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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I. 제 목

일체형원자로 안전해석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SMART는 모듈화 설계개념을 적용한 소용량의 일체형원자로로 열병합 발전, 해수

담수화 및 선박추진용 동력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러한 장점을 구현하여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SMART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SMART 설계의 안전성을 해석 및 실험을 통해 실증하는 것이다. 

일체형원자로는 기존의 발전용 원자로와는 다른 설계개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용로 기술 및 전산코드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들 기술의 수

정, 보완과 일부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일체형원자로 설계 개념

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피동 개념 및 피동형 기기를 위한 새로운 분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 설계된 SMART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해

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여 SMART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다. 아울러, 평가의 핵심 기술인 안전해석 코드의 일부 열수력 모델 검증을 위한 

열수력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는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기술현황 분석하고 일체형원자

로 SMART의 성능해석 및 안전해석에 필요한 전산코드 체계 및 해석방법론을 개발하

다. 또한 SMART 기본설계에 대한 과도기 및 설계기준사고를 선정하고 개발된 해

석 코드체계와 해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성능분석과 안전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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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SMART 기본설계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 다.

SMART의 계통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열수력 실증시험 중 노심

유동분포 시험과 자기가압기 성능시험 설비에 대한 실험장치 설계업무를 수행하

으며,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은 실험장치의 설계, 제작 및 실험을 완

료하고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모델을 검증하 다.

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SMART의 안전성 평가는 물론 설계의 취약점을 찾아 개선하

여 안전성 측면에서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를 

수행하 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공동연구로 SMART의 주요 안전현안을 조기에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인허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 다.

또한 SMART 기본설계의 분야별 목표업무와 상호연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업무와 SMART 발전-담수 플랜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에서는 운전모드별로 SMART의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및 허용기준을 체계

화하고 분석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 SMART 성능해석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SMART

의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분류/허용기준, 분석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 안전해석 

방법론을 개발하 다. SMART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나선형 증기발생기 

모델 등 일체형 원자로 고유의 열수력 모델 및 기기 모듈을 장착한 TASS/SMR 코드

를 개발하 으며, TASS/SMR을 근간으로 한 SMART NPA를 개발하 다.

SMART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에는 본 과제에서 개발된 TASS/SMR 코드와 방법론을 

적용하 다. SMART의 성능은 기동운전, 출력운전, 비정상 출력운전, 정지운전 등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정량화 하 다. 안전해석은 SMART

의 설계기준사건을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건,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

소 사건,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사건,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사건,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 및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감소 사건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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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해석결과를 종합하여 SMART의 안전성을 평가하 다.

또한, 노심유동분포 실험장치의 기본설계 및 자기가압기 성능 실험장치 개념설계

를 완료하 다.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은 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실험자료를 생산하 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사용한 

비응축가스 효과를 고려한 Henry-Fauske 임계유량 모델의 보수성을 검증하 다.

PSA는 KIRAP을 사용하여 전출력 운전중 내부 사건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만을 평

가하 다. 10 개의 초기사건에 대한 노심손상빈도의 합은 8.56×10
-7
/ry로 계산되

었었으며, 피동잔열제거계통, 급수관 및 증기관에 있는 밸브들의 이용 불능도를 줄

이기 위하여 다양성 (Diversity)을 주는 방안, 격납용기살수계통을 저압충수계통

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개선점으로 도출되었다.

SMART 기본설계 개발 공정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세부 종합공정표를 작성하여 사

용하 고, 연계 자료 생산 일정표를 작성하여 연계자료의 제공 일정을 관리하 으

며, IAEA가 주관하는 ‘원자력해수담수플랜트 설계 개념 검토’와 같은 국제적 기술

협력 회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 다.

SMART에 적용할 경제성 평가방법론으로 Power Credit 방법을 설정하고 근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SMART 플랜트의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와 핵연료비를 이용하여 

발전단가를 산정하 으며, 순건설비, 이용율, 할인율 및 다수호기 반복건설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할인율이 8%하에서 가스복합발전과 

경쟁적인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단가가 2,000 ($/㎾e)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NS와의 공동연구로 수행한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평가 연구에서는 일체형원자

로 관련 52 개 안전요건을 분석하여  21 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각 현안에 대한 

배경과 과학기술부령 제 31 호에의 부합성,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의 기술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 으며, 안전요건 개발방향을 수립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개발된 코드와 방법론은 추후 수행 예정인 SMART-P의 건설 허가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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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위한 인허가용 안전해석코드 및 안전해석 방법론의 원형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본 단계에서 수행된 안전해석 결과는 다음 단계인 SMART-P의 특성 결정 및 

안전계통 설계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기가압기 성능실험은 SMART

-P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험 항목으로, 본 단계에서는 개념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SMART-P의 안전성 검증 실험이 시행되면 곧바로 활용될 것이

며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자료로부터 보수적임이 검증된 임계유량 모

델은 관련 사건/사고 분석에 사용될 것이다.

KINS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된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현안 도출 및 안전요건 개발방

향 수립 연구는 기존 상용로와 본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규제 

방향 설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활용되며, 이는 사전 안전성 확보와 인허가 실현

성을 증대시킨 것으로서 SMART 상용화시 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룩한 안전해석기술의 다양화 및 고도화는 기존의 

발전용 원자로 및 신형원자로의 안전해석기술 고도화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SMART-P 건설 허가 획득을 위한 안전해석에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해석 인허

가를 위하여는 해석에 사용되는 각종 코드 체계의 사전 인증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

며 안전해석에 필수적인 주요 전산코드의 인허가에는 많은 전문 인력 및 예산과 장

기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기본 인증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단

계인 SMART-P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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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Technology for Integral Reactor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design of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adopts modular design concept for small to medium sized components, 

which offers various advantages in such diverse application as 

co-generation, desalination, and ship propulsion. As SMART evolves into 

a commercially operational reactor,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confidence and acceptance of the general public by demonstrating the 

improved safety through safety analyses and safety related experiments. 

The integral reactor design adopts the concept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ventional power reactors. Thus, the technologies 

and computer codes used in conventional plants need to be modified or 

further developed before the application to SMART. In particular, new 

analysis models need to be developed for the passive components/systems 

and their desig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is technology of the integral reactor an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SMART using the technology developed during 

the study. This technology also includes the thermal hydraulic tes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models implanted into the safety analysis 

computer code.

 



- vi -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state-of-the-arts technology of the integral reactor was studied  

to investigate the safety features of the integral reactor.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SMART were assessed using the technologies developed 

during the study. For this purpose, the computer code system and the 

analysis methodology were developed and the safety and performance 

analyses on the SMART basic design were carried out for the selected 

design basis transients and  accidents of the SMART.  

The experimental facilities were designed for the core flow 

distribution test and the self-pressurizing pressurizer performance 

test. The tests on the 2-phase critical flow with non-condensable gas 

were completed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assess the critical flow 

model implanted in the safety analysis code, which is used for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was carried out not only to 

assess the level of safety of SMART but also to optimize the design by 

identifying and remedying any weakness in the design. At the same time, 

a joint study with KINS was carried out to promote stable and 

predictable licensing environment. The generic safety issues of integral 

reactors were identified and the solutions were formulated through the 

joint study. 

In additi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SMART desalination plant   

and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cess control of the SMART basic 

design were carried out in the scope of the study.

 

IV.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 set of the design basis event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for the 



- vii -

SMART operational mode was established and the performance analysis 

methodology was developed for the design basis event. Also, a safety 

analysis method that systematically categorize the design basis event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was developed. 

The computer code TASS/SMR implementing thermal hydraulic models and 

equipment modules related to the integral reactor such as helically 

coiled once through steam generator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SMART. SMART NPA was developed based on TASS/SMR.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SMART was assessed using the TASS/SMR 

and the methodology developed in the study. The performance of SMART was 

evaluated for the performance related design basis events such as 

start-up, power operation, abnormal power operation and reactor 

shut-down. The safety of SMART was evaluated through the safety related 

design basis events. The safety related design basis events included 

those in the categories of increase in heat removal by the secondary 

system, decrease in heat removal by the secondary system, decrease in 

reactor coolant flow rate, reactivity and power distribution anomalies, 

increase in the reactor coolant system inventory and decrease in reactor 

coolant system inventory.  

In addition, the basic design of the core flow distribution test 

facility and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self-pressurizing pressurizer 

performance test facility have been completed. The experiment on 

critical flow with non-condensable gas was completed  including facility 

design, construction and data generation. These data were utiliz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conservatism in Henry-Fauske critical model with 

non-condensable gas, used for Small Break Loss-of-Coolant Accident 

(SBLOCA).

PSA was carried out using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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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KIRAP). PSA was performed up to the evaluation of the core 

damage frequency resulting from the internally caused accidents under 

full power operation. The core damage frequency was estimated to be 8.56 

×10-7/ry for 10 initiating events. In addition, PSA has recommended the 

implementation of diversity of valves in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feedwater lines and steam lines to reduce the unavailability and 

the utilization of containment spray system as low-pressure charging 

system.

Detailed work schedule for basic design of SMART was established to 

promot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design process. The delivery date  

for the interfacing documents was administered by preparing interface 

document production schedule. Meetings for technical co-operation at 

international level such as the 'Nuclear Desalination Plant Design 

Concept Review' meeting organized by IAEA were successfully managed.

Power credit method was selected as an economic evaluation method of 

co-generation using SMART. Approximate construction cost, operating cost 

and fuel cost were used to estimate power unit cost. Sensitivity studies 

on overnight construction cost, utilization factor, discount rate and 

number of the construction unit also carried out. The results showed 

that, at 8% discount rate, the construction cost should be less than 

2,000 $/㎾e if SMART were to be economically competitive with the gas 

combined cycle plant.

 In the joint study with KINS, 21 safety issues have been identified 

after reviewing 52 safety issues related to integral reactors. On each 

identified issue, the background and the conformity to the article 31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were examined, and the technical solution from 

the safety perspective was studied. In addition, course of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safety requirements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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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computer codes and the methodologies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a safety analysis code and methodologies in the licensing 

of SMART-P design to be developed in the next phase. The safety and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in designing the 

safety system, and in decid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RT-P.

The performance test facility for the self-pressurizing pressurizer 

has been completed in the current phase making it to be immediately 

available for the tests required in the licensing of SMART-P. As the 

present study has shown the critical flow model to be conservative, it 

will be used in the relevant transient/accident analyses.

The results of the joint study with KINS will be utilized in 

establishing the course of direction for the regulations on integral 

reactor designs. The aim of this joint efforts was to maximize the 

safety and the licensability, and the efforts are expected to result in 

cost-reduction during the process of the commercialization of SMART. 

The high degree of development achieved in the safety analysis 

technology during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safety analysis technology for the conventional power reactors as 

well as the next generation reactors. In particular, it will be used in 

the safety analysis to obtain the construction permit for SMART-P.  

However, this will require the safety related code systems to be  

licensed, and considering the large amount of expertism, time and budget 

needed for the licensing procedure, sufficient support should be secured 

in the next phase of SMART-P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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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일체형원자로 안전해석기술개발의 필요성

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중소형 규모로서 기존의 발전용 원자로와 달리 열병합

로, 해수담수화로 및 선박추진용 동력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

히, 21세기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해수담수

화로로 개발하면 국내의 지하수 오염에 따른 공업용수 및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수출산업으로서도 향후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

로 판단된다 [1]. 또한, 원자력 쇄빙선 및 대형 선박 추진용 원자로로 개발하면 

북방지역으로의 진출과 세계 최대 선박 수주국으로서 21세기 해양시대의 산업 및 

기술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도상의 특성을 구현하여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필수적인 것이   

SMART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서 일반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와 수

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TMI-2 및 Chernobyl 양대 원전사고 이후 일반 대중의 

원전 안전성에 대해 증폭된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확대를 위

한 선결과제이다. 발전용 대형 원자로의 경우에도 최근 개량경수로 개발 등을 통

해 안전성 증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SMART가 용도상의 특

성으로 인하여 인구 집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가 더욱 더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저해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설계의 개발 뿐 아니라, 특히 안전

계통에 대한 성능 요건의 선정, 설계기준 사고 뿐 아니라 설계기준 초과사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성 증진과 신뢰성 제고를 일차적 설계목표로 하는 SMART는 일체형원자로로

서 기존 발전용 대형 원자로와는 달리, 고유 안전특성 및 피동 안전성 등 새로

운 설계개념이 다각적으로 설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상용로를 위한 기술 

및 전산코드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술의 수정, 보완 또는 추가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SMART 설계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피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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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및 피동형 기기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목표는 해석 및 실험을 통해 SMART 설계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것으로서 기본 설

계된 SMART의 주요 안전계통 및 원자로계통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여 SMART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의 핵심기술인 안전해석 코드의 일부 열수력모델 검증

을 위한 열수력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SMART의 고유한 안전성이 실증되고 국민의 원자력 안

전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원자력을 이용한 다변화된 에너지원의 성공적인 개발 

및 건설, 운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원자력 안전기술 

고유화와 원자력 기술자립 및 나아가서 원자력 기술수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적 및 범위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적은 SMART 기본설계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열수력 

실증실험, 공동연구를 통한 안전현안 도출, 안전요건 개발 및 기본설계 개발의 

종합관리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연구 범위를 설정

하 다.

SMART 계통성능 및 안전해석을 위하여 가압경수로 비냉각재 상실사고해석 코드

인 TASS 코드에 SMART에 특수한 열수력 모델과 기기 모델을 장착하여 과도기 및 

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계통 열수력 해석 코드인 TASS/SMR을 개발한다. 

SMART 기본설계의 안전성 평가는 SMART 안전해석 방법론을 정립하고, 안전 해

석을 함으로서 수행한다. 안전해석 방법론은 ANSI/ANS-51.1-1983 (R1988)을 기

준으로 보수적인 가정 및 입력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방법론에는 일체형원자로의 

특수한 설계개념에 따른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의 분류/허용기준, 분석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은 개념 설계 단계에서 개발된 MARS/

SMR 코드가 사용되고, 그 이외의 비냉각재 상실사건/사고 해석에는 TASS/SMR 코

드가 사용된다. 또한, MARS/SMR 코드를 사용한 해석결과는 TASS/SMR 해석의   

Benchmark로 활용한다. 안전해석 결과는 안전해석 방법론의 검증과 보완 수정을 

위하여 활용한다. SMART 기본설계의 성능 평가는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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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성능 해석방법론에 의해서 TASS/SMR을 이용하여 SMART 운전모드에 따른 정

상상태 및 과도기 운전을 모의함으로서 수행된다. 과도기 운전 종류는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의하여 결정되며 SMART 계통성능의 허용요건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해석결과는 개발한 성능해석 방법론에 반 하여 성능해석 방법론을 검증하

고 보완 개선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SMART 일체형원자로에 특수한 열수력 모델이나 기기 모

델을 검증할 열수력 및 설계 자료의 부족과 일체형원자로 안전요건 및 규제요건

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통성능 및 안전해석 코드와 해석방법론의 

신뢰성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어서 향후 해석 코드와 방법론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이 추가되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계통성능 및 안전에 필요한 열수력 실증실험은 노심유동분포 실

험과 자기가압기 성능실험은 실험장치 설계를 수행하고 안전해석 코드의 열수력 

모델 검증을 위한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실험은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

여 실험을 완료하고  소형냉각재 상실사고해석에 사용한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

계유량 모델을 검증한다.

SMART 기본설계 업무는 설계분야간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설계결과물

이 생산되므로, 분야별 목표업무와 상호연계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정기적으

로 분야별 및 전체적 세미나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연계사항을 

점검하여 설계변경이나 상충문제의 해소를 도모한다. 

일체형원자로의 피동형 안전계통 도입 등 새로운 설계개념 적용은 새로운 인허

가 규제요건의 도입 및 적용을 요구한다. 특히, 일체형원자로가 활용되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증진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체형원자로의 개발 초기단

계부터 주요 안전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설계 개발에 반 함으로써 조기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MART의 주요 안전현안을 조기에 도출

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향후 인허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KINS와 

공동연구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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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분석

국내의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설계기술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정부주관으

로 열병합 원자로 기술연구, 10 MWt 지역난방로 개발 등을 통해 모색단계를 거

쳐왔으며, 1991년에는 정부의 특정 연구개발 과제로 신형안전로개발 과제가 추

진되어 신형안전로의 개발 방향 및 개발노형 선정에 대한 기반 기술을 조성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 발전용 원자로 설계 기술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계통설계 

및 핵연료 설계기술을 광 3,4호기 공동설계를 통하여 미국 ABB-CE사로부터 도

입하여 원전설계 기술자립을 달성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주관으로 한

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를 주축으로 한국표준형원

자로 (KSNPP)를 개발한 바 있으며, 현재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여 설계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중수로 및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원전설계 및 안전해석 기술은 미국 Westinghouse사, ABB-CE사, 독

일 Siemens사 및 캐나다 AECL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통하여 기술자립에 성공하

으며, 그 기술의 적용단계를 거쳐 응용 및 자립단계의 수준에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안전해석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미국 핵규제위원

회의 국제공동연구인 ICAP 및 CAM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원자로계통의 최적 안

전해석과 관련한 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 전산코드를 사용한 

냉각재 상실사고의 최적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등, 최적 계통안전해석 코드의 운용 

및 개발과 관련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주도 중장기 과제로서 기

존 가압경수로의 과도기 해석 코드인 TASS (Transient And Setpoint Simulat-

ion) [3, 4, 5]를 자체 개발하여 국산화하 고, 다차원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을 

위한 MARS (Multi-dimensional Advanced Reactor Safety) 코드 개발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MARS 코드를 모체로 한 MARS/SMR 코드를 사용하여 본 과제   

1단계에서 SMART 개념설계에 대한 안전해석 및 성능분석을 수행하 다.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안전현안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

으로 수행한 SMART 설계 개발과 병행하여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안전성 분석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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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탁과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안전특성 평가연

구 (1996. 8 ∼ 1997. 7)가 수행되었고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서 1년간 (1998. 4 ∼ 1999. 3)에 걸쳐 수행된 바 있으며, 여

기서 국내외의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개발 현황, 설계 및 안전개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요 안전현안들이 일부 도출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

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용량 발전용 원전의 설계 및 안전해석 기술은 자립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설계개념의 도입 및 원자력기술 이

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설계기술의 개선등 기 자립 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요구되는 설계와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검증,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를 위한 실증실험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경험이 취약하다. 특히, 일체형원자

로는 계통 및 주요기기의 설계개념이 기존의 상용 가압경수로와 비교하여 근본적

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안전성 및 설계 관련 주요현상도 상용 가압경수로와는 

상이하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의 설계개념 정립과 개발, 계통설계 및 성능/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계통 열수력 해석 전산코드 및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과  

열수력 안전 실증시험의 수행과 관련한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

중소형급의 원자로는 세계적으로 그 지역적 특수성 등의 이유로 이를 실용화하

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원

자로를  건설하여 운  중에 있으며 일부 국가는 실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중소

형 원자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목적 외에 해수의 담수화, 지역난방, 열병합 발전 

및 선박추진용 원자로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원자로의 특징은 전

기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용량 경수로의 형태가 대부분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등의 주기기들이 배관계통에 의하여 연

결된 분리형 (Loop type)인데 반하여 계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공간

확보에 유리한 일체형원자로가 주류를 이룬다.

일체형원자로는 모든 주기기가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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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개념이 분리형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계통의 구성과 기기의 설계개념 및 형

태도 분리형 원자로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념의 정립과 개발, 설계의 기술

뿐만 아니라 성능 및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가 성공적인 원자로 개발

에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일체형원자로의 개발현황

을 요약하면 표 2.2-1과 같다.

러시아는 중소형 규모의 일체형원자로 [6, 7] 운 의 대표적인 국가로 Kazkh-

stan Aktau지역에는 BN-350 일체형 열병합 원자로를 20년간 가동하여 왔다. 이

는 액체금속을 이용한 520 MWt의 고속로이며 1993년에는 80 MWe의 전력생산과 

8,000 톤/일의 담수생산 실적을 갖고 있다. 또한 AST-500 [8], RUTA 및 RKM- 

150 등은 시베리아 지역의 전기 및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보다 특수한 목적

용으로는 KLT-40 원자로로서 이를 쇄빙선에의 전기, 냉난방 및 용수 공급에 활

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0,000시간의 운전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열병합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개발, 건설 및 운 할 계획으

표 2.2-1 일체형 가압경수로 개발현황

(Status of Integral Reactor Development)

원자로 명 출력 개발국 용도 비고

SIR 320 ㎿e 국 발전로 개발 중

VPBER-600 600 ㎿e 러시아 발전로 개발 중

SPWR 600 ㎿e 일본 발전로 개발 중

UNITHERM 1.5 ∼ 6.5 ㎿e 러시아 소형발전로 개발 중

CAREM 27 ㎿e 아르헨티나 소형발전로 개발 중

ABV-6 6 ㎿e 러시아 열병합발전 개발 중

ATS-150 180 ㎿e 러시아 열병합발전 개발 중

MRX 100 ∼ 300 ㎿t 일본 선박로 개발 중

Otto Hahn 38 ㎿t 독일 선박로 퇴역

NHR-5 5 ㎿t 중국 난방로 운전 중

NHR-200 200 ㎿t 중국 난방로 개발 중

AST-500 500 ㎿t 러시아 난방로 건설 중

ISIS 200 ㎿e 이태리 열병합발전 개발 중

IRIS 335 ㎿e 미국 소형발전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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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다.

중국은 대기압에서 운전되는 일체형원자로인 NHR-5 [9]를 지역난방용으로 운

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설계 및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대경지역에 NHR-200 

원자로 [10] 2기를 건설 추진 중이다. 앞으로 중국은 이와 같은 지역난방용 원

자로를 담수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NHR-10 을 이용하여 아프리

카 모로코에 8000 톤/일 생산 능력을 가진 해수담수화를 위한 원자로 건설계획

이 양국간에 협정 체결되었다.

일본에서는 심해탐사를 위한 일체형원자로인 MRX와 DRX를 개발하여 시운전 및 

원자로 개념실증을 완료하고 Prototype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

기구 (IAEA)는 열병합 원자로의 운전 및 개발 추세에 따라 원자력을 이용하여 

해수 담수화를 위한 실증로 건설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일체형원자로인 SIR [11]의 설계개념은 미국, 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개념설계 개발 이후 연구와 개발이 중지된 상태이며, 인․허가, 건설 단계로는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캐나다는 10 MWt 급의 SLOWPOKE [12]를 1985년 건설완료하고 1987년에 시험

가동에 성공하 다. 이 원자로는 지역난방용의 가능성을 갖고 제작된 것으로 고

유 안전성을 고려하면 계속된 연구 개발을 통하여 공업용수 및 온수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열병합 원자로로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러시아 정

부와 러시아의 KLT-40을 참조로 Floating Desalination이 가능한 공동개발 프

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95년 10월에 체결하 다.

스웨덴은 난방용 원자로의 연구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SECURE 원

자로의 개념개발을 완료하 다. 그러나 이는 검증시험이 끝나기 전에 스웨덴 정

부의 연구 중단 방침에 따라 다른 나라와 공동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SECURE 원자로는 그 월등한 고유 안전성의 개념으로 많은 관심이 있으나 아직 

실증로를 통한 입증 시험이 수행되지 못하 다.

아르헨티나는 27 MWe (100 MWt) 자연순환 일체형원자로인 CAREM을 1985년부

터 국립원자력연구소인 CNEA (National Atomic Energy Commission)의 원자로 

개발 Project로 연구용 원자로 및 핵연료 개발/제조기술을 갖고있는 INVAP 사와 

같이 소형 일체형원자로로 도서 및 외딴 지역의 전력공급과 해수의 담수화 등을 

위하여 개발하여왔다. 1991년에 CAREM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념설계가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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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1997년까지 기본설계를 끝냈으며 1997년에 CAREM 원자로에 대한   

PSAR가 아르헨티나 원자력규제기관인 ARN에 제출되어 검토 중이다.

- CAREM의 가압기는 증기압에 의하여 원자로 압력이 자기제어 되게 설

계되었으며 노심출구 온도가 원자로 압력의 포화온도로 원자로 압력

을 일정하게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CAREM 원자로의 자기가압기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성능 및 안전

해석 코드 검증을 위한 열수력 실증종합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장치는 Full Height 1/330 volume scale로 300 ㎾의 출력 발생이 가

능한 Heater rods로 사용하고 있으며, 1-Train 피동잔열제거계통이 

모사되었으며 External downcomer로 설계되었다. 

- 출력증가, 급수유량 증가, 노심수위 변화 등에 의한 일차계통 변화

를 실험하 으며, 성능/안전해석 코드로 사용하는 RETRAN-02 및    

RELAP5/MOD3 코드 검증 수단으로 사용하 다.

미국 Westinghouse사는 335 ㎿e의 IRIS (International Reactor Innovati-

ve and Secure) 원자로를 국제적 Consortium을 구성하여 SMART와 같은 형태의 

일체형원자로로 개발하고 있다. 2002년도에 예비 설계를 끝내고, 2006년에 안전

성분석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으로 수행하고 있다. 4 inch 배관 LOCA 사고 해석 

결과가 제시된 바 있으며, 표 2.2-2는 Westinghouse사가 제시한 IRIS의 설계특

성과 안전성 및 관련 사건/사고와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RIS 원자로는 SMART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USNRC는 1980년대 말부터 ABWR (GE), System 80+ (CE), SBWR (GE), 

및 AP600 (W) 등 기존 원자로와는 차별화되는 신형원자로의 안전성 증진 및 인

허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안전규제기준 및 인허가제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신형원자로는 기존 발전소에 비해 상당히 다른 새로운 안전설비,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 피동개념 및 디지털 계측제어 개념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안전현안들이 제기되

었다. USNRC는 동 안전현안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설계자들에게 추가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제시받아 안전성 확인을 수행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

가의 규제기준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설계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러시아 및 중국은 일체형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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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중형급 용량에 대한 경험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방국가의 경우에는 일체형원자로의 인․허가, 건설 및 운전에 대한 경험은 없

으나 USNRC의 경우 ABWR, AP600 등과 같은 피동 개념의 신형원자로에 대한 규

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중소형급 일체형원자로의 설계 기술과 관련

하여서는 러시아의 기술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러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원자로 안전 및 인․허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나 서방세계와 

비교하여 상이하며, 관련 안전해석기술이 취약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기술을 참

조하되 원자로 안전 및 인․허가에 대한 기준은 USNRC가 신형원자로에 적용하

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외에 적용가능한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해석기술이 우선

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2 IRIS 원자로의 설계 특성과 안전성 연관 및 관련 사건/사고

Design 
Characteristic 

Safety Implication Related Accident Disposition

Integral reactor 
configuration

No external loop
piping  Large LOCAs Eliminated

Tall vessel with
elevated steam
generators 

Can accommodate
internal control 
rod drives

Reactivity 
insertion due 
to control rod 
ejection

Can be eliminated 

High degree of 
natural
circulation LOFAs (e.g., 

pump seizure or 
shaft break)

Either eliminated 
(full natural 
circulation) or
mitigated  
consequences (high 
partial natural 
circulation)

Low pressure 
drop flow path 
and multiple 
RCPs

N-1 pumps keep core
flow above DNB 
limit,no core 
damage occurs

High pressure 
steam generator 
system

Primary system 
cannot  
over-pressure
secondary system

SGTR Automatic isolation,
accident terminates
quickly

No SG safety valves 
required Steam and feed 

line breaks
Reduced probability
Reduced consequencesOnce through SG

design
Low water inventory

Long life core No partial 
refueling 

Refueling 
accidents 

Reduced probability

Large water
inventory inside
vessel

Slows transient
evolution Helps to 
keep core covered

Small-medium 
LOCAs

Core remains covered
with no safety
injection

Reduced size, 
higher pressure 
containment Reduced driving 

force through 
primary openingInside the 

vessel heat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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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일체형원자로 안전해석 기술개발과제의 제 2단계에서는 SMART 기본설계의 성

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해석 및 안전해석 방법론의 개발과 

성능/안전해석 전산코드체계의 개발을 수행하 다. 개발된 해석 코드체계와 해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SMART 기본설계에 대한 과도기 및 사고를 선정하여 성능분석

과 안전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종합하여 SMART 기본설계의 성능과 안전성

을 평가하 다.

일체형원자로 계통성능 및 안전에 필요한 열수력 실증실험으로서 노심유동분포 

실험과 자기가압기 성능실험은 실험장치 설계를 수행하 고 안전해석 코드의 열

수력 모델 검증을 위한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실험은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을 완료하고 실험 결과를 소형냉각재 상실사고해석에 사용한 비응

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모델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증하 다.

SMART 기본설계 업무는 설계분야간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설계결과물

이 생산되므로, 분야별 목표업무와 상호연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정기적으로 

분야별 및 전체적 세미나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연계사항을 점

검하여 설계변경이나 상충문제의 해소를 도모하 다. 연차별 평가시 요구되었던 

SMART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PSA를 수행하 다. 

SMART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열병합 발전-담수 발전소의 경제성 평가에 사

용되고 있는 분석방법론을 검토하여 SMART에 적용할 경제성 평가방법을 설정하

으며 발전단가를 산정하고,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SMART 발전-담수 열병합발

전소의 경제성을 평가하 다.

SMART의 안전성을 평가함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를 수

행하 는데 SMART 원전 설계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설계의 취약점을 찾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행하 다.

 또한,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특성을 평가하여 SMART의 주요 안전현안을 조기에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향후 인허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KINS

와 공동연구로 SMART 안전현안의 도출과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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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장에서는 일체형원자로 안전해석기술개발과제의 제 2단계 (1999. 4. 1 ∼ 

2002. 3. 31)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을 기술한다.

제 1 절 일체형원자로 해석방법론 및 코드개발

본 절에서는 일체형원자로인 SMART의 안전해석 방법론, 성능해석 방법론,    

TASS/SMR 코드 개발 및 SMART NPA 개발에 대해 기술한다.

1. 일체형원자로 안전해석 방법론

SMART는 일부 부품에 대하여 새로운 설계개념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기존 상용 

원자로의 안전해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SMART 

안전해석 방법론을 정립하게 되었다. 먼저 기존 상용로와 다른 SMART의 특성을 

간략히 기술한 후, 안전관련 설계기준 사건들을 조건에 따라 분류하고 각 사건들

에 대한 허용기준을 정립한 후 각각의 사건들에 대하여 안전해석 방법을 기술한

다. SMART 안전해석은 크게 비냉각재 상실사고관련 안전해석과 냉각재 상실사고

관련 안전해석으로 분류된다. 비냉각재 상실사고관련 안전해석은 디지털 해석 방

법 (DAM : Digital Analysis Methodology)을 채택하 다. DAM은 TASS/SMR과  

MATRA 전산코드의 사용을 위주로 설립하 다. 냉각재 상실사고관련 안전해석은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범주에서 정립하 으며 이때 사용하는 전산코드는 최적 

계통 전산코드인 MARS/SMR 전산코드이다. 

가. SMART 개요

(1) 핵증기공급계통

원자로 열출력이 330 ㎿t인 SMART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해수 담수화와 전

기생산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일체형원자로이다. SMART는 인구 

10만의 도시를 대상으로 총 생산 에너지의 약 10%를 이용하여 하루에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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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의 용수를 생산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이용하여 약 90 ㎿e의 전력 생산

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일체형원자로와 담수화 발전소를 연

결한 원자력 담수화 발전소는 잠재적으로 가능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로부터 인근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된 용수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

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SMART 설계에서는 안전성 증진을 위한 새

로운 안전 개념 및 설비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차이가 나

는 대표적인 설계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원자로계통의 주기기를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배열함으로서 계통 

설계를 단순화하 으며, 이에 따라 자연순환에 의한 노심 냉각이 가

능하며 상대적으로 커진 원자로 압력용기의 체적에 의해 충분한 양

의 냉각재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 

- 방사성 물질의 소외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4개 물리적 방벽인 핵연료, 핵연료 피복관, 

일차계통의 압력경계, 격납용기에 추가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를 둘러

싸고 있는 안전보호용기 (Safeguard Vessel)를 설치하여 핵분열 생

성 물질의 환경으로 유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 자연적인 구동력에 의해 운전이 가능한 피동계통을 다양하게 채택하

고 있다. 자연순환에 의해 작동되는 피동잔열제거계통 (Passive    

RHRS), 가스 압력에 의한 안전 주입수의 주입, 격납용기 냉각 등 다

양한 피동안전계통을 채택하고 있다.

- 안전계통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피동계통의 사용, 안전계

통의 다중성 확보, 가능한 한 Fail-safe 원칙을 채택하여 안전계통

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SMART는 주기기 및 안전설비에서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상당한 차

이가 있는 설계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기기의 일체형 배열, 피동 개념의 

확대 적용, 그리고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설계 특징이

다. 또한, 건설 및 운 상에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통 및 기기의 모듈과 표

준화를 기본 설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SMART는 기존의 운전중인 

대용량 발전용 원자로와 달리 다른 주변 환경 및 활용 목적을 갖고 운전되기 때

문에 생산된 용수의 방사능 오염 방지 및 사고시 가능한 한 방사능 누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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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3.1-1은 SMART의 개략적인 계통도이다. 주요 계통으로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이차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차계통, 터빈 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이

차계통, 일차측 냉각재 상실시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는 충수계통 및 비상노심냉

각계통, NSSS의 비상 정지시 피동적으로 노심을 냉각시키는 잔열제거계통, 제어

봉 구동장치, 주냉각재펌프, 가압기, 내부 차폐탱크 등 NSSS의 주요 기기를 냉

각시키는 기기냉각계통 등이 있다. 표 3.1-1에는 SMART 주요 계통의 설계변수가 

요약되어 있으며, 본 절에서는 안전해석 모델에서 고려되는 주요 계통에 대해서

만 기술하며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13]에 기술되어 있다.

일차계통은 냉각재 유동 및 열전달과 관련이 있는 주기기들로 구성되며, 그림 

그림 3.1-1 SMART 개념도 및 안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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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노심 지지 원통 (Barrel)과 원자로 용기 벽 

사이의 환형 공간에 위치한 주냉각재펌프 및 증기발생기, 그리고 원자로 용기 내 

상단부에 위치한 가압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1-2는 SMART의 원자로 용기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노심 하부로 유입

되는 저온의 냉각재는 17×17의 핵연료봉 배열을 가지는 57 개의 핵연료 집합체

를 지나면서 가열된다. 가열된 고온의 냉각재는 노심 상부의 제어봉 안내관 및 

환형 유로 역을 지나 4 개의 주냉각재펌프 흡입구로 유입된다.

 펌프를 통과한 냉각재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12 개의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

기 카세트로 들어가서 이차계통으로 열을 전달한 후, 하향유로를 거쳐 노심으로 

표 3.1-1 SMART 주요 계통의 설계변수 

Parameter Value 

 Core

 Core thermal power, MWt

 Fuel type

 Enrichment, w/o

 Active fuel length, m

 No. of fuel assembly (FA)

 No. of CEDM

330

17×17 UO2 square FA

4.95

2

57

49

 Primary system

 Design/Operating pressure, ㎫

 Core inlet/outlet temperature, ℃

 Mass flow at core, ㎏/s

 Main coolant pump head, m

 Pressurizer gas temperature, ℃

 Pressurizer gas volume, ㎥

17/15

270/310

1550

19.0

91

6.0

 Secondary system

 Feedwater mass flow, ㎏/s

 Feedwater/Steam pressure, ㎫

 Feedwater/Steam temperature, ℃

 Superheating at normal operation, ℃

152.5

5.2/3.0

180/274

40 이상

 Component cooling system

 Design/Operating pressure, ㎫

 Design/Operating temperature, ℃

 Total mass flow, ㎏/s

1.0/0.5

350/6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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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된다. 그리고 가압기는 펌프 출구와 증기발생기 입구 사이의 역에서 연

결되는 가압기 환형공동, 열교환기가 설치된 중간공동, 상부가 비응축 질소 가스

로 차 있는 중앙공동 및 각 공동을 연결시켜 주는 배관으로 구성된다.

이차계통은 원자로 압력 용기 내에 설치된 12 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터빈, 

복수기, 복수펌프, 급수펌프, 급수 및 증기 배관과 격리 밸브들로 구성되어 있

다. 2 대의 급수펌프를 지난 급수는 4 섹션으로 나뉘어지고, 각 섹션은 3 개의 

인접한 증기발생기 카세트로 연결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내에는 각각 6 개씩의 

급수 및 증기 모듈이 있다. 급수는 나선형 증기발생기 튜브를 통과하면서 쉘측으

로 흐르는 일차계통 냉각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과열증기로 변환되며, 이 

증기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구동력을 발생한다. 또한, 증기발생기는 NSSS 계획정

그림 3.1-2 SMART 원자로 용기 내부구조

CEDM (49)

MCP (4)

SG (12)

PZR

Core

Side Screen

RPV

Annular Cover

Steam

Feedwater

CEDM (49)

MCP (4)

SG (12)

PZR

Core

Side Screen

RPV

Annular Cover

Steam

Feedwater

CEDM (49)

MCP (4)

SG (12)

PZR

Core

Side Screen

RPV

Annular Cover

Steam

Feedwater



- 17 -

지 또는 비상정지시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어 자연순환에 의하여 노심의 잔

열을 제거하는 안전보호계통의 역할과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 누출되는 방사

능 물질을 격리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계통 

SMART의 안전계통은 핵연료, 원자로 용기, 안전보호용기, 격납용기로 이루어

진 다중 안전방벽설계 개념과 함께 사고시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방

사능 누출로부터 공공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1-1에 대표

표 3.1-2 SMART 안전계통 주요 설계변수 

Parameter Value 
 PRHRS

 No. of trains

 Compensating Tank(CT) total volume

 CT N2 gas volume (nominal)

 CT pressure (nominal)

 ECT water volume (nominal)

 Heat exchanger surface area per train

 4

 3.5 ㎥

 0.7 ㎥

 4.5 ㎫

 96.2 ㎥

 52.45 ㎡

 ECCS

 No. of trains

 N2 gas pressure/Temperature (nominal)

 Total volume/tank

 Water volume/tank (nominal)

 Connected systems

 2

 10.0 ㎫/50℃

 5.2 ㎥

 3.6 ㎥

 Makeup System
 ROPS

 No. of trains

 Safety valve open pressure

 Safety valve close pressure

 3

 17.51 ㎫

 13.86 ㎫
 Make-up system

 No. of train

 No. of total tank

 Total tank volume 

 Total water volume (nominal) 

 Rated volumetric flow for make-up pump

 
 2
 1 
 42.8 ㎥

 30. ㎥

 4.5 ㎥/hr

 COPS

 Water jacket water volume

 Water jacket water temperature

 Safeguard vessel net free volume

 Safeguard vessel design pressure/temperature

 Containment net free volume

 Containment design pressure/temperature

 35 ㎥

 50℃

 400 ㎥

 3 ㎫/250℃

 3000 ㎥

 0.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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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전계통인 잔열제거계통 (RHRS :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비상노

심냉각계통 (ECCS :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충수계통 (Makeup Sy-

stem), 안전보호용기, 원자로 과압보호계통 (ROPS : Reactor Overpresure Pr-

otection System), 격납건물 과압보호계통 (COPS : Containemnt Overpressu-

re Protection System)이 나타나 있으며 계통의 주요 변수들은 표 3.1-2에 요

약되어 있다. 이들 안전계통은 대부분 피동적으로 작동되고 다중성 및 독립성의 

설계요건에 맞게 설계되어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잔열제거계통은 이차계통의 열 제거 능력이 상실되거나 원자로 정지시 자연대

류에 의해 일차측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하여 노심을 냉각시키는 보호안전계

통의 기능과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 누출되는 방사능 물질을 격리 차단하는 

격리안전계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 운전원의 조치 없이

도 72 시간 동안 노심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계통은 기능이 동일한 4 개의 독립적인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트레인

은 비상냉각탱크에 위치한 응축열교환기, 4.5 ㎫ 압력으로 압축된 질소를 담은 

보상탱크 (Compensating tank), 배관, 격리밸브, 체크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보상탱크는 이차계통이 냉각과정 중에 잔열제거계통 배관 및 증기발생기의 각 

부위에서 발생하는 공동을 물로 채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열교환기 후단에 위치

한 체크밸브는 보상탱크에서 나오는 물이 열교환기 방향으로 역류되어 자연대류

가 방해되는 것을 막는다. 비상냉각탱크는 원자로용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이차계통이 열 제거 능력을 상실하여도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에서 생성되는 붕괴

열을 제거할 수 있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급수 및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히고 잔열제거계

통을 구성하고 있는 각 밸브들이 열리면 압력차에 의해 증기발생기 튜브의 증기

가 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로 유입되어 응축된다. 응축된 물은 증기발생기 하단

으로 유입되어 나선형 세관을 따라 올라 가면서 쉘측으로 흐르는 일차측 냉각재

의 열을 흡수하여 증기가 되고, 이는 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로 다시 유입되는 

자연순환 유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비상정지 운전은 일차계통 온도가 어느 

정도 고온인 사고 초기에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고, 피동력이 저하되는 장

기 냉각 (Long Term Cooling)인 경우에는 보수냉각펌프를 이용하여 일차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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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시킨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어떤 출력 운전 하에서도 4 개의 트레인 중 2 개만 사용하

여 붕괴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계측제

어계통의 지시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운전원의 조작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 상실사고나 설계기준초과사고시 외부 전원에 의존

하지 않고 비상노심냉각탱크에 채워진 고압의 가스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작동하

여 원자로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노심을 보호하는 보호안전계통으로 모든 설계기

준사고 발생 후 72 시간동안은 운전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노심 손상

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노심냉각계

통은 기계적으로 2 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계열은 격리밸브, 체크밸브, 

그리고 관련 계기 및 배관으로 구성되어, 100% 사고 대처 능력을 보유하도록 설

계되어 있으며, 약 10 ㎫의 질소 가스로 압축된 5.2 ㎥의 용량 (물 : 3.6 ㎥, 

가스 : 1.6 ㎥)을 갖는 비상노심냉각탱크를 가지고 있다. 비상노심냉각탱크는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충수계통 (Make-up System)과 연결되어 있으며, 탱크

내의 압력을 고압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질소공급 및 제거계통 (Nitrogen     Su

pply and Removal System)과 연결되어 있다. 비상노심냉각탱크 하부의 배관에

는 충수계통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 배관과 원자로용기 연결부위에는 체크밸

브가 설치되어 있어 배관 파단시 냉각수 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냉각재 상실사

고시 계통의 압력이 10 ㎫ 이하로 떨어지면 비상노심냉각탱크의 물은 탱크와 원

자로의 압력 차이에 의하여 체크밸브를 통하여 가압기 환형공동으로 공급되는 피

동개념이 적용되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전원에 무관하게 사고발생시 동작

이 가능하므로 계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충수계통은 냉각재 상실사고나 설계기준초과사고시 가압기의 수위가 설정치 이

하로 떨어질 때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여 연료봉의 과열을 방지하는 원자로 보호

계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충수계통은 제어봉이 노심 내로 삽입되지 

않는 노심 보호계통 고장시 액체 붕산수를 주입하여 노심을 미 임계 상태로 만드

는 원자로 정지 보조수단으로도 사용된다.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통

은 구성과 기능이 동일한 2개의 독립적인 트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수계통은 

42.8 ㎥ 의 용량을 갖는 충수 저장탱크, 붕산수 저장탱크, 가스 보충탱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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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의 수두와 시간당 최대 4.5 ㎥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고압 충수펌프 

4 대, 주입 배관, 수동 및 원격 제어밸브, 그리고 원자로에서 배관으로 물이 역

류되는 것을 막아 주는 체크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크밸브는 피동장치로

써 원자로 뚜껑에 설치되어 일차 냉각재의 압력에 의한 스프링의 힘으로 봉시

키게된다. 일차계통 냉각재 상실시 충수계통은 가압기 환형공동 내에 설치된 수

위계의 저수위에 의한 PCS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운전원의 수동 조

작으로 기동되며 원자로의 수위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정지된다.

