설계되 

어 었다. 

나. 주요 지역난방로 컬계특성 

지역난방로는 일반적으로 겨울이 긴 나라 - 러시아， 중국， 캐나다 동 -

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지역난방로는 그 특성상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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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므로 안전 문제 특히 사고로 인한 방사농 물질의 외부 유출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 셜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열전달 계통은 

실제 사용자 측에서 온수 및 중기를 사용할 경우 이들 온수 및 중기가 방 

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열전달 계통올 설계하였다. 또한 

원자력 지역 난방로는 수용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므로 용량이 대용량얼 

필요가 없다. 결국 원자력 지역 난방로는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을 만족시 

키면서 가능한 경제적으로 껄치 및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고유 안전 특성올 가진 피동 안전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 계통올 가능한 한 단순화하는 것이다. 순수한 지역 난방로로 개발되 

었거나 개발중인 원자로는 다음과 같다. 

(1) NHR-5 

NHR-5는 열출력 5 MW급으로서 중국 원자력기술원에서 개발 및 셜계 

하여 1989년 겨울부터 100%로 운전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이다. 다음 

표 2.2는 NHR-5의 전반적인 공정올 나타내었다. NHR 계열의 용도를 다 

양화하고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NHR-5에서 나오는 중기를 이용하여 열병 

합 발전， 냉난방용 둥의 운전 경험올 획득하기 위하여 1992년에 이들 실험 

을 수행하였다. 표 2.3에 주요 셜계 변수와 운전 변수를 기술하였다. 

NHR-5는 용기형태의 지역 난방로로서는 세계 최초로 운전되는 원자로이 

며， 자기 압력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일차 계통 

의 냉각수가 순환한다. 효과적인 자연 대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섬 

은 압력 용기의 최하부에 셜치되어 있으며， 노심 위 수직 방향으로 충분히 

긴 냉각수 유로를 셜치하였다. 일차 열교환기는 총 4개가 있으며， 수직 유 

로와 가압 용기 사이의 냉각수 하강 유로가 셜치되어 있다. 원자로 압력 

용기와 동일한 설계 압력올 갖는 보호 용기가 아주 근접하여 원자로 압력 

용기를 싸고 있는 2중 압력 용기 개념을 사용하여 원자로를 보호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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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방사능 누출 가능성올 충분히 낮추었다. 또한 모든 원자로 용기 관 

통 부위는 노심 상방 3m 이상에 위치하며， 직경이 작아 모든 사고시 항상 

노심이 냉각수에 잠겨있게되어 노심 냉각올 확보할 수 있다. 표 2.4에 2중 

압력 용기의 주요 설계치를 제시하였다. 가압기는 원자로 용기 상부 공간 

올 활용하며， 질소와 수중기의 혼합 기체로 이루어진 자기 압력 조절 기능 

을 가지고 었다. 

원자로섬은 약 3%의 농촉도를 가진 산화 우라늄 핵연료를 가지고 있으 

며， 다음 그림 2.1과 같이 핵연료봉 96개로 이루어진 핵연료 집합체가 12개 

있고 핵연료봉 35개로 이루어진 핵연료 집합체가 4개 었다. 또한 각 핵연 

료 집합체 사이에는 총 13개의 제어봉이 셜치되어 있으며， 무붕산 운전올 

위하여 1.5% 산화 가돌리늄올 가연성 독극물로 사용하고 있다. 제어봉 구 

동 장치는 새로운 방식의 수력학적 현상을 이용하였으며， 펼요시에는 자중 

을 이용하여 제어봉올 삽입할 수 있도록 셜껴l 되어있다. ATWS시에 원자로 

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흉산수를 예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붕산수는 

펌프냐 압축 질소를 이용하여 원자로섬에 주입할 수 었다. 

주요 열전달 계통은 그림 2.2와 같이 3개의 폐회로로 이루어져 었다. 

즉， 일차 열전달 계통， 중간 열전달 계통 및 최종 수용자 열분배 계통이다. 

이중 중간 열전달 계통은 4개의 일차 열교환기를 통하여 최종 수용자 열분 

배 계통에 열을 전달하여 주며， 특히 운전 압력이 가장 높아서 일차 계통 

으로부터 수요자 열분배 계통으로의 방사능 물질이 새냐가는 것을 방지하 

는 역할올 한다. 

잔열제거 계통은 그림 2.3에서 보듯이 각각의 일차 열교환기에 독립된 

잔열제거계통이 1개씩 연결되어 있다. 자세한 계통도는 그림 2.3에 표시되 

어 있으며， 잔열은 완전한 자연 대류에 의한 열천달 방식을 이용한 각 잔 

열제거계통 내에 있는 3개의 열전달 계통올 거쳐서 제거된다. 잔열제거계 

통은 원자로가 정상 운전시 항상 고온 대기 상태에 있으며， 소량의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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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기 쪽으로 유입되도록 유로를 형성하여 공기 냉방기가 동파되는 것올 

방지하는 역할올 수행한다. 

(2) NHR-200 

NHR-200은 열출력 5MW급의 원자력 지역 난방 실험로인 NHR-5의 운 

전 경험올 바탕으로 중국 원자력기술원에서 개발 및 설계중인 상업 목적의 

원자력 지역난방로이며， 열출력이 200MWt급인 일체형 원자로이다. 

NHR-200은 기본적으로 셜계 개념은 NHR-5와 같으며， 표 2.5에 주요 셜 

계 변수률 기술하였으며， 그림 2.4에 노심 단면올 표시하였다. 

NHR-200은 NHR-5와 같은 용기 형태의 지역난방로이며， 자기 압력 조 

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대류에 의하여 일차 계통의 냉각수가 순환 

한다. NHR-200은 효파적인 자연 대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심 위 수직 

방향으로 충분히 긴 냉각수 유로를 셜치하였다. 용도， 압력 및 출력 밀도 

변에서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여 원자로 압력 경계에서의 냉각수 누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으며， 

냉각재 상실 사고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간단하며，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은 있지도 않다. 또한 비상 발전기， 기기 냉각수 계통， 최종 냉각수 

계통， 계측기 공기 공급 계통 및 환기 계통 둥은 더 이상 안전 관련 기능 

올 수행하지 않는다. 일차 열교환기는 총 6개가 있으며， 2개의 독립된 계 

통으로 나뉘어져서 원자로 용기 상부에 배치되어 있다. 수직 유로와 가압 

용기 사이의 냉각수 하강 유로에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 압력 용기와 동일한 셜계 압력올 갖는 일종의 보호 용기가 아주 

근접하여 원자로 압력 용기를 싸고 있는 2중 압력 용기 개념을 사용하여 

원자로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원자로 용기 밑부분의 파단 사고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배관 파단 사고시에도 항상 원자로심올 냉각수에 잠겨있으므 

로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가능성올 충분히 낮추었다. 또한 모든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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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기 관통 부위는 노섬 상방 3m 이상에 위치하며， 모두 직경이 작으며， 

가장 큰 배관의 칙경은 않nm이므로 모든 사고시 항상 노심이 냉각수에 

잠겨있는 관계로 노섬 냉각이 항상 유지된다. 표 2.6에 이중 압력 용기의 

주요 설계치를 보였다. 가압기는 원자로 용기 상부의 공간올 활용하며， 질 

소와 수중기의 혼합 기체로 이루어진 자기 압력 조절 기능을 가지고 었다. 

원자로섬은 약 1.8%/2.4%/3.0%의 농축도를 기진 산화 우라늄을 가지고 

있으며， 12x12 핵연료봉으로 이루어진 핵연료 집합체가 96개 었다(그림 2.4 

참조). 무붕산 운전을 위하여 1.5% 산화 가돌리늄을 가연성 독극물로 사 

용하고 있다. 제어봉 구동 장치는 새로운 방식의 수력학적 현상을 이용하 

였으며， 펼요시에는 자중올 이용하여 제어봉을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었다. ATWS시에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붕산수를 예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봉산수는 펌프나 압축 질소를 이용하여 원자로섬에 주업할 

수 있다. 

주요 열전달 계통은 NHR-5와 같이 3개의 폐회로로 이루어져 있다. 잔 

열제거 계통은 NHR-5와 같이 각각의 일차 열교환기에 독립된 잔열제거계 

통이 1개씩 연결되어 었다. 자세한 계통도는 그림 2.3에 표시되어 있으며， 

잔열은 완전한 자연 대류에 의한 열전달 방식을 이용한 각 잔열제거계통 

내에 있는 3개의 열전달 계통을 거쳐서 제거된다. 

사고 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하여 대단히 안정척인 

결과를 얻었다. 이것을 표 2.7 및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3) AST-500 

AST-500은 열출력 500MW급의 원자력 지역난방로이며， 러시아 OKBM 

에서 원자로를 설계하였고， Atomenergoprojekt Institute에서 BOP를 셜계 

하였으며， Atommash에서 기기 제작을 하였다. AST-500은 단순하면서 

신뢰성 있고， 경제적인 지역난방로이며 일체형이다. 또한 이것은 온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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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중기 공급 및 해수의 담수화에도 사용할 수 었 

다. 표 2.8에 주요 셜계 변수를 기술하였다. AST-500은 용기 형태의 지 

역난방로이며， 자기 압력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일차 계통의 냉각수가 순환한다. AST-500은 효과적인 자연 대류를 유지 

하도록 셜계되어 있다(그림 2.9). 원자로 용기는 보호 용기 내부에 용접되 

어 있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보호 용기 밖에서 건전성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중성자 조사량이 최소화되도록 셜계함으로써 원자로 수명을 

60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차 계통은 온도， 압력 및 출력 밀도 면에 

서 충분한 안전 여유도롤 확보하도록 셜계하였으므로， 기폰 원자력 발전소 

에 비하여 압력 경계에서의 냉각수 누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일차 열 

교환기는 총 18개 었으며， 3개의 독립된 계통으로 나뉘어져서 원자로 용기 

상부에 배치되어 있다. 수직 유로와 가압 용기 사이의 냉각수 하강 유로 

에 설치되어 었다. 

원자로 압력 용기와 통일한 셜계 압력을 갖는 보호 용기가 원자로 용기 

를 싸고 있는 이중 압력 용기 개념올 사용하여 원자로를 보호하고 있으므 

로 일체의 배관 파단 사고시에도 항상 원자로섬이 냉각수에 잠겨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가능성올 충분히 낮추었다. 또한 모든 원자로 

용기 관통 부위는 노섬 상방에 위치하며， 모두 직경이 작으므로 모든 사고 

시 항상 노심이 냉각수에 잠겨있는 관계로 노심의 냉각올 확보할 수 있다. 

가압기는 원자로 용기 상부의 공간올 활용하며， 질소와 수중기의 혼합 

기체로 이루어진 자기 압력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질소의 분압에 해 

당하는 압력으로 일차 계통이 과압되어 있다. 따라서 기동 운전시 질소로 

가압한 후 일차 계통올 가열시킴으로써 노섬에서의 열적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다. 

원자로심은 약 2%의 농축도를 가진 산화우라늄 핵연료를 가지고 있으 

며， 143개의 핵연료봉으로 이루어진 육각형의 핵연료 집합체가 1217fl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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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붕산 운전올 위하여 용소를 기본으로 하는 가연성 독극물올 사용하고 었 

다. 

제어봉 구동 장치는 VVER-40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올 이용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자중을 이용하여 제어봉율 삽입할 수 있 

도록 셜계하였다. ATWS시에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용산수를 예비 

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붕산수는 능동 및 피동적인 방법으로 원자로 

섬에 주입할 수 있다. 

주요 열전달 계통은 3개의 폐회로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10). 즉， 일차 

열전달 계통， 중간 열전달 계통 및 최종 수요자 열분배 계통이다. 이중 중 

간 열전달 계통은 3개의 독립적인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계통 당 

6개의 일차 열교환기를 통하여 일차 계통으로부터 열올 받아， 중간 열교환 

기를 통하여 최종 수요자 열분배 계통에 열올 전달하며， 매 계통 당 

500MWt의 열올 제거할 수 있으므로 300%의 열제거 능력올 보유하고 었 

다. 

잔열제거는 다옴과 같이 다양한 특성올 지니는 계통에 의해 수행된다(그 

림 2.11). 원자로 용기 상부에 셜치되어 있는 열교환기률 통하여 냉각수 

저장 탱크의 물과 일차 계통의 물 사이에 열교환올 시키며 냉각수 저장 탱 

크의 물올 순환시키면서 이 물올 중발시킴으로써 버상 잔열제거를 수행한 

다. 이 경우 모든 작동은 피동 운전올 통하여 이루어진다. 

원자로 용기에 셜치되어 있는 일차 열교환기를 통하여 잔열제거롤 수행 

한다. 이 때 중간 열전달 계통은 밸브의 개폐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에 

의한 유로가 아닌 비상 잔열 제거용 유로가 형성되며， 별도의 냉각수 저장 

탱크의 물올 중발시킴으로써 비상 잔열 제거롤 수행한다. 이 경우 일차 

열전달 계통은 자연 대류에 의하여 유로가 형성되며， 중간 열전달 계통은 

펌프률 사용한 강제 순환 방식을 이용한 능동 운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타 사용 가능한 모든 열전달 계통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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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AST-500은 열 이용률이 95% 이상이고 60년에 달하는 주요 

기기의 수명에 따른 경제성이 주요 장점이다. 핵연료 용융 사고와 같은 

셜계 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사고 발생시에도 원자로 용기 감압 및 잔열 제 

거가 모두 자연력을 이용환 피동 운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방사능 누출 

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5) RUTA 

RUTA는 러시아 동력공학연구개발원(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Power Engineering - RDIPE)에 서 셜 계 중인 원자력 지 역 난방 

로이며， 열출력 10, 20, 및 55 MWt퉁 세 종류가 었다. 또한 이것은 온수 

공급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중기 공급 및 해수의 담수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 RUTA는 원자로가 지하 수조에 잠겨있는 수조형 원자로이며， 대단 

히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얼계되어 었다(그림 2.12). RUTA에 대한 

실중로도 RDIPE에서 셜계하여 운전중에 었다. 뿐만아니라 이들 실중로의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RUTA는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운전원 조작 실수를 포함한 일체의 제어 관련 오작동이 핵연료에 손상을 

주거나 방사성 핵분열 물질의 외부 방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표 2.9에 주 

요 얼계 변수를 기술하였다. 

RUTA는 원자로 용기가 수조에 잠겨있는 수조형 원자로이며， 일차 계통 

이 가압되지 않는 방식이며，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일차 계통 및 중간 계통 

의 냉각수가 순환한다(10 및 20 MWt). RUTA는 효과적인 자연 대류를 

유지하도록 셜계되어 었다(그립 2.13). 즉， 원자로심은 압력 용기의 최하부 

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긴 유로를 형성하여 유사시 국부적인 

열에너지 중가에 자동으로 유량 분포가 바뀔 수 있도록 셜계하였다. 원자 

로 용기는 보호 용기 내부에 셜치되어 있으며， 보호 용기는 지하에 설치되 

며 모두 격납용기에 의해 보호받는다. 일차계통은 운전 압력이 대기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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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자로 압력 경계에서의 누수 가능성은 없다. 

원자로 용기를 관통하는 배관은 일차 계통 정화 목적의 배관파 원자로 

기체 방출 관련 배관뿐이다. 더욱이 기체 방출 배관은 원자로 용기 상단 

의 기체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일차 계홍 정화 관련 배관 

만이 유일한 원자로 용기 관통 배관이다. 원자로 용기는 대기압 하에서 

운전되므로 전화관련 배관의 파단 사고시 적절하게 계측이 가능하므로 냉 

각재 상실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인 원자로 용기 파괴 시 

에도 냉각수가 보호 용기 내에 모이게 되므로 더 이상 사고로 진전되지 않 

는다. 따라서 일체의 파단 사고시에도 향상 원자로심이 냉각수에 잠져있 

으므로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가능성올 충분히 낮추었다. 원자로가 대 

기압 하에서 운전되므로 일차 냉각수를 가압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예 

가압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차 계통에 연결된 배관이 파단된 경 

우에도 일차 계통의 냉각수가 계통 밖으로 훌러나올 수 없다. 특히 정상 

운전시 원자로심에서는 표면 비둥에 가까운 상황하에서 붕괴열 제거가 이 

루어지고 았으므로， 운전원의 조작 잘못이나 제어 계통의 오동작으로 인하 

여 원자로섬에 양의 반웅도가 삽입된 경우에도 원자로섬에서 기포가 과도 

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기포에 의한 부반웅도 삽입에 의하여 원자 

로심은 자동적으로 정지하게된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지역난방로 RUTA는 대단히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원자력 지역난방로의 필수 요건인 유사시 방사성 물질 방출 가능성 최소화 

및 운전하기가 쉬운 점둥 상당한 경쟁력올 확보하고 았다. 

다. 주요 열병합 발전로 

열병합 발전로는 일반적으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올 이용하여 지 

역 난방 및 전력 생산 목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지역난방로와 마찬가지 

로 인구 밀집 지역에 껄치되어야 하므로 안전 문제 특히 사고로 인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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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물질의 외부 유출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 셜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열전달 계통은 실제 사용자 측에서 온수 및 중기를 사용할 

경우 이들 온수 및 중기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열전 

달 계통올 셜계하여야 한다. 또한 왼자력 열병합 발전소는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므로 용량이 왼자력 발전소와 같이 대용량일 필요가 없다. 

결국 원자력 열병합 발전소는 모든 안전 요구 사항율 만족시키면서 가능한 

경채적으로 셜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 

책은 고유 안전 특성율 가지고 피동 안전 개념율 도입하여 가능한 안전 계 

통올 단순화하는 것이다. 열병합 발전로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원자로 

는 다옴과 같다. 

(1) UNITHERM 

UNITHERM은 러시아 동력공학연구개발원에서 셜계한 원자력 열병합 

발전로이며， 열출력은 7 - 30 MWt로 다양하며 일체형이다. 표 2.11에 주 

요 셜계 변수를 기술하였다. 

UNITHERM은 터빈의 작동시 웅축기에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 

랭식 원자로 열병합로이며， 자연대류에 의하여 일차 계통 및 중간 계통의 

냉각수가 순환한다. 원자로심올 포함한 일차 계통의 모든 주요 기기는 모 

두 원자로 용기 내에 셜치되어 있는 일체형으로서， 효과적인 자연 대류를 

유지하도록 셜계되어 었다(그립 2.19). 원자로 용기 및 각종 안전 관련 계 

통은 격납용기로 보호되고 있다. 왼자로 정지시 발생하는 잔열은 중간 열 

교환기 상부에 셜치되어 있는 비상 냉각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다시 격납 

용기 외부에 셜치되어 있는 공랭식 열교환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대기로 

방출된다. 이들 모든 잔열 제거는 피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왼자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올 때에는 제어봉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며， 유사시 자중 및 스프링의 힘에 의하여 원자로심에 삽입되도록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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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 운전시 원자로심은 가연성 독극물 및 이차 계 

통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가감되며， 이는 봉산올 사용하지 

않는 노심의 특성이나 감속재 온도 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옴의 값올 가지 

므로 원차로심의 반웅도 변화율이 냉각재 온도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 

문이다. 

대부분의 일체형 원자로의 중기발생기는 일차 냉각수가 튜브 밖으로 흐 

르는 반면 UNITHERM은 튜브 속으로 일차 냉각수가 흐른다. 그 이유는 

증기 발생기 및 중간 열교환기의 튜브가 모두 나선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 대류시 유체 저항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증기발생기 및 중간 

열교환기는 각각 2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의 독립된 열전달 계통을 이 

루고 었다(그림 2.20). 

원자로심과 제어 계풍의 설계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즉， 가능한 운전시 여유반웅도， 특히 제어봉의 평균 제어치를 최대한 줄이 

기 위하여 출력 운전시 출력 변동은 냉각재의 온도 변화에 따라 변화되도 

록 하였다. 출력， 냉각재 온도 및 핵연료와 관련된 궤환치들을 최적화하였 

고， 핵 연료봉 피복재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초장주기 (20년)로 운전이 가 

능하고 서고시에도 잔열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력 밀도(약 

15kW.끼)를 선정했으며 마지막으로 비상시 안전 정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정지 계통과 운전 방식이 다른 피동형 정지 계통을 추가로 젤치 

하였다. 특히 원자로가 원하는 출력에 도달하면 제어봉의 인출로 인한 정 

반웅도의 삽업을 막기 위하여 제어봉의 인출을 차단하도록 설계하여 만약 

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냉각수 상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 상부 

에 최대 직경 20mm 이내가 되도록 배판을 선정하였으며， 중성자 조사로 

인한 원자로 용기 및 중기 발생기의 재질 열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기 

배치를 하여 중.대형 냉각수 상실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그림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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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해석 결과에 의하면， 일차 냉각수 배관의 파단 사고시의 피동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작동으로 노심의 냉각이 유지되며， 특히 셜계기준사고뿐 아 

니라 셜계기준올 초과하는 사고시에도 격납용기의 압력올 대기압 이하로 

유지하는 기능올 가진 별도의 안전 장치에 의하여 노심의 냉각이 지속되었 

으며， 격납용기 밖으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능 준위의 중가량 

도 100m 거리에서 자연 방사능 양의 10% 에 지나지 않는다. 

(2) ABV-6 

ABV-6은 러시아 OKBM에서 개발한 훤자력 열병합 발전소로서， 육상뿐 

만 아니라 선박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열출력이 최고 60MWt인 일체형 

이다(그림 2.22). 표 2.12에 주요 설계 변수를 기술하였다. 표 2.6은 다양 

한 운전 경험을 가진 원자로를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일차 계통의 자연 순 

환에 의한 열전달은 안전성 및 신뢰성이 이미 검중되었다. 특히 일체형 

원자로의 가장 중요한 기기인 중기발생기의 신뢰성은 250훤자로-년 이상 

의 운전 경험올 가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기 발생기 튜브가 새는 경우 

에는 일차 계통의 유로를 막지 않고 단순히 중기발생기 누수 부위를 차단 

(중기발생기의 1.25% 가량)시킬 수 있으므로 원자로의 성능에 별다른 영향 

올 주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로섬올 포함한 일차 계통의 모든 주요 기기 

(가압기는 제외)는 모두 원자로 압력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써， 효과적인 자연 대류를 유지하도록 셜계되어 있다(그림 2.24). 가압기는 

원자로 용기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압 질소로 가압되어 었다. 

이와 같은 셜계 방식은 쇄벙선의 원자로로 사용될 KLT-40 방식의 원자로 

에서 기 사용되었으며， 운전 결과에 의하면 보수가 용이하고， 신뢰성이 중 

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자로심은 육각 핵연료 다발 

올 사용하며， 해상 원자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생산 측면 및 안전 

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섬에 비하여 다소 설계 개선이 되었다(그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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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올 포함한 원자로심의 물리적 특성을 검중하기 위하여 저온 및 고온 

상태에서의 복잡한 실험올 OKBM에 있는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하였 

다. 특히 원자로섬 수명 기간동안 냉각재 온도 반용도 계수가 항상 옴의 

값을 취하며， 가장 반용도가 큰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상황하에셔도 원 

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의 제어봉 고장 시에 대비하여 붕산수 주업 계통도 구비하고 있다. 압력 

용기 및 일부 안전 관련 계통은 일차 계통의 모든 냉각수가 방출되는 냉각 

수 상실 사고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5MPa의 셜계 압력을 가진 격납용기 

로 보호되고 있다. 원자로 정지시 발생하는 잔열은 중기 발생기와 용축기 

를 사용하는 능동 비상 잔열 제거 계통율 이용하거나(그림 2.25), 중기발생 

기와 대기 방출 계통을 이용하는 피동 비상 잔열 제거 계통을 이용하여 채 

거할 수 있다(그림 2.25 및 Z7). 그 외에 원자로 용기와 방사능 차단 구조 

물 사이에 냉각수를 채워서 원자로 용기를 직접 냉각시키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그림 2.28). 이와 같은 다양한 비상 잔열 제거 계통중 임의로 한 

개의 계통올 사용할 경우 4시간이면 원자로를 안전 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운전원의 별도 조치 없이 3일 동안 작동 가능하다. 능동 비상 노 

섬 냉각 계통은 일차 계통에 직경 없nm의 배관이 파단되었을 경우에도 

원자로심을 냉각시킬 수 있도록 셜계되어 었다(그림 2.29). 원자로 용기 

외부에 셜치되어 있는 가압기는 일차 계통의 냉각수 상실 사고시에는 비상 

노섬 냉각수의 공급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2.8 m3 용량의 차가운 

냉각수률 져장하고 었다. 

ABV-6에 대한 안전 해석은 기기 고장， 운전원 조작 실수， 공통 기기 고 

장 및 원자로 용기 파손에 의한 노섬 용융까지 포함하는 가상 사고 퉁에 

대하여 사고 완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및 필요한 계통， 사고후의 

방사능 준위의 계산 퉁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였다. 사고 해석 결과 고도의 

자기 보호 기능， 과도 운전 상태시 상대적으로 큰 열용량 및 훤자로의 열 



출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냉각수 둥의 요인 때문에 ABV-6은 

3일간 운전원의 사고 완화를 위한 조치 없이도 원자로의 안전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최악의 경우인 냉각수 상실 사고시 피동 비상 잔 

열 제거 계롱을 포함하여 모든 원자로 열제거 기능이 정지한 경우에도 원 

자로섬은 사고후 3.5시간이상 냉각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ATS-150 

ATS-150은 러시아 실험 기계 건물 셜계국(Experimenta1 Machine 

Building Design Bureau)에서 컬계한 원자력 열병합 발전로로서， 수요에 

따라서 열 발생량과 전력 생산량의 비를 조절하여 사용 가능하며， 원자로 

열출력은 536 MWt이며， 열 발생량은 최고 100MWt이며， 전력 생산량은 

최고 180 MWe인 일체형이다(그림 2.30). 또한 원자로 용기가 보호 용기 

내에 셜치되어 있어서 냉각수 상실 사고시 방출되는 냉각수를 보호 용기 

내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 용기 파손 사고를 포함한 일체의 예상 사 

고시 노심이 냉각수 밖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다. 따 

라서 운전원 조작 실수를 포함한 일체의 제어 관련 오작동이 핵연료에 손 

상을 주거나 방사성 핵분열 물질의 외부 방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표 2.13 

에 주요 셜계 변수를 기술하였다. 

ATS-150은 노심과 원자로 용기 사이의 간격을 다른 웬자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셜계하여 원자로 용기에 조사되는 중성자 피폭량올 

5x1017 n1cm2 이하로 낮춤으로써 원자로 용기의 수명올 50년까지 연장하였 

다. 원자로섬은 109개의 육각 핵연료 다발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VVER 

핵연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므로 상당히 발달된 핵연료 컬계 기술 

이다. 부하 추총올 포함한 정상 운전시는 다른 일체형 원자로와 마찬가지 

로 무붕산으로 운전올 하며， 정상적으로 원자로 정지시에도 제어봉만올 사 

용하나， 제어봉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붕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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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 내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가 별도로 셜계되어 었다(그림 

2.31). 운전중 원자로심의 유량 분포가 자연 대류에 의하여 적절하게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심 상부의 유로를 특별히 셜계하였다. 가압기는 질 

소와 증기의 혼합물올 이용한 자기 압력 조절 방식올 채태하였으며， 가압 

기의 용량이 다른 일체형 원자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셜계되어 (일 

차 계통의 약 20%) 과도 운전시 원자로의 압력 변동올 최소화하였다.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모든 원자로 운전 영역에서 출력， 기포， 핵 

연료 및 냉각재 온도 둥의 반웅도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원자로는 출 

력 변동에 대한 자기 보호 및 자기 조철 기능 둥이 었다. 또한 비상 잔열 

제거 계통의 운전의 완전한 피동 작동이 가능하며， 일차 계통의 냉각수량 

이 크므로(0.4 m3!MWt) 사고시에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 

여 운전원의 사고 완화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간올 72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잔열 제거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중기발생기에 

주급수를 공급하여 주웅축기로 잔열올 방출하거나 중기발생기에 주급수를 

공급하여 지역난방용 열교환기로 잔열을 방출할 수도 있고， 원자로 용기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 열제거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웅축기로 잔열올 

방출할 수 있다. 

(4) ABV 

ABV는 러시아 OKBM에서 개발한 원자력 열병합 발전로로서， 육상뿐 

아니라 선박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열출력은 38MWt이며， 이체형이다(그 

림 2.32). 표 2.14에 주요 셜계 변수를 기술하였다. 

ABV는 AST 원자로와 원자력 추진선 퉁에서 중명된 셜계 기술을 사용 

하였고， 운전 변수는 상당 기간 운전 경험이 있는 KLT-40의 값을 사용하 

였다. 따라서 일차 계통의 자연 순환에 의한 열전달은 안전성 및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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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검증되었다. 원자로심은 비교적 고농축도(초기 노심 : 약 17% 농 

축도， 재장전 노섬 : 약 11% 농축도)의 육각 핵연료 다발올 사용하였다. 

봉산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모든 원자로 운전 영역에서 출력， 기포， 핵 

연료 및 냉각재 온도 동의 반용도 계수가 음의 값올 가지므로 원자로는 출 

력 변동에 대한 자기 보호 및 자기 조철 기능 둥이 있다. 특히 원자로심 

수명 기간동안 냉각재 온도 반용도가 항상 옴의 값올 취하며， 가장 반웅도 

가 큰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음올 보여준다. 

원자로 정지시 발생하는 잔열은 중기발생기와 웅축기를 사용하거나， 피 

동 잔열 제거 계통올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운전중 원자로심의 열제 

거 기능이 상실되어서 원자로를 정지시킨 경우 잔열 제거 계통의 작동 없 

이 일차계통의 잔열올 홉수할 수 있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최악의 경우인 냉각재 상실 사고시 피동 비상 잔열 제거 

계통올 포함하여 모든 원자로 열제거 기능이 정지한 경우에도 원자로섬은 

3시간 이상 냉각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CAREM 

CAREM 원자로는 아르헨티나 CNEA!INVAP에서 개발한 원자력 열병 

합 발전로로서， 열출력이 100MWt인 일체형 원자로이다(그림 2.35). 표 

2.15에 주요 설계 변수를 기술하였다. 

특히 제어봉 구동 장치 조차도 원자로 용기 내부에 셜치되어 있으므로 

원자로 용기 관통 부위를 대폭 줄였다. 원자로심은 저농축도(초기 노섬 : 

약 3.4% 농축도， 재장전 노섬 : 약 3.4% 농축도)의 육각 핵연료 다발올 사 

용하였다. 

다른 일체형과는 특별히 다르게 원자로심의 중심부에서 다소의 핵버퉁올 

허용하는 점이다. 다라서 가압기에는 질소가 존재하지 않고 순수한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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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기만 존재하므로 원자로 계통의 운전 압력은 원자로심의 출구 냉각수 

의 포화 압력이 된다. 원자로섬에서 다소의 핵비둥이 가능하므로 원자로 

출력 변동시 기포에 의한 반웅도 계수가 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기발생기는 나선형이 아닌 직선형 튜브로 되어 있으며，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일차 계통의 냉각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튜브 내면으로 

일차 냉각수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중기발생기의 외부면이 

일차 계통의 압력을 직접 받게 되므로 외부면의 기계적인 구조가 길이 방 

향으로 가능한 용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단조)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 

가압 용기의 관통올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주급수 배관 

과 주중기 배관을 동일한 판통 부위를 사용함으로써 원자로 용기의 관통 

개수를 127" 줄였다. 

대부분의 원자로가 채어봉 구동 장치에 전자기 현상을 이용하므로 제어 

봉 구동 장치는 원자로 가압 용기밖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원자로 가압 용 

기 덮개의 관통 부위가 제어봉 구동 장치 개수만큼 존재해야 되나， 

CAREM은 제어봉 구동 장치에 수력학적 현상을 이용하므로 제어봉 구동 

장치를 원자로 가압 용기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그림 2.34). 따라서 원자 

로 용기 관통 개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수력학적 현상올 이용하므 

로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고시나 정전 사고시나 정전 사고시에도 일체의 

제어 신호나 운전원의 별도 조치 없이 자연적으로 제어봉이 자중에 의하여 

원자로섬에 삽입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출력 운전시 붕산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모든 운전 영역에서 출력， 기 

포，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 퉁의 반웅도 계수가 옴의 값올 가지므로 원자 

로는 출력 변동에 대한 자기 보호 및 자기 조절 기능 둥이 있다. 특히 원 

자로심 수명 기간동안 냉각재 온도 반웅도가 항상 옴의 강을 취하며， 가장 

반웅도가 큰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 

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연료가 온도에 따른 반웅도 변화율이 상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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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크므로 원자로률 정지 냉각 상태로 변경시 킬 경우에는 중력에 의하 

여 용산수롤 원자로 계통에 주업한다. 따라서 원자로훌 기동시 킬 경우에 

는 주입된 붕산수를 회수하는 운전올 한다. 또한 제어봉의 고장 시에 대 

비하여 중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봉산수 주입 계통을 사용하기도 한다. 합 

력 용기 및 일부 안전 관련 계통은 일차 계통의 모든 냉각수가 방출되는 

냉각수 상실 사고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격납용기로 보호되고 있다‘ 원자 

로 정지시 발생하는 잔열은 증기발생기의 이차 계흉 측과 연결되어 작동하 

는 피동 잔열 제거 계풍을 이용하여 제거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연결된 배관이 파괴되어셔 냉각수 상실 사고가 발 

생한 경우 안전 주업 계풍을 사용하여 원자로섬에 냉각수롤 보충시킬 수 

있으며， 원자로섬은 냉각수에 잠겨있게 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연결 

된 배관의 최대 칙경이 2“보다 작으며， 연결 부위가 원자로 용기 상부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배관 파단 사고시 외부로 방출되는 냉각수는 중기 형태 

로 방출되므로 노섬이 노출되기 전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약 15 

기압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안전 주업 계통의 주입 압력을 충분히 낮출 수 

있으며， 정상 운전시 안전 주업 계통의 오작동으로 인한 출력 변동 가능성 

은 없다. 안전 주업 계통은 냉각재 상실 사고 신호에 의하여 고압 질소가 

주입되도록 설계된 냉각수 저장 탱크 2대를 사용하여 피동적으로 주입되도 

록 설계되어 었다. 

라. 주요 발전용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올 이용하여 전 

력 생산 목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셔 발전 용량이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폰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에 비하여 안전성이 뛰어나야 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고유 안 

전 특성올 가지고 피동 안전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 계통을 가능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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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중소형 발전용 원자로중 분리형으로 껄계되고 있는 대표척 

인 원자로에는 AP-600 과 PIUS가 있고 일체형으로 셜계되고 있는 원자로 

는 SIR, SPWR, VPBER-600 둥이 었다. 

(1) AP-600 

현재 개발중인 발전 목적의 중소형 원자로 중 피동 안전 개념을 접목시 

켜 개발중언 대표적인 분리형 원자로가 미국의 AP-600이다. 그림 2.37에 

서 보는 것과 같이 AP-600은 2개의 냉각회로로 구성되며， 각 회로에는 U 

튜브형 중기발생기와 중기발생기 하단 부에 바로 연결된 2대의 주냉각재순 

환펌프로 구성되어 었으며， 주요 셜계 제원은 표 2.16과 같다. 

AP-600에셔는 기계적 밀봉과 밀봉에 대한 냉각수가 필요없는 캔드 모터 

펌프를 사용하고 가압기의 용량을 통일 전기 출력의 원자로 가압기에 비해 

중대시켜 운전 과도 상태에 대한 대웅 능력을 향상시켰다. 중기발생기와 

원자로 사이에는 각 회로당 2개의 저온관과 1개의 고온관으로 연결되어 었 

다. 중기발생기 수로 혜드에 주냉각재 휩프를 역방향으로 곧바로 연결시 

킴으로써 지지 계통이 단순화되고 냉각재 배관의 cross-over leg률 제거함 

으로써 냉각재 상실 사고시의 노심 노출 가능성이 감소되었다. 피동 안전 

주업 계통， 안전 감압 계통， 피동 잔열 제거 계통， 피동 격납용기 냉각 계 

통으로 구성된 AP-600의 안전 껄비는 비상 전웬 사용 없이 중력， 자연 대 

류， 피동형 셜비인 압축 공기의 힘만올 사용하여 사고시에 운전원 조치없 

이 72시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셜계되었다. AP-600의 비상 노심 

냉각수는 원자로 용기에 직접 셜치된 안전 주업 노즐을 통하여 주업되는데 

소형 LOCA인 경우에는 붕산수가 채워진 2개의 노심 보충수 탱크로부터 

DVI배관을 통하여 중력에 의해 냉각수가 주입된다. 노섬 보충수 탱크는 

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도 노섬에 냉각수를 공급하게 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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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의 경우에는 질소 가스로 가압되어 었던 축압기로부터 냉각수가 주 

입되는 데 정상 운전시에는 축압기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역류방지밸브 

에 의해 격리된다. 

잔열제거계통은 정상 잔열제거계통과 비상 노심잔열제거계통으로 구분된 

다. 정상 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 정지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정지 열제 

거， 재장전 운전중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공동으로부터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으로 유로를 형성하여 냉각수 정화， 격납용기내 재장전 수조 냉각， 원 

자로냉각재계통에 저압의 보충수 제공， 사고시 피동노심냉각계통의 작동으 

로 사고가 완화된 뒤 피동노심냉각계통에 이어 원자로 및 원자로냉각재계 

홍의 잔열 제거， 재장전， 시운전， 저온정지운전 중의 저온과압방지 기능올 

수행한다. 비상노심잔열제거 기능을 수행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은 격납용 

기내 재장전수조에 위치한 2대의 피동잔열제거 열교환기， 격리밸브， 작동밸 

브 및 가압기 전단 부와 피동잔열제거 열교환기 그리고 중기발생기 저온 

수로 헤드를 연결하는 배관으로 구성되며 사고나 과도 상태시 또는 정상잔 

열제거 유로 손상시 노심의 잔열올 제거하는 기능올 수행하며， 이 잔열 제 

거 기능은 원자로 정지 기간이나 재장전 기간에도 이용 가능하다. 

AP-600에서는 피동안전개념올 도입한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대형 밸브를 

32% 줄였으며， 대형 펌프는 35%, 열교환기는 50%, HVAC는 79%, 배관은 

45%를 줄여 전체적으로 젤계가 단순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P600의 주요 설계 특정은 다음과 같다: 

- 사고시 72 시간 동안 어떠한 운전원 조치가 없더라도 노심 및 격납 

건물올 냉각 

- 노심 손상 확률 < 3XlQ-7 심 각한 방사능 누출 확률 < 9XlQ-8 

- 설계 수명 60년 

- 강제 및 계획 정지(혜연료 재장전 기간 17일 포함)를 고려한 발전소 

이용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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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 저출력 밀도로 인해 운전 여유도 중대 및 핵연료 경제성 중대 

- 캔드모터펌프 사용 

- 자연의 함을 이용한 피동 계통 사용 (단지 기동시 능동 밸브올 조작하 

기 위한 한번의 운전원 조치 필요) 

- 건셜공기단축 및 비용 절감 모률 건설 및 제작 개념 이용 

(2) PIUS 

PIUS는 수조형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4대의 중기발생 

기가 원자로 바깥에 위치하여 외부순환회로를 갖는 분리형 원자로로 분류 

한다. PIUS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노심이 항상 물에 잠겨있을 

것， 열의 발생이 열 제거 능력 이상이 되지 않을 것 동의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되도록 셜계되었다. 그림 2.38은 PIUS의 기본적인 계통 구성올 보여 

주고 있으며， 표 2.17에서는 PIUS의 주요 셜계 변수를 보여준다. 증기발 

생기는 별개의 압력 용기에 관류식 직관형 중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원자로 

상단에 가압기를 설치하며， 수조올 사용함으로써 일체형 원자로의 셜계 특 

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PIUS는 원자로 정지나 부하 변동에 제어 

봉올 사용하지 않고 붕산의 농도 조절 및 냉각재 온도 조절로 반웅도를 조 

절한다. 원자로 상단과 하단부에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원자로 일차 냉각 

수와 수조내의 물의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상 상태 발생시만 

수조내의 물이 원자로 계통에 유입되도록 셜계한 밀도 잠금 (density lock)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밀도 잠금의 작동 원리는 그림 2.39에서 도식적으 

로 설명된 것과 같은데 노심 입구 공간 아래에 수조와 파이프로 연결된 하 

단부 밀도 잠금이 있는 데 파이프 안에는 뜨거운 주순환 회로의 냉각수 아 

래에 차가운 수조의 냉각수가 충을 이루고 있다. 경계의 위치는 온도 측 

정 결과로 결정되며 주냉각재 펌프의 속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상부 

상숭부 공간에 또 다른 상부 밀도 참금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항상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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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두 개의 밀도 잠금이 PIUS의 안전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하부 밀도 

잠금을 통해 들어온 수조의 물이 노심의 열을 빼앗아 사부 밀도 잠금을 통 

해 수조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연순환 회로가 형성된다. 다옴으로 PIUS~ 

안전 개념에서의 큰 셜계 특징은 siphon breaker ~ 사용인데 냉각재 상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siphon의 원리에 의해 냉각재가 모두 빠져나가는 현상 

올 방지하기 위해 저온관에서 하강유로를 통해 내려오는 상단부에 조금만 

구멍을 뚫어놓음으로써 구멍 위치 이하로는 냉각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었다. 

PIUS의 주요 껄 계 특징 은 다음과 같다: 

- 수조형 원자로 

- 밀도 잠금을 자연 순환로에 사용하여 피동으로 원자로 정지시킴 

- 제어봉 불사용(노심 고유 특성 및 화학적 중성자 홉수제로 반웅도 

제어) 

- Siphon Breaker를 사용하여 저온관 파단 사고시 일차 냉각수 유실 

을 최소화합 

- 노심 저출력 밀도로 인해 운전 여유도 중대 및 핵연료 경제성 중대 

- 관류식 중기발생기 사용 

- 소내 정전시 무제한의 노심냉각기간확보(피동잔열제거) 

- 수조에 잠겨있는 냉각기와 7일 중발 용량의 냉각기 타워간의 자연 

순환에 의한 피동잔열제거 

(3) sm 

ABB-CE, AEA Technology둥이 공동으로 개 발중인 SIR(Safe Integral 

Reactor)는 320MWe의 일체형 원자로이다. sm는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 

자의 조작을 쉽게 하며， 신뢰성을 높이고， 보수 및 유지를 쉽게 하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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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업중된 기술올 사용하여 개발비용올 줄이는 것올 셜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통의 구성은 그림 2.40에서 보는 것과 같으며 주요 셜계 제원은 표 

2.18과 같다. 중기발생기는 그림 2.4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원자로 용기 

와 노심지지방벽 사이의 환형 공간에 12개의 관류식 직관형 중기발생기가 

원주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기발생기가 모률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검사， 보수가 유리하며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12대의 중기발생기 중에서 

11개의 증기발생기는 잠근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수 있다. 주냉각재펌 

프는 6개가 127~ 의 모듀화된 중기발생기 상단에 위치하며， 가압기는 원자 

로용기 상단의 돔 부위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주냉각재의 외부순환회 

로가 전혀 없고 대형 명각재 상실 사고가 미연에 배제된다. 그림 2.42에서 

는 잔열제거계통올 보여주고 있는데 모률화된 중기발생기를 잔열제거에 사 

용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그러나 sm는 현재까지 입중된 기술을 바탕으로 셜계되었지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상대로 운전되는지 여부 둥에 대한 검중이 필요하다. 

중기 주업기가 sm의 전체 운전범위에서 그 효용성과 작동성이 입중되지 

않은 것이 그 한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sm의 개발은 현재 개념 셜계는 

완료되었으며 재정적인 문제로 추가 셜계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인허가 관련 검토신청서의 제출이 없다. 

주요 셜계 특정은 다음과 같다. 

- 일체형 원자로 

- 노심 져출력 밀도로 인한 운전 여유도 중대 및 핵연료 경제성 중대 

- 수용성 보론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및 체적제어 계풍이 단순 

- 출력 변화시 자기조절능력 향상， 제어봉만올 사용한 출력 제어 

- 사고시 4대의 중기발생기와 RWST내에 잠겨있는 용축 열교환기간의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잔열제거(RWST 중발 물용량 7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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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감압계통올 통해 방출되는 고온의 물 · 중기는 격납건물 수조탱크 

에서 냉각됨 

- 격납건물 수조탱크의 열은 외부 공기의 자연순환으로 냉각됨 

- 12개의 관류식 중기발생기 사용(각 중기발생기는 격리 가능하고 15일 

이내에 교체 가능) 

- LOCA시 중기방출기률 이용하여 격납건물 수조의 물올 원차로용기 내 

로 주입함 

- 건껄공기 단축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률 건설 및 제작 개념 이 

용 

- 유체 다이오드를 가압기 및 자연순환로에 사용 

- 소내 정전시 무제한의 노심냉각 시간 확보(펴동잔열제거) 

(4) SPWR 

SPWR은 발전용 경수로의 개발에서 축적된 경험， 기술의 효율적 활용올 

도모하여， 높은 안전성， 용이한 훈전 보수， 높은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중소형 발전로로서 ]AERI에서 개발 

되고 있다. 제어봉이 없는 대신 격납용기 내부 상단에 원자로 정지용 고 

농도 붕산수를 충진한 탱크롤 갖고 있으며， 토출압이 저하되는 것과 같은 

펌프 이상시(펌프전원상실， 홉입구 이하로 수위 저하， Cavitation 발생， 축 

고착， 축이탈)에 자동적으로 수압작동밸브가 열려 붕산수가 주입된다. 주 

입 라인은 노심 입구 플레넘에 연결되어 있으며， 배관 파단 대책으로 증기 

발생기 입구 플레넘에 사이펀 차단기를 셜치하고 있다. 

SPWR의 주요 설계 제원은 표 2.19와 같으며， 그 계통의 구성은 그림 

2.43파 같다. SPWR의 중요한 설계 특정은 제어봉올 사용하지 않으며， 일 

체형이며， 수장식 격납용기를 사용하며， 피동적으로 잔열올 재거한다는 것 

인데 이들에 대해 각 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PWR은 중기발생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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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가 원자로 용기 안에 포함되는 형태의 일체형 원자로이므로 큰 원자 

로용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어봉올 없앵으로써 다 많은 전열 면적올 

가진 중기발생기를 넣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600MWe까지 용량올 얻 

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어봉올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일체형 가압 경수로는 원자로 상부에 자유면올 갖는다. 온도 변동에 의 

해 일차 냉각수의 체적이 변화하여 원자로 압력이 약간 변하는 것 만으로 

는 운전에 지장올 주지 않는다. 또한， 과도적으로 노심부에서 비둥하여도 

안전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를 사용한 일 

체형 가압 경수로는 이차계가 보유한 물의 양이 적고， 일차계의 보유한 물 

의 양이 많아， 주중기 파단 사고(유일한 반용도 투입 사고)의 경우에도 원 

자로 출력이 위험할 정도까지 급상송활 가능성이 없고 수초롤 다투는 것과 

같은 원자로 긴급 정지는 불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압 경수로에서 사용 

되고 있는 u-튜브식 중기발생기(관내가 일차측)에서는 일차냉각수 온도와 

이차측의 부하에 의해 이차측의 압력이 종속적이기 때문에， 저출력 상태에 

서 일차냉각수 온도가 높은 것은 좋지 않지만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에 

서는 일차측과 독립적으로 이차측 압력올 조절할 수 있으므로 부하변통에 

따라 일차냉각수온도의 자유로운 변동이 허용된다. 따라서， 제어봉 없이도 

부하변동의 정도에 붕산수 농도 조절올 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SPWR은 

일체형 원자로의 셜계 특성올 갖고 있다. 따라서 중기발생기를 원자로요 

기에 내장하기 때문에 일차계에 대구경 배관이 없고 또한， 원자로가 보유 

한 냉각재 양이 많은 것 둥으로 인해 사고시의 수위 저하는 매우 완만하 

고， 방치 상태에서도 단시간에 노심이 노출되지 않는다. 공학적안전셜비는 

구성면에서 분리형과 유사한 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다. SPWR의 

중기발생기는 그림 2.44와 같이 노심지지 원통올 감고 있는 형태로 젤계되 

어 있으므로 출력올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열 면적이 중가해야 한다. 중 

기발생기를 원자로용기에 내장하는 것으로 원자로 1기에 맞는 출력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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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 출력 규모는 원자로용기의 제조， 검사능력의 제한으로 종래 

300MWe 정도가 한계로 생각되었지만， 현 시챔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 

500MWe까지는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로 SPWR은 수장식 격납용기를 사 

용하는데 원리적으로는 BWR의 합력 억제형 격납용기와 유사하다. 통상 

의 PWR이나 BWR에 웅용되지 않는 이유는 일차계 대구경 배관의 파단을 

가정해 격납용기의 과압을 막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체형 PWR은 

대구경 관통 배관을 갖지 않으므로 큰 공간이 불필요하고 이 특정이 활용 

되어 격납용기 및 원자로 건물이 대폭 소형화된다. 이러한 소형화는 선박 

로에서도 중요하지만 육상로에서도 경제성 향상 퉁 큰 기여를 한다. 한편 

원자로 용기와 고온 배관에 단열재를 부착한 내수벽을 껄치할 필요성이 있 

고 점검 보수가 복잡해지는 것도 예상된다. 끝으로 SPWR이 갖고 있는 

큰 설계 특정으로는 피동 잔열제거계통을 틀 수 있다. 배관파단 둥에서 

원자로 냉각수가 격납용기에 방출되어 곧 균압화되어 유출이 대폭 줄어든 

다. 용피열은 격납용기 수중에 방출돼 피동적 기기인 열 배관(heat pipe) 

식 냉각기를 통하여 대기에 방출되는 방식이다. 

SPWR의 주요 설계 특정은 다음파 같다: 

- 일체형 원자로 

- 피동격납건물 냉각계통 사용 

- 제어봉을 사용 안합(노심고유특성 및 화학적 중성자 홉수제로 반용도 

제어) 

- 피동원자로정지용 포아슨 탱크(피동 수압밸브 사용) 

- BWR의 수조역할을 하는 침수형 격납건물 사용) 

- 자동감합계통을 통해 방출되는 고온의 물 • 중기는 침수형 격납건물수 

조에서 quench됨 

- 피동격납건물 냉각계통(열 배관을 통해 전달된 격납건물수조의 열이 

격납건물 밖의 공기의 자연대류를 통해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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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 저출력 밀도로 인해 훈전 여유도 중대 및 핵연료 경제성 중대 

- 1개의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 사용 

- 건셜공기단축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률 건셜 및 제작 개념 이 

용 

- 소내 정전시 무제한의 노심냉각시간 확보(피동잔열제거) 

(5) VPBER-600 

VPBER-600은 러시아 OKBM에서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이며， 전기 출력 

이 600MWe인 일체형이다(그림 2.45).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 원 

자력 지역 난방로인 AST-당)()에서 원자로의 안전성이 검중된 일체형 껄계 

개념， 보호용기 설계 및 다중방호개념에 기초한 피동안전계통퉁 관련 기술 

올 VPBER-600의 설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표 2.20에 주요 설계변수롤 

기술하였다. VPBER-600은 원자로용기 하부에 셜치된 6개의 밀용 방식의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사용하여 일차냉각재계통을 강제순환시키는 방식을 채 

돼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 운전시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사용하여 붕괴열을 

제거하나， 증기발생기 상부에 셜치되어 있는 웅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순환방식을 사용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원자로 가압용기와 원자로심 

과의 거리가 일반 상업용 원자로에 비하여 중가되어 있으므로 원자로 용기 

의 중성자 조사융이 원자로 용기 재질에 영향올 주지 않는 범위인 1017 

nlcm2 이하이므로 원자로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원자로가 정 

지 상태에 있으며， 가장 중성자 홉수치가 높은 제어봉이 원자로심 밖으로 

인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룡산수와 같은 별도의 중성 

자 홉수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어봉만 사용하여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유지활 수 있다. 핵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반용도 보상은 제어봉， 

원자로 냉각재 내의 붕산수 농도 조절 및 가연성 독극물 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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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전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동일한 압력 하에서 운전되는 일체의 

계통은 모두 보호 용기 내부에 셜치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로 냉각재 계 

통에서 발생한 일체의 냉각재 상실 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부터 흘 

러나오는 일체의 냉각수는 보호용기 내부에 모임으로써 최악의 사고시에도 

원자로심이 용융되는 것을 막올 수 있다. 이들 원자로 계통은 쇄벙선 및 

AST-500 원자로에서 20년 이상 사용된 핵중기 공급 계통의 성능을 향상 

시킨 것으로서 안전성 및 성능 둥은 이미 검중되었다. 

원자로 가압 용기 내에 설치되는 중기발생기는 모두 12개로 나뉘어져 있 

으며， 각 중기발생기에는 각 각 급수공급계통과 중기제거계통이 연결되어 

있다(그림 2.46). 이들 급수공급계통 및 중기공급계통은 모두 4개의 독립 

된 계통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계통의 운전 개수를 바꿈으로써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냉각율올 제어할 수 있다. 

안전관련계통은 다중방호개념올 도입하여 설계되어 있다. 즉，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체어봉올 자중에 의하여 원자로섬에 삽입 

시킴으로써 미임계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올 경우 2 

개의 피동 비상 용산수주업계통 중 1개의 계통올 사용하여 붕산수를 원자 

로 냉각재 계통에 주입시킨다. 이 경우 붕산수는 중력을 사용하여 주입되 

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과는 무관하다. 다른 l개의 계통은 냉각수 

상실사고시 냉각수를 보충시키는 역할과 함께 붕산수를 주입시키는 목적으 

로 사용한다. 피동 잔열제거계통은 자연순환에 의한 열제거 방식올 사용 

한다. 이 경우 비상 잔열 제거용 열교환기는 원자로용기 상부에 셀치된다. 

이 열교환기는 냉각수가 저장된 탱크로부터 냉각수를 순환시키며， 냉각수 

가 완전히 중발하변 공기로 냉각되는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무한하게 잔열 

제거기능을 수행한다. 셜계범위를 벗어나는 사고인 원자로용기 하단부에 

셜치되어 있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외장재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원자로 감압 

계통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보호용기의 압력이 상숭하고 원자로의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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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우에 원자로 가압기에 있는 압력방출밸브률 개방시켜서 보호용 

기와 원자로용기의 압력이 같아지도록 하여 원자로용기로부터 더 이상의 

냉각수 유출을 막음으로써 원자로심이 냉각수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한다. 이와 같이 안전관련계통이 다중으로 셜계되어 있으므로 사고해석결 

과에 의하면 원자로심의 손상 확률을 10-8/년.원자로 이하로 유지할 수 있 

다. VPBER-앉P에 공급되는 일체의 전력이 차단되는 상황하에서도 사고 

완화를 위하여 운전원이 3일 이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원자 

로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된다. VPBER-600 원자로는 사고를 막을 수 있 

고， 사고시에는 원자로의 고유 안전성에 의하여 사고 완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일체형 원자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원자력 발전소이 

며， 셜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극한 사고시에도 원자로심은 대단히 안전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껄계되어 있다. 

VPBER-600은 이미 개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러시아 원전규제기관의 

심사 및 규제를 받기 위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또한， 

일차계통 자연순환 천이과정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을 실험과 계산으 

로 검증할 예정이며， 원자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시험장치가 셜 

치 중에 있다. VPBER-600의 주요 셜계 특정은 다음과 같다: 

- 일체형 원자로용기 사용 

- 보호용기 사용 

- 관류형 중기발생기 사용 

- 운전 경험 및 실험올 통해 입중된 기술， 기기의 사용 

- 원자력 쇄뱅선에서 20년 이상 운전 경험 및 OKBM에서 개발중인 원 

자력 지역 난방로인 AST-500의 상세 설계로부터 원자로 안전성이 검 

중된 일체형 셜계 개념 및 다중방호 개념에 기초한 피동안전계통둥 

관련기술을 셜계에 사용 

- 원자력 쇄빙선 운전 경험 및 충분한 실험/시험올 통한 보호용기， 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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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중기발생기， 캔드 모터 주순환펌프， 피동자기구동장치의 성능이 증 

명 

- 노심손상확률 < 10-8 

- 셜계수명 60년 

- 노섬 저출력 밀도로 인해 운전 여유도 증대 및 핵연료 경제성 중대 

- 노섬잔열은 버상노섬잔열제거 열교환기와 물저장 탱크 내에 있는 열 

교환기간의 자연순환 회로에 의혜 제거됨 

- 건셜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모률 건젤 및 제작 개념 이용 

5. 결론 

러시아， 중국 및 아르헨티나둥 우리 나라에는 그 젤계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추진중인 중 • 소형 원자로롤 포함한 주요 나라의 중 • 소형 

원자로의 셜계 개념올 정리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원자로섬올 포함한 일체 

형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요 기기 들이 원자로 가합 용기 내에 젤치된 일 

체형 원자로 셜계 개념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일체형 원 

자로는 냉각재 상실 사고 가능성올 배제해도 좋올 정도로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배관 수 및 크기를 최소화하였으며(대체로 칙경 :25mm 이하)， 결과척 

으로 노심 용융 가능성올 기존 상업용 원자로에 비하여 대단히 낮출 수 있 

었다. 대부분의 일체형 원자로는 대단히 유사한 셜계 개념올 도입하고 있 

으며， 이들 셜계 개념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로섬은 가능한 작도록 하기 위하여 육각형 형상의 핵연료봉 집합 

체 셜계 개념을 사용한다 

- 지역난방 몇 열병합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열출력이 낮고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이 대단히 작으므로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순환방식은 대체로 자연대류를 이용한다(발전로는 강제순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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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심의 출력밀도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여 낮아서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가진다 

- 가압기는 일체형인 경우 가압된 질소와 포화 수중기를 사용한는 방식 

인 자기 가압 특성을 가지도록 셜계되어 있으며， 원자로 계통 냉각재 

체적에 대한 가압기의 용량이 기존 발전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 잔열제거계통은 일채의 협프를 사용하지 않는 피동형 잔열제거개념올 

사용한다 

- 원자로심 자체가 고유 안전성올 가질 수 있도록 정상 운전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붕산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로 냉각재 온도반용 

계수가 음의 값올 가지도록 하여 이차 계통의 출력 변화에 일차 계통 

이 대단히 효율적으로 반웅하도록 하였다 

- 중기발생기는 관류형올 채태하여 항상 과열 중기가 터빈에 공급되도 

록 하여 터빈의 운전성올 개선하였다(AP-600은 u-튜브 사용) 

- 중기발생기를 여러개 셀치하여 열전달 면적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중기발생기에 비하여 대단히 중가되었다(AP-600은 제외) 

- 원자로용기 외부에 별도의 압력 용기인 보호 용기를 셜치한 원자로가 

많았으며， 그로 인하여 원자로심 손상 확률을 더욱 감소시켰다 

(AP-600은 이충 격납용기 사용) 

- 단위 노섬 열출력당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용량이 기존 원자로 

에 비하여 대단히 크므로 원차로냉각재계통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적 다(AP-600은 제 외 ). 

- 일체형의 경우 원자로심파 원자로 가압 용기 사이의 공간에는 중기발 

생기가 위치하게 되므로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여 중성차가 가압 

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원차로의 수명을 연장시키 

는 것이 용이하다 

전세계의 대표적인 주요 중소형 발전용 원자로의 주요 셜계 톡성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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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련 셜계 특성은 각 각 표 2.21 및 22에 요약하였다. 그리고 열병합 

용， 지역난방용 원자로의 주요 셜계 특성은 각 각 표 2.23 및 2.24에 요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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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가압 경수로의 발전소 이용률 및 가동률 

원자로 형， 출력 (MWe) 

PWR, 100 - 599 

PWR, >600 
BWR, 100 - 599 

BWR, >600 
VVER-400 

VVER-lαm 

표 2.2 NHR-5 전체 공정도 

시공 11986. 5. 
토목공사 완료 11987. 9. 
원자로 셜치 완료 11989. 4. 
운전 허가 신청 11989. 5. 
핵연료 장전 11989. 10. 
초임 계 11989. 11. 
100% 출력 운전 11989. 12. 

표 2.4 NHR-5의 2중 

압력 용기 주요값 

항 목 

압력 용기 
내경 (m) 1.8 
총 높이 (m) 6.5 
운전 압력 (MPa) 1.5 
운전 온도(t: ) 198 
용기 벽두께(mm) % 
총 무게(t) 35 

보호 용기 

내경 (m) 2.8 
총 높이 (m) 9.5 
셜계 압력 (MPa) 1.5 
셜계 온도(t: ) 177 
용기 벽두째(mm) 20 
총 무게(t) 29 
」←)

발전소 수 발전소 가동률 발전소 이용률 

36 72.5% 73.7% 

95 63.6% 64.7% 
16 64.6% 66.9% 

43 59.5% 60.3% 
32 79.4% 

17 62.4% 

표 2.3 NHR-5 주요 운전 변수 

운전 변수 셜계치 운전치 

원자로 열출력 5 
(MWt) 
원자로 
출구 온도 (t: ) 186 186 
입구 온도 (t: ) 146.6 151 
압력 (MPa) 1.37 1.37 

중간 계통 

일차 열교환기 

출구 온도 (t: ) 142 144 
입구 온도 ( t:) 102 100 
유량 (톤/시간) 107 97 
중간 열교환기 

출구 온도 (t: ) 75.2 80 
입구 온도 (t: ) 142 144 
유량 (톤/시간) 64 67 

열공급망 

출구 용도 (t: ) % 
입구 온도 (t: ) 60 
유량 (톤/시간)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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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NHR-200 주요 

설계변수 

운전 변수 셜계치 

원자로 열출력 (MWt) 200 
원자로 
출구 온도CC) 210 
입구 온도("C ) 145 
압력 (MPa) 2.5 
유량(톤/시간) 2376 

중간 계통 
압력(MPa) 3.0 
일차 열교환기 
출구 온도("C ) 145 
입구 온도("C ) 95 
유량(톤/시간) 3400 

중간 열교환기 
출구 온도( "C) 80 
입구 온도( "C) % ·m1’ I 유량(톤/시간) 

표 2.6 NHR-200의 2중 

압력 용기 주요값 

항 모-， 수치 

압력 용기 

내경 (m) 

총 높이 (m) 4.8 
용기 벅두께(mm) 14 
총 무게 (t) 71 

보호 용기 197 
내경 (m) 

총 높이 (m) 5/7 
용기 벅두께(mm) 
총 무게 (t) 

표 2.7 NHR-200에 대한 냉각재 상실 사고 해석 결과표 

칙경 50mm 
안전 

직경많>mm 배관 파단 
원자로용기 밸브고착 

배관 파단 (보호용기 안전밸브 

(보호용기 외부 고착개방 
하부 개방 및 소외 

소형 파단 전원상실에 
내부) 차단밸브 

따른 ATWS 
고장) 

사고지속시간(초) -1아)() ，2아)() -11아)() -1α)()o -3αm 

원자로용기 
-1.65 0.12 -0.6 -0.9 -2.37 

최종압력 (MPa) 

냉각수 방출량(톤) -14 25.7 -10.1 18.2 6.8 

노심잔여냉각수량 
124 112.3 128 -120 131.2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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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AST-500 주요 

셜계 변수 

운전 변수 셜계치 

원자로 열출력 
(MWt) 500 
원자로 
출구 온도(t) 208 
입구 온도(t) 131 
압력 (MPa) 2.3 
유량(톤/시간) 5573 

중간 계통 

압력 (MPa) 3.0 
일차 열교환기 
출구 온도(t) 160 
입구 온도(t) 87 
유량(톤/시간) * 

중간 열교환기 
출구 온도(t) * 
입구 온도(t) * 
유량(톤/시간) * 

표 2.9 RUTA의 주요 셜 계 변수 

운전 변수 셜계치 

원자로 열출력 

(MWt) 10 20 fß 
원자로 
출구 온도(t) 100 
입구 온도(t) 70 
압력 (MPa) 대기압 

순환 방식 자연 대류 
노심 크기 (m) 

높이 1.0 1.0 1.23 
퉁가 직경 0.8 1.2 2.0 

중간 계통 

압력(MPa) 0.4 
일차 열교환기 
출구 온도(t) 95 
입구 온도(t) 65 

중간열교환기 
출구 온도(t) % 
입구 온도(t) 60 
순환 방식 자연대류 강제순환 

표 2.10 RKM-15O의 주요 셜계 변수 

운전변수 셜계치 운전변수 셜계치 

원자로 열출력(MWt) 150 일차 계통 
원자로심 압력 (MPa) 7.85 
중성자 감속재 혹연 냉각수 온도(t) 

MM 개수 220 노심 입구 138 
제어봉 개수 44 노심 출구 265 
높이 (m) 3 가압기 개수 4 

MICROMODULE 순환 방식 자연 대류 
출력(kWt) 일차 열교환기 
평균 682 튜브 개수 37 
최대 1070 튜브 길이 (m) 3 

핵연료 다발 전열 면적 (m2) 6.3 
핵연료봉 개수 30 중간 계통 

열전달 면적(m2) 3αE 압력 (MPa) 1.18 
MM 압력 용기 (mm) 중간 열교환기 

노심측 직경 118 출구 온도(t) 140 
열교환기측 직경 180 입구 온도( "C) 80 
전체 높이 10890 유량(야lr) 2130 

냉각수량(νhd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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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 UNITHERM의 주요 

셜계 변수 

운전 변수 셜계치 

원자로 열출 력 (MWt) 7-30 
원자로 
출구 온도( 't: ) 325-305 
입구 온도('t: ) 갱5-225 

압력 (MPa) 16-16.5 
순환 방식 자연 대류 
출력 밀도(kW/l) 15 
재장전 주기(년) -20 

중간 계통 

압력 (MPa) 2.4 
일차 열교환기 
출구 온도( 't:) 275 
입구 온도('t: ) 220 

중간열교환기 

출구 온도( 't:) 207-210 
입구 용도('t: ) 45-60 
순환 방식 자연 대류 

표 2.13 A TS-150 주요 셜 계 

변수 

운전 변수 껄계치 

원자로 열출력 (MWt) 않6 

원자로 
노섬 크기 (m) 

직경 2.7 
높이 2.5 

압력 용기 크기 (m) 

직경 5.34 
높이 16.75 

출구 온도('t: ) 340 
입구 옹도('t: ) 265 
순환 방식 자연 대류 
출력 밀도(kW/l) 36 

증기발생기 

종류 판류형 
개수 2 

표 2.12 ABV-6의 주요 셜계 변수 

운전 변수 셜계치 

원자로 열출력 (MWt) -60 
원자로 
노심 크기 (m) 

직경 1.22 
높이 0.85 

압력 용기 크기 (m) 

직경 2.1 
높이 6.3 

출구 온도( 't:) 340 
입구 온도('t: ) 정3 

압력 (MPa) 15.4 
순환 방식 자연 대류 
출력 밀도(kW/1) 74 
재장전 주기(년) 5-7 

중기발생기 
종류 관류형 
개수 16 
압력 (MPa) 1.6-3.1 
중기 옹도( 't:) 260-290 
중기 유량(야lr)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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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ABV의 주요 셜계 

변수 

운전 변수 셜계치 

원자로 열출력 (MWt) 38 
원자로 
노심 크기 (m) 

직경 1.22 
높이 0.85 

압력 용기 크기 (m) 

직경 2.6 
높이 4.8 

출구 온도("C ) 327 
입구 온도("C ) 245 
압력 (MPa) 17.6 
순환 방식 자연 대류 

출력 밀도(kW!l) 43 
재장전 주기(년) 4-5 

중기발생기 
종류 관류형 
개수 4 
압력 (MPa) 3.14-3.87 
증기 온도("C ) 잉O 

표 2.15 CAREM의 주요 셜계 

변수 

운전 변수 셜계치 

원자로 열 출력 (MWt) 
100 

원자로 
노심 크기 (m) 

1.29 
직경 

1.4 
높이 

압력 용기 크기 (m) 
2.84 

직경 11 
높이 

326 
출구 온도("C ) 

284 
입구 온도('t ) 

14.5 
압력 (MPa) 

자연 대류 
순환 방식 

55 
출력 밀도(kW!l) 

13 
재장전 주기〈개월) 

중기발생기 
관류형 

종류 
12 

개수 
4.7-5 

압력 (MPa) 
용)() 

중기 온도("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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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AP-600 주요 설계 변수 

계톨풀야 주요설계개념 및 기술 

원자로생 Fuel Material uα 

Average Power [농nsity 78.82 kW/L 

Average Lim영r Power 4.10 kW/ft 

Average 마s대arge Bumup 4(뻐)0 Mwdlt 

Active Core H잉ght 3.658 m 

Core Diameter 3.361 m 

Number of Fuel Assemblies 145 

K띠nber of Fuel Rods/ Ass‘m1bly 264 

Number of CRs or As앉mlblies 24 

Refueling Frequency 18 or 24 Months 

힐차찌톨 Design C∞，Iant Mass Flow 9.19xW' Kg/s 

Core lnlet Teml야:rature 276.1 'c 

Core OuUet Temperature 312.4'C 

()perating Coolant Pressure 155 bar 

충기맡생기 Number of Steam Generator 2 

Tube Material lnconel 690 TT 

Heat Transfer Surface κ:r SG $훨4.45 M‘ 
Fet성 Water Pressure 72 .1 BAR 

Feed Water Temperature 223.9 'C 

Ste없n Pressure 53.6 BAR 

Steam Temκ:rature 268'C 

필자료용기 Overall Length of Vessel: 11.않 m 

lnside Vessel Diameter 3‘잊용 m 

가압기 Volume 영5.82 m. 