안전보호용기는 주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등을 포함하는 원

자로, 가스실린더 및 비상노심냉각탱크 등의 주요 기기, 각종 밸브 및 관련 배

관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용기이다. 안전보호용기는 일차계통의 건전성이 상실되

는 사고시 일차계통에서 누출되는 방사능을 일차적으로 용기 내로 제한하여 외부

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잔열제거계통, 충수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

동과 더불어 냉각재의 유출을 제한하여 운전원의 복구조치 없이 72 시간 동안 

노심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용기는 누수방지 금속구

조로 설계되고 설계 압력은 3.0 ㎫이다.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하면 공기조화계통

의 작동과 더불어 철제 안전보호용기 벽 및 용기 외벽에 설치된 물 재킷 (Water 

Jacket)으로 열전달을 시킴으로써 용기내의 증기를 응축시켜 온도 및 압력을 감

소시킨다. 전달되는 열로 인해 물 재킷에서 생긴 증기는 배관을 통하여 격납건물 

안에 있는 외부차폐탱크수조로 방출되어 응축된다. 설계기준초과사고시 안전보호

용기의 압력이 설계압력 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과압 방출밸브를 사용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를 외부차폐탱크로 방출시킨다. 안전보호용기 하부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차폐탱크는 정상운전이나 사고시 방사능 수준을 설계 허용범위 내로 낮추어

주는 생체 차폐역할과 안전보호용기 내로 냉각재가 누출되는 사고시 안전보호용

기의 하부 냉각 및 압력을 강하시키는 안전계통 지원 역할을 한다.

원자로 과압보호계통은 SMART 설계기준사고나 설계기준초과사고시 일차계통 압

력을 감소시켜 원자로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계통으로 기계적으로 3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압보호 설계 제한 값을 초과한 압력에서 작동하

도록 설계된다. 원자로 과압보호계통은 단일 배관을 통해 가스실린더 상부와 연

결되며 독립적인 트레인 각각에 과압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서 원자로 과압이 

발생시 안전보호용기 내의 외부차폐탱크 수조로 증기 및 이상 혼합체를 방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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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한다 (그림 3.1-1). 원자로 과압보호계통이 작동되어 고온고압의 증기가 외

부차폐탱크로 계속 방출되어 탱크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대비하

여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격납건물은 안전보호용기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철제 건물로서 격납건물 내부

에는 충수계통, 비상냉각탱크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등과 같은 주요한 기기 및 계

기가 위치한다. 격납건물은 핵연료 재장전이나 노심 보수시 방사능의 외부 누출

을 제한하며 안전보호용기의 건전성이 파손되는 설계기준초과사고시 예상되는 다

량의 방사능 누출을 격납건물 내로 제한하여 방사능이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수행한다. 격납건물의 과압보호는 안전보호용기와 공유하는 공

기조화계통과 더불어 철제 격납건물로 직접 열전달을 시킴으로써 수행된다.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비상냉각탱크 4 대 주위로 직접 열전달과 철제 격납건물과 콘크

리트 구조물 사이의 환형 공간을 통한 굴뚝효과를 이용하여 격납건물의 냉각을 

촉진시킨다. 설계기준초과사고시 격납건물에 과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제 격

납건물을 관통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된 파열판과 필터를 통해 격납건물의 대기를 

외부로 직접 방출시켜 감압시킨다. 계통은 피동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고시 

외부로부터의 전원 공급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어 계통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다.

중대사고완화계통은 노심 용융이 발생되는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이 격납건물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를 완화시키는 계통이다. SMART에서는 핵증

기공급계통 기기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안전보호용기 및 격납건물을 적합하게 설

계하고 안전계통을 적절하게 작동시킴으로써,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이 원자로

용기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용기 내부에 억류 (In-vessel Retention)되는 개념

으로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용기 하부에는 여러 층의 steel shielding plate가 

있는데 노심 용융이 발생할 때 이러한 steel plate가 노심 용융물을 가두어 두

는 노내 노심저장소 (In-core Corium Catcher)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로용기 

하부에는 정상 운전시 원자로용기의 뜨거운 열이 내부차폐탱크의 물로 직접 전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이 존재하는데,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 이 공간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내 냉각 (In-vessel Cooling) 방식으로 노심 

용융물이 원자로용기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내부차폐탱크

의 물을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하부를 냉각시키는 외부냉각 (External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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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심 용융물이 원자로용기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3) 발전소 보호계통 

발전소 보호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 주요 안전관련 발전소 인자들을 감지하여 

이들 인자들이 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 보호계통이 작동하도록 하는 신호를 발

생시킨다. 이들 계통은 핵연료 및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 경계의 건전성을 유지

하고 소외 선량률이 10CFR100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고 결과

를 완화 또는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시 선정된 주요 안전관련 인자들이 원자로 정지 설정치

에 도달하면 감지기 응답 및 신호 발생에 필요한 시간 지연 후 자동적으로 원자

로 보호계통이 작동하여 원자로를 신속하게 정지시킨다. 표 3.1-3은 SMART의 원

자로 정지 설정치 및 신호발생 총 지연시간을 나타낸다.

원자로 비상 정지신호 발생 후 트립 차단기 열림 및 제어봉구동계통의 코일 감

쇠에 필요한 시간 지연 후, 원자로 제어봉집합체는 중력에 의하여 노심으로 삽입

되어 핵반응을 중지시킨다. 원자로 제어봉집합체는 반응도가가 제일 큰 제어봉집

합체가 고장에 의하여 삽입되지 않더라도 원자로를 100% 전 출력에서 고온정지 

상태로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가지고 있다.

표 3.1-3 원자로 비상정지 신호

계측 인자 원자로 정지 설정치 지연시간, 초

증기발생기 입구 일차측 냉각재 온도, ℃ ↑335 8.325

일차계통 압력, ㎫ 
↑17.0

↓12.0

0.975

1.125

열 출력, % Nominal (100% 운전시) ↑115 0.425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회전수, rpm
↓80% of 2 MCPs

↓20% of 2 MCPs
0.45

증기관 증기 압력, ㎫ 
↑4.0

↓2.0

1.125

1.125

복수기 압력, ㎫ ↑0.1 미확정

급수 유량, % Nominal ↓10.0 미확정

최소 핵비등이탈률 ↓1.65 미확정

LPD, ㎾/ft ↑21.0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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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보호를 위한 주 원자로 정지계통은 49 개의 원자로 조절/정지 제어봉집

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로 제어봉은 Ag-In-Cd를 사용하고 있다. 제어봉집

합체의 원자로 정지계통이 고장에 의하여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비상붕산수 주입

계통이 원자로에 비상 붕산수를 주입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비상붕산수 주입

계통은 2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의 트레인만으로도 원자로를 미임

계 상태로 보낼 수 있으며, 충수계통의 배관과 펌프를 이용하여 운전원에 의해 

작동된다.

(4) 디지털 노심보호계통 및 노심감시계통 

SMART의 디지털 노심보호계통 (SCOPS)은 핵비등이탈 (DNB) 및 핵연료 용융 

발생 방지를 위한 실시간 원자로 정지계통으로 저 핵비등이탈률 트립과 고 LPD 

트립 기능이 있다. 과도상태시에는 핵비등 이탈 및 핵연료 용융에 대한 설계한계

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가상사고시에는 다른 안전계통과 함께 사고 결과를 제

한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아울러 급격한 노심출력 상승 방지와 노심

유량의 감소 방지 및 노심 출구에서의 비등발생 방지 등의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 정지 기능도 포함된다. 

디지털 노심감시계통 (SCOMS)은 핵비등이탈률 출력 제한치, 선 출력 도 출

력 제한치, 사분출력 경사 (Azimuthal Tilt)와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Axial  

Shape Index) 및 인허가 출력에 대한 각각의 정상운전 제한조건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핵비등이탈률 출력 제한치와 선 출력 도 출력 제한치는 과도상태가 

발생하더라도 핵연료 설계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고 가상사고 발생 시에도 

안전해석의 예측결과가 만족될 수 있도록 정상운전 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다. 만일 과도상태 또는 가상사고가 정상운전 제한 역 이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노심보호계통이 정상 작동되면 원자로는 안전한 상태가 유지된다.

(5) 다중 보호계통 

제어봉 삽입이 되지 않는 예상과도상태 (ATWS :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와 같은 설계기준초과사고시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요구사

항으로 다중보호계통이 사용된다. 이 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에서 발생시키는 원

자로 정지신호가 고장에 의해 발생하지 않을 때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원자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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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호가 발생하여 제어봉이 삽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SMART에서는 급수 유량 

변경에 기인하는 냉각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제어를 통하여 원자로를 정지

시키는 기능을 채택하고 있다.

나. SMART의 안전해석

(1) 목 적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는 가상의 발전소 Process 변수의 교란과 기기 

오작동 및 고장에 대한 발전소의 반응에 대한 해석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안

전해석은 공공의 안전과 건강보호 측면에서 발전소 운전시 제한상태의 선정, 안

전계통의 제한치 설정, 계통 및 기기 요소의 설계명세 정립 등에 기여한다.

SMART 원자로 설계에서는 크게 2 종류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안전해석을 

수행한다. 첫째는 원자로의 인허가를 위하여 수행하는 안전해석으로 예비 안전해

석 보고서 (PSAR :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및 최종 안전해석 

보고서 (FSAR :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등과 같은 건설 및 운전 허가

를 받기 위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한다. 이 

경우 안전해석의 주목적은 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이 공공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있으며 원자로 설계/건설/운 자는 

안전해석을 통하여 원자로의 설계, 기술지침 및 비상운전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인허가 기관이 인증한 방법으로 안전해석을 수

행하여 사고시 원자로가 허용범위 내에서 안전한 상태로 천이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는 SMART 원자로가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보호 계통

인 SCOMS/SCOPS의 운전 상수를 산출하기 위한 안전해석으로 SCOMS/SCOPS 설계 

주관 부서와 연계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SCOMS/SCOPS의 상세 설계가 완성

되지 못하 으므로 이를 위한 안전해석의 절차 및 방법은 추후 기술한다. 

(2)  안전규제 요건 분석

일체형원자로의 다양한 활용 목적 및 새로운 안전성 증진 방안에 따라 일체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적절히 평가하고, 설계자에게 적절한 안전요건을 제시하기 위

해 기존 안전규제요건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대용량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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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원자로에 적용되어 왔던 안전규제요건, 신형원자로의 새로운 설계개념에 대

해 최근 개발된 안전규제요건, 그리고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안전요건 등을 분석

하 다.

현재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체형원자로를 활용하여 전기 및 용수를 생산하

는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 경험이 세계적으로 미미한 상태이고, 안전성 평가를 위

한 체계적인 안전요건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원자력 담수화발전소의 

안전해석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안전규제요건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일체형원

자로를 개발 및 운 하고 있는 국가 및 일체형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안전요건을 

조사하 다 [14]. 여기서 조사된 국가 및 일체형원자로는 다음과 같다.

- 국내의 원자력 관계법령집 [15]

- 원자력담수화발전소에 대한 IAEA 안전기준 및 사용자요건서  [16,  

17]

- 중소형 규모 신형원자로에 대한 미국의 안전요건 [18, 19]

- 다목적용 이탈리아 MARS-600 원자로의 설계요건 [20]

- 지역난방용 중국 NHR-200 일체형원자로의 설계요건 [21]

SMART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 

및 신형원자로 설계에 적용되었던 안전규제요건들을 다음과 같다. 

- 국내의 원자력 관계법령집

- 발전용 원자력 시설의 설계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요건 (10 CFR 20, 

50, 73, 100)

- 신형원자로 (ALWR)에 적용되는 신규 규제요건 (10 CFR 52, NRC 위원

회 승인지침)

- 중소형 원자로가 만족해야 할 IAEA의 사용자요건서 (URD)

- 국외 일체형원자로(NHR, MRX/DRX, NILUS 등)관련 설계안전요건

기본적으로 기존 발전용 원자로에 적용되었던 안전규제요건은 우리나라 SMART 

담수화발전소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MART 설계특이성에 

따라 기존규제요건과 차이가 나는 부분, 새로운 안전요건 개발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담수화발전소 및 연계설비와 관련된 안전요건 등은 일체형원자로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원자력 담수화발전소의 시설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을 분류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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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SMART 담수화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안전규제요건은 세 부분, 즉 원자력 설

비에 대한 안전요건, 담수화 설비에 대한 안전요건, 그리고 부지나 두 설비의 

연계설비에 적용되는 안전요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

전요건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 및 신형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요건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안전성 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담수화 설비에 대한 안

전요건은 이전의 설계 및 규제 경험이 미미하여 개발 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요건일지라도 일체형원자로의 새로운 설계개념 및 

안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 고려사항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규제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상세한 기존 안전요건

의 분석은 참고문헌 [14]에 기술되어 있다. 

(3)  SMART에 적용 가능한 기존 안전요건

SMART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 발전용 원자력 설비에 

적용되어 왔던 안전규제요건과 해수 담수화용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될 수 있는  

IAEA의 안전요건을 분석하 다. SMART는 담수화 설비와 연결하여 해안에 가까운 

육상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자력 담수화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안

전요건은 기본적으로 기존 발전용 원자력 설비에 적용되었던 안전요건과 원자력 

담수화 설비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담수화 설비에 연결되어 용수 및 전기를 생산하는 SMART는 기존의 운전 중이

거나 건설중인 원자로 설계와 다른 안전설비를 가지고 있는 신형원자로로 볼 수 

있다. 신형원자로 설계는 기존 원자력 시설보다 향상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총량에 의한 규제개념으로서 원자력 발전소 수의 

증가는 공공에 대한 위험도 증가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신형원자로에 적용되는 안전규제요건은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성 증진 측면에서 적

용될 수 있으며, 설계에 채택된 새로운 기술과 설비에 대한 안전규제요건의 적용

성 및 타당성을 향후 설계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안전설

비의 채택과 관련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새로

운 안전설비의 성능과 계통간 상호 향, 그리고 안전해석에 사용된 해석 도구의 

검증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미국 신형원자로 설계의 설계 인증을 위해 개발

된 안전규제요건은 일체형원자로의 설계와 안전성 평가에 적용 가능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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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SMART 설계개발과 병행하여 신형원자로 관련 안전규제요건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MART 원자로는 기존 및 신형가압경수로와 상당히 다른 설계 개념을 사

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가압기와는 다른 원자로 자체 압력제어 설비, 보

론에 의존하지 않는 운전, 원자로냉각재계통 주기기의 집배열과 자연순환에 의

한 노심 냉각, 다양한 피동계통 및 기기의 사용, 기존 격납용기에 추가된 안전

보호용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SMART의 특이한 설계개념에 따라 안전기능

을 수행하는 방식 및 수단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

인 안전요건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안전요건의 

도출과 개발은 중요한 부분이다.

SMART 담수화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그 활용 특성에 의해 증진된 안전성이 요구

된다. 즉, 원자력 담수화설비는 용수의 수송 및 저장 수단과 같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주민 거주 지역 인근에 설치되어 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

기 생산용 원자력 발전소보다 잠재적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발전소 주변주

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담수화 공정에 사용되는 해

수나, 생산된 용수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원자력 담수화 설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성 

증진 측면에서 IAEA에서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 담수화발전소에 대한 기술 및 안

전요건은 우리나라 일체형원자로 설계 개발과 안전성 평가에 좋은 참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담수화발전소의 설계뿐만 아니라 규제연구 관점

에서도 현재 IAEA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소형 원자로의 담수화 시설에 대한 활용 

연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발전용 원자력 설비 및 담수화 설비에 대한 안전요건을 바탕으로 

SMART 담수화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을 일반적 수준에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3.1-4와 같다. 

(4) SMART의 사건 분류 

(가) 개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설비의 가상적인 고장이나 인적 실수, 자연 재해 등에 의

해 발전소의 과도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다중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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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설비나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는 발전소가 가상의 과도

나 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과도 및 

사고 해석 (Transient and Accident Analysis)을 수행하며, 인허가 기관은 이

러한 해석 결과를 근거로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과도 및 사고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도출

하고 사건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사건분류 (Event Categorization), 

상세 해석이 필요한 초기사건 및 제한사건을 선정하는 사건선정 (Event Select-

ion), 적합한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해석방법론 (Analysis Me-

thodology), 그리고 해석 후에 만족해야 할 허용기준 (Acceptable Criteria) 

등이 체계적으로 설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발전소 설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선정된 기존 발전소의 과도나 사고들에 대해 허용기

준의 만족여부를 보여 줌으로서 발전소의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다.

표 3.1-4 SMART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 

Classification Regulatory Requirements and Guidance

 Current regulatory 

requirements

 ‧10 CFR Part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10 CFR Part 50 and its appendices,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10 CFR Part 73, Physical Protection of Plants and 

Materials

 ‧10 CFR Part 100, Plant Site Criteria

 Generic and 

Design-specific rule 

for ALWR

 ‧10 CFR Part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Combined Licenses

    - General and particular applications in Subpart B

 ‧10 CFR Part 52, App. B, and App. D

    - DC Rules for System 80+ Design and AP-600 Design

 Commission-approved 

guidance for ALWR

 ‧Policy Statement on Safety Goals

 ‧SECY-90-016, -93-087, -96-128 and -97-044

    - Technical, Policy,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Advanced LWR Designs

 Safety requirements 

for desalination 

facility

 ‧Interface systems requirements in User Requirements 

Documents

 ‧Desalination facility design requirements

 Safety requirements 

for SMART-specific 

design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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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원자로의 체계적인 안전성 분석과 평가를 위해 발생 가능한 사건의 선

정, 사건의 분류, 그리고 적합한 사고해석 방법론과 허용기준 등에 대해 체계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었던 발전소의 

사건분류와 선정 그리고 사고해석 방법론과 허용기준을 근거로 일체형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들을 분석한다. 

(나) SMART 사건분류 

원자력 발전소의 발생 가능한 잠재적 사건은 사건의 발생확률과 그 사건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에 

미치는 방사학적 향을 낮게 제한하고, 공공에게 미치는 방사학적 향이 심각

한 사건일수록 낮은 발생빈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발전소의 가상적인 

과도 및 사고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기본 안전원칙으로서 발전소의 잠재적인 사건을 선정하고 허용기준을 적

용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1 단계에서 개발한 SMART PIRT [22]에 기초한 제한사고 예비해석 방법론이 

SMART 개념설계의 성능 및 안전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일부 검증이 되었으며 그 

결과가 SMART 예비 안전해석방법론 기술보고서로 발간되었다 [23]. 

SMART 예비 안전해석방법론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전해석방법론의 사고분류와  

NRC 및 ANS Codes & Standards에 따른 사고 분류와의 비교가 표 3.1-5에 정리

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소의 사건분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NRC는 정성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건분류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10 CFR Part 50, App. A [24]에서는 발전소 조건을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허용 방사선량 등을 설정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사고해석과 관련된 사건분류 기준은 표준심사절차와 규제지침 

(RG) 1.70의 제 15 장에서 사건의 정성적인 발생빈도에 근거하여 모든 과도 및 

사고를 정상운전, 보통 빈도고장, 낮은 빈도고장, 제한 빈도고장으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이상의 발전소 사건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기관별로 서로 다

른 사건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이 정성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

기 때문에 다소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NSI/ANS- 

51.1-1983 (1988 개정)[25]은 정량적인 발생빈도에 근거하여 발전소 조건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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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MART의 사건 종류는 ANSI/ANS-51.1에 준거하여 그 발

생 확률에 따라 5 개의 발전소 상태 (PC : Plant Condition)로 분류되었다.   

ANSI/ANS-51.1-1983 (R1988)의 발전소 상태 분류는 연간 발생하는 원자로 사건

발생 빈도 및 안전관련 기기의 최적 고장 빈도를 바탕으로 설정되나 현재 SMART

에 대해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기존 발전소의 자료를 대체하여 사용하 다.  

(다) 사건의 선정 

사건의 선정은 발전소 설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 즉 소외에 방사학적 향

을 초래할 수 있는 초기사건들을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적절한 가정, 즉 단일고장

기준과 같은 가정을 통해 상세 해석이 필요한 제한사건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

한사건들은 적절한 해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되며 안전설비의 성능 확인이나 

소외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사선량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SMART 안전해석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발전소 상태는 다

음과 같으며, 공공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각 사건들에 대해 차별적인 허용기준

을 적용하는 것은 SMART의 균형 있는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표 3.1-5 원자력 발전소 사건 분류방법 비교 

USNRC ANSI

   10 CFR     RG 1.48     RG 1.70 발생빈도(/yr)  ANSI/ANS-51.1 ANSI N18.2

정상
(Normal)

정상운전
(Normal)

정상
(Normal)

Plant Condition 1
(PC-1) Condition I

예상운전과도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이상운전
(Upset)

보통빈도고장
(Incidents of
Moderate Freq.)

Plant Condition 2
(PC-2) Condition II

10
-1

낮은빈도고장
(Infrequent
Incidents)

Plant Condition 3
(PC-3) Condition III

비상운전
(Emergency)

10-2

제한빈도고장
(Limiting Faults)

Plant Condition 4
(PC-4)

Condtion IV

10
-3

고장운전
(Faulted)

10
-4

Plant Condition 5
(PC-5)

10-5

10
-6

고려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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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측 열제거 증가 사고 

급수 온도 감소 PC-2

급수 유량 증가 PC-2

증기유량 증가 PC-2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배관 파단 PC-5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배관 파단 PC-5

잔열제거 계통 오작동 PC-2

이차측 열제거 감소 사고 

외부부하 상실    PC-2

터빈정지    PC-2

복수기 진공상실 PC-2

증기관 격리밸브 폐쇄 PC-2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 전원 상실 PC-2

정상 급수유량 상실 사고 PC-2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배관 파단 PC-5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 PC-5

기기 냉각계통 냉각유량 상실 PC-2

원자로유량 감소 사고 

노심유량 부분 상실 PC-2

노심유량 완전 상실 PC-3

단일 주냉각재 펌프 로터 고착 PC-4

단일 주냉각재 펌프 축 파단 PC-4

반응도 및 출력이상 변화 사고 

미임계 및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 집합체 인출 PC-2

출력운전중 제어봉 집합체 인출 PC-2

단일 제어봉 인출 PC-3

단일 제어봉 집합체 낙하 PC-2

제어봉 집합체 이탈 PC-5

비작동 주냉각재펌프의 기동 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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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전중 제어봉 집합체 인출 PC-3

부적절한 위치로 부주의한 핵연료 재장전 PC-3

원자로 냉각재 재고 증가 사고 

충수계통 오작동 PC-2

원자로 냉각재 재고 감소 사고 

가압기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PC-3

소형 냉각재관 파단 PC-4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PC-3

증기발생기내 급수 혹은 증기배관 파단 PC-4

기기냉각계통 배관 파단 PC-4

비상노심냉각계통 오작동 PC-2

부속계통이나 기기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사고 

방사성 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파단 PC-4

핵연료 취급 PC-5

정지불능 예상과도상태 (ATWS) 

(5)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 

단일고장 기준은 사고 원인 발생과 동시에 원자로 안전기능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지지 (Support)하는 계통의 어떠한 안전관련 기기요소의 고장이 발생하

여도 발전소가 1) 비상 노심 반응도 제어, 2) 비상 노심 및 격납용기 열제거, 

3) 격납용기 격리/건전성 유지 및 대기 정화 능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안

전관련 기기요소에 대한 단일고장 기준의 적용에 관한 10CFR50 및 SRP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SMART 안전해석에는 ANSI/ANS-51.1-1983 (R1988)의 단일고장 

기준을 적용한다. ANSI/ANS-51.1-1983 (R1988)의 사고 원인 발생과 동시에 일

어나는 단일고장 기준 적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사고원인 발생에 대해 반응이 필요한 안전관련 기기 요소에 한하여 단일 

고장을 가정한다.

(b) 다음의 (d)부터 (f)항에서 정의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안전기능을 지지하기 위한 전기 안전관련 기기 요소는 ANSI/IEEE 279

-1971 및 ANSI/IEEE 379-1977의 단일고장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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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의 (d)부터 (f)항에서 정의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안전기능을 지지하기 위한 유체 계통은 ANSI/ANS-58.9-1981의 단일고

장 기준을 따른다.

(d) 사고 발생 원인이 다목적 즉, 정상운전 및 사고시에 운전되는 안전관련 

계통의 2개 이상의 Redundant Train 중 하나인 경우 그 계통이 지진등급 

I로 설계되어 있고 그 계통이 소외와 소내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안전 등급 1, 2 및 3의 Quality Assurance,    

Testing 및 In-service 기준에 따라 운전 및 점검 된 경우, 그 계통의 

나머지 Train에 대해 단일고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초

기 사고발생 이후 발전소의 운전은 기술지침서에 따라 제어된다.

(e) 사고 발생 원인이 정상시 운전되지 않는 2 개 이상의 Redundant Train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련계통의 한 개 Train이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원

자로 정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단일고장은 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

우, 초기 사고발생 이후 발전소의 운전은 기술지침서에 따라 제어된다.

(f) 사고 발생 원인이 정상시 운전되지 않는 2 개 이상의 Redundant Train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련계통의 한 개 Train이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원

자로 정지가 요구되는 경우 단일고장을 가정한다. 단일고장이 사고가 발

생한 계통의 다른 트레인에 발생한 경우, 안전 관련 계통이 아닌 계통을 

포함한 모든 가동 계통이 사고 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계통

의 Availability의 평가시 사고 발생으로 원자로 또는 터빈 정지가 발생

하는 경우 전원의 계속적인 공급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운전원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징후 여부, 계획된 조치 실행에 대한 시간적 

여유, 기기에 대한 접근 여부 등이 평가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g) 2 개 이상의 Redundant Train을 가지고 있는 안전 관련 계통의 1 개    

Train의 허용 Outage 기간 중 그 기기의 나머지 Train에 대해 단일고장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SMART에 대한 단일고장 해석업무는 유체계통, I&C, PSA 및 안전해석의 통합된 

SMART 설계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한다. ANSI/ANS-51.1-1983 (R1988) [25]에 

기초한 SMART 원자로의 단일고장 해석 절차가 설립되었으며 그 흐름도는 그림 

3.1-3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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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사고는 원자로 안전관련 기기의 단일고장, 공통 원인에 의한 고장 및 

원자로 안전 관련 기기의 다중 고장과 별도로 독립적 또는 저 확률로써 초기사건 

발생에 종속하여 발생하는 동시사건을 수반할 수 있다. 원자로는 이러한 동시사

그림 3.1-3 SMART 단일고장 해석의 흐름도

Yes

Systems Design

- Define Frequency of Initiating Occurrence

- Define Single Failure and their Frequency

Conservative Single Failure Analysis

- Define Coincident Occurrences

- Define Plant Condition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 Define Event Sequence for Initiating Occurence

- Perform Safety Analysis for Limiting Single Failure

Acceptance Criteria

Satisfied ?

Systems Design

- Define Failure Rate of Coincident Occurrence

  on Demand during Initiating Occurence

Realistic Single Failure Analysis

- Define Plant Condition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based on Application of ANSI 51.1 Safety Criteria

- Perform Safety Analyses for Limiting Single Failure

Closure of
Single Failu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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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고의 초기사건 발생과 동시에 발생할 

동시사건 또는 동시사건들의 조합의 확률이 10-2 보다 작은 경우 PC-2, PC-3 및 

PC-4에 해당하는 사고에 각각 PC-3, PC-4 및 PC-5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SMART에서 고려하는 동시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외부전원 상실

- 제어봉 집합체 고착

- 원자로 냉각재 계통 요드 농축도의 급격한 증가

- 정규 발전소 제어 계통의 고장

(6)  허용기준 

(가) 일반적인 허용기준 

안전해석 결과는 정상운전 중에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은 방사선량을 유

지해야 하며, 사고 후에는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허용 가능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에 미치는 방

사학적 향을 낮게 제한하고, 공공에게 미치는 방사학적 향이 심각한 사건일

수록 낮은 발생빈도를 유지하도록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생빈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건, 즉 정상운전 조건으로부터 이탈한 예상운전과도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핵연료의 손상을 적절히 방지해야 하며,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사건은 어느 정도의 핵연료 손상이 허용되나 방사학적 향 평가를 수

행하여 피폭선량을 규정된 제한값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발전소의 안

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석을 통해 만족시켜야 할 일반적인 성능기준과 방사선량 

허용기준을 보여준다. 

① 사건 발생 이후에 안전설비만을 사용하여 다음의 안전 기능 (Safety Func-

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반설계기준 (GDC 10, 15, 26, 27,   

28, 31, 35, 등), ECCS의 성능기준 (10 CFR 50.46 및 부록 K), TMI 관련

요건 (10 CFR 50.34 (f)) 등을 만족해야 한다.

- 과도 및 사고 이후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안전 정지 조건

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 과도 및 사고 이후에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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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방사능 물질의 유출이 정상운

전과 예상운전과도시에는 규정 제한치 이하로, 설계기준사고시에는 

허용 제한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

② 방사능 방호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빈도에 따른 규정된 선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사고 이후 2 시간 동안 발전소 제한구역과 저 인구지역에서 25 rem 

TEDE 이하

- 사고 이후 주제어실에서 5 rem TEDE 이하 등 

SMART 원자로 설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상기 기존의 과도/사고에 대한 허용기준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체형원자로의 새로운 설계개념에 의해 과

도 및 사고의 추가로 인한 추가적인 허용기준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 SMART 허용기준

SMART 안전해석 허용기준은 기존 발전용 원자력 설비의 과도/사고에 대한 기

본 안전원칙을 근거로 하여 발전소의 발생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규제 법령 및 규제 관련 사항을 참조하여 개발하 다.

- 미국 연방법 10 CFR part 50 [24] 및 10 CFR part 100 [26]

- 미국 핵규제 위원회의 규제 지침 (U.S. NRC Regulatory Guide) [27]

- 미국 핵규제 위원회의 표준 심사안 (U.S. NRC Standard Review     

Plan) [28]

- 미국 ANSI/ANS(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merican    

Nuclear society)의 표준 [25, 29, 30]

- 원자력법 관계 법령집 [15] 

일반 설계 기준(GDC) 및 규제 지침(Regulatory Guide) 1.70 및 ANS 51.1에 

의한 사건빈도의 분류에 따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Moderate Frequency Event (PC-2 Condition)

㉮ 핵연료 성능

GDC 10은 원자로 설계기준으로서 예상 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 운전시에 원자

로 노심과 관련냉각재계통, 제어계통 그리고 보호계통은 규정된 연료허용손상한

계 (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 SAFDL)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

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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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20은 보호계통 설계기준으로서, 보호계통은 1) 예상 운전과도 조건시에 

규정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을 포함한 적절한 

계통의 운전을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 사고 조건시에 사고를 

감지하고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운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DC 25는 반응도 제어고장에 대한 보호계통 요건으로서, 보호계통은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과 같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고장에 대해 규정된 연료허용손상한

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DC 26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다중성과 능력에 대한 설계기준으로서, 서로 다

른 설계 원리에 근거한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을 요구하고 있다. 하

나는 가급적 제어봉 삽입수단을 포함한 제어봉을 사용해야 하며, 예상 운전과도

를 포함한 정상운전 하에서 제어봉 고착과 같은 기능 상실에 대해 적절한 여유도

를 가지고 규정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있

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계획된 정상의 출력변화로 인한 반응도 

변화율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

다. 두 개 중 하나를 이용하여 원자로를 미임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유효한 SAFDL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 온도 : 과도기간중 핵연료의 상당한 용융이 있어서는 안된

다.

- 핵비등이탈률 (DNBR,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 핵

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예, 1.41) 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계산된 핵비등이탈률은 상

관식 및 발전소 운전 변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핵연료의 휨 및 Hot Channel Factor 등과 기타 Hot Channel 관련 불

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냉각재계통 압력

GDC 15는 원자로 냉각재계통 설계기준으로서, 예상 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

전시에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관련보조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원자로 냉각

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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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다. ASME 코드의 Section III, Article NB 7311은 “압력 과도 조

건을 유발하는 어떠한 발전소 과도의 경우에도 압력 경계내에 있는 어떠한 기기 

요소의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압력 완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방사선 누출

허용하지 않음.

위의 GDC 10에서 제시한 규정된 연료허용손상한계와 GDC 15에서 제시한 원자

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에 대한 SRP 요구사항을 참조한 구체적인 허용기

준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예, 1.41) 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 핵연료 중심온도는 용융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균일 피복재 변형은 1%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값의 110% 이하를 유지

해야 한다.

- 해석에서는 보수적 가정 및 조건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② Infrequent Event (PC-3 Condition)

㉮ 핵연료 성능

PC-2에서 기술한 GDC 10과 26을 적용한다.

- 핵비등이탈비: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95/95 핵비

등이탈률 제한치 (예, 1.41) 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 허용 방사선 누출까지의 핵연료 손상 허용

㉯ 냉각재계통 압력

PC-2에서 기술한 GDC 15를 적용한다.

- 설계압력의  110% 이하 유지

㉰ 방사선 누출

방사학적 향을 평가하여 발전소 제한구역과 저 인구 도지역 경계에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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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기준, 10 CFR Part 100을 만족해야 한다. 즉, 10 CFR 100 대비 소량.

위의 GDC 10에서 제시한 규정된 연료허용손상한계와 GDC 15에서 제시한 원자

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 및 10 CFR 100에 대한 SRP 요구사항을 참조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보다 높게 유지되면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증기계통의 압력은 연성파괴뿐만 아니라 취성파

괴도 고려하여 허용설계제한치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해석에서는 보수적 가정 및 조건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 어떠한 방사능 유출도 부지경계에서 계산된 선량이 10 CFR Part 100 

지침의 일부분 (small fraction), 즉, 배타면적 경계 (exclusion   

area boundary)에서 10%에 해당되는 2 시간 동안의 1 인 전신 2.5 r

em과 갑상선 30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SGTR인 경우 사고전 Iodine Spike를 가정한 가상사고 그리고 노심 

밖에서 최고 반응도가의 제어봉 고착을 가정한 가상사고에 대해 계

산된 선량이 10 CFR Part 100.11의 지침, 즉 전신 25 rem과 갑상선 

300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③ Limiting Faults (PC-4 Condition)

㉮ 핵연료 성능

GDC 27은 반응도 제어계통의 능력에 대한 설계기준으로서 사고 조건시에  반

응도 제어계통은 제어봉 고착에 대해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한 독물질 첨가와 함

께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노심 냉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DC 28은 반응도 제한치에 대한 설계기준으로서 가상 반응도사고의 향이 a)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제한 국부 항복 이상으로 손상시키지 말고, b) 노심의 

냉각 능력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노심, 노심 구조물 혹은 압력용기 내부 구조물

의 손상이 없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은 잠재적인 반응도 증가율과 량에 대한 적절

한 제한치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 반응도사고에는 제

어봉 인출, 제어봉 낙하, 증기관 파열,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압력의 변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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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저온의 냉각재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 냉각가능 노심 형태 유지

- 허용 방사선 누출까지의 핵연료 손상 허용

㉯ 냉각재계통 압력

GDC 31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파괴예방에 대한 설계기준으로서 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 사고조건에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응력이 작용할 때, 

압력경계가 비취성 거동을 하고, 급격하게 전파되는 파괴 확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계시에는 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 사고 조건하에서 압력경계가 겪는 온도와 경계재질의 조건, 재질의 

성질, 재질 특성에 미치는 방사화의 향, 정상 및 과도 응력과 잔류 응력, 균

열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GDC 35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기준으로서 모든 냉각재 상실사고시에 원자

로 노심으로부터 다음의 비율로 열을 전달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계속적이고 효율적인 노심냉각을 통해 핵연료와 피복재의 손상을 방지

하고, 핵연료 피복재 금속-물 사이의 반응이 무시할 수준의 량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계통의 안전기능은 단일고장 가정하에 소내 전력계통 운전 

(소외전력 이용불능 가정) 혹은 소외 전력계통 운전 (소내 전력 이용불능 가정)

에 대해 기기와 설비의 적절한 다중성, 적절한 상호연결 그리고 격납 능력의 제

공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방사선 누출

방사학적 향을 평가하여 발전소 제한구역과 저 인구 도지역 경계에서의 선

량기준, 10 CFR Part 100을 만족해야 한다. 즉, 10 CFR 100 대비 소량.

위의 GDC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및 10 CFR 100에 대한 SRP 요구사항을 참조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보다 높게 유지되면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증기계통의 압력은 연성파괴뿐만 아니라 취성파

괴도 고려하여 허용설계제한치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해석에서는 보수적 가정 및 조건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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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방사능 유출도 부지경계에서 계산된 선량이 10 CFR Part 100 

지침의 일부분 (small fraction), 즉 25%에 해당되는 전신 6.2 rem

과 갑상선 75 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LOCA 사고인 경우는 ECCS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④ Limiting Faults (PC-5 Condition)

㉮ 핵연료 성능

PC-4에서 기술한 GDC 27과 28을 적용한다.

㉯ 냉각재계통 압력

PC-4에서 기술한 GDC 31과 35를 적용한다..

㉰ 방사선 누출

방사학적 향을 평가하여 발전소 제한구역과 저 인구 도지역 경계에서의 선

량기준, 10 CFR Part 100을 만족해야 한다. (예, 10 CFR 100 제한치의 25%)

상기 사고 조건에 대한 설계기준, GDC 27, 28, 31 및 35과 10 CFR 100에 대

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SRP 요구사항을 참조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

과 같다.

- 허용 가능한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95/95 

핵비등이탈률 제한치 보다 높게 유지되면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증기계통의 관 파단과 같이 낮은 확률사건에 대

해 설계값의 110% 이하, 그리고 양단파단과 같은 매우 낮은 확률사

건에 대해서는 설계값의 12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인 경우는 가정된 반응도 궤환에 의해 최대 원자로압력이 ASME 

code, Service Limit C를 초과하는 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 교류 전력상실과 격납용기 격리가 원자로냉각재펌프 손상을 야기하

지 않도록 펌프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해석에서는 보수적 가정 및 조건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 사고전 Iodine Spike를 가정한 증기관 파단사고 그리고 노심 밖에서 

최고 반응도가의 제어봉 고착을 가정한 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해, 계

산된 선량이 10 CFR Part 100.11의 지침, 즉 전신 25 rem과 갑상선 

300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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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시 가정된 Iodine Spike와 전출력 운전에 대한 평형 Iodine 농

도를 가지는 MSLB에 대해, 계산된 선량이 10 CFR Part 100.11 지침

의 일부분 (small fraction), 즉 10%에 해당되는 전신 2.5 rem과 갑

상선 30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인 경우는 

일부분 (well within), 즉 25%에 해당되는 전신 6 rem과 갑상선 75 

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표 3.1-6 SMART의 안전 허용기준

안전 허용 기준
발전소 상태

PC-1 PC-2 PC-3 PC-4 PC-5

- 정상운전 및 사고시에 10 CFR 50 App. I 와 10 
CFR 100 offsite radiological dose의 
ANSI/ANS-51.1-1983 (R1988)의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o o o o o

- 정상운전 및 사고시 ANSI/ANS 51.1-1983 
(R1988) 원자력발전소 설계법규 및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o o o o o

- 정상운전 및 사고시 핵연료 설계제한치가 초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
어야 한다.

o o o

- 발전소 정상운전시 항상 정상적인 원자로 정지
와 원자로 냉각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o

- 사고시 필요한 원자로 정지 및 원자로 냉각기
능 과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o

- 사고시에도 항상 제어된 원자로 정지 및 원자
로 냉각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o o o

- 정상운전 및 사고시 원자로 안전기기가 필요할 
때 원자로 안전기능이 항상 확보되어야 한다.

o o o o o

표 3.1-7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 적용시 SMART 발전소 상태의 변화

PC of IO
PC

CO > 10
-2
/IO

PC

CO ≤10
-2
/IO

or SF

PC

CO > 10
-2
/IO

or SF

PC

CO ≤ 10
-2
/IO

or SF

2

3

4

5

2

3

4

5

3

4

5

5

3

4

5

5

4

5

5

5

   PC = Plant Condition
   IO = Initiating Event
   CO = Coincident Occurrence 
   SF = Singl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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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SMART 안전해석 허용기준

발전소 조건 변수 허용 값

PC-2

연료상태

계통압력

허용 방사선 량

최소 DNBR 1.41 이상

18.7 ㎫ 이하

허용하지 않음

PC-3

연료상태

계통압력

허용 방사선 량

최소 DNBR 1.41 이상

18.7 ㎫ 이하

전신 2.5 rem 갑상선 30 rem 이하

PC-4

연료상태

계통압력

허용 방사선 량

냉각 가능한 형태 유지

18.7 ㎫ 이하

전신 6.2 rem 갑상선 75 rem 이하

PC-5

연료상태

계통압력

허용 방사선 량

냉각 가능한 형태 유지

20.4 ㎫ 이하

전신 6.2 rem 갑상선 75 rem 이하

 

SMART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치를 표 3.1-6에 요약하 으며, 표 3.1-7은 단일 

고장 및 동시사건을 적용시 변화하는 발전소 상태를 요약하 다. 표 3.1-8은 발

전소 조건들에 대하여 표 3.1-6에서 기술한 안전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값들은 안전해석과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고해석

(1) 디지털 해석 방법 (DAM)

SMART는 노심의 보호 및 감시를 위해 디지털 계통인 SCOPS와 SCOMS를 갖추도

록 설계되었다. SCOPS와 SCOMS의 채용에 따라 SMART의 안전해석은 디지털 방식

에 적합한 형태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SMART의 안전해석을 위해 디지털 

해석 방법을 설립하 다. DAM은 크게 SAR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과 SCOMS/SCOPS

의 Database 제공을 위한 방법으로 나뉘며, DAM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관련 분

야간 연계 관계는 그림 3.1-4와 같다. 

DA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심설계분야 (CA), 유체계통분야 (FS) 및 기기계측

분야 (IC)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SCOPS/SCOMS 관련

하여  DAM을 수행하여 안전해석이 노심설계분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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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DA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야간 해석 수행의 iteration이 필요하며 

이러한 iteration의 필요성은 ROPM (Required OverPower Margin) 등 DAM 수

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변수의 설정에 있어 더욱 유효하다.

그림 3.1-5는 DAM에서 정의하는 주요 Limits와 Margin의 상호 관계를 간략하

게  보여 주고 있다. 가장 외곽 경계를 안전 제한 (SL : Safety Limit)으로 설

정하면, SL 경계에서의 핵비등이탈률 및 LPD는 허용기준치 값을 가지며, 이 경

계가 DAM에 있어 제한경계를 제공한다. 가장 내부의 경계는 LCO (Limiting Co-

ndition for Operation)로 정의하며 이 역은 원자로의 정상운전 상태의 경계

를 보여준다. 즉, 원자로의 정상운전은 LC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AM 안전

해석의 초기조건은 ROPM을 고려하여 LCO에서 선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ROPM의 

적용치와 SL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SL의 결정은 노심 설계에서 결정이 되어

야 하고 SMART에 적절한 ROPM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해석을 통한 반복적 계

산을 수행하여야 가능하다.

SMART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에 대해서는 참조할 수 있는 신뢰있는 자

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적 계산은 필수적이다. 현재는 SL 및 ROPM의 설정치

를 잠정적으로 가정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법론도 이를 바탕으로 개

발하 다. 잠정적으로 결정한 SL중 하나인 핵비등이탈률 제한치는 1.41이고    

그림 3.1-4 DAM을 수행하기 위한 분야간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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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M은 18%이다. DAM 수행은 계통해석용으로 TASS/SMR [31], 노심 열수력 해석

용으로 MATRA [32]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SAR 작성을 위한 DAM의 경우, 주어진 사고에 대한 DAM 수행의 주요 절차는 다

음과 같다.

(가) ROPM 값을 설정한다.

(나) Fr (Radial Peaking Factor)을 제외한 발전소 상태변수를 LCO 내에서 

선택한다.

(다) 노심출력을 ROPM 만큼 증가시킨다.

(라) MATRA 전산코드를 실행하여 핵비등이탈률이 SL 값에 도달하는 Fr의 값을 

선정한다.

(마) (나) 단계에서 설정한 발전소 상태변수와 (라) 단계에서 찾은 Fr 값의 조

합으로 l개의 발전소 초기조건을 구성한다.

(바) (마) 단계의 초기조건을 바탕으로 TASS/SMR을 수행하여 계통의 열수력 

변수를 계산한다.

(사) TASS/SMR에서 계산된 노심 입구 및 출구에서의 열수력 변수를 MATRA 부

수로 코드에 “Forcing Function"으로 제공하여 노심 열수력 계산을 한

다.

그림 3.1-5 주요 Limits와 Margin의 상호관계

LCO

LSSS

SL

ROPM

Actual Trip Setpoint

Analysis Trip Setpoint

LCO   : 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LSSS : 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ROPM : Required Over-Power Margin
SL : Safety Limit
      - DNBR, LPD(Linear Power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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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MATRA 코드를 실행하여 최저 핵비등이탈률을 계산한다.

(자) 주어진 사고에 대한 Minimum 핵비등이탈률을 찾았다고 확신될 때까지 

(나) 단계로 돌아가 사고해석을 재 수행한다.

(차) Minimum 핵비등이탈률을 포함한 제한값을 바탕으로 SAR를 작성한다.