척납용기계륭 Type Cylindrical Steel 

Dimensions (OxH) 39.6 m x 57.6 m 

Design PressurelTem야rature 3.16 bar/I37.8 'c 

안전계톨 Reactivity Passive Boron lnjection System 

Control Passive Control Rods lnsertion 

Decay Water lnjection: (I) Passive, Automatic at Full Pressure From two 

Heat CMTs, (2) Passive at 48.3 bar from Accumuiator, and (3) Gravity at 

Removal Primary Side Elevation Head of IRWST from IRWST for at least 6 to 10 hours 
Water Recirc. and Ilntermediat H/X: Yes 

Heat Removal Passive N/C: YES 

Feedwater: Active, Automatic ("''NS Grade) 
Ultimate Heat Sink 

Secondary Side 
Water Recirc. and Heat Removal ATM 

Passive: Yes (72 hαlrs) 
primary Press. 

Contro) 
ADS is actuated as CMT level decrease 

Long Terπ1 
-Atmos며lere is Ultimate Heat Sink 

-Heat is Transferred thro. Cont. Steel to the Enviroment 
Cooling 

-PCCS Water StorBJ:Ie Tank Provides 3 days Coolin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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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PIUS 주요 설계 변수 

계톨훌야 주요엉채개념 및 기슐 

웬자로심 Fuel Material UOz 

Average Core Power Density 72kWJl. 

Maximum Linear Power 29.8 kW/m 

Averalle Disεharge Bumup 4닮00 MWdlt 

Active Core Height 2.5m 

Core Diameter 3.75m 

NumbeT of Fue! As똥mblies 213 

NumbeT of Fue! Rods/A assemb!y 312 

NumbeT of CRs of As홉nblies None 

Refueli"ll Frequency 12 Months 

엘차재용 Design C∞，Iant Mass F10w 13.0xHt' kllis 

core Inlet TemlXπature 200 '1: 

core Outlet Temperature 290 '1: 

()peratinll C∞lant Pressure 90 뼈Icm'‘a 

풍기발생기 Number of Steam Generator 4 

Confilluration Vertical Once Throullh 

Tube Material Inconel600 

Heat Transfer Surface per SG 2o!al m‘ 
Feed Waler Pressure 44 뼈Icrri‘a 

Feed Water Temαπature 210 '1: 

Steam Pressure 40 kl!/cm'‘a 

Steam Temperature 270 '1: 
엠자로용기 Ov안퍼I Length of Vessel 58m 

Inside Vessel Diameter 12.2 m(PCRV)n m(top) 

가업기 Volume 150 m" 
격납용기계용 Type Press따e-Su]며>ression， Concrete 

Dimensions, Diameter x Height 63mx61m 

Design PressurelTemperature 2 kllicm‘a I 175 '1: 
안전계용 Passive/Active &ron 1njection System: Yes, &th 

Reactivity Control 
Passive/ Active Control R여s Insertion: No 

Decay Heat Removal Waler Injection Actuation: NA 
prin영ry Side Intermediate Heat Sink: Reactor Pool 

Operation Mode: Passive{7 days) 
Feedwaler Act‘lation: Automatic. Active 

Secondary Side Ultimate Heat Sink: Sea or Lake 
Operation M여e: Active 

primary Pr. Control Reactor Pressure Relief System 
LoI1-'l Term Coo1i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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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SIR 주요 셜계 변수 

계륭풀야 주요얼계개념 및 기슐 

웬자로싱 Fuel Material UÜ2 

Average Core Power Density 54.6 kW!L 

Maxirnum Linear Power 

Average Discharge Bumup 38000 MWd/t 

Active Core H밍ght 3.472 m 

Core 다ameter 2.592 m 

Number of Fuel Assemblies 65 

Number of Fuel R，여s/ A assembly 월2 

Number of CRs of Assemblies 65 

Refueling Fn예uency 24 Months 

일차계륭 E농sign C∞，Iant Mass F10w through core 7.5x10J Kals 

Core Inlet Temα~ature 294 't 

core Outlet Teml야~ature 318 't 

()perating C∞lant Pressure 155 bar 

충기방생기 Number of Steam Generator 12 

Conflguration Vertical once through 

TubeMateri머 Inconel 690 TT 

Heat Transfer Surface PI잉r SG 않경.3 m‘ 
Feed Water Pressure 

Feed Water Temperature 224 't 

Steam Pressure 55 bar 

Steam Temperature 298 't 

원자로용기 Overall Length of Vessel 23.8 m 

Inside Vessel Diameter 5.8 m 
가압기 Volume 80 mJ 

척납용기계톨 Type Pressure Suppression 

Dimensions, Diameter x Height 8 Tanks, 6 m x 20 m 

Design Pressureífemperature 2.41 bar/ll6 't 

Fission CMT Spray system: No 
안전계용 pro마Jct 

Retention 
Guard Vessel: No 

Reactivity Passive/Active Boron I며ec디on System: Yes, Active 
Control Passive/ Active Control Rα~ Insertion: Yes. 80th 
Decay Primary Side Water 1띠ec디on: 1. Passive, Automatic at Full Pressure 

Heat from Containment Tanks usinl/ Steam Iniectors 

Removal Water Rec., and Ilnterrn어iate H1X: Yes, fOUT SGs used 
Heat Removal IPassive N/C: Yes 

Secondary S벼e Feedwater: Passive. Automatic (Safetv Grade) 
Water RecÌTC. and IHeat Sink: Condenseπ in RWST 
Heat Removal IPassive: Yes (72 hours) 

Primarv Pr. Control Manual 
Lonll T윈m Coolinll Suppression tanks c∞led naturallv bv external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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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SPWR 주요 셜계 변수 

계용훌야 주요셜계개녕 및 기슐 

웬자로심 Fuel Materia1: UQz 

A verage Core Power [농nsity: 65.1 kW/m 

Maximum Linear Power: 28 kW/m 

Average Discharge Bumup: 48000 MWdlt 

Active Core Height: 2.4 m 

Core Diameter: 3.83 m 

Number of Fuel Assemblies: 199 

Number of Fuel Rods/A assembly: 325 

Number of CRs of Assemblies: None 

Refueling Frequency: 24 Months 

일차계용 Design C∞\ant Mass F10w through Core: 12.5xl0' Kg/s 

Core Inlet Tem야rature: 288t 
Core OuUet Tem야rature: 314 t 

O야rating C∞lant Pressure 138 kg/cm‘a 

풍기합생기 Number of Stearn Generator: l 

Config따'ation: Once Through Helical Coil 

Tube Material: lncoloy 800 

Heat Transfer Surface per SG: 17<아lO m' 

Feed Water Pressure: 66 kg/cm‘a 

Feed Water Temα~ature‘ 210 t 
Steam Pressure: 56 kg/cm‘a 

Steam Tem야rature: 낀갯5 t 
웬자로용기 Over，외I Length of Vessel 29m 

lnside Vessel Diameter: 6,6 m 

가앙기 Volume 160 m' 

격납용기찌용 Type: Water-Filled Ste에 P1ate 

Dimensions, Diameter x Height 22mx38m 

[농sign Pressure!femperature: llkg/cm‘a I 184 t 
Fission pr얘uct CMT Spray system: N。

안션계톨 IRetention Guard Vessel: No 

Reactivity Control 
Passive/ Active Boron lnjection System: Yes, Both 

Passive/ Active Control Rods lnsertion: No 
I>ecay Heat Removal Primary Side Water Injection Actuation: PBIS. Automatic 

at Full Pressure 
Water Recirculation and Heat Removal : NA 

Seco때와y Side Fet경water Actuation: HPSI Automatic, 

Active, N여I Safety 
Water Recircu\ation and Heat Removal : NA 

prirnarv Pr. Control Active ADS 
LonR Term C∞lilll1: H않t Pipe Type Pas잉ve C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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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VPBER-600 주요 껄계 변수 

계홈분야 주요셜계개녕 및 기슐 

앤자로섬 Fuel Material UD2 

Averaae C。π Power Density 69.4 kW/L 

Maximum Linear Power 26 kW/m 

Average Discharge Bumup 50000 MWdlt 

Active C。π Height 3.53 m 

Core [꺼arneter 3.00 m 

Number of Fu밍 As앙m1blies 151 

Kumber of Fuel Rods/A as었nbly 293 

Kumber of CRs of As앙m1바ies 139 

Refueling Fr쩍uency 18 Months 
얼차계홈 Desian Coolant Mass F10w 10.14x10"' Kg/s 

Core Inlet Temperature 양껴.4 "1: 

Core Out1et Temperature $깃5‘0 "1: 

O야1"8디ng Coolant Pressure 157 뼈r 

충기발생기 Numbcπ of S야외n Genlπator 4 않ch consistion of 3 se야ions 

Configuration Vertic퍼 once through 

Tube Material TitaJÚum alloy 

Heat Transfer Surface α었r SG 1153.3 m‘ 
Feed Water Pressure 78.5 bar 

Feed Water Temperature 230 "1: 

Ste，때1 Pressure 63.8 bar 

Steam Temperature 300 "1: 

앤자로용기 Overall Length of As었nbled vessel 20.15 m 

lnside Vessel Diameter 5.97 m 
가압기 Volume 80 m. 

척납용기계홈 Type Prestressed concrete 

Dimensions, 다ameter x Height 4O mx80m 

[농sign Pressure/Temperature 20 뼈r/12O "1: 

Fission Product CMT Spray system: No 
안천채톰 Retention Guard Vessel: No 

Reac tivity PassivelAclive Boron lnjeclion System: Yes, Pas잉ve 
Control P/A CRs lnsertion: Yes. Both(deenenlization and direct action of workinp; medium) 
Decay Heat primary Side Water Inieclion actuation: Manual. aclive at 180 bar 

Removal Wa야r Reciπ , andlln따m버ate HX: Yes, four HXs used 
Heat Removal IPassive N/C: Yes 

Sec어x1ary Side F앉dwater actualion: Aclive. automatic 
Water Recir., andlUJtimate Heat Sink: Evaporation of water 
Heat Removal IPassive: Yes (72 hours) 

Primary Pr. Control Passive. automatic 

Iα19 Term Cooling 
Heat transferred from HX condensers is r히loved by c∞Iing 

water which ciπulate throup;h water storap;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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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대표적인 중소형 발전용 원자로 껄계특성 벼교 

\성、1、연‘ 씬수\ ~자4，1료 영앙에1톨융 、")、 AP-600 PIUS SIR JM VPBER-600 SP찌rR 

(분리앵) (분리행) (일채형) (일체앵) (일째앵) 

(미국) (스쩨덴)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1. 설계진행정도 상깨설계 기본썰계 깨념설계 개념설계 개녕셜째 

2. 출력 

-열 (MWt) 1940 2(XX) lαm 1얹x) 1800 

-전기 (MWe) 600 610 - 640 $깃O 630 600 
3. Loop 개수 2 W4 C 4 None None None 

4 일차계흉압력 155 00 155 157 138 

(bar} 

5 이차계용중기 53.5 40 60 63.8 56 
압력 (bar) 

6. 원자로냉각제 

온도 

-원자로입구 276.l 았ìO 294 294.4 288 
온도 (t:) 

-원자로흩구 312.4 290 318 325 314 

온도 ( t:) 
7. 중기발생기 

-개수 2 4 12 4 

-형태 수직 U-tube 수직 판휴형 수직 판휴형 수직 판휴형 수칙 판휴앵 

8. RCP 

-개수 4 4 6 6 

-형태 Canned motor Wet glandless Wet winding Cann혀 motor Canned motor 

유량/펌프 

(KWs) 4.97xl<t 3.3xl앙 l.25xl<t 1.69x103 12.3xl<t 
9. 가압기 

- 총체적 (m3) 36.82 150 80 80 160 

- 중기쩨척 (m3) 16.l6 30 40 l<E 
10. 평캄노심훌력 78.82 72 54.6 69.4 65.1 

밀도 (kW/U 
11 원자로용기 

-높이 (m) 11.59 58 23.8 20.15 29 
-외경 (m) 4.l91 17.2 - 22.2 8.6 8.62 9.45 

12. 계장전주기 18 or 24 12 24 18 24 

(months) 
-철재격납용기 -채어붕 없옴 -무용산 노심 -재어용 없용 

13. 기타 -압력억제형 -수조형 -압력억재탱크 -01충압력용기 -습식격납용기 

격납용기 -밀도 장금 -중기방출기 -피동안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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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대표적인 중소형 발전용 원자로 안전계통 설계특성 비교 

AP-600 PIUS SIR 1 씨 VPBER-600 SPWR 

-푼리형 -일체형 
-일체형 

-일째형 
-용리형 -6 RCPs 

일차계흉 -4 RCPs -4 RCPs -1 RCP 

-2 SGs 
- Density lock 

-12 S/Gs 
-12 S/Gs 

-1 S/G 
-12 ECCS 

-중력 이용 Density lock -중력 이용 -중력 이용 
-피동 및 능동 

반용도쩨어 -피동안전/ 이용 보륜 주업 -수동비상 -피동 및 능동 
보론 주입 계룡 

보론 주입 -Scram 밸프 이용 보론주업계통 보론주입계통 

-피동안천주업 
-피동용산 주입 

-CVCS 사용 
비상노심 

-능동형 자연순환으로 
-중기빵훌기 

능동 및 피동 
-능동 

주업/냉각 
안전감압 비상노심냉각 

-안전감압계통 
용산주입 

안전감압계통 
-피동잔열재거 수행 -3일 유효 

-고압안전 
계룡 

주업계통 

피동잔얼 -가능 
-가능 

-가능 
-가능 -4 S/Gs 이용 -None 

제거계룡 -7일간유효 
-3일간 유효 

-3일 유효 

피동 

격납용기 가능 -None 가능 -None Heat Pipe 사용 

냉각계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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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대표적인 중소형 열병합 원자로 셜계 특성 비교 

원자로이홈 UNITHERM SAKHA92 ATS-I50 ABV MARS 

(일체형) (일체형) (얼쩨행) (일째형) (환리형) 

셜계변수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이활리아) 

1. 셜계진행정도 개념설계 개념설계 기본설계 기본셜계 상째설계 

2. 출력 

- 열 (MWt) 7-30 7 많5 38 600 
- 전기 (MWe) 1.5-6.5 0-1 0-11lJ 0-6 0-170 
3. Loop 개수 없옴 없옴 없용 없옴 1 

4. 일차계통압력 (bar) 160-165 140 158 154 R 
5. 이차계흥압력 (bar) 24 32 45 31.4 17.4 

6. 원자로냉각재온도， 
。c

- 원자로 입구 
장5-225 303.7 265 245 214 

- 원자로 출구 
앓5-305 336 혀O 327 244 

7. 중기발생기 

- 개수 24 1 2 4 1 

- 형태 판류식 나션형 관류식 나선형 관류식 직판행 관류식 칙관행 판류식 채순환 

8 일차계통냉각 

- 순환방식 자연대류 자연대류 자연대류 자연대류 강재순환 

- 유량(k.I1;/s) 85 48:xl 
9. 가압기 

- 총체적(m3) 1.5 25 

- 중기체적 (m3) 0.5 45 0.3-1.2 10 
10. 평캉노심출력밀도， 

(kW/D 
15 17.1 38.5 43 63 

11 ‘ 원자로 용기 

- 높이 (m) 4.23 16.75 4.8 11.1 

- 내경/외경 (m) -/- 1.8611/!lj 5.34/- 2.6/2.7 3.0/3.12 
12 째장전주기(년) 20 20-25 2 4-5 1.41 

13. 비상노심 냉각방식 피동 픽동 피동 피똥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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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대표적인 중소형 지역난방로 껄계 특성 비교 

훤자로이톰 AST-5OO RUTA NHR-200 NHP-2OO SES- lO 

(일체명) (일체행) (일체행) (일째행) (환리행) 

셜계변수 (러시아) (러시아) (충국) (톡일) (캐나다) 

1. 셜계진행갱도 상세셜계 기본셜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상세셜계 

2. 열 출력 (MWt) 500 20 200 200 5-20 

3. Loop 개수 없융 없융 없융 없융 탱크 

4. 일차계룡압력 (bar) 19.6 대기압 25 15 1.7 

5. 이차계룡압력 (bar) 12 30 

6. 웬자로냉각재온도， Oc 

- 원자로 입구 131 60 140 158 60 

- 원자로 훌구 208 90 210 198 90 

7. 일차 열교환기 

- 재수 18 6 12 

- 형태 수칙 직션형 수직 U-휴브 수직 칙션형 

8. 일차계룡냉각 

- 순환방식 자연대휴 자연대휴 자연대휴 자연대휴 강제순환 

- 유량(때15) l엄8 136.4 640 1030 
9. 가압기 없융 

- 총체격 (m3) 24.5 

- 중기쩨척 (m3) 28 

10. 명란노심출력밀도， 
27 16.8 36.23 a 55 

(kW;1) 
11. 원자로 용기 

- 높이(m) 16.4 15 13.62 

- 내정/외경 (m) 4.잃1- 4.814.82 5.0015.07 
12 채장천주기(년) 2 5 3 

13. 비상노심 냉각방식 파동 피동 파동 파동 파동 

NHR-5의 성공 
안전생 업중뀌 

척 운전경험용 
14 기타 

바탕으로 용량 
해 2MWt 실중 

확대 셜계 
로 가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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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NHR-5의 노심 단면도 

g톨-짜톨 

gδ톨i를1톨 

앨씨g 

그림 2.2 NHR-5 유체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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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기냉각켜 

를믿기 

밍~톨과흩기 

그림 2.3 NHR-5 잔열제거계통 개략도 

.... 
O' 

그림 2.4 NHR-200 노심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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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ain henl P. χ c: hange.' 2.Containment 3.RPV 
4.Thermal iso\:-‘”‘’ 11 f").R.,;‘("1.0." core 6.Biological shield 

그림 2.5 NHR-200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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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NHR-200 유체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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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7 Loss of Grid Accident without Sc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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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rimary Circuit Pipeline Rupture with Isolation 

VaIves Failure to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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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reamlps press밴16' 
2. Prolect!ve vesseJ 
J. Core 
4. Primary and s~condary heal exchanger 
5. Reacror vess잉 
6. Tie-rod lubes 
7. Rising scction 

8. Unit 01 tubes and devlces 
9. Core Þarrel 
l α Secondary pipelines 
1 J. Tuming devíce 
12. CPS drives 
13‘ ßíological shidding uni \S 

J 4. Su.pporting ring 

그림 2.9 AST-500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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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clot 
1. Guard vcs뼈 
3. B아'oft soIuti삐 storalc tank 
4. ERHR c:oadcnscr 
S. Watcr Storalc tank 
6. B‘b빼er 
7. C삐.talnmcnt 
1. Seamdary åπ띠t steam pressurizer 

9. ERHR Ma' cJrcMn,cr wirh wa’er 
stora&c 'aM 
IO.Heatinl pid HX 
11.$훌on떠ry ∞여aal c1ean-vp systCID 
11.P꺼빼ryco여빼1 dean-lIp sysrcm 
13.Sec빼빼rydπ벼t make-vp 
14.Makc-up by wattr. boron 뼈vlÎon fccd 
1S.Makc-lIp by watcr. ps 

그림 2.10 AST-500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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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clor 
2. DHRS channt. on the 2-ry circuil looP 
3. On-reacror 0 HRS channel 
4; ‘ PORV 
5~ Secondary circuir makeup syslem 
6. Grid circuit 
7. Purification system 

그립 2.11 AST-500 잔열제거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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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외기 온도에 따른 RUTA 원자로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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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romodule. 1 , 2 - lnlet 
and out1et plpe11nes for 
secondary clrcult; 3 
heatexchangers tublng; 
4 - plpe11ne to pressu -
rlzer; 5 , 6 - down and up 
- coming 11nes; 7- pres-
6ur'c vesse1; 6 fuel 
assembly; 9 wlndows; 
10 - lnner vesso1. 

그림 2.14 RKM-l50 Micromodul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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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RKM-l50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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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MM 출력에 따른 일차 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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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RKM-l50 가합기 배관 파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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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MM 출력 변화에 따른 일차계통 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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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UNITHERM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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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21 UNITHERM 설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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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rol rod drive 
mechanism 

vessel 

、 R.emovable internals 
assembly 

그림 2.22 ABV-6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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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countrol mejnber boundaries 

그림 2.23 ABV-6 원자로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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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빼d，en양r 

Containment 

」
-

그림 2.24 ABV-6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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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 i1nt l)냐때l)ur빼Jr 
coo찌에li매in빼n빼l뼈g syslCm c。이‘r 

그림 2.25 ABV-6 정상 잔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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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 condcnscr 

Fec낼watet SlollF lIJIb 

ton훌u1 
fc혀빼ler 
잉stem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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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ment 

2.26 ABV-6 비상 잔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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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ïn 
양nerator 
scctíon 

st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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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l:linmc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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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ABV-6 피동 잔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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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ABV-6 원자로 용기 냉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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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ABV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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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CAREM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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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39 Density Lock 작동 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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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일체형 VPBER 중기발생기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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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신형원자로 증기발생기 특성 평가 

제 l 절에서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주요 신형원자로 개괄적인 껄 

계특성을 고찰하였다. 신형원자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중기발생기를 사 

용하는가에 따라 그 설계특성이 크게 달라진다. 본 절에서는 일차계통과 

이차계통간의 열교환기 역할을 하며 원자로계통의 제반 성능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치며 일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의 하나인 중기발생기에 대한 주요 

개발국의 개발 현황 및 그 설계 기술올 비교 · 분석하였다. 

1. 재순환형 증기발생기와 관류형 중기발생기 

신형원자로의 개발방향은 피동안전개념올 도입한 분리형원자로의 개발과 

중소형 일체형원자로의 개발로 대별되고 있다. 분리형원자로의 중기발생 

기로는 기존의 상용원자로에서 사용되는 재순환형 U튜브형이 주로 사용되 

며 일체형원자로에서는 원자로 내에 내장되는 관류형 증기발생기가 그림 

2.48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49는 이들 두가지 형태의 중기 

발생기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며， 표 2.25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였다. 먼 

저 U튜브형 중기발생기는 주냉각재가 관내를 흐르고 관외에서는 주 중기 

가 발생하며， 중기건조기와 습분분리기가 증기발생기 상단에 설치되어 있 

는 형태가 된다. 이 증기발생기의 특정은 누셜올 검출하기가 용이하고 보 

수나 수리도 용이하다. 또한 U형 전열관은 제작이 어렵지 않으며， 열전달 

에 관련한 실험 및 운전 경험이 많으므로 셜계 및 제작이 용이하다. 반면 

에 건포화 증기만 얻을 수 있고 부하가 변동되면 중기의 압력변동이 큰 단 

점이 있다. 이에 반해 관류형중기발생기 (once-through steam generator)는 

이차측 냉각수가 관내를 흐르면서 모두 중발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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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U형 중기발생기보다 약 20%정도 더 필요하다. 터빈의 부하변동이 

있을 때 과열도가 바핍으로 인하여 중기압력의 변화는 크지 않다. 유동의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수제어장치가 충분하고 정교한 제어가 가능 

해야하며 세관 내에서 급수가 모두 중발하므로 급수 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1-3]. 현재 신형원자로의 개발은 일체형원자로를 중심으로 개발되 

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체형원자로에 사용이 적합한 관류형 중기발생기에 

대한 핵심기술과 설계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일체형원자로에 사용되는 중기발생기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튜브가 직관으로 구성된 관류식 직관형 중기발생기 

와 튜브가 나선으로 감긴 형태의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자로의 중기발생 

기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ABB-CE에서 개념설계를 마친 SIR에서는 

그림 2.4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모률 127ß로 구성된 중기발생기가 사용되었 

다[4]. sm에서는 중기발생기 보수를 줄이기 위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설 

계하는 것， 가동중 검사가 쉽도록 설계하는 것， 그리고 빠르고 쉽게 중기발 

생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기발생기를 원 

자로용기와 노심지지원통사이의 환형공간에 배치하고 과열중기를 생산하도 

록 설계하였으며 중기발생기의 높이를 노심보다 훨씬 높게 설계하여 전체 

적으로 자연순환능력이 높도록 설계하였다. 중기발생기의 검사는 원자로 

용기 밖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충분한 전열여유도를 갖도록 

설계하여 12개의 모률중 l17ß 의 모률로만 운전하여도 100%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직판을 사용하였으므로 단위모률의 높이가 약 

10m정도로 상당히 긴 형태이고， 전열관의 재료로는 인코넬 690올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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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발 중인 MRX, SPWR에서는 관류식 나선형 충기발생기가 

사용되었다[5-6]. MRX와 SPWR에서는 원자로용기와 노심지지원통사이의 

환형공간을 중기발생기가 감고 올라가는 형태의 나선형 중기발생기가 사용 

된다. 인콜로이 800을 사용하여 전열관올 셜계하였으며， 두께 2.1mm 외경 

19mm의 튼튼한 전열판올 사용하여 전열관의 파손확률올 낮추었다. 실제로 

앉)()MWe까지 셜계된 SPWR의 중기발생기 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 문제점이다. 그림 2.50은 MRX의 중기발생기 옆 단면올 보여주는 것이 

며， 그림 2.44는 SPWR에 사용된 중기발생기롤 위에서 본 그렴과 전열관이 

감기는 원리를 껄명해주고 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SPWR의 경우는 

중기발생기가 매우 커서 단일 압력용기안에 배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웅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JAERI에서 MRX 둥의 훤자로에 사용 

될 중기발생기에 대한 시험올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전열특성과 관 

련된 기초시험올 수행하였다. 

과거 B&W에서는 일체형원자로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관류형 중 

기발생기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을 많이 수행하였다. 그림 2.51에서는 

B&W에서 개발하던 관류형중기발생기에서 전열관올 감는 방식의 한가지 

를 보여준다. 이는 반경방향으로 가면서 전열관의 축방향 피치를 약간씩 

변경시키는 방법이다. 

분리형원자로의 형태인 KLT-40에는 그림 2.5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선 

형 중기발생기가 사용되었다. 기본적으로 일체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기발생기와 통일한 개념으로 셜계되어 있지만 원자로용기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기발생기 자체가 별도의 압력용기를 갖고 있 

다. 또한， 일차측과 연결된 배관은 이중배관개념올 사용한 것이 큰 특정이 

다. 그림 2.46은 OKBM에서 개념껄계한 600MWe급 일체형원자로 VPBER 

의 증기발생기 배치를 상단에서 본 것이다[7]. 충기발생기는 12개의 

Sectio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통일한 용량의 SPWR과 비교할 때 중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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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3은 VPBER에 

사용되는 중기발생기률 보다 자세하게 보여준다‘ 하나의 Section올 여러개 

의 카세트로 구성함으로써 매우 compact한 셜계를 하였다. 그리고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경험이 많은 러시아에서는 OKBM파 SKBK에서 중기발생 

기의 성능올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었다. 

아르헨티나에서 개발 중인 CAREM은 그림 2.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 

기발생기가 배치되어 었다[8]. CAREM의 경우 100% 자연대류를 이용하므 

로 중기발생기 형태나 컬계시에 펌프유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분리형 원자로인 스혜덴의 PIUS에서는 예외적으로 판류식 직관형 중기 

발생기로 셜계되었으며， 중국의 일체형원자로인 NHR에서는 그림 2.54와 

같이 역U 튜브를 사용한 중기발생기 모률올 원자로 용기와 노심지지원통 

사이의 환형공간에 배치한 설계률 사용하였는데 재순환형인지 관류형인지 

는 불명확하다[9-10]. 다른 유형의 원자로에서는 직관 혹은 판형 (plate 

type)의 관류 열교환기 (once -through heat exchanger)를 사용한 셜계를 

많이 채태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중기발생기 혹은 열교환기가 미 

국에서는 HTGR, 일본에서는 액체금속로에 사용되고 있다. ABB-CE에서 

는 HTGR에 사용되는 나선형 중기발생기에 대해 유체기인진동 둥올 시험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시험올 수행한 바 있다[2]. 

러시아에서 관류형중기발생기를 많이 제작하여 공급한 SKBK의 경험올 

보면 초기에는 관류식 직관형 중기발생기를 사용했으나 불균일한 온도분포 

와 이로 말미암은 열피로현상으로 증기발생기의 수명이 짧아서 나선형중기 

발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관류형 중기발생기는 단위에 따라 다시 모률 

식과 일체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SPWR이나， MRX둥에셔와 같이 노심지 

지원통과 원자로용기 내벽 사이에 동시에 감고 올라가는 형태의 일체식이 

며， UNITHERM, SIR둥은 환형공간에 몇 개의 중기발생기 모률 혹은 카세 

트라고 칭하는 단위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 모률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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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식 직관형 중기발생기는 축방향 열팽창을 대비한 껄계가 필요하며，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는 튜브와 지지구조물의 열팽창 차이와 유체기인 

진동에 대비한 셜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관류형 중기발생기는 튜브안 

에서 급수가 모두 중기화하므로 이차측 급수에 대해 정교한 화학척 제어가 

필요하다. 관류식 중기발생기에서는 주로 일차측 냉각재가 튜브의 밖을 

흐르도록 설계를 한다. 일반적으로 일차측의 압력이 이차측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튜브에는 자연히 압축웅력이 작용하게 되어서 용력부식 

{stress corrosion}으로 인한 균열의 생성과 전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 

므로 유리하다.SIR에서와 같이 모률로 구성된 중기발생기는 교체 측면에 

서 문제점이 없지만 SPWR과 같이 노심지지원통을 감는 형태의 나선형 중 

기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체가 어려우므로 튜브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었다. 일본에서는 전열면적의 

최적화를 고려하여 피치를 다소 크게하여 설계하였는데 이경우에는 칼만와 

류(Kannan Vortex)에 의한 유체기인진동이 문제가 되므로 이를 지지구조 

물껄계에서 반영하였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SKBK에서 설계한 나선형 

중기발생기를 보면 작은 전열관을 사용하고 피치를 작게하여 전열면적 측 

면에서는 최적설계가 아니지만 칼만와류에 의한 유체기인진동 가능성을 근 

본적으로 배제하였다. 튜료의 재질은 인코넬 600, 690, 그리고 인콜로이 

800, 티타늄합금이 주로 사용되는데 일본의 일체형원자로 SPWR, MRX 둥 

에서는 나선코일 형태의 중기발생기 전열관이 모두 인콜로이 800으로 설계 

되었으며， SIR에서는 인코넬 690이 사용되었다. 러시아의 OKBM에서 개 

발된 원자로 KLT-40은 나선형 중기발생기로 껄계되었는데 내식성이 큰 

티타늄합금이 전열관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기발생기의 기본 개념이 그 

대로 일체형 원자로의 중기발생기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체형 원자 

로에서는 중기발생기가 노섬에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재료률 선정함에 있어 

서 이률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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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셜계에 선행하여 개념셀계 단계에서는 중기발생기의 형태나 기본적 

인 치수 둥을 결정하며 Working Design단계에서는 실제로 사용될 중기발 

생기의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에 들어간다. 기본셜계단계에서는 셜계와 병 

행하여 성능시험， 강도 및 수명관련시험， 진동 및 동적하중에 대한 시험둥 

을 수행함으로써 원형에 대한 셜계를 검증하게 된다. 

3. 일체식 증기발생기에 대한 공간적 용량 평가 

중기발생기의 껄계방향이 이제 관류형이고 나선형 전열관을 사용하는 개 

념으로 좁혀졌다. 원자로 내부에 배치할 때 전열관 전체가 노심지지원통을 

감는 형태인 일체식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의 모률로 나눈 모률식 

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교체개념 

보수개념 퉁이 주가 될 것이고 또한 일체형원자로안에 장착되므로 크기가 

주된 인자가 된다. 따라서 그림 2.55와 같이 일체식으로 셜계했을 경우에 

대한 중기발생기의 무게를 계산하고 개략적인 크기를 산정하였다[11]. 

340MWt, 940MWt, 1880MWt퉁 세가지에 대한 개념셜계를 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핵 연료 및 노심 의 크기 로부터 노심 지 지 원통(core support barreD의 크기 

를 구하고， 노심지지원통의 외경과 전열면적을 사용하여 중기발생기의 크 

기를 산정하였다. 중기발생기는 관류식 나선형으로서 많은 수의 전열관들 

이 나사선처럽 노심지지원통을 감고 올라가는 형상이다. 전열관은 외경이 

19 mm(3/4 인치)이며 내경은 14.8mm인 인코넬 690튜브를 사용하며 전열 

관들은 강성이 큰 4개의 반경방향 지지판과 다소 유연한 4개의 반경방향 

지지판에 의해 지지된다. 급수헤드와 튜브시트에 연결된 전열관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외통(outer shroud)사이에서 여러줄로 아래로 연결되는 

하강유로(downcommer)지역을 통파하여 중기발생기의 하단부에서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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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으로 감기면서 상승하여 중기헤드와 전열관 시트에 바로 연결되어 있 

다. 

열수력 셜계에서 제시된 전열면적값 중에서 여러가지 셜계인자를 고려하 

여 340MWt인 경우에는 2322m2에 열수력측면의 셜계여유도 30%를 더하여 

302Om2를 사용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주어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열 

관의 배열올 최적화하여 길이가 약 3않n인 1414개의 전열관올 결정하였다. 

주요 셜계치는 표 2.26과 같으며， 중기발생기의 폭은 123Omm, 중기발생기 

의 유효전열높이는 3.5m가 펀다. 중기발생기의 downcomrner는 2열로 배 

치된다. ASME의 두께 결정 식올 사용하여 두께를 결정하면 원자로의 외 

경올 구할 수 있다. 

없OMWt인 경우에는 6208m2에 열수력 측면의 껄계여유도 30%를 더하여 

8071m2를 사용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주어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열 

관의 배열을 최적화하여 길이가 약 60m인 2519개의 전열관올 결정하였다. 

주요 셜계치는 표 2.'2:7과 같으며， 중기발생기의 폭은 1515mrn, 중기발생기 

의 유효전열높이는 6m가 된다. 중기발생기의 downcomrner는 4열로 배치 

된다. 

1880MWt인 경우에는 16OOOm2에 열수력측면의 셜계여유도 30%를 더하 

여 208OOm2를 사용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주어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열관의 배열을 최적화하여 길이가 약 7앉n인 4869개의 전열관올 결정하 

였다. 주요 셜계치는 표 2.28과 같으며， 중기발생기의 폭은 1425mrn, 중기 

발생기의 유효전열높이는 14m가 된다. 중기발생기의 downcomrner는 6열 

로 배치된다. 