이미 언급하 듯이 ROPM 값에 대한 설정은 반복적인 계산에 의해 찾아내거나 

참조 발전소가 있을 경우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한다. SMART의 경우 참조 

발전소가 없으므로 적절한 ROPM 값을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하여 선정하여야 하

나, 이를 위해서는 주요 사고 Spectrum에 대한 안전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확

실한 Safety Limit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는 ROPM 값을 18%로 선정하

으며 이 값은 SL로부터 LCO까지 요구되는 Safety Margin을 출력으로 표현한 것

이다. Fr을 제외한 원자로의 주요 상태변수인 압력, 온도, 유량, 노심출력,  Pe

aking factor 등을  LCO 내에서 선정한다. 이때 변수의 선정은 보수적 관점에

서 사고를 가장 악화시키는 값으로 선정한다. (나) 단계에서 선정한 주요 발전

소 상태변수와 (다) 단계에서 ROPM 만큼 증가한 노심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MA

그림 3.1-6 SMART 안전해석을 위한 TASS/SMR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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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 전산코드의 Fr 값 선정을 위한 계산을 수행한다. 이때 21개 채널 1/8 cor

e를 모사하여 이를 수행한다. (나) 단계에서 선정한 주요 발전소 상태변수와 

(라) 단계에서 계산된 Fr 값으로 TASS/SMR 수행을 위한 1 개의 입력 Set를 구

성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TASS/SMR을 수행하기 위한 전형적인 SMART의 Nodali-

zation은 그림 3.1-6과 같다. TASS/SMR에서 계산한 노심 입-출구의 열수력 변

수를 MATRA 코드의 Forcing Function 형태로 입력하여 MATRA 코드를 수행하여 

핵비등이탈률을 계산한다. 이러한 입력 Set는 주어진 사고에 대해 가장 보수적

인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될 때까지 다른 LCO 역에 대해 재 생성하여야 한다.  

SCOMS 및 SCOPS의 Database를 위한 사고해석은 이들 디지털계통이 요구하는 

각종 불확실성 항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행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주요 

사고해석 방법은 SCOMS 및 SCOPS의 설계가 주어져야 결정될 수 있다.  

(2) 전산코드 

(가) TASS/SMR 전산코드 

SMART 기본설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평가와 보호 및 제어계통 설정치 해석을 

위한 계통분석 코드로 TASS/SMR 코드가 사용된다 [31]. TASS/SMR코드 [3]는   

TASS 코드에 Drift-Flux 모델, 비응축가스 모델, SMART 열수력 특수 현상 모델

들을 도입하고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지배방정식을 통합하여 해를 구하는 계산 

알고리듬으로 개선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TASS/SMR 코드개발 부분에서 

기술한다.

(나) MATRA 전산코드

MATRA 전산코드 [32]는 가압경수로 및 신형원자로 노심에서의 정상상태 및 과

도상태에서 노심 및 핵연료 집합체 내의 엔탈피 및 유동 분포를 3 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수로 해석 코드로서, 기존의 COBRA-IV-I 코드를 토대로 하여  

IBM PC 및 HP Workstation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MATRA에서는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코드 구조를 개선하

고 여러 가지 기능과 모형들을 추가하 다. 코드 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조를 

단순화시켰고, 중요한 상수들과 입․출력 양식의 정 도를 높 으며, Fortran  

90을 사용하여 코드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코드 내용을 재구성하

다. MATRA에 추가된 코드 기능들로는 코드의 입․출력 단위 체계로 SI와 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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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h 단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축방향 Node 개수의 최적화

를 위해 가변적인 축방향 Node 생성 기능을 제공하 다. 또한 유체의 물성치 계

산 Routine을 코드 내에 이식하여 과냉 상태의 물성치를 직접 계산하도록 하

고, 유동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계통 압력 혹은 국부 압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

여 유체의 물성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한편 주어

진 최소 핵비등이탈률에 대한 열출력, 봉의 반경 방향 첨두치 (Fr) 및 유량의 

값을 찾아내는 "MDNBR Iteration" 기능을 추가하 으며, 교차류 방정식에 대한 

수치 해법으로 Successive Over-Relaxation (SOR)과 Gaussian Elimination 

(GE)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치적 안정성 및 계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축방향 압력 구배 방정식 해법을 코드에 적용하 다. 코드 모

형 측면에서는 이상 유동장에서의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하여 기포율 모형과 부수

로 간의 횡방향 전달 모형을 개선하 다. MATRA 코드는 SMART 노심 조건에 적용 

가능한 SR-1 국부 조건 CHF 상관식 [33]을 사용한 핵비등이탈률 계산 결과를 제

공하며, 필요시 AECL-IPPE 1995 CHF 표 방법론을 사용한 핵비등이탈률 계산 결

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 TASS/SMR - MATRA 연계 프로그램 

SAR 작성을 위한 DAM을 수행하는 데 있어 TASS/SMR과 MATRA 전산코드는 상호 

접한 관계로 수행된다. TASS/SMR 전산코드를 수행하는 데 있어 LCO에서 초기

조건을 취하기 위해 MATRA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이때 MATRA는 주어진 ROPM과 

주어진 발전소 상태변수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 Fr 또는 노심유량에 대한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발전소 상태를 LCO의 경계가 되는 점, 즉, 핵비등이탈률이 SL

에 도달하도록 하는 Fr 또는 노심유량 값을 계산하여 찾아낸다. 이렇게 찾아낸 

Fr 및 노심유량 값은 계통 열수력을 계산하기 위한 TASS/SMR의 초기조건 값으로 

입력된다. 이것은 사고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통의 주요 운전변수들을 발전소

의 운전제한조건에서 얻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기조건과 기타 보수적인 가정과 TASS/SMR을 사용하여 전체 계통의 

열수력 계산을 수행한다. TASS/SMR 계산을 수행한 결과는 다시 MATRA 부수로 

해석 전산코드의 Forcing function 형태의 입력으로 Feedback되어 최종 핵비등

이탈률 계산을 수행한다. 최종 수행한 핵비등이탈률 계산의 MDNBR을 추적하여 

사고에 대한 1개의 MDNBR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 MDNBR은 1개의 LCO 점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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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사고의 전개 결과이므로 또 다른 LCO 점에서의 초기조건으로부터 전체    

TASS/SMR-MATRA 연계 계산을 수행하여 가장 작은 MDNBR을 얻을 때까지 반복 계

산한다.  

이와 같이 MATRA와 TASS/SMR는 안전해석 수행시 매우 접한 연관 관계가 있

으며 많은 계산 자료를 주고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연계 계산에 

대해 자동화하기 위하여 TASS/SMR-MATRA 핵비등이탈률 계산 과정을 자동화한 프

로그램 (DAM-SEL)을 개발하 다. 

(라) MASTER 프로그램

제어봉 이탈 사고시 노심출력 변화는 MASTER 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다.   

MASTER 프로그램은 시간 종속 3차원 노심 해석이 가능하며 모든 핵연료봉에 대

하여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사고해석을 위하여 노심 핵특성 

인자인 MTC, FTC, 제어봉가 등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사고 해

석의 초기조건으로 정한 축방향 출력분포에 맞도록 초기조건의 축방향 출력 분포

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MASTER 전산프로그램은 참고문헌 [34]에 의하

여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다.

(3)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고해석 

안전해석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고해석 방법론은 앞에서 기술한 모든 사건 사

고들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만 기

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기술보고서 SMART 안전해석 방법론 [45]에서 기술하

다.

(가) 증기유량 증가

① 사건 원인 및 개요

증기유량 증가는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한다. 증기유량 

증가 사건은 운전원의 실수나 터빈 발전기 부하 제한의 오동작, 터빈 우회회로의 

오동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증기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

하면 음의 냉각재 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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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원자로는 원

자로 고출력, 가압기 저압 설정치, 최저 핵비등이탈률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원

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하거나, 운전원이 원자로와 터빈사이의 큰 출력 불일치, 과

도한 증기 방출로 인한 소음 등에 의해 발전소가 비정상상태임을 인지하여 수동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된다. 운전원이 과도 초기에 개입할 경우는 충분한 지연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격리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

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② 동시사건 및 단일고장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상실을 동시사건으로 가정하고 사건 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네 트레인 중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일고장으로 가정한다.

③ 허용기준

증기유량 증가 사건은 SMART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 중 PC-2인 사건으로 분류

되었으나, 사건시 가정되는 단일고장과 동시사건의 발생률에 따라 PC-3 사건으

로 분류될 수 있다.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과도기간 중 최저 핵비등이탈률이 연료

허용손상한계 보다 커야 하고, 노심 선 출력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하며, 원자로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값들

은 SMART 안전해석을 위한 허용기준에 기술되어 있다.

④ 해석방법 및 절차

수학적 모델: 증기유량 증가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

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

산한다.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핵비등이탈률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 증기유량 증가 사건은 노심의 출력 상승 및 압력 감소에 따

른 핵비등이탈률 여유도 감소가 원자로의 안전성 측면에서 주요 관심 변수이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건시 가능한 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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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해석가정: 증기유량 증가 사건 기간 동안 원자로의 최대 압력과 최소 핵비등이

탈률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원자로 정지신

호는 최대한의 지연시간을 가지며, 원자로 정지 후 급수는 10%/sec로 유량이 감

소한다. 소외전원은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신호와 동시에 상실되며, 주냉각재펌

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

밸브 개폐 시간은 최대 시간을 사용하고,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 밸브의 개폐 

시간은 최소 시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계기의 측정오차 및 불확실도 등도 고려한

다. 

해석절차: 해석은 원자로가 전 수명 운전 기간동안 예상되는 제한 운전조건에

서 초기사건이 발생하고, 관련 원자로 보호계통의 작동과 사건 대처 및 완화를 

위한 안전계통이 적절히 작동하여 원자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수행된다. 증기유량 

증가 사건은 여러 가지의 출력 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조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전 가능한 출력 준위들

에서 각각 해석을 수행한다. 또한, 각 경우에 대하여 핵연료의 축방향 및 반경

방향 출력분포, 핵연료의 연소상태가 핵비등이탈률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한다. 증기유량 증가 사건은 일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하는 사건이

기 때문에 과도기 진행시 원자로 압력은 감소한다. 따라서, 초기 원자로 압력이 

최대 압력이 되며, 일차계통의 건전성은 초기 압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증기배관 파단 

① 사고 원인 및 개요

증기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고로 PC-5에 해당한

다. 가상의 증기관 파단은 원자로 용기 바깥쪽에 위치하는 모든 증기관의 파단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배관 파단, 격납용기 내부의 배관 

파단 및 격납용기 바깥에서의 파단으로 구분되며, 파단의 크기는 배관의 양단 파

단에서 작은 크랙 (crack)까지 고려해야 한다. 증기관 파단사고시에는 증기관 

격리밸브 차단신호가 발생하여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는 증기가 파단

면을 통하여 방출된다.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힌 후에는 파단 위치에 따라 과도기 

진행이 상이하다. 격리밸브 하단에서 파단이 발생하면 격리밸브가 닫히게 되면 

일차계통의 냉각은 종료되지만, 격리밸브 상단에서 발생할 경우는 격리밸브가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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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후에도 파단 증기관의 압력과 격납용기 또는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하여 증기의 방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일차계통의 냉각이 

이루어진다.  

파단면으로의 증기 방출로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 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증가하고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

는 가압기 저압, 증기관 저압 또는 원자로 고 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

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연료허용손상한계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한 저 핵비등이탈률에 의하여 탐지된다. 

증기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원자로는 원자로 고출력, 가압기 저압, 최저 핵비등

이탈률, 증기관 저압, 격납용기 고압 설정치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여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

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가압기의 압력이 비상노심냉각탱크의 압력 이

하로 감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노심냉각탱크의  냉각수가 원자로에 주입되

어 일차계통 냉각수의 온도를 감소시킨다. 

② 동시사건 및 단일고장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상실을 동시사건으로 가정하고 사고 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네 트레인 중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일고장으로 가정한다. 경우

에 따라서 단일고장을 격납용기 누설, 동시사건으로 첨두 Iodine concentrati-

on을 고려할 수도 있다.

③ 허용조건

증기배관 파단 사고는 SMART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중 PC-5인 사고로 분류되

었으며, 적용되는 허용조건은 과도기간 중 핵연료는 노심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 압력은 설계압력의 120%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이들 값은 SMART 안전해석을 위한 허용기준에 기술되어 있으

며, 제한구역 경계내에서 방사능 누출량은 10 CFR 100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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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④ 해석방법 및 절차

수학적 모델: 증기배관 파단 사고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

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

용하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변화 등을 

계산한다. 사고해석시 핵연료의 핵비등이탈률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 증기배관 파단 사고는 노심의 출력 상승 및 압력 감소에 따

른 핵연료의 건전성과 방사능 물질 누설이 안전성 측면에서 주요 관심변수이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고시 가능한 한 핵연료의 건전성이나 방사능 물질을 대기

중으로 많이 방출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고 파단면의 크기는 양단 파단부터 크랙까

지 고려하며, 위치는 원자로 용기 밖에 있는 모든 증기관을 고려해야 한다.

해석가정: 증기배관 파단사고 기간 동안 원자로의 최대 압력과 핵연료 건전성

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는 최대한의 지연시간을 가지며, 원자로 정지 후 급수는 10%/sec로 유량이 감소

한다.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신호는 원자로 정지신호와 동시에 발생하고, 소외전

원은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신호와 동시에 상실되며, 주냉각재 펌프는 소외전원

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폐 시간

은 최대 시간을 사용하고,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 밸브의 개폐 시간은 최소 시

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계기의 측정오차 및 불확실도 등도 고려한다.

해석절차: 해석은 원자로가 전 수명 운전기간동안 예상되는 제한 운전조건에서 

초기 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원자로 보호계통의 작동과 사고 대처 및 완화를 위

한 안전계통이 적절히 작동하여 원자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수행된다. 증기배관 

파단 사고는 여러 가지의 출력 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조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전 가능한 출력 준위들

에서 각각 사고해석을 수행한다. 또한, 각 경우에 대하여 핵연료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 핵연료의 연소상태가 핵연료 건전성에 미치는 향과 파단 

위치 및 파단 크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증기배관 파단 사고는 일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과도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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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원자로 압력은 감소한다. 따라서 초기 원자로 압력이 최대 압력이 되며, 

일차계통의 건전성은 초기 압력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기관 파단으로 인한 노심

입구에서 유체온도의 비균일 (Non-uniform) 현상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소외

전원 상실 유무가 계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해석 방법에 따라 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증기발생기 나선형 

튜브의 누설을 고려한 상태에서 소외전원 상실유무에 대하여 증기배관 파단에 따

른 방사능 물질의 결말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다) 급수 배관 파단

① 사고 원인 및 개요

급수 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고로 PC-5에 해당한

다. 가상의 급수관 파단은 원자로 용기 바깥쪽에 위치하는 모든 급수관의 파단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압력보호용기 내부의 배관 파단, 격납용기 내부의 배관 

파단 및 격납용기 바깥에서의 파단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파단의 크기는 배관의 

양단 파단에서 작은 크랙까지 고려해야 한다. 

급수관 파단사고시에는 급수관 격리밸브 차단신호가 발생하여 급수관 격리밸브

가 닫히기 전까지는 증기발생기에 있는 유체가 파단면으로 역류하여 방출된다. 

급수관의 각 섹션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 (check valve)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

에 건전한 급수관의 유체는 파단면으로 역류하지 않는다. 급수관 격리밸브가 닫

힌 후에는 파단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되는데, 격리밸브 상단에서 파단이 발생하

면 격리밸브가 닫히게 되면 더 이상의 냉각수 방출은 없으나, 격리밸브 하단에서 

발생할 경우는 격리밸브가 닫힌 후에도 파단 급수관의 압력과 격납용기 또는 안

전보호용기의 압력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파단 Loop에 있는 모든 유체의 방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일차계통은 과압이 이루어진다.   

파단면을 통한 급수의 역류로 급수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

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 온도계수를 가지는 냉

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면서 일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연료

허용손상한계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하여 탐지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원자로는 가압기 고압 설정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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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를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격리

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

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

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주냉각재펌프는 외부 전원의 상실 유무에 따라 원자로 

정지시 운전되거나 정지하게 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은 가압기 안전밸브의 작동으

로 제어되고 이차계통의 압력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제어한다

② 동시사건 및 단일고장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상실을 동시사건으로 고려하고 사건 후 안전밸브들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한다.

③ 허용조건

급수 배관 파단 사고는 SMART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 중 PC-5인 사고로 분류

되었으며, 적용되는 안전요건은 과도기간 중 핵연료는 노심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 압력은 설계압력의 120%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값들은 앞 절의 SMART 안전해석을 위한 허용기준에 기

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한구역 경계내에서 방사능 누출량은 10 CFR 100에서 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④ 해석방법 및 절차

수학적 모델: 급수배관 파단 사고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

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

용하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다. 사고 해석시 핵연료의 핵비등이탈률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

동 해석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 급수배관 파단 사고는 원자로의 출력과 압력 변화에 따른 

일차계통의 가압과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서 분석된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

고시 가능한 한 원자로 최대 압력을 크게 하고, 최소 핵비등이탈률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 두 관점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해석가정: 급수 배관 파단 사고 기간 동안 원자로의 최대 압력과 최소 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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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률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사고시 일

차계통을 최대로 가압시키기 위하여 판단 크기는 양단 파단을 가정한다. 원자로 

정지신호는 최대한의 지연시간을 가지며, 원자로 정지 후 급수는 유량이 순간적

으로  감소한다.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신호는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소외전원은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신호와 동시에 상실되며, 주냉각재

펌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격

리밸브 개폐 시간은 최대 시간을 사용하고,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 밸브의 개폐 

시간은 최소 시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계기의 측정오차 및 불확실도 등을 고려한

다. 

해석절차: 해석은 원자로가 전 수명 운전기간동안 예상되는 제한운전조건에서 

초기 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원자로 보호계통의 작동과 사건 대처 및 완화를 위

한 안전계통이 적절히 작동하여 원자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수행한다. 급수 배관 

파단 사고는 여러 가지의 출력 준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조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전 가능한 출력 준위

들에서 각각 사고해석을 수행한다. 각 경우에 대하여 핵연료의 축방향 및 반경방

향 출력분포, 핵연료의 연소상태가 일차계통 압력에 미치는 향과 파단 위치 및 

크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어진 해석 방법에 따라 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증기발생기 나선형 

튜브의 누설을 고려한 상태에서 소외전원 상실유무에 대하여 급수배관 파단에 따

른 방사능 물질의 결말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라) 유량 완전 상실 

① 사건원인 및 개요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사건으로, 출력 운전모드에서 예상치 않게 모든 주냉각재펌프로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되어 운전 중인 4 대의 주냉각재펌프가 동시에 정지됨으로써 일차측 강제순

환유량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주냉각재펌프 저속도에 의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에 의하여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를 정

지시킨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히

면 터빈과 격리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고 그 후, NSSS의 냉각은 자연대

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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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시사건 및 단일고장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상실을 동시사건으로 고려하고 사건발생 후 피동잔열제거 계

통의 4 개 트레인 중 1 개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한

다.

③ 허용조건

본 사고에 적용하는 허용조건은 과도기간 중 최저 핵비등이탈률과 노심 선출력

이 핵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원자로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해석방법 및 절차 

수학적 모델: 전체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통 열수력 해석 

전산코드인 TASS/SMR을 사용하고 노심의 열수력 분석을 위해서는 MATRA 부수로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발

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변화 등을 계산한다. 

TASS/SMR을 사용하여 전체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분석하여 과도기간 중 노심에

서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열수력 조건을 찾아낸 후 이를 MATRA 부수로 전산코

드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핵비등이탈률 계산을 수행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은 사건 발생 후 열수력 

변수의 변화에 따른 핵비등이탈률 여유도가 주요 관심이다. 따라서, 모든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건시 발생하는 최저 핵비등이탈률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를 조절하여 사

용한다.  

해석가정: 원자로의 최대 압력과 최소 핵비등이탈률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 원자로 정지신호는 최대한의 지연시간을 가진다.

- 원자로 정지후 급수는 10%/초로 유량이 감소한다.

-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신호는 원자로 정지신호와 동시에 정지한다.

- 소외전원은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신호와 동시에 상실된다.

- 주냉각재 펌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관성 서행된다.

-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폐시간은 최대시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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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밸브의 개폐시간은 최소시간을 사용한다.

- 계기의 측정오차 및 불확실도를 고려한다.

- 정지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가는 동시사건 및 단일 고장 등에 의거 

고착된 제어봉가를 고려하여 사용한다.

해석절차: 본 사건해석은 원자로가 전 수명 운전기간동안 제한 운전조건에서 

초기 사건이 발생하고, 관련 원자로 보호계통의 작동과 사건 대처 및 완화를 위

한 안전계통이 적절히 작동하여 원자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수행한다. 본 사건은 

여러 출력준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조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전 가능한 출력준위에서 각각 해석을 수행한

다. 각 경우에 대하여 핵연료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 핵연료의 연소상

태가 핵비등이탈률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마)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① 사건원인 및 개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은 제어봉집합체의 구동제어장치의 고장이나 혹은 

원자로 출력 제어 및 보호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원자로가 임계상태에서 단일 제

어봉집합체가 인출되어 발생하는 사건이다. 단일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되면 노심 

동특성에 따라 양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출력과 냉각수 온도 및 일차계

통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높은 반경방향 첨두계수로 인하여 계통변수가 안전 제

한치를 초과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시에 원자로 안전

요건을 만족하여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 사건해석

의 목적이다.

② 동일사건 및 단일고장

사건 후 피동잔열제거계통 중 한 개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일고장

으로 고려하고, 동시사건은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것과 가장 반응도가가 높은 원

자로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삽입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

③ 허용조건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은 SMART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중 PC-2인 사건

으로 분류되었으나, 사건시 가정되는 단일고장과 동시사건의 발생률에 따라 PC-

3 사건으로도 등급이 분류될 수 있다. 적용되는 안전요건은 사건중 최저 핵비등

이탈률과 노심 선출력이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원자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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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④ 해석 방법 및 절차

수학적 모델: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

SMR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핵연료의 핵비등이탈률 거동은 TASS/SMR의 계통

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

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 : 사건의 초기 및 경계조건은 단일 제어봉 인출 사건시 최소 

핵비등이탈률을 작게 하고 최대 원자로 압력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적용한다. 단

일 제어봉 인출사건시 냉각재 및 핵연료 온도가 증가함으로 최저 부의 반응도를 

갖는 주기 초의 냉각재 온도계수와 핵연료 온도계수를 사용한다. 제어봉 인출 반

응도는 최대 인출 반응도 값을 사용한다. 핵비등이탈률 계산은 단일 제어봉집합

체 인출에 의하여 야기된 출력분포의 변화를 나타내는 반경반향 첨두계수를 고려

하여 수행한다.

해석 가정: 핵비등이탈률의 보수적인 예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는 최대한의 지연시간을 가지며 원자로 정지후 급수는 10%/초로 

유량이 감소한다.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 정지신호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

실되며, 이에 의하여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급수

관 및 증기관 격리 밸브가 닫힌 후 작동한다.

(바) 제어봉집합체 이탈

① 사고원인 및 개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이탈은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이나 제어봉구동장치 노즐의 

원주상 파열로부터 발생하게 되며, 제어봉집합체의 이탈에 따라 고출력 조건에 

의해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고 제어봉집합체들이 노심 내

로 낙하한다. 따라서, 단일 제어봉집합체 이탈시 원자로 안전요건을 만족하여 충

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 사고해석의 목적이다.

② 허용조건

단일 제어봉 이탈 사고는 SMART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 중 PC-5인 사고로  분

류되었으며, 적용되는 안전요건은 과도기간 중 핵연료는 노심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 압력은 설계압력의 120%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제한구역 경계내에서 방사능 누출량은 10 CFR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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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해석 방법 및 절차

수학적 모델: 제어봉이탈사고의 해석방법론에 따라 핵연료봉 내의 에너지 축적

량을 결정한다. 핵비등이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연료봉의 수는 SR-1 상관

식을 이용하고 MATRA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노심 열수력 해석코드 

MASTER로 예측한 시간에 따른 집합체 출력 변화로부터 핵비등이탈 해석에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집합체 출력 첨두치 변화를 나타내는 Limiting Transient    

Curve (LTC)를 선정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 핵연료 주기초와 주기말의 특성 조건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초기 원자로 상태가 고려된다. 제어봉 이탈에 의해 가장 노심 및 핵연료에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건들의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주요 노심 핵특성들의 초기 

조건들을 변화시킨다. 각각의 초기 조건에서 냉각재 온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 

이탈제어봉가 (ERW) 및 축방향 출력분포의 보수성을 고려한다. 제어봉 위치는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보다 깊이 삽입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축방향 출력분포는 

이탈 제어봉가가 최대가 되도록 노심 상부 편향 출력 분포를 선택한다.

해석 절차: 단일 제어봉 집합체 이탈사고 여러 출력 준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조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전 가능한 출력 준위들에서 각각 사고해석을 수행한다. 각 경우에 대하여 핵연

료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 핵연료의 연소상태가 핵비등이탈률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사)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① 사고원인 및 개요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는 일차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NSSS의 모든 

구성품 및 배관 등의 가상적인 파단으로 인하여 일차측 냉각재가 주변 계통이나 

안전보호용기, 격납건물 등으로 누설되어 계통의 압력과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하

는 사고이다.  

파단부를 통한 누설 유량의 발생으로 사고 초기에 계통의 압력이 급격히 줄게

되면 일차계통 저 압력 보호신호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와 동

시에 소외전원상실, 주냉각재펌프 정지, 복수기 작동 불능 및 급수유량 상실 등

도 발생한다. 또한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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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어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자연순환에 의하여 제거하게 

된다. 압력 감소로 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계통의 기포

율은 증가하게 되고, 파단부를 통한 지속적인 증기 방출로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

량은 감소하면서 안전보호용기의 압력과 온도는 상승한다. 그 후 비상노심냉각계

통이 작동하여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하게 된다. 계통의 압력이 안전

보호용기의 압력과 평형을 이루게 되면 파단 유량이 형성되지 않게 되어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손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노심에

서 발생하는 잔열을 자연순환에 의하여 충분히 제거시킴으로써 핵연료봉의 온도

와 N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원자로는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SMART는 일체형원자로로써 상용원자로에서 고려하는 대형 냉각재관 파열사고 

(Double-Ended Cold/Hot Leg Break)는 설계특성상 발생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파단을 고려한다. 

- 가압기와 가스실린더 연결배관 파단

- 충수계통 배관 파단

- 제어봉 집합체 하우징 파단

- Excore/Incore 안내관 파단

② 해석방법론 및 해석 모델 

LOCA 해석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를 위해 수행하며 상용 원자로인 경우 이

에 대한 허용기준치는 미연방법 10CFR50.46에 명시되어 있고 해석방법은 10 CFR  

50 Appedix K에 명시되어 있다 [24]. 10CFR50.46은 LOCA 해석을 보수적인 방

법 (EM : Evaluation Model)과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반하는 최적방법 (REM :   

Realistic Evaluation Model)의 사용을 모두 허용하여 해석자가 선택하여 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EM의 경우, 10 CFR 50 App. K에 제시된 보수적 방법 및 모

델을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따로 주요 안전기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산

할 필요는 없다. 반면, REM의 경우 최적코드 및 최적 계산 방법 등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치를 계산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계산된 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규명하

여야 한다. SMART의 LOCA 해석 방법 (SMART-EM)은 보수적 계산 방법인 EM을 따

라 개발하 으며 10 CFR 50 App. K에 명시된 방법 및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나 

10  CFR50 App. K는 SMART와 같은 일체형원자로에서 발생하지 않는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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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는 SMART-EM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SMART에서   

LOCA  발생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현상은 PIRT 보고서 [22]에 기술되어 있다. 

LOCA가 발생하면 2상 유동 조건이 성립되며 원자로에서는 2상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SMART-EM에는 2상 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MARS/SMR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MARS/SMR은 RELAP5 전산코드를 근간으로 일체형원자로 형태에 알맞게 개선 된 

전산코드로 separated 2 fluid (Liquid & Vapour)에 대하여 6 개의 지배 방정

식을 풀어 2상 유동을 모사한다 [35]. SMART의 가압기에는 비응축가스가 장전되

어 있기 때문에 LOCA 사고시 중요한 현상인 임계유량을 모사하기 위해 MARS/SMR

에 SMART 설계에 적합하도록 비응축가스 존재시 적용하는 임계유량 모델을 사용

한다. 또한, SMART는 나선형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증기발생

기 열전달 모델을 추가하 으며, 임계열속 모델인 KRB-1 CHF 모델을 추가하

다.

개념 설계시 MARS/SMR 전산코드를 이용해 수행한 예비 LOCA 사고해석 결과에 

따르면 노심은 충분히 냉각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PCT (Peak Cladding Temp-

erature) 및 핵연료 산화도는 허용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상용 원자로 경우와 달리 10 CFR 50에서 요구하는 

여러 모델들이 SMART LOCA 계산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NS71 decay 모델의 삽입과 fuel swelling 및 rupture 모델 확장 등 약간의 

전산코드 개선으로 MARS/SMR을 근간으로 10 CFR 50 Appendix K feature와 충

분한 보수성을 가지는 LOCA 해석 방법론/코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냉각재 상실사고는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 코드인 MARS/SMR를 사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소형 냉각재상실

사고 후 원자로 계통의 압력이 충분히 떨어져 임계유량이 형성되지 않을 때의 파

단유량 거동은 안전보호용기의 압력 및 온도에 따라 좌우된다. 현재 개발된    

MARS/SMR 코드로는 안전보호용기 및 격납건물의 과도상태 거동을 적절히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은 우선 MARS/SMR 코드로 원자로 계통의 열수력 과도상태 

거동을 예비 계산한다. 이때 안전보호용기의 온도 및 압력을 전 사고 기간 동안 

초기 상태로 일정하게 두어 방출량을 최대화한다. 여기서 얻어진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보호용기 및 격납건물의 열침원 모델이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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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T4/MOD5/PCCS 코드 [36]로 안전보호용기에서의 거동을 상세히 계산한

다. 

MARS/SMR 전산코드

MARS/SMR은 2 유체에 대하여 6-방정식을 이용하는 1 차원 최적 열수력 코드로 

써 피동형 부품들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모델들이 개선된 RELAP5/MOD3.2를 바

탕으로 하여 노심의 3 차원 해석 기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완 개선

된 MARS 코드를 기초로 하여 SMART 고유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 중인 코드

이다 [35]. 일체형원자로와 관련하여 추가된 모델들과 사고 해석에 향을 주는 

주요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나선형 증기발생기: SMAR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증기발생기가 기존 상

용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U-tube 전열관 대신에 나선형 전열관을 사용하는 것이

다. 나선형 전열관에서 열전달 상관식은 U-tube에서 사용하는 열전달 상관식과 

상이하며 이에 대한 많은 관계식들이 나와 있다. MARS/SMR에는 나선형 전열관을 

모의하기 위하여 난류 역의 단상 (Single phase)인 경우 튜브 역은 Mori-   

Nakayama 관계식을 사용하고, 쉘 역은 Zukaukas 관계식을 사용하 다. 그리고 

임계열속은 건도 (Quality)가 0.8인 경우에 나타나고, 핵비등과 Post-CHF 역 

및 단상 층류와 자연대류 역에서는 MARS에 내장된 기존의 관계식을 사용하

다. MARS/SMR에 추가된 나선형 세관과 관련된 열전달 모델에 대한 타당성의 검

증작업이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연료 봉 다발의 임계열속: 핵연료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성 여부

를 판단하는 중요 항목 중에 하나이다. 핵연료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MART에서는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하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핵

비등이탈률을 계산하려면 임계열속의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MARS/  

SMR에는 AECL Loop-up 표가 내장되어 있다. SMART 노심에 장전되는 KOFA 핵연

료에 적용할 수 있는 KRB-1 임계열속 상관식을 MARS/SMR 코드에 추가하 다. 

이 상관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수직 번들 (Vertical bundle)로 정의되

어야 한다. 그리고 압력이 10 ㎫ 이하에서는 KRB-1 관계식 대신에 AECL Look- 

up 표를 사용하도록 하 으나 두 상관식간의 적절한 내삽 (Interpolation)이 

없기 때문에 10 ㎫ 이하의 압력을 가지는 과도기에 대하여 KRB-1 관계식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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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유량 (Critical flow): SMART는 15 ㎫의 초기압력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파단 사고가 일어나면 계통과 안전보호용기 사이의 큰 압력차에 의하여 파단면에

서 임계유량이 흐르게 된다. 파단유량은 냉각재 재고량을 좌우하는 변수로 과도

기에 큰 향을 준다. 파단면에서 임계유속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Ransom and 

Trapp에 의하여 개발된 1 차원 임계유동 모델을 사용한다. 임계유동 모델은 단

상과 이상 (Two phase)에 대하여 각각 모델링하는데 단상유동은 Chocking이 일

어나는 면까지의 과정을 단열과정으로 가정하는 Moody 모델과는 달리 베르누이 

팽창 (Bernoulli expansion)으로 가정하여 모델링하 으며, 이상유동은 상간 

가속항 (Phasic acceleration term)과 질량 전달률이 포함된 2-유체 모델의 특

성분석 (Characteristic analysis)을 사용한 해석적 임계조건을 이용하여 모델

하 다. EM 적용시에는 Modified Moody 모델을 사용할 것이다.

③ 초기 및 경계조건과 가정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은 아래에 기술되는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

정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초기조건: 초기 조건은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모든 정상 운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주요 초기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제한적인 초기조건 조합을 선정한다. 노심출력은 

노심 열속 측정계기의 오차를 고려하고 노심 입구 온도 및 RCS의 압력은 최대  

LCO 값을, 노심 유량은 최소 LCO 값을 선택하고 불확실도를 고려한다.

동시사건 및 단일고장: 해석시 원자로 정지 후 소외전원 상실과 가장 반응도가

가 높은 원자로 정지 제어봉이 노심으로 삽입되지 않는 사건을 동시사건으로 고

려하고, 사고 후 피동잔열제거계통 중 한 개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

일고장으로 한다.

잔열생성률 및 출력 분포: 잔열 곡선은 ANS-73 값에 Fission product yield  

factor 1.2를 곱한 보수적인 곡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는 노심의 재고량 및 핵연료의 최대 피복재 온도를 가장 높게 계산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반응도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차계통의 압력 감소로 일차측 냉각재 도가 감

소하고 이에 따라 핵연료 평균온도도 감소한다. 이들이 반응도가에 미치는 향

을 보수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냉각재 온도계수와 도플러 온도계수는 각각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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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negative 값과 Most positive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제어봉의 반응도가는 

최소 값을, 제어봉의 낙하시간은 최대 값을 사용한다. 여기서 제어봉 뱅크의 가

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 다발의 고착 (Stuck)을 고려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해석 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터빈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터빈 제어밸브와 증기 및 급수 격리밸브가 닫히면서 터빈/발전기 계통

은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격리된다. 이와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증기 및 

급수 차단밸브가 열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한다. 이때 터빈제어밸브와 급수 

및 증기관 격리밸브의 완전차단 시간 및,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급수 및 증기 차단

밸브의 완전개방 시간은 최대값으로 가정한다. 사고시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일

고장을 고려하여 4 트레인 중 3 트레인만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임계유량: 임계유량 모델은 MARS/SMR에 내장되어 있는 수정된 Henry-Fauske 

모델로 냉각재와 함께 흐르는 비응축성 가스 질량 분율을 고려하여 stagnation 

quality 조건에 따라 단상의 과냉액체, 이상혼합체 및 증기의 임계유량 관계식

이 사용된다. Stagnation quality가 1×10-6보다 작으면 비응축가스가 고려된 

단상의 과냉액체 임계유량 관계식이 사용되고 0.998보다 크면 증기 임계유량 관

계식이 사용된다.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이상혼합체의 임계유량은 원래의 상세 

모델링을 사용하는 대신 junction의 기포율에 근거하여 단상의 과냉액체 및 증

기 임계유량간에 선형 외삽 (linear extrapolation)하도록 수정한 SMART 용  

Henry-Fauske모델을 사용한다. 파단 유로는 형상계수를 0.6으로 한 smooth ar-

ea change 옵션과 균질평형모델 (HEM,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옵션

을 사용하고 방출계수는 단상액체, 이상혼합체, 단상증기에 대하여 모두 1.0을 

사용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가압기 압력이 10 ㎫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질소로 가압된 

비상노심냉각탱크 내 물이 체크밸브를 통하여 가압기 외곽공동으로 주입되는 2  

트레인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Accumulator로 모델한다. 충수계통 배관 파단사고

의 경우에는 1 트레인의 비상노심냉각계통만이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파단 위치와 파단면의 크기: SMART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은 일차측 냉

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NSSS의 모든 구성품 및 배관 등의 가상적인 파

단 위치 및 크기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파단 위치로는 원자로의 

중앙 덮게로 연결되는 가압기 안전밸브 배관, 가압기 가스실린더 배관, 제어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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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치의 분배관, 가압기 열교환기로 연결되는 분배관, 수위계 분배관, 온도계 

분배관 등과 환형 덮개로 연결되는 충수계통 배관, 원자로 배수관, 원자로 수위

계 분배관, 온도계 분배관, 증기 및 급수 배관 등이 있다. 이러한 배관들은 원

자로용기의 노즐에 연결되어 있고 이 노즐들에는 대부분 직경 20 ㎜인 유량 제

한기 또는 원자로 용기 상부 헤드에 내장된 체크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로 외부에서 직경이 큰 배관이 완전히 파단되더라도 일차측 재고량은 직경  

20 ㎜인 구멍을 통하여 안전보호용기로 방출되게 된다. 

④ 허용조건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는 PC-4로 분류되는 사고이며, 기존 상용로에서 적용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의 최대 피복재 온도는 1477 K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국부 피복재 산화깊이는 원래 벽두께의 17%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산화 반응한 지르코늄 량이 전 피복재 질량의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노심 형상은 냉각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 사고후 장기간 동안 잔열이 제거되어 노심의 온도는 충분히 낮게 유

지되어야 한다.

SMART인 경우는 기존 상용로에 없는 안전보호용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호용기

와 원자로 용기간의 압력 균형으로 인하여 적어도 72 시간 동안은 운전원 조치 

없이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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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체형원자로 성능해석 방법론 

SMART 핵증기공급계통 설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능해석이 수행된다. 

성능해석은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요구되거나 목표로 하는 성능을 보장하기 위

한 수단으로 모든 설계 과정에 걸쳐 수행되는 일련의 업무로 정의된다. 분석을 

통해 보조계통이나 부품 설계자에게 설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제어계통 설계를 

통해 제어 논리 개발을 수행하며 제어 및 보호계통 작동 설정치를 제공한다. 이

러한 일련의 분석 업무는 성능해석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체계화된 방법 및 절차

를 따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핵증기공급계통 특성에 맞

는 운전 모드에 근거하여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및 이 사건들에서 공정 변수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허용기준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각 운전 모드의 특성에 적

절한 제어 논리를 개발한 다음,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

를 이용하여 선정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들에 대해 해석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제어 논리의 검증 및 개선 그리고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의 선정 적합성 등이 도출된다. 필요시 부적절하게 선정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

건이 제거되거나 새로이 도출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제

어논리도 개선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통 설계와 접하

게 관련되어 SMART 핵증기공급계통이 요구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수행된다

가. 성능관련 설계기준

(1) 정의 및 목적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발전소 설계시 반 되어야 하는 핵증기공급계통 과도 

사건을 말하며,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발생 결과가 발전소 기기의 정상운전 

향보다 더 큰 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기기의 정상운전 향은 설계기준사

건의 발생 결과로 인하여 별도로 기기를 교체하거나, 검사 및 시험할 필요가 없

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으로는 발전소 기동 및 

가열, 정상적인 정지, 재장전 운전 등이 포함된다.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목록은 핵증기공급계통 설계의 시작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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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의 실제 사건이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

나 혹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목록에서 예상된 

결과치를 벗어나거나 예상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이 실제 사건은 

추가적으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성능관련 설계

기준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이라도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분류는 기기 운전을 위한 핵증기공급계통 

공정변수 (즉, 압력, 온도, 유량 등)의 정상운전 범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핵증기공급계통의 성능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

다.

(2)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일반 분류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준사건이 발생하는 운전 모드에 관

련되는 분류에 따라 나뉜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분류는 이들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세분된다. SMART의 성능관련 설계기

준사건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운전 모드는 다음과 같다. 

(가) 정상 출력 운전 (normal power operation)

(나) 비정상 출력 운전 (abnormal power operation)

    ①  증기발생기 2 섹션 차단 운전

    ②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 운전

(다) 기동 운전 (startup)

    ①  핵적 기동 (nuclear startup) 운전

    ②  원자로 가열 (reactor heatup) 운전

    ③  원자로 기동 (reactor startup) 운전

(라) 고온 정지 (hot shutdown) 운전

(마) 저온 정지 (cold shutdown) 운전

(바) 재장전 (refueling) 운전

상기 일반 운전 모드에 따라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을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다.

- 20%와 100% 사이에서의 출력 증감발 운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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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 출력 ±20% 급감발

- 원자로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임의의 출력운전중 핵증기공급계통에 

대한 즉각적인 최대 100%의 부하 상실

- 원자로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주급수펌프 1 대 고장

- 원자로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주냉각재펌프 1 대 고장

- 100℃/시간의 변화로 일차계통의 온도 변화

- Keff < 0.95인 조건에서 미임계에서 임계 상태에 도달

- 20% 출력 상태에서 Keff < 0.95인 미임계 상태에 도달

- 기동 및 출력 운전중 원자로 정지

출력 운전중 모든 핵증기공급계통의 유체계통, 제어계통 및 기기는 자동 운전 

형태 (기술사양서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최대 용량)에 있는 것으로 가정

한다.

(3)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일반 허용기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임의의 핵증기공급계통 기기나 계통의 정상운전 향 (Normal Servi-

ce Effects) 초과

- 기술사양서 (Technical Specifications)에 기술된 운전제한조건이나 

다른 발전소 운전제한 위반

-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

-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방

나. SMART 제어 논리

(1) 핵적 기동운전 제어논리

핵적 기동운전은 원자로 출력을 0% 출력에서 0.1% 출력으로 증가시키는 과정

으로 초기 미임계 상태에서 출발하여 핵적 기동운전 종료시 임계 상태에 도달한

다. 출력 제어를 위해 중성자 출력이 사용되며 출력증배계수 (doubling time  

period)가 40 초 부근에서 유지되도록 제어한다. 핵적 기동운전동안 노심출력이 

매우 낮으므로 출력은 노심 동특성과 제어봉 이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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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은 핵적기동 운전에 사용되는 제어 논리로써 limiter의 설정치나 Gain 값은 

성능분석으로부터 결정된다. 계측된 출력증배계수 (대수 출력변화율의 역수)와 

기준 값과의 편차가 1 이상으로 벗어날 경우 제어봉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이 편차가 0이 되면 멈춘다. 

(2) 원자로 가열운전 제어논리

원자로 가열운전시의 원자로 출력 제어는 단계적으로 노심출력을 여러 일정 값

으로 제어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노심출구온도 가열율을 얻는 방식이다 [37]. 증

기발생기 이차측 압력이 자동으로 제어되기 전까지는 목표 출력을 Q1으로 낮게 

잡고 증기가 생성된 후에는 목표 출력을 Q2로 높게 잡는 방식의 2 단계 출력 설

정 방식으로 원자로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노심 출구온도에 대한 목표 가열율 

(ΔT/Δt)을 만족하도록 해 준다. 

그림 3.1-8은 다단계 출력 설정 제어논리의 개념 흐름도를 보여준다. 설정된 

목표 출력 (Q1 또는 Q2)과 노외 중성자 계측기에서 측정된 중성자속 (neutron  

flux)으로부터 산정된 노심출력 (Q)과 차이가 나게 되면 제어봉이 움직이게 된

다. 목표 출력이 설정되면 제어봉이 인출되고 양의 제어봉 반응도가 노심에 투입

그림 3.1-7  핵적기동운전 제어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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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원자로가열운전 다단계 출력 설정 

제어논리

그림 3.1-9  원자로가열운전 제어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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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노심출력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노심출구 온도가 증가하여 온도 반응도 

(음의 값임)가 커지게 되므로 총 반응도가 작아지게 된다. 총 반응도가 음의 값

이 되면 노심출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출력제어 목표값이 일정값으로 고정되어 있

기 때문에 제어봉이 인출된다. 따라서 제어봉은 가열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인출

된다. 그림 3.1-9는 이러한 제어봉 반응도 및 온도 반응도의 궤환효과 개념을 

포함한 다단계 출력 설정의 전체 제어 논리도를 보여 준다. 제어 논리도에 나타

난 변수들이나 Gain 값은 성능분석으로부터 결정되어 진다. 

(3) 원자로 기동운전 제어논리

출력 변동이나 운전중 예상과도시 공정 변수의 변화로 계통조건이 정상운전조

그림 3.1-10 핵증기공급계통 열평형도 및 제어 변수

제어변수 향변수

Q : 중성자출력

G : 일차측 유량

THOT : 일차측증기발생기 입구온도

WFW : 주급수유량

PS : 주증기압력

N : 터빈 속도

P : 가압기 압력

TCOLD :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TIN : 노심 입구 온도

TOUT : 노심 출구 온도

TS : 주증기 온도

TFW : 주급수 온도

PFW : 주급수 압력

WTG : 터빈 유량

TTHD : THD 유량

PCOND : 복수기 압력

TCOND : 복수기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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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경우에 적절한 제어를 통해 안정모드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3.1-10에서 보여진 제어변수를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향변수들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맞는 제어 논리를 구비해야 한다. SMART에서의 출

력제어는 짧은 시간에 걸쳐 계통에 향을 미치는 변수와 지연되어 나타나는 변

수 모두를 적절히 제어하는 출력제어 방식으로 출력-유량 편차와 온도 편차를 결

합한 제어방식으로 아래와 같으며 이를 “T/N-제어기”라 한다. 

U = 0.333 × △T + 0.5 × △N, 

여기서 △N = N - Qw로 중성자출력 (N)과 주급수유량 (Qw)과의 편차이고, △T 

= Thot - Tref로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Thot)와 기준온도 프로그램 (Tref)

간의 편차이다. 계통 특성에 따라서는 어느 한 편차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출

력-유량 편차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N-제어기”라 하고, 온도 편차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T-제어기”라 한다.

그림 3.1-11  출력-기준 냉각재 온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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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운전과 같이 주냉각재펌프가 저속운전되는 경우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즉 노심 입구 역의 냉각재 온도가 너무 낮게 되어 냉각재 수축이 크다. 큰 냉

각재 수축은 일차계통 압력을 낮추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그림 3.1-11에

서 보여진 것과 같이 고온측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Thot)가 출력과 무

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지는 기준온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T/N-제어기를 이용한 출력제어 방식이 그림 3.1-12에 보여지는데 이때 제어봉

은 ｜U｜> 1 일때 이동하여 ｜U｜= 0 일때 정지하는 이력특성을 따른다. 이 제

어봉 이력특성은 성능분석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4) 출력 운전 제어 논리

출력운전 제어도 기동운전시의 출력제어 방식을 따르며 그림 3.1-12의 제어논

리에 의해 수행된다. 이때 일차계통의 조건은 출력 변동으로 인한 냉각재 팽창 

및 수축을 최소화하는 기준온도 (Tref) 프로그램을 따른다 [38]. 즉, 그림 3.1- 

11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고온측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가 출력의 함수

로 선형적으로 변하는 값을 가진다. 출력운전을 위한 제어논리의 경우 불필요한 

그림 3.1-12  기동 및 출력운전 제어논리도

Pdm

Th

Log
rat
e

Feedwater
flowrate
controller

N

Qdm

+
-

Reference
Thot
Program

Gain
Gtp

Gain
Gt

+
+

+
-

Gain
Glog

+
+

Gain
Gdb2

Gain
Gsp

Rod
control
sytem

Limiter 2

1.0

-1.0

1.0

-1.0

Limiter 1

3.0

-3.0

1.0

-1.0

-2.5

2.5



- 75 -

제어봉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어 논리를 분석후 계통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식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가) T/N-제어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동운전시와 같다.

(나) T-제어기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음의 반응도 궤환으로 출력은 제

어되나, 냉각재 수축 및 팽창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다) 제어봉 제어가 없는 자기 제어방식으로 큰 음의 반응도 궤환으로 출력뿐

만 아니라 냉각재 수축 및 팽창 모두가 제어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자연순환 출력운전에서는 일차계통 유량이 정격 유량의 약 1/8 정도로 작기 때

문에 일차측 증기발생기를 통한 냉각재 온도 감소가 커지게 된다. 이는 노심 입

구 온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냉각재 수축을 증가시켜 일차측 압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기동운전에서와 같이 고온측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

도가 출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지는 기준온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비정상 운전시 공정변수의 큰 변화가 발생되며 원자로 정지신호 설정치에 도달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표 3.1-9를 보면, SMART에는 예비보호  

(pre-scram)신호가 있어서 비정상 운전시 예비보호신호가 발생하면 이 신호가 

소거될 때까지 제어봉이 급속히 삽입되어 원자로출력을 낮추게 된다. 이때 제어

봉의 이동은 삽입만이 가능하다. 

(5) 원자로 정지시 제어 논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예상치 않은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 을 경우 원자로를 

안정한 정지상태에 도달하도록 발전소보호계통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제어봉이 

급속히 삽입되어 원자로 출력을 붕괴열 준위로 낮춘다.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터빈이 정지되며 붕괴열 제거를 위한 열제거원을 확보하기 위해 피동잔열제거계

통을 작동하도록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가 폐

쇄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입구 및 출구 차단밸브가 개방됨으로써 자연순환 폐회

로가 형성된다. 초기 과도 후 안정한 자연순환 유로가 형성되면 일차계통으로부

터의 붕괴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된다.

(6) 주급수유량 제어 논리

주급수 제어계통의 주된 기능은 5%에서 100% 출력사이의 기동 및 출력 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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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주급수유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주급수 유량

제어를 위한 주급수 제어밸브에 대한 제어논리는 그림 3.1-13에 주어져 있다. S

MART에서는 두 가지 주급수유량 변화율을 채택한다:

(가) 기동 운전 및 정상 출력운전 중에는 5%/분의 속도로 주급수유량이 자동 

제어된다.

(나)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 주급수펌프 1 대 정지, 증기발생기 2 섹션 차단

에는 최대 10%/초 (분석에 의해 결정)로 주급수유량이 급속히 감소한다.

표 3.1-9 경보 신호와 원자로 정지신호 및 신호 설정치

계측 및 제어 변수
정격
설계값

설정치

운전 모드
경보

예비 
보호 정지

출력증배계수, 초 40 ↓25 ↓25 ↓15 핵적 기동운전

노심출력, %

↑33 ↑33 ↑40 자연순환운전

↑40
원자로 가열운전
(5% Nnom)

↑1.0
핵적 기동운전
(0.15% Nnom)

↑38 ↑38 ↑45 MCP 저속운전

↑108 ↑108 ↑115 출력운전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 310 ↑325 ↑325 ↑335 출력운전

가압기 압력, ㎫ 15.0
↓13 ↓12

출력운전
↑16 ↑16 ↑17

제어봉 위치차, ㎜ ↑5.0

가압기 수위, ㎜
↑2200

출력운전
↓1800

주냉각재펌프 회전속도, %

1MCP
↓80

1MCP
↓80

2MCP
↓80

100% 출력운전

1MCP
↓80

1MCP
↓80

2MCP
↓80

75% 출력운전

1MCP
↓80

1MCP
↓80

1MCP
↓80

50% 출력운전

1MCP
↓20

2MCP
↓20

20∼25% 출력운전
(MCP 저속)

증기발생기 증기압, ㎫ 3.3 ↑3.8 ↑4.0 출력운전

복수기 압력, ㎫ ↑0.02 ↑0.1 출력운전

주급수 유량,% ↓10 출력운전

터빈 속도, rpm 3600
↑3780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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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증기 압력 및 증기 우회 제어 논리

정상 운전중 증기압 조절계통은 주증기의 일부를 주증기 계통으로부터 복수기

로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주증기 압력을 설정치로 유지한다. SMART에서는 정상 

운전중 주증기압을 출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도록 증기압 조절계통  

(가습조절기)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출력 제어계통은 터빈 출력 20% 계단 변화, 5%/분 점진적 변화까지는 

원자로 출력과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를 제어봉구동장치의 도움 없이 정상 

허용 범위 이내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더 큰 양의 부하 감발을 감당하고 

그림 3.1-13 주급수유량 제어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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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발전기의 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여분의 증기 부하가 필

요하다. 이와 같은 핵증기공급계통의 연속적인 운전에 필요한 것이 증기우회 제

어계통 (가습조절기)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증기 부하는 높은 압력의 주증기를 

바로 복수기로 보내는 가습조절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증기우회 제어계통은   

100%의 증기를 모두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주증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

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그림 3.1-14에 보이는 것과 같이 주증기 압력제어와 터빈 속도제어가 유압식 

기계장치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터빈 속도 (혹은 출력)가 일정한 상태

에서 주증기 압력이 변동되면, 유압기에 연결된 레버가 압력 변동에 즉각 반응하

여 가습조절기의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원래의 설정된 압력으로 복귀시킨다. 마찬

가지로 터빈 속도 변동시 역시 유압기에 의해 터빈 유량이 조절되고, 동시에 터

빈 유량 변화로 야기된 압력 변동을 가습조절기의 유압기에 의해 조절된다. 터빈

발전기 정지시에는 터빈 전단에 설치된 터빈정지밸브가 급속히 폐쇄되며, 나머지 

잉여 주증기유량은 가습조절기를 통해 복수기로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가습조절

기의 유압식 압력 조절에 의해 일정 값을 유지하므로 일차계통이나 급수 계통에 

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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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증기압 제어계통, 9 - 가습조절기, 15 - 기동냉각기

18 - 터빈제어밸브, 20 - 터빈정지밸브, 21 - 터빈

< 가습조절기와 터빈의 연계 설계도 >

THD

터빈

TCV

복수기

N

Pm

Nset

Pset

제어기

제어기
증기공통헤더

그림 3.1-14  주증기 압력 및 증기 우회 제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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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분류 및 허용 기준

(1)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분류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이들 사건이 발생하는 운전 모드에 따라 나뉜다. 추

가적으로 이들 운전 모드 사이의 천이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의된다. 

SMART에 적용할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대한 운전 모드에 따른 세부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목록은 유체계통 설계문서 “SMART 핵증기공급계통 설계요

건 및 기준” [39]을 기초로 한 것이다.

(가) 출력 운전 (20% - 100%)

-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 계단 출력 변화 ±20%의 터빈 출력 변화

- 원자로 비상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임의의 출력운전중 핵증기공급계

통에 대한 즉각적인 최대 100%의 부하 상실

- 주급수펌프 1 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 고속 운전모드의 10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나) 증기발생기 2 섹션 차단 운전 (20% - 50%)

- 100% 정상 출력운전에서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시의 50% 출력운전으

로의 전환

-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빈 출력 변화

- 주급수펌프 1 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다)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 운전 (20% - 75%)

- 100% 정상 출력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시의 75% 출력운전

으로의 전환

-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빈 출력 변화

- 주급수펌프 1 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라) 원자로 기동 운전 (5% - 20% )

-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 저속운전 모드의 2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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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 가열 운전 (0.1% - 5%)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를 최대 100℃/시간 (정상 40℃/  

시간) 이내의 임의의 가열률로 증가

- 냉각재 고온상태인 5%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바) 핵적 기동 운전 (0% - 0.1%)

- 원자로심을 미임계상태 (0% 출력)에서 임계상태 (0.1% 출력)로 전환

- 저출력 임계상태인 0.1%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사) 고온 정지 운전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시간 이내의 임의의 냉각률

로 감소

(아) 저온 정지 운전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시간 이내의 임의의 냉각률

로 감소

(자) 재장전 운전 

- 원자로심에서 제어봉 및 정지봉을 핵연료와 함께 제거하거나 교체

(차) 출력운전에서 기동운전 혹은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전환 (20%)

- 출력운전에서 기동운전으로의 전환

-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카) 기동 운전에서 고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 원자로 출력을 0%로 낮추면서 원자로심 상태를 임계상태에서 미임계

상태로 전환

(타) 고온정지 운전에서 저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 잔열제거를 위하여 사용중인 피동잔열제거 모드를 능동잔열제거 모

드로 전환

(파) 저온정지 운전에서 재장전 운전으로 전환

(하) 기타 자연순환 출력운전 (20%)

- 출력운전에서 자연순환운전으로의 전환

- 자연순환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 자연순환 운전모드의 20% 출력에서의 원자로 비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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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허용기준

성능 분석시 공정변수 과도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으로 정상운전에 대해서는 경

보신호 발생이, 비정상운전에 대해서는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이 금지된다. 성능

관련 설계기준사건의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 기동 및 출력 운전

- 과도후 지속적 출력 운전시 이차측 증기과열도는 40℃ 이상을 확보

해야 한다.

- 출력 천이 기간중 이차측 증기과열도는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표 3.1-9에 기술된 각 운전모드에 적용되는 경보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노심에서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DNBR이 최소 DNBR 이

상이어야 하고, 냉각재 비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비정상 출력 운전

- 표 3.1-9에 기술된 각 운전모드에 적용되는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 노심에서 충분한 열적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DNBR이 최소 DNBR 이

상이어야 하고, 냉각재 비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핵적 기동 운전이나 원자로 가열 운전 그리고 원자로 비상 정지 운전에 

대해서는 표 3.1-10에 기술된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위의 구체적 허용기준중 어느 기준 및 신호가 특정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과 

관련되는 지는 표 3.1-9와 표 3.1-10에 상세히 기술된다. 

라. 성능해석 코드 및 해석 방법론

SMART 성능해석은 최적 입력을 사용하여 최적 계산을 수행하며 모든 공정 및 

안전 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모든 제어계통은 자동

모드에 의하여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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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

운전 

모드
설계기준사건 사건 기술 허용 기준 분석 범위

(가)

출력

운전

①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20% 와 100%사이의 

원자로출력에서 주급수유량을 

±5%/분으로 증가 혹은 감소

출력 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②
계단 출력 변화 ±20%의 터빈 

출력 변화

20%와 100%사이의 터빈출력에서 

터빈 속도를 ±20%로 계단형 

증가 혹은 감소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터빈 출력 변화
EOC

③

원자로 비상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임의의 출력운전중 

핵증기공급계통에 대한 

즉각적인 최대 100%의 부하 

상실

터빈발전기 정지시 주증기유량 

전부를 가습조절기 (THD)를 

통해 우회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주증기량 우회
EOC

④
주급수펌프 1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정상운전 중인 주급수펌프중 1 

대 정지시 75%까지 

주급수유량의 급감소

출력 운전관련 

원자로트립 신호의 

발생 금지

BOC,MOC,

EOC

⑤
고속 운전모드의 10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

입, 터빈 정지, PRHR 작동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원자로 정지 및 

PRHR에 의한 장기 

냉각

BOC,MOC,

EOC

(나)

증기

발생기 

2 섹션 

차단 

운전

①

100% 정상 출력운전에서 

증기발생기 2 섹션 차단시의 

50%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이차계통 배관 손상시 50%까지 

주급수유량 급감소후 

증기발생기 2 섹션의 증기 및 

급수 섹션차단밸브를 격리

출력 운전관련 

원자로트립 신호의 

발생 금지

BOC,MOC,

EOC

②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20%와 50%사이의 

원자로출력에서 주급수유량을 

최대 ±5%/분으로 증가 혹은 

감소

출력 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③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빈 

출력 변화

20%와 50%사이의 터빈출력에서 

터빈 속도를 ±10%로 계단형 

증가 혹은 감소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터빈 출력 변화

“(가)의 

②”항에 

의해 구속

④
주급수펌프 1 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정상운전 중인 주급수펌프중 1 

대 정지시 허용값까지 

주급수유량의 급감소

출력 운전관련 

원자로트립 신호의 

발생 금지

“(가)의 

④”항에 

의해 구속

(다)

주냉각재

펌프 1  

대 정지 

운전

①

100% 정상 출력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시의 

50%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시 

50%까지 주급수유량 급감소

출력 운전관련 

원자로트립 신호의 

발생 금지

BOC,MOC,

EOC

②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20%와 50%사이의 

원자로출력에서 주급수유량을 

최대 ±5%/분으로 증가 혹은 

감소

출력 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③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빈 

출력 변화

20%와 50%사이의 터빈출력에서 

터빈 속도를 ±10%로 계단형 

증가 혹은 감소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터빈 출력 변화

“(가)의 

②”항에 

의해 구속

④
주급수펌프 1 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정상운전 중인 주급수펌프중 1 

대 정지시 허용값까지 

주급수유량의 급감소

출력 운전관련 

원자로트립 신호의 

발생 금지

“(가)의 

④”항에 

의해 구속

(라)

원자로 

기동 

운전

①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5% 출력에서 기동급수펌프 정지 

및 주급수펌프를 작동

주급수유량을 5%와 20% 

사이에서 5%/분으로 증가

복수기 진공 확보 및 

터빈발전기 가동

MCP 저속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②
저속 운전모드의 2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

입, 터빈 정지, PRHR 작동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원자로 정지 및 

PRHR에 의한 장기 

냉각

BOC,MOC,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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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계속)

운전 

모드
설계기준사건 사건 기술 허용 기준 분석 범위

(마)

원자로 

가열 

운전

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를 최대 100 
o
C/시간 

이내의 임의의 가열율로 증가

기동냉각기 혹은 가습조절기를 

통한 이차계통 냉각수 방출 및 

주증기 압력제어

선택된 제어논리에 따라 제어봉 

이동 및 출력 제어로 일차계통 

냉각재 온도 상승

원자로 가열 운전 

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②
냉각재 고온상태인 5%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입 정지상태 도달

BOC,MOC,

EOC

(바)

핵적 

기동 

운전

①

원자노심을 미임계상태 (0% 

출력)에서 임계상태 (0.1% 

출력)로 전환

원자로 기동 조건의 준비후 

선택된 제어논리에 따라 제어봉 

이동 및 출력 제어로 

임계상태에 도달

핵적 기동 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②
저출력 임계상태인 0.1%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입 정지상태 도달

BOC,MOC,

EOC

(사)

고온 정지 

운전

①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 
o
C/시간 이내의 

임의의 냉각률로 감소

이차계통 주급수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냉각 (계획된 

냉각)

비상정지시 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한 냉각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냉각
EOC

(아)

저온 정지 

운전

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 oC/시간 이내의 

임의의 냉각률로 감소

이차계통 주급수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냉각(계획된 냉

각)

비상정지시 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한 냉각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냉각
EOC

(자)

재장전 

운전

① 재장전 운전

원자로심에서 제어봉 및 

정지봉을 핵연료와 함께 

제거하거나 교체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작업

절차서에 

의함

(차)

출력운전

에서 

기동운전

혹은 

기동운전

에서 

출력운전

으로 전환

①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20% 저속운전 모드에서 

주냉각재펌프의 속도를 

저속에서 고속으로 차례로 전환

MCP 저속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②
출력운전에서 기동운전으로의 

전환

20% 고속운전 모드에서 

주냉각재펌프의 속도를 

고속에서 저속으로 차례로 전환

MCP 저속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카)

기동 

운전에서 

고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①

원자로 출력을 0%로 낮추면서 

원자로심 상태를 

임계상태에서 미임계상태로 

전환

유효반응도 Keff를 0.99 이하로 

전환하기 위해 제어봉 삽입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
EOC

(타)

고온정지 

운전에서 

저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①

잔열제거를 위하여 사용중인 

피동잔열제거 모드를 

능동잔열제거 모드로 전환 

(잔열제거계통 사용시)

잔열제거계통의 냉각펌프를 

가동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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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계속)

운전 

모드
설계기준사건 사건 기술 허용 기준 분석 범위

(파)

저온정지 

운전에서 

재장전 

운전으로 

전환

①
저온정지 운전에서 재장전 

운전으로 전환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덮개 볼트 

및 상부덮개 제거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

절차서에 

의함

(하)

기타 

자연순환 

출력운전

①
출력운전에서 

자연순환운전으로의 전환

주냉각재펌프를 고속에서 

저속으로 차례로 전환 완료후 

저속에서 차례로 정지

자연순환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②
자연순환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주냉각재펌프를 저속으로 

차례로 기동 완료후 저속에서 

고속으로 차례로 전환

자연순환운전관련 

경보신호 발생 금지

BOC,MOC,

EOC

③
자연순환 운전모드의 2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

입, 터빈 정지, PRHR 작동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원자로 정지 및 

PRHR에 의한 장기 

냉각

BOC,MOC,

EOC

(1) SMART TASS/SMR 모델

그림 3.1-6은 TASS/SMR 코드를 이용한 SMART 성능분석을 위한 일차 및 이차

계통 모델을 보여준다. 일차 및 이차 계통은 노드와 유로로 구성되어 과도기 분

석을 위한 계통 열수력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일차계통의 경우 노심 (노드 1)에서 주냉각재펌프 (유로 6,7,8,9) 그리고 증

기발생기 일차측 (노드 6에서 25) 및 하향유로 (노드 26)를 통한 순환 유로가 

형성되며, 증기발생기 일차측은 이차계통 모델과 일치하게끔 4 개의 독립 유로들

로 구성된다. 환형공동 (노드 28)에는 가압기 역이 연결되어 과도시 압력 보

상을 담당한다. 핵연료봉은 반경방향으로 5개의 노드와 축방향으로 12 개의 노

드로 세분화되며, 12개의 분할 (sectionalized) 유체 역을 가지는 노심 노드

와 연계되어 열전도 및 열전달 거동을 예측한다. 또한 압력용기 및 내부 열구조

물은 lumped wall 열전도 모델로 고려하며, 가압기 열교환기 튜브 및 증기발생

기 나선형 튜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열전도 모델을 사용한다.

이차계통의 경우 독립된 4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는 SMART 이차계통의 실제 구

조와 일치하게끔, 4 개의 이차계통 유로와 4 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구성된

다. 따라서 과도시 4 개의 독립된 계통 각각이 다른 계통 열수력 거동을 보이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나선형 튜브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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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역에서는 노드를 세분화함으로써, 단상 액체에서 이상 유체를 거쳐 단상 증

기로 되는 혹은 그 역으로 되는 급격한 유체 특성 변화를 모사한다. 

성능해석시 각각의 기기나 계통의 작동 및 이 들을 구동하기 위한 신호등은    

TASS/SMR 코드의 제어 모델로 적절히 구현하 다. TASS/SMR 코드는 사용자 편

의성을 가지도록 개발되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이나 변경이 용이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성능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되

는 열수력 코드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성능해석 방법론

성능 과도기 분석시 공정 변수는 운전제한조건이내에 유지되거나, 운전제한조

건을 벗어나더라도 성능제한치 (Performance Limit)를 초과하지 않고 운전제한

치 이내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다음의 그림에 예시하면, A와 B의 경우는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나 C의 경우는 성능제한치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성능해석시 고려되는 초기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표 3.1-10에 기술된 성능관

련 설계기준사건들에서 초기 노심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고려된다.

- 10% 증기발생기 관막음 (7/72 증기발생기 모듈이 관막음된 것으로 

가정)

Normal Operation or
 Initial Condition of
Performance Analysis

LCO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LSSS (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Reactor Trip
  Setpoint

LCO

LSSS

B

C

A

Operating Margin

Performance
   Limit

Uncertainty

  Safety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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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C, MOC, EOC 초기 노심 조건 (MTC, FTC, 노심출력 분포, 제어봉 

반응도가)

-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튜브 fouling

아울러 SMART 성능분석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대한 허용 요건 만족 여부

와 더불어 제어계통의 제어논리 개발 및 보호 계통의 경보 및 트립 설정치 분석 

등을 포함한다.

(가) 출력 운전

①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 주급수유량을 20%와 100%사이에서 5%/분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

- 출력운전 제어논리에 의해 출력 제어

- 3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계단 출력 변화 ±20%의 터빈 출력 변화

- 20%와 100% 원자로 출력사이의 임의의 원자로 출력에서 터빈 속도 

설정치 (즉 터빈 출력)를 계단형으로 20% 증가시키거나 감소

③ 원자로 비상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임의의 출력운전중 핵증기공급계통에 대

한 즉각적인 최대 100%의 부하 상실

- 터빈발전기 정지시 터빈정지밸브는 급속히 닫히며, 동시에 주증기유

량 전부를 가습조절기 (THD)를 통해 우회시킴. 이때 복수기로의 과

열 증기 유입을 막기 위해 가습조절기로 적정량의 저온의 급수가 공

급되도록 제어

④ 주급수펌프 1 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 정상운전 중인 2 대의 주급수펌프 (각 50%)중 1 대의 펌프가 정지되

면 주급수유량 제어에 의해 출력을 75%까지 급속히 감소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⑤ 고속 운전모드의 10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제어봉 삽입

- 터빈 정지 밸브의 폐쇄 및 터빈 정지

-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의 폐쇄와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

구 및 출구 차단밸브를 개방

- 원자로 비상정지 제어논리에 의해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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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나) 증기발생기 2 섹션 차단 운전

① 100% 정상 출력운전에서 증기발생기 2 섹션 차단시의 50%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 배관 누설 탐지시 주급수유량제어에 의해 100% 출력에서 50%출력으

로 급속히 줄인 후, 해당 증기발생기 2 섹션의 증기 및 급수 섹션차

단밸브를 격리

- 비정상운전 절차에 의해 출력 및 기기 제어

- 3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 주급수유량을 20%와 50%사이에서 5%/분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

- 출력운전 제어논리에 의해 출력 제어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③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빈 출력 변화

- 20%와 50% 원자로 출력사이의 임의의 원자로 출력에서 터빈 속도 설

정치 (즉 터빈 출력)를 계단형으로 10% 증가시키거나 감소

- "(가)의 ②"항의 범주에 구속 (bound)

④ 주급수펌프 1 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 "(가)의 ④"항의 범주에 구속 (bound)

(다)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 운전

① 100% 정상 출력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시의 75%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시 주급수유량제어에 의해 100% 출력에서  7

5%출력으로 급속히 감소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최대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 주급수유량을 20%와 75%사이에서 5%/분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

- 출력운전 제어논리에 의해 출력 제어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③ 계단 출력 변화 ±10%의 터빈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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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와 75% 원자로 출력사이의 임의의 원자로 출력에서 터빈 속도 설

정치 (즉 터빈 출력)를 계단형으로 10% 증가시키거나 감소

- "(가)의 ②"항의 범주에 구속 (bound)

④ 주급수펌프 1 대의 정지 (2 대 운전중)

- "(가)의 ④"항의 범주에 구속 (bound)

(라) 원자로 기동 운전

① 정상 출력 변화율 ±5%/분의 주급수유량 변화

- 5% 출력에서 수동으로 기동급수펌프를 정지하고, 주급수펌프를 작동

하여 주급수유량제어를 자동모드로 전환

- 주급수유량을 5%와 20%사이에서 5%/분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

- 주급수유량이 20%, 주증기 압력이 3.3 ㎫이 되면, 복수기 진공 형성

후 터빈 발전기를 가동

- 기동운전 제어논리에 의해 출력 제어

- 3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저속 운전모드의 2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제어봉 삽입

- 터빈 정지 밸브의 폐쇄 및 터빈 정지

-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의 폐쇄와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

구 및 출구 차단밸브를 개방

- 원자로 비상정지 제어논리에 의해 원자로 정지

- 3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마) 원자로 가열 운전

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를 최대 100℃/시간 이내의 임의의 가열률

로 증가

- 기동냉각기를 통하여 이차계통 주증기 배관을 통한 이차계통 냉각수 

방출

- 이차계통 주증기압이 0.8 ㎫이 되면 터빈축 봉 및 복수기 진공 시

작

- 이차계통 주증기압이 1.6 ㎫, 210℃가 되면 기동냉각기를 닫고 가습

조절기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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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조절기 개방과 동시에 주증기 압력제어 계통은 자동으로 전환

- 주증기가 과열 상태가 되면 가습조절기를 통하여 주증기에 가습

- 이차계통 주증기압이 1.6 ㎫, 250℃이 되면 주증기 압력제어 설정치

를 3.3 ㎫로 설정

- 가열운전 제어논리에 의해 출력 제어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냉각재 고온상태인 5%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제어봉 삽입

- 3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바) 핵적 기동 운전

① 원자로심을 미임계상태 (0% 출력)에서 임계상태 (0.1% 출력)로 전환

- 원자로냉각재계통을 3.7 ㎫로 가압

- 주냉각재펌프를 저속으로 가동

- 기동급수펌프 가동하여 5% 주급수유량을 공급

- 핵적 기동 운전전에 원자로 비상정지를 위해 제어봉을 일정 높이까

지 인출

- 제어논리에 의한 자동 제어봉 인출로 출력 제어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저출력 임계상태인 0.1%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제어봉 삽입

- 3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사) 고온 정지 운전 

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시간 이내의 임의의 냉각률로 감소

- 이차계통 주급수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냉각

- 기동냉각장치를 통하여 이차계통 주증기 배관을 통한 이차계통 냉각

수를 방출 (필요시 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잔열 제거)

(아) 저온 정지 운전 

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시간 이내의 임의의 냉각률로 감소

- 이차계통 주급수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냉각

- 기동냉각장치를 통하여 이차계통 주증기 배관을 통한 이차계통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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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방출 (필요시 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잔열 제거)

(자) 재장전 운전 

- 원자로심에서 제어봉 및 정지봉을 핵연료와 함께 제거하거나 교체

(차) 출력운전에서 기동운전 혹은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전환

①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 20% 저속운전 모드에서 주냉각재펌프의 속도를 저속에서 고속으로 

차례로 전환

- 3 가지 노심 조건(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출력운전에서 기동운전으로의 전환

- 20% 고속운전 모드에서 주냉각재펌프들의 속도를 고속에서 저속으로 

차례로 전환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카) 기동 운전에서 고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① 원자로 출력을 0%로 낮추면서 원자로심 상태를 임계상태에서 미임계상태로 

전환

- 유효반응도 Keff를 0.99 이하로 전환하기 위해 제어봉 삽입

(타) 고온정지 운전에서 저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① 잔열제거를 위하여 사용중인 피동잔열제거 모드를 능동잔열제거 모드로 전

환 (잔열제거계통 사용시)

-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냉각펌프를 가동

(파) 저온정지 운전에서 재장전 운전으로 전환

-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덮개 볼트 및 상부덮개 제거

- 별도의 계통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절차서에 의함

(하) 기타 자연순환 출력운전

① 출력운전에서 자연순환운전으로의 전환

- 주냉각재펌프들을 고속에서 저속으로 차례로 전환 완료후 저속에서 

차례로 정지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자연순환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전환

- 주냉각재펌프들을 저속으로 차례로 기동 완료후 저속에서 고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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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전환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③ 자연순환 운전모드의 2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제어봉 삽입

- 터빈 정지 밸브의 폐쇄 및 터빈 정지

- 주증기 및 주급수 격리밸브의 폐쇄와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

구 및 출구 차단밸브를 개방

- 원자로 비상정지 제어논리에 의해 원자로 정지

- 3 가지 노심 조건 (BOC, MOC, EOC)에 대한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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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SS/SMR 코드 개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 의하여 개발된 

TASS 코드를 근간으로 SMART 기본설계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와 보호 및 제어계

통 설정치 해석을 위하여 일체형원자로 관련된 모델을 추가/수정하여 TASS/SMR 

코드를 개발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가. Base code 구조개선  

기존의 TASS 코드는 F77 compiler를 사용하여 생성되었다. 코드 개발과정에서 

향상된 특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F90 complier (DEC 사의 Digital Fortran    

ver 6.0A0)를 사용하여 TASS/SMR 코드를 Compile하 다. F90으로의 변환을 위

하여 사용된 tool은 F77to90 프로그램이다. 새로 생성된 TASS/SMR 코드는 F77 

version과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검증했다.

TASS 코드에서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은 전체 계통 거동과 관련해서는   

console을 통해서 지정된 변수 값을 화면에 보여주며 (3 가지 option set 가

능),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개별 변수 값의 변화는 RECORD 명령어를 통하여 파 

일로 저장할 수 있다. 기존의 방법은 화면에 보여지는 변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산 도메인의 전체 거동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파일로 저장되지 않는 단

점이 있다. 또한  RECORD 명령어에 의해 생성된 파일은 다른 Utility 프로그램 

(PCreportD.exe)을 사용해서 plot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켜야 하는 점이 사

용에 불편하다. 따라서 지정된 시간대에서 전체 계산 도메인의 열수력 거동을 파

일 ("TASS.OUT")로 저장하고, 새로운 명령어인 PLOT을 도입하여 원하는 변수 

거동을 파일 ("PLOT.DAT")로 적도록 TASS/SMR 프로그램을 개선하 다.

나. 초기화 개선 

일체형원자로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전제한 역에서 발생하

는 각종 과도기를 해석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과도기는 LCO에

서 허용하는 어떠한 운전 상태에서도 발생 가능하므로, 과도기 해석 코드는 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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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허용되는 모든 운전 상태를 초기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SMART 

설계기준과 원자로 정지 기능 및 설정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일차측 유량을 

포함한 LCO 변수와 변수의 변화 역에 대하여 정상상태 계산이 자동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TASS/SMR 코드의 모델 및 초기화 절차를 개발하 다. 

"초기화 절차"의 의미는 TASS/SMR 코드가 모듈라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어 사용

자가 모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이 특징을 이용하여 초기 정상상태 계산이 되도록 모듈을 선택하여 계산하

는 순서를 의미한다. 

초기화 해석에 사용된 LCO 역은 정격치에서 출력은 +3%, 온도는 ±8℃, 압

력은 -2 ㎫에서 +1 ㎫, 그리고 유량은 ±10%이다.  

일체형원자로를 33 개의 Node와 36 개의 Path로 모델하여 상기의 LCO 변화 

역을 고려한 6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개발된 "초기화 절차"에 따라 계산을 수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 Drift Flux 모델 개선

현재 TASS/SMR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수력 모델은 Drift-flux 모델로서 

지배방정식으로는 Mixture mass, Liquid mass, Mixture momentum, Mixture  

energy, Vapor enthalpy의 보존 방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치계

산 방법으로는 Porsching의 Implicit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지배방정식들에

는 액상과 기상의 속도차이에서 기인하는 Drift-flux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

은 비선형 실험 상관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므로 Implicit하게 처리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Flow quality를 정의하

여 Drift-flux항을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소거시키고 있다.

x f = 
αρ g
ρm
+
αρ gρ l
ρmWm

V gjA

즉 위의 Flow quality로서 지배방정식을 나타내면 Drift-flux항을 독립적으

로 처리하는 대신에 미지수들의 계수로서 반 하여 수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유량 Wm이 0에 근접할 경우 Flow quality를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Drift-flux항을 지배방정식에 직접 반 한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



- 95 -

행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 다. 또한 현재의 지배방정식에 반 되어있지 않은 

항들 (Convection, ∂P/∂t)을 포함한 계산을 수행하 다. 수정된 지배방정식들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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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SMR Drift Flux 모델의 검증은 Tethis 실험에 대하여 수행하 다. 그림 

3.1-15 및 그림 3.1-16은 각각 Drift-flux 모델과 Convection 항의 향을 나

타내고 있다. Drift-flux 모델과 Flow quality 모델은 수치적으로만 다르고 수

학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그림 3.1-15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onvection은 주로 유로 면적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 작용하므로 그림 3.1-16

에서와 같이 본 계산 조건에서는 큰 차이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옵션에 의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RCS (40031) = 0 이면 Flow quality 모델, RCS (40031) = 1 이면  

Drift-flux 모델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RCS (40012) = 1 이면 Co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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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Drift-flux 모델과 Flow-quality 모델의 결과 비교 

(10 bar)

0.0 0.5 1.0 1.5 2.0 2.5 3.0 3.5 4.0
0.0

0.1

0.2

0.3

0.4

0.5

0.6

0.7

 Drift-flux
 flow quality

Vo
id

 F
ra

ct
io

n

Elevation (m)

그림 3.1-16 Thetis실험에서의 Convection항의 향평가

(5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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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ion 항을 고려한 계산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라. 제어모델 개발

TASS/SMR 코드에서 제어와 관련된 모든 변수의 Referring value는 그 개별 

변수에 대한 Offset number (Common block 내에서 지정되는 고유값)로 정의되

며 제어연산자 역시 미리 지정된 번호로 정의되도록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사용

자가 제어관련 입력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체 변수 목록을 통해서 각각 변수의   

Offset 번호를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작성된 입력은 다른 사용자가 이

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남게되는 단점이 있다.

제어관련 입력 처리과정을 개선하여 서술식 입력이 가능하도록 TASS/SMR 코드

를 수정하 다. 개선된 제어이력 처리 Routine에 대한 검증은 일체형원자로의  

T/N 제어논리를 급수유량 감소 운전에 대하여 TASS/SMR 코드의 이전 논리에 따

른 입력 결과와 개선된 논리에 따른 입력 계산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행했다.

     

마. 펌프 및 밸브 모델 개발

기존의 TASS 코드에서는 일차계통을 제외한 관련 계통에 대해 지배방정식을 풀

지 않고 별도의 계산을 수행하여 경계조건으로 다루는 방식을 채택하 다. 그러

나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성능해석 및 NPA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밸브와 단상 

펌프 모델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모델은 특히 폐회로를 구성하는 잔열제거

계통의 이상(Two phase) 자연순환 분석에 유용하다. 

기존 TASS 코드의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k
A

∂Wm
∂t

=
1

A
2 [

Wm
2

ρm ]
up

dn

+ [
α ρ g (1-α) ρ l

ρm
Ur

2 ]
up

dn

+( Pup- Pdn)-
1

2 ρm A
2 ( Kf∅

2
+Kg)Wm | Wm |

+△ Pelev +△ Ppump

 단상 펌프와 밸브 모델을 추가하여 기존 TASS 코드의 운동량 방정식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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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A

∂Wm
∂t

=
1

A
2 [

Wm
2

ρm ]
up

dn

+ [
α ρ g (1-α) ρ l

ρm
Ur

2 ]
up

dn

+( Pup- Pdn)-
1

2 ρm A
2 ( Kf∅

2+ Cv Kg)Wm | Wm |

+△ Pelev+( △Ppump
2∅
+ △Ppump

1∅
)

위 식에서 수정된 항으로 Cv
Kg

2ρmA
2 Wm|Wm | 항은 밸브를 모델하기 위한 것

이고, ( △Ppump
1∅
) 항은 단상 펌프를 모델하기 위한 것이다.

단상 펌프의 특성은 아래의 수두-유량 관계식으로 표현되고, a 1, a 2, a 3 는 사

용자에 의한 입력 상수로서 펌프 특성 곡선으로부터 얻어 진다.

H

ω2
 = a 1 + a 2 ( Qω ) + a 3 (

Q
ω )

2

펌프의 기동과 정지는 TASS/SMR 제어 모델에 의해 Ramp나 Table등 다양한 형

태의 속도 변화율로 조절된다.

밸브 특성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되며, 방출계수 Cv와 손실 계수 Kg,k는 사용

자 입력 상수이고, 밸브 면적은 TASS/SMR 제어 모델의 밸브 Handler에 의해   

Step, Ramp,  Hysterisis, Table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율로 조절된다.

△Pvalve =  
1
144g

Cv
Kg,k

2ρ k Ak
2 Wk  |Wk |

따라서, 밸브 모델은 격리 밸브, 조절 밸브, 안전 밸브, 방출 밸브 등의 다양

한 밸브들을 모의 할 수 있다.

바. TASS/SMR MCP 모델을 이용한 주냉각재펌프 속도 변환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를 

강제 순환시키는데 사용한다. 일체형원자로는 회전자와 임펠러에 회전력을 전달

하는 회전축이 일체로 설계되고 캔드 모터 구조의 3 상 비동기성 전동기로 작동

되는 축류형 펌프를 채택하고 있다. 주냉각재펌프는 정상출력 (20% ∼ 100%) 운

전모드에서는 고속으로 운전하고, 기동운전 등에서는 주냉각재 유량의 25%까지 

공급할 수 있는 저속운전 모드를 채택한다. 펌프 트립이 발생하면 펌프의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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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설계 특성에 따라 Torque-Inertia equation (
dω
dt
=
τ
I ) 에 의하여 관

성 서행되거나 수 초 내에 정지될 수 있다.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상기의 정상 및 비상정지 조건에서 주냉각재펌프의 속도 

변화 모사시 TASS/SMR 코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TASS/SMR 코드에 내

장된 주냉각재 펌프모델을 검토한 결과, 코드의 개선 없이도 사용자가 주어진 입

력을 적절히 사용하면 사고 전개를 예측한데로 모사 가능함을 확인하 다. 

사. 가압기 cooler 모델 개발

가압기에 설치된 냉각기 모델은 가압기 중간 공동에 위치한 냉각기에서 제거되

는 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하는 것으로서, 냉각관 내 유체의 열수력적 거동

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또한 냉각기 모델은 성능해석시 즉, 열수력적 거동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므로, 열교환기의 열 평형을 사용하여 냉

각기의 열제거 성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래의 식을 이용하 다.

Q=W Cp (Tc, i-Tc,o) 

Q = U A
Tc, i-Tc,o

ln (
Tc, i-Tprz
Tc,o-Tprz )  

여기서, Tc,i = 냉각수 입구 온도, Tc,o = 냉각수 출구 온도, Tprz = 주변공동 

온도이며 정격 상태에서의 값, Q
rated,Tratedc,i ,T

rated
c,o ,T

rated
prz  를 알고 있으므로, 

정격 상태에서의 WCp와 UA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냉각기의 운전 역에서 WCp 

와 UA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W C
rated
p =Q

rated
/(T

rated
c,i -T

rated
c,o )

(U A )
rated
=Q

rated

ln (
T
rated
c,i -T

rated
prz

T
rated
c,o -T

rated
prz )

T
rated
c,i -T

rated
c,o

가압기 주변공동에서의 온도, Tprz 가 변할 때의 냉각기의 출구 온도와 열제

거량은 위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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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Tprz+(T
rated
c,i -Tprz) EXP {-( (UA)

rated

WCratedp )} 
Q=WCratedp (Tratedc,i -Tprz) [1.- EXP {-( (UA)

rated

WCratedp )}] 
정격 상태에서의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 가압기 주변 공동 온도 및 열제거량을 

입력으로 하여 과도 상태시의 열제거량은 위의 식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TA

SS/SMR에 상기 계산을 수행하는 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삽입하 다.

아.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개발

SMART 증기발생기에 내장되어 있는 나선형 튜브에서의 열수력 현상은 직선 튜

브에서의 현상과 매우 상이하다. 나선형 튜브는 튜브의 축방향 주유동 뿐만 아니

라 튜브 원주방향의 이차유동으로 인하여 직선형 튜브와 비교시 압력손실 및 열

전달이 증가한다. 기존 가압경수로 U-tube에서 사용되는 열전달 모델을 나선형 

튜브에 적용하면 튜브를 통하여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전달되는 열량을 과소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이차측 출구에서 설계값과 

유사한 증기 과열도를 얻기 위해서는 열전달 면적을 임의로 30 ∼ 50% 증가시켜

야 한다. 이와 같은 임의의 열전달 면적 증가는 사고 해석시 계통 거동에 향

을 주기 때문에 SMART의 안전해석에 기존 U-tube형의 열전달 package를 사용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SMART에 적절한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SMART 증기발생기의 열전달 모델 개발 요건

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나선형 튜브의 1차측과 2차측에 적용할 수 있는 상관식 조사. 

- CHF 상관식 모델링이 필요한 지 여부 결정. 

- 상관식의 열전달 계수가 계산되는 변수들에 대한 연속성 확인. 특

히, 계통 조건에 따라 다른 상관식이 사용될 경우 천이 과정에서의 

연속성 확인. 

- 상기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한 후 정확성 확인 및 타당성 검증.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유동조건, 유체가 통과하는 튜브 형상 및 재질 등에 의

하여 상이하게 작용되는데,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개발에 적용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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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다음과 같다.  

- 증기발생기 일차측에서는 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증기발생기 일차측 냉각재 온도는 입구온도에서 출구온도까지 선형

적으로 변화한다.

- 열전도 방정식 적용시 튜브의 축방향 및 원주 방향 열전도는 무시한

다.

- 증기발생기 이차측은 항상 주 급수가 작동한다. 

-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각 제어체적 내에서 유체 물성치는 일정하다.

이상의 가정을 적용하여 SMART의 나선형 증기발생기 모델에 사용한 열전달 상

관식들은 다음과 같다.  

일차계통 : 과냉 강제 대류 : 나선형 튜브의 일차측은 관다발에 crossflow가 

흐르는 경우로 이와 같은 형태의 유동은 Zukauskas의 상관식이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이 식은 다음과 같다.

Nuf =CRe
m
f Pr

0.36
f (

Pr f
Prw )

0.25

여기서, 첨자 f와 w는 냉각재와 튜브의 벽면을 나타내고, C와 m은 Reynolds 

수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지며 각각 0.021 - 0.8 및 0.4 - 0.84의 값을 가진

다. 

이차계통 : 과냉 및 과열 증기 강제 대류 :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아냉 역에

서는 나선형 튜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Mori-Nakayama 상관식을 사용한다. 