현재 제작이 가능한 원자로의 외경은 최대 6.8m이다. 따라서 원자로 용 

기는 6.8m이상이 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셜계되었기 때문에 1앉~MWt의 

경우는 원자로의 길이가 매우 길게된다. 길이는 제작측면에서 큰 제약조 

건은 아니지만 운반 설치 둥에 문제점올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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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길어지면 제어봉 및 관련 장치가 길어져서 지진하중 둥에 대버한 

설계가 매우 어려워진다. 표 2.29에서 앞서 기술한 세 가지 중기발생기로 

셜계했올 때 개략적인 제원올 산정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노심지지원통올 

감는 형태의 일체형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는 최대 싫OMWt까지가 척 

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에서는 설치， 교체 둥의 작업이 어렵고 

1880MWt인 경우에는 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상의 

용량에서는 모률형 관류식 중기발생기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중기발생기 개념올 기준으로 판단할 때 1880MWt원자로의 셜계 

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자로 압력용기의 제작， 운반 및 설치가 비 

현실적이고， 모률형과 같은 다른 개념의 중기발생기를 적용하여 재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이상은 중기발생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원자로의 크기를 

산정한 것으로서 원자로용기의 높이， 무게 둥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원자 

로집합체에 대한 기본적인 치수 셜정이 되어야 하므로 예비 개념설계가 되 

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 

다음으로 모률형태로된 지관형 중기발생기， 모률형태로된 나선형중기발 

생기， 그리고 일체식으로된 나선형중기발생기에 대한 상대적인 장단점과 

크기의 비교를 비교하였다. 모률로 구성된 직관형 중기발생기를 살펴보면 

셜계와 제작이 비교적 용이하며 교체도 모률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러나 관막옴올 했올 때 부분적으로 hot spo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과열 

중기를 얻기 위해서는 높이가 매우 높게 된다. 또한， SKBK의 경험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중앙부위와 주변부위의 온도차이로 인한 열팽창 차이 

로 피로하중올 받게되어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도 있다. 반면에， 모률로 구 

성된 나선형 중기발생기는 제작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높이가 낮고 

compact한 설계가 되며 모률올 교체하는 개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앞 

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일체식으로 된 나선형 중기발생기는 설계 및 제작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취급이 힘들고 모률형 교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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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이상에서 노심지지원통을 감고 올라가는 형태의 중기발생기를 용량에 따 

라 검토해본 결과 중소형 일체형으로 개념 개발올 하는 신형원자로의 경우 

높은 출력에서는 적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며 여러개의 카세트 혹은 여러 

개의 모률로 구성된 중기발생기를 고려한 셜계가 바랍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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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재순환식 u-튜브 중기발생기와 관류형중기발생기 비교 

비교항륙 l←튜브 째송환혈 판류혐 칙판혐 

시스햄 구성 분리혈에 주로 사용 월체혈메 추로 사용 
RV 상단메 우|치 

기기 비교 슬분분리기 톨필요 

흥기건조기 

흉기 건조포화용기 고}윌흥키 

부하변확대용 층기압의 변화큼 과얼도변화로 일부 부하변화 대 

용 

동일훌력시의 작움 륨 

전엄면적 

부식 를리 유리 

튜브메 일， 이차혹의 입력차에 의 이차혹 튜E안에 우|치하므로 튜 

한인장용력 브메 압혹웅력이 작용 

채작상 뭄제혐 및 국내 운전， 제작 경험 많음 국내에서 원자력분야에 용용 셜 

문전경험 적없고， 국외에서도 경험 적용. 

제작이 u-튜E머| 비해 어려운접 

온없융 

튜E의 염행찰에 튜브 축방향 얼팽창이 비교적 자유 직판혈온 튜E의 축방향 얼팽창 
의한구조혀 건전 로용 이 어려운 뭄제 . 나선형온 룬제 
성 없용. 

보수 및 겁사 보수 및 겁사가 상대적으로 쉬용. 방사선 지역에서 보수 및 검사. 

u-튜E으| 교체와 청소가 곤란. 일체혈에서 모톨형태로 보수하 

는 경우 많용. 월격검사방법 

필요. 

를수성분및 습분분리기와 중기 건조기가 있으 세판에서 중기화하므로 순수해 

채어 므로 급수의 순수성 요구가 엄격하 야합. 

지 않음. 급수량의 변화에 따라 발생흥기 

량의 변화가 크므로 정교한 급 

수제어 필요. 

유체기인진동 주냉각재가 튜브안에 촌째하므로 질량이 많은 주 냉각째가 튜브 
상대적으로 문제없음. 외부메 유입될 때 유체기인 진 l 

동룬제접. 

기타사항 SG 가 옆으로 넙음 SG 의 높이가 높홈 

흥기 피폭 가능성 

흥기밭생기 높이톨 률이기 위해 

여러개의 SG 로 싫계하는 경우에 

는 RV 메 많은 월공(급수， 흥기 
노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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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340 MWt 원자로의 나선형 중기발생기 개념 셜계값. 

염 번효 얼 칙경(mm) 튜브갯수 유A길 Ol(m) 나선갇l언 감김 잊수 
2145 24 39.7 5.08 5718 

2 2195 25 39.8 5.17 53/4 
3 2245 25 39.8 5.06 55/8 
4 2295 26 39.8 5.15 5112 
5 2345 26 39.7 5.04 53/8 

37 3945 44 38.8 5.07 31/8 
38 3995 45 39.3 5.12 3118 
39 4045 45 39.8 5.05 3118 
40 4095 46 38.7 5.10 3 
41 4145 46 39.2 5.04 3 

-"--

표 2Z7 940 MWt 원자로의 나선형 중기발생기 개념 셜계값. 

엄 번효 엄 칙경(mm) 휴므 갯수 유효김 Ol(m) 나선각(11) 감김 횟수 
2650 34 59.6 5.82 7118 

2 2700 35 59.6 5.88 7 
3 2750 35 59.6 5.78 67/8 
4 2800 36 59.6 5.84 63/4 
5 2850 36 59.6 5.74 65얘 

47 4950 63 58.6 5.78 33/4 
48 5αJO 64 59.2 5.81 33/4 
49 5050 64 59.7 5.75 33/4 
50 5100 65 58.3 5.79 33/8 
51 5150 65 58.9 5.82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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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1880 MWt 원자호의 나선형 중기발생기 개념 셜계값. 

얼 번효 멀 찍경(mm) 류브갯수 유.A.길 Ol(m) 나선각{이 감김 횟수 
3525 79 78.7 \0.11 

z 3575 80 79.8 \0.09 
3 3625 81 79.5 \0.08 
4 3675 83 79.1 10.1 8 
5 3725 84 78.7 \0.17 

43 5625 126 78.5 10. \0 
44 5675 127 79.2 10.09 
45 5725 \28 79.9 \0.08 
46 5775 129 78.3 10.07 
47 5825 131 79.0 10.14 

표 2.29. 용량에 따른 주요치수 비교 

항륙 340MWt 940MWt 

CS8 외정 (mm) 2120 2625 

SG 폭 (mm) 1230 1515 

SG 유효높이 (m) 3.5 6 

션옐환 길이 (m) 39 59 

천얼판수 1414 2519 

천얼판 무째'(혼) 46 124 

RV 내경 (mm) 4580 5655 

RV 외정 (mm) 

• 천열관만의 무게이며 지지구조물융 고려한 중기발생기 

푸게는 일반적으로 이 강의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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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일체형원자로와 분리형원차로에서의 중기발생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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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MRX 중기발생기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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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피치를 달리한 전열관 배치 방법 

-122-



4 

3 

2 

1 

6 

7 

그림 2.52 KLT-40 증가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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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VPBER 중기발생기 카셰트 배치도 및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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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그림 2.54 NHR-5의 중기 발생 가 모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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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일체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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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3 장 추요 핵심 요소 기출 개발 

제 1 절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1.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수력적 모델령의 필요성 

중기발생기는 관류식 나선형으로 일차계통과 이차계통간의 열교환기 역 

할올 하며 일체형원자로의 제반 성능에 지대한 영향올 끼치는 매우 중요한 

기기이다.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에서는 기존 u-튜브 중기발생기와는 

달리 튜브 내로 이차급수가 흐르고 튜브 밖으로 일차냉각재가 흐르며 출력 

운전범위에서 충분한 과열도의 중기가 중기혜더에 형성되도록 셜계된다.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 설계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에 대한 열수력적적 모렐링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의 열수력 현상올 모텔링하여 

중기발생기의 정상상태 성능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햄을 개발하였 

다.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기발생기 열용량 결정은 불론 정상 상태시 

의 주요 변수값들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의 대상 중기발생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인 일체형원자로 SMART에 장착될 중기발생 

기이다. SMART에 사용될 중기발생기에 대한 일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중기발생기는 원자로 용기 환형공간에 셜치되며 여러 개의 모률로 구성 

된다. 중기발생기는 이차측이 전열관의 안쪽올 흐르고 일차측이 전열관 사 

이의 공간을 흐르는 관류형 (once-through type)이다. 중기발생기의 열전달 

면적 크기는 중기발생기 혜더에서 충분한 과열중기를 생성할 수 있도록 결 

정된다. 각 중기발생기 카세트는 급수공급헤더， 중기방출혜더， 유량제한기， 

및 외곽 케이싱으로 구성된다. 유량제한기는 급수공급헤더 입구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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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든 훈전범위에서 증기발생기내에서 유동률안정을 피하기 위해 설치된 

다. 본 연구에서는 정격운전시 약 1 MPa 정도의 압력 강하가 일어나도록 

유량제한기의 크기를 선정하였다. 

중기발생기는 12개의 카세트로 구성되며 전체 열전달 튜브는 12개의 카 

세트에 배분된다. 각각의 카세트는 6개의 모률을 갖는다. 따라서 전체적으 

로 72개의 모률로 구성되며， 9개의 모률이 합쳐져서 l개의 하부 섹션이 되 

어서 원자로를 관통한다. 카세트는 단위 형태의 증기발생기를 칭하며， 이들 

카세트가 2개씩 합쳐진 것이 하부섹션이 된다. 하부섹션이 다시 둘씩 합쳐 

지면 격리가 가눔한 4개의 독립적인 섹션을 형성한다. 그림 3.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8개의 하부섹션과 4개의 섹션이 구성된다. 

중기발생기는 10%의 전열여유도를 갖는다. 따라서 전열관의 파손이 있 

는 경우에 10%까지 관 막옴을 할 수 있다. 전열관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에 이를 통해 누출된 방사눔을 중기발생기 격리밸료 밖에서 검출한다. 운 

전 중인 경우에는 누출된 섹션의 격리밸료를 닫음으로써 하나의 섹션이 격 

리되고 75%출력의 운전이 된다. 이 때 하나의 섹션은 4개의 다른 카세트 

에서 온 8개의 모률과 연결되어 었다. 따라서 하나의 섹션올 격리시켜도 

국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석시 사용된 SMART 중기발생기 관련 설계 자료는 표 3.1 .1.에 요약 

하였다. SMART 전체 계통에 대한 설명 및 기술은 2철의 자기가압기 부 

분에서 자세히 다률 것이다. 

2. 관류형 중기발생기 모텔링 

가. 주요 지배방정식 

중기발생기 튜브나 급수선과 같은 배관에 다음과 같은 질량연속방정식 

및 운동량방정식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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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량연속방정식 

m = pjv;A j = P i+ lV j+lA j+l (3.1.1 ) 

(2) 운동량방정식 

-4E = 4(강)+rK효L + -* + eJ강 η2Ø + pgsin 8 (3.1 .2) dl dl' P I • L ..... , Asu>7 • D ’ I 2p '1"/.<11 

ε 끄~ = _ ~ + (3.1 .3) 
πD뻐d 

η2Ø = 0.5(꽃 - 1) + 1 for eva，椰뼈 sec tion (3. 1.4) 
1I1Ø 

여기서 m p, ι， A 는 각각 질량유량， 밀도， 속도， 유로단면척을 의미한 

다. K, 는 경험적 형상손실계수， G는 질량유속(mass flux), 그리고 j는 

배판에서의 마찰계수이다. Pe , i, D 는 각 각 배관의 원주길이， 유로 길이， 

배관직경올 나타낸다. () 는 기준좌표촉을 +z 대비 유로 방향의 각도이다. 

혼l 는 냐선형 튜브 내로 흐르는 유동에 대한 단위 길이당의 압력손실 보정 

계수이며， Dwind는 나선형 튜브의 냐선직경이다. η21Zl는 이상유동에 대한 밀 

도보정계수이다. 일차측 튜브 다발에서의 압력 강하 계산에는 다음의 상 

관식올 사용하였다: 

여기서， 

ðP1W =(0.13610g A + 0.057). C. N. pv2 (3 .1 .5) 

A= (3L)/(3응-1) d
o 

1/ , d
o 

7패00102"A 10.25logA+O.I 
C=[ Re ] 

그리고 SI은 반경방향 피치 S2는 수직방향 피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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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평형방정식 

관류형 중기발생기의 열적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중기발생기가 하나의 

특성전열관으로 대표된다고 가청하였다. 중기발생기 튜브 바깥(일차측)으 

로부터 튜브 길이를 따라 튜브안쪽(이차측)으로 전달되는 열량에 대한 열 

평형식은 다음과 같다: 

d QSG - di1 

dz ml dz (3.1.6) 

d QSG - di2 

dz m2 dz (3.1 .7) 

QSGj = 껴2(ij+l - ij) = Uij A jj ~ T LMTD; (3 .1 .8) 

Uij = l 
1 -L ~ h + x-L- h(-판) + ττ---

ij+ 1/2 …l ’ ‘’‘ T i '1ι'1 0;+ 1/2 

(3.1.9) 

여기에서 dQ는 j번째 계산 영역에 전달되는 열량이며 m， l , (j는 각 

각 유량， 엔탈피， 및 평균열전달계수이다. h는 각 각 튜브바깥쪽 표면 또 

는 튜브 안쪽 표면에서의 열전달계수이며 7은 튜브의 반영을 나타낸다. 

중기/급수배관의 내외 표면， 냉각기의 내표변에서의 강제대류에는 다음의 

열전달계수를 이용하였다[12]: 

h2 = 0.021ReO.8Pr O.43 ( pr /Pr ws)O. 'lS(k/찌ê at Re> 104 

h2 = KoPr O.43( Pr / Pr ws)O. 'lS(k/ d) ê at2200sRes 104(3. 1.10) 

h2 = 0.17ReO.33GrO.lprO.43(Pr/Pr ws)O. 'lS(k/찌 êat Re(2000 

여기서 

Ko = K Ol + (GrO
•
1 

- l)K 02: 

(3.1.11) 
KOH02) = AOH02)R，냉 + BOH02)Re2 + COH02) + DOH(2) 

계수 A, ß , C, D 는 표3. 1.2에 정리하였다. 비둥영역에서의 비둥열전달계 

수는 다음의 상관식을 이용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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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 2.907500.197 P)o.2(q/O.I63πφ) O. 7 (3.1.12) 

여기서 q는 선형 열유속(W/m)이고 P는 압력 CMPa)이다. 

나선형 튜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차와류에 의한 열전달 중대효과는 다읍 

의 상관식올 이용하였다: 

rp = 1 + 3.54 . d/ D뻐d (3.1.13) 

일차측 대류열전달계수로 다음의 상관식올 사용하였다[12]: 

hl = 0.18Reo . 64몽 (3.1.14) 

튜브 금속의 열전도도 km은 다음의 티타늄 합금에 대한 열전도 상관식을 

이용하였다. 

k". = 0.0145306 . T w + 10.1738743 (3.1.15) 

가압기 뱅각기 튜브 및 중기/급수배관내에서의 열전달 방식은 유동에 의한 

열 및 질량 전달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중기발생 

기 튜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열전달방식과 같다. 따라서 이들에 적용되는 

열평형식은 중기발생기 모텔링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j+l/2는 관련 계산영역에서의 명균값을 의미한다 t::. T LMTD)는 j번째 계산 

영역에서의 일차측 및 이차측의 Log Mean Temperature Difference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T - ( T l, i - T 2,j) - (T I.i+1 - T 2,i+l) 
.1. LMTDj - T 1; - T 'J (3.1.16) ln( ,.,.. .. 1.1 ι.) 

T I. i+1 - T 2,i+1 

표기 및 기호에 대한 정의는 그림 3. 1.2의 중기발생기 계산영역 세분화도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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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방법 및 철차 

개발된 모웰링에 기초하여 일차측 및 이차측 주요변수를 계산하는 프로 

그햄올 만들었다. 일차측 압력， 노심출구온도， 급수온도， 중기혜더에서의 

중기압력이 주요 프로그랩 입력자료이다. 노심입구온도 및 압력， 중기온도， 

주급수압력， 열전달량퉁이 주요 프로그랩 계산결과이다. 

중기발생기는 튜료 계산 영역 세분화률 위해 노드수에 따라 계산 값의 

변동이 거의 없는 범위내의 노드갯수중 최소 노드갯수률 이용하였다. 계산 

시 17개의 고정된 노드와 2개의 가변경계률 사용하였다. 이차측 저유량조 

건에서는 비퉁 빛 과열이 중기발생기 튜브 길이의 하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유량조건에서는 계산노드가 튜브길이의 하부에 집중되도록 하여 전 운전 

범위에셔 상 구분이 명확해 지도록 하였다. 

중기발생기내의 이차측은 운전조건에 따라 과냉각유동， 이상유동， 과열중 

기유통중 어느 하나 또는 여렷이 혼재하는 복잡한 열수력적 현상이 일어나 

게 되는데 프로그랩에서는 어떤 세분화된 계산영역에서 상변화가 얼어나게 

되면 가변경계영역올 계산할 수 있는 부프로그햄올 불러 경계높이 및 경계 

값올 정확히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변경계영역 부프로그랩에서는 경계 

면에서의 열역학적 건도가 0 이거나 1임올 이용하여 고정된 계산영역에서 

의 경우와는 달리 경계높이를 구하게 된다. 즉， 고정영역에서는 주어진 열 

전달 면적올 이용하여 출구노드에서의 온도， 앤탈피(따라서 건도)를 구하는 

반면 가변경계영역 부프로그랩에서는 가변경계에서의 건도(따라서 앤탈피) 

를 이용하여 가변영역의 열적 크기 및 경계 온도 값올 구한다. 그림 3.1.3 

은 중기발생기 성능해석 부프로그랩의 계산 흐름도이다.그림 3.1.4은 이차 

측 경계위치 및 경계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부프로그햄의 상세한 계산 과 

정올 보여준다. 

수치해법으로는 중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온도 예측시 Newton-Raphson 

법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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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텔링에 근거하여 개발된 중기발생기 부프로그랩 

올 이용하여 정격 출력운전시의 중기발생기만 성능해석올 별도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3.1.5 및 3.1.6에 표시하였다. 그림 3.1.7 빛 3.1 .8은 MRX 

설계 자료올 이용한 수치 모의 결과와 MRX 셀계 자료와의 비교를 보여준 

다(온도 분포만 비교). 전반적으로 계산 결과는 일본 ]AERI 껄계 자료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텔링에 근거하여 개발된 프로그햄의 수치 모의 결과 

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기발생기 열수력 

분석 프로그햄은 그 자체로 중기발생기 열용량 결정 셀계시 활용되는 것은 

물론 2절의 자기가압형 가압기 성능해석 프로그랩 개발 및 9철의 피동잔열 

제거계통 성능해석 프로그랩 개발시 부프로그랩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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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해석시 사용된 중기발생기 셜계자료 

셜계항목 비고 셜계치 

썩션 개수 4 

섹션당 카세트 개수 3 

카세트당 모률 개수 6 

카세트당 휴브 개수 잃O 

섹션당 일차측 유로 면적， m 0.4073 

튜브내경/외경， m o.α꺼VO.012 

튜브의 나선 직경， m 0.47 

튜브표면의 거철기， m O.α)003 

휴브 길이， m 14.4 

수평 피치， m 0.0165 

수직 피치， m 0.0135 

튜브재질 티타늄 합금 

수직방향 튜브갯수 197.0 

중기발생기 유효 높이， m 2.65 

중기발생기 일차측 체적， mj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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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중기발생기 강제대류 열전달계수 평가시 사용된 값 

Ratio KOl Kæ 

A 0.0648632188- 1O-!oI -0.0217많3558- lO-!oI 

B -1.36670743- 10-1> O.뼈없61777-10-1> 

C 12.4373174- 1O-~ -3.1α￡앉562- 1O-j 

D -19.2828924 7.00904421 

표 3.1.3 MRX 중기발생기 젤계 제원 

전열관수 77 일차측 유량， kg/s 1250 

전열관 재질 Inconel-800 이차측 유량， kg/s 46.67 

전열관 내경/외경， m 0.0148/0.019 일차측 압력， MPa 12 

반경방향피치， m 0.025 노섬출구온도，℃ 297.5 

수직방향피치， m 0.025 증기압력， MPa 4.0 

노심원통외경， m 2.095 급수온도 oc 185.0 

원자로용기내경， m 3.295 SG 유효 높이， m 2.1 

튜브 길이， m 41.8 튜브충수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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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 중기발생기 하부섹션 및 섹션 배치도 

.,. T: J.1 

+ 

( 

Lι RJ 

l1 # # T2 」

그림 3.1.2 중기발생기 튜브의 계산영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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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Read ’nput Data 

- 전얼관 길이톨의 기하확쩍 자료 
- 밑~혹 유량톨의 경계조건 
-계산노드생산 

반륙계산를 위한 초기 ÃI 가뀔 

- 얼를활흩 가쩔 
- SG 월~혹 흩구온도(T1 (NS))여|혹 

- 각 노드 월/이차혹 온도，압력 가정 

- 밑/이차혹 U (j) .Q(j) .Tw(J) 및 
E(j+l ).X(j+l ).T(j+l ).P(j +l) 계 산 

T1 (NS) 보쩔 

。

STOP 

그림 3.1.3 증기발생기 성능해석 프로그랩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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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rom Main PGM 

다톰과 링은 관련윈자톨 넘겨받를 

- T1 (j) .T2(j) .E1 (j) .E20> .XO> .P(j) 

반혹켜l흐}를「휘 

- 렴계높이 뭘 

-j+1 이|서 흩계변수가 정의된다고 가철 

- X(j+1). 이를.T2(j+1 ).E2(j+1) 계산 
- Q (j) .E1 0+1 ).T1 (j+1) 계산 

- Tw(j) 뭘 U(j) 계산 
- TLMTD 계산 
- BH 계산 

계산된 홉계위치 밀 검계 변수톨 

01를하여 노드 j이|서 열계위치까지 
압력손일계산하여 P2(j+1 ) 구활 

BH. 수청 

계산된 홉계강톨 i노드강으로 치흰 
힌후 추어진 잔여 늪이 

AH(FH (J)-BH)엄역이|서 밑/이차 
혹 T(j+1 ).P (j +1 ).X (J +1). 구활 

Aeturn To Main PGM 

그림 3.1.4 중기발생기 이차측 경계위치 및 경계변수를 구하는 

부프로그햄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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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기가압형 가압기 

1. 서 론 

제 2 장에서 주요 훤자력 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 가압형 가압기 

의 주요 설계 특성올 고찰한 바 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지역 난방용 원 

자로로 개발중인 NHR-200의 경우， 원자로 출력이 200 MWt 정도임에도 

원자로 높이， 외경， 및 가압기 총 체적은 각 각 약 13.6 m, 5.1 m, 및 24.5 

m3 정도이다. 또 러시아에서 지역 난방용 원자로로 개발중인 AST-많m의 

경우에는 이들 값들이 각 각， 16.4 m, 4.8 m, 및 28m3 (중기체적만) 정도 

이다. 이들 예에서 보듯이 원자로 출력이 커지면서 요구되는 가압기 크기 

의 증가 둥으로 해서 용기의 크기가 커지게 된어 원자로용기의 제작 가능 

성 및 수송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특히 300 MWe - 600 MWe 급의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그 크기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혜수담수화 둥의 다목적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일체 

형 원자로 SMART(그림 1 참조)에서는 제작 가능성， 수송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원자로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출력올 낼 수 있 

는 방안으로 저온 가압기 개념을 개발하였다. 저온 가압기 개념의 도입으 

로 가압기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기 가압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압기 개발이 가능하며 원자로용기의 크기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 

폭 줄일 수 있게 된다. 

2. 저온가압기 개념의 도입 필요성 

가압기를 원자로용기내에 위치시킨 이유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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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소는 방사능올 가지고있는 일차앵각수가 흐 

르는 일차계통의 모든 주요기기를 하나의 압력용기안에 위치시켜 안전성올 

향상시키는 일체형원자로의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소 

는 가압기가 용기밖에 위치하는 경우 용기밖 가압기와 용기사이의 연결배 

관(가압기 밀림관) 및 노즐이 원자로 정상 및 과도상태시 일어나는 일차냉 

각재의 내. 외 밀림현상으로 어떤 기기보다도 격심한 열 충격 및 피로를 

겪기 때문에 이들 충격 및 피로 완화를 위해 열소매와 같은 특별한 장치를 

셜치하더라도 밀림관 및 노즐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다. 세 번째 요소는 가압기가 용기밖에 위치하는 경우 과도현상에 의한 내 

밀림시 가압기내의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여 계통압력의 제어를 어렵게 하 

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밀림판이나 가스 탱크에 냉각기를 셜치해 

야 한다는 점이다. 

가압기가 용기안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외부에 위치하는 저온 가압기 

경우와는 다르게 가압기내의 유체 온도가 노심출구온도와 같으므로 일차계 

통 온도변화시 압력변동이 크다. 즉 셜계에 따라 증기-가스 가압기 및 가 

스만 사용하는 가압기가 가능한 데 표 3.2.1은 프로그랩된 원자로 출력이 

변할 때 이들 두 가압기에서의 압력변동 비교를 보여준다(그림 3.2.2 및 그 

림 3.2.3 참조). 고온에서 압력 변동의 주 요인이 중기분압임올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일체형원자로 내에 설치되는 자기가압기는 그 체적이 모든 

과도상태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든지 아니면 가능한 한 가압기내의 유체 

를 저온으로 유지하여 중기분압을 낮추든지 하여야 한다. SMART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원자로용기 크기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자의 셜계 

방안을 선태하였다. 이 목적으로 가압기 내에 습식단열재 및 냉각기가 셜 

치된다. 가압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에 별도의 공간올 사용하며， 원자로 

심 출구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압기안에 가압기와 

일차계통과의 경계면에 습식단열재를 셜치하여 일차계통으로부터의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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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하였다. 냉각기의 열 교환기는 기기냉각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냉각수에 의해 냉각된다. 

가압기 압력은 중기분압 및 질소분압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가압기가 

원자로용기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 가압기내의 유체 

온도는 고온의 노심출구온도와 같게되어 중기분압이 커져서 가압기 압력은 

노심출구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된다. 이러한 ‘고온가압기’의 단점율 피 

하기 위해서 노심 출구로부터의 열전달올 차단하고 가압기내의 유체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함으로써 압력변동올 최소화할 수 있는 ‘저온가압기’ 개념이 

도입되었다. ‘저온가압기’ 개념은 가압기 내에 습식단열재와 냉각기의 셜치 

로 구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가압기를 포함한 주요기기들로 이루어진 일체형원자 

로 계통올 모텔링하여 저온가압기의 정상상태 성능해석올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올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주어진 출력 수준에서 노심입구온도， 

증기온도， 가압기압력， 및 가압기수위둥의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올 이용한 성능분석을 통해 예비 셜계된 ‘저온가압기’ 가 출력범위 

에서 정상상태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프로그 

램 검증올 위해서는 대규모 종합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 대 

상인 SMART는 잃o MWt급의 열출력올 내는 일체형원자로로 현재 한국 

원자력연구소에 의해 해수담수화동의 다목적용으로 개발되고 있다[13]. 

SMART에서는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 밀봉형 원자로냉각재펌프， 능동 

적인 압력제어기기를 필요치 않는 자기가압기와 같은 주요 일차 기기들이 

원자로용기 내에 셜치된다. SMART 주요 기기들의 대략적 형상은 그립 

3.2.1의 SMART 일반 배치도에 나타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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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관련 주요 기기 셜명 

가압기는 자기 가압방식을 채태하여 분리형 훤자로와는 달리 별도의 부 

품이 었지 않고 원자로의 상부에 기체공간을 두어 가압기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가압기 합력 제어를 위해 특별한 능동 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훤자로 뱅각재의 충분한 과냉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스에 의한 가 

압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로 내부는 정상운전시 완천히 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상부가 수중기와 질소가스로 채워진다. 또한 원자로 기동시의 

부족한 공간올 위해 외부에 질소탱크률 연결하여 셜치한다. 

가합기는 밀봉된 용기로 원자로용기의 중앙덮개와 원통형 용기， 그리고 

밑판으로 구성된다. 가압기의 내측 공동온 원통에 의해 두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었다. 즉， 중앙에 위치한 중앙공동과 주변을 따라 셜치된 주변공 

동이다. 전체 가합기는 그림 3.2.4의 가합기 해석 형상에서 보듯이 가합기 

전체 공간은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가압기의 주변공동의 밑부분은 

배관을 통해 가합기 환형공동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주변공동의 윗부분은 

중앙공동의 밑부분과 연결되어 었다. 

주변공동의 부피는 얼차냉각수의 온도변화에의한 냉각수의 부피변화 보 

다 크게 셜계되었다. 또한 환형공동 최상단과 주변공동의 바닥 그리고 주 

변공동의 최상단과 중앙공동의 바닥이 연결되어， 주변공동내의 물이 피스 

톤처럼 착동하도록 셜계되어 중앙공동안의 질소 가스가 노섬쪽으로 이동하 

는 것올 방지하였다. 또한 일차계통의 온도진통중에 환형공동 상단부와 주 

변공동 상단부에 축척된 질소가스는 중앙공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주변공 

동안의 작은 양의 물을 가합기 냉각기가 냉각시키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에 주변공동안의 물이 냉각되므로 과도상태시 중앙공동으로 고온의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가압기 성능해석을 통해 정격 운전시 중앙공동내 

의 온도를 90 OC - 100 oC 로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가합기 냉각기내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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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유량 및 온도둥올 구하는 모텔링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해석 모텔링 

에서 중기발생기에서의 열수력적 거동 및 일차계통내에서의 옹도 분포가 

동시에 고려되었고 환형공동올 통과하는 중기배관， 급수배관， 주순환펌프 

우회유량， 가압기 냉각기， 주변 벽면이나 단열재둥의 열 매체를 통한 열전 

달이 모두 고려되었다. 

냉각재 순환펌프는 통속에 들어있는 비동기성 모터와 축류형 단단 펑프 

로 구성된다. 냉각재 순환펌프는 두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다: 

- 정격운전시 100% 정상 일차냉각수 공급모드(고속 운전) 

- 원자로정지후 냉각시 25%까지 감소된 일차냉각수 공급모드(저속 운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정상상태 성능해석에서는 먼저 습식단열재 및 냉각 

기가 장착된 가압기와 중기발생기를 포함한 일차계통올 모탤링하여 냉각기 

튜브의 길이에 따른 질소가스질량， 각 가압기 공동의 유체옹도， 노심입구 

및 출구온도， 가압기수위둥의 정상상태시의 주요 셜계 용량 및 변수를 결 

정하였다. 그런 후 개발된 성농해석 프로그램올 이용하여 출력에 따른 주 

요 설계변수의 추이를 분석하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체형원자로 

중기발생기 및 가압기 성능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중기발생기 및 가압기를 

포함한 전 일차계통은 그립 3.2.5에서 보듯이 온도 영역에 따라 여러 소영 

역으로 세분화되어 각 영역에서 계산이 수행되었다. 원자로 용기를 통과하 

는 배관도 적절히 모텔링되었다. 해석에서 입력변수로 사용된 SMART의 

주요 운전변수는 표 3.2.2와 같다. 

4. 저온가압기 성능해석 모델링 

가. 주요 지배방정식 

증기발생기 급수선과 같은 배관에 다옴파 같은 질량연속방정식 및 운동 

량방정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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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m = p;v;A; = P;+lV i+ 1A i+ l 

(1) 질량연속방정식 

+ ei]짧 η241 + pgsin 8 (3.2.2) +용 

(2) 운동량방정식 

J ,...2 r P". 
= 요(~ ) + IK;二Ldl' p I , L .... , Asu,; m

ω
-
d
 

(3.2.3) 

(3.2.4) η2φ = O.5(꽃 - 1) + 1 for evaþoration sec tion 
"141 

A 는 각각 질량유량， 밀도， 속도， 유로단면적올 의미한 ι， p, 여기서 m 

는
 

‘ J 질 량유속(mass flux) , 그리 고 G는 형상손실계수， K, 는 경험적 다. 

Pe , t, D 는 각 각 배관의 원주길이， 유로 길이， 배관에서의 마찰계수이다. 

유로 방향의 각도이다. 6 는 기준좌표축올 +z 대비 배관직경을 나타낸다. 

튜브 내로 흐르는 유동에대한 단위 길이당의 압력손실 보정 e. 는 나선형 
계수이며， Dwind는 나선형 튜브의 나선직경이다. η2(1)는 이상유동에 대한 밀 

도보정계수이다. 

(3) 열평형방정식 

각 가압기공동내의 유체용도는 각 가압기공동의 표면과 그 공동내의 열 

매체를 흥해 전달된 열량올 계산함으로써 결정된다. 각 가압기공동내의 열 

튜브， 중기/ 보듯이 열차폐체(습식단열제)， 냉각기 매체로는 그림 3.2.4에서 

급수 배관， 및 주냉각재펌프 우회유량이 고려된다. 

고려 대상 열매체 Y 표면올 통해 이웃하 각 가압기공동을 포함한 임의의 

는 또다른 열매체 X에 전달된 열량은 다음의 열전달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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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y-X = UA(T y - T x ) (3.2.5) 

중기배관， 급수배관， 냉각기내에서의 열전달량은 또한 다음의 식을 만족하 

여야 한다: 

브호느죠 - 샤」칸 
dz …dz 

전체열전달계수 U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
y

-
X = 上 + (4E) + 上

h y , \ k", I ' hx 

(3.2.6) 

(3.2.7) 

중기/급수배관의 내외 표면， 냉각기의 내표변에서의 강제대류에는 다음의 

열전달계수를 이용하였다[12]: 

h2 = O. 021Reo.s Pr O.43( Pr / Pr ws) O.25( k/φE atRe> 104 

h2 = K OPr O.43( Pr /Pr ws)O.25(k/φ E at2200~Re~104 (3.2.8) 

h2 = 0.17 ReO•33CrO•1 Pr O.43( Pr / pr ws) O.25( k/φ EatRe(2000 

여기서 

Ko = K Ol + (CrO
•
1 

- l)K 02‘ 

(3.2.9) 
KOH02) = AOH02)R갱 + BOH따)Re2 + COH02) + DOH따) 

계수 A , ß , C, D 는 3장 1절의 표3. 1.2어l 이미 제시되어었다. 