Nu =
1
26.2

Pr

(Pr
2/3
-0.074)

Re 4/5 (
d i
Dc )

1/10

{1+
0.098

[Re (d i/Dc)
2
]
1/5 }   for Pr≤ 1

    =
1
41.0

Pr 0.4Re 5/6 (
d i
Dc )

1/12

{1+
0.061

[Re (d i/Dc)
2.5
]
1/6 }    for  Pr > 1   

여기서 di와 Dc는 각각 나선형 튜브의 직경과 코일의 곡률을 나타낸다. Shell 

side의 Zukauskas 상관식과 마찬가지로 Mori-Nakayama 상관식도 물성치와 형상

의 함수로써 벽면 온도에 관계없이 열전달 계수가 결정된다. 형상관련 값들은 증

기발생기의 형상이 결정되면 일정한 값이 되고  Prandtl 수도 급격히 변하는 값

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에서는 Reynolds 수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차계통 : 포화 비등 : 포화 비등 역에는 노심에서의 열전달 상관식과 일관

성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Thom 상관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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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e
( 2p/1260)

0.072
2 (Tw-Tsat)

2 1
3600

여기서 q"은 열속, P는 압력, 하첨자 w와 sat는 각각 벽면의 표면온도와 유체

의 포화 온도를 나타낸다. 

이차계통 : 임계 열속 및 Post-dryout : 임계 열속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

직 helical tube의 임계 열속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로 본 보고서에서는   

Kozeki의 실험에 근거하여 임계 열속은 건도가 80%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으

로 하 다. 그리고 Post dryout 역에서 열전달 상관식은 TASS 코드의 노심에

서 사용한 관계식과 동일한 McDonough, Milich and King 상관식과 Dougall-  

Rohsenow 상관식을 사용하 다.

위에서 기술한 상관식들을 프로그래밍하여 코드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사용

된 상관식들이 냉각재의 물성치의 함수인 경우도 있고 냉각재 물성치와 벽면 온

도의 함수로 되어 있어서 Newton iterative 방법으로 해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MARS/SMR 코드의 계산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계산은 일차계통의 유량과 입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차계통을 통과하는 

냉각재의 유량을 변화시킴으로써 나선형 튜브에서의 온도 변화, 열속 및 일차계

그림 3.1-17 이차계통 급수유량 변화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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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온도변화를 비교한다. 그림 3.1-17은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차계통 유량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1-17과 같이 정

상상태 급수유량에서 유량이 증가하면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 총 열전달 량

이 증가하면서 (그림 3.1-18), 일차계통의 출구 냉각재 온도는 감소한다 (그림 

3.1-19). 이때 나선형 튜브측의 Post dryout 역은 감소하고 포화증기 역은 

증가한다. 반대로, 튜브쪽 유량을 감소시키면 튜브에서 Post dry out 역이 증

가하면서 Shell side의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는 예상했던 물리

적 현상을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TASS/SMR의 결과는 MARS/SMR의 계산결과

와 일치하 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나선형 튜브에서 수행된 실험결과

와 비교, 분석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나선형 증기발생기 모델이 물리적 현상을 타

당하게 예측하면서 MARS/SMR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 다.

자. PRHR 열교환기 모델

TASS/SMR의 열교환기 모델은 PRHRS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

em) 열교환기 튜브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층류 또는 난류 막응축 또는 대류에 

그림 3.1-18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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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열전달, 열교환기 튜브 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 순환 또는 핵비등 열전

달 특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각 역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상관식들은 다음과 같다.

열교환기 튜브 내부: 층류 막응축;-층류 막응축 열전달 계수는 Nusselt에 의

해 제안된 수직 평판에서 사용되는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 으며, 상관식은 아

래와 같다. 식에서 모든 액체 물성치들은 열교환기 튜브 내부 온도와 포화 온도

의 평균 온도에서 계산하며, hfg는 포화 온도에서 계산한다.

hL = 0.943[
g ρ f (ρ f-ρ g) k

3
f hfg

μ f (Tsat-Ts) L ]
1/4

열교환기 튜브 내부: 난류 막응축;-난류 막응축은 Shah에 의해 제안된 아래의 

상관식을 이용하 다. Shah 상관식 개발에 있어 사용된 작업 유체는 물, R-11, 

R-12, R-113, 메타놀 등이며, 7 ㎜에서 40 ㎜의 직경을 가지는 수평관, 수직관 

및 환상관에서의 응축 실험들이 포함되었다. Shah는 일련의 환상관에서의 응축 

실험 데이터들에 대한 예측 오차 (Mean Deviation)가 15.4% 정도인 것으로 주

장하고 있다. ReL 및 PrL은 각각 모든 유체가 액체라는 가정하에서의 Re 수와 액

체의 Pr 수이다.  

그림 3.1-19 증기발생기 일차측과 이차측 총 열전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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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P = hDB[ (1-x) 0.8 + 3.8x
0.76
(1-x)

0.04

p0.38r ]

hDB =  0.023Re
0.8
L PrL

0.4 kL
D

열교환기 튜브 내부: 대류에 의한 열전달;-대류에 의한 열전달 계수는 Dittus

-Boelter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Dittus-Boelter 상관식의 적용 범위는 

0.7<Pr<100, Re>10000, L/D>60인데, SMART의 경우 입구 경계 조건  (5 ㎫,  

280℃)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Pr 수는 1.288, Re 수는 1.186×10
7
 그리고 L/D

는 115이다.  

열교환기 튜브 외부: 자연 순환;-자연 순환은 Churchill & Chu에 의해 제안

된 수직 평판에서의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며,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 Churchi

ll & Chu 상관식에서 사용되는 물성치들은 PRHRS 열교환기 튜브의 외부 표면에

서의 온도와 Tank 냉각수의 평균 온도에서 계산한다.

NuL = {0.825+
0.387Ra

1/6
L

[1+(0.492/ Pr) 9/16] 8/27 ]
2

RaL = GrLPr = 
gβ(Ts-T∞)L

3

να

열교환기 튜브 외부: 핵비등; 핵비등 열전달 상관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조 형

태의 형상에서 사용되는 Rohsenow 상관식을 이용하 으며, 상관식에서 사용되는 

물성치들은 포화 온도에서의 물성치들을 이용하 다. 그리고 Cs,f 및 n은 물과 

스테인레스 스틸에 대한 상수값을 사용하 다 (Cs,f = 0.013, n=1). 

q'' = μ fh fg[
g(ρ f-ρ g)

σ ]
1/2

(
cp, fΔT

Cs, f hfg Prf
n )

3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정상 상태인 경우와, 그리고 시간에 따라 입구 유량 

및 입구 엔탈피 변화시 열교환기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열교

환기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MARS/SMR 코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Nodaliz-

ation 및 조건하에서 정상 상태와 입구 유량 변화 및 입구 엔탈피 변화시 열교

환기의 특성을 분석하 다. 

정상 상태시 열교환기 튜브를 통하여 제거되는 열량 (4.45 ㎿)은 MARS/SMR에

서 계산된 제거 열량 (4.41 ㎿)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IT 노드에서의 온도는 열교환기 튜브를 통한 제거 열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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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비슷한 EXIT Node 온도를 예측하 다. 정상 상태 종결 시점에서 EXIT    

Node의 온도는 각각 486.8 K (MARS 코드) 및 486.4 K (개발된 열교환기 모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구 유량 변화의 최대 및 최소 값은 각각 정격 유량의 200% 및 약 25% 수준

이다. MARS/SMR 코드 계산에 의하면 저 유량 역에서 열교환기를 통한 제거 열

량의 진동 현상이 나타난 반면에, 개발된 모델에서는 이러한 제거 열량의 진동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격 유량 이상의 고유량 역에서는 개발

된 모델에서 계산된 제거 열량이, 정격 역 이하의 저유량 역에서는 MARS/  

SMR 코드에서 계산된 제거 열량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ASS/SMR 코드 및 MARS/SMR 코드에서 사용되는 핵비등 열전달 계수 계산을 위

한 상관식의 차이 (Rohsenow 상관식과 Chen 상관식) 및 경계조건의 입력 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구 엔탈피 변화시 열교환기를 통하여 제거되는 열량은 MARS/SMR 코드 예측 

값과 개발된 모델의 예측 값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엔탈피가 

정격 엔탈피보다 큰 역에서는 제거 열량의 진동 현상이 MARS/SMR 해석 결과에

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SMART의 PRHRS에 설치된 열교환기와 

유사한 형상과 실험 조건들을 가진 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모델의 상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PRHRS 열교

환기 모델에 포함된 열전달 상관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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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ART-NPA 개발 

SMART의 NPA (Nuclear Plant Analyzer)인 SMART-NPA를 개발하 다. SMART- 

NPA는 TASS/SMR의 계산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사용하여 보여주며 사용자의 제어 명령을 GUI를 통해서 받

아 들여 TASS/SMR로 전달하여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TASS/SMR은 SMART의 계

통성능 및 사고해석을 포함한 과도기 분석을 모의 실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산

코드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가 Text Base로 되어 있다. 즉, 사용자가 키보드

를 통해서 임의의 명령문 실행을 문자로 명령하면 프로그램은 이 명령문을 해석

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가 명령문을 입력했던 화면에 문자로 보여

주는 형식을 말한다. SMART-NPA는 TASS/SMR의 계산 결과와 수행 상태를 그림의 

모양이나 색상, 수치 등으로 보여 주며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

는 명령문을 입력시키고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진행 

중인 사고나 모의 실험을 원하는 시점에서 일시정지 시켰다가 (Pause) 재실행시

킬 수 있으며 (Resume) 원하는 변수의 값을 바꾸어 줄 수도 있다. SMART-NPA는 

SMART 주요 변수의 거동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작성된 

Basedeck을 기본 입력으로 하여 구동되는 Scenario에 따라 변화하는 주요 변수 

값의 변화를 화면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MART-NPA는 모두 5 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Overview, Primary, 

Secondary, PRHRS, Control Panel 화면의 5 개 모델은 모두 Visual Basic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화면에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Tab 

Control을 사용하여 구현하 다. 또한 각각의 모델은 ActiveX Control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Fortran, C++, Web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의 이

식과 재사용에 유리하다. 이들 5 개의 모델들은 다시 독립된 ActiveX Control

인 TassNPA Control에 통합되어 TASS/SMR과 연결된다.

가. SMART-NPA 모델 개발

(1) SMART-NPA 구성

SMART-NPA는 모두 5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화면이 Tab Co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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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들 Tab Control을 포함하고 있는 바탕 화면의 위쪽에

는 현재 모의 시각과 노심의 출력을 보여주는 ActiveX Control도 포함되어 있

다. 바탕 화면의 왼쪽에는 압력, 온도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Color 

Key와 화면에서 보여주는 각각의 수치 앞에 표시되는 대표 문자에 대한 단위표

를 배치하 다. Fortran과 C++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에 사용된 숫자

는 그림 3.1-6의 SMART Nodalization에 따른 것이며, SMART-NPA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SMART-NPA 검증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하 다. TASS/SMR에

그림 3.1-20 SMART-NPA 데이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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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산된 값들은 5 개 주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모델들을 통합해 주는 Active X 

Control인 TassNPA를 경유하여 5 개의 주화면 Active X Control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게 된다 [그림 3.1-20].

(가) TASS/SMR과 TASSWin 사이의 데이터 공유 (Fortran과 C++)

SMART-NPA의 모델과 TASS/SMR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때문에 이

들 사이에 데이터의 전달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계산을 담당하고 있는 TASS   

/SMR은 Fortran 90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와의 기본 인터페이스 부분인    

TASSWin은 C++로 작성되어 있다. 그림 3.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Fortra

n에서 Labeled Common을 선언한 후에 C++은 이 Fortran의 Labeled Common을 

외부 참조 구조체로 선언하여 메모리내의 데이터 값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이 

때 Fortran에서는 먼저 변수들의 종류(형)와 크기를 선언한 후 이 변수들로 구

성되는  Labeled Common을 선언해야 한다.

(나) TASSWin과 TassNPA 사이의 데이터 값 전달 (C++ 과 Visual Basic)

SMART-NPA의 모델은 Visual Basic으로 작성된 ActiveX Control로 되어 있고 

TASSWin은 C++로 만들어져 있다. Visual Basic의 Active X Control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SMART-NPA에서는 각 화면을 구성하는 5 개의 Act-

ive X Control을 통합해 주는 독립된 Active X Control인 TassNPA를 통해서 

데이터를 TASSWin과 주고받는다. 또한 5 개의 Active X로부터 입력된 명령이나 

데이터 값들도 TASS/SMR로 전달되어 계산에 반 된다. C++에서는 타이머를 이용

하여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변수의 값을 읽어서 Active X로 값을 전달한다. TASS  

Win에서 가지고 있는 값은 TassNPA의 인터페이스 함수를 통해 TassNPA로 값을 

전달하고 TassNPA는 전달된 값을 최종 5 개의 모델로 전달하여 화면에 반 한

다. TassNPA는 SMART-NPA에서 보여지는 모든 값들에 대한 Interface함수를 가

지고 있다.

(2) Overview 모델

Overview 모델은 일차/이차계통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운전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화면으로 그림 3.1-21과 같다. 원자로 안의 일차계통에는 

노심과 가압기, 정지제어봉과 조절제어봉,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 등이 나타

나 있으며 이차계통에는 4개 섹션의 PRHRS와 주급수펌프, 주터빈 등이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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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화면에서는 운전에 따른 주요 변수 값을 수치로 보여 주며 일차계통에서는 

제어봉의 위치와 냉각수의 움직임, 가압기의 수위, 주냉각재펌프의 속도, 이차계

통에서는 주터빈과 주급수펌프에 움직임을 넣어 동적인 효과 (Dynamics)를 나타

내었다.

제어봉은 노란색의 조절제어봉과 빨간색의 정지제어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

로그램된 제어 논리에 따라서 상하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냉각수의 움직임은 작은 선 개체를 이용한 동 상으로 처리하 으며 가압기의 

수위는 가압기 내부를 일정 비율로 채우는 형태로 구현하 다. 주냉각재펌프는 

정지, 저속, 고속을 보여주는 회전 동 상으로 처리하 고 주급수펌프는 단순 회

전 형식으로, 주터빈은 가동을 표시하는 동 상으로 구현하 다.

화면에 표시된 각각의 밸브는 유량이 일정한 수치 (0.1 ㎏/s) 이상일 경우 열

린 상태 (흰색)가, 0.1 ㎏/s 이하인 경우 닫힌 상태 (검정색)가 표시되도록 하

다. 주급수밸브와 주터빈밸브는 열리고 닫힌 표시를 하며 또한 별도로 Progr-

ess Bar Control을 추가하여 밸브의 개폐 정도를 보여주도록 하 다.

화면 왼쪽에 있는 일차계통에서는 가압기 중앙공동의 온도와 압력, 증기발생기 

그림 3.1-21 Overview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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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측 입구의 유량, 노심 상부의 온도와 유량, 노심 하부의 온도와 유량을 수

치로 보여준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차계통의 4 개 섹션에는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주급수

유량과 증기발생기로부터 발생되는 증기유량을 수치로 보여 준다. 또 4 개의 섹

션에 각각 급수와 증기 차단밸브와 격리밸브를 배치하 다. 그리고 4 개 PRHR 

섹션 각각에는 PRHR 입/출구 유량을 수치로 보여 주며 입/출구 차단밸브가 배치

되어 있으며 PRHR 보상 탱크에도 차단밸브가 배치되어 있다.

주급수 펌프와 주터빈은 조절밸브가 연결되어 있으며 급수헤더와 증기헤더의 

온도와 압력이 수치로 표시되어 있다. 

(3) Primary 모델

Primary Model은 SMART 내부를 보여주는 화면이며 4 대의 주냉각재펌프와   

4 개의 증기발생기 섹션을 각각 2 개씩 표현하기 위하여 원자로를 두 개의 단면

도로 구성하 고 그림 3.1-22와 같다. Primary Model의 왼쪽 위 부분에 있는 

세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Radio Button은 압력, 온도 그리고 일차계통의 개략적

그림 3.1-22 Primary 모델



- 112 -

인 설계도를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온도와 압력의 선택에 따라서 Tab Control 바깥쪽 화면의 Color Key가 달라

지도록 되어 있어서 한 개의 화면으로 온도와 압력, 두 가지 변수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 다.  

나선형 증기발생기의 섹션마다 이차계통의 나선형 튜브는 10 부분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일차계통은 5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노심은 모두 12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노심 상부, 노심 하부 그리고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부와 하향부로 둘러 쌓여 있다.

두 개의 섹션으로 표현된 원자로의 일차계통의 상단에 3 개의 Gas Cylinder와 

3 개의 Safety Valve가 있으며 Gas Cylinder는 압력에 대한 Color Key 값을 

가지고 변화하게 되며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Safety Valve는 

공유 메모리에 연결된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서 Open/Close 작동을 보여준다.

Radio Button 중 개략적인 설계도를 보여 주는 Schematics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두 개의 Radio Button (+, -)을 볼 수 있는데 “+” 인 경우 확대를 

“-” 인 경우 축소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쪽과 오른쪽에 있는 

Scroll Bar를 이용하여 설계도의 위치를 변경해 볼 수도 있다.

제어봉의 경우 조절제어봉은 노란색으로 정지제어봉은 빨간색으로 표시하 고 

이 두 제어봉은 제어 논리 적용에 따른 변화하는 값에 따라 상하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가압기는 환형공동, 중간공동, 중앙공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중간공동과 중앙

공동은 수위의 오르내림을 표시하 고 환형공동은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도록 처

리하 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수행됨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차계통의 온도와 압력 변화

를 Color Key의 색상에 따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며 원자로 내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된 라디오 버튼의 종류에 따라 온도나 압력 값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변수들을 선택된 Radio 버튼(Pressure, Temperature)에 따라서 압력과 온도

로 구분하여 보여주며 네 개의 주냉각재 펌프 속도는 수치로 표시하 다.

(4) Secondary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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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Model은 SMART 이차계통을 보여주는 화면이며 그림 3.1-23과 같

다. 이차계통에는 주증기 공통 헤더에서 발생한 증기가 주터빈을 통과한 후 다시 

주급수 공통 헤더로 순환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Secondary Model 화면에서는 주터빈에 동 상을 추가하 으며 주증기유량과 

주급수유량을 변화하는 수치로 표시하 다.

표시되는 변수로는 주증기 공통 헤더로부터 나오는 증기유량과 주급수 공통 헤

더로 들어가는 급수 유량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서 변화되도록 되어 있다.

(5) PRHRS 모델

PRHRS Model은 SMART 피동잔열계통을 보여주는 화면이며 그림 3.1-24와 같

다. 이 화면은 4 개의 PRHR 섹션 중 첫 번째 섹션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RHR 

열교환기와 PRHR 보상 탱크 그리고 이들 사이의 배관 및 밸브들로 구성되어 있

다. 열교환기의 수직형 튜브는 5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비상냉각 탱크는    

1 부분으로 표시하 다.

PRHR 열교환기 비상냉각탱크의 온도와 열교환기 튜브의 부위에 따른 온도가 변

화하게 되어 있고 PRHR 보상탱크의 온도도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라 변화하는 색

그림 3.1-23 Secondary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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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배관은 유량의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작은 물방울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동 상을 보여 주며 각각의 밸브들은 밸브의 

여닫힘 외에 밸브 표시 옆에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슬라이더를 추가하여 현재 얼

마나 열려 있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주요 부분에 온도와 유량을 표시하여 변

화되는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PRHRS Model에 연결되어 있는 변수로는 온도와 유량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온도 변수로는 PRHR 열교환기 비상냉각탱크 온도와 튜브 온도를 나타내는 5 개

의 변수, PRHR 입구 배관, 급수공통헤더로부터 급수노즐까지의 급수관, 증기노

즐부터 증기 공통헤더까지의 증기관 그리고 보상탱크의 온도가 있다. 유량의 경

우에는 PRHR 열교환기 입구, PRHR 출구 체크밸브, PRHR 출구 차단밸브, PRHR 

보상탱크 차단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급수섹션 차단밸브, 증기섹션 차단밸브, 

급수섹션 차단밸브의 값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6) Control Panel 모델

제어반의 성격을 가지는 Control Panel의 모양은 그림 3.1-25와 같다. 이 화

면은 주로 버튼과 에디트 박스, 슬라이더 그리고 콤보 박스 등 사용자의 입력을 

그림 3.1-24 PRHR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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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콘트롤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Go, Freeze 버튼은 프로그램에게 실행과 중지

를 반복적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서로 Toggle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면의 

왼쪽 위에 있는 주급수 제어 그룹 콘트롤의 Current Feedwater Flow는 주급수

유량을 백분율로 보여주고 있으며 New Feedwater Flow의 슬라이더나 에디트 박

스를 통해 새로운 값을 지정할 수 있다. In Time 아래의 에디트 박스에는 현재 

유량이 새로 입력된 주급수유량으로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Feedwater IV (Isolation Valve), Steam IV, PRHR IV 는 각각 4 섹션에 할

당되어 있는 격리 밸브로서 열려 있으면 연두색이며 “On”, 잠겨 있으면 빨간색

이며 “Off”로 표시된다. Gas Cylinder IV 도 다른 IV와 마찬가지로 표시되며   

 ECCS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4 개의 MCP는 3 가지 속도 (고속/저속/정

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Radio Button을 사용하 다.

CEA Position은 기본적으로 자동 설정 (Auto)이 되어 있고 Manual 버튼을 눌

러서 수동으로 삽입/인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의 위치 (Step)

가 Text Box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Core Trip 은 빨간색 씨로 표시된 Core Trip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면 된

그림 3.1-25 Control Panel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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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MART-NPA를 구동시킨 후 화면 하단에 있는 TASS Init.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6 가지 상태에 대한 Scenario 파일들의 목록을 Scenario Selecti-

on Combo Box를 통해 보여주게 된다.

(a) 초기노심 상태(100% 출력 Null Transient)

(b) 말기노심 상태(100% 출력 Null Transient)

(c) 초기노심 상태(100% to 25% 출력 감발)

(d) 말기노심 상태(100% to 25% 출력 감발)

(e) 급수유량 상실

(f) 급수관 파단

이 파일들에 대한 수행 파일들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Working Directory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이들 6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원하는 사건을 

선택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화면 아래 오른쪽에 있는 Scenario Start/Stop 버

튼은 선택된 시나리오를 구동시킬 때와 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버튼이다. 화면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Control Set Combo Box와 오른쪽에 있는 Text Box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Control Panel에서는 화면 구성이 주로 버튼이므로 프로그램의 구동에 따라  

색상과 문자가 바뀌어서 현재의 상태를 반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버튼들 중 C-

ore Trip이 되는 경우에는 Core Trip 버튼이 번쩍이도록 (Blinking) 되어 있

다.

(7) 기타 사용된 콘트롤과 기능

SMART-NPA에는 위에서 기술된 모델 외에도 화면을 구성하고 장식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콘트롤들이 사용되었다.

Graph32.ocx: SMART-NPA 바탕 화면의 아랫 부분에 있는 그래프 버튼을 눌

을 때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사용되었으며 Pinnacle Webworkz 사의 Graphics S-

erver V5.1 이며 상용 프로그램이다. 

AniGIF.ocx: Overview 화면에서 보여 주고 있는 주급수 펌프와 주증기 터빈, 

냉각재 펌프의 동 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콘트롤로 상용 프로그램이다.

CorePowerDisplay.ocx: SMART-NPA 바탕 화면의 윗쪽에 위치하며 노심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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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변화를 보여 주기 위해 개발된 콘트롤이다.

TimeDisplay.ocx: SMART-NPA 바탕 화면의 윗쪽에 위치하며 과도 시간을 보여

주기 위해 개발된 콘트롤이다.

DirListCtrl.ocx: SMART-NPA 설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콘트

롤이다.

SMART-NPA는 기본적으로 TASSWin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TASSWin의 도움말이 

지원되고 있다. SMART-NPA의 바탕 화면에 있는 P&ID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선택된 화면이 Overview 인 경우에는 SMART-SMR의 Nodalization을 보여 주게 

된다. 선택된 화면이 PRHRS, Secondary인 경우에는 각각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

인 도면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같은 P&ID 버튼을 눌러서 보여 주는 화면은 Mo-

dal Dialog로 구성하 다. Primary 화면에는 일차계통의 Schematic 도면을 보

여 주는 라디오 버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P&ID를 연결하지 않았으며  

Control Panel 화면에도 따로 연결한 화면이 없으므로 이들 두 화면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나. SMART-NPA 검증

SMART-NPA는 TASS/SMR을 엔진으로 하여 NPA를 연결한 형태로 되어 있다. NPA

에 연결된 TASS/SMR은 기존 Console 버전에 비해 주로 입출력 부분이 수정되어 

있다. SMART-NPA의 검증 방법은 Win32 Application인 SMART-NPA의 계산 결과

와 Console Program인 TASS/SMR의 계산 결과로부터 주요 변수 값을 저장한 후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검증에 사용된 입력은 Control  

Panel에 내장되어 있는 6 가지 시나리오 중 100% to 25% 출력 감발 운전과 급

수관 파단 사건을 선택하 다.

SMART-NPA에서는 그림 3.1-21부터 그림 3.1-25까지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TASS/SMR이 계산한 결과를 주 화면과 그래프 화면 (그림 3.1-26 ∼ 그림 3.1-  

33)을 통해 반 해 주고 있으며 Control Panel을 통해 입력된 사용자의 명령을 

TASS/SMR로 이상 없이 전달하고 있음도 확인하 다. 그림 3.1-34부터 그림 3.1

-39까지의 그래프는 SMART-NPA의 계산 결과를 파일로 저장한 후 계산 결과를 비

교하기 위한 작성된 것으로 모든 값들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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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to 25% 출력 감발 운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설정되었던 변수는 아래 7 가지이며 계산 시간은 시뮬레

이션 시간으로 100 초로 설정하고 수행하 다. 제시한 변수의 계산 결과를 비교

하는 그래프를 그림 3.1-34에서 그림 3.1-36까지 수록하 으며 모든 변수 값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노심출력 (ctl_core_power_fraction)

- 노심상부와 펌프 흡입부 사이의 연결부 온도 (temp_tot(5))

- 가압기 압력 (press(30))

(2) 급수관 파단 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설정되었던 변수는 아래 7 가지이며 계산 시간은 시뮬레

이션 시간으로 100 초로 설정하고 수행하 다. 제시한 변수의 계산 결과를 비교

하는 그래프를 그림 3.1-37에서 그림 3.1-39까지 수록하 으며 모든 변수 값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노심출력 (ctl_core_power_fraction)

- 노심상부와 펌프 흡입부 사이의 연결부 온도 (temp_tot(5))

- 가압기 압력(pres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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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노심출력

(100% to 25% 출력감발 운전)

그림 3.1-27 고저온관 온도

(100% to 25% 출력감발 운전)

그림 3.1-28 제어봉 위치

(100% to 25% 출력감발 운전)

그림 3.1-29 노심입구 유량

(100% to 25% 출력감발 운전)

그림 3.1-30 노심출력

(급수관 파단 사고)

그림 3.1-31 가압기 압력

(급수관 파단 사고)

그림 3.1-32 노심입구 유량

(급수관 파단 사고)

그림 3.1-33 제어봉 위치

(급수관 파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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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노심출력 (100% to 25% 출력감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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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100% to 25% 출력감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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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가압기 중앙공동 압력 (100% to 25% 출력감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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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노심출력 (급수관 파단 사고)

0 20 40 60 80 100

0.2

0.4

0.6

0.8

1.0

C
or

e 
Po

w
er

(F
ra

ct
io

n)

Time(s)

 B - Console
 B - NPA



- 122 -

그림 3.1-38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급수관 파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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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가압기 중앙공동 압력 (급수관 파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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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MART 계통 성능 및 안전성 평가

1. SMART 계통 안전성 평가

SMART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들에 대하여 TASS/SMR 

코드 및 MARS/SMR 코드를 이용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하 다. 안전해석에서 고려

된 초기사건의 범주는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

소, 원자로냉각재 유량 감소,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이다. 

사건 해석 결과에 의하면 주증기관 저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 저 DNBR

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 단일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발생하는 RDPF (Radial  

Distortion Penalty Factor)가 고려된 원자로 정지 신호 및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시 제어봉집합체들 사이의 상대 위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급된 4가지 정지 설정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

우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 발생시 각 사건 분류에 따른 허용 기준을 만족하면서 

SMART 원자로는 안정된 상태로 천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분석된 사건 각각에 대하여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사건 경위 및 계통운

전, 향 분석 및 결과 그리고 결론을 기술한 것이다.

가.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1) 급수 온도 감소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급수 온도 감소는 이차계통에 의해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한다. 급수 온도 

감소 사건은 급수 가열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며, 급수 가열기의 한 트레인이 

상실되면 가열기 기능이 상실되면서 급수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급수계통

의 가열기 고장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로 공급되는 급수 엔탈피는 유체온

도 393 K에 해당하는 507.52 kJ/㎏으로 가정하 으며, 소외전원 상실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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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사용하 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급수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감

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증가하고,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저압력 또

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허용핵연

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

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

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

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 및 핵연료의 건

전성이 보장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급수 온도 감소 사건은 증기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

자로 정지 후의 노심출력과 유량의 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더 크기 때

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통운

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3.2.1.가.(3)의 “주증기유량 증가” 사

건과 관련된 과도상태보다 덜 심각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과도상태 핵비등이탈률

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3.2.1.가.(3)의 “주증기유량 증가” 사건과 유

사하고 그 사건 역 내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 분석된 열제거 증가 사건은 일차계통의 과도한 냉각으로 인하여 계

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이 고려된 본 사건의 일차

계통 압력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라) 결론

급수 온도 감소 사건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

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 ㎫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2) 급수 유량 증가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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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유량 증가는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한다. 급수 유량 

증가 사건은 기기의 고장이나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급수 제어밸브가 더 개방되

거나 급수펌프의 속도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때 고장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최대 유량은 주급수계통 정격 유량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으

며, 소외전원 상실을 기본 가정으로 사용하 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급수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증가하

고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저압력 

또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허용핵

연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

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

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

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급수유량 증가 사건은 증기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

자로 정지 후의 노심출력과 유량의 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더 크기 때

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통운

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3.2.1.가.(3)의 “주증기유량 증가” 사

건과 관련된 과도상태보다 덜 심각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과도상태 핵비등이탈률

을 일으킨다. 본 사건의 과도상태는 3.2.1.가.(3)의 “주증기유량 증가” 사건과 

유사하고 그 사건 역 내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 분석된 열제거 증가사건은 일차계통의 과도한 냉각으로 인하여 계통

의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이 고려된 본 사건의 일차계

통 압력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라) 결론

급수유량 증가 사건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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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며, 일차 계통과 이차계통의 압

력은 18.7 ㎫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3) 주증기유량 증가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주증기유량 증가는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

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조건 PC-2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증기유량 증가 사건은 운전원의 실수나 터빈 발전기 부하 제한의 오동

작, 터빈 우회회로의 오동작 등에 의하여 증기유량이 과다 방출됨으로써 발생한

다. 

증기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감

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증가하고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저압력 또

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허용핵연

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하여 탐지된다. 증기유량이 

증가하여 노심 고출력 또는 최저 핵비등이탈률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원자로와 터빈사이의 큰 출력 불일치 또는 과도

한 증기 방출로 인한 소음을 통해 운전원이 발전소 비정상상태를 감지하여 수동

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운전원이 과도 초기에 개입할 경우는 충분한 지연시

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본 사건의 주 관심은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위반하는

지, 또는 핵연료의 피복재 손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핵비등이탈률을 

감소시키는 인자들로는 다음과 같은 인자들이 있다.

-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출력분포 효과를 고려한 노심 열속 증가

-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압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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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냉각재 온도 증가

과도상태시 최소 핵비등이탈률을 일으키는 단일고장은 원자로 정지 전에는 가

능한 한 가장 낮은 핵비등이탈률을 가지고,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후에는 핵비등

이탈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변수를 채택한다. 단일고장 평가 결과에 의하면 가

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은 주급수제어계통의 오작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

여도 주급수/주증기 차단밸브가 닫힐 때까지는 주급수를 계속 공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

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터빈 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것을 동시사건

으로 가정하 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이차계통에 의한 증기유량의 증가는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를 증가시켜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과냉각을 일으킨다. 이때 냉각재온도계수 및 핵연료온도계수의 

작용으로 노심출력은 초기 정격출력의 98%로부터 증가하여 115%에 도달하게 된

다. 급수제어계통은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증기관 및 급수관 차단밸브가 작동할 

때까지 계속 급수 유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사건의 경우 증기유량 

증가로 인해 최소 핵비등이탈률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고 출력 불일치에 의하여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경우보다 증

기유량이 117% 증가하여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 다. 그리고 소외전원상실의 가정으로 인해 원자로 정

지와 동시에 주냉각재펌프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이

다.

증기우회계통이 동시에 상실된 것으로 가정하 으나 원자로 정지 후 피동잔열

제거계통의 작동으로 이차계통의 압력은 설계압력 이하에서 안정화되고, 일차계

통의 온도와 압력은 서서히 감소하 다.

초기에 원자로와 터빈사이의 큰 압력 불일치, 원자로 정지 후 모든 섹션의 증

기발생기 압력의 동일한 과도기 변화, 증기발생기 압력경보, 증기의 과다한 방출

로 인한 소음 등의 다양한 현상들에 의하여 운전원은 사건을 판단하여 증기유량

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제거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원자로 냉각이 이루

어지다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잔열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 피동잔열제거계

통의 자연순환 구동력이 감소하게 되면 운전원은 수동으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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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을 중지시키고 보수냉각펌프를 이용한 능동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하여 노심의 

잔열을 지속적으로 제거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터빈 우회계통의 오동작을 수반한 증기유량 증가와 주급수제어계통의 오동작을 

고려한 증기유량 증가 사건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

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

산한다.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 결

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3.2-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조건

들은 증기유량 증가에 의해서 야기되는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가 최소 값을 가지

도록 선택되었다. 증기유량이 110% 이상 증가한다면 원자로는 노심 고출력 설정

치에 의하여 정지되고, 증기유량이 105% 이상에서는 최소 핵비등이탈률 설정치

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며, 105% 미만에서는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

생하지 않고 원자로와 터빈사이의 출력 불일치에 의하여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

로를 정지시킴으로써 핵연료의 열적 여유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이와 같

이 초기조건이 다를 경우 과도상태는 서로 상이한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정지된다. 본 사건해석에서는 방출 가능한 최대 증기유량을 정격 유량의 117%로 

가정한 경우인 방출 증기유량 117%의 초기조건이 제한적인 경우이다.

③ 결과

주급수제어계통의 오동작을 수반한 증기유량 과다 방출 사건시 일차계통 및 이

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은 그림 3.2-1부터 그림 3.2-6에 나타내었으며, 

표 3.2-2에는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 다.

증기유량 증가는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를 증가시켜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하여 노심출력은 98%로부터 증가하여 약 10.86

초에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설정치에 도달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가 발생하면 11.285초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차단밸브가 열리고, 21.285초에 주

증기관 및 주급수관 차단밸브가 닫히면서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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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소외전원 상

실 가정에 의하여 주냉각재펌프의 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약 10초 후에 일차

계통은 최소 유량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차계통의 유량 감소와 원자로 

정지로 인한 출력 감소의 조합에 의하여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 발생 14.21

초에 발생하 다. 

이차계통 압력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과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피동잔열

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 유량이 안정화되면 약 6 ㎫에 안정화되면서 일차계통

의 온도와 압력도 안정화된다.

(라) 결론

증기유량 증가 및 주급수제어계통 오동작이 결합된 사건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방지되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본 사건동안 일차계통의 압력은 17.51 ㎫ 이하로 유지되

기 때문에 가압기 안전밸브는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 ㎫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4)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

고로 PC-5에 해당한다. 증기관 파단사고는 격납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증기

계통의 배관이 파단되는 사고로 정의되며, 증기관 파단사고 해석에는 핵연료 피

복재의 성능저하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와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경우의 파단사고를 선택해야 하지만 본 보고서에는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

서만 분석한다. 

가상의 증기관 파단은 안전보호용기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모든 증기관의 파단

을 고려해야 하며 (격납용기 내부 및 외부의 배관 파단으로 구분), 파단의 크기

는 배관의 양단 파단에서 작은 크랙 (Crack)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상의 증기관

이 파단되면 증기관 차단밸브 차단신호가 발생하는데, 증기관 차단밸브가 닫히기 

전까지는 파단 위치에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로 증기가 파단면을 통하여 방출된

다. 그러나 증기관 차단밸브가 닫힌 후에는 파단 위치에 따라 과도기 진행이 상

이하다. 차단밸브 하단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단밸브가 닫히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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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면을 통한 증기 방출이 종료되지만, 차단밸브 상단에서 발생할 경우는 차단

밸브가 닫힌 후에도 파단이 발생한 증기관의 압력과 격납용기 압력이 균형을 이

룰 때까지는 계속하여 증기의 방출이 일어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은 증기유량의 증가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를 통하여 과도하게 에너지를 제거하여 계통이 냉각되는 사고이다. 파단면으로의 

증기 방출로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

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

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증가

하고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저압

력, 주증기관 저압력 또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

나, 과도상태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한 

저 핵비등이탈률에 의하여 탐지된다.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한 증기관 파단사고의 

경우는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증기관 파단으로 증기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증기관 저압력 설정치에 의하여 자

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는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

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가압기의 압력이 

비상냉각탱크의 압력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냉각탱크의 냉각수가 

원자로에 주입되어 일차계통 냉각수의 온도를 감소시킨다. 

운전원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된 후 적절한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하여 피동

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잔열 제거를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

다. 본 해석에서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잔열이 제거되는 사고 발생 후 짧

은 기간 동안의 과도기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능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하는 장기 

냉각에 대해서는 SMART의 비상운전절차서가 마련된 후에 수행할 예정이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 배관 파단에 의한 증기유량 증가에 대한 원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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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 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다. 사고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

/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

여 계산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3.2-3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조건

들은 배관 파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선택되었으며, 파단은 격납건물 내부에서 관 지름 250 ㎜의 증기관에서 양단 파

단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 다. 격납건물 외부의 큰 증기관에서 파열이 발생하

면 원자로 정지신호가 빨리 발생하여 핵비등이탈률관점에서는 덜 보수적이다. 또

한 양단 파열을 가정하 는데 이는 격납건물로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을 최대

로 할 뿐 아니라,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 노심출력을 최대로 한다. 파단 사고

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급속히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급수 펌프

의 출구 저항이 없어짐에 따라 고속으로 운전 (Run-out Flow)되는데, SMART의 

Run-out Flow 조건은 정격유량의 150%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증기

관 저압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 후 급수 유량은 10%/sec 비율로 감소하고, 

원자로 정지신호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되며 주냉각재펌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관성 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핵비등이탈률 계산시에는 노심 입구에

서의 온도 및 유량에 대한 비대칭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③ 결과

전 출력 운전중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격납용기 내

부에서 증기관 파단사고 발생 후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

은 그림 3.2-7부터 그림 3.2-12에 나타내었으며, 표 3.2-4에는 과도상태에 대

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 다. 

증기관 파단사고가 발생한 후 3초에 증기관 저압력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신호

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와 동시에 주냉각재펌프는 관성 서행을 시작하며, 

주증기 및 주급수 차단밸브도 닫히기 시작하여 14.125초에 완전히 잠긴다. 이와 

같이 일차계통의 유량 감소와 원자로 정지로 인한 출력 감소의 조합에 의하여 최

소 핵비등이탈률은 8.30초에 발생하 다. 이때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1.51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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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었다. 

이차계통 압력은 파단이 발생한 섹션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으며, 건전한 

섹션에서는 사고 초기에 감소하다가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과 함께 증가하기 시

작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에 의한 자연대류 유량이 안정화되면 약 4 

㎫에 안정화되면서 일차계통의 온도와 압력도 안정화되었다. 시간이 경과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의 구동력이 감소하면 운전원은 비상운전절차

서에 의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운전을 전환하여 노심

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한다.

(라) 결론

단일고장과 동시사건을 고려한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관 파단 사고시 소외전

원 상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노심출력은 원자로 정지 후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원자로 정지 후 재임계 도달로 인한 핵연료의 손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고 기간 동안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 ㎫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추후 증기관 파단에 의한 온도 및 유량 비대칭 효과가 DNBR에 미치는 향 분

석과 대기로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5)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 배관 파단

(가) 사고의 개요 및 원인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고로 PC-5에 해당한다. 이 사고는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있는 주증기계통의 배

관이 파단되는 사고로 정의되며, 핵연료 피복재의 성능저하 가능성이 가장 큰 경

우와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경우의 파단사고에 대하여 분석

해야하지만 본 보고서에는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서만 분석한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위치하는 모든 증기관에서 가상의 증기관 파단을 고려해

야 하며, 파단 크기는 배관의 양단 파단에서 작은 크랙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

상의 증기관이 파단되면 증기관 차단밸브 차단신호가 발생하여 증기관 차단밸브

가 닫히기 전까지는 증기가 파단면을 통하여 방출되다가 증기관 차단밸브가 닫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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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파단 증기관의 압력과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

하여 증기의 방출이 일어나면서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일차계통의 냉각이 

이루어진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은 증기유량의 증가로 인하여 증기발

생기를 통하여 과도하게 일차계통의 에너지를 제거하여 냉각되는 사고이다. 파단

면으로의 증기 방출로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

각재 온도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

력이 증가하고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

기 저압력, 주증기관 저압력 또는 노심 고출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과도상태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에 접근할 경우는 노심보호연산기

에 의한 저 핵비등이탈률에 의하여 탐지된다.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한 증기관 파

단사고는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증기관 파단으로 증기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증기관 저압력 설정치에 의하여 자

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는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

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운전원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된 후 적절한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하여 피동

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잔열 제거를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

다. 

(다) 향분석 및 결과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는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계통 배

관 파단 사고 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자로 정지 후의 노심출력과 유

량의 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측면

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언급된 계통 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

위는 3.2.1.가.(4)의 “격납건물 내부 및 외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과 관련된 

사고 보다 덜 심각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과도상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본 사고

의 과도상태는 3.2.1.가.(4)의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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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고 그 사고 역 내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 분석된 열제거 증가사고는 일차계통의 과도한 냉각으로 인하여 계통

의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단일고장 및 동시사건이 고려된 본 사고의 일차계

통 압력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라) 결론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사고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이

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어 

원자로 노심은 충분한 냉각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

력은 18.7 ㎫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6)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피동잔열제거계통 오작동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증가하는 사건으로 원

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운전원의 실수나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설치된 차단밸브들이 오작동 신

호에 의하여 개방됨으로써 발생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오작동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급수관과 피동잔열제거계통

의 압력에 따라서 이차계통에서의 유동이 달라지게 되어, 일차계통의 주요 변수

에 향을 주게 된다. 급수관의 압력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압력보다 높은 경우

에는 급수관으로부터 피동잔열제거계통 밸브를 통하여 보상탱크로 급수 유량의 

일부가 유입된다. 이로 인해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가 개방된 급수관을 통하

여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급수 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급수 유량의 감소

는 이차계통에서의 열제거 성능의 감소를 일으켜 노심 입구의 냉각재 온도를 증

가시키며,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으로 인하여 과도 초기에 

노심출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급수관의 압력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압

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언급된 현상과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이 지난 

이후 차단밸브 오작동이 이루어진 급수관과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의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의 냉각수 유입이 없어지게 되고, 급수관을 

통하여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급수 유량은 초기조건과 비슷하게 된다. 급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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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안정화된 이후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 또한 초기조건

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하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해석에 사용된 초기조건들은 증기관 파단사고의 해석에서 사용된 초기조건인 

표 3.2-3과 동일한데, 이 초기조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오작동 사건시 허용핵

연료설계제한치 및 계통의 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건이다. 본 사건의 

경우는 사건이 시작되면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 또 다른 노심출력에서 안정된 값

을 유지하기 때문에 초기조건이 과도기의 결과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며 단일고

장이나 동시사건도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건 해석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오작동을 운전원이 사건 발생 10분 후에 감지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사건은 증기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원자로 정지 후

의 노심출력과 유량의 향을 받는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

의 성능 저하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통운전과 그 결과

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3.2.1.가.(3)의 “주증기유량 증가” 사건과 관련된 

과도상태 보다 덜 심각한 과도상태의 핵비등이탈률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본 사

건의 과도상태는 주증기유량 증가 사건 역 내에 포함된다.

(라) 결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오작동 사건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

은 18.7 ㎫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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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전 출력 운전시 증기유량 증가 사건 초기조건

계통 변수 계산값

노심 열 출력, %

증기발생기 통과 유량, ㎏/s

노심 통과 유량, ㎏/s

가압기 End Cavity 압력, ㎫

가압기 End Cavity 유체 온도, K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구 온도, K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온도, K

급수 유량, ㎏/s

이차계통 급수 온도, K

이차계통 증기헤드 압력, ㎫

이차계통 증기 온도, K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최대 반경방향 첨두계수 

98%

1596.5

1539.6

15.2

365.1

587.5

550.4

149.6

453.2

3.4

552.6

-10.0

1.71

표 3.2-2 전 출력 운전시 증기유량 증가 사건 경위

 시 간 (초) 사  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

10.86

11.285

11.785

14.21

21.285

100.0

증기유량 증가사건 발생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도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MCP 관성 서행 시작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개방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최소 핵비등이탈률 도달

주급수차단밸브 폐쇄

주증기차단밸브 폐쇄

계산종료

> 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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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전 출력 운전시 증기 배관 파단 사고 초기조건

계통 변수 계산값

 노심 열 출력, %

 증기발생기 통과 유량, ㎏/s

 노심 통과 유량, ㎏/s

 가압기 End Cavity 압력, ㎫

 가압기 End Cavity 유체 온도, K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구 온도, K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온도, K

 급수 유량, ㎏/s

 이차계통 급수 온도, K

 이차계통 증기헤드 압력, ㎫

 이차계통 증기 온도, K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최대 반경방향 첨두계수 

102

1596.6

1535.8

15.25

363.6

588.3

549.7

155.7

453.2

3.4

552.8

-10.0

1.64

표 3.2-4 전 출력 운전시 증기 배관 파단 사고 경위

 시 간 (초) 사  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

3.0

4.125

4.625

8.30

14.125

50.0

증기관 파단 발생

증기관 저압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도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MCP 관성 서행 시작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개방 시작

주급수차단밸브 폐쇄 시작

주증기차단밸브 폐쇄 시작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최소 핵비등이탈률 도달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완전 개방

주급수차단밸브 완전 폐쇄 

주증기차단밸브 완전 폐쇄 

계산종료

> 2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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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노심출력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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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일차계통 유체 온도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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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각종 반응도 변화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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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최소 핵비등이탈률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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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 (증기유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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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노심출력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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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가압기 압력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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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일차계통 유체 온도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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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이차계통 압력 (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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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최소 핵비등이탈률 (SLB)



- 144 -

나.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1) 외부부하 상실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외부부하 상실 사건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 외부부하 상실 사건은 전기 배전 급전망 (Electrical Distribution Grid)

으로부터 터빈 발전기가 분리됨으로써 발생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외부부하 상실이 발생하면 터빈 조절밸브가 닫히기 때문에 증기발생기로부터 

터빈으로의 증기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증기유량 감소가 외부부하 상실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주증기유량과 주급수유량이 순간적으로 차단되지 않

는다. 외부부하 상실 사건시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가한다. 냉각재 온도

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

면서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

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

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

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

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다. 

(다) 향분석 및 결과

외부부하 상실사건의 결과는 3.2.1.나.(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

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외부부하 상실사

건은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유량이 점차 감소한다고 가정하지만, 복수기 진

공 상실사건은 터빈정지와 함께 급수유량이 순간적으로 완전 상실된다고 가정한

다. 그러므로 외부부하 상실사건에 비하여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시 이차측의 열

제거 능력이 더 감소하게 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더욱 높다. 핵연료 건

전성의 관점에서, 외부부하 상실사건시에는 원자로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

이탈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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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상실시 소외전원상실을 가정하게 되면 3.2.1.다.(1)에서 논의된 “원자로냉

각재 유량 완전 상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된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결과는 터빈정지시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외부부하 상실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외부부하 상실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과의 유사성 때

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한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외부부하 상실사건은 복수기 진공상실사건의 각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라) 결론

외부부하 상실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2) 터빈 정지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터빈 정지는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터빈 

정지 사건은 터빈 정지신호를 유발할 수 있는 터빈 발전기 제어계통 (Turbine  

Generator Control System)의 잘못된 터빈 정지신호에 의하여 발생한다. 터빈 

정지신호는 터빈정지밸브를 차단시킨다. 본 사건은 증기량 감소를 유발하는 원인

을 제외하면 3.2.1.나.(1)의 “외부부하 상실” 사건시 나타나는 계통의 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터빈이 정지되면 터빈정지밸브가 차단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로부터 터빈으로

의 증기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터빈 정지시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

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가한

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

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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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

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터빈 정지사건의 결과는 3.2.1.나.(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터빈 정지사건은 원

자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유량이 점차 감소한다고 가정하지만,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은 터빈정지와 함께 급수유량이 순간적으로 완전 상실된다고 가정한다. 그러

므로 터빈 정지사건에 비하여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시 이차측의 열제거 능력이 

더 감소하게 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더욱 높다. 핵연료 건전성의 관점

에서, 터빈 정지 사건시에는 원자로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

다. 따라서, 초기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다. 터빈 정지시 소외전원

상실을 가정하게 되면 3.2.1.다.(1)에서 논의된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결과는 소외전

원상실을 수반한 터빈 정지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터빈 정지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터빈 정지사건은 복수기 진

공상실사건의 각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라) 결론

터빈 정지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 보

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3) 복수기 진공 상실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복수기 진공 상실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원자로 수

명 전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발생할 수 있는 PC-2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은 복수기 냉각에 공급되는 냉각수계통의 고장,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복수기 진공계통의 고장 또는 터빈 랜드 (Gland)를 통



- 147 -

하여 공기의 과도한 누설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터빈은 복수기 진공 상

실의 원인이 발생함과 동시에 터빈이 정지되고 터빈정지밸브가 닫힌다고 가정한

다 (터빈정지밸브의 작동시간이 증기관 및 급수관의 차단밸브 작동시간 보다 더 

짧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수기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주급수 펌프가 정지하

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주급수유량

이 순간적으로 상실된다고 가정하 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복수기 진공 상실로 인하여 터빈 정지밸브가 폐쇄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

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 또는 증기관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본 사건의 주 관심은 일차계통 첨두압력의 설계 제한치 초과 여부이며 일차계

통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출력분포 효과를 고려한 노심 열속 증가

-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온도 증가

-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단일고장은 과도상태시 일차계통의 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변수를 채택한다. 평

가결과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은 가압기 안전밸브 (Pressurizer Safety Valve 

: PSV) 3개중 하나의 고착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

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 상실을 동시사

건으로 가정하 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복수기 진공상실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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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발전소

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다. 그

리고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3.2-5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조건

들은 복수기 진공 상실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차계통의 첨두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 다. 증기발생기 증기 고압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가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보다 먼저 발생하게 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은 감소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증기발생기 압력 계측기가 고장인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주냉각재펌프가 정지될 경우 일차계통의 압력

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시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③ 결과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을 그림 3.2-13부터 그림 3.2-

18에 나타내었으며, 표 3.2-6에는 과도 상태시 주요 사건의 발생시간을 요약하

다. 

복수기 진공이 상실되고 증기발생기에 의한 열제거가 감소되면서 일차계통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고, 8.4초에 가압기 압력이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된다. 0.975초의 신호지연시간 후인 9.375초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

생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차단밸브와 주급수관/주증기관의 차단밸브가 10초의 

Stroking Time을 가지면서 개방 및 폐쇄를 시작한다. 증기발생기 압력은 사고 

발생 후 9.6초만에 최대 압력 10.19 ㎫에 도달하고,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은 

14.2초에 최대 압력 18.24 ㎫에 도달하 다. 가압기 안전밸브는 가압기 압력이 

17.51 ㎫ 이상이 되는 시점인 10.6초에 개방되었다가, 가압기 압력이 13.86 ㎫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인 23.9초에 닫혔다.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발생 이후 

일차계통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한치인 1.41 이상으로 유지된다.

(라) 결론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의 과도상태 기간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

대 압력이 18.7 ㎫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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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

다.

(4)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증기관 차단밸브(Main Steam Isolation Valve; MSIV) 폐쇄는 이차계통에 의

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PC-2 사건에 해당한다.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 

사건은 잘못된 폐쇄 신호에 의해 갑자기 증기관 차단밸브가 동시에 차단되면서 

발생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주증기 차단밸브가 닫히면 증기발생기로부터 터빈으로의 증기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 사건시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

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증가하게 된

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

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 또는 증기관 고압력 설정치에 의하여 탐

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

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

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사건의 결과는 3.2.1.나.(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

실” 사건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사건은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유량이 점차 감소한다고 가정하

지만,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은 터빈정지와 함께 급수유량이 순간적으로 완전 상

실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사건에 비하여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시 이차측의 열제거 능력이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더욱 높다. 핵연료 건전성의 관점에서,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사건시에는 

원자로계통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 핵비등

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다.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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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전원상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사건은 복수기 진

공 상실사건의 각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라) 결론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

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5)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

하는 사건으로 PC-2에 해당한다.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은 

외부 급전망(External Grid)의 완전상실이나 소내 교류 배전계통의 상실에 의하

여 발생한다. 이 경우 비상 전원은 디젤발전기에 의하여 발전소에 공급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교류전원이 상실되면 밸브들의 작동으로 증기발생기로부터 터빈으로의 증기유

량과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주냉각재펌프가 감

속하여 냉각재 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

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면서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 또는 

주냉각재펌프축 저속 속도 제한치에 의하여 탐지되는데, SMART 특성에 의하면 

주냉각재펌프 저속도 설정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가 우선적으로 발생한다. 원

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

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의 결과는 3.2.1다.(1)에 제시된 “원자로냉각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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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완전 상실” 사건과 동일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는 3.2.1.

나.(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보다 덜 제한적이다. 비 비상 교류전

원 상실사건시에는 주냉각재펌프축의 저속도 설정치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가 이

루어지는 반면에,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시에는 가압기 고압력 설정치에 의해 시

간 지연되어 원자로가 정지된다. 따라서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에 비하여 복

수기 진공 상실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첨두 압력이 높다.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관점에서 복수기 진공 상실 사건보다 더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단일 고장은 없다.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이 3.2.1.다.(1)에 논의된 

“유량 완전 상실” 사건보다 덜 제한적이다.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사건은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초기사건이므로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비 비상 교류전원 상실 사건에 적용된다.

(라) 결론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 비상교류전원 상실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

통의 최대 압력이 18.7 ㎫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

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

장된다.

(6) 정상 급수 유량 상실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정상 급수 유량 상실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PC-2에 

해당한다. 정상 급수 유량 상실 사건은 한 대 또는 두 대의 주급수 펌프가 상실

되거나 급수제어계통의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급수제어밸브가 폐쇄됨으로써 발생

한다.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모든 급수밸브가 차단되는 경우이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모든 급수밸브의 차단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유량이 감소하면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

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계통의 압

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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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

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

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의 결과는 3.2.1.나.(3)에 제시된 “복수기 진공 상

실” 사건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정상 급

수 유량 상실사건은 원자로 정지 이후에 주증기유량이 차단되지만,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은 정상 급수 유량의 완전상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정지 이전에 주증기

유량이 차단된다. 이런 부가적인 조건은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에 비하여 복수

기 진공 상실 사건시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을 더 감소시키므로 더 높

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첨두압력을 일으킨다. 핵연료 건전성의 관점에서,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시에는 원자로의 압력이 증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

다. 따라서, 초기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탈률이다. 정상 급수 유량 상실

시 소외전원상실을 가정하게 되면 3.2.1.다.(1)에서 논의된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된다. 따라서,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결과는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가압관점과 핵연료건전성 관점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한 복수기 진공 상실 사

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

은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은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의 각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라) 결론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

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7)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배관 파단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급수 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고로 PC-5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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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의 급수관 파단 사고시 격납건물 외부 또는 격납건물 내부 사이에 위치

하는 모든 급수관의 파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가상의 급수관이 파단되면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에 있는 유체가 파단면으

로 역류하여 방출된다. 그러나 급수관의 각 섹션 Pipe에는 역류방지밸브 (Check 

Valve)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급수관의 유체는 파단면으로 역류하지 

않는다. 급수관 차단밸브가 닫힌 후에는 파단 위치에 따라 계통 경향이 상이한

데, 차단밸브 상단에서 파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단 부위를 통한 냉각수 방출이 

중지된다. 이에 반하여 차단밸브 하단에서 파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수관 차단

밸브가 닫힌 후에도 파단이 발생한 급수관 압력과 격납용기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파단 부위를 통하여 냉각재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에서 

열전달이 감소하면서 일차 계통의 과압이 이루어진다.   

파단면을 통한 급수의 과다 방출로 건전한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유량이 감소하

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

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면서 일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의하

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

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

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

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본 사고의 주 관심은 일차계통 첨두압력의 설계제한치 초과 여부이며, 일차계

통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출력분포 효과를 고려한 노심 열속 증가

-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온도 증가

-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단일고장은 과도상태시 일차계통의 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변수를 채택하 다.  

평가결과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은 가압기 안전밸브 3개중 하나의 오작동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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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 상실을 동시사건으로 가정하 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파단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

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

을 계산한다. 그리고 사고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 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3.2-5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조건

은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파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차계통의 첨두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 다. 격납건물 외부 급수관 파단의 경우 파단부위의 지름

이 200 ㎜ 인 관이 양단 파단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역류방지밸브 중 하나가 

고장인 것을 단일고장으로 가정하 다. 격납건물 내부에서 파단이 발생할 경우 

파단부위의 지름 150 ㎜의 관이 양단 파단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격납

건물 내부에서 급수관 파단이 발생하더라도 격납건물의 압력은 일정한 것으로 가

정하 으며, 원자로 정지시 주냉각재펌프가 정지되는 경우 일차계통의 압력이 더

욱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시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격

납건물 외부에서의 배관 파단사고와 내부의 배관 파단사고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파단 부위의 크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파단 부위를 통하여 방출

되는 유량이 매우 크고 방출되는 시간이 매우 작아서 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인하여 이차계통 냉각수 

방출량에는 큰 향이 없기 때문이다.  

③ 결과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급수관 파단사고시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

수력 거동을 그림 3.2-19부터 그림 3.2-24에 나타내었으며, 표 3.2-7에는 과도

상태시 주요 사건의 발생시간을 요약하 다.

격납건물 외부 급수계통 배관이 파단되고 증기발생기에 의한 열제거가 감소되

면서 일차계통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한다. 9.116초에 가압기 압력이 원자로 정

지 설정치에 도달하 고, 10.091초부터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피동잔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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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계통의 차단밸브와 주급수관/주증기관 차단밸브가 10초의 Stroking Time을 가

지면서 개방 및 폐쇄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14.8초만에 최대압력   1

8.28 ㎫에 도달하 다. 가압기 안전밸브는 가압기의 압력이 17.51 ㎫ 이상이 

되는 시점인 11.4초에 개방되었다가, 가압기 압력이 13.86 ㎫ 이하로 떨어지는 

21.2초에 닫혔다.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발생 이후 일차계통 압력 증가로 인

해 제한치인 1.41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라) 결론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파단사고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

대 압력이 18.7 ㎫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되므로 핵

연료는 냉각 가능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8)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은 이차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고로 PC-5에 해당한다. 가상의 급수관 파단시 안전보호용기 내부에 위치하는 

모든 급수관의 파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가상의 급수관 파단사고가 발생하면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에 있는 유체가 

파단면으로 역류하여 방출된다. 그러나 급수관의 각 섹션 Pipe에는 역류방지밸

브 (Check Valve)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급수관의 유체는 파단면으로 

역류하지 않는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에서 급수관 파단이 발생하면 파단이 발생한 

급수관 압력과 안전보호용기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파단 부위를 통하

여 냉각재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에서 열전달이 감소하면서 일차 계

통의 과압이 이루어진다.   

파단면을 통한 급수의 과다 방출로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출력이 변하면서 일차계

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고압력 경보 및 정지 설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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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탐지되어,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의 결과는 3.2.1.나.(7)에 제시된 “격

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의 결과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이는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시 고려되

는 관의 지름 (80 ㎜)이 격납건물 내/외부에서의 급수계통 배관의 크기보다 적

고,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 핵연료 건전성

의 관점에서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시에는 원자로의 압력이 증

가하므로 핵비등이탈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 핵비등이탈률이 최소 핵비등이

탈률이다.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는 격납건물 내/외부에의 급수

계통 배관 파단사고의 유사성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관점과 핵연료건전

성 관점에서 격납건물 내/외부에서의 급수배관 파단사고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라) 결론

안전보호용기 내부의 급수배관 파단사고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이 18.7 ㎫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

소 핵비등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되므로 

핵연료는 냉각 가능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9)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사건은 원자로의 주요 기기를 냉각하는 냉각계통의 유

량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사건으로 사건등급 PC-2에 해당한다. 기기냉각계통 유

량 상실 사건은 기기냉각계통의 급수제어밸브가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폐쇄됨으

로써 발생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모든 급수밸브의 차단으로 인하여 기기냉각계통으로 공급되는 급수유량이 차단



- 157 -

되면 주냉각재펌프 (MCP) 냉각기, 제어봉집합체 (CEDM) 냉각기, 가압기 냉각기

를 통한 열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계통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도기는 냉각재 도계수의 향으로 초기상태와 다른 출력 준

위에서 정상상태는 유지될 수 있지만, 기기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주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원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키게 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

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

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

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발

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

다.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3.2-5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기기냉각

계통 유량이 상실되면 기기냉각계통의 유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며 기계적인 손

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기냉각계통을 통하여 제거되지 못하는 열량은 가압기,  

MCP 4대, CEDM 각각 134 ㎾, 99.4×4 ㎾, 210 ㎾로 가정하 다. 원자로는 운

전원이 기기냉각유량 상실이 발행하고 100초 후에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 다.

③ 결과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사건의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

을 그림 3.2-25부터 그림 3.2-28에 나타내었으며, 표 3.2-8에는 과도상태시 주

요 사건의 발생 시간을 요약하 다.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이 발생한 후 일차계통에 더해지는 열량은 742 ㎾로  

100% 노심출력 330 MW에 비하여 작은 양이다. 따라서, 일차계통의 냉각재 압력

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기기 상태를 운전원이 파악하여 사건 발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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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후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 으며 100.5초에 트립 차단기가 개방되었다. 1

10초에 피동잔열제거계통 밸브가 완전 개방되고 주증기 및 주급수 차단밸브 완전 

폐쇄되면서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일차계통이 냉각되기 시작한다. 120.2초

에 일차계통은 최대압력 16.92 ㎫에 도달한 이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발생 이후 일차계통 압력의 증가로 인하여 제한치인 1.

41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라) 결론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사건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압력

이 18.7 ㎫ 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최소 핵비등

이탈률이 1.41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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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전 출력 운전시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사건 초기조건

계통 변수 계산값

노심 열 출력, %

증기발생기 통과 유량, ㎏/s

노심 통과 유량, ㎏/s

가압기 End Cavity 압력, ㎫

가압기 End Cavity 유체 온도, K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구 온도, K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온도, K

급수 유량, ㎏/s

이차계통 급수 온도, K

이차계통 증기헤드 압력, ㎫

이차계통 증기 온도, K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102

1596.5

1535.8

15.2

363.5

588.2

549.6

155.7

453.2

3.3

514.5

-10.0

표 3.2-6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의 사건경위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

8.40

9.375

9.6

9.875

10.6

12.3

14.2

19.375

22.2

23.9

2000.

복수기 진공 상실사건 발생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도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개방 시작

주증기 및 주급수 차단밸브 폐쇄 시작

MCP 유량감소 시작

최대 증기발생기 압력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시작

가압기 안전밸브 완전 개방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완전 개방

주증기 및 주급수 차단밸브 완전 폐쇄

가압기 안전밸브 폐쇄 시작

가압기 안전밸브 완전 폐쇄

계산 종료

 

17.0 ㎫

 

 

 

 

10.19 ㎫

 

> 17.51 ㎫

 

18.24 ㎫

 

 

<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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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사고의 사건경위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

9.116

10.091

10.591

11.4

13.1

14.8

20.091

21.2

22.9

2000.

격납건물 외부 급수계통 배관 파단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도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개방 시작

주증기 및 주 급수 차단밸브 폐쇄 시작

MCP 유량감소 시작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시작

가압기 안전밸브 완전 개방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완전 개방

주증기 및 주급수 차단밸브 완전 폐쇄

가압기 안전밸브 폐쇄 시작

가압기 안전밸브 완전 폐쇄

계산 종료

0.031416 ㎡

17.0 ㎫

 

 

 

 

 

> 17.51 ㎫

 

18.28 ㎫

 

 

< 13.86 ㎫

 

표 3.2-8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사건의 사건경위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

100.0

100.5

110.0

120.2

2000.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

운전원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잔열제거계통 밸브 개방 시작

주증기 및 주급수 차단밸브 폐쇄 시작

MCP 유량감소 시작

원자로 트립 차단기의 개방

잔열제거계통 밸브 완전 개방

주증기 및 주급수 차단밸브 완전 폐쇄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계산 종료

 

 

 

 

 

 

 

 

16.921 ㎫



- 161 -

0 1 0 2 0 3 0 4 0
0 .0

0 .2

0 .4

0 .6

0 .8

1 .0

1 .2

C
or

e 
Po

w
er

 F
ra

ct
io

n,
 -

T im e , se co n d s

그림 3.2-13 시간에 따른 노심출력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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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시간에 따른 반응도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 162 -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1 4

1 5

1 6

1 7

1 8

1 9

2 0

PZ
R

 P
re

ss
ur

e,
 M

Pa

T im e , s e c o n d s

그림 3.2-15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0 1 0 2 0 3 0 4 0 5 0

0

1 0

2 0

3 0

PS
V 

Fl
ow

 R
at

e,
 k

g/
se

c

T im e , s e c o n d s

그림 3.2-16 시간에 따른 Gas Cylinder Safety Valve 유량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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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온도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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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시간에 따른 증기발생기 압력 변화 

(복수기 진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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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시간에 따른 노심출력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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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시간에 따른 노심출력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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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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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시간에 따른 Gas Cylinder Safety Valve 유량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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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온도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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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시간에 따른 증기발생기 압력 변화

(격납건물 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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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시간에 따른 노심출력 변화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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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시간에 따른 반응도 변화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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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시간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변화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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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1)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운전조건 PC-3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출력 운전모드에서 예상치 않게 모든 주냉

각재펌프로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되어 고속 또는 저속으로 운전 중인 4 대의 주

냉각재펌프가 동시에 정지됨으로써 일차측 강제순환 유량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

건이다. 이 사건은 어떠한 냉각재 유량 상실사건보다 더 심각한 최소 핵비등이탈

률을 발생시킨다. 

모든 주냉각재펌프로 공급되는 전원이 동시에 상실되면 주냉각재펌프 저속도에 

의하여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며,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제어봉

이 삽입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피동잔열제거

계통이 작동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

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원자로 냉각재 유량감소사건에서 중요한 관심 인자는 고온수로 최소 핵비등이

탈률인데, 이 인자로 핵연료 설계기준이 위배되었는지를 판명하며 또한 핵연료 

손상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부적  핵비등이탈률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냉각재 온도

- 냉각재 압력

- 국부적 열속 (반경 및 축방향 출력분포 향 포함)

- 냉각재 유량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모든 주냉각재펌프에 전원이 상실되면 원자로 노심을 통과하는 냉각재 유량이 

감소한다. 냉각재 유량의 감소로 인하여 노심 평균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핵비등이탈 여유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설정치 이하

로 감소하면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원자로는 정지된다. 주냉각재펌프 유량이 

완전 상실된 후, 원자로 열제거는 자연순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은 증기발생기에서 이루어진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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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비상운전절차서에서 규정한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서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전환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가압기는 과도 중 원자로냉

각재계통 유체의 초기 팽창을 보상해 줌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과 부피 변

화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터빈 정지로 인하여 일차계통의 열제거원 상실과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의 상승을 유발하며, 필요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의 상승은 일차계통 안전밸브에 의해 제한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

을 계산한다. 사건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거동 해

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3.2-9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조건

들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에 의해서 야기되는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선택되었다.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

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동시사건으로 고려하 고, 사건

발생 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4 개 트레인 중 1 개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

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하 다. 최소 노심출력은 사건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열을 최대화한다. 사건 발생 중 핵비등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은 노

심출력 운전 제한치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낮은 노심 입구 온도와 높은 일차

계통 압력이 선정되었다.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최소값을 사용하고, 반경방향 첨

두계수는 디지털감시계통에 의해 허용되는 노심출력 운전 제한치에서 시작되도록 

이미 선정된 다른 조건들을 이용하여 구한다.  

③ 결과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의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

력 거동은 그림 3.2-29부터 그림 3.2-32에 나타내었으며, 표 3.2-10에는 과도

상태에 대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 다. 

사건은 0초에 4 대의 주냉각재펌프가 동시에 정지하면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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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재펌프는 관성 서행을 시작하고 원자로 냉각재 유량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주냉각재펌프 속도가 정격속도의 80%에 도달하면 원자로 정지신호에 도달하고 

0.3초의 지연시간 후 펌프 저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되면서 급수 

및 증기관 차단밸브의 차단이 시작되며 4개의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중 3개

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림 3.2-29와 그림 3.2-30에는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 해석의 주요 안전성 관련 변수인 최소 핵비등이탈률과 가압기 압력 변

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핵비등이탈률은 최저값이 1.48로써 기준치인 

1.41을 상회하고 있다. 최대 압력은 16.39 ㎫로 기준치인 18.7 ㎫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림 3.2-31과 그림 3.2-32에는 장기적인 계통의 거동을 보여준다. 일

차측과 이차측 압력은 전 기간동안 압력 차이를 유지하고 있고 증기발생기 입구

와 출구 온도도 계속 온도차가 유지되고 있어 일차측으로부터 이차측으로의 열전

달이 원활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으로 일

차측의 잔열을 증기발생기를 통해 제거하여 계통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

준다.

(라) 결론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

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사건중 발생하는 최소 핵비등이탈

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 원자로 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원자로 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사건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운전조건 PC-2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출력 운전모드에서 예상치 않게 주냉각재

펌프로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되거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하여 고속 또는 저속으로 

운전 중인 주냉각재펌프가 1대, 2대 또는 3대가 정지됨으로써 일차측 강제순환 

유량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건이다.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주냉각재펌프에 전원이 상실되거나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면 원자로 노심을 통

과하는 냉각재 유량이 감소한다. 냉각재 유량의 감소로 인하여 노심 평균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핵비등이탈 여유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주냉각재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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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설정치 이하로 감소하면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원자로는 정지된다. 

주냉각재펌프 유량이 완전 상실된 후, 원자로 열제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

하여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와 압

력이 비상운전절차서에서 규정한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능동잔열제거계통으로 전환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원자로 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사건은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사건보다 

원자로의 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

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통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는 3.2.1.다.

(1)의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 사건과 관련된 과도상태보다 덜 심각하

거나 유사한 정도의 과도상태 핵비등이탈률을 일으킨다. 본 사건의 과도상태는 

3.2.1.다.(1)의 “원자로 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 사건과 유사하고 그 사건 역 

내에 포함된다.

(라) 결론 

주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최대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사건중 발생하는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3)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 사고는 출력운전모드에서 한 개의 주냉각재

펌프의 회전자가 기기 고장 또는 펌프의 탈축 등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못하고 고

착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PC-4로 분류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가 고착되면 노심 유량이 순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원

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는데, 부의 특성을 가지는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하여 

노심출력은 줄어들게 된다.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면서 줄어든 냉각재 유량으로 인해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냉각재

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 낮은 온도의 냉각재가 노심에 유입되면 출력 및 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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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게 되고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낮아지게 된다. 

(다) 향 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 사고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

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 

변화 등을 계산한다. 사고 해석시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결과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표 3.2-1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조

건들은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자 고착 사고에 의해서 야기되는 허용핵연료설

계제한치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선택되었다. 최소 노심출력은 사고 발생시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가열을 최대화한다. 사고 발생 중 핵비등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사고는 노심출력 운전 제한치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높은 노심 입구 온

도와 높은 일차계통 압력이 선정되었다. 원자로 냉각재 유량은 최대값을 사용하

고, 반경방향 첨두계수는 디지털감시계통에 의해 허용되는 노심출력 운전 제한치

에서 시작되도록 이미 선정된 다른 조건들을 이용하여 구한다. 

③ 결과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의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

수력 거동은 그림 3.2-33부터 그림 3.2-38에 나타내었으며, 표 3.2-12에는 과

도상태에 대한 주요 사고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 다. 

사고 초기 출력이 급감하는데, 이는 노심 유량이 줄어들어 원자로 냉각재 온도

가 증가함으로 인해 음의 반응도가 삽입된 결과이다 (그림 3.2-33). 그러나 냉

각재 유량 감소로 인해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의 냉각재 온도가 낮아지고 (그림 

3.2-34), 낮은 온도의 냉각재가 노심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양의 반응도 삽입 효

과로 다시 출력은 증가하게 된다. 증가된 출력은 다시 반응도 궤환 효과의 향

으로 감소하여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2-36). 일차측과 이차측

의 열균형을 맞추기 위해 증기발생기 입/출구의 온도차가 초기의 37℃에서 46℃

로 커진다 (그림 3.2-35). 과도 초기 냉각재 도 감소로 인해 음의 반응도가 

삽입되고 이로 인해 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노심출력이 감소함에 따라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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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낮아지고 양의 도플러 반응도 삽입이 이루어지는데, 냉각재 도와 핵연

료 온도에 의한 반응도 궤환 효과는 서로 반대의 부호를 가지고 작용하여 전체적

인 과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유량은 급속히 감소

하여 약 30초 정도에 최소 값에 도달하고, 이후 정격유량의 80.6%에서 정상상태

를 유지하 다 (그림 3.2-37). 본 사고시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1.45 다 (그림 

3.2-38).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시에 원자로 정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심

출력, 가압기 압력, 냉각재 온도, 최소 DNBR은 정상 운전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완화되어 계통이 정상상태에 도달하 다. 

(라) 결론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사고동안 가압기 안전밸브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 ㎫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4)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축 파단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축 파단 사고는 출력운전모드에서 한 개의 주냉각재펌프

와 펌프 모터를 연결하는 축이 파단되어 발생하는 사고로 PC-4에 해당하는 사고

이다. 이 때 주냉각재펌프는 Free-wheeling을 하게 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주냉각재펌프의 축이 파단되면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노심 유량이 감소하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고, 부의 특

성을 가지는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하여 노심출력은 감소하게 된다.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면서 줄어든 냉각재 유량으로 인해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낮아진다. 낮은 온도의 냉각재가 

노심으로 유입되면 출력 및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최소 DNBR은 낮아지게 된다. 

(다) 향 분석 및 결과

주냉각재펌프 유로에서 역방향 유로의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단

일 주냉각재펌프 축 파단사고는 회전자 고착사고의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과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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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일으킨다. 따라서 축 파단사고의 해석결과는 3.2.1.다.(3)의 “단일 주냉각

재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 관련된 과도상태와 유사한 정도의 과도상태 핵비등이

탈률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본 사고의 과도상태는 3.2.1.다.(3)의 “단일 주냉각

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와 유사하고 그 사고 역 내에 포함된다.

(라) 결론

단일 주냉각재펌프의 축 파단 사고의 과도상태 거동 동안 핵비등이탈률은 1.41 

이상으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사고동

안 가압기 안전밸브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 ㎫ 이하로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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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원자로 유량 완전상실사고의 초기조건

계통 변수 값

초기 노심출력, 정격치의 %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감속재 도 반응도가

연료 온도 반응도가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최대 축방향 첨두 계수

최대 반경방향 첨두 계수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제어봉 낙하시간, 초

초기 가압기 압력, ㎫

98.0

98.0

103.0

0.3

0.5

Least Negative

Most Negative

+0.40

1.8898

1.7047

-10

8.0

15.25

표 3.2-10  원자로 유량 완전상실사고의 주요 사고 전개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

1.28

1.58

2.08

5.50

15.50

200.0

4대 주냉각재펌프 전원 상실

주냉각재펌프  저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도달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주급수 및 주증기 차단밸브 폐쇄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개방

원자로 트립 차단기 개방

최소 핵비등이탈률 도달

가압기 최대 압력 도달

계산 종료

-

80% of MCP Speed

10초 소요

10초 소요

1.48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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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시 사용된 초기값

계통 변수 값

초기 노심출력, 정격치의 %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감속재 도 반응도가

연료 온도 반응도가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최대 축방향 첨두 계수

최대 반경방향 첨두 계수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제어봉 낙하시간, 초

초기 가압기 압력, ㎫

98.0

98.0

103.0

1.125

0.5

Most Negative

Least Negative

+0.40

1.8898

1.7047

-10

8.0

15.25

표 3.2-12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시 사고 경위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0.5

12.5

27.0

34.5

51.0

500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출력 최소에 도달 

압력 최소에 도달 

출력 최대에 도달 

DNBR 최소에 도달 

압력 최대에도달 

계산 종료

정격 출력의 58.6%

15.02 ㎫
정격 출력의 104.7%

1.45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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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DNBR (원자로 유량 완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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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가압기 압력 (원자로 유량 완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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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계통 압력 장기거동 (원자로 유량 완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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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계통 온도 장기거동 (원자로 유량 완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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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노심출력 (회전자 고착)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Te
m

pe
ra

tu
re

, K

Time, seconds

 SG inlet
 SG outlet

그림 3.2-34 냉각재 온도 (회전자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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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반응도 (회전자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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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가압기 압력 (회전자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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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노심 유량 (회전자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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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DNBR (회전자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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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1) 미임계나 저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미임계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군의 구동 제어 

장치의 고장이나 원자로 출력 제어 및 보호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노심이 미임계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는 사건으로 PC-2에 해당한다. 미임계 운전상

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고려되는 단일 고장은 사건 발생후 피동잔열

제거계통의 네 트레인 중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 사건은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의 고착이다.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 운전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면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 속도와 인출시 노심 동특성

에 따라 정(+)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심출력, 냉각재 온도 및 계통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은 시간에 따른 노심출력의 

재분포를 야기한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하여 원자로는 출력증배계수 및 노심 고

출력 신호에 의하여 정지하게 되며, 이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신호 지연 시간이 지난 이후 주급수 및 

주증기 차단밸브는 10초 이내로 폐쇄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밸브들은 10초 이

내로 개방되는 것으로 설정하 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미임계나 저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원

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

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

여 분석한다. 

② 해석 초기조건 및 가정

미임계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제어봉집합체군의 최대 반응

도 인출률,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인출 속도는 각각 511.5 pcm/㎝와 50 ㎜/초이

며, 이때의 반응도 인출 속도를 계산하면 2557.5 pcm/초이다. 초당 2557.5 pcm

의 반응도가 인출되도록 초기 사건을 가정하 다. 미임계 상태하에서 제어봉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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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군 인출시에는 노심출력이 증가하여 핵연료 온도 및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연료온도계수 및 냉각재 도계

수는 최소 값을 적용하 다.

③ 결과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은 노심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어

봉집합체군이 인출되는 사건으로, 단시간 내에 과도한 반응도가 주입되어 노심출

력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의 해석이 주요 관점이므로 최대 반응도 인출 속도를 가

정하 다(2557.5 pcm/초). 표 3.2-13에는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

군 인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었다. 사건 시작 후 0.002초에 출력증배계수

는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도달한다.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도달한 후 신호 지연

시간 0.5초 및 트립 차단기 개방 시간 0.5초를 합한 1.0초 동안 노심출력은 계

속 증가하게 되는데, 최대 노심출력은 261%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3.2-39부터 그림 3.2-41에 사건 진행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나타내었

다. 노심출력의 증가에 따라 일차계통의 온도는 증가하며, 원자로 정지 후 서서

히 감소하게 된다. 주냉각재펌프는 저속 운전 모드로서 원자로 정지 후에도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노심의 열제거는 원활하게 이루어져, 최대 노심 입구온도는 약 

28℃로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

(라) 결론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 결과 일차계통

의 압력은 초기 압력에 비하여 크게 변하지 않아 허용기준인 18.7 ㎫ 이내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일차계통 냉각재 온도의 증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 DNBR

은 허용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군의 구동 제어 장치의 

고장이나 원자로 출력 제어 및 보호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원자로가 출력 운전상

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어 발생하는 사건으로 PC-2에 해당한다. 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고려되는 단일고장은 사건 발생 후 피

동잔열제거계통의 네 트레인 중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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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의 고착이

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외부전원 상실로 인한 주냉각재펌프의 정지를 추가적

인 동시 사건으로 고려하 다.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 운전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면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 속도와 인출시 노심 동특성

에 따라 정(+)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심출력, 냉각재 온도 및 계통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로 인하여 원자로의 주요 변수가 노

심 고출력, 가압기 고압력 및 최저 핵비등이탈률 등과 같은 원자로 정지 설정치

를 초과하게 되면 원자로는 정지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신호 지

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급수 및 주증기 차단밸브는 10초 이내로 폐쇄되고, 피

동잔열제거계통 밸브들은 10초 이내로 개방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피동잔열

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출력 운전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

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 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DNBR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

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 (노심출력, 출구 온

도, 유량, 계통의 압력, 반응도가 등)들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출력 운전중 제

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제어봉집합체군의 최대 인출 반응도율은 HFP (Hot    

Full  Power) 및 HZP (Hot Zero Power) 상태에서의 각각 1738.5 pcm/초 및  

1826.5 pcm/초이다. 그러나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최대 반응

도 인출 속도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과도한 반응도 인출로 인해 즉각

적으로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게 되어 핵연료 건전성 평가 기

준인 DNBR에 심각한 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원자로 정지를 

가능한 늦추어 DNBR에 가장 심각한 향을 줄 수 있는 반응도 인출 속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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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자로 정지 시점을 늦추기 위하여 

핵연료온도계수 및 냉각재 도계수는 최대 값을 사용하 다.

③ 결과

반응도 인출 속도를 비롯한 초기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DNBR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반응도 인출 속도 및 초기조건을 파악하 다. 노심출력의 범

위는 98% ∼ 102%, 노심 입구 온도의 범위는 265℃ ∼ 275℃, 가압기 압력의 

범위는 14.75 ㎫ ∼ 15.25 ㎫, 노심 유량의 범위는 97% ∼ 103%를 고려한 초

기조건에 대하여 각각 TASS/SMR을 이용한 사건 해석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를 

입력으로 하여 MATRA 코드에 의한 DNBR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노심출력 98%, 노심 입구 온도 275℃, 가압기 압력 15.25 ㎫, 노심 유량 103%

의 초기조건에서 5 pcm/초의 반응도 인출 속도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 DNBR이 발생하 다. 5 pcm/초 미만의 반응도 인출율인 경우

에는 노심출력의 증가율이 매우 작아 핵연료온도 및 냉각재 도 궤환 효과에 의

하여 핵연료 및 냉각재의 온도 증가가 억제되어 DNBR은 높게 유지된다. 이에 반

하여 5 pcm/초 이상의 반응도율의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는데, 반

응도율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시점이 점차 빨라져서    DNBR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4에는 DNBR이 최소가 되는 경우 (노심출력 98%, 노심 입구 온도   2

75℃, 가압기 압력 15.25 ㎫, 노심 유량 103%의 초기조건에서 5 pcm/초의 반응

도 인출 속도)에 대한 사건 진행 과정을 나타내었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반응

도율이 적기 때문에 노심출력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원자로 정지는 가압기 

고압력 신호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는 가압기 압력이 고압력 설정

치 도달 후 신호 지연시간인 0.975초가 경과되어 발생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신

호 발생과 동시에 주증기 및 주급수 밸브가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밸브들

이 열리기 시작한다. 또한 이 때에 비안전 전원 계통이 상실되는 것을 가정하여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되기 시작한다. 원자로 정지를 위한 정지 제어봉은 원

자로 정지신호 발생 후 0.5초 뒤에 낙하하기 시작한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에 따른 정 (+) 반응도 삽입으로 인하여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기까지 노심출력, 가압기 압력, 노심 입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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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핵연료 평균 온도는 단순 증가한다 (그림 3.2-42에서 그림 3.2-45). 그리고 

원자로 정지 후 노심 입구 유량은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함에 따라 감소하며, 

이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함에 따라 약 100 ㎏/초 수준을 회복한다 (그림 

3.2-46). 가압기 최대 압력은 17.2 ㎫로서 안전 허용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

나, 저 DNBR에 의한 원자로 정지 보호 기능을 해석에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 DNB

R은 안전 제한치인 1.41 이하로서 허용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 DNBR은 원자로 

정지 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냉각재펌프의 관성 서행

에 의한 노심 유량 감소로 인하여 열 제거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소 DNBR을 안전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정지 시

점을 앞당김으로서 비교적 낮은 노심출력 상태에서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되

도록 노심보호계통의 저 DNBR 설정치를 설정하 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저  

DNBR 설정치는 1.66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림 3.2-47은 시간에 따른 DNBR의 변

화를 보여준다. 

(라) 결론

출력 운전상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 결과 제어봉집합체군

의 인출 반응도율이 5 pcm/초인 경우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리고 저 DNBR 원자로 정지를 고려한 안전해석 수행 결과 최소 DNBR

은 1.42로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어봉집합체 오작동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①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제어봉집합체 낙하는 제어봉집합체의 제어봉집합체 구동 장치 지지 코일에 전

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어봉집합체 지지 장치의 기계적 고장에 의하여 발생하

며, PC-2에 해당한다.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에서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원자

로 정지를 일으키지 않고 출력이 감소하다 다시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원자로 정

지와 관련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단일고장 및 비안전 전원 계통의 상실과 같은 

동시사건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②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의 구동 제어 장치의 고장이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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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출력 제어 및 보호 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원자로가 출력 운전상태에서 단일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되어 발생하는 사건으로 PC-3에 해당한다.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 운전

①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제어봉집합체의 낙하로 삽입된 부 (-) 반응도는 초기에 노심출력을 감소시켜, 

냉각재 온도 및 원자로 계통의 압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부의 특성을 가지는 핵

연료온도계수와 냉각재온도계수에 의하여 노심출력은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러한 과도 기간중 원자로 보호 계통의 작동 여부에 따라서 원자로는 정지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시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지 않고 출력이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이다. 제어봉집합체가 낙하

하는 경우 부 (-) 반응도의 주입으로 노심출력, 냉각재 온도 및 원자로 계통의 

압력이 감소하고, 반경 방향 첨두 계수는 낙하후의 점근값으로 증가한다.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의 감소는 부 (-)의 특성을 가지는 핵연료온도계수와 냉각재 도

계수로 인해 정 (+)의 반응도 삽입을 야기하여 노심출력은 다시 증가하게 되어, 

원자로는 정지되지 않으면서 DNBR은 감소하고 핵연료 온도는 증가하게 된다. 장

기적으로 원자로 계통 및 BOP (Balance Of Plant) 계통은 과도 초기에 비하여 

다소 낮은 상태에서 안정화된다.

②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단일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되면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인출 속도와 인출시 노심 

동특성에 따라 정 (+)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심출력, 냉각수 온도 

및 원자로 계통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전반적인 열수력학적인 경향은 출력 운전

중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과 비슷하지만,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의 경우 

제어봉집합체가 인출되는 위치에서의 출력이 국부적으로 증가해 반경 방향의 첨

두 계수가 달라지게 되어, 핵연료의 건전성이 국부적으로 더욱 저하될 수 있다. 

주요 계통 변수가 노심 고출력 정지 설정치 또는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게 되며, 이후 원자로의 냉각

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시 고려되

는 단일고장은 사건 발생 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네 트레인 중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사건은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

나의 정지 제어봉집합체의 고착과 외부전원 상실로 인한 주냉각재펌프의 정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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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 수학적 모델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 SMR 코드를, 그리

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은 핵연료의 건전성이 안전성 측면에서 주요 관심 변수

이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DNBR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 (노심출력, 출구 

온도, 유량, 계통의 압력 등)들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

체 낙하 사건의 원인은 제어봉집합체가 중력 또는 모터 구동력에 의하여 삽입되

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에서도 언급하 듯이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지 않고, 출력이 감소하다가 핵연료

온도계수 및 냉각재 도계수에 의해 출력이 다시 상승하는 경우이다. 전 출력 상

태에서 낙하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반응도가는 0.747%△ρ이며, 이때의 Radial 

Distortion Penalty Factor (RDPF)는 1.4091이다.

제어봉집합체의 낙하 속도는 중력에 의한 경우와 모터 구동력에 의한 경우가 

각각 250 ㎜/초 및 50 ㎜/초이며, 2000 ㎜ 제어봉의 길이를 고려하면 제어봉집

합체의 낙하 시간은 8초 혹은 40초이다.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의 진행 과정에

서 핵연료의 건전성에 향을 주는 기간은 제어봉집합체가 완전 낙하된 이후   

(Post Drop Phase)의 출력 증가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제어봉집합체의 낙하 

시간은 해석 결과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 본 해석에서는 최대 낙하 속도를 

고려한 8 초의 낙하시간을 사용하 다. 