튜브 금속의 열전도도 km은 다음의 티타늄 합금에 대한 열전도 상관식을 

이용하였다. 

k ", = 0.01뼈306 . T w + 10.1738743 (3.2.10) 

습식단열재는 앓은 금속 막으로 구성된다. 이들 막 사이의 좁은 틈새에는 

냉각재가 정체되어서 틈새 내에서 자연순환에 의한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 

는 것을 억제하므로 효과적인 열차폐체 역할을 제공한다. 습식단열재의 

열전도도에는 다음과 같은 유효 열전도 계수식이 사용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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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f/=k. 0.105' RaO
•
3 for Ra ( 1.05 

K ef/= k • 0.4 . RaO
•
2 for Ra > 1.05 

(3.2.11) 

여기서 Rayleigh수 Ra는 Gr와 Pr 의 곱으로 정의된다. 각 가압기 공동의 

수직 경계표면 및 수직 냉각기 튜브표면의 자연대류는 다음의 열전달계수 

로 모렐링 하였다[12]: 

Gr = -.! · ( 1-UM/u) · z3 r = ? 

Nu= 0.135 . Ra 1/3 at Ra > 2 .. 107 

Nu= 0.54 . Ra 0.25 at Ra > 5 .. 102 

Nμ= 1.18. Ra O•l25 at Ra > 1. . 10-3 

Nu=O.45 at Ra ~ 1. • 10-3 

(3.2.12)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상수， ι는 비체적이며 ， z는 고려되고 있는 영역의 

길이이며， ν는 유체점성계수이다. 

수평배관 및 수명 판의 경우는 (3.2.12)식의 결과에 1.3을 곱한 값을 사용하 

면 된다[12]. 

(4) 일차계통 질량 보폰 및 압력 결정식 

가압기 압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차계통내에 폰재하는 전체 냉각채에 

대한 질량보폰방정식을 적용하여 가압기내의 기체체적을 먼저 구해야 한 

다: 

M 1. TOTAL = M PZR + 짧κ = CONSTANT (3.2 페 

MPZR = Mpz.쩌 + MPZJ(2 + MPZ.KJ (3.2.14) 

여기서 PZR1, PZR2, 및 PZR3은 각 각 그림 3.2.4의 해당 가압기 공동을 

의미하며 중앙공동(EC) ， 주변공동(IC) ， 및 상부환형공동(UAC)이라 불린다. 

각 공동에서의 질량보폰식은 다옴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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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ZRi = MSTEAM + M뼈TER ~ M WATER (3.2.15) 

각 공동에서의 총압력식은 구성 유체의 부분압력의 합으로 표시된다 : 

PTOTAL = P Nz + PST，ε4M (3.2.16) 

질소가스에 적용되는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N2 VN2 = ηtPZR;RTPZR‘öC (3.2.17) 

여기서 C는 기체가 이상기체의 상태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 

로 기체 압축성 보정계수이다. 

가압기 공동내의 각 질소가스는 다음과 같은 총 질소질량 보존식을 만족하 

여야 한다: 

mNz• TOT..μ = 후m서， PZRi = CONSTANT (3.2.18) 

5. 저온가압기 성능해석 계산 방법 및 절차 

앞절에서 제시한 모텔링에 기초하여 저온가압기 성능올 해석할 수 었는 

프로그랩을 개발하였다. 중기발생기 관련 자료는 3장 1절의 중기발생기 성 

능해석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서 이미 다루어 졌다. 가압기 관련 셜계자료 

는 표 3.2.3 및 3.2.4로 정리하였고 원자로 노심의 수직방향 출력분포 퉁의 

기타 업력자료는 표 3.2.5에 정리하였다. 표 3.2.5의 노섬출력분포는 전형적 

인 노섬 말기시의 출력분포에 해당하며 이 분포도를 이용해 노섬에서의 수 

직방향 온도 분포가 계산된다. 그 일차측 합력， 노심출구온도， 급수온도， 증 

기혜더에서의 중기압력이 주요 프로그랩 업력자료이다. 노심입구온도 및 

압력， 중기온도， 주급수압력， 요구질소칠량， 가압기수위， 가압기냉각기 출구 

온도， 주급수 및 주중기가 가압기를 통과한 후의 온도 및 압력이 주요 프 

로그램 계산결과이다. 프로그램에서 가압기 냉각기와 관련된 변수는 가압 

기 출구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력변수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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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철한 용량의 가압기 냉각기의 열용량올 결정하기 위해 3 

가지 경우의 가압기 냉각기의 튜브길이에 대한 해석올 수행하였다.3가지 

경우의 해석올 통해 가압기 냉각기의 튜브길이에 따른 가압기내의 유체옹 

도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여 적정 튜브길이를 결정하게 된다. 

중기발생기를 포함한 전체계통의 해석을 위해서는 전 계통올 여러 세부 

영역으로 냐누어 각 세부영역에서 관련변수의 대표값을 계산하도록 하였 

다. 가압기를 제외한 일차계통은 냉각재온도를 기준으로 고온， 평균， 및 저 

온으로 3동분하였다. 가압기 모텔링시 가압기내의 각 공동을 각각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냉각기 튜브도 하나의 계산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가 

압기 환형공간올 통과하는 중기 및 급수배관도 각각 하나의 계산영역으로 

처리하였다. 노섬은 앞서 기술했듯이 8둥분으로 셰분화되어 노심내 온도분 

포가 계산된다. 중기발생기 튜브는 17개의 고정된 노드와 2개의 가변경계 

를 사용하여 계산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이차측 저유량조건에서는 비둥 및 

과열이 증기발생기 튜브 길이의 하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유량조건에서는 

계산노드가 튜브길이의 하부에 집중되도록 하여 전 운전 범위에서 상 구분 

이 명확해지도록 하였다. 그림 3.2.5는 해석시 사용된 일차계통 계산영역의 

상세를 보여준다. 

그림 3.2.6은 저온가압기 정상상태 성능해석 프로그램의 전체 계산 흐름 

도이며， 그림 3.2.7은 가압기 성능해석 부프로그램의 계산 흐름도이다. 

수치해법으로는 가압기내의 열평형식 계산시 Newton-Raphson법올 적용 

하였다. 주프로그랩이냐 중기발생기/가압기 성능해석 부프로그랩 둥에서 

자주 사용되는 열 및 압력 배관에서의 열평형 및 압력강하계산들은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계산 루틴들올 이용하여 처리되도록 하였다 : 배관 마찰계수 

계산 루틴， 배관내 압력강하 계산 루틴， 밸브나 유량제한기 둥의 유로저항 

체에 의해 생기는 압력강하 계산 루틴， 환형공동을 통과하는 중기/급수배 

관과 같은 열배관의 온도 및 압력강하를 계산 루틴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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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논의 

그림 3.2.8은 가압기 냉각기의 튜브길이를 달리했을 경우(즉， 튜브감음수 

를 달리했을 경우)의 각 가압기 공동에서의 유체온도 및 냉각기 출구에서 

의 냉각수 온도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3.2.9는 가압기 냉각기의 튜브길 

이를 달리했을 경우의 질소가스분압 및 중기분압의 경향을 보여준다. 튜브 

길이가 중가함에 따라 가압기 냉각기의 냉각력은 더욱 커져서 가압기내의 

유체 온도는 더욱 낮아짐올 볼 수 있다. 또 뱅각기 출구 온도가 뱅각기 튜 

브길이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옴을 알 수 있다. 이는 튜브 길이가 짧은 경 

우에는 가압기 주변공동 유체 온도가 높고 반대로 튜브 길이가 긴 경우에 

는 유체 용도가 낮아지므로 튜브내의 냉각수에 전달되는 열량이 두 경우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계산 결과는 튜브 길이의 

변화가 연결배관을 포함한 중기발생기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옴을 보여 

준다. 이는 중기발생기 배관이 통과하는 가압기 환형공동이 주급수펌프 우 

회유량의 영향으로 가압기 주변공동으로부터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압기 냉각기의 튜브길이가 가압기 및 중기발생기 성농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러한 민감도 평가로부터 가압기 냉각기 튜브 하 

나가 가압기 중앙공동을 2 - 3회 감는 정도의 튜브길이와 습식단열채가 

셜치된 가압기가 ·저온가압기’ 개념을 제대로 실현하여 제 성능을 낼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냉각기 튜브를 3회 감은 경우의 100% 출력운전시의 

정상상태 계산결과는 표 3.2.6에 요약하였다. 

증기발생기 급수혜더 입구에 셜치되어있는 유량재한기 및 중기발생기 튜 

브를 통한 압력강하는 각 각 약 1 MPa 과 약 0.3 MPa 이다 (표 3.2.6 및 

그림 3.2.13 참조). 이러한 계산 결파는 중기발생기내에서의 유동불안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셜계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표 3.2.6의 계산결파에 의하면 원자로용기내에 셜치되는 관류식 나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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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발생기에서 정격운전사 원자로용기를 통과하는 중기배관에서 약 60 Oc 
의 과열중기가 생성됨과 가압기 중앙공동내의 유체 온도가 약 96 Oc 임을 
보여준다. 또 계산결과는 중기분압에 의한 압력 기여는 아주 미미하여 일 

차측 압력은 질소가스분압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들 결과는 현재 

분석대상인 저온가압기 및 관류식 나선형 중기발생기가 셜계의도대로 성눔 

을 내주고 있옴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압기 환형공동내의 유체온도는 주냉 

각재펌프 우회유량의 영향으로 노심출구온도에 가까운 306.4 Oc 이며 환형 
공동을 통과하는 중기배관내의 중기파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옴을 

알 수 었다. 이 공동을 통과하는 급수배관내의 급수의 온도상숭은 약 1.7 

℃ 정도이다. 

이렇게 예비 셜계된 가압기 및 중기발생기가 원자로 출력범위에서 어떠 

한 특성올 보이는지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 출력수준부터 5% 

출력수준까지 출력을 변화시키면서 주요셜계변수들의 열.수력적 특성율 관 

찰하는 정상상태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성능해석 프로그랩에서는 

3회 감긴 냉각기 튜브 길이가 사용된다. 본 해석에서 주냉각재순환유량은 

100%이며 중기헤더에서의 중기압력은 제어계통에 의해 3.3MPa로 유지된 

다고 가정하였다. 주된 입력변수는 이차측 유량에 의해 결정되는 프로그램 

된 출력-(노심출구)온도이다(그림 3.2.1 참조). 즉， 주어진 출력수준에 맞는 

급수유량 및 노심출구온도가 입력으로 사용되고， 가압기압력， 가압기수위， 

노심입구온도， 중기온도， 가압기 공동내의 유체온도， 급수압력둥은 계산으 

로부터 구혜진다. 

그림 3.2.10은 원자로출력 대비 중기발생기 일차측 출구온도， 일차측 평 

균노심온도， 이차측 출구온도， 가압기 환형공동 통과후의 급수온도를 나타 

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자로출력에 따라 노심입구온도 및 명균온도가 거 

의 프로그랩된 값과 같옴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자로제어계통에 의해 노심 

출구온도가 출력에 따른 프로그램값으로 유지 된다면 노심입구온도 및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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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온도도 중기발생기에서의 열수력적 특성에 의해 프로그램값을 따라감을 

의미한다. 그림 3.2.10에서 급수유량이 줄어들 수 록 가압기 환형공동 통파 

후의 급수온도가 급속히 증가함올 보여준다. 원자로 출력이 20% 인 경우 

의 온도 상숭은 약 5.8 0C 이며 원자로 출력이 5% 인 경우의 온도 상숭은 

약 14.6 oC 이며 원자로 출력이 1 %인 경우에는 약 45.3 oC 이다(그림에 

는 표시되어있지 않옴) . 위의 급수온도상승에서 보듯이 만약 급수배관의 

일부가 단멸되어 있지 않다면 저출력 운전조건내지는 피동잔열제거 운전모 

드에서 급수배관내에 비퉁이 일어날 수 있음올 알 수 었다. 현재의 껄계조 

건으로 판단했을 때 피동잔열제거계통 운전시 급수배관에서 비둥이 일어나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초기압력이 급 

수펌프의 정격출구압력과 같으며 초기 작동시 이차측 압력은 최소한 초기 

압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피통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을 수행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그림 3.2.11은 원자로출력 대비 가합기 공동 및 냉각기의 출구온도변화를 

보여준다. 환형공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공동에서의 출력변화에 따른 

온도변화가 5 oC미만으로 큰 변동이 없옴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온가압기’ 

의 설계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습식단열재 및 냉각기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2.12은 원자로출력 대비 가압기 수위 및 압력의 변화률 보여준다. 

출력에 따른 가압기의 온도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위변화의 경향과 압 

력변화의 경향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었다. 전 출력범위에서 가합기 압력 

의 변화폭은 약 1MPa정도이다. 이러한 압력변동은 주로 출력감소에 따른 

가압기 공동에서의 유체온도하강에 기인한다. 특히 출력감소에 비례하여 

환형공동내의 냉각재온도가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환형공동의 체적올 줄이거나 환형공동내의 냉각재온도가 노심출구 

온도의 영향올 작게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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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은 원자로출력 대비 이차측 급수압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출 

력운전중에는 중기압력제어계통이 중기압력올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출력에 

따라 급수유량이 변할 때 급수압력은 그림 3.2.13의 곡선에 따라 변해야 한 

다. 즉， 급수유량에 대한 급수압력이 이와같은 특성을 보이도록 급수펌프， 

제어밸브， 및 급수제어계통의 셜계가 필요하다. 이 결과로 부터 급수유량이 

유량제한기를 통한 압력강하와 중기발생기 튜브롤 통한 압력강하의 비율이 

원자로 출력이 감소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는 저유량 조 

건에서는 유량제한기의 효율이 떨어지게됩을 의미한다. 

그립 3.2.14는 프로그램출력 대비 실제출력을 보여준다. 계산결과는 프로 

그랩출력파 실제출력간의 차이가 전 출력범위에서 최대 1%를 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급수유량에 의해 출력이 결정되는 출력-온도 프로그램이 

관류형 중기발생기롤 채태하고 있는 일체형원자로에 아주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랩을 이용하여 얻어진 일체형원자로에 장착되 

는 관류형 증기발생기 및 저온가압기에 대한 정상상태 성능해석결파의 분 

석을 통해 가압기 환형공동내의 유체가 출력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온도가 

변함으로써 생기는 가압기 압력변동문제를 제외하고는 관류형 중기발생기 

및 저온가압기가 출력범위에서 정상상태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개발된 프로그랩의 검증을 위해서는 대규모 종합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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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노섬출구온도 변화에 따른 가압기 압력변동 

출력 수준，% 0 20 40 60 80 100 

노심출구온도 oc 2!x) 갱4 298 302 306 310 

증기분압이 없는 가스가압기인 
14.49 14.59 14.69 14.79 14.90 15.0 

경우의 압력， MPa 

중기분압이 고려되는 증기-가스 
12.40 12.88 13.37 13.90 14.43 15.0 

가압기 인 경우의 압력， MPa 

표 3.2.2 SMART의 주요 운전변수 

원자로 정격출력， MWt 잃0.0 

일차측 정상운전 압력， MPa 15.0 

정상출력운전시의 냉각재 온도， 노심출구/노심입구 oc 310.0/270.0 

노심관통 냉각재 유량， kg/s 1딪56.0 

주냉각재펌프 갯수 4 

증기량， kg/s 152.4 

제어계통에 의해 유지되는 중기혜더의 정격 중기압력， MPa 3.3 

급수 온도 oc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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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해석시 사용된 가압기 냉각기의 주요 껄계자료 

휴브의 내/외 직청， m .018/.015 

휴브의 수칙 높이， m 2.2 

휴브 갯수 6 
휴님의 째질 티타늄합금 

튜브 하나당 한번/두번/세번 중앙가압기률 감쌀 때의 6.6/13.2/19.8 
휴브 길이， m 

휴료의 나션 직청， m 2.1 

냉각기 입구에서의 냉각수 압력， MPa 0.5 

냉각수 총 유량， kg/s 3.4 

표 3.2.4 해석시 사용된 가압기 셜계자료 

셜계항목 벼고 셜계치 

중앙공동 체척， mj 12.46 
주변공동체적， mj 1.54 
환영공동체척， mj . 7.7 

중앙공동 높이/칙경， m 4.2/2.00 
주변공동 높이/직경， m 4.2/2.3 
환형공동 높이/직경， m 1.앓/3.6 

중앙공동 수직 벽의 두께， m 0.01 

가압기 수칙 벽의 열전도도， W/m.K 40.0 

주변공동 수직 벽의 두쩨， m 0.03 

각 가압기 공동의 수명 벅의 두께， m 0.05 

가압기 벅 및 단열재 금속 채질 티타늄 합금 

환형공동으로의 펌프 우회유량， kg/s 60.0 

습식단열채 한 충당 두째， mm 1.0 

습식단열채 충 갯수 20 
가압기 환형공간을 통과하는 급수배판 외/내경， m O.여4/0.04275 

가압기 환형공간을 통과하는 중기배판 외/내경， m 0.072/0.0705 

일차계통 총 질량， kg 4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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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해석시 사용된 가압기 및 중기발생기외의 기타 입력자료 

셜계항목 비고 껄계치 

급수혜더에 껄치되는 유량재한기의 유동저항계수 50.0 

중기발생기 중기혜더 유동저항계수 5.0 

저온상태시의 중앙공동내 냉각재 체척， mj 0.8722 

저온상태시의 주변공동내 냉각재 체척， m" 0.cm9 

저온상태시의 환형공동내 냉각재 체척， mj 0.308 

일차측 고온영역 냉각재 채척， mj 15.85 

일차측 노심영역 냉각재 체척， m" 5.64 

일차측 저온영역 냉각재 체척， mj 15.965 

환형공동 하부에셔 중기발생기 중기혜더까지의 
1.4 

거리， m 

축방향 노심출력분포 0.1526/0.180210.1959/0.1790 
(같은 길이로 8둥분한 경우) 0.11잃10.0795/0.0557/0.0.않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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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가압기 냉각기 튜브를 3회 감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결과 

중기발생기 일차측 입구 및 출구 냉각채 온도 oc 3lO.OO/'269.84 

질소가스질량， kg 821.274 

중앙공동의 냉각재 수위(바닥으로 부터의 높이). m 2.06 (49.1 % of span) 

Nz 분압/중기 분압/총압력， MPa 14.잃5/0.0않Y뀔‘000 

원자로용기 뚜껑 천단의 급수압력， MPa 4.536 
유량제한기 전단의 급수압력， MPa 4.579 
유량제한기 후단의 급수압력， MPa 3.많혔 

가압기 환형공간 상부에서의 급수온도 oc 190.00 
가압기 환형공간 관통후의 급수온도.OC 191.70 

중기발생기 혜더에서의 조철중기압력， MPa 훌훌Hl 

가압기 환형공간 하부에서의 중기압력， MPa 3.240 
가압기 환형공간 상부에서의 중기압력， MPa 3.앓7 

중기발생기 혜더에서의 중기용도 oc 300.06 
가압기 환형공동 하부에서의 중기온도 oc 299.38 
가압기 환형공동 상부에서의 중기온도 oc 299.47 

가압기 중앙공동/주변공동/환형공동내의 96.03/89.50/306.44 
냉각채 온도 oc 

냉각기 업출구에서의 냉각수 압력， MPa 0.파lOIO.324 

냉각기 업출구에서의 냉각수 온도 oc 4rUKν56.56 

* 주) 밀줄 친 굵은 수치는 입력 내지는 재어 변수률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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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암기 얻훨혈 계산 

특훌프로그램 호흩 

연곁배판 암력강하계산 

흥기밭생기 
부프로그램를 호훌 

연곁배판 압력강하계산 

가압기톨 제외한 
월화혹 흩나량 계산 

가밑기 압획계산 

부프로그램 호훌 

그림 3.2.6 저온가압기 정상상태 성능해석 프로그랩의 
전체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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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rom Main 
PGM 

다톨과같은판물만I 
OIPZR100pOI로 부터 넘겨밭톰 

- P(2) .ICHECK(j) .ZWTR(j) 

각 가압기 공톨의 혼도 T(j) 가정 

각 가압기공톨의 멀평형 계산 

- 각 가압기공톨 경체면 월 멀 OH빼의 Tw(j} 및 U(j) 계산 
- dT 또는 TLMTD 계산 
- 각 가압기공톨 경째면 및 멀매빼톨 톨해 공톨내의 유처I 메 

흰달되는 순멀속 QSUM (j} 계산 

QSUM(j)로 부터 각 가압기 공톨의 론도 T(j) 계산 

부프로그혐 'PZR100P'에서는 월차혹 
Mass Balance로 부터 가압기공톨의 

수위 및 압력톨 구함 

(EQ. (5).(6).( 7), (8) ,(9)) 
ICHECK{j)가 1 이 탠 j 가압기 공톨의 

수위는 ZWTR{j)가 를. 

급스/훌기배관/가압기냉각기툼브의 흩구 압력 및 혼도 계산 

Reture To Main 
PGM 

그림 3.2.7 저온가압기 생능해석 부프로그햄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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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세 조절용 제어봉 구동장치 

1. 제어봉구동장치의 기능 

제어봉구동장치는 중성자를 홉수할 수 있는 제어봉 집합체가 노심내부로 

삽입 혹은 인출되는 양올 조절함으로써 노심의 핵반웅도를 제어하는 기능 

을 한다. 이 외에도 제어봉구동장치는 사고시 노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 

어봉을 신속하게 노섬내로 삽입시키는 비상정지운전 기농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자로가 운전중인 때는 제어봉이 인발된 위치에， 그리고 원 

자로가 정지중일 때는 완전히 삽입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도 가지 

고 있어야 하고， 안전운전상， 운전원이 언제 어느 경우에라도 제어봉의 위 

치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치지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어봉집합체는 보통 몇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그룹은 제어 

봉구동촉에 연결되어 있는 제어봉 집합판에 연결되어 있어 구동장치의 구 

동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 초기에 소형 임계로 혹은 시험로동의 반웅도 

제어용으로 사용되어온 제어봉구동장치는 그 후 여러 가지 원자로에 적합 

하도록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다양한 메카니즘올 이용한 여러 가지 제어 

봉구동장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상용로에 사용되고 있는 마그네틱 잭 방식 

의 구동장치와 신형원자로의 젤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랙크와 

피니언 방식， 그리고 (볼)너트-스크류 방식의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위치조정상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신형원자로용 제어봉구동장치 

의 셜계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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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봉구동장치의 종류 

가. 마그네틱 잭 방식 (Magnetic Jack Type) 

구동축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이 파여 있으며 이 주위에 구동촉을 이송하 

거나 단순히 불잡을 수 있는 기능올 하는 두쌍의 래치가 있으며 래치의 상 

하에 붙어있는 전자석에 전류를 공급， 혹은 차단함으로써 래치가 구동축 

홈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체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송용 래치가 체 

결되면 다른 해치는 이탈되도록 하여 상하 이동올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미세조정성이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좋으므로 주로 대형 원자로 

에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경수로 원자로에도 이 방식을 채태하 

고 있다. 그림 3.3.1 은 Westinghouse에서 설계된 마그네틱 책 방식의 구 

동장치이며， 그림 3.3.2 는 ABB-CE에서 설계되어 Maine Yankee의 원자로 

에 설치된 마그네틱 책 방식의 구동장치이다. 

나. 랙 크와 피 니 언 방식 (Rack and Pinion Type) 

구동축이 랙크와 일체로 되어있고 이 랙크에 피니언이 물려있으며 이 피 

니언은 다시 모터와 연결되어 었어서 모터의 회전에 따라 랙크가 상하운동 

올 하면서 제어봉의 위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비상사고시 신속한 삽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피니언과 모터사이에 클러치를 컬치하는 것이 일반 

적 이 다. 그 립 3.3.3은 ABB-CE에 서 셜 계하여 Fort Calhoun 원자로에 껄치 

된 랙크와 피니언 방식의 구동장치이다. 이 방식은 비상삽입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므로 비상삽입전용 구동장치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 너 트-스크류 방식 (Nut-Screw Type) 

구동축에 스크류 홈이 파여 있고 여기에 너트가 물려 었으며 이 너트는 

다시 모터와 연결되어 모터의 회전에 따라 스크류가 상하이동하는 구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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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다. 너트와 스크류 사이의 마찰올 줄이기 위하여 너트내부에 볼올 장 

착한 볼너트를 사용하는 볼너트-스크류방식도 많이 사용왼다. 이 구동장치 

는 모터의 회전에 따라 스크류의 이동거리가 조절되므로 미세조정성이 매 

우 우수하지만 구조가 복잡해지고 제어봉이동거리가 긴 경우는 스크류의 

제작이 어렵다는 단정이 었다. 그림 3.3.4 는 B&W에서 셜계된 너트-스크 

류방식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3. 신형원자로용 제어봉 구동장치 

신형원자로에 탑재될 제어봉구동장치는 전 부하영역에서의 부하추종 운 

전에 따른 반웅도의 미세한 조절이 가농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 셜계요건 

에 적합한 제어봉구동장치로서볼너트-스크류(Ballnut-Screw) 방식이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용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그네틱-잭 방식의 제 

어봉구동장치는 압력관 외부에 감겨진 coil들의 자력올 이용하여 제어봉올 

계단식으로 이송하는 방식이므로 제어봉의 위치조정상 미세조정 능력이 상 

당히 떨어지므로 신형원자로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마그네틱-잭 방식올 

바상삽입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원자로 압력용기 외부로 

의 돌출부분올 작게하여 동적하중에 대한 영향올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동 

기구를 원자로 내부의 가압기 자유수면 이하에 껄치하는 개념올 채태하였 

는데， 그림 3.3.5는 이러한 개념올 도입한 제어봉구동장치 및 연장봉 집합 

체의 개념도이다. 이 구동장치는 자기코일로 분할 볼너트를 들어 올려서 

제어봉집합체 연장봉의 나사부분 구동축(Lead Screw)파 체결시킨 후 구동 

전동기를 이용하여 볼너트를 회전시켜 연장봉의 하단에 집게 (Gripper)로 

연결되어 있는 제어봉집합체를 인출 또는 삽입함으로써 원자로의 출력올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동전동기는 수치제어 (NC) 공착기계， 산업용 로보트 둥에서 최근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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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 브러쉬리스 DC 서어보 모터를 채돼하였다. 브러쉬리스 oc 
서어보 모터는 직류전동기의 최대결점인 브러쉬나 정류자(Commutator)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훨요없으며 직류전동기에서는 회전자 

(Rotor)가 철이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버하여 야 전동기의 경우는 영 

구자석만이 축에 장착되어 있어 관성모벤트를 작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성이 매우 좋다. 또한 직류전동기에 비하여 브러쉬의 전압강하나 마찰 

손실이 없고， 유도전동기에 비하면 여자손실 및 2차 동손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높으며 유도전동기나 직류전동기의 경우 회전자측에서 발생하는 열 

올 외부로 빼내어 발산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만 브 

러쉬리스 DC 서어보 모터의 경우는 열이 고정자측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이 잘 되는 장접이 있다. 이 외에도 브러쉬리스 DC 서어보 모터는 정 

류한계가 없으므로 순간허용 토크를 크게 잡올 수 있으며 종래의 직류전동 

기에서는 속도 피이드백용으로 별도의 회전속도계를 축 끝에 껄치하는 것 

이 보통이지만 이 모터는 Resolver에서 직접 속도를 검출하여 속도제어에 

이용하고 있고 전동기 제어용으로서 축 끝에 불어 있는 Resolver를 이용하 

여 고정밀도의 위치제어 Loop를 구성할 수 있다. 

회전자는 영구자석을 사용하며 브러쉬나 정류자가 없기 때문에 압력용기 

내에 껄치가 가능하므로 밀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어봉집합체의 위치 

검출은 자기식 암호기 (Magnetic Encoder)를 구동전동기의 상단에 부착하 

여 수행한다. 암호기로는 자기식과 광학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자기식 

이 압력경계의 밀봉을 구현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용기는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상단에 나사로 체결한 후 오메가 밀봉 용접을 한다. 

이러한 배치에서는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모터의 효 

율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효율올 개선하기 위하여 보자력이 강한 

Nd-Fe계나 Re-Co계의 회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가동중인 상용원자로에서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장에 있어서 가장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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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부분은 천기계장 계룡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자기코일과 구동 

전통기는 원활한 유지보수롤 위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외부에 설치하였다. 

채어룡집합체와 연장용접합체는 연자룡집합쩨 플단의 집게에서 체결되며 

집게가 연장봉집합체의 Hub에 삽입된 후 연장봉 내부의 고정용 봉 

(Locking Rod)을 삽입하여 집게가 제어봉집합체의 자중이나 외부하중에 

의해 운전중에 서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핵연료 교환시에는 원자로용 

기 혜드를 들어낸 후 상부내부구조물 인양시에 이 고청용 봉을 빼낸 다옴 

연장봉집합체를 함께 인양하며 제어봉집합체는 핵연료 집합체내에 남게 된 

다. 따라서 상부 내부구조물의 인양장치는 이 고정용 봉 해체공구가 구비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장봉집합체의 중간 쯤에는 원판(Disc)을 용접하여 고정하고 원주에 세 

개의 롤기를 형성하여 연장봉집합체 안내관내의 홈에 삽입시켜 구동축 

(Lead Screw)이 볼너트 회전시 함께 회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하 운동시 

안내 역할올 하도록 한다.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상단에는 제어봉 스크랩시 

냉각수가 추출될 수 있도록 Drain Hole을 두었으며， 그 이하에는 Drain 

Hole을 두지 않고 연장봉과 제어봉집합체 Shroud 상단부 사이의 Gap으로 

낙하속도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Shroud 상단에 접시형 스프링을 두어 충 

격력올 홉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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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Westinghouse에서 셜계한 마그네틱 잭 방식의 

제어봉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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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ABB-CE에서 설계한 마그네틱 잭 방식의 제어봉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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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ABB-CE에서 설계한 랙크와 피니언 방식의 

제어봉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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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B&W에서 설계한 너트-스크류 방식의 제어봉구동장치 

-176-



Positlon Encod.r 

Orivlng Motor (OC Servo) 

Lift Magnet Coil 

CEOM NozzJe 

RV Cloaure H •• d 

Orlvlng Tube Assembly 

Spllt aan Nut As .. mbly 

CEA Extension Sh.ft Assembly 

그림 3.3.5 신형원자로용 볼너트-스크류 방식의 제어봉구동장치 

개념도 

-177-



제 4 절 신형원자로를 위한 임계열유속 연구 

1. 연구 필요성， 목표 및 연구 범위 

가. 연구 필요성 

엄계 열유속(Cri디cal Heat Flux; CHF)은 원자로 열수력 셀계에서 핵심적으 

로 고려되는 열수력 현상이다. 수냉각형 원자로(Water-C∞led Reactors)는 정 

상 운전 및 예상되는 과도 상태시 연료봉 표변에서 임계 열유속 조건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냉각재상실사고 둥의 사고 해석에 었어서는 정 

확한 임계 열유속의 예측 여부가 사고 해석의 신뢰도에 큰 영향올 주게된다. 

현재 수 백여 개의 CHF 예측 상관식 (Coπ'ela디on)들이 제시되어 있고， 핵연료/ 

노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상관식들도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즘이 다양하고 유동 채널의 기하학적 형 

상이나 운전 변수들에 임계 열유속에 대한 영향이 매우 복잡하여， 충분한 

이해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예측 

모텔이 실험 데이터에 근거한 상관식인 까닭에， 기존에 널리 사용된 셜계 

와 비교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형태나 운전 조건이 바뀌었올 경우에는 기존 

예측 모텔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새로운 조건에 맞는 실험 데이터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예측 모텔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 연구 목표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임계 열유속에 관한 기폰 실험 및 이론적 연구 결과들의 

체계적 고찰과 실험올 통한 임계 열유속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기반으로 엄 

계 열유속 예측 모텔올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올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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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기폰 엄계 열유속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낸 바에 의해 데이터가 극히 적은 중간 압력 조건 하에서의 엄계 열유 

속 데이터(특히 저건도)이다. 

이들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수행 내용은 다옴과 같다. 

(1) 엄계 열유속 기술 수준 파악 및 이론적 연구 

(2) 엄계 열유속 실험 

(3) 예측 방법론 개발 연구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많은 연구 내용중 실험 관련 부분만올 정리하였 

다. 전체 연구 내용은 참고 문현 [14]에 상세히 기술되어 었다. 

2. 임계 열유속 실험 

완성된 설험 장치의 특성 파악과 충분한 예비 실험올 거친 후 기폰의 임 

계 열유속 실험연구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중간압력 조건의 엄계 열유속 실 

험올 수행하였다. 

가. 실험장치 

실험장치의 계통 합력은 중간합력 엄계 열유속 실험올 위해 최대 운전압력 

올 60 기압， 껄계 합력올 운전합력의 1.5 배인 90기압으로 제작되었다. 실 

험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기들(시험관(Test Section), 열교환기， 유량 

계， 펌프， 저장 수조 그리고 각 종 밸브둥)은 모두 셜계 합력을 견딜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전체 실험 회로 빛 시험관 그림은 그림 3.4.1 및 3.4.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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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조건 및 사양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임계 열유속 실험의 조건은 우션적으로 정상 

상태 임계 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자하며 실험조건은 표 3.4.1과 같다. 

표 3.4.2은 실험 회로의 기술 사양을 보여 주고 있다. 

다. 결과 및 논의 

(1) 실험 수행 

중간압력조건(-2α)()kPa)에서 중간 유속( -2500kg/m2s)에서의 수직원형 

관에 대한 강제 대류비둥 임계열유속 실험이 수행되었다. 가열관(인코넬 

625)의 양단에 전합을 걸어 전기에 의한 직접가열방법을 이용하여 열유속 

올 제공하였으며 가열길이， 압력， 유량과 유체의 시험관 입구은도훌 변화 

시켜면서 가열관의 외벽에 용접에 의해 부착된 열전대의 온도를 감지하여 

임계열유속올 측정하였다. 수행되어진 임계열유속 실험데이터의 각각의 독 

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분포를 표 3.4.3에 나타내었다. 관의 외경은 O.Olm이 

며 내경은 O.OO8m이다. 또 가열길이 대 관직경의 비가 각각 40, 50, 62.5, 

81.25, 100, 125인 조건에서 질량유속과 압력 및 입구과냉도를 각각 99.1-

2032kg/m2s, 101 - 21α)뻐Pa， 92.7 -8ü7kJ/kg 의 범위에서 실험이 수행되었 

다. 유량이 작은 영역 (400kg/m2s이하}과 저압에서의 실험데이터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유량이 크고 압력이 비교적 높은 영역의 실험데이터는 상 

대적으로 작다. 이는 압력이 커지고 유량이 증가할수록 실험조건이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시험관의 양단에 걸린 전극의 전압을 측정하여 200"(; 에서 

의 인코넬625의 저항치를 사용하여 임계열유속올 계산하였으며， 시험관 업 

구에서의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여 열평형식에 의해 출구에서의 건도를 산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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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이상과 같은 실험조건에서 수행된 실험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살펴보기 

로 하자. 그림 3.4.3에서는 질량유속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써 질 량유속이 각각 100, 150, 200, 250, 300, 400, 5OOkg/m2s로 변화 

시키면서， L/D가 125에서 대기압하에 유체의 입구용도가 20't인 경우에 측 

정된 실험된 데이터들이다. 그림 3.4.3올 통혜 알 수 있는 사실은 측정된 

실험데이터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임계열유속 상관식 또는 표에 의해 예 

상된 값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량유속이 15Okg/m2s 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실험한 데이터 또한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만 유량이 낮은 영역에서 기존의 상관식에 의해 예상된 

값보다 다소 낮게 나온 이유는 유량측정에 사용된 유량계의 오차범위 

(250kg/m2s이하)에 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수행된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임계열유속 데이터에 대해 적용 가능한 임계열유속 상관식 및 적용 

가능한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3.4.4에 수록되어 있다. 

(3) 논의 

수행된 실험에서 얻어진 실험데이터를 토대로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각각 입구조건 관점과 출구조건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그림 3.4.4 - 그림 3.4.9에 제시하였다. 

산출된 실험데이터의 수가 버록 많지는 않지만，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 

을 살펴보면 기존의 인식과 잘 일치하였으며， 다만 출구관첨에서 관 직경 

이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반된 여러 주장들이 존 

재함으로서 이에 대한 더 많은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81-



3. 결론 및 제언 

가.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변수들이 업계 열유속에 미치는 영향올 보다 정확히 분석‘ 

(2) 원형관 상관식에 보정인자롤 결합한 봉다발 CHF 예측 모델 수립. 

(3)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저유속， 저건도 조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일 유 

로 CHF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압(셜계 압력:60 기압) CHF 실 

험 장치를 새로이 셜계， 채작하고 일부 실험을 수행.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실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 

되었으며， 고유한 임계 열유속 예측 모렐 개발올 위한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나. 제 언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옴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 

면 한다. 

1) 중간압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 

- 수직 원형관에 대한 저유량， 저건도 CHF 실험 데이터 확충 

- 유동 비동 CHF에 대한 질소 기체의 영향 

- 나선형 중기발생기 관에 대한 CHF 실험 

2) 원형관 CHF 예측 모텔 개선 

- 길이 보정 인자 개선 

- 임계 열유속 표 및 상관식 개선 

3) 봉다발 CHF 예측 모텔 개선 

- 봉다발 보정 인자 개선 

- 부수로 코드 및 시스템 코드에서의 CHF 예측 방법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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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임계 열유속 실험조건 

종류 영역 

1 ，αx> - 5，αx> kPa 
압력 (P) 

00 - 50 bar} 

시험관 내경(D) O.α)6 - 0.013 m 

시험관 길이 (Lh) 0.4 - 1.5 m 

입구 미포화( L1h j ) 300, 500, 700 kJ;kg 

입구 질량유속(G) 50 - 5000 kg/m~s 

표 3.4.2 실험 회로의 기술 사양 

실험 회로의 기술 사양 

작동 유체 Deionized Water 

주 loop 운전 압력 0.1 - 5.0 MPa 

순환 용수 운전 용도 20 - 263.9 't 

시험관 입구 유량 0.1 - 40 Vmin 

시험관 입구 과냉 온도 (5.0 MPa) 100, 150, 200 't 

시험관 최대 공급 전력 200 kW (DC 40V, 당)()()A) 

배관 1" Pipe,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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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변수 범위에 따론 임계 열유속 실험 데이터의 분포 

가열길이(m) 0.32 0.4 0.5 0.65 0.8 1.0 

싫릎#f펀) 101- 000‘· 101- 잊)()- 101- 000- lOl- 앉)()- 10l- 000- 101- 잊)()-

잊m 2(x)() 잊m 2(x)() 900 2(x)() 잊m 2(x)() 잊m 2(x)() 900 2(x)() 

100-400 I I 2 2 9 4 

401-700 I 3 I I 2 

700-1400 2 I I 

1401-2100 3 2 

표 3.4.4 임계 열유속 실험 데이터와 실험 상관식과의 비교 결과 

상판식형태 상판식 예측방법 실험데이터수 
Avg. RMS 
eπ.(%) eπ.(%) 

HBM 17 17.8 19.4 
KAIST97 

DSM 17 104.2 110.4 

HBM 17 5.8 11.2 
국부조건 판점 AECL1995 

DSM 17 20.2 30.7 

Biasi HBM 36 -9.9 22.1 

BPN Fixed exit 36 0.6 17.5 

Bowring Fixed inlet 36 16.25 27.8 
입구조건판점 

Katto Fixed inlet 36 52.8 57.3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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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질량 유속에 따라 측정된 임계 열유속변화 및 상관식과의 
비교(입구 조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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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가열 길이에 따라 측정된 임계 열유속 변화 

(입구 조건 관점) 

-187-



~ 
g 

g 

300。

250。

200。

1500 

100。

-.- 0 - O.OO8m 
P - 120kP. 

-----. 

G- ‘。Okg/m 2•

ð. h ,- 320k.Jn‘g 

-
0.3 0.4 0.5 0.6 0.7 0.8 0.9 1.0 1.1 

L(m) 

그립 3.4.5 유체의 입구 미포화도에 따른 임계 열유속의 변화 
(입구 조건 관첩) 

160。

~ 0- 0.008 rn 
140。

120。

100。

80。

60。 -q-
‘。。

-0- A I!CL-L.oo‘up"“·‘HBM) 

-A- 11 •• ., Correl.Uon‘HBM) 

20。
-‘-lIowrIr、o eo ....... Uon 

-+- K.l.tII7-COrTe’.Uon‘HBM) 

。

2‘。 28。 28。 300 320 3‘。 360 380 40。

G(kg/rn2.) 

그림 3.4.6 대기압 조건에서 질량 유속에 따른 임계 열유속의 변화 
(입구 조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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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콘크리트 격납용기에 대한 피동 냉각 개념 연구 

1.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원자로 격납용기는 핵증기 공급계통이나 원자로 용기를 벗어나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최종 방어벽의 역할올 하며 냉각재 상실사고와 갈은 대형사 

고의 경우 일차 냉각계통의 모든 가압수가 중기가 되어 격납용기로 방출됨 

으로서 유발되는 최대 압력과 온도 상태를 가정하여 셜계된다. 기존의 격 

납용기에는 격납용기의 파손올 막기 위해 다양한 안전셜비가 셜치되어 었 

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격납용기의 천장에 냉수살수기가 장치되어 냉각재 

상실사고로 생성된 증기를 웅축시켜 건물 내의 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방 

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고 있다. 이들 쩔비는 펌프 둥의 능동적인 계 

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력을 펼요로 하기 때문에 동력이 필요없는 피동 

안전계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피동 개념을 도입한 대용량 경수로는 발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올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용량 피동형 경수로에 적합한 피동 격납용기 

냉각계통에 대한 이해가 펼요하다. AP600 둥에서 채택하고 있는 철제 격 

납용기의 경우 격납용기 벽면을 통해 열이 제거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기폰 콘크리트 격납용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러 

피동 냉각 개념들을 분석하고， 각 개념의 장단접 및 적용 타당생에 영향올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성능 분석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이용한 유망 

셜계개념올 도출하여 실험적으로 그 작동을 실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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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1). 여러 피동격납용기 냉각계통 개념들의 열전달계수가 명가되었고， 계 

통의 작동 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되었다. 

(2). 수직용촉관 내부 웅축열전달에 대한 메커니즘과 주요변수의 영향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3). 기존의 웅축 실험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하였으며， 개발된 여러 상관 

식에 대한 고찰올 하였다. 

(4). 수직관 내부 용촉 열전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 그것 

을 바탕으로 주요변수의 영향올 살피고， integral test 및 PCCS 셜계 

를 위해 필요한 튜브 수에 관한 간단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5). PCCS 계통의 scaling을 수행하여 셜계 요건을 만족시키는 축소된 

계통이 개념 셜계되었다. 

(6). Venting의 영향올 고려할 수 있고， 냉각수 용척 온도， 열유속 및 열 

전달계수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가 껄계되었다. 

(7). 다양한 조건에서의 용축실험이 수행되었고， 용축열전달 상관식이 개 

발되었다. 

(8). 각 웅축 실험에 대해 RELAP5IMOD3 코드로 모텔랭올 수행하였다. 

(9). 열 및 질량 전달 유사성을 이용한 PCCS 모텔령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많은 연구 내용중 실험 관련 부분만을 정리하였 

다. 전체 연구 내용은 참고 문헌 [1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92-



2. PCCS 실험장치 

가. 실험장치 개요 

본 실험은 PCCS에의 셜계 적용을 위해 불웅축성 기체 존재하의 열전달 

계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를 얻으려 한다. 주요 실험변수를 결정 

하고， 결정된 주요 실험변수들을 실험장치에 구현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셜 

계가 이루어졌다. 주요 실험변수로는 계통의 압력， 입구에서의 중기 및 불 

웅축성 기체의 유량， 불웅축성 기체 질량분율 둥이 었다. 실험은 0.1 -

0.5Mpa인 계통 압력에서 중기 유량이 0.05 - 0.3kg/s이고， 입구 공기 질량 

분율은 0-40%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실험 장치의 셜계변수들이 표 3.5.1에 나열되었으며， 또한 그림 3.5.1에는 

실험장치의 개략도가 었다. 

나. Test matrix와 실 험 변수들의 영 역 

본 실험의 주요 실험변수로는 계통의 압력과 온도 업구에서의 중기 및 

불용축성 기체의 유량， 불웅축성 기체 질량분율 퉁이 있다. 용촉판 입구의 

온도와 불웅축성 기체 질량분율로 크게 구분하고， 중기와 불웅축성 기체의 

유량올 변화시키며 여러 실험올 수행하였다. 표 3.5.2에 실험의 test matrix 

가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의 중기-공기에 대한 웅축실험으로부터 20 set의 steady 데이터 

가 얻어졌다. 표 3.5.3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의 혼합기체 입구 온도와 

불웅축성 기체 질량분율에서 중기 유량과 불웅축성 기체 유량을 변화시키 

면서 실험데이터를 얻었다. 표 3.5.4는 주요변수의 작동범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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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웅축성 기체 존재하의 웅축열전달 실험결과 

용축관 내부에서의 여러 온도의 분포는 그립 3.5.2에 나타나 었다. E7A 

실험은 254.9kpa의 계통압력， 120.4 "c의 업구 혼합기체 온도， 30%의 입구 

공기 질량분율， 그리고 25.8kg/hr의 혼합기체 유량올 가지는 웅축 실험이 

다. 중기-불웅축성 기체가 혼합물로서 수직관 내부를 위로부터 관통해 내 

려올 때， 웅축관올 둘러싸고 흐르는 뱅각수에 열올 빼앗겨 중기는 웅축이 

되고， 용촉관의 중심에서의 혼합기체의 온도는 떨어진다. 웅축관의 내부 벽 

면온도와 외부 벽면온도는 모두 입구에서 급격히 떨어지나 출구쪽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뱅각수의 온도는 용축관올 따라 매끄럽게 변한다. 

그림 3.5.3은 웅축관 내부에서의 열유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질량분율이 각각 20%와 30%이고， 입구에서의 혼합기체 온도가 120"C인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전자의 열유속이 후자의 것보다 업구쪽에서는 높게， 

출구쪽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모두 20 set의 실험으로부터 국부 열전달계수는 16set, 160 

데이터가 얻어졌다. 이 열전달계수들은 여러 가지 무차원수의 함수로서 나 

타날 것이다. 공기 질량분율， 혼합기체 Reynolds수 및 J와‘ob수의 변화에 

따른 열전달계수의 변화가 각각 그림 3.5.4, 그림 3.5.5와 그림 3.5.6에 나타 

나 었다. 공기 질량분율과 J와‘ob수가 증가할 때 열전달계수는 급격히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Reynolds수가 증가할 때는 반대로 열전달계수가 상 

숭한다. Nusselt 상관식과 비교해서는 웅축관 업구에서의 몇몇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실험데이터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본 실험이 공기 

질량분율이 모두 10% 이상인 혼합기체의 웅축실험이기 때문이다. 

라. 웅축열전달 상관식 개발과 다른 실험결과와의 비교 

무차원수를 이용하여 상관식을 개발하는 방법올 이용하여 다음의 상관식 

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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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OR = 0.9255 Re많3 Ja -1.634 W삶·없 ’ 

여기서 Remix , Ja 과 Wair 의 범위는 다옴과 같다. 

1355.39 < Remix < 똥372.56 
0.0154 < Ja < 0.077 
0.097 < Wair < 0.62 

(3.5.1) 

(3.5.2) 

그림 3.5.7과 그림 3.5.8은 개발된 상관식으로부터 구한 Nusselt식과 열전 

달계수를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에 의하면 불용축성 

기체의 비융이 높고， 열전달계수가 낮은 용축관 하부에서 실험데이터의 

scattering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데이터와 다른 실험자들의 상관식과의 비교 결과가 그림 3.5.9에서 

나타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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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PCCS 실험장치의 껄계변수들 

1\ 1m)찌rtant Experimental Measurement Data analysis and Reduce폐 
parameters apparatus data 

Total air Air i띠ection into the 
Steam inventory tank Steam 
tank P<t>. T( t) 

lnitial air mass fraction 
Constant Large steam tank: 
pressure quasi-steady state 

C려ibra뼈 vortex 
Mixture f10wrate m(t) Mixture f10wmeter Mix. volume 

f10wrate S맹8J경te air and steam Flowrate Q(t) Honey comb + Flow 

calibration straightener 

lnit. air mass Upper 미enum P(t). T(t) Inlet air mass fraction 
Initial fraction 

cond. Droplet removal 

Steam quality lnitial condition Saturated state 

checking P and T Air mass fraction 
: Throttling calorimeter 

Unifonn Flow straightener Unifonn f10w 
mixture f10w 

Flowrate 
Regulation of venting m(t) 

Venting 
metering valve 

Venting area Steady state 
Venting 

Venting system: 
Mass energy bal. 

& drain P<tl. T (t) Turbulent convective heat 
Venting line σansfer theory 

Draining 
Unique drain system: P(t). T(t) 
Drain tank 

C∞lant exit 
Unique exit design for Multi-dimensional effects 
sm∞th f10w Radial temp. 

C∞lant Inlet design with distribution 
enσance honey comb 

Effects of developing region 

C∞Ilant Rotameter Flowrate rIlc.w 
Heat 

C∞lant flowrate f1ux 

jacket calcul. 

C∞lant bulk C∞lant jacket walI Tc .• (t)*12 Tc씨t)*12 by 

temp. te윈mpe밍rature (K벼10’ s) temp 
gradient 

Direct heat f1ux meas .• Loc외 

Heat flux RdF heat f1ux sensor q"(t)*12 heat 
Heat flux cross checking trans. 

RdF sufrace temp. Irregul따 location of coeff. 

Outer surface measurement T ... ,o1(t)*12 sensors 

Test temp. O.닮nm-thick T/C silver T w,02(t)*12 Temperature 

section soldering difference 
。uter surface 

Mix. bulk O.5mm-thick T/C silver 
T m.b<t)*12 temperature cross 

temp. sold하ing che대k배ing 

Etc Heat loss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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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수직관 내부 옹축실혐의 test matrix 

T (t) 
Air mass 

1. D. Experiment 
fraction 

A아)() 100 0 
AOOl 100 0.1 
AOO2 100 0.2 
AOO3 100 0.3 
AOO4 100 0.4 
Al00 110 0 
AI0l 110 0.1 
A102 110 0.2 
A103 110 0.3 
AI04 110 0.4 
A200 120 0 
A201 120 0.1 E6a. E6b. E7d. E7e 
A202 120 0.2 E4a. E7b. E7c 
A203 120 0.3 E7a 
A204 120 0.4 
A300 130 0 
A301 130 0.1 E3a. E3b. E4b. E4c. E4d 
A302 130 0.2 E2a. E2b 
A303 130 0.3 
A304 130 0.4 
A400 140 0 
A401 140 0.1 
A402 140 0.2 
A403 140 0.3 
A404 140 0.4 E1a 
A500 150 0 
A501 150 0.1 E5d 
A502 150 0.2 E5b. E5c 
A503 150 0.3 E5a 
A504 150 0.4 

-197-



5æam.-air 
mi빼øe 

Coo뻐tw훌er 

53.힐n 

13an 

U9.훌빼 

’46cm 

175crn 

208.힐n 

그림 3.5.1 PCCS 실 험 장치 의 개 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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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요약 및 활용 계획 

외부웅축기 개념은 불용축성 기체 폰재하의 수직웅축관 내부의 용축 열 

전달 현상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먼저 웅축열전달 메커니즘을 살펴 

보았고， 불용축성 기체의 존재， 강제 대류， 계통의 압력， 중기의 과열도 둥 

주요변수의 영향이 조사되었으며， 기존의 수직웅축관 내부 웅촉열천달 현 

상 연구에 대한 상세한 문헌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VierowU앉}()]， 

SiddiqueU992J, HasaneinU994J과 KuhnU995J의 실험 결과가 서로 비교되 

어졌고， 기폰의 용축열전달 상관식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들 실험 

결파로부터 불웅축성 기체 존재하의 수직관 내부의 웅축열전달 데이터베이 

스가 완성되었고，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외부웅축기 개념을 채택한 PCCS에 대해 실험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실험변수인 계통압력， 웅축관 입구의 온도와 입구 불웅축성 기체 질량분율 

및 중기유량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실험에 기반한 상관식 

이 개발되었다. 

위의 실험으로부터 얻은 열전달 실험 데이터올 가지고 외부웅축기를 이 

용하는 PCCS의 열전달계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피동격납용 

기 냉각계통이 셜계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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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증기 주입기 연구 

1. 연구 목표， 필요성 및 연구 범위 

중기주입기 (Steam 1njector)란 고온， 고압의 중기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 

지로 전환하여， 저압의 피주입수를 고압의 계통으로 펌핑하는 장치를 말한 

다. 원자로에서 과도 상태나 사고 발생 시， 저온 저압의 냉각수를 고온 고 

압의 계홍으로 주입시켜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기폰 냉각수 주입 

방식의 단점으로는 감압이 어렵고， 능동 기기에 대한 천원 유지가 필수척 

이며， 능동 기기(펌프)의 고장 가능성을 들 수가 있다. 

중기주입기는 감압 및 구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옴칙이는 부분이 없이 

노즐과 밸브로만 구생되어 있어， 냉각수 주업 계통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팡범위한 운전 조건하에서 안정되게 작동할 수 있 

는 증기주입계통의 개발은 신형 원자로 주입 계풍의 성능 및 신뢰도를 크 

게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기주입기 및 중기주업계통에 대 

한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설계 능력을 배양하며， 모형 제작 실험을 통해 

분석 기법 및 셜계 내용을 검중하여， 신형 원자로에의 적용 타당성을 검중 

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파 같은 내용올 연구하였다. 

SI 계통 및 SI 부품에 대한 연구 문헌 조사 및 검토 

- SI 계통 셀계 일반 요건 및 성능 요건 개발 

- SI 및 SI 계통 분석 기 법 개 발 

- SI 계통 모형 실험 설계 및 실험 수행 

- 개선 사항 도출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많은 연구 내용중 실험 관련 부분만을 정리하였 

다. 전체 연구 내용은 참고 문헌 [1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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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주입기 실험 

가. 실험 장치 

중기발생장치는 최고 100g-steam/sec의 중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정상 

상태 시 30g-steazψsec의 중기를 공급하도록 셜계되었다. 중기발생장치에 

셜치된 계측 장치로는 중기의 용도 및 압력올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 및 

Thennocouple, 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Thennocouple, 탱크 내의 수위 

를 측정하기 위한 차압계가 있다. 중기발생장치에서 만들어진 고온 고압의 

중기는 지경 1.5인치의 Main Steam Line에 의해 중기주입기에 공급된다. 

그림 3.6.1에 제작된 중기발생장치의 개략도를 제시하였다. 중기주입기 부품 

에 대한 껄계를 그림 3.6.2에 제시하였다. 그림 3.6.3에 충기 주입 실험 장치 

의 개략도를 제시하였으며， 그림 3.6.4에는 중기주입기 계통도를 나타내었다. 

냐. 실험 현황 

중기 공급 장치， 고전력 공급 장치， 중기주입기 Test Section, Fluidic 

Diode로 이루어진 현재의 셜계로 제작된 실험 회로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한 결과， 중기주입기가 성공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Test Section올 사용하여 몇 가지 더 실험올 수행한 후， 최적 셜계를 통하 

여 Test Section올 제작하여， 가시화된 결과를 얻올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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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 연구 

가. 결과 요약 

(1) 중기주입기 원리 연구 

- 중기주입기 연구 관련 해외 동향 파악 

- SI 계통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한 연구 

- 중기주업 방식의 선정 및 웅용 분야 도출 

(2) SI 계 통 분석 및 셜 계 기 법 개 발 

- 중기주업기 각 부품에 대한 물리적 모렐 개발 

- SI 계통 분석을 위한 제어 체적 코드/이상 유동 코드 개발 

- 개발된 모텔， 해석 방법 및 코드에 대한 비교 검중 수행 

(3) SI 부품， 계통 및 실험장치 셜계 빛 제작 

나. 향후 연구 계획 

1) 개별현상 연구 

연구 결과 중기 노즐에서의 압축성 유동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중기주업 

기 해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기의 수 

축-팽창 노즐에서의 압축성 유동 현상에 대한 실험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간의 열전달 계수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실 

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못한 

액상 침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2) 수치 해법 연구 

이상 유동 5 Equation 모텔을 개발하였는데， 코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 

해서， 중기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을 포함하는 이상 유동 6 Equation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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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액적을 모사하는 3 Phase 모텔에 대한 연구룰 수행할 예정이다. 

3) 실험 연구 

실혐의 경우 정성적인 실험올 통해서， 중기주입기의 가동성을 확인한 바 

있다. 정량적인 연구의 경우 유량 측정 장치 구매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야 유량 측정 장치가 들어와 보정 작업올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유량 측정 장치의 보정이 끝나는 데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그간 정성적인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보완율 하 

고， 민갑도 분석 결과 새로이 중요성이 드러난， 중기 노즐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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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2 중기주입기 혼합노즐 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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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유체 다이오드<Fluidic Diode}연구 

1. 연구목표， 필요성 및 연구 범위 

가. 연구 배경 

유체 다이오드(Fluidic Diode)는 계통의 운전조건에 따라 변하는 수력학 

적 힘을 이용한 유동 방향의 전환 혹은 유량 조절에 쓰이는 Device로써， 

전기전자 분야의 다이오드로부터 유례를 찾을 수 있다. 즉， 유체 다이오드 

는 한 유동 방향에 대하여는 큰 저항을 갖고， 다른 유동 방향에 대하여 작 

은 저항을 갖는 2 단자 컴포넌트(Diode)로써， 한쪽 방향으로는 유체를 잘 

흐르게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유체를 잘 흐르지 않게 한다. 따라서 유 

체 다이오드 설계의 관건은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이 값을 가능한한 크게 

만들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오늘날 원자력분야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하기 위하여 유체 다이오드를 

이용한 개념화된 계통에는 Vortex-Type의 다이오드가 이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여러 유체유동 현상， 특히 Entrainment, Vortex Flow, 

벽부착(Wall Attachment) 현상을 독립적으로 혹은 이런 현상의 결합을 통 

하여 유체를 펌핑하고， 유체유동 방향을 전환하고， 가스압력 및 가스 유동 

을 조절하는데 쓰인다. 

기본적으로 유체 다이오드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압력형 유체 다 

이오드， 유동형 유체 다이오드. 순방향의 유체 유동에 있어서 압력형 유체 

다이오드와 유동형 유체 다이오드에서 공통적으로 유체 유동이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나 역방향의 유동은 유체 다이오드의 형태에 의폰한다. 압력 

형 다이오드에서 역방향의 유동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으며， 그러나 역방 

향으로 두 주요 통로 사이에 약간의 유동이 있을 수 있다. 유동형 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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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는 역방향으로 두 주요 통로 사이에 유통이 전혀 없고， 이런 통로의 

하나에 주입된 유체는 Vent되거나 다른 부차의 통로를 지나게 된다. 

나. 연구 목표 및 필요성 

계통의 운전조건에 따라 변하는 수력학적 힘올 이용한 유동 방향의 전환 

혹은 유량 조절에 쓰이는 유체 다이오드는 피동 및 고유안전 셜계에 이용 

될 수 있는 컴포넌트로써， 특정적인 것은 능동적인 컴포넌트가 없고， 움직 

이는 부속품이 필요 없으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한 1차 명각계통 압력 조절을 위한 피동형 스프레 

이에의 적용은 신형원자로의 피동형 특성을 중진시킬 수 있기에 실험 및 

해석을 통한 개념 입중과 적용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목표는 

피동형 스프레이에 대한 적용올 위하여 실험 및 해석 기법 개발올 통한 유 

체 다이오드를 개념셜계하는 것이다. 

다. 연구 범위 

유체 다이오드의 원자로 적용성 파악에 앞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셜계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이론의 병행된 연구가 필 

요하다. 실험 연구에는 다양한 유체 다이오드중에서 원자로에의 적용성이 

뛰어난 종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실험 계획올 세워， 특성올 

파악하고， 이를 일반화 하기 위한 분석을 행한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들 부품에 대한 모텔링을 위주로 하되 전체적인 거동에 대한 해석적 접 

근파 수치해석적인 접근을 병행한다. 본 연구는 일단 단상 유통에 대해서 

만 하고， 이상유동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많은 연구 내용중 실험 관련 부분만올 정리하였 

다. 전체 연구 내용은 참고 문헌 [14]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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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체 다이오드 실험 

가. 서 론 

유체 다이오드의 실험적 검중은 충류조건에서 난류 조건에 이르는 다양 

한 유체환경에서의 실제적인 di여icity의 검중올 목표로 수행되었다. 오늘 

날 비약적으로 발전한 전산 유체의 지식을 통해 물리적 현상올 상당히 근 

접하게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도 난류모텔에 있는 불확정성들으 

로 말미암아 실험적인 검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2차 년의 기간에는 이를 

위해 당초 목표인 실험 장치의 쩔계와 이의 절치 퉁의 기본적인 목표에 주 

안점올 두어 실험올 수행하였으며 3차년에는 이를 이용한 실험에 중점을 

두었다. 

실험 연구에서는 기본 장치와 관련된 부품의 구입 제작 동에 거의 대부 

분의 시간이 할애되었고， 이중 일부는 그 착동성의 기본 특성 파악에 맞 

추어 작업이 진행 되었다. 먼저 유체 다이오드의 chamber내부의 반경과 

유체 유입 및 유출구의 반경 비에 따른 압력 강하를 보기 위한 기본 

chamber가 절계 제착 되었다. 또한 이에 대해 적절하게 순반향과 역방향 

의 유체를 공급할 수 있는 유체 회로를 셀계， 제작하였다. 유체 회로에 적 

절한 양의 유체를 공급할 수 있는 유체 공급 계통올이 구성되었고， 유량 

측정 ass하nbly가 완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일단 chamber 내부에서의 압 

력 강하 측정시 실제값에 대한 개괄적인 정성적 수치를 알기 위해， 유체용 

차압계를 이용압력강하 촉정을 통한 vorticity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것과 

이론 식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실험 범위 

실험의 범위는 크게 φD 비， 그리고 Re 수의 2차원적인 다이아그랩으로 

그 특성올 나타낼 수 있다(그림 3.7.1). 본 유체 다이오드는 1/15 < φ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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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 범위를 갖고， Reynolds 수는 0 에서 200，αP의 범위를 갖고 있어， 충 

류와 난류의 영역을 고루 점유하고 있다. 

다. 유체 다이오드의 제원과 제작 

유체 다이오드는 유체현상의 시각적 관찰을 위해 아크릴을 사용하여 제 

작되었으며 같은 챔버 직경 15다n에 대해 유출구와 유입구의 직경이 각각 

0.5 인치， 1 인치， 1.5인치， 2인치인 총 4종류가 제작 되었다. 따라서 네 가 

지의 d/D 비율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치는 밑판， 몸체， 윗판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분은 O-ring을 사용하여 유체의 유출을 방지 

하였다. 개념적으로는 윗판을 바꾸면， 16종류 d/D비에 대해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재 입출구의 비율올 달리한 실험 보고는 

발견하기 어려운 관계로 입출구 비율에 대하여는 1:1 조건을 사용하는 것 

올 원칙으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업구와 출구의 각 부분은 아크릴 튜브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으며， 입구부 

역시 투명성올 보장하여 유체의 거동올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적 구성을 

하였다. 이 부분에는 유체의 압력 강하를 측정할 수 있는 port를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유동 가시화를 위해， dye를 첨가할 수 있는 injector를 설치 

할 예정이다. 또한 하부 체널에는 이상유동의 거동을 보기위해， 기체 유 

업구를 셜치 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들 셜치부를 셜치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셜치 이후 다시 폐쇄하고 기초 실험올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 

하기 위함이다. 유체 다이오드의 셜계도 및 조립도와 제작된 유체 다이오 

드의 사진을 그립 3.7.2와 3.7.3에 각각 제시하였다. 

라. 유체 순환 회로 구성 

기본적으로 유체 다이오드의 최대 토출구 직경이 2인치인점에 착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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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치 직경의 파이프를 사용하여 유체의 순방향 및 역방향 순환을 위한 기 

본 회로를 구성하였다. 기본 구조는 유체 순환 방향 컬정 회로， 상부 공 

동， 상부 밸브 어셈블리， 유체 다이오드， 하부 밸브 어셈블리， 하부 공동으 

로 이루어 졌다. 

그립 3.7.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회로는 4개의 유체 다이오드률 

평행하게 셜치하였고 한 diode unit에 대해 독립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바. 실험 결과 

실험은 현재 다이오드의 성능 분석을 위한 전체 거동 실험이 주로 이루 

어 지고 있다. 4개의 실험 장치에 대하여 각각 유량에 따른 합력강하 측 

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0.5인치와 1 인치의 경우는 합력 

강하의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나， 1.5인치 2인치의 경우는 잘 나타나 

고 있지 않음올 알 수 있다. 특히 1.5인치와 2인치의 경우 순방향 유동시 

에 오히려 압력강하가 부호가 반대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3차원적으로 복잡한 유동 패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 된다. 이 

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보텍스 유동의 기초척인 유동 형식에 대한 분석올 

시도하였다. 

(1). 0.5인치 관 실험 결과 

그림 3.7.5과 3.7.6에는 0.5인치 관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역방향과 순방향의 압력강하 차이가 매우 큼올 알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포물선형의 압력강하 중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보택스 챔버의 분석에 의하면 최적 반경비가 D/d = 8의 경우로 채시되고 

있는데， 이경우는 D/d = 15/1.25 =12 로 다소 챔버의 직경비가 큰 경우 

에 해당한다. 그림 3.7.6은 0.5 인치 관에 대한 재실험 결과로 같은 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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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3.7.5과 달리 2차 실험은 더 넓은 유량 범 

위에서 작업율 수행하였고， 순방향 유동의 경우는 압력강하가 2총류의 패 

턴을 보여 주어， 충류 유동파 난류 유동의 천이률 보여주고 있다(a점). 그 

러나 역방향 유동의 경우는 압력강하 계측기의 범위를 벌어 나는 영역이 

되어 이러한 변형의 천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추후 2인치 관의 경우는 

압력강하가 다소 완만하게 발생하여 역방향 유동에서 현격한 유동 때턴 

천이롤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으로는 나타내지 못했지만 소형 기포 주 

입올 한 결파 역방향 유동의 겨우 매우 강력한 회오리 선이 중심부에 매우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캐비테이션 퉁이 발생활 

경우는 보태스 챔버의 셜계치가 달라 질 수 있음율 시사한다. 

0.5인치 관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본 유체 다이오드가 잘 작 

동하고 있옴을 보여 주었고， 이에 대한 해석이 단순하지 않으며， 정교한 수 

학적 모렐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2). 1 인치 관 실험 결파 

그림 3.7.7와 그림 3.7.8은 1인치 관의 실험 결파로서， D/d = 6 의 경우로 

Zobel이 제시한 8보다는 다소 작은 챔버 직경비를 소유한 경우이다. 이 

경우 매 실험마다 결과가 일관성 없이 값이 혼란 스럽게 나타나는 것올 경 

험하였다. 현재 제시한 결과는 그중 제일 잘 나타난 결과물올 그림에 나 

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렇게 계측값이 변동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실험 결파로 보고하고자 한다. 실험 값이 일관성올 잃는 

경우는 충류와 난류 유동패턴 변화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히스테리시스 

데이터의 변위차가 크다. 챔버 직경비가 작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발현할 

수 었옵을 관측하였다. 

역시 유동장 천이 현상이 두 번째 실험에서 발견되었다. 이 경우 실험 

결과를 보면 순방향 유동의 경우， 다소 복잡한 유동 현상이 발현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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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간 확장과 순간 축소의 형상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출구 지역에 

유동장의 패턴이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 된다. 