RDPF 1.4091은 제어봉집합체가 완전 낙하된 이후의 값으로 낙하되기 이전의 

값은 1.0이다. 즉 RDPF는 제어봉집합체 낙하와 동시에 1.0에서부터 시작하여  

1.4091까지 증가한다. 이와 같이 RDPF는 사건 진행에 따라 변하지만 안전성 관

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어봉집합체 낙하 이후이므로 해석 초기부터 1.4091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이 경우 계산된 DNBR은 제어봉집합체 낙하시간 이후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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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유효하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핵연료온도계수 

및 냉각재 도계수는 최대 값을 사용하 다.

㉰ 결과

노심출력, 노심입구온도, 가압기 압력 및 노심 유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초기조건들에 대하여 사건 해석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를 입력으로 하여    

 MATRA 코드에 의한 DNBR 계산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심출력    

98%, 노심 입구온도 275℃, 가압기 압력 15.25 ㎫, 노심유량 103%의 초기조건

에서 최저 DNBR이 발생하 다. 표 3.2-15에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3.2-48에서 그림 3.2-51에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변

화를 나타내었다. 제어봉집합체는 사건 시작 후 8초에 낙하 종료되는데, 삽입된 

전체 반응도는 -0.747%△ρ이다. 노심출력은 8초에 최소 값인 81%에 도달하며, 

이후 도플러 및 냉각재 도 궤환 효과에 의하여 증가하기 시작한다. 사건 진행 

동안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한 정지신호는 발생되지 않으며 약 60초 이후에 초기 

출력보다 약간 낮은 95%에서 새로운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이때의 DNBR은 RDPF

에 의하여 1.15까지 감소하는데, 이는 제한치 1.41을 벗어났기 때문에 핵비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시 DNBR 제한치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기능이 요구된다. 실제로 Westinghous형 

및 CE형 가압경수로의 경우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과도한 출력 감소율에 대한 원

자로 정지신호를 고려하고 있다. 그림 3.2-52에는 RDPF에 따른 DNBR의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1.24 이하에서는 DNBR 제한치 1.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1.24 이상의 RDPF를 초래하는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하는 기능이 노심보호계통에 제공되어야 한다.

②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 수학적 모델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 SMR 코드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단일 제어봉제어봉 인출 사건은 핵연료의 건전성이 안전성 측면에서 주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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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DNBR을 적게 하는 방향으

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 (노심출력, 

출구 온도, 유량, 계통의 압력, 반응도가 등)들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단일 제

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의 원인은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Dead Band를 초과한 제어

되지 않는 인출이다. 여기서 Dead Band는 동일 제어군내에 속한 제어봉집합체들 

사이의 상대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어봉집합체간의 상대 위치가 Dead   

Band 이내인 경우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Dead Band에 

의하여 반경방향 출력 분포가 비 균일하게 될 수 있다. Dead Band에 따른 제어

봉집합체의 최대 반응도 인출율, 최대 인출 반응도가, Xenon Redistribution  

Penalty Factor (XRPF) 및   Static Distortion Factor (SDF) 등과 같은 노

물리 변수는 표 3.2-16에 나타내었다. 제어봉집합체 인출 반응도율은 제어봉집

합체의 인출속도 50 ㎜/초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인 해석을 위하여 핵연료온도계수는 최대값을, 냉각재 도계수는 -42.38 pcm/℃

를 사용하 다. 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시 최저 DNBR을 발생시키

는 초기조건은 출력 98%, 노심 입구온도 275℃, 가압기 압력 15.25 ㎫, 노심 

유량 103%으로,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에도 동일한 초기조건을 적용한다.

㉰ 결과

언급된 초기조건에서 Dead Band에 따른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2-53에는 Dead Band의 변화에 따른 최저 DNBR의 변

화를 나타내었다. 분석에 의하면 Dead Band가 15 cm 이상인 경우 최소 DNBR은 

제한치인 1.41 이하로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DNBR 제한치 이

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어봉집합체 Dead Band를 15 c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표 3.2-17에는 Dead Band를 15cm 이하인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3.2-54에서 그림 3.2-58에는 주요 변수들의 나

타내었다. 제어봉집합체의 인출 반응도가는 95.39 pcm이며, 인출 시간은 7.5초

이다. 제어봉집합체 인출에 따라 노심출력은 계속 증가하여 7.6초에 최대값인  

105.8%에 도달하며, 17.6초에 최대 핵연료 평균온도인 794 K에 도달한다. 약 6

0초 이후에는 노심출력 99% 수준에서 안정화된다. 최대 가압기 압력은 15.6 ㎫

이고 최소 DNBR은 1.41로서 각각 허용기준을 만족한다.

(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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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제어봉집합체 낙하 후 노심출력은 새로운 점근값인 95%에서 안정화되며,    R

DPF가 1.24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노심보호계통이 구성되면 

최소 DNBR은 DNBR 제한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Dead Band가 15 ㎝ 

이상인 경우 최소 DNBR은 DNBR 제한치를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NBR을   

DNBR 제한치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Dead Band 관련 노심보호계통이 구성

되어야 한다. 15 ㎝를 Dead Band 관련 설정치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저 DNBR은 제한치인 1.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제어봉집합체 이탈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는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사고

중의 하나로 노심설계기술개발 세부과제에서 핵연료의 건전성과 방사능 누출관점

에서 분석하 다. 본 내용은 노심설계기술개발분야에서 수행한 내용을 요약한 것

으로 안전해석 중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관련 사고를 일관성있게 기술하기 위

하여 수록하 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40, 42]에 기술되어 있다.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단일 제어봉집합체 이탈은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이나 제어봉구동장치 노즐의 

원주상 파열로부터 발생하며 PC-5에 해당한다.

(나)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제어봉집합체의 이탈에 따라 고출력 조건에 의해 원자로보호계통에 의한 원자

로 정지가 발생하고 제어봉집합체들이 노심 내로 낙하한다.

(다) 향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참고문헌 [40]에서 기술된 절차로 핵연료봉 내의 에너지 축적량을 결정한다. 

핵비등이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연료봉의 수는 참고문헌 [41]에 기술된  

SR-1 상관식을 이용하고 MATRA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노심해석코

드 MASTER로 예측한 시간에 따른 집합체 출력 변화로부터 DNB 해석에 가장 보수

적인 형태의 집합체 출력 첨두치 변화를 나타내는 Limiting Transi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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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를 선정하 으며, 이는 핵비등 이탈을 겪는 핵연료봉의 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핵연료봉이 핵비등 이탈을 겪을 때 피복재 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함

으로써 추가적인 보수성이 고려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핵연료 주기초와 주기말의 특성 조건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초기 원자로 상태가 

고려된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에 의해 가장 노심 및 핵연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

다 주는 조건들의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주요 노심 핵특성들의 초기조건들을 변

화시킨다. 각각의 초기조건에서 냉각재온도계수 (MTC), 핵연료온도계수 (FTC), 

이탈제어봉가 (ERW) 및 축방향 출력분포의 보수성을 고려한다. 제어봉집합체 위

치는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보다 깊이 삽입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표 3.2-18에 

불확실도를 포함한 최대 이탈제어봉가 및 제어봉집합체 위치를 나타내었다. 축방

향 출력분포는 이탈제어봉가가 최대가 되도록 노심 상부 편향 출력 분포를 선택

한다.

③ 결과

각 경우가 규제지침서 1.77에 설정된 기준을 만족하고 모든 경우에서 반경방향 

평균 연료봉 엔탈피가 고온 핵연료봉의 최고온 축방향 지점에서 280 ㎈/gm 이하

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초기 제어봉집합체 배열과 출력에 대해 분석을 수

행하 다. 엔탈피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경우는 주기초 75% 출력 상태이며, 소외 

방사능 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가장  많은 핵연료손상이 예

상되는 경우)는 전출력 주기말 초기조건에서 시작된 경우이다. 이 분석에서 사용

된 초기조건과 가정들은 표 3.2-19에 나타나 있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은 거의 순간적으로 양의 반응도를 삽입하여 노심출력을 급

격히 증가시키게 한다. 그렇지만 노심출력의 급격한 증가는 도플러 궤환 효과와 

지발 중성자 효과의 결합으로 중단된다. 이러한 출력 증가는 0.011초에 노심 고

출력 트립 설정치인 115%를 초과한 후 노심 최대 출력은 0.08초에 334%에 도달

한다. 1.66초에 정지 제어봉군이 노심으로 삽입되면서 노심출력이 감소하기 시

작한다. 그림 3.2-59와 그림 3.2-60에는 중요한 과도기간 동안에 노심출력 및 

집합체 출력 첨두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61은 DNB 분석에 사용된 축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2-62는 그림 3.2-60의 자료로부터 t1 = 0.03,   

t2 = 0.08, t3 = 1.67초로 선정된 LTC 이다. DNBR 분석은 고온 집합체 내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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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칭성을 고려한 45-수로 모형에 대하여 수행하 다.

노심 핵적 출력은 사고 발생 후 0.08초에서 최대 값을 가지며, 1.66초에서 원

자로가 정지된다. 이를 고려하여 DNBR 분석은 0 ∼ 2초 구간에서 0.01초 간격

으로 수행하 다. 원자로 물성치와 Gap Conductance는 표 3.2-20에 제시한 바

와 같이  DNB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설정하 다. 사고에 따른 고온 집합체 출력 

변화는 LTC로 계산되는 출력 첨두치 변화와 노심출력 변화를 곱하여 계산한다. 

SMART 노심의 Pin Census 자료로부터 Fpre는 0.2 ∼ 1.4, Fpost는 0.2 ∼  

1.6 범위 내에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63과 같은 모든 Pin Cens-

us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Fpre-Fpost 조합을 미리 선정하여 DNBR 계산을 수행

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3.2-21에 정리하 다.

확률론적 방법에서는 최소 DNBR에 해당하는 DNB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DNB 파

손이 발생하는 기대치를 평가한다. 표 3.2-21에 제시된 Fpre-Fpost 조합에 대

한 최소 DNBR 계산 결과로부터 내삽하여 Pin Census 자료에 나타나는 모든 연료

봉에 대한 최소 DNBR을 계산하 으며, 그 결과 DNB 파손율은 4.1%로 평가되었

다. 단열 가정을 이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된 엔탈피는 280 ㎈/gm을 초과하지 

않으며, 노드 평균으로 예측된 최대 핵연료 중심 온도는 그림 3.2-6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기초 전출력에서 1100℃ (1373 K)로 핵연료 용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의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시 10.0%의 핵연료봉이 핵비등이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규제지침서 1.77은 핵비등이탈의 시작이 피복재 파손을 예

측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용로에서와 마찬가지로 핵비등이탈 

시작을 피복재 파손과 동일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피복재 파손이 

생기는 핵연료봉의 백분율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방사선 결말 분석을 위한 기

본 입력 자료는 표 3.2-2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상용로에서는 파손된 제어봉구동장치 압력 하우징을 통해 격납건물

로 누출된 방사능은 격납건물 내에서 일시에 섞이고 대기로 누출이 가능한 것으

로 가정하며, 이차계통으로부터는 주증기 안전밸브와 대기방출밸브를 통해 냉각 

기간 동안 대기로 누출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SMART는 관류형 

증기 발생기를 압력 용기 안에 내장하는 일체형원자로의 특성상 상용로와는 다른 

방출 경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며 BOP 개념 설계 (안)을 바탕으로 현재 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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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입력 자료와 누출 경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상의 EAB에서의 방사선량을 

DNB, 1차 냉각재 누출율에 대해 선량을 평가한다.

방사능 누출 경로

㉮ 사고초기에 격납건물로부터 방출 가능한 방사능

격납건물로부터 방출 가능한 방사능은 다음과 같은 규제지침서 1.77, 부록 B

의 가정들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핵연료봉 갭내의 방사능은 최대 전출력 운전을 계속한다고 가정하 을 

때, 노심 주기말에 핵연료에 축적된 옥소의 10%와 불활성기체의 10%에 해당된

다. 핵비등이탈을 겪을 것으로 계산된 핵연료봉들의 핵연료봉 갭내에 있는 모든 

방사능이 격납건물로부터 즉시 방출 가능하다고 가정된다.

둘째, 과도기간 중 어느 때라도 연료봉 용융이 일어나는 온도에 도달하거나 넘

어서는 핵연료봉들의 핵종 재고량은 불활성기체의 100%와 옥소의 25%가 격납건

물로부터 즉시 방출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 이차계통으로부터 방사능 누출

일체형원자로의 특성상 증기 발생기를 통한 일차 냉각재의 방출이 없으며 증기 

덤프를 대기로 하지 않는 계통 특성상 이차계통을 통한 증기의 방출도 없는 것으

로 가정한다. 다만, 증기 발생기를 통한 일차 냉각재의 누출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차측으로의 일차 냉각재 누설율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 다.

(라) 결론

제어봉 구동장치 노즐이나 하우징의 파열과 이에 따른 제어봉집합체 이탈은 반

경방향 평균 엔탈피가 어떤 핵연료봉의 어느 축방향 지점에서도 280 ㎈/gm보다 

작다.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시 DNB에 의한 핵연료 파손율은 확률론적 방법으

로 평가한 결과 4.1%로 나타났다.

방사능 누출 경로를 격납 건물을 통한 일차 냉각재 방출만을 고려할 경우에 대

해 제한구역 경계에서 2시간 동안 흡입으로 인한 갑상선과 선량노출에 의한 전신

선량을 분석하고 표 3.2-23에 나타내었다. 그림 3.2-65와 그림 3.2-66에는 앞

에서 제시한 핵비등이탈률 10.0% 외에 확률론적 평가법에 의한 4.1% 및 ROPM  

18%에 해당하는 17.0%를 [42]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평가하 으나 계산된 선

량은 10 CFR 100 선량한도의 25%인 갑상선 및 전신 선량 제한치 75 rem과 6.25 

rem을 모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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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미임계 운전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시작 
초기 핵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2557.5 pcm/초
294 K
4.5 ㎫

0.002 출력증배계수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15 초

0.502 주급수 및 주증기 차단밸브 닫힘
PRHR 급수/차단밸브 열림

10초 Stroking Time
10초 Stroking Time

0.8 최대 노심출력 도달 261%

1.002 정지 제어봉군 삽입 시작 -

2.4 최대 핵연료 온도에 도달 576.6 K

표 3.2-14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시작 
초기 DNBR
초기 핵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5 pcm/초
1.82
777 K
15.2 ㎫

88.4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17 ㎫

89.2 최대 노심출력 도달 111%

89.375
주급수 및 주증기 차단밸브 닫힘
PRHR 급수/차단밸브 열림
주냉각재 펌프 감속 시작

10초 Stroking Time
10초 Stroking Time
40초 관성 서행 시간

89.4 최대 핵연료 온도에 도달 819 K

89.875 정지 제어봉군 삽입 시작 -

92.6 최소 DNBR에 도달 1.25

95.8 최대 가압기 압력에 도달 17.2 ㎫

129.375 주냉각재 펌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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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초기 DNBR
초기 핵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 0.093%△ρ/sec
1.82
777 K
15.2 ㎫

8. 제어봉집합체 낙하 완료 - 0.747%△ρ

8. 최저 노심출력 81%

14. 최소 핵연료 평균 온도 744 K

60 ∼

정상상태 도달
노심출력
가압기 압력
핵연료 평균 온도
DNBR

95%
14.3 ㎫
764 K
1.15

표 3.2-16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 해석용 노물리 자료

Dead Band 
(cm)

최대 인출 
반응도
(pcm)

최대 반응도 
인출율
(pcm/cm)

SDF XRPF Penalty
Factor

5.0 30.25 6.05 1.091 1.0001 1.0911

10.0 62.56 6.26 1.107 1.0001 1.1071

15.0 95.39 6.36 1.120 1.0002 1.1202

30.0 190.79 6.36 1.152 1.0003 1.1523

45.0 286.18 6.36 1.206 1.0023 1.2088

60.0 381.57 6.36 1.241 1.0028 1.2445

75.0 476.96 6.36 1.287 1.0043 1.2925

90.0 572.36 6.36 1.318 1.0039 1.3231

105.0 667.75 6.36 1.318 1.0063 1.3263

120.0 763.14 6.36 1.318 1.0067 1.3268

135.0 858.53 6.36 1.318 1.0102 1.3314

150.0 953.93 6.36 1.318 1.0104 1.3317

None 1017.52 6.36 1.318 1.0104 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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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7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시작 
초기 DNBR
초기 핵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12.72 pcm/초
1.82
777 K
15.3 ㎫

7.6 최대 노심출력 도달 105.8%

17.6 최대 핵연료 온도에 도달 794 K

20.8 최소 DNBR에 도달 1.41

50.8 최대 가압기 압력에 도달 15.6 ㎫

표 3.2-18 최대 이탈제어봉가 및 제어봉 위치

연소도 출력 이탈제어봉가
제어봉위치
R4/R3/R2

이탈제어봉
소속 군

주기초
0
75
100

349
420
394

 60/120/180
120/180/200
120/180/200

R3
R4
R4

주기중
0
75
100

348
304
284

120/180/200
120/180/200
 80/140/200

R4
R4
R4

주기말
0
75
100

344
394
400

100/160/200
60/120/180
 60/120/180

R4
R4
R4

표 3.2-19 전출력 주기말 초기조건시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해석에 

사용된 가정

변수 가정

초기노심출력준위 103%

지발중성자율 0.00565

감속재온도계수 -46.34 pcm/℃

이탈제어봉가 403 pcm

핵연료온도계수 -2.99 pcm/℃

가상 제어봉집합체 이탈시간, 초 0.05

제어봉집합체 위치 불확실도  5 ㎝

트립 지연 시간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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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0 노심 DNBR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변수 값

압력, bar 150

노심 입구 온도, ℃ 270

노심 유효 질량 유속, ㎏/㎡/s 1010

노심 평균 열속, ㎾/㎡ 401.8

감속재 열 생산 비율 1.9%

고온집합체 입구 유속 감소율 5%

CHF 상관식 SR-1

상관식 한계 DNBR 1.34

핵연료 집합체 지지격자 혼합날개 있음

TDC 0.038

지지격자 압력 손실 계수 (상하단/중간) 0.85/1.15

미포화 비등 기포율 모델 없음

포화 비등 기포율 모델 Chexal-Lellouch 모델

LCO 조건

압력, bar 130

노심 입구 온도, ℃ 278

노심 유효 질량 유속, ㎏/㎡/s 808

노심 평균 열속, ㎾/㎡ 499

소결체 열전도도, ㎾/m/℃ 0.006

소결체 specific heat, kJ/㎏/℃ 0.300

소결체 도, ㎏/㎥ 10400

소결체 직경, ㎜ 8.05

피복관 열전도도, ㎾/m/℃ 0.0162

피복관 specific heat, kJ/㎏/℃ 0.318

피복관 도, ㎏/㎥ 6600

피복관 두께, ㎜ 0.64

Gap conductance, ㎾/㎡/℃ 30

표 3.2-21 최소 DNBR 분석에 사용된 집합체 Fpre-Fpost 조합

집합체 Fpre

0.2 0.6 1.0 1.2 1.4

집합체

Fpost

0.2 10.08 4.17 2.37

0.6 4.79 3.29 2.20 1.86

1.0 3.07 2.29 1.84 1.55 1.28

1.2 1.98 1.48 1.35 1.13

1.4 1.68 1.23 1.06 0.98

1.6 1.40 1.03 0.90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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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EAB 에서의 갑상선 및 전신 선량 평가를 위한 기본 입력 자료

항목 입력 자료 비고

핵연료 갭 비방사능        노심 재고량의 10%   

반경 방향 첨두 출력 인자 1.65 Reg. Guide 1.25  

증기 발생기를 통한 1차 냉각재 방출 고려하지 않음 증기 덤프 없음

이차계통을 통한 증기 방출 고려하지 않음 방출 없음 

격납 용기를 통한 1차 냉각재 방출 0.1%/day 처음 24 시간

EAB에서의 대기 확산 인자 [sec/㎥]

100m:5.607×10
-3
 

200m:5.204×10
-3
 

300m:3.754×10-3 

400m:2.304×10
-3 

500m:1.578×10
-3

600m:1.158×10-3 

700m:8.921×10
-4

800m:7.115×10
-4

한국 대표 부지에 

대한 대기 확산 인자 

사용 KNGR 사업시 

KOPEC이 산정함  

발전소외부에서의 호흡율 [㎥/sec] 0 - 8hr:3.47×10
-4
 

일차 냉각재 재고량 [㎏] 40620

냉각재 도 [lbm/ft
3
] 48.746 0.78119 g/cc

노심내 선원항 [Ci]

I-131  

I-132  

I-133  

I-134  

I-135  

Kr-85M 

KR-85  

KR-87  

Kr-88  

Kr-89  

Xe-131M

Xe-133M

Xe-133 

Xe-135M

Xe-135 

Xe-137 

Xe-138 

9.220e6 

1.340e7 

1.940e7 

2.140e7 

1.810e7 

2.840e6 

1.200e5 

5.550e6 

7.820e6 

9.680e6 

1.020e5 

5.970e5 

1.940e7 

3.670e6 

7.540e6 

1.700e7 

1.650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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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 격납용기를 통한 냉각재 누출을 고려한 경우의 갑상선 및 전신 

선량

EAB [m]
선량 [rem]

갑상선 전신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6.7

15.5

11.2

6.84

4.69

3.44

2.65

2.11

0.179

0.167

0.120

0.074

0.051

0.037

0.0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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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노심출력의 변화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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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노심 입구 온도의 변화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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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핵연료 평균온도의 변화

(미임계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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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노심출력의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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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가압기 압력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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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노심 입구 온도의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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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핵연료 평균 온도의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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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노심 입구 유량의 변화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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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DNBR의 변화; SCOPS에 의한 저 DNBR 원자로 정지

(출력 운전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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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노심출력의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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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가압기 압력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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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노심 입구 온도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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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노심 입구 온도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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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RDPF변화에 따른 DNBR의 변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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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Dead Band에 따른 최저 DNBR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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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노심출력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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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가압기 압력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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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노심 입구 온도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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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7 핵연료 평균 온도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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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DNBR의 변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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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노심출력의 변화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그림 3.2-60 반경 방향 집합체 출력 첨두치 변화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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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DNB 해석에 적용된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그림 3.2-62 DNB 해석에 적용된 LTC 형태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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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Pre-Post Fr Census 결과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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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 노드 평균 최대 핵연료 중심 온도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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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 격납건물을 통한 냉각재 방출에 의한 EAB에서의 갑상선 선량 

분포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그림 3.2-66 격납건물을 통한 냉각재 방출에 의한 EAB에서의 전신 선량 

분포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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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증가

(1)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가) 사건의 개요 및 허용요건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은 충수펌프가 불시에 작동을 개시하는 사건으로서 

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에 해당된다.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은 SMART 안전

관련 설계기준사건 중 PC-2인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나, 사건시 가정되는 단일고

장과 동시사건의 발생률에 따라 PC-3 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충수계통은 탱크와 펌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냉각재상실사고 등 냉각재 재고량 

감소 사고시 냉각재를 보충하여 노심 노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안전계통이다. 충

수펌프는 왕복동 펌프 (Positive Displacement Pump; PDP)로서 방출 부분의 

압력에 상관없이 일정한 유량을 흘려주게 된다. 

충수펌프가 오작동하게 되면 냉각재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원자로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하여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

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에도 충수펌프는 충수탱크가 고갈될 때

까지 계속 작동하게 되어 가압기 가스실린더에 있는 안전밸브의 설정치까지 원자

로 계통의 압력을 증가시키며, 안전밸브의 개방으로 원자로계통의 압력은 설계압

력의 110% 이내로 유지된다. 충수탱크의 용량은 약 30 톤이며 충수펌프의 설계

유량은 1.235 ㎏/sec로 전체 충수탱크의 냉각수가 고갈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7시간이다. 사고 발생 초기에 가압기 중앙공동과 가스 실린더에 비응축성 

가스가 존재할 때 안전밸브를 통한 방출유량과 중앙공동과 가스 실린더가 냉각재

로 가득 차게 되는 이후의 방출유량 특성은 다르다. 본 해석에서는 운전원이 충

수펌프 오작동을 인지하여 12000초에 충수펌프를 계통으로부터 차단한다는 가정

을 하 다. 

(다) 향 분석 및 결과

① 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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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TASS/SMR 코드는 기본적으로 Node와 Path를 이용하

여 발전소를 모델하며 노심출력 및 열속, 유체 온도, 압력, 유량변화 등을 계산

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은 압력 변화에 따른 일차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분석

된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건 발생시 가능한 한 원자로 최대 압력을 크게 하

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

절하여 사용하는데, 본 분석에서 사용된 초기조건을 표 3.2-2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기간 동안 원자로의 최대 압력을 가장 보수적

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는 최대한의 지

연 시간을 가지며,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급수는 상실되기 시작한다. 원자로 정

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소외 전원은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주냉각재펌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급수관/증기관 차단밸브

의 개폐 시간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의 개폐 시간은 10초를 이용하 다. 

이와 더불어 계기의 측정 오차 및 불확실도 등을 고려하 다. 단일고장으로는 3

개의 가압기 안전밸브 중 2개만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반응도가와 관련해

서는 냉각재 도계수 및 핵연료온도계수를 각각 최대 값 및 최소 값을 이용하

다.

③ 결과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사건시 주요 계통 변수들의 경향을 그림 3.2-67에

서 그림 3.2-71에 나타내었고, 과도 상태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을 표 3.2-25

에 나타내었다.

과도 초기 충수계통의 작동에 의하여 원자로계통이 가압되어 냉각재 도는 증

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노심출력은 증가하게 된다. 충수계통이 계속적으로 작동

함에 따라 가압기 압력은 사고 발생 후 970초경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인  

17 ㎫에 도달하여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진다 (그림 3.2-67). 원자로가 정지된 

이 후 충수탱크가 고갈될 때까지 충수펌프는 계속 작동하여 계통의 압력은 가압

기 안전밸브의 개방 설정치 (17.51 ㎫)를 초과하여 안전밸브가 개방되어 계통 

감압이 이루어진다. 계통의 감압은 안전밸브 닫힘 설정치 (13.85 ㎫) 이하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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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서 안전밸브는 닫히게 된다. 이후에 안전밸브는 충수펌프가 작동을 멈출 때

까지 계속하여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게 된다 (그림 3.2-68). 냉각재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가압기 중앙공동과 가스실린더는 각각 약 6300초와 10000초에 냉각

재로 가득차게 된다 (그림 3.2-69). 안전밸브를 통한 초기의 가스 방출 유량은 

약 17 ㎏/sec이고, 가스 실린더가 냉각재로 채워진 이후의 방출유량은 약 50 ㎏

/s이다 (그림 3.2-70). 12000초 이후 충수펌프는 계통으로부터 차단되어 더 이

상의 냉각재 재고량 증가는 없으며 이후 노심 붕괴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

여 제거되어 일차계통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3.2-71).  

(라) 결론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사건의 과도 상태 기간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

차계통 압력은 설계 제한치인 18.7 ㎫ 이내에서 유지되므로 계통의 건전성이 유

지된다. 그리고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 발생이후 일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한치인 1.41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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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사건시 사용된 초기값

계통 변수 값

초기 노심출력, 정격치의 %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감속재 도 반응도가

연료 온도 반응도가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

제어봉 낙하시간, 초

초기 가압기 압력, ㎫

102.0

102.0

103.0

0.975

0.5

Most Negative

Least Negative

-10

8.0

15.25

표 3.2-25 충수 계통 부적절한 작동 사건 진행 경위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충수 펌프 작동 개시

970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17.0 ㎫

12000 충수 펌프 계통으로부터 차단

15000 해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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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노심출력 거동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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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계통 압력 거동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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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9 가압기 중앙공동 / 가스실린더 수위 거동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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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0 안전밸브 유량 거동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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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 일차계통 온도 거동

(충수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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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감소

(1) 가압기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3.2.1.바.(4)의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일부로 기술되어 있다.

(2)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건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사건은 원자로

용기 내부에서 일차계통과 접촉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나선형 세관이 파단되는 사

건이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은 SMART 안전 관련 설계기준사건 중 PC-3인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나, 사건 발생시 가정되는 단일 고장과 동시 사건의 발생률

에 따라 PC-4 사건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차계통의 냉각재는 파단 부위를 

통하여 이차계통으로 유출되어 일차계통의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세관 

파단이 발생한 부위에서의 이차계통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단이 발생한 증기

발생기 이차계통의 경로 입구에서의 급수 유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파단 부위를 

통한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냉각재 유출로 인해 파단이 발생한 경로에서

의 전체 유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파단이 발생한 경로에서의 급수 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전한 이차계통 증기발생기 경로로의 급수 유량은 정상 상태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이차계통을 통한 전체 유량은 증

가하게 되며, 과도 초기 노심출력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증기발생기 이

차계통을 통한 열제거량이 노심에서의 열생성량보다 크기 때문에 노심 입구 냉각

재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하기 때

문에 파단 부위를 통한 냉각재 유출은 줄어들게 되고, 노심출력 또한 서서히 감

소하게 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하여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

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

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증기발생기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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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시 외부 전원 상실 여

부에 따라 주냉각재펌프는 계속 운전되거나 정지하게 된다. 파단이 발생한 경로

에서의 이차계통의 유체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일차측의 냉각재와 혼합되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체는 터빈 정지 전까지는 계속하여 터빈으로 방출된다. 

이후 원자로가 정지하게 되면 급수관 및 증기관 차단밸브가 작동하여 방사능 물

질을 포함한 유체의 흐름은 피동잔열제거계통 내부로 제한된다.  

(다) 향 분석 및 결과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 분석에서 주된 관심은 대기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 

정도 및 핵연료의 건전성이다. 현 단계에서는 방사능 물질 누출 분석은 제외하

고, 열수력 계통 및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서 해석을 수행하 다.

① 수학적 모델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를, 그

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은 노심출력과 압력 변화에 따른 핵연료의 건전성 관

점 및 방사능 향 평가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건시 

가능한 한 최소 DNBR을 작게 하고, 소외 방사능 누출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

정함으로써 이들 두 가지 관점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해석에서는 최소 DNBR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

하 다.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열수력 변수들로는 노심출력, 원

자로 압력, 일차계통 유량, 노심 입구 온도 및 반응도가 등이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 기간 동안 최소 DNBR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원자로 정지신호는 최대한의 지연 시간을 가

지며,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소외 전원은 상실된다고 가정하 다. MCP

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급수관/증기관 차단밸

브의 개폐 시간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의 개폐 시간은 10초로 하 다. 

이와 더불어 계기의 측정 오차 및 불확실도 등을 고려하 다. 반응도가와 관련해

서는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의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냉각재 도계수는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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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Negative 값을, 그리고 핵연료온도 계수는 Most Negative 값을 이용하 다.

③ 결과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 해석에서 고려된 초기 및 경계조건을 표 3.2-26에 

나타내었다. 표 3.2-26에 나타난 초기조건은 다양한 초기조건들중 최소 DNBR 관

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의 조합이다 (노심 저출력, 

가압기 고압력, 노심 입구 고유량 및 노심 입구 고온도).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시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을 

그림 3.2-72에서 그림 3.2-76에 나타내었으며,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시 사

건 진행 상황을 표 3.2-27에 요약하 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시 가압기 

압력은 151.24초경에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인 12.0 ㎫에 도달하게 

되고, 1.125초의 신호 지연 시간후인 약 152.4초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

다. 이와 동시에 급수관/증기관 차단밸브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관련 밸브가 10

초 Stroking Time을 가지면서 폐쇄 또는 개방된다. 그리고 주냉각재펌프는 40

초 이내에 관성서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자로 정지는 약 153초경부터 정지 제

어봉의 삽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노심출력은 정지 제어봉이 삽입되기 전

인 152초경 최대 출력 102.3%에 도달하게 되고, 155.8초경 최소 DNBR이 나타나

게 된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시 일차계통의 압력은 이차계통으로의 냉각재 유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과도 초기 압력 15.25 ㎫이 최대 압력이 

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시 노심 입구 유량은 과도 초기부터 원자

로 정지 이전까지 시간에 따라 큰 변화는 없지만, 반응도 궤환의 효과로 노심출

력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DNBR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원자

로 정지신호가 발생한 이후 최소 DNBR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원자로 정지 제

어봉에 의한 노심출력의 감소보다 노심 입구 유량의 감소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발

생하게 된다.  해석에 의하면 최소 DNBR은 155.8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1.46이다.

(라) 결론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의 경우 과도 상태 기간동안 MDNBR 및 계통 압력은 

각각 설계 제한치인 1.41 이상, 그리고 설계 압력의 110%인 18.7 ㎫ 이내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 누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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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혹은 증기 배관 파단사고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사고는 SMART 증기발생기 내부에 위치한 급수/증기 

배관이 파단되어 발생하는 사고이다.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는 안전 관

련 설계기준사건 중 PC-4인 사고로 분류되었으나, 사고 발생시 가정되는 단일 

고장과 동시 사건의 발생률에 따라 PC-5 사고로도 분류될 수 있다.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는 내경 27 ㎜의 급수 배관이 파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차계통 

냉각재가 파단 부위를 통하여 이차계통으로 방출하게 되어 일차계통의 압력은 감

소하게 된다. 그리고 방출된 일차계통의 냉각재는 이차계통의 급수 유량과 합쳐

져 일차계통으로부터 증기발생기로 전달된 열량을 제거하게 되어 노심 입구로 유

입되는 냉각재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과도 초기에는 일차계통 압력 감소의 효과

가 냉각재 온도 감소의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냉각재 도는 감소하게 되며, 감

속재 도 감소로 인해 부 (-)의 냉각재 반응도가 주입된다. 그리고 노심 입구

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 (+)의 도플러 반응도가 주입되는데, 냉각재 도 반응도가 도플러 

반응도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과도 초기에는 노심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후 일

차계통의 압력 감소의 효과보다 냉각재 온도 감소의 효과가 커지게 되어서 냉각

재 도는 증가하게 되며, 냉각재 도의 증가로 인해 정 (+)의 냉각재 반응도

가 주입되면서 노심출력은 증가하게 된다. 이후 일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하여 가

압기 저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증기 배관 파단 사고는 내경 65 ㎜의 증기 배관이 파단

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증기 배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급수 배관 파단시에 비

하여 일차계통의 압력은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파단이 발생한 증기

발생기 이차측 경로의 출구 압력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압

력이 증기압 고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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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를 통한 자연 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시 외부 전원 상실 여부에 따라 주냉각재펌프는 계속 운전되거나 정

지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이 발생한 경로에서의 이차계통 유체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일차측의 냉각재와 혼합되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체

는 터빈 정지 전까지는 계속하여 터빈으로 방출된다. 이후 가압기 저압력 또는 

증기압 고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하면 급수관 및 증기관 

차단밸브가 작동하여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체의 흐름은 피동잔열제거계통 내

부로 제한된다.  

(다) 향 분석 및 결과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 분석에서 주된 관심은 대기로의 방사능 물질

의 누출 정도 및 핵연료의 건전성이다. 현 단계에서는 방사능 물질 누출 분석은 

제외하고 열수력 계통 및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서 해석을 수행하 다.

① 수학적 모델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시 원자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

를, 그리고 핵연료의 DNBR 거동은 TASS/SMR 코드의 계통 거동 해석 자료를 입력

으로 MATRA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② 입력변수 및 초기조건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는 노심출력과 압력 변화에 따른 핵연료의 건

전성 관점 및 방사능 향 평가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고시 가능한 한 최소 DNBR을 작게 하고, 소외 방사능 누출을 최대화하는 방향

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 두 가지 관점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해석에서는 최소 

DNBR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 다.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열수력 변수들로는 노심출

력, 원자로 압력, 일차계통 유량, 노심 입구 온도 및 반응도가 등이 있다.

증기발생기 내부 배관 파단 사고 기간 동안 최소 DNBR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

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는 최대한의 지연 시간

을 가지며,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소외 전원이 상실된다고 가정하 다. 

MCP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급수관/증기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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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밸브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의 개폐 시간은 10초로 하 다. 이와 더불

어 계기의 측정 오차 및 불확실도 등도 고려하 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증기

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의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냉각재 도계수와 

핵연료온도계수는 Least Negative 값을 이용하 다.

③ 결과

증기발생기 내부 증기 배관 파단 사고시에는 배관 파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계

통 변수들은 급격한 과도 현상을 보이게 되며, 원자로 정지신호는 증기압 고압력

에 의해 과도 초기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급수 배관 파단 사고의 경우

에는 급수 배관의 크기가 증기 배관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증기 배관 파단 사고

에 비하여 완만한 과도 현상을 보이게 되며, 노심출력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신호는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에 의

해 시간이 지연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핵연료 건전성의 판단 기준인 DNBR 

측면에서 본다면 노심출력이 증가하고 원자로 정지신호가 시간 지연되어 발생하

는 급수 배관 파단 사고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급수 배관 파

단 사고시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초기조건은 노심 저출력, 가압

기 고압력, 노심 입구 고유량 및 노심 입구 고온도인 초기조건인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2-28).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

수력 거동을 그림 3.2-77에서 그림 3.2-81에 나타내었으며, 증기발생기 내부 급

수 배관 파단 사고시 사건 진행 상황을 표 3.2-29에 요약하 다.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가압기 압력은 22.42초경에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인 12.0 ㎫에 도달하게 되고, 1.125초의 신호 지연 

시간 후인 약 23.54초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급수관/증기

관 차단밸브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밸브가 10초 Stroking Time을 가지면서 폐쇄 

또는 개방된다. 그리고 주냉각재펌프는  40초 이내에 관성서행이 이루어지게 되

며, 원자로 정지는 24초경부터 정지 제어봉의 삽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노심출력은 정지 제어봉이 삽입되기 전인 23초경 최대 출력 114.7%에 도달하게 

되고, 26.3초경 최소 DNBR이 나타나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일차계통의 압력은 이차계통으로의 냉

각재 유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과도 초기 압력 15.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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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압력이 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시 노심 입구 

유량은 과도 초기부터 원자로 정지 이전까지 시간에 따라 큰 변화는 없지만, 반

응도 궤환의 효과로 노심출력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DNBR은 시간에 따라 감

소하게 된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 이후 최소 DNBR이 나타나게 되

는데, 이는 원자로 정지 제어봉에 의한 노심출력의 감소보다 노심 입구 유량의 

감소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최소 DNBR은 26.3초에 발생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DNBR 설계 제한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심

보호계통의 저 DNBR 설정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최소 DNBR은 1.5 이상으로 유

지되어, 핵연료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었다.

(라) 결론

증기발생기 내부 파단 사고의 경우 핵연료 건전성 관점에서 증기 배관 파단 사

고의 경우에 비하여 급수 배관 파단 사고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심보호계통의 저 DNBR 설정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증기발

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건시 MDNBR 및 계통 압력은 각각 설계 제한치인 1.

41 이상, 그리고 설계 압력의 110%인 18.7 ㎫ 이내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방사

능 물질 누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4)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가) 사건의 개요 및 원인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는 일차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NSSS의 모든 

구성품 및 배관 등의 가상적인 파단으로 인하여 일차측 냉각재가 안전보호용기나 

격납건물 등으로 누설되어 계통의 압력과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하는 사고이다. 

(나) 사건의 경위 및 계통운전

파단부를 통한 누설 유량의 발생으로 사고 초기에 계통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

하면 일차계통 저압력 비상보호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된다. 원자로가 정

지되면 주급수관/주증기관이 차단밸브에 의해 폐쇄되어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차

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원자로용기보다 높은 곳에 피동잔열제거계

통의 비상냉각탱크 및 응축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증기발생기 튜브를 통하여 전달

된 노심 잔열을 자연순환에 의하여 제거하게 된다. 일차계통의 압력 감소로 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계통의 기포율은 증가하게 되고,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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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통한 지속적인 질량 및 에너지의 방출로 일차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및 압력

은 감소한다. 이후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이 작동하여 일차측 냉각재 재

고량 손실을 보충하게 된다. 

안전보호용기의 압력과 온도는 파단부를 통하여 유입되는 에너지와 안전보호용

기 및 격납용기의 열침원을 통한 열제거량 사이의 밸런스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

라서 열제거량이 유입 에너지보다 많아질 때까지 안전보호용기의 압력과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계통의 압력이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에 근접하게되면 파단부를 통

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은 감소하며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의 나머지 부분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제거된다. 

계통과 안전보호용기에서의 열 평형 도달로 계통과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이 같

아지게 되면 파단 유량이 형성되지 않게 되어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손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안전보호용기 벽면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열제거가 발생함으로써 안전보호용기의 압력은 계통의 압력보다 약간 낮게 

유지되어 파단유량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이로 인한 일차계통의 재고량 손실은 

충수펌프를 통하여 보충함으로써 노심 노출이 방지된다. 이와 같은 충수계통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으로 핵연료 봉의 온도와 N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원자로는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다) 안전 제한치 혹은 허용기준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만족하여야 할 허용기준은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

통 성능평가를 위한 냉각재상실사고해석시 적용하는 10CFR50.46 [43]의 허용기

준은 3장 1절의 안전해석 방법론에 기술되어 있다.

(라) 해석방법론 및 해석모델

소형냉각재 상실사고는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 코드인 MARS/SMR [35] 코드를 

사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MARS/SMR 코드는 기존 상용로의 최적 계산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RELAP5 

전산코드 [44]를 근간으로 일체형원자로 고유 모델들을 추가하여 개발한 코드로 

사고시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유동에 대하여 6개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유체 온도, 압력, 유량 거동 등을 계산한다. 현재 개발된 MARS/SMR version  

1.4에는 SMART의 설계 특성을 반 한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비응축성 

개스를 포함한 이상유동의 임계유량 모델, 자기가압기 모델 등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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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의 설계 특성과 관련하여 추가된 모델들과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향을 

주는 주요 모델들은 참고문헌 [45]에 기술되어 있다. 

(마) 해석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은 아래에 기술되는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

을 바탕으로 수행하 고, 해석에 사용된 주요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은 표 3.2-

30에 요약되어 있다.

① 초기조건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심출력은 노

심의 열속 측정계기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격출력의 102%로 하고 유량과 온도 등

은 출력 증가에 해당하는 정도만큼 변화된 값을 사용하 다. 그리고 급수유량은 

노심출력 증가량만큼 증가된 유량을 사용하 다.

② 잔열생성율 및 출력 분포

해석에 사용된 잔열 곡선은 ANS-73 값에 1.2를 곱한 곡선을 사용하 다. 이 

잔열 곡선은 10CFR50 Appendix K에서 요구하고 있는 1.2 × ANS-71 잔열 곡선

과 비교하여 - 0.4 ∼ 2.1% 정도로 약간 높으며 [46] 발전소의 운전조건과 계

산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곡선이다. 그리고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LCO 조건에서 핵연료의 위쪽에서 최대 출력이 나타나는 Axial Offs-

et =  + 0.40을 사용하 다.

③ 반응도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차계통의 압력 감소로 일차측 냉각재 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의 반응도가가 주입됨으로써 핵연료 평균온도도 감소한다. 이들이 반응도

가에 미치는 향을 보수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냉각재 도 반응도가와 도플러 

반응도가는 각각 Least Negative 값과 Most Negative 값을 사용하 다. 그리고 

제어봉의 반응도가는 최소값 (- 10% △ρ)을, 제어봉의 낙하 속도는 초당      

250 ㎜로 하 다.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의 고착 (St-

uck)을 고려하 다.

④ 원자로 보호계통 설정치 및 지연시간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감압으로 인한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비상보호 설정치  

(12 ㎫)에 도달하면 센서 응답시간 (0.6초)과 신호지연시간 (0.525초)을 거친 

후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며, 트립 차단기 열림 및 제어봉구동계통의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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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 시간 지연 (0.5초) 후에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 다. 이와 

더불어 원자로 정지신호발생과 동시에 소외전원 상실이 일어난다고 가정하 다. 

⑤ 피동잔열제거계통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정지신호가 발생하면 주급수관/주증기관 차단밸브

가 닫히면서 터빈/발전기 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차단된다. 이와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증기 및 급수 차단밸브가 열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주급수관/주증기관 차단밸브의 완전차단 시간은 10초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급수/증기 차단밸브의 완전개방 시간은 10초로 가정하 다. 

사고 시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일 고장을 고려하여 4 트레인 중 3 트레인만 작

동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⑥ 증기발생기 튜브 막음

헬리컬 튜브의 관 막음은 설계요구조건인 10% 관막음을 고려하 으며 12개의 

카셋트에 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듈 관막음시 비대칭성은 고려하

지 않았다.