(3). 1.5인치 관 실험 결과 

그림 3.7.9 와 그림 3.7.10에는 1.5인치 입구 출구 직경을 소유한 15cm 직 

경의 챔버에서 행한 순방향 및 역방향 실험의 결과률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직경비는 D/d = 15/3.75 = 4 의 경우로 최적 직경비의 반에 해당하 

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실험의 결과는 매 실험 마다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양상이 심지어는 압력강하가 양에서 옴으로 변하는 천이 현 

상 까지를 나타 내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 3.7.1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유동 패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2인치 관 실험 결과 

그림 3.7.11 과 그림 3.7.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경우는 관의 직경비가 

113 로서 매우 작은 직경비가 되어 당연히 보택스 챔버로서의 기능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발견된 사항은 매우 안정된 출구 상단부의 

회전 유체장이 형성되어， 매우 큰 마찰 계수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이러한 상부 회전 유동장은 또다른 압력강하의 요인으로 작용 

하여 마찰 저항을 증폭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순방향 유동에서 마찰 계 

수가 높은 이유는 유체장에서 기포의 유입올 시킨 상태에서 발견한 사실인 

데， 일종의 수력 점프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 지점이 보택스 챔버의 

경계에서 발현하면서 매우 복잡한 유동장올 형성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유체장을 가정한 이론식이나， 단순한 유체 방정식올 풀어서 

는 이러한 장의 압력 감소를 유추해 내기는 매우 어렵고 더욱 많은 실험판 

측과 정교한 모텔을 필요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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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과제 

가. 결 론 

문현 조사를 통하여 유체 다이오드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유체 다이오드 

가 원자력 분야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을 위해 개념설계중인 계통들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유체 다이오드에 관한 특허 검토를 통하여 성능 향 

상을 위한 여러 방법올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체 다이오드의 껄 

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져진다. 유체 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 

요 인자는 압축성 및 Cavitation이 있어 이 런 인자에 덜 민감한 유체 다이 

오드를 셜계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압기와 노심 사이의 유동이 

압축성 이 나 Cavitation올 유발할 만람 Transient가 심 한 유동이 되 지 않올 

것으로 여져지기에 이의 자세한 고찰은 뒤로 미루고자 한다. 

단순한 가정하에서 Vortex Diode에 대한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Chamber 출구대 입구의 반경벼률 크게 하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었다. 

그러나 이를 무작정 크게 하는 것은 신형원자로 노심 크기에 의하여 한계 

가 있으며， 되도록이면 크기를 작게 하되 좋은 성능을 갖는 유체 다이오드 

를 셜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유체 다이오드 혜석올 위한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역방향 유동에 

대하여 속도비를 살펴보면 코드 계산결과와 이론적 해석치가 잘 일치함올 

알 수 있다. 손실계수를 살펴보면 코드 계산결과와 이론적 해석치간에 

200-300%의 오차가 있으나 이는 이론적 해석시 가정된 무점성과 손실계수 

계산시 이용되는 u2의 위치 선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져진다. 그러나 

순방향 유동에 대하여는 유동 패턴이 논리적으로 추측된 것과 약간 벗어나 

는 면이 있어 추후 코드를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전산코드의 검중이 진행중이며， 간단한 예비 실험장치를 젤계제작중 

으로 예비실험 수행을 통한 해석기법 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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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올 종합 결론을 내면 다음과 같다. 

。 유체 다이오드의 유체장 해석은 입구와 출구， 설치 방향 둥에 민감하 

게 영향올 받는다. 

。 유체 다이오드의 다이오드 성능은 챔버 직경과 입출구 직경의 비의 

단순 관계에 있지 않다. 

。 유체 다이오드 내부의 국부적 유체장이 입출구에 형성될 수 있는 유체 

소용돌이에 따라 왜곡 될 수 있고 이것이 히스테리시스 둥올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유체 다이오드를 매우 선뢰할 수 있는 다이오드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을 줄 수있다. 따라서 안정된 

다이오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하학적인 비율의 영역올 파악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실제적인 유체 해석을 하기에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유체 

장 해석은 다소 거리가 멀지만 국부적인 유체장의 일반적인 개념올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향후과제 

Vortex Diode 해석을 위한 실험 장치가 완성 되었고， 전산코드가 개발되 

었으며， 계산 결과에서 보았듯이 아직 미진한 점이 있으므로 이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유체 다이오드의 캐비테이션 문제는 Vortex core에서 발생활 수 있는 개연 

성이 있으므로， 이상 유동에서의 실험 자료획득이 요망된다. 

지난 연구를 통해 유체 다이오드 한 개의 부품만올 연구하는 것 못지 않 

게 계통과의 연계성이 중요함이 파악된바 자기 가압기 둥에 실제로 적용 

하는 둥의 방법올 통해 실제 신형원자로의 적용성올 중진하기 위한 작업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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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실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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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유체 출구 

순방향 유체 입구 

상부판 

본쩨 챔버 

하부판 

-↓유 
역방향 유쩨 입구 

순방향 유체 출구 

그림 3.7.2 유체 다이오드의 셜계 및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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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제작된 유체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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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direction 

control valve 

Rotameter 

assembly 

그립 3.7.4 실험 회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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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동 형태의 속도 분포( 출구부분의 압력에 

동압이 작용하여 압력을 왜곡할 수 있음) 

(2) 제트 형 태의 속도분포 

그림 3.7.13 보텍스 챔버 내의 유동 형태에 따른 압력강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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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습식 단열체 연구 

1. 연구 목표， 필요성 및 연구 범위 

일 체 형 (Integr머-Ty뿜) 또는 풀형 (PooI-Type) 가압경 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에서는 용기 벽 (Vessel WalD 양면에 접하는 유체간의 온도 

차이가 크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때 고온 유체와 저 

온 유체간에 상당한 정도의 열전달이 일어날 경우에는 저온 유체를 계속 

뱅각시키거나 고온 유체를 계속 가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열 또는 뱅각 필요성올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건식 (Dry) 

또는 습식 (Wet) 단열체 (Thennal Insulator)를 용기벽면에 장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단열(Thennal lnsulation) 성능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건식 단열체가 습식 

단열체보다 훨씬 우수하다. 단순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공기만 채워 넣더 

라도 큰 열저항올 얻올 수 있으며， 다른 단열 물질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열저항올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열체가 고압의 액체 

속에 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압력 동의 문제로 인하여 건식 단열체의 사 

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습식 단열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었 

다. 

3장 2절에서 고찰했듯이 자기 가압식인 가압기의 내부에는 약 9<tC 정도 

의 저온수가 위치하고， 가압기 외부에는 30<tC 정도의 고온 뱅각재가 위치 

한다. 가압기 내의 뱅각수 온도를 원자로 뱅각재 온도보다 훨씬 낮게 유 

지하기 위하여， 뱅각재와 가압기 사이는 작은 관으로 연결하여 유체가 잘 

혼합되지 않게 하고 가압기 내의 냉각재는 별도의 뱅각 회로를 이용하여 

명각시킨다. 가압기 뱅각 시스템의 용량은 가압기 주변의 고온 유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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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가압기 벽면올 통하여 전달되어 오는 열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압기 외벽에 습식 단열체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급수관 입구에도 저온 급수와 고온 유체간의 열전달 최소화를 위해 습식 

단열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습식 단열체는 KAERI의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에 직접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습식 단열 방법올 도출하고 열전달 해석 모 

탤올 개발할 경우 다양한 웅용 분야에 적용 가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에 이와 관련하여 입수 가능한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국내 자체 

연구에 의한 셜계 자료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저용 가압기를 주된 대 

상으로 하여，1) 습식 단열체 개념올 정렵하고， 2) 필요한 기초 열수력 실 

험올 수행하며， 3) 설계에 필요한 해석 모델을 평가/개선하여 제공하는데 

목적올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습식 단열체의 적용 예와 관련 연구 자료들올 수집， 분석하 

고， 공기， 모래， 단열 벽돌， Ceramic W 001 둥에 대한 단열 실험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이 채워진 다중 스텐레스 박판 단열 

체 (Stainless Steel Multilayer Insulator Filled with Water)'’이 가장 유망 

한 개념으로 도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실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많은 연구 내용중 실험 관련 부분만을 정리하였 

다. 전체 연구 내용은 참고 문헌 14]에 상셰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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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 단열체 실험 

습식 단열체 실험은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수행하였다.2차년도에서는 훤 

통형 (Cylindrica1 Type) 단열 실험 장치를 만들어 Ceramic 재료와 공기를 

단열재로 사용하여 단열 성능을 실험하였다. 3차년도에서는 상자형 단열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다층금속막을 단열재로 사용하여 단열 성능을 조사 

하였다. 

가. 원통형 소형 단열 시스템 시험 (2차년도) 

(1). 단열 시험 장치 

2차년도에 사용된 원통형 단열실험장치의 개략도는 그립 3.8.1과 같다. 

단열 system은 이중 원통 부분， 로 부분， 로 온도 조절장치 부분， 수조， 그 

리고 자료 수집 부분의 5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중 원통 부분에셔 내부 원통에는 소형 전기로를 외부 원통과 내부 원 

통 사이에는 각종 단열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소형 전 

기로는 Kantha1션을 열선으로 사용하여 내부 원통의 온도를 원자로 용기 

의 고온수 온도인 300 oC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열 System의 온 

도는 5개의 K형 열전대를 내부 원통속(Tl) 내부 원통과 외부 원통 사이 

에서 내부 원통 벽면(T2)， 내부 원통과 외부 원통 사이에서 외부 원홍 벽 

면(T3)， 공기중에 노출된 외부 원통의 벽면(T4)， 그리고 공기중(T5)에 위 

치하여 측정하였다. 

이중 원통 부분의 위는 Ceramic Wool로 충분히 단열하여 반경 방향 

(Radia1 Direction)의 단열 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의 주된 

목적은 외부 원통과 내부 원통 사이에 공기， 모래， 단열벅톨， Ceramic 

Wool 둥의 단열 재료를 넣어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단열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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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 성능 시험 

단열 성능 시험에서는 내부 원통의 온도를 약 300 oC로 유지시키면서 내 

부 원통과 외부 원통 사이롤 공기， 모래， 단열벽돌， Cerarnic W 001으로 채 

훈 후 단열 각 부위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단열재의 단열 성능율 실험하 

였다. 

외부 원통의 외벽은 단열 System을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경우， Cerarnic 

Wool로 쌓는 경우， 그리고 신형 원자로 개념의 격납용기에 해당하는 수조 

에 놓는 경우 3 가지를 선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립 3.8.2는 단열 System올 공기중에 노출시키면서 내부 원룡과 외부 

원통 사이에 공기만 들어가게 하거나 모래， 단열 벽돌， 그리고 Ceramic 

w。이을 각각 넣은 후의 단열 성농 실험 결과이다. 단열 효과는 공기， 단 

열벽돌， 모래， 그리고 Cerarnic W 001의 순으로 중가하였으며， 외부 원통 외 

벽온도(T4)와 단열 성능 시험중 로의 Kanth머션에 가해지는 전압 및 

Power롤 비교할 때， 공기， 단열벽돌， 모래는 비슷하였으며， Ceramic Wool 

의 단열성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립 3.8.3은 단열 System을 Ceramic W 001로 둘러 쌓아서 내부 훤통과 

외부 원통 사이에 모래， 단열 벽톨， 그리고 Cerarnic Wool올 각각 넣은 후 

의 단열 성능 시험 결과이며， 이번 경우도 Ceramic Wool의 단열성이 우 

수하며 열손실이 적은 것을 확인 시켜 주었다. 

그렴 3.8.4는 단열 System을 수조에 놓았을 때 내부 원통과 외부 원통 

사이에 공기， 단열벽돌， 모래， 그리고 Ceramic W。이을 넣은 후의 단열 성 

능 시험 결과이다. 단열 System을 수조에 놓았을 때， 모든 종류의 단열재 

에 대하여 수조의 온도가 약 40 oC정도 이하였다. 

이상의 단열 System 성능 시험에서 단열 System올 수조에 놓는 경우 

공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단열재가 충분한 단열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물론 Cernùc Wool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것이 수조의 온도률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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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열 손실의 면에서도 제일 효과적이나， 이롤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의 문제점， 장시간 운전중 재료 성질의 변화에 

의한 단열효과의 변화 둥올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상의 소형 단열 Systern 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Ceramic W 001의 

단열성이 제일 우수하나， 시공상의 문제점 둥을 감안 할 때 공기를 단열채 

로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매력이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첫 단계의 실험에서 공기를 단열재로 사용할 때는 외부 원통과 내부원통 

사이를 밀봉을 하지 않아 사이의 공기가 항상 대기압으로 유지되었다. 그 

러나 실제 시스댐에서는 다양한 공기 압력이 가능하므로， 압력 변화에 따 

른 단열 성능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따라셔 단열 Systern을 

개조하여 외부 원통과 내부 원통 사이를 Tight Sealing하여 사이의 공기의 

압력 변화에 따른 단열 성능 시험올 행하였다. 

그림 3.8.5는 단열재를 공기로 사용하여 공기의 압력 변화에 따른 단열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하여 단열 Systern올 개조한 것올 보여 준다. 외부원 

통과 내부원통 사이를 용접하여 단열 성능 시험중 공기의 유입올 차단시킨 

채 단열 성능 시험올 하도록 하였다. 압력 Guage를 셜치하여 단열 성농 

시험중 압력 변화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3.8.6은 외부원통과 내부원통 사이의 단열 성농 시험 시작시의 압력 

을 1.571 압， 대기압， 약 0.34기압， 그리고 진공에 가까운 압력으로 하고 단 

열 시험 systern올 수조에 넣고 행한 단열 성농 시혐의 결과이다. 

단열 Systern올 Tight Sealing 하지 않고 단열재를 공기로 사용한 단열 

성능 시험 결과와 비교시 수조의 온도가 약 4 oC 상송하였다. 한편 외부원 

통과 내부원통 사이의 단열 성능 시험 시작시의 압력이 1.5 기압， 대기압 

0.34 기압인 경우 내부원통의 온도가 300 0C로 유지된 경우， 압력이 약 1. 

3-1.4 배 중가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재료들은 고온의 고방사선 환경에 있는 일체형 원자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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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었다. 반면에 다중 박강판(Multilayer of 

Thin Steel Plates)은 제작성， 고압 적용성， 방사화 최소화， 내구성 둥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소형 원자로에서 채돼되었고， 3 

차년도 연구는 여기에 초점올 맞추어 수행되었다. 

나. 다충 금속 박판 단열체 실험 (3차년도) 

(1). 단열 시험 장치 

여러 연구 기관에서 원자로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습식 단열체로 

서 다충 금속 박판올 제안하고 있다. 이번 실험에서 다충 금속 박판으로 

는 0.3 mm 정도의 두께률 갖는 앓은 스텐레스 강판율 사용하고， 금속판 

사이의 간격올 약 2 mm 정도로 유지하여 전체의 두께가 약 20 mm 정도 

가 되도록 구성되었다. 금속막 사이의 간격올 2 mm 정도 유지하기 위하 

여는 금속판에 돌출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돌출 

부분이 있는 금속판올 약 10장 정도 사용하여 원주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차년도의 원통형 실험장치 대신 상자형 단열 시험 장치를 사 

용하여 l차원적인 단열 시험올 수행하였다. 이 경우 열 전달 해석이 보다 

단순해지므로， 단열 성능을 분석하기도 보다 쉬워지는 이점이 었다. 

그림 3.8.7은 3차년도에 수행된 실험장치를 보여주고 었다. 상자를 양분 

하여 한쪽은 Silicon Oil을 사용한 고온부이며， 다른 한쪽은 물 속에 다충 

금속판올 제작 설치하여 저온부의 단열 성능올 측정하였다 Silicon Oil올 

사용한 이유는 고온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고온 유체의 온도가 300 Oc 정도 저온 유체의 온도 
가 70 0C 정도이며， 두 유체 모두 고압 상태에 었다. 그리고 습식 단열체 

는 고온 유체 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그대로 모의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꼭 필요하지도 않다. 단열체에서의 열전달은 금속판 

올 통한 열전도와 금속판 사이의 물올 통한 자연대류 및 열전도에 의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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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며， 단열체 주변의 유체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한 온도나 압력이 다 

르더라도 열전달 모텔의 검중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표 3.8.1은 

중소형 원자로 운전 조건과 본 연구에서의 실험 조건올 비교하고 있다. 

(2). 1차 실험 

실험 변수에는 다층금속판의 수에 따른 단열 효과를 관찰하는 것과 금속 

판 사이의 간격올 조절하면서 물의 자연 대류가 미치는 영향올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0.3mrn 두께의 스테인레스 금속막올 2 mrn의 간격으로 유지 

하면서 금속막의 수를 9장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열전달 실험올 수행하였 

다. 실험시 Silicon Oil과 물을 분리하여주는 5 mm 두께의 스테인레스 강 

판의 물쪽 벽면의 끓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Silicon 온도를 133 oc로 유지 

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스테인레스 금속막을 2 mm의 간격으로 유지하고， 

물이 금속막 사이로 유동하는 것올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하여 두께 2mrn 

의 Silicon rubber를 사용하여 사각형의 금속막 가장자리 부분올 밀봉하였 

다. 열전달 실험은 상온에서 시작하여 Silicon Oil 및 수조의 온도가 일정 

하게 유지될 때까지 24시간 동안 하였다. 

그림 3.8.8은 스테인레스 금속막올 7장 사용하여 24시간 열전달 실험올 

한 결과와 열전달 실험시 온도 측정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Silicon Oil의 

온도는 약 2시간 이후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Silicon Oil부의 

스테인레스 강판의 벽면 온도와 수조 부분의 습식 단열체의 각 부분의 온 

도와 수조의 온도는 약 10시간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됩올 알 수 있다.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된 단열체 System에서의 Silicon Oil의 온도는 약 

133 oc이며 Silicon Oil 부분의 스테인레스 강판 벽면의 온도는 약 106 oC, 

그리 고 수조의 온도는 약 64 oC로 Silicon Oil과 수조의 온도차가 약 70 0C 

정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습식 단열체의 열전달 실험에서 10 시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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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후 정상 상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8.2는 S/S 박판 개수에 따라 그림 3.8.8의 각 위치에서 측정된 온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8.9는 이 중에서 중요한 온도들， 즉 Silicon Oil 

부분， Silicon Oil 쪽의 스테인레스 강판 벽면 온도， 물쪽의 스테인레스 강 

판 벽면 온도， 다충 금속 박판 단열체의 수조측 벽면온도， 그리고 수조의 

온도롤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은 스테인레스 금속막의 수가 중가 

할수록 Silicon Oil부분의 온도는 일정하나， Silicon Oil부분의 스태인레스 

강판 벽면 온도는 중가하고 수조의 온도는 감소하여 단열의 효과가 있옴올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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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과제 

일반적으로 공업 전반에 사용되는 cer빼c 단열재는 wet thennal 

insulation에 사용하는 경우 실험 결과 단열 측면만 고려시 효과가 있으나， 

안전 및 원자로 보수의 측면에서 볼 때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 

로 사료되어 신형 원자로에 적용은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기 

존에 원자로에 널리 사용되는 물 및 Stainless Steel올 재료로 사용하는 다 

중 금속 박판 습식 단열체 개념은 현재의 실험 결과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올 통해 얻어진 데이터에는 그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제작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향후 추가 실험을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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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일체형 원자로 조건과 실험 조건의 벼교 

일체형 훤자로 본 실험 

Hot Fluid Water, 30(tC, 150 기 압 Oil, 100-150oC, 1 기 압 

Cold Fluid Water, 70oC, 150 기 압 Water, 5O-950C, 1 기 압 

Insulator 위 치 Hot Fluid Cold Fluid 

표 3.8.2 각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 

박판 
T여 TO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1b lW l 

수 

0 133 93 71 70 

133 96 74 70 68 

2 133 97 77 72 69 66 

3 133 100 82 78 74 69 67 

4 133 101 85 82 76 73 68 66 

5 133 103 84 85 79 78 78 67 68 

6 133 103 87 87 82 78 73 69 64 66 

7 133 106 89 89 84 80 75 73 69 64 67 

8 133 107 86 87 83 82 76 72 71 64 63 

9 133 107 86 86 81 81 75 72 71 64 63 

9 133 106 87 83 80 79 73 70 70 6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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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수집 

그림 3.8.1 원통형 단열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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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피동잔열제거계통 연구 

1. 서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330MWt급 일체형원자로 SMART를 개발하고 

있다[13]. SMART의 주요 껄계 특정은 내장형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및 내장형 저온가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요 기기에 대해 

서는 2장 1철 및 2절에서 정상상태 성능분석 모텔령 및 전산 코드의 개발 

로 그 성능의 우수함올 확인하였다. EPRI URD[15]에서는 신형원자로 피 

동잔열제거계통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냉각 능력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원자로 사고와 같은 비상시 

계통의 단일 고장 가장후 원자로를 원자로 정지후 36시간내에 안전한 상태 

(215 OC)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SMART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능이 미국 EPRI의 신 

형원자로에 대한 피동잔열제거계통 설계 요건올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작업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열수력적 현상올 모의할 수 있는 모텔링올 개발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능올 해석할 수 있는 전산 코드의 개발로 가능하게 되었다. 

2. 피동잔열제거계통 구성 및 기능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기능은 증기발생기에 주급수가 공급되지 않는 둥의 

이차측 열제거 능력 상실 사고시 원자로 잔열을 제거하는 기능올 수행한 

다. 피동성 및 다중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은 4개의 독립 

적인 열제거 계통으로 구성되도록 셜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각 계열은 

중기발생기 4개의 섹션중 하나에 배관으로 연결되며 원자로 정상 운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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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격리 밸브에 의해 격리된 상태로 대기하게 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4 

계열중 단 두(2) 계열만으로도 노심 잔열올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열교 

환기 둥의 기기 용량이 설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각 계열은 비상냉각 

탱크， 열교환기， 보충수 탱크， 및 연결 배관으로 구성된다. 열교환기는 충 

분한 중발 물용량올 갖고 있는 비상노심탱크내에 참겨있다. 보충수 탱크 

는 원자로 정상 운전시 질소가스에 의해 이차계통 급수측 운전압력으로 가 

압 상태에 있게된다. 보충수 탱크의 기능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운전시 이 

차계통를 충분히 충수하는 것이다. 열교환기 후단과 보충수 탱크 사이에 

역류 방지 밸브가 설치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 초기 작동시 순환 회로내에 

유동 교란이 생겨 자연순환 유량의 형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소외전 

원 상실과 같은 사고로 급수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격납건물 밖의 주중기 

관 및 주급수관이 닫히고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 밸브가 열림으로 

써 초기 작동이 개시된다. 일단 초기 작동이 시작된 후에는 운전원 개입 

이나 전원이 없어도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 잔열의 제거가 지속될 수 있다. 

중기발생기를 통해 제거된 노심 잔열은 궁극적으로는 열교환길르 거쳐 비 

상냉각탱크내의 물에 전달된다. 냉각이 진행되면서 비상냉각탱크내의 물 

은 가열되어 대기로 중발하게 된다. 비상냉각탱크의 중발 물용량은 72시 

간 이상 피동냉각이 지속될 수 있올 만큼 충분하도록 용량이 결정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해석성 형상은 그림 3.9.1과 같다. 

3.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 

가. 일차계통 주요 기기 모텔링 

중기발생기 및 가압기를 포함한 일차계통의 열수력적 모탤령은 이미 충 

기발생기 및 저온가합기 성능해석 관련절(3장 1절 및 3장 2절 참조)에서 

개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들 일차계통 기기를 제외한 피동잔열제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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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기기들에 대한 모델링만을 다률 것이다. 일차계홍 주요 기기 

성능해석 부프로그랭은 전체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 프로그랩의 부프 

로그랩으로 사용된다. 

나.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모텔링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시 비상냉각탱크내의 냉각수 온도는 60 oc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튜브 바갈쪽 유체 온도는 경계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열교환기 튜브내측에 다옴과 같은 열평형 방정식이 적용된다. 

d QHX . di2 
-강 m2-공 (3.9.1) 

Q없 m2(;;+1 - i;) Uii Aii .c:. TUlTDi (3.9.2) 

웅촉열전달계수로는 다옴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12]: 

h2=h • . f . [J 1 +Xj( ~' -l)+J 1 +X2( ~' -1)] (3.9.3) ‘ .. p, -. ,- •. P. 

여기서 h* 는 중기발생기 성능해석 관련 절에서 이미 정의된 강제대류연 

전달계수이다 Xl 및 X2는 업구 및 출구 건도를 나타낸다. 튜브바깥에는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를 적용하였다. 

다. 보충수 탱크 모델랭 

피동잔열제거계통내의 총 냉각재 질량은 보존되어야 한다: 

M TnTAI = M TANK+ 2: M,= CONST 
~TA꺼'K 

(3.9.4) 

N2 가스 및 보충수 탱크내의 물 온도가 열교환기 후단의 온도와 같다라고 

가정하면 보충수 탱크의 압력은 질소 분압 및 물의 중기 분압의 합으로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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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상상태 해석올 위한 관련 계통의 계산 영역 세분화 

정상상태 해석은 노섬출구온도가 주어진 조건에서 중기발생기를 통해 이 

차측으로 제거되는 열용량올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산된 열용량값들 

은 일차계통 과도 열용량 계산시 입력으로 사용된다. 정상상태 해석을 위 

한 계통 계산 영역 세분화는 그렴 3.9.1과 같다. 열교환기 튜브는 여러 영 

역으로 세분화되었으며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및 보충수 탱크내의 기 

체 체적은 각 각 하나의 제어 체적으로 처리하였다. 

마. 일차계통 질량의 과도 열용량 모웰링 

일차계통 질량의 과도 열용량을 구하기 위하여 피동잔열채거계흥 청상상 

태 해석에서 구해진 열용량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잔열량올 버교하여야 

한다. 다음의 식이 이용되었다: 

Qs = QD - QSG (3.9.5) 

Qs ::::: 캄[헐 (M뻐õC뻐í + MKfC뼈 )TKf] 

= 캄[질 Cj T Kf] 
(3.9.6)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원자로 용기와 같은 금속체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같다고 가정하였다. 일차계통 질량의 명균 온도는 다옴과 같이 정의될 수 

있게된다: 

여기서 

Qs = 캄[ C1 칸] 

~ ( MMjC빼'j + M따Cþ따 ) T따 
T1 ::::: ’ζ 

C1 = 장 MMi잃j + M쩌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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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계산에서 피동잔열제거계통 두(2) 계열만이 운전된다고 가정하였으며 피 

동잔열제거계통 초기 작동시의 일차계통 노심출구옴도는 290 oc 라 가정하 
였다. 가압기 냉각기에 들어오는 냉각수는 정상적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하 

였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주요 기하학적 셜계 자료는 표 3.9.1에 요약하였 

다. 계산 결과는 그림 3.9.2, 3.9.3, 및 3.9.4에 표시하였다. 이들 결과는 피 

동잔열제거계통 운전에 따라 노심출구온도가 원자로 안정정지 온도인 215 

℃에 도달할 때 까지의 주요 변수들의 과도상태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2 

는 노심출구옴도， 노섬입구옴도， 가압기 각 공동의 옴도， 중기온도， 급수온 

도둥의 추이를 보여준다. 원자로 정지후 약 30초까지 노심붕괴열이 중기 

발생기를 통해 이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열보다 크기 때문에 노심출구온도는 

갱5 oc까지 상숭하였다. 그후 노심 붕괴열이 감소함에 따라 노심출구온도 

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운전 초기에는 

과열 중기가 생산되며， 원자로가 냉각됨에 따라 중기 건도는 서서히 낮아 

지게 된다. 원자로 정지후 약 6900초후 노섬출구온도는 목표 냉각 온도인 

215 oc에 도달하였다. 일차측 및 이차측 자연순환유량， 열제거량， 가압기 

각 공동의 수위， 보충수 탱크의 수위의 추이는 그림 3.9.3에 표시하였다. 

이차측 자연순환 유량은 약 2α%초 경에 최대치(정격유량의 8.5%)에 도달 

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다. 또한 이 시점에서 열교환기 출구온 

도가 최대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압력강하와 밀도차에 따른 자연순 

환 동력간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노심출구온도가 약 218 0C에서 중기발생기 출구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 

였으며 밀도차에 따른 자연순환 동력의 감소로 자연순환 유량은 급격히 감 

소하기 시작하였다. 노섬출구온도가 약 220 oC에서， 가압기 중앙공동의 

수위가 최저에 이르며 주변공동의 수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전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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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동안 중앙공동 및 주변공동의 온도 변화논 완만하였으며 변화폭이 크 

지 않았다. 이는 저온가압기 개념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9.4은 가압기 압력과 보충수 탱크의 압력 변동을 보여준다. 가압 

기 압력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운전 시작 약 30초 후 약 13 MPa 정도까지 

상숭한 후 냉각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보충수 탱크 

압력은 초기 냉각시 초기 압력 4.5MPa에서 최대 약 5.5 MPa까지 상숭후 

냉각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이 기간 중에는 이차냉각 

수가 보충수 탱크로 역류하게됨올 의미한다. 냉각 기간동안의 명균 냉각 

률은 약 40 0C!hour.였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비록 가압기 냉각기의 작동한다는 가정과 열교환기 외부의 유체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얻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 결과이지만， 이로 

부터 SMART에서 채태하고 있는 피동잔열제거개통 개념이 EPRI URD에 

서 제시하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뿐만아니라 해석 결과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운전시 SMART의 주요 

기가인 저온 가압기 및 관류형 중기발생기가 제 설계대로 성능을 내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보다 실제에 가까운 조건을 반영하여 

해석올 수행해 볼 필요가 있올 것으로 판단되며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올 

포함한 일체형 원자로 설계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 셜계 검중 계획 및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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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 SMART 피통잔열재거계통 주요 셜계 제원 

Di하neters of Main SteamlFeedwater Line, m 0.2/0.1 

HX Tube Materia1 Titanium I 

Number of HX Tubes per One Section 400 

Length of One HX tube, m 2.5 

Volume of Compensating Tank per Train, mj 2.56 

Volume of Emergency C∞ldown Tank per Train, m~ 52.0 

Diameter of SteamlWater Pipe Line of the PRHRS, mm 100.0/64.0 

Effective Height for Natura1 Circulation of the PRHRS, m 13.0 

Loca1 Hydraulic Resistance of Isolation Va1ves on Steam 40.0/12.0 
Line/Water Line 

Nominal Pressure Drop in SG Steam Header/FW Header due 0.3/1.0 
to Loca1 Hydraulic Resistance,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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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4 짱 빼용량 펴똥형 훤짜르료 1훌훌 

찌냄연구 

제 1 절 설계기본요건 

전기출력이 1000MWe급인 대용량 피동형 원전인 KPlO00의 셜계 

요건은 미국 EPRI URD셜계요건[15]을 기본으로 셜정하였다. EPRI 

URD요건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포괄적이고도 구체적 

인 요건올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EPRI 

URD와 같은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셜계요건 셜정은 경우에 따라서 계 

통 셜계인자 셜정에 지나친 제한요건으로 작용하므로 1000MWe급의 

피동형 원자로의 셜계개념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건만올 

선돼하여 셜계기본요건으로 셜정하였다. 이와 같이 셜정된 요건은 아 

래와 같다. 

- 피동형 셜비로만 인 허가 기준사고의 관련요건율 만족시켜야 합. 

- 노심손상빈도가 1.0 . 10-5이하로 유지되도록 계통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시에는 노심의 거동이 미국의 

lOCFR50.46( f)의 요건 [16]올 만족하도록 껄 계 되 어 야 합. 

- 직경 6인치 크기의 냉각재 상실사고까지 노심이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통이 셜계되어야 합. 

- 인 허가 기준사고 시 72시간 동안 훈전원 조치가 없어도 발 

전소가 안전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 

- 72시간 이후의 노심손상방지 및 격납용기 누셜기준 초과방지 

-263-



에 필요한 운전훤 초치 및 소외 지원사항은 단순조작 및 협 

게 이동， 설치，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자재 및 설비의 지원 

정도 이하이어야 함. 

- RCS mid-loop운전이 가능하고 운전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결되는 저압계통의 설계는 현실적으로 가 

능한 범위 내에서 URS(Ultimate Rupture Strength)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ntersystem 

LOCA률 방지할 수 있도록 URS셜계에 상용한 셜비를 갖추어야 

합 

- 소내 부하 전력 공급 선은 독립적이며 격리된 2개션이상 확보되 

어야 합. 

- RCS 감랍껄비는 안전둥급으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자 

동 작동장치의 고장 시에는 수동으로 작동 가능하여야 함. 

- RCS 감압껄비는 ECCS와 연계하여 SBLOCA시 노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압능력을 갖추어야 함. 

- 중기발생기 단일 세관 파단사고시 RCS 감압셀비의 작동조건 

에 도달하지 않아야 합. 

- LOCA시 장기 노심 냉 각(Long term cooling)을 위 하여 RCS를 

물 속에 잠기게 하여 자연대류로 잔열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 

용 시 감압설비는 자연대류 유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ECCS냉각수 원자로 주업방법은 DVI 주업방식이 되어야함. 

- 재장전수조는 격납용기 내에 위치하여야 함. 

- 안전둥급 잔열제거 셀비만을 이용하여 RCS 온도가 36시간 내에 

420~의 조건에 도달 되어야함. 

- 안전둥급 잔열제거 껄비 외에 비안전퉁급의 능동형 잔열제거 설 

비가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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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로맹각재계통 

1. 채통구성 및 기능 

KP-1000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그림 4.1과 같이 3개의 열 전달 루 

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로에는 1대의 중기발생기， 2대의 원자로냉 

각재펌프， 1개의 고옹관， 그리고 2개의 저옹관으로 구성되어 었다. 즉 

KP1000 원자로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왼자로냉각재펌프， 중기발생기， 

고옹관 및 저온관 파이프를 포함한 각 루프의 셜계자료는 AP600과 동 

일하게 셜정하고 루프의 개수만을 2개에서 3개로 증가시켰으며， 원자 

로 및 노심은 1000MWe급의 전기출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적절하게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출력운전 및 사고시에 노심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고 왼자로제어 및 보호계통에서 허용되는 운전 범위 내로 

핵연료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펌프는 노심에서 발생된 열을 중기발생기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순환유량을 공급하며， 중기발생기는 양질의 중기를 터빈에 공급하고 

훤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가압기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함께 계통압력을 유지하며 압력 과 

도상태 시에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셜계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용도제어방법은 저온관의 온도률 일정하게 유지하 

고 고온관의 용도를 출력에 따라 변화시켜서 비교척 완만한 Sliding 

TaVII롤 갖는 방법을 채돼하여 가압기 체적 및 수위제어계통 용량올 비 

교척 작게 하면서 발전소의 효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용도제어 방법올 

채돼하였다. 즉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관온도는 529'망로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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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고온관측 최대온도는 전 출력 운전시 608.0~가 되며， 중기발 

생기의 중기압은 전 출력 운전 시 780psia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셜계 

기준으로 하여 이롤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정상운전 시에는 가압기내부의 전기 

가열기와 살수계통을 이용하여 물과 중기가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여 조절되며 사고 및 과도상태 시에는 가압기 상단에 셜치된 스프링작 

동 안전밸브와 안전감압 밸브를 사용하여 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한 

다. 

2. 원자로 및 노심 

KP1000의 원자로는 그립 4.2 표 4.2와 같이 원자로용기의 제작가능 

성올 고려하여. 1937>> 의 핵연료집합체를 사용하는 미국 훼스탱하우스 

사의 일반적인 4-루프 1300MWe급의 플랜트 원자로 직경과 동일하게 

원자로용기의 내경을 177 인치로 설정하였으며 원자로 용기 웰의 길이 

는 AP600과 동일하게 308.8안치로 쉴정하였다. 또한 반구형태의 원자 

로 용기 상부 플레념 및 하부 플레념의 크기는 기하형태를 고려하여 

78.32인치와 77.23인치로 설정하였다. 

KPlO00의 노심은 사고시 피동안전계통의 작동에 의해 노심의 냉각 

이 가능하도록 저 출력 노심을 사용하였으며 핵연료의 다음파 같은 기 

본 설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o 가연성 홉수 봉은 Wet Annular Burnable Absorber(W ABA)를 사용 

o 제어봉군은 출력 및 출력분포 제어를 위한 출력 조정 제어봉군과 벼상 

정지 제어봉군으로 나뉘어지며 출력 조정 제어봉군은 다시 제어봉 가 

가 큰 고 제어봉 가 제어봉군과 제어봉 가가 작은 저 제어봉 가 제어 

봉군으로 나어 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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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사체는 AP600과 마찬가지로 구멍이 뚫려 있는 스틸 반사체를 사용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구성된 초기 노심의 주요 노심 설계 인자는 표 4.3에 수록 

되어 었다. 

3.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의 형상은 수직 웰형으로서 일체형 습분 분리기를 갖춘 

u-튜브형이며 각 Loop에 한대씩 총 3대가 설치되어 었다. 전열관 재 

질로는 열처리된 인코넬 690을 사용하고 전열관의 배치는 삼각 형상 

배치를 취하였다. 증기발생기의 찬넬 헤드 전열관 판 그리고 전열관 

다발은 2250psÍa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다. 일차 

측의 원자로 냉각재는 31인치 고온관과 연결되어 있는 한 개의 입구 

노즐을 통하여 증기발생기로 들어오고 63077ij 의 전열관으로 이루어진 

U자형의 전열관 다발을 지나가면서 냉각재의 열을 증기계통으로 전달 

한 후 캔드 모터 형식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부착되어 있는 2개의 출 

구 노즐을 통하여 빠져나간다. 발전소 기동 시에 급수는 기동급수펌프 

에 의하여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며 기동급수조절밸브에 의하여 조절된 

다. 증기발생기의 급수 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 급수 펌프 중의 

한대가 운전 상태에 놓인다. 고온 대기상태에서는 중기발생기의 중기 

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의 증기가 증기방출계통을 통하여 제거되며 

주급수펌프 한대가 운전되어 일정량의 급수를 공급한다. 정상운전 시 

에 u-튜브 상부에 위치한 급수노즐을 통하여 증기발생기에 공급된 급 

수는 높은 온도의 일차계통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은 뒤 이상의 중기 혼 

합물이 되어 습분분리기와 건조기를 지나가면서 습분함량이 0.25% 미 

만의 건조 증기만 증기공간으로 보내져 용기 상단에 있는 출구노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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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2차 측 터빈으로 보내진다. 저온관 부분에는 피동 잔열제거계 

통의 노즐이 연결되어 있어 비상상태 시에 일차 측의 냉각을 위하여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열 교환기로부터의 재순환 유로를 제공한다. 다 

음의 표 4.4 에는 증기발생기의 설계사양 및 일차 측의 체적올 나타 

내었다. 

4. 원자로냉각재펌프 

KPIOOO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자료는 운전 및 셜계경험이 풍 

부하지 못하므로 표 4.5와 같이 미국 Westinghouse사의 피동형 원자 

로인 AP600[l7，l 8]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5. 가압기 

가압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Hot-Leg)에 연결되어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변동에 의한 냉각재의 팽창 및 웅축 공간을 제공하 

며 가압기의 용량을 이용하여 발전소 정상상태 시에는 계통의 압력올 

일정하게 유지하고 과도 상태 시에는 계통의 압력변동올 완화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발전소에서 전기부하(Electrical Load)가 감소하면 일시 

적으로 냉각재의 평균온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냉각재 체적이 증가 

한다. 냉각재 체적의 중가는 가압기 수위 및 압력의 증가를 유발한다. 

압력 증가 시에 가압기는 냉각재 계통의 저온관(Cold-Leg)으로부터 과 

냉각된 냉각재를 분무노즐(Spray)을 통하여 분사하여 가압기내의 중기 

일부를 웅축시켜 압력증가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계통압력올 유지하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전기부하(Electrical load)가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냉각재의 평균온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냉각재 체적이 감소한다.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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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 체적의 감소는 가압기 수위 및 압력의 감소를 유발한다. 이와 같 

이 압력이 감소할 때는 가압기의 가열기 (Heater)가 작동하여 액체의 

일부를 증발시켜 압력감소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계통압력을 유지하도 

록 한다(표 4.6). 

가압기 안전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방지( Overpressure 

Protection)를 위하여 가압기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자로 출력에 

따라 통상 4.37>> 가 각각 분리된 압력방출 배관에 셜치되어 있다. 가압 

기 안전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첨두 압력이 셜계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되도록 가압기 안전밸브의 전체 방출용량을 결정하 

여야 한다(표 4.7). 

6. 급수 및 증기계통 

KPlαP 은 3-루프 발전소로서 증기발생기 3개를 가지고 있으며 증기발 

생기로부터 나온 증기는 1개의 공통 혜더로 모여 1단의 고압터빈과 3단의 

저압터빈을 거쳐 복수기로 보내어 진다. 복수키에서 웅축된 복수는 복수 

펌프로 4단의 저압 예열기로 보내어지고 탈기기를 거쳐 급수 승압 펌프와 

주급수펌프를 거쳐 2단의 고압예열기로 보내진 다음 증기발생기로 주입된 

다. 2차계통의 과압보호를 위하여 중기발생기와 주증기 차단밸브사이 격 

납용기 밖의 위치에 주증기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증기안전밸브후 

단과 주증기차단밸브사이에 복수기 고장 또는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 시에 

도 증기발생기로부터 증기를 방출할 수 있게 하는 동력구동방출밸브가 설 

치되어 었다(그림 4.3 참조) . 터빈정지 또는 부하감발과 같은 급격한 부하 

변동으로 인한 2차계통의 열 제거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1차계통을 정 

지시키지 않고도 초과에너지를 복수기로 우회시키는 터빈우회밸브가 공통 

혜더에 셜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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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형발전소는 격납용기격리나 방사성물질누출방지 동의 기능을 제외하 

고는 잔열제거방식에 있어서 2차계통에 의한 안전관련기능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능동형 발전소가 주급수계통과 비상급수계통으로 이루어진 반면 피 

동형발전소는 주급수계통과 보완(기동)급수계통으로 이루어진다. 안전관련 

기능은 없올지라도 능동형의 비상급수계통을 대신한 보완(기동)급수계통은 

피동형안전셜벼에 의해 사고률 방지하는 것에 앞서 우선적인 대처계통으로 

서의 역할올 담당한다. 

이차계통의 셜계압력은， 중기발생기 셜계 결과에 따르면， 영 출력시의 이 

차측 온도가 276.0 oc이므로 그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압력이 중기발생기의 

영 출력 압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차측의 설계압력은 영 출력 압력을 바 

탕으로 해서 6.없6 MPa 가된다. 

또한 이차측 주중기배관의 직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참조발전소인 AP600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AP600의 경우 주증 

기배관의 중기속도는 53.78 m/sec이므로 이와 같은 중기의 속도 및 압력강 

하를 유지하기 위하여 KPlα%의 주증기 관에 대한 설계자료를 셜정한다. 

KPlα%의 줌기방출유량이 570.6 kg/sec이며 중기압이 5.571MPa일 때 주증 

기 관에서 증기속도가 AP600의 값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증기 관의 내경은 O.72m가 된다. 

7. 안전설비 

가. 계통기능요건 및 설계기준 

피동형발전소의 안전셜비에 대한요건은 미국의 EPRI가 주관이 되어 

사용자요건으로 설정된 EPRI URD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안전설비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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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안전설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 사고 후 72시간까지 운전원의 조치 없이도 발전소가 안전 

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노심손상빈도가 1.0XlO- 5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통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사에는 노심의 거동이 미국의 

lOCFR50.46(f)(l6J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 칙경 6"크기의 냉각재 상실사고까지 노심이 대기 중에 노출 

되지 않도록 계통이 셜계되어야 한다. 

나. 안전설비 가능 및 계통구성 

KP1000발전소의 안전설비는 미국의 wαf사에서 개발한 600MWe급 

의 AP600 발전소를 기준으로 계통의 용량과 개수를 중가시켜 

1000MWe급의 용량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KP1000의 안전설비의 기 

본개념은 설계기준사고 발생 시 비상발전기의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서 

도 자연력인 중력과 피동형 설비인 압축공기의 힘만으로 운전자의 조 

치 없이 원자로를 72시간동안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설계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KP1000의 안전설비는 피동안 

전주업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자동감압계통， 피동격납용기 냉각계통 

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통은 사고시에 서로 연계하여 노심 

의 반웅도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노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하여 

발전소의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고의 경우별로 작동되는 안전설비의 작동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원 

자로냉각재의 압력이 빠른 속도로 감압 되는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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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축압기의 압축압력이하로 급격히 감 

압 되어 축압기의 압축질소의 힘에 의해 원자로하부공동과 노섬에 냉 

각수가 주입되며 원자로냉각재의 압력이 IRWST와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수두차 이하로 감소되면 IRWST의 냉각수가 주입되어 노심을 냉각 

하고， 노심과 원자로가 IRWST의 냉각수에 완전히 잠긴 후에는 자연 

대류방식에 의해 잔열을 제거한다. 그리고 축·압기와 IRWST주입시간 

사이에 노심의 압력이 충분히 감소되지 않은 시간에는 노심보충수탱크 

의 냉각수가 주입되어 잔열올 제거하는 기능올 한다. 그러나 원자로냉 

각재의 감압속도가 낮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시에는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압력이 셜정치 이하로 감소되면 노심보충수탱크가 먼저 작동된 

다. 노섬보충수탱크는 원자로냉각재가 고압인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경계를 유지하고 노심의 반용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농 

도의 붕산수를 주입하는 기능파 노심보충수탱크의 수위 셜정치에 의해 

서 감압계통의 밸브를 작동시키는 기능올 한다. 노심보충수탱크의 수 

위설정치에 의해 작동된 감압계통의 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올 적절하게 조절하며 감압하여 IRWST의 냉각수가 주입되기 전까지 

노섬보충수탱크와 축압기의 냉각수를 이용하여 노심이 대기 중에 노출 

되지 않도록 노심을 냉각시키면서 노심의 압력이 IRWST의 수두이하 

로 감소되도록 설계되어있다. IRWST의 냉각수가 주입되면 노심과 

원자로 및 저온/고온관은 IRWST의 냉각수에 완전히 잠겨져서 자연순 

환에 의해 노심의 잔열이 제거된다. 이와 같이 노심에서 제거된 잔열 

은 격납용기내부에 축적되어 격납용기 대기의 압력과 온도를 증가시키 

고 피동격납용기 냉각계통을 통하여 최종 열침원인 대기 중으로 방출 

된다. 

비냉각재 상실사고 시에는 먼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해 노심의 잔 

열이 IRWST의 냉각수로 전달된다. 사고시 중기발생기에 의해 노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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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되는 열이 중기발생기에 의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발생기 수위셜정치 혹은 가압기 수위설정치에 의해 피동잔열제거 

계통 차단밸브가 개방되어 잔열이 피동잔열제거 열 교환기를 통하여 

IRWST에 전달되고， IRWST냉각수는 비둥하여 격납용기의 압력이 상 

숭하고 이에 따라 피동격납용기 냉각계통이 작동하여 격납용기내부에 

축적된 열이 외부대기로 방출된다. 

격납용기에 축적된 에너지는 격납용기내부에서는 격납용기 내벽에서 

웅축열전달 현상에 의해 강철격납용기를 통하여 외부로 전달되고 외부 

에서는 격납용기 냉각계통작동신호에 의해 방출되는 격납용기 냉각수 

와 공기의 자연순환에 의해서 최종열침원인 외부 공기로 방출된다. 

그림 4.4는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KP-lOOO의 안전계통 개략도를 보여 

준다. 

다. 감압계통 

KPlOOO의 자동감압계통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 피동안전주업계통 

과 함께 비상노섬 냉각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4.4에 보인바와 같이 KPIOOO의 자동감압계통은 피동안전계통 

의 일부로서 피동 안전주입계통과 연계되어 았으며， 감압을 위하여 원 

자로냉각재를 가압기로부터 격납용기내 재장전수조(IRWST)로 방출하 

는 2트레인의 1단에서 3단까지 밸브그룹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 

으로부터 격납용기 대기로 직접 방출하는 최종단계의 밸브그룹올 포함 

하는 3트레인의 4단계 감압계통으로 구성되어 았다. 1단에서 3단까지 

의 단계는 가압기 안전밸브와 공유하는 가압기 상부의 노즐에 연결되 

어 있고 노즐하단에서 병렬로 구성되어 각 단계마다 2개의 밸브가 직 

렬로 연결되어 었다.4단계는 직렬로 연결된 2개의 밸브그룹이 각각의 

고온관 상단에 연결되어 았다. 자동감압계통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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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4 논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밸브는 2개의 밸브로 구 

성되고 고온관에 연결된 4단계는 정상작동압력에서 열리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동감압계통의 작동은 표 4.10과 같이 노섬보충수탱크의 수위에 연 

동되어 자동으로 작동한다. 사고시에 가압기의 저 압력으로 안전주입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노섬보충수탱크로부터 안전주입이 시작된다. 노 

섬보충수탱크의 수위가 75%에 이르면 자동감압계통의 1단계 밸브가 

열리고 60%에서 2단계， 50%에서 3단계， 그리고 20%에서 마지막 4단 

계 밸브가 열리게 된다. 각 단의 감압밸브의 개방에 따라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압력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축압기 그리고 IRWST로부터의 

안전주입이 가능하게 된다. 

라. 피동잔열제거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시동급수계통의 작동이 불가능하고 이차측이 열침원 

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Non-LOCA 사고시에 피동잔열제거 열교환기(그 

림 4.4)를 통해 노심의 붕괴열 및 기기 잔열을 제거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은 기폰능동형 발전소의 보조 혹은 비상급수계통의 기능을 수행하며 발전 

소출력의 정상 압력 및 온도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피동잔열제거열교환기 

는 원자로냉각재 고온관상부에 위치한 격납용기내 재장천수조 내에 설치되 

어 있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는 원자로의 정상 운전시에는 닫혀 있 

다가 비상시 중기발생기의 저수위신호가 발생하면 공기구동밸브가 열리면 

서 시작된다. 공기구동밸브가 열려 자연순환유로가 형성되면 최종적으로 

열교환기를 통해서 노심의 잔열이 제거된다. 이와 같이 설계된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기능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 전 출력 상태의 압력 및 온도에서 36시간동안 원 

자로가 안전상태 (420~)로 유지할 수 있는 냉각능력을 

-274-



보유하여야 함. 

- 교류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운전상태의 원자로앵각재 

온도 및 압력으로부터 안전상태로 앵각 가능하여야 하 

고， 

- 피동잔열제거계통은， 2차 측을 통한 잔열제거기능이 상실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정상급수상실사고시 가압기의 안 

전밸브를 통한 앵각수의 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하여야하고， 

-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운전자가 RCS의 냉각 율을 설계 허 

용 기준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보조(비상)급수계통 및 

정상 잔열제거계통과 같은 바안전등급의 잔열제거계통과 

동시에 작동 가능하여야 함. 

이와 같은 기능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KP1000의 피동잔열제거계통 

의 설계자료는 표 4.l 1 에 정리되었다. 

마. 피동안전주입계통 

KP1000 발전소의 안전주입계통은 미국 EPRI URD에 따라 설계된 

미국EPRI URD의 피동 개량형 원자로의 요건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안전주입계통은 관련된 피동안전설벼들과 함께 운전원의 조 

작 없이 자연력만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발전소를 72시간동 

안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냉각재상실사고시 노심에 벼상노심 앵각수를 제공하여 노심 

의 잔열을 제거하고 장기냉각 시 노심의 앵각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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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10CFR5 

0.54(f)에 성능기준[16]올 만족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기 위 하여 PCT(Peak Clad Temperature)가 1204.4C(2 

200F)이하로 유지되도록 껄계되어야 한다. 

- 비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유지 

하기 위하여 비상노섬 냉각수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 과냉각 사고 시 붕산수를 제공하여 노심의 반 

웅도증가를 상쇄하여야 한다. 

- 피동안전주업계통은 격납용기 flood 이후에 사고 후 pH 조 

건을 7.0 - 9.5 유지하기 위해 pH 조절탱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KPIOOO의 피동안전주업계통은 그림 4.4와 같이 각각 50%용량올 

갖는 3개의 트레인으로 구생되어 있으며 각 트레인은 노섬보충수탱크 

(Core Makeup Tank; CMT) 1 대， 축압기 1대로 구성되고 1대의 격납 

용 기 내 재 장 전 수 탱 크 O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1 

RWST)는 각 트레인이 공유하되 각각 독립된 IRWST주입배관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트레인은 물리적， 전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런데 AP600의 안전주업계통이 2-트레인임에 비해 KPI000의 안전 

주업계통을 3트레인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노섬의 열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주입계통의 기기 용량이 증가하여 기기 제작 및 배치 둥에 

수반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고 안전주업계통의 작동 신뢰 

성올 제고하기 위하여 3-트레인으로 껄정하였다. 예를 들면 2-트레인 

발전소에서 DVI배관파단 사고시에 작동 가능한 트레인은 한 개뿐이므 

로 각 트레인에 대해 단일고장적용기준올 만족시키는 설계를 수행하여 

야 한다. AP600은 능동형 기기인 구동밸브의 경우 단일고장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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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병렬연결에 의한 차단개념을 적용하였으나 배관 및 체크밸브는 

단일고장기준을 적용하는 설계인 병렬셜계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 

러나 인 허가 기관인 미국의 NRC는 피동형 발전소의 안전셜비에서 

사용되는 체크밸브의 작동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피동형발전소의 

체크밸브는 배관과 같은 기기로 분류하지 말고 밸브와 같은 능동형기 

기로 분류하여 설계할 것을 종용하고 었다. 그러나 안전주입계통을 3 

개의 트레인으로 설계할 경우 체크밸브를 능동형 기기로 분류할 지라 

도 적어도 50% 용량의 안전주입계통 한 개의 트레인이 작동 가능하므 

로 안전주업계통의 기기 용량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올 해결할 수 있는 셜계로 판단된다. 

노심보충수탱크， 축압기， IRWST는 DVI(Direct Vessel Injection) 

노즐을 통하여 붕산수를 원자로 용기 하향유로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 

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노섬에 주입되는 냉각수를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능동형 발전소에서는 2트레인의 안전주입계 

통과 저온관 주입방식을 채태하여 저온관 파단사고시 단일고장기준올 

만족하기 위해서 각각의 안전주입 트레인과 저온관 주입노즐 사이에 

공동헤더 (common header)를 셜치하여서 한 트레인의 안전주업 계통이 

기능을 상설하더라도 다른 한 개의 안전주입트레인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저옹관 파단사고시 파단된 부분을 통하여 유출 

되는 비상노섬 냉각수의 손실이 많게 된다. 그러나 능동형기기인 펌프 

를 사용하지 않고 탱크와 같은 피동형기기만을 사용하는 안전주업계통 

에 저온관 주입방식을 사용할 경우 유출된 냉각수를 감안하여 DVI주 

입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용량의 기기를 원자로의 상부에 설치해야 

된다. 용량이 큰 피동형 기기를 원자로냉각재 상부에 셜치하면 기기와 

지지구조물의 설계와 배치의 어려움이 많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KP100 

0은 주입냉각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기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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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주입방식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트레인올 구성하고 있는 각 기기의 작동방법과 구성은 다음 

과 같다. 노심보충수탱크의 기능은 사고발생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도 

노심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림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 

보충수탱크 상부에는 정상운전시 저온관에 연결된 압력균형관이 있고 

하부는 DVI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노심보충수탱크와 연결된 주입배 

관은 기존발전소의 안전 주업관 차단방법과 유사하게 체크밸브와 차단 

밸브로 차단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의 저 압력이나 가압기의 저수위 

둥에 의해 안전주업신호가 발생하면 주업배관과 저온관에 연결된 균형 

관의 차단밸브가 개방된다. 저온관에 연결된 압력균형관이 개방되면 C 

MT의 냉각수가 저온관과 노심보충수탱크의 밀도차에 의해 노심보충 

수탱크의 냉각수가 주업배관올 통하여 원자로 용기하향유로에 주입된 

다. 그러므로 저온관이 액체상태의 냉각수로 충만되었을 경우에는 CM 

T의 수위가 변화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저온관에 증기 및 공 

기가 유입되면 CMT의 수위도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피동형발전소에서 축압기의 기능은 기존발전소의 경우와 같이 원자 

로냉각재 상실사고 시 노섬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원자로용기의 하부공 

동(Iower plenum)을 냉각수로 채워주는 재충전 (refilling) 기능에 추가 

하여 노심보충수와 IRWST의 냉각수가 주입되기 전까지 노섬에 냉각 

수를 제공하여 노심의 잔열을 제공하는 재관수 (reflooding)기능까지 수 

행한다. 축압기의 작동방법은 기존발전소에서 작동하는 것과 통일한 

설계개념으로서 축압기의 상단에는 질소가스가 압축되어 있어서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4.82MPa(700 psig)이하에 도달되면 질소가스의 

팽창력에 의해 DVI주입 구를 통하여 원자로용기의 하향유로에 주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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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ST 는 사고 후 노심의 잔열제거를 위해 기존재념의 재순환 운 

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IRWST에 의한 주입이 이루어지려면 

노심의 압력이 IRWST가 제공하는 전체수두(격납용기 압력 + 고도차 

이) 보다 낮아야 한다. 제 4단계 자동감압밸브가 개방되어 1차계통의 

압력이 격납용기의 압력정도로 낮추어 지면 IRWST의 냉각수가 중력 

에 의해 DVI주입배관을 통하여 원자로 하향유로에 주입된다.IRWST 

의 물이 전부 고갈되면 격납용기내부는 flooding 되어 수위가 저온관 

과 고온관보다 높아지므로 자연순환에 의한 안정된 장기냉각이 시작된 

다. 이후의 궁극적인 열침원은 피동격납용기냉각계통으로서 격납용기 

내의 증기가 벽변에서 웅축되어 재순환 되는 과정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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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Design data for reactor coolant system 

항 목 

열 출력 (MWt) 

전기출력 (MWe) 

효율(%) 

LOOP수 

증기발생기개수 
원자로냉각채펌프 

개수 

고온관 개수 

저온관 개수 
고온관 직 경 Onch) 
저 온관 직 경 Onch) 
고온관온도(F) 

저온관온도(F) 

노심 출구온도(F) 
노심 우회 율(%) 

냉각재 펌프유량(gpm) 

이차계통 증기압(psia) 
이치계통 급수압력 (psia) 

이 차계통 급수온도(F) 

설 계 자 류 

3125 
1αm 

32 
3 

l/LOOP 
2/LOOP 
l/LOOP 
2/LOOP 

31 
22 
608 

528.8 
615 
7.5 

50,043 (no plugging of S/G tube) 
49,425 (10% plugging of S/G tu뾰) 

780 ( no plugging of S/G tube) 
1100 
435 

표 4.2 원자로 일반설계자료 

항 E-1l 셜 계 자 T 도프r 

Vessel I.D. , in. 177 
Vessel O.D., in. TBD 
Vessel shell length, in. 308.8 
Core Barrel lD/OD, in 148.0/152.5 
Core equivalent diameter, in 132.7 
Baffle thickness. in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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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1α)()MWe급 피동형 원자로 초기 노섬 제원0/2) 

Active 

Reactor core heat output (MWt) 

Reactor core power density (W!cm3) 

Heat generated in fuel (%) 

Average linear power (W!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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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valent diameter (cm) 

Active fuel height first core (cm), cold 
Core 

Pressure Vessel 10/00 (cm) 

Core barrel, 10/00 (cm) 

Reflector thickness and composition 
Top - water plus steel (cm) 
Bottom - water plus steel (cm) 

Side - primarily steel plus water (cm) 

Fuel 

Number 

Rod array 

Rods per assembly 
Rod pit다1 (cm) 

OveralI σansverse dimensions (cm) 
Fuel weight, as U02 (Kg) 

Zircaloy c1ad weight (Kg) 

Number of grids 
Top and bottom - (Ni-Cr-Fe Alloy 718) 

Intermediate - (Zircaloy -4) 

Intermediate f10w mixing - (Zircaloy-4) 

Number of guide thimbles per assembly 

Composition of guide thimbles 
Diameter of guide thimbles, upper paπ (cm) 
Oiameter of guide thimbles, lower part (cm) 
Oiameter of insturment guide thimbles (cm) 

Fuel 

Number 
Ou tside diameter (cm) 

core 

3，아뻐 4 

94.9 

~.4 

162.4 
2，2밍 

2,200 
337.1 

않55.8 

Sσucture 

447 뼈/488.1 2 

잃8.421웠8.58 

때
 짧
 때 Assemblies 
193 

17x17 국산 핵 연 료집 함해 

264 

l ‘ 2598 
21.402 x 21.402 

101 ，<껴5 

21.467 
assembly 

2 
7 

4 

24 
Ziπaloy-4 

1.1227 ID / l. 2(껴{) 00 
lα웠4 10 / 1.æ22 00 
1.1227 10 / 1.2040 00 

per 

R여s 

50,952 
O.잊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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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1α)()MWe급 피동형 원자로 초기 노심 제왼 (2/2) 

Diameter gap (cm) 
Clad thickness (cm) 
Clad material 

Fuel Pellets 
Material 
Density (% of theoreticaD 
Diameter (cm) 
Length (cm) 
Mass of Uα per cm of fuel rod (g!cm) 

Rod Cluster Control Assemblies 
Neutron Absober 
Diameter <Cm) 
Density (g/cl1lJ) 

Cadding material 
Clad thickness (cm) 
Number of absorber rods per c1uster 

Gray Rod Cluster Assembles 
Neutron Absorber 
Diameter (cm) 
Density (g/cm3

) 

C1adding material 
Clad thickness (cm) 
Number of absorber rods per c1uster 

Bumable absorber rods 
Type 
Material 
OD (cm) 
Inner tube, OD (cm) 
Clad material 
Inner tu뾰 material 
BIO content (mg/cm) 

Coolant Temperature 
Nominal inlet ( t: ) 
A verage rise in core ( t: ) 
A verage in core (t:) 

M 

職뼈
 

·
π
 

?
ι
 

UO sintered 
95 

0.8192 
0.9830 
5.4170 

Ag-In-Cd 

O.없j61 

10.1587 
Type 304 5S, cold-worked 

0.0470 
24 

4 

Ag-In-Cψ304 SS 
0.8661 

Ag-In-Cd 10.1587 
Type 304 5S, cold-worked 

.0470 
20 뼈 SS 

Ag-In-Cd 

WABA 
AI에3-b4C 

0.9677 

0.67821 
Zircaloy 
Zircaloy 

6.03 

1 
g 
n 

% 

ι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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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KP-lαm 증기발생기 제원 

- S/G power, MWt/unit 
- Type 

- Number of units 
- Model 

- Number of tubes per unit 

- Surface area, fe/unit 

- Tube outer diameter 

- Tube wall thickness 

- Tube inner diameter 
- Tube pitch, in 

- A verage tube length, in 

- Upper shell I.D.,inches 

- Lower shell I.D. ,inches 

- Tubesheet thickness, inches 

- Primary water volume, fe 

. Water volume in tubes, fe 

. Water volume in plenum, fe 
nozzles) 

- Secondaty water volume, fe 

- Secondaty steam volume, fe 
- Design fouling factor 

- Steam outlet quality , % 

- Tube plugging allowance, % 

- Zero load temperature, F 
- Feed water temperatur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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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Vertical U-tube 

fecdring-type 

:3 

: Delta75 

: 6307 
: 75,180 

: O.688in 

: 0.04 

: 0.607 
: 0.98 (triangular) 

: 827 

168.5 

: 129.38 
: 26.17 

: 1,355.9 
: 895.8 

: 895.8 (including 

: 2,198 

: 3,356 
l.1e-4 hr-F-feIBTU 

: > 99.75 

10 

: 545 

: 435 



표 4.5 원자로 앵각재 펌프 셜계자료 

Type of RCP 

Number of RCPs 
Model 
Nameplate motor rating,hp 

Effective pump power to coolant, MWt 

RCP rated head 
RCP rated flow 

Canned-motor 
:6 

: 10079 

:3α)() 

:7 

: 240 ft 
: 51 ，α)() gpm 

표 4.6 KPl000 가압기 셜계자료 

- 최소 액체체적: 

- 최소 기체체적: 

- 수위 공간(Dead band) 보상 체적: 
- Spray capacity, gpm 

- Inside diameter, in : 
- Height, in : 
- Surge line volume, fe 
- Rated pressurizer heater capacity, kw 

Jm 
3m 

배
 빼
 

n 

h
￦
 빼
 

m
ω
 
경
 없
 댔
 따
어
 
짜
 

mm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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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압기 안전밸브 셜계자료 

-개수 3개 

-가압기 안전밸브 총 개방면적: 0.0063 m2/3 valves 

-가압기 안전밸브 방출유량 

-방출 조건: 17.24 MPa 
-가압기 안전밸브 최소 총 방출유량: 

160.575 kg/sec-3 psv ’s, 578,070 kg/hr-3 psv ’s 
-가압기 안전밸브 1개당 최소 방출유량: 

증기유량 

운전압력 

급수온도 

53.525 kg/sec-1 psv , 192,690 kg/hr-1 psv 

표 4.8 KP-l000 이차계통 운전인자 

천염과무봇쇄시 

570.34 kg/sec 

5.488 MPa 

232.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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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처염과봇쇄A 

570.60 kg/sec 

5.571 MPa 

232 .20C 



표 4.9 KP-lαm 이차계통 셜계인자 

숲긴화풀 

- Turbine 업구 중기 압력 

- Turbine 업 구 중기 quality 

- Turbine 업구 중기 엔탈피 

: 5.028 MPa 

1.αm 

2.7940 MJ/Kg 

- 주증기 안전밸브( 3% accumulation for openìng and 5% 

blowdown for c1osìng) 

. Numbers 

. CapaCÎty 

. Set pressure(MPa) 

. Orifice throttle area 

- Turbìne 우회 밸브 

. Numbers 

. Type 

. Discharge flow rate 

. Orifìce throttle area 

- 이차계통 PORV 

. Discharge flowrate 

ffilm 

inlet pressure 

max 

. Valve throttle area 

mm 

max 

효순캘효 

- 급수 온도 

- 급수 압력 

:3 

: 199.7 Kg/sec /v려ve 

: 6.694/7.162/7.353 

: 0.0217 m2 

:8 

Globe valve 

: 30 Kg/sec at 5.571MPa 

: 0.0039 m2 

13.25 Kg/sec at 14.50 KPa 

: 183.43 Kg/sec at 159.54 KPa 

: 0.3753 m2 

: 0.6976 m2 

: 496.04 K 

7.5244 MPa 

- 업 구 엔 탈 피 : 0.96297 MJ/Kg 

100% 전 출력에서의 급수유량 1907.32 k~/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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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0 KPl ()()()의 감압계통 

제 1단 밸브 제 2단 밸브 제 3단 밸브 제 4단 밸브 

Train 수 2 2 2 3 

작동조건 
(CMT수위， 75 60 50 20 

%) 

밸브개방시간 30 120 120 30 
(sec) 

Time Delay 제 1단 개방후 제 2단 개방후 제 3단 개방후 

(sec) 60 120 30 

밸브 크기 4 8 8 12 
(in) 

모터 구동 
모터 구동 모터 구동 공기-피스톤 

밸브 종류 Globe Gate Gate 구동 Gate 

Nominal Flow 
Rate(kg/sec) 90.2 420.7 420.7 1142.0 

Steam, 
댐.5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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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기기 종류 및 특성 

봐괄 

크기 25.4 cm 00 inches)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설계 압력 17.24 MPa (2500 psia) 

설계 온도 354.4 oC (670 ~) 
격뢰 밸님 

크기 25.4 cm 00 inches) 
종류 게어 E밸브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설계 압력 17.24 MPa (2500 psia) 

설계 온도 354.4 oC (670 ~) 

열교환기 

튜브수 400 
튜브 크기 

외경 19.05 mm (0.75 inch) 
두께 2.794 mm (0.11 inch) 
길이 5.쇄64 m 08 ft) 

튜브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총 튜브 외부면적 131.36 m2 0414 fe) 
설계 압력 17.24 MPa (2500 o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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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KP-lαU 피동안전주입계통 설계자료 

Number of train 
Number of Core Makeup Tank 

Number of Accumulator 

Volume of Core Makeup Tank 

Liquid volume of Accu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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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 2000 fe 
: 2000 fe 



PZR 

/1 / 

그림 4.1 원자로 냉각재 계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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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 
#1-3 

PZR 

ADS #4 
(1 of 3) 

SPARGER 

RX 

PRHRS 
HX. 

그림 4.4 KP-lαm 안전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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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5 장 결론 빛 활용 계획 

본 연구 개발 과제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는 해외 개발 신 

형 원자로의 설계 특성을 수집， 분석 및 평가하고， 신형 원자로에 적용 가 

능한 해심 요소 기술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거나 해석 코드의 개발로 

이들 선정된 요소 기술의 열수력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 

요 요소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관류형 증기발생기 및 저온가압기 

와 같은 해심 요소 기기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주요 핵심 

기기들로 구성된 일체형 원자로 계통의 열수력적 특성을 모의할 수 있는 

정상상태 성능분석 코드를 개발하여 주요 핵심 요소 기기 및 이들로 구성 

된 계통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를 통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 코드의 개발로 피동잔열제거 

계통 주요 기기의 용량 결정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3년간에 걸쳐 수행된 신형원자로 기술개발과제의 결과로 계획했던 바의 

성과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신형원자로의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 

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표가 요소기술의 개발과 

계통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던 결과이기도 하다. 다행히 1997년 

7월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21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는 

신형원자로의 설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330MWt급 일체형 원자로인 

SMART를 개발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진하였던 부 

분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게 되면 그 결과는 SMART의 개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들 중 일 

부는 노형선정이나 개념설정의 과정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새로이 시작되는 

SMART의 개발에는 직접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해심적인 요소 

기술인 증기발생기와 가압기의 성능분석 코드개발 둥은 SMART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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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만 SMART의 개발은 확 

정된 열출력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는 만 

큼 본 연구의 결과를 한층 더 섬도있게 연구하여 확립하는 과제가 남아었 

다. 이 과제는 SMART의 개발과 병행하여， 기존에 수행되었던 요소기술 

에 추가적인 요소기술을 선정하여 함께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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