⑦ 임계유량

임계유량 모델은 MARS/SMR에 내장된 비응축성 가스가 고려된 Henry-Fauske 

모델을 기본으로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상간 유량을 선형 외삽 (Liner Extra-

polation)하도록 수정 보완한 SMART 용 Henry-Fauske모델을 사용하 다. 파

단 유로는 형상계수를 0.6으로 한 Smooth Area Change 옵션과 균질평형모델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옵션을 사용하고 방출계수는 단상액체, 이

상혼합체, 단상증기에 대하여 모두 1.0을 사용하 다. 또한, 보수적인 파단 유

량 계산을 위하여 배관 파단은 원자로 용기와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며 원자로 용

기 뚜껑에 장착되어 있는 노즐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⑧ 안전주입계통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이 설치되어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기계적으로 분리된 2 트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비상

노심냉각탱크 하부 배관은 2 트레인의 충수계통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냉각재 

상실사고시 계통의 압력이 9.475 ㎫ 이하로 떨어지면 질소로 가압된 비상노심냉

각탱크의 물은 탱크와 원자로의 압력 차이에 의하여 체크밸브를 통하여 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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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공동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충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시에는 1 트레인만이 

작동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배관 파단 사고 시에는 2 트레인이 작동하는 것

으로 하 다.

충수계통은 1개의 충수 저장탱크를 수원으로 하여 구성과 기능이 동일한 2개의 

독립적인 트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트레인에는 독립적인 전원을 받는 고압 

충수펌프 2대가 병렬로 연결되어 원자로용기의 환형 덮개에 연결된 노즐을 통하

여 냉각수를 주입한다. 따라서 충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시 단일고장을 가정하더

라도 1대의 충수펌프가 주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차계통 냉각재 상실시 충수

계통은 가압기 환형공동 내에 설치된 수위계의 저수위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거

나 운전원의 수동 조작으로 기동되며 원자로의 수위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정지된

다. 해석시 모든 파단 사고에 대하여 충수펌프 1대가 저수위 신호 발생 20초 후

에 자동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으로 하 다. 장기냉각 수행으로 충수탱크의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게되면, 수원이 내부차폐탱크로 전환되어 재순환 (Reci-

rculation) 운전으로 냉각수 보충이 지속되는 것으로 하 다. 

⑨ 안전보호용기

계통의 재고량 손실 관점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안전보호용기의 온도 및 

압력은 전 사고 기간 동안 초기 대기 조건으로 일정하게 두어 방출량을 최대화하

다.

⑩ 파단위치와 파단면의 크기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해석은 일차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NSSS의 모든 구성품 및 배관 등의 가상적인 파단 위치 및 크기를 고려하여 수행

한다. 현 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파단 위치로는 원자로의 중앙 덮개로 연결되는 

가압기 가스실린더 배관, 제어봉구동장치의 분배관, 가압기 열교환기로 연결되는 

분배관, 수위계 분배관, 온도계 분배관 등과 환형 덮개로 연결되는 충수계통 배

관, 정화계통 배관, 원자로 수위계 분배관, 온도계 분배관, 노내외 계측기 안내

관 등이 있다. 이러한 배관들은 원자로용기 덮개에 장착된 노즐에 연결되어 있고 

이 노즐들에는 대부분 유량 제한기 또는 체크밸브가 내장되어 있어 원자로 외부

에서 직경이 큰 배관이 완전 파단되더라도 일차측 재고량은 직경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 유량 제한을 받으며 방출되게 된다. 

이러한 파단들 중 냉각재 재고량 손실 거동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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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가압기 안전밸브 한개의 부적절한 개방, 충수계통 배관 

파단 및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사고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내경 20 ㎜의 충수계통 배관은 원자로용기 덮개에 

장착된 최소 내경 20 ㎜의 노즐에 연결되어 있고,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최

소 내경은 25 ㎜, 노외 계측기 안내관의 내경은 50 ㎜로 하여 해석하 다. 

(바) 해석 결과

해석이 수행된 상기 배관 파단 사고들에 대한 주요 계통변수들의 사고 거동은 

그림 3.2-82 ∼ 그림 3.2-105에 나타나 있다. 표 3.2-31에는 각 사고들의 주요 

사건진행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 그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량 

손실이 가장 많은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을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은 노심 상부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고 전 기간 동안 노심이 냉각재로 채워져 있으면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나 

산화 정도는 허용기준보다 충분히 낮게 유지될 수 있고 노심 냉각은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핵연료의 최대 피복재 온도는 초기치 (345℃)보다 높아지

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4 트레인의 피동잔

열제거계통 중 3 트레인만이 작동하더라도 노심의 잔열은 충분히 제거되어    N

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파단 

사고들은 비슷한 사고 진행 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66.5 ㎜의 가스실린

더 연결관 파단사고에 대한 해석 결과를 아래에 기술하 다. 

표 3.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2% 정격 출력 운전 모드에서 가압기의 중앙

공동 상부 덮개에 연결된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이 순간적으로 완전 

파단되면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은 안전보호용기로 급속히 방출된다 (그림 3.2-8

2). 이 때 파단유량은 덮개에 장착된 최소 내경 20 ㎜의 노즐부에서 유량 제한

을 받으며 형성된다. 사고 초기 질소기체/증기 혼합체가 파단부로 먼저 방출됨으

로 인하여 계통의 압력은 급격히 줄게되고, 사고 후 28.45초에 가압기 저압 비

상보호 설정치 (가압기 압력 12 ㎫)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3.2-83). 비상보호 

설정치 도달 후 감지기 응답 및 신호지연이 고려된 총 1.125초의 시간 지연 후

인 29.575초에 원자로 비상정지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

에 주냉각재펌프가 관성 서행하며,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

계통에 연결된다. 트립 차단기 열림 및 제어봉구동계통의 코일 감쇠 시간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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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0.5초의 시간 지연 후인 30.075초에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여 노심출력

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주냉각재펌프의 정지로 강제순환이 상실되고, 냉각재 손

실 및 압력 감소로 인한 Flashing으로 일차계통에서는 사고 후 70초경부터 이상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된다 (그림 3.2-84).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급수 및 주증기 차단밸브가 닫히고 증기발생

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증기발생기 하단으로 유입되는 급수는 나선

형 세관을 따라 올라 가면서 쉘측으로 흐르는 일차측 냉각재의 열을 흡수하여 과

열증기가 되고, 이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로 유입되어 응축된 후 다시 

증기발생기로 되돌아오는 자연순환 유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작동 초기단계

에서는 피동잔열제거계통 내 배관 및 열교환기에 채워져 있던 물의 향으로 원

활한 유로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이차계통의 압력은 계속 상승하여 62 

초경에 최대치인 7.01 ㎫에 도달한다. 그 후 이차계통 내에서는 자연순환 유량

이 충분히 형성되어 이차측의 압력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 (그림 3.2-83). 

사고 후, 92초에 원자로의 압력이 9.475 ㎫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비상노심냉

각계통이 작동하여 원자로 환형공동으로 냉각수를 주입한다 (그림 3.2-85). 주

입된 냉각수의 상당부분은 파단부인 가압기 중앙공동으로 유입된다. 가압기의 수

위가 파단 부위까지 도달하는 105초경부터는 과냉액체 혹은 저 건도의 이상혼합

체가 질소기체와 함께 방출됨으로 해서 방출 유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200초경에 

최대 유량이 약 28 ㎏/s에 달한다 (그림 3.2-82). 이로 인하여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사고 후 300초경부터는 고 건도의 이상혼합체/

질소기체가 방출됨으로써 방출유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단 유량의 지속으로 일차계통에서는 제일 먼저 가압기 환형공동부터 비기 시작

하여 사고 후 384초경에 가압기 저수위 설정치인 환형공동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 설정치 도달 후 신호 지연 시간, 충수펌프 및 관련 밸브 구동 시간이 경

과한 404초경부터 충수계통의 안전주입이 시작된다 (그림 3.2-85). 이 때부터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을 통한 안전주입 유량이 파단 유량보다 많아져 원

자로의 냉각재 수위는 상승하게 된다 (그림 3.2-86). 3130초경에 비상노심냉각

탱크의 물은 고갈되나 충수펌프 1대를 통한 안전주입만으로도 원자로의 냉각재 

수위는 노심 상단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된다.

안전주입이 진행되는 동안 상온의 안전주입수와 고온의 증기 사이에 발생하는 



- 236 -

직접 접촉응축 현상에 의한 응축요동으로 원자로의 수위요동이 발생한다. 증기 

발생기 쉘측을 포함한 원자로 강수부와 노심사이의 이러한 수위 요동은 노심 입

구유량의 요동을 유발하며 (그림 3.2-84), 이에 따라 노심출력, 증기 발생량 및 

노심 상부의 압력 변화에 향을 주게된다. 이는 다시 강수부 내부의 수위에 

향을 주는 Feedback 효과를 발생시켜 저온측의 강수부와 고온측의 노심사이에  

Manometric Oscillation을 발생시킨다. 일차계통의 냉각재는 이와 같은 이상유

동을 지속하고 증기 발생기 쉘측의 냉각재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를 거

쳐 튜브측을 통과하는 저온의 이차측 자연순환 유동에 의하여 냉각된다. 사고 후 

10490초경부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상의 액체에 의한 자연순환유동으로 일

차측의 열을 제거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충수계통을 통한 냉각수 보충으로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고 노

심 잔열은 파단부를 통한 에너지 방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열전달에 의하

여 충분히 제거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 온도, N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3.2-87).

(라) 결론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충수계통을 통한 안전주입 유량

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량은 노심 상부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되었다. 이로 인

하여 노심 냉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는 초기치 (345℃)보

다 높아지지 않고 감소하 다. 또한,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4 트레인의 피동잔열

제거계통 중 3 트레인만이 작동하더라도 노심의 잔열은 충분히 제거되어 N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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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6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건 해석에 사용된 값

변수 값

초기 노심출력, 정격치의 % 98.0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98.0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103.0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1.125*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0.5

감속재 도 반응도가 Least Negative

연료 온도 반응도가 Most Negative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0.40

최대 축방향 첨두 계수 1.8898

최대 반경방향 첨두 계수 1.7047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최대 반응도 제
어봉 고착) -10

제어봉 낙하시간, 초 8.0

초기 가압기 압력, ㎫ 15.25

가압기 개스 실린더 Open

단일 고장 PRHRS 1 Train Failure

MFIV/MSIV 닫힘 시간, 초 10.0

PRHR 급수/증기 차단 밸브 개방 시간, 초 10.0

* 가압기 저압력 정지 지연 시간임. 

표 3.2-27 증기발생기 세관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발생
초기 DNBR
초기 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
1.82
776.8 K
15.25 ㎫

151.24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12.0 ㎫

152.0 최대 노심출력에 도달 102.3%

152.365
주증기차단밸브 닫힘
PRHR 급수/차단밸브 열림
주냉각재펌프 감속 시작

10초 Stroking Time
10초 Stroking Time
40초 관성 서행 시간

152.865 제어봉 삽입 시작 -

155.8 최소 DNBR에 도달 1.46

192.365 주냉각재펌프 정지 -

400.0 해석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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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8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사고 해석에 사용된 값

변수 값

초기 노심출력, 정격치의 % 98.0

초기 급수 유량, 정격치의 % 98.0

초기 일차측 냉각재 유량, 정격치의 % 103.0

원자로 정지 지연 시간, 초 1.125*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0.5

감속재 도 반응도가 Least Negative

연료 온도 반응도가 Least Negative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0.40

최대 축방향 첨두 계수 1.8898

최대 반경방향 첨두 계수 1.7047

트립시 제어봉집합체 반응도가, %Δρ(최대 반응도 제
어봉 고착) -10

제어봉 낙하시간, 초 8.0

초기 가압기 압력, ㎫ 15.25

가압기 개스 실린더 Open

단일 고장 PRHRS 1 Train Failure

MFIV/MSIV 닫힘 시간, 초 10.0

PRHR 급수/증기 차단 밸브 개방 시간, 초 10.0

* 가압기 저압력 정지 지연 시간임. 

표 3.2-29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사고 진행 상황

시간 (초) 사건 설정치 또는 수치

0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 배관 파단 발생
초기 DNBR
초기 연료 평균 온도
가압기 압력

-
1.82
776.8 K
15.25 ㎫

22.4215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12.0 ㎫
23.0 최대 노심출력에 도달 114.7%

23.5465
주증기차단밸브 닫힘
PRHR 급수/차단밸브 열림
주냉각재펌프 감속 시작

10초 Stroking Time
10초 Stroking Time
40초 관성 서행 시간

24.0465 제어봉 삽입 시작 -
26.3 최소 DNBR에 도달 1.36
63.5465 주냉각재펌프 정지 -
100.0 해석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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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0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사용된 주요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

주요 변수 값

노심출력 (MWt), (정격치의 %) 336.6, (102)

일차계통

․노심 유량/노심 우회유량/전체 유량 (㎏/sec)

․가압기 압력/가스 온도 (㎫/℃)

․가압기 중앙공동/가스실린더 가스 체적 (㎥)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출구 온도 (℃)

1490/60/1550

15.0/91.0

6.075/7.2

310/270

이차계통

․주급수 압력/온도 (㎫/℃)

․주급수유량 (㎏/sec), (정격치의 %)

․주증기 공통 헤더 압력 (㎫)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증기 과열도 (℃)

․SG 튜브 관막음, %

5.6/180

155.754, (102)

3.3

282.6/40 이상

10

PRHRS 

․트레인 수

․초기 압력/ 초기 온도 (㎫/℃)

․보상탱크 물/가스 체적 (㎥)

․비상냉각탱크 물 체적 (㎥)

4

4.5/50

2.8/0.7

91.4

안전보호용기 

․순 자유체적/초기압력/초기온도 (㎥/㎫/℃)

․철재 대기접촉 표면적/벽면 두께(㎡/cm)

400/0.1/50

500/12

격납용기 

․순 자유체적/초기압력/초기온도 (㎥/㎫/℃)

․철재 대기접촉 표면적/벽면 두께(㎡/㎝)

3000/0.1/30

1700/4

비상노심냉각계통

․트레인 수

․탱크 1 대 물/가스 용량 (㎥)

․초기 가스 압력/물 온도 (㎫/℃)

2

3.0/2.202

9.475/50

충수계통 

․트레인 수

․충수탱크 1 대 물 용량 (㎥)

․충수 펌프 1 대 주입 유량 (㎥/hr, ㎏/s)

2

30

4.5, 1.2357

원자로 정지신호 가압기압력 ≤ 12 ㎫

잔열 곡선 1.2 × ANS 73 

냉각재 도 반응도가/도플러 반응도가 Least/Most negative

트립시 제어봉지합체 반응도가, % △ρ -10

단일 고장 PRHRS 1 트레인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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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사고진행 상황 (시간, 초)

과도전개 사항
파단 종류

*

Case 1 Case 2 Case 3 Case 4

파단 발생 0.005 0.005 0.005 0.005

가압기 저압력 비상보호 설정치 도달 28.45 23.075 47.15 1.525

원자로정지신호 발생 29.575 24.2 48.275 2.65

터빈 트립 29.575 24.2 48.275 2.65

주냉각재펌프 4대 정지 29.575 24.2 48.275 2.65

주급수 상실 29.575 24.2 48.275 2.65

증기, 급수 차단밸브 잠김 29.575 24.2 48.275 2.65

피동잔열제거계통 증기,급수차단밸브 열림 29.575 24.2 48.275 2.65

제어봉 삽입 시작 30.075 24.7 48.775 3.15

일차계통 이상 자연순환 시작 70 62 94 10

증기발생기 증기관 압력 최대치 도달 (㎫)
62 
(7.01)

56
(7.0)

82
(7.01)

33
(7.20)

ECC Tank 안전주입 시작 92 72 191 32

가압기 저수위 경보 발생 384 335 1158 188

원자로 고온측 수위 최소치 도달 
(압축 수위)

404
(노심상단 
3.3 m 위)

355
(노심상단 
3.1 m 위)

12500
(노심상단 
3.2 m 위)

23300
(노심상단 
0.16 m 위)

충수계통 안전주입 시작 404 355 1178 208

ECC Tank 고갈 3130 3180 3580 990

PRHRS 단상액체 자연순환 시작 10490 10790 10800 2400

사고계산 종료 18000 18000 18000 30000

* Case 1: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내경 20 ㎜의 노즐에 연결)

  Case 2: 내경 25 ㎜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개의 부적절한 개방

  Case 3: 내경 20 ㎜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내경 20 ㎜의 노즐에 연결)

  Case 4: 내경 50 ㎜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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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2 노심출력의 변화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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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3 반응도의 변화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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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4 계통 압력 및 PRHRS로부터 급수관으로 유입되는 질량 유량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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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5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방출 유량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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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DNBR의 변화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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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7 노심출력의 변화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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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8 반응도의 변화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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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9 계통 압력 및 PRHRS로부터 급수관으로 유입되는 질량 유량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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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0 증기발생기 급수 배관 파단 방출 유량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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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1 노심보호계통에 저 DNBR 설정치 고려시 DNBR의 변화

(증기발생기내부급수배관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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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2 파단유량 거동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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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3 계통 압력 거동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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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4 계통 유량 거동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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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5 안전주입 유량 거동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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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6 원자로 고온측 압축수위 거동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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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7 핵연료 피복재 및 일차측 냉각재 온도 거동 

(내경 66.5 ㎜의 가스실린더 연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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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8 파단유량 거동 

(내경 25 ㎜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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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9 계통 압력 거동 

(내경 25 ㎜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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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0 계통 유량 거동 

(내경 25 ㎜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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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1 안전주입 유량 거동 

(내경 25 ㎜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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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2 원자로 고온측 압축수위 거동 

(내경 25 ㎜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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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3 핵연료 피복재 및 일차측 냉각재 온도 거동 

(내경 25 ㎜의 가압기 안전밸브 한 개의 부적절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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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4  파단유량 거동 

(내경 20 ㎜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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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5 계통 압력 거동 

(내경 20 ㎜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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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6 계통 유량 거동 

(내경 20 ㎜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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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7 안전주입 유량 거동 

(내경 20 ㎜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 254 -

0

1

2

3

4

5

6

7

8

9

10
C

ol
la

ps
ed

Le
ve

l,
m

0 3600 7200 10800 14400 18000
Time, seconds

Top of Core

그림 3.2-98 원자로 고온측 압축수위 거동 

(내경 20 ㎜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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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9 핵연료 피복재 및 일차측 냉각재 온도 거동 

(내경 20 ㎜의 충수계통 배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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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0 파단유량 거동 

(내경 50 ㎜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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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1 계통 압력 거동 

(내경 50 ㎜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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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2 계통 유량 거동 

(내경 50 ㎜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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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3 안전주입 유량 거동 

(내경 50 ㎜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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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4 원자로 고온측 압축수위 거동 

(내경 50 ㎜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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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5 핵연료 피복재 및 일차측 냉각재 온도 거동 

(내경 50 ㎜의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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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 계통 성능 평가 

성능 해석은 성능관련설계기준사고 (Performance Related Design Basis Ev-

ents)를 해석함으로 원자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7].

성능해석 방법론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기동운전은 미임계 저온정지상태 (2

0℃)의 원자로를 출력 가능한 상태로 가져가는 운전이다. 기동운전은 적용되는 

제어논리와 원자로의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임계상태의 원자로를 임계상태로 만드는 핵적기동운전, 두 번

째 단계는 임계상태에 도달한 저온상태의 원자로의 냉각재 온도를 정상운전이 가

능한 범위까지 올리는 원자로가열운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정상운전이 가능

한 상태의 원자로를 출력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자로기동운전이다. 세 

단계의 운전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핵적기동운전에서는 출

력증배계수 (출력이 두 배가 되는 시간)가 약 40초가 되도록 계통을 제어한다. 

가열운전에서 냉각재의 가열율을 약 100℃/시간 범위 내에 유지하도록 하며 운

전을 진행한다. 핵적기동운전과 원자로가열운전에서 급수유량은 5%이다. 원자로

기동운전에서는 급수유량을 5%에서 20%로 증가시키며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

도와 미리 프로그램된 기준온도의 편차를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제어봉을 이동

한다. 네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봉형 타입 (Glandless Canned Motor)으로 원

자로 용기 상부 환형공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냉각재펌프 운전모드는 고속모드와 

저속모드 두 형태이며, 각각의 회전수는 각각 3600 rpm 과 900 rpm 이다. 주냉

각재펌프의 관성이 작아서 소요되는 전력 요구량이 적으며 펌프에서 마찰열이 적

으므로 가열운전시 펌프열을 사용하지 않는다. 핵적기동운전, 원자로가열운전, 

원자로기동운전 기간 중 계통의 제어를 위하여 제어봉의 인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네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저속 운전 상태이다.

SMART 원자로의 출력운전에서 출력 변동은 급수유량을 5%/분의 비율로 변화시

키면서 개시하게 된다. 출력운전에서의 허용기준은 계통상태를 천이시키는 과정

에서 생성되는 증기의 과열도는 10℃ 이상이고 계통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증기 

과열도가 40℃ 이상이어야 하며 계통 경보신호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출력

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운전모드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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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기동이 종료된 원자로를 출력운전 상태로 전환하는 천이운전

- 20% 출력과 100% 출력 사이에서 출력을 증가/감소시키는 출력 증가/

감소운전

- 20% 출력에서 네 대의 주냉각재펌프를 모두 정지시키고 출력을 2

0%∼25% 사이로 변화시키는 자연순환운전

기동운전이 종료된 후 진행하는 천이운전에서는 저속 상태의 주냉각재펌프를 

고속으로 전환하며,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기준온도를 미리 프로그램된 

값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출력 증가/감소 운전에서 급수유량을 5%/

분의 비율로 변화시키며 운전을 하는데 원자로 출력과 급수유량의 편차와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의 프로그램된 기준온도와 측정된 온도의 편차를 합쳐서 각각 2%

와 3℃ 이내로 유지되도록 제어봉을 이동시킨다. SMART 원자로에서 채택하고 있

는 무붕산 노심은 냉각재 도계수가 기존의 붕산을 함유한 노심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크다. 출력 변동 운전시 급수유량의 변화에 따르는 냉각재 온도계수의 향

으로 부하추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자연순환운전은 일차계통 유로의 저항이 

적은 점을 이용하여 주냉각재펌프가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자연대류를 이용한 상

태에서도 원하는 출력이 생산되도록 하는 운전이다. 이때 저하된 노심 유량에 따

르는 일차계통의 과도한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온도를 변경하여 계통 압력

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한다.

비정상출력운전은 주냉각재펌프 한 대 정지운전과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운전

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비정상출력운전에서 허용기준은 원자로 정지신호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과열도는 계통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4

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냉각재펌프 한 대 정지운전은 고속운전 중인 네 

대의 주냉각재펌프 중 한 대가 불시에 정지하여도 원자로 출력이 20% ∼ 75% 범

위에서 출력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전이다.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운전은 운

전중인 증기발생기 네 섹션 중 한 곳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이상이 발견된 증

기발생기 섹션과 대칭되는 상대편 섹션을 차단하고 원자로 출력을 낮추어 20% 

∼ 50% 범위에서 운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가지 비정상출력운전의 초기조건

은 100% 전 출력 상태로 하 으며 주냉각재펌프 한 대 정지,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 모두 원자로 출력을 각각 75%와 50%까지 낮추고 계통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20% 까지 변경시키고 다시 각각 75%, 50% 출력으로 변동시키며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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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다. 출력 변화율은 5%/분을 사용하 다.

원자로 불시정지운전은 노심과 피동잔열제거계통 비상냉각탱크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원자로가 불시에 정지하는 경우 능동기기의 작동 없이 잔열제거계통의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운전이다. 전 출력 운전 상태인 

원자로를 불시에 정지시키고 피동잔열제거계통과 일차측의 계통거동을 살펴보았

다. 원자로 불시정지운전의 허용기준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 잔열을 제거

하여 계통의 온도와 압력이 안정화되어 감소하는 것이다.

가. 기동운전

SMART의 기동운전은 미임계 저온상태의 원자로를 출력운전이 가능한 20% 출력

상태까지 가져가는 운전을 의미하며, 다시 핵적기동운전, 원자로가열운전, 그리

고 원자로기동운전으로 나눌 수 있다.

(1) 핵적기동운전

핵적기동운전은 미임계상태의 원자로를 임계상태로 만드는 운전과정으로 냉각

재 온도에 따라 저온핵적기동운전과 고온핵적기동운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보

고서에서는 저온상태에서 시작하는 저온핵적기동운전에 대해 해석하 다.

(가) 해석방법 및 허용기준

핵적기동운전에서 원자로를 임계상태로 만들기 위한 제어봉 인출은 출력증배계

수를 40초 부근으로 하는 제어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출력증배계수의 

Dead Band는 2초이다. 즉 출력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 42초보다 크면 제어봉을 

인출하고 반대로 38초보다 작으면 제어봉을 삽입한다. 원자로가 임계 및 목표 

출력 (0.1%)에 도달하면 제어봉의 움직임을 멈추고 계통을 안정화시키고 핵적기

동운전을 완료한다.

핵적기동운전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경보 및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 경보 설정치 : 출력증배계수 25초 이하

- 정지 설정치 : 출력증배계수 15초 이하, 출력 1% 이상

(나) 운전경위 및 초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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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적기동운전을 시작하면 주어진 제어논리에 따라 제어봉의 구동이 이루어지며 

출력이 상승하게 된다. 원자로가 임계상태에 도달하고 출력이 목표출력  근방에 

도달하면 제어봉의 움직임이 멈춘다. 이후 얼마간 운전을 계속 진행하여 계통이 

안정화되면 운전을 완료한다.

핵적기동운전을 위한 초기조건은 표 3.2-32에 정리되어 있다. 원자로는 상온 

정지상태 (4.5 ㎫, 20℃), 출력은 초기출력의 10
-7
%, 주냉각재펌프 4대는 모두 

저속 (정격 속도의 25%)으로 회전하고 있다. 가압기의 중앙공동, 중간공동, 그

리고 환형공동의 일부에 비응축성 가스 (N2)가 채워져 있다. 이차측에는 4개의 

증기발생기 섹션 중 1개만 개방하여 운전하며 정격유량의 5%에 해당하는 주급수

가 흐르고 있다.

(다) 해석결과

핵적기동운전 해석 결과 출력변화가 그림 3.2-106에 나타나있다. 운전시작과 

함께 출력은 상승하기 시작하여 약 600초 정도에 0.158%까지 증가한다. 이후 약

간 감소하 다가 0.1% 근방에서 완만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전 동안의 출력증배계수가 그림 3.2-107에 나타나 있다. 초기에 출력이 상

승할 때는 출력증배계수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그림은 출력증배계수의 역수), 어

느 순간 급격히 감소하여 최소 28초까지 줄어든다. 이후 출력증배계수는 다시 

증가하여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적기동운전동안 출력은 최대    

0.158%, 출력증배계수는 최소 28초로 모두 운전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핵적기동운전동안의 과도 경위를 표 3.2-33에 정리하 다.

(2) 원자로가열운전

원자로가열운전은 핵적기동운전에 의해 임계상태에 도달한 저온상태의 원자로

를 가열하여 냉각재의 온도를 정상운전이 가능한 범위까지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이다.

(가) 해석방법 및 허용기준

원자로가열운전에서 냉각재를 가열하기 위해서는 노심출력을 증가시켜 증기발

생기 이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생성하도록 한다. 이때 이차측

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열이 냉각재를 가열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를 위해 출력제

어논리에서 목표출력을 주어 냉각재가 가열되도록 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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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출력의 값에 따라 냉각재의 가열율이 변한다는 것과 목표 출력의 값을 하나

만 주었을 경우 운전이 계속 진행되어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비등이 일어나면 

빠져나가는 열이 많아지므로 가열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목표 출력을 두 단계로 준다. 즉 이차측에 비등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각각 다

른 값의 목표 출력을 주어 비교적 일정한 가열율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해석을 함에 있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비등이 발

생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제어논리에서는 주증기헤더의 압력이 1.6 ㎫인 때를 

경계로 1단계와 2단계의 목표 출력을 주는 것으로 하 다. 본 해석에서는  단계

와 2단계에서 각각 2.5%와 7.5%의 목표 출력을 주어 계산하 다.

냉각재의 가열이 이루어져 원자로의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냉각재 온

도가 목표값 (293℃)에 도달하면 제어봉을 정지시키고 계통을 안정화시킨다. 원

자로의 가열율은 정상시 4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로가열운전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원자로정지 설정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 정지 설정치 : 출력 40% 이상

(나) 운전경위 및 초기조건

원자로가열운전을 시작하면 1단계 목표 츨력에 따라 제어봉의 구동이 이루어지

며 냉각재의 가열이 이루어진다. 냉각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마침내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비등이 일어나게 되며 주증기 헤더의 압력 또한 상승하게 

된다. 주증기 헤더의 압력이 1.6 ㎫을 넘어서게 되면 목표 출력을 2단계 값으로 

바꾸어 준다. 이에 따라 출력이 변하며 지속적인 냉각재의 가열이 이루어진다. 

원자로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온도가 293℃ 부근에 도달하면 제어논리

에 의해 제어봉의 구동을 멈추고 계통을 안정화시킨다.

원자로가열운전을 위한 초기조건은 핵적기동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하며 표 

3.2-34에 정리되어 있다. 노심이 임계라는 것과 출력이 0.1% 부근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미임계정상상태와 유사하다.

(다) 해석결과

원자로가열운전동안의 출력변화가 그림 3.2-108에 나타나있다. 운전시작과 함

께 출력은 상승하여 약 4%까지 올랐다가 2% 부근에서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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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냉각재의 온도와 가압기의 압력은 그림 3.2-109와 그림 3.2-110에서 

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약 6500초 정도에서 목표출력의 설정값이 바뀌어 실

제 출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3.2-111에서 보이듯이 이 시

간대에서 주증기압이 1.6 ㎫을 넘었기 때문이다. 출력은 7% 부근에서 진동하다

가 냉각재 온도가 목표값 근방에 도달하면 낮아지면서 안정화된다. 최종적으로 

약 5.86%의 출력을 보인다. 냉각재의 온도는 목표출력이 바뀌기 전에는 선형적

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목표 출력의 값이 커

졌기 때문이다.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최종적으로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는 2

91.2℃에서 안정화된다.

가압기의 압력도 꾸준히 상승하여 가열운전 종료시점에서는 14.1 ㎫이 된다. 

이 값은 정상운전조건인 15 ㎫보다는 조금 낮은 값인데 이는 원자로기동운전을 

통해 상승되는 계통압력을 고려하여 기동운전 전반을 거쳐 압력이 운전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값이다.

원자로가열운전기간동안 냉각재의 팽창에 따른 가압기 수위 변화를 그림 3.2-1

12에서 보여준다. 환형공동, 중간공동, 그리고 중앙공동의 차례로 냉각재의 수

위가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중앙공동의 69%까지 냉각재가 차 올랐

다.

그림 3.2-113에는 개방된 이차측 증기발생기 섹션에서 주증기헤더에서의 기포

율을 나타내었다. 약 5000초 정도에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과도상태를 거쳐 

약 7000초 이후부터는 과열증기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원자로가열운전기간동안 출력은 최대 8.4%까지 상승하고, 온도는 초기 21.3℃

에서 최종적으로 291.2℃까지 12000초만에 증가하여 평균 가열률은 80℃/시간

으로 나타났다. 원자로가열운전동안 과도 경위가 표 3.2-35에 나타나있다.

(3) 원자로기동운전

원자로기동운전은 원자로가열운전을 통해 정상운전조건에 도달해 있는 원자로

계통을 실제 출력운전이 가능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운전과정이다. 출력운전을 

위해서는 원자로의 출력이 20% 이상 되어야 하며 증기발생기에서는 과열도 40℃ 

이상의 과열증기가 발생되어야 한다.

(가) 해석방법 및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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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기동운전에서는 출력운전과 마찬가지로 T/N 제어기를 이용하여 출력을 

제어한다. 즉, 주급수유량을 증가시켜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제어봉을 구동하

는 것이다. 출력은 10%까지 상승시켰다가 다시 2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킨다. 

주급수유량의 변화율은 분당 5%로 한다. 이 과정에서 차단되어 있던 3개의 증기

발생기 섹션을 개방한다. 원자로기동운전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냉각재펌프 저

속운전시의 경보 및 원자로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경보 설정치 : 출력 : 38%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 325℃

            가압기 압력 : 16 ㎫

- 원자로 정지 설정치 : 출력 : 45%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 335℃

                  가압기 압력 : 17 ㎫

(나) 운전경위 및 초기조건

원자로기동운전을 시작하면 주급수유량을 분당 5%로 10%까지 상승시킨다. 얼

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차단되어 있던 증기발생기 섹션 3 개중 1 개를 개방한

다. 계통이 안정화되면 주급수유량을 20%까지 상승시킨다. 그리고 얼마 후 닫혀

있던 나머지 증기발생기 섹션들을 개방한다. 이후 계통이 안정화되면 원자로기동

운전을 종료한다. 원자로기동운전을 위한 초기조건은 원자로가열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하며 표 3.2-36에 정리되어 있다. 원자로는 고온상태이며 초기출력은  

 5.9%이다.

(다) 해석결과

원자로기동운전동안의 출력변화가 그림 3.2-114에 나타나있다. 운전시작과 함

께 주급수유량을 5%/분으로 10%까지 상승시키면 이에 따라 실제 출력이 상승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급수유량의 증가가 멈추어도 출력은 계속 상승하여 최대 

16.4%까지 상승하 다가 몇 번의 진동을 거쳐 11.8% 에서 정상화된다.     100

0초에서 주급수유량을 20%로 증가시키면 출력은 다시 이에 따라 상승하여 최종

적으로 23.7%에서 안정화된다.

그림 3.2-115에는 원자로기동운전기간 동안의 냉각재 온도 변화가 나타나있

다. 초기에 계통의 온도가 제어논리상의 설정온도보다 조금 낮은 상태에서 운전

이 시작된다. 따라서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제어봉은 지속적으로 인출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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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초기 출력이 비교적 높은 값까지 Overshoot 된다. 이후 고온측 온도는 

기준온도에 비해 조금 낮은 값을 가지며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는 출력이 설

정출력보다 조금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2-116의 가압기의 압력은 냉각재 온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최대  

15.6 ㎫까지 상승한다.

증기발생기 4섹션에서의 주급수유량 변화가 그림 3.2-117에 나타나 있다. 초

기에 하나의 섹션으로만 흐르던 주급수가 주급수유량의 변화 및 다른 섹션의 개

방과 함께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2-118에는 주증기 헤더에서의 증기과열도를 나타내었다. 초기에 주급

수유량의 증가로 증기과열도가 떨어졌다가 이후 다른 증기발생기 섹션을 개방함

에 따라 다시 높아진다. 이는 주급수유량 증가시 일차측으로부터의 열의 상당부

분이 증발 잠열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40℃ 이상의 과열도를 가진 

증기가 생성된다.

원자로기동운전동안 운전 경위는 표 3.2-37에 기술되어 있듯이 원자로출력은 

5%수준에서 20%수준까지 상승하 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 26.6%까지 상승하 다.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온도는 최대 311.3℃, 그리고 가압기 압력은 최

대 15.6 ㎫까지 상승하 다. 따라서 주요 변수들은 모두 운전 허용범위 내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원자로기동운전은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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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핵적기동운전 초기조건 및 계산결과

출력상태 (초기 값) 0.1% 출력상태(계산 값)

노심출력 (%) 10
-7

0.05

일차계통 변수

노심 유량 (㎏/s)

가압기 압력 (㎫)

가압기 N2 가스 체적비

노심 출구온도 (℃)

노심 입구온도 (℃)

468.7

4.5

1.0

19.99

19.98

468.2

4.5

1.0

21.3

21.2

이차계통 변수

총 급수유량 (㎏/s)

SG 입구 압력 (㎫)

급수온도 (℃)

SG 출구 온도 (℃)

7.635

0.23

19.8

20.0

7.635

0.21

19.8

21.3

표 3.2-33 핵적기동운전동안 과도 경위

시간 과도상황

0초

140초

175초

327초

419초

1504초

4000초

핵적기동운전 시작

최초로 임계에 도달

출력증배계수 최소값 28초에 도달

최초로 출력 0.1%에 도달

최대출력 0.158%에 도달

출력이 하한 값인 0.05%에 도달

운전 종료시점에서 출력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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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원자로가열운전 초기조건 및 계산결과

0.1% 출력상태 (초기값) 5% 출력상태 (계산값)

노심출력 (%) 0.094 5.86

일차계통 변수

노심 유량 (㎏/s)

가압기 압력 (㎫)

가압기 N2 가스 체적비

노심 출구온도 (℃)

노심 입구온도 (℃)

468.2

4.5

1.0

21.3

21.2

358.3

14.01

0.31

291.2

281.3

이차계통 변수

총 급수유량 (㎏/s)

SG 입구 압력 (㎫)

급수온도 (℃)

SG 출구 온도 (℃)

7.635

0.21

19.8

21.3

7.635

3.39

19.7

283.4

표 3.2-35 원자로가열운전동안 과도 경위

시간 과도상황

0초

4850초

5219초

6376초

6406초

6783초

7368초

8310초

8400초

8424초

9150초

원자로가열운전 시작

증기발생기 이차측 이상유동 발생

중앙공동에 냉각재가 차오르기 시작함

주증기 압력 1.6 ㎫에 도달, 목표출력 바뀜

출력 최대 8.4%에 도달

주증기 압력 3.3 ㎫에 도달, 이후 3.3 ㎫ 유지

주증기 헤더 기포율 1에 도달

제어봉 움직임 멈춤

중앙공동 수위 정상상태 도달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정상상태 도달

출력 정상상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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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6 원자로기동운전 초기조건 및 계산결과

5% 출력상태 (초기값) 20% 출력상태 (계산값)

노심출력 (%) 5.86 23.7

일차계통 변수

노심 유량 (㎏/s)

가압기 압력 (㎫)

가압기 N2 가스 체적비

노심 출구온도 (℃)

노심 입구온도 (℃)

358.3

14.01

0.31

291.2

281.3

375.9

14.52

0.29

303.6

265.0

이차계통 변수

총 급수유량 (㎏/s)

SG 입구 압력 (㎫)

급수온도 (℃)

SG 출구 온도 (℃)

7.635

3.39

19.7

283.4

30.54

3.41

177.7

297.2

표 3.2-37 원자로기동운전동안 과도 경위

시간 과도상황

0초

60초

104초

300초

1000초

1060초

1165초

1175초

1300초

1327초

2000초

원자로기동운전 시작, 주급수유량 10%로 증가 시작

주급수량 증가 멈춤

출력 16.4% 도달

증기발생기 1섹션 개방

주급수량 20%로 증가시작

주급수량 증가 멈춤

가압기 압력 최대 값인 15.6 ㎫에 도달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최대 값인 311.3℃ 도달

증기발생기 나머지 섹션들 개방

출력 최대 값인 26.6%에 도달

원자로기동운전 종료



- 269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10-8

1x10-7

10-6

1x10-5

1x10-4

1x10-3

1x10-2

10-1

100

101

Po
w

er
, %

Time, seconds

그림 3.2-106 핵적기동운전중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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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7 핵적기동운전중 출력증배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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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8 원자로가열운전중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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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9 원자로가열운전중 냉각재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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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원자로가열운전중 가압기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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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원자로가열운전중 이차측 주증기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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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 원자로가열운전중 가압기 수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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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3 원자로가열운전중 개방된 증기발생기 주증기헤더에서의 

기포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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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4 원자로기동운전중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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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 원자로기동운전중 냉각재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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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6 원자로기동운전중 가압기 압력변화

0 500 1000 1500 2000
0

2

4

6

8

10

12

14

16

18

Fl
ow

 ra
te

, k
g/

se
c

Time, seconds

 SG section 1
 SG section 2
 SG section 3
 SG section 4

그림 3.2-117 원자로기동운전중 주급수유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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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8 원자로기동운전중 이차측 증기과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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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력 운전

SMART에서 출력 운전은 원자로 출력이 20% ∼ 100% 범위에서 40℃ 이상의 과

열 증기를 생성하는 운전이다. 해석된 출력 운전은 기동 운전에서 출력 운전으로

의 전환 운전, 20% ∼ 100% 범위에서 출력 증감소 운전, 20% 출력에서 자연순

환운전이다.

(1) 20% 출력에서 100% 출력사이의 출력 증가/감소

출력 증감소 운전은 20% ∼ 100% 범위에서 운전원이 원하는 출력으로의 천이 

및 천이된 이후의 안정적인 출력을 생성하는 운전이다

(가) 해석 방법 및 허용기준

원자로의 출력은 급수유량을 5%/분의 비율로 변화시키면 원자로 출력이 급수 

유량을 추종하게 된다. 급수 유량 증가시 노심 입구의 냉각재 온도 하락은 정  

(+) 반응도의 삽입에 의하여 노심출력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열출

력의 반응속도에 향을 미치는 반응 속도 (Loop Transport Time)가 중성자출

력의 반응 속도 (Reaction Time)에 비하여 느리게 나타남으로 급수 유량 변화

에 대한 노심출력의 연속적인 추종을 위하여 제어봉의 이동에 따른 반응도가 보

상이 필요하다.  

출력 증감소 운전에서의 허용조건은 표 3.1-9의 원자로 경보 신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증기 과열도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노심출력이 급수 유량 

변화율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나) 운전 경위 및 초기조건

20% ∼ 100% 범위에서 운전원에 의하여 급수유량이 5%/분의 비율로 변화시키

면서 출력 변화 운전이 시작된다.  

출력 변화 운전의 초기조건은 원자로 출력이 100% 인 최적 상태이며 이때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다. 운전은 100% 출력에서 20% 출력

으로 출력을 낮추어 계통을 안정시킨 후 계속해서 출력을 100% 까지 증가시킨 

후 종료하게 된다.

(다) 해석 결과

출력 변화 운전에서 원자로 출력이 그림 3.2-119에 나타나 있다. 운전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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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급수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차측으로의 열전달 율이 감소하여 일차측 증기

발생기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가 증가한다. 이때 SMART 원자로의 특성인 무붕

산 노심의 상대적으로 큰 냉각재 도계수에 의하여 냉각재 도계수에 의한 부 

(-) 반응도의 삽입과 급수유량과 노심출력의 편차를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시키

도록 제어봉을 이동시키면서 노심출력은 급수 유량을 추종하게 된다. 감소된 노

심출력에 의하여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 변화는 그림 3.2-120에 나타난 

대로 변화하게 된다. 계통의 압력은 그림 3.2-121에 보여주는 것같이 냉각재 온

도 변화에 따라서 변화한다. 20% 출력에서 일정 시간 운전한 이후 계속해서 출

력을 증가시키는 운전은 출력 감소 운전에서처럼 원자로 출력이 급수 유량 증가

를 추종하면서 진행된다. 전체 운전과도 기간에서의 증기 과열도의 변화는 그림 

3.2-122에 표시되어 있으며 40℃ 이상을 유지한다. 계통 압력, 냉각재 온도, 

노심출력에 의한 경보 신호는 발생하지 않으며 출력 운전은 원하는 성능을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전체 출력 증가/감소 운전의 과도 경위는 표 3.2-38에, 그리

고 100% 출력과 20% 출력에서의 주요 계통 변수가 표 3.2-39에 표시되어 있다.

(2) 20% 출력에서 기동운전과 출력운전간의 천이운전

기동운전과 출력운전의 천이는 기동운전이 종료되어 20% 출력에서 4대의 주냉

각재펌프의 속도를 저속에서 고속으로 변화시키고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의 기

준온도를 변화시키는 운전이다.

(가)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기동운전 과정에서 주냉각재펌프는 저속 상태로 운전된다. 기동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의 온도는 주냉각재펌프가 고속인 상태보다 적

은 노심 유량을 보상하기 위하여 전출력의 기준온도인 310℃를 유지한다. 기동

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시 4대의 주냉각재펌프는 저속에서 고속 운전 상태로 

전환되며 일차측 기준온도는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원자로의 출력에 따른 20% 출

력 기준온도인 298℃로 바뀌게 된다. 천이운전시 급수 유량은 20%를 유지하며 

주냉각재펌프 속도 변화에 따른 원자로 출력 진동과 기준온도 변화에 따른 일차

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편차는 정해진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제어봉이 이동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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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에서의 허용 조건은 표 3.1-9의 원자로 경

보 신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증기 과열도가 천이운전기간동안 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운전 경위 및 초기조건

기동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저속 모드로 운전 중인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차

례로 고속 모드로 변화되며 첫 번째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고속 모드에 도달하

게 되면 기준온도는 310℃에서 298℃로 변화한다.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의 천이운전의 초기조건은 기동운전이 종료된 상태

이다.

(다) 해석 결과

천이운전에서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60초의 간격으로 차례로 저속에서 고속으

로 전환된다 (그림 3.2-123). 주냉각재펌프의 고속 전환에 따라 노심 입구에서

의 냉각재 온도 하락에 따른 냉각재 도계수의 정 (+) 반응도 삽입에 의하여 노

심출력은 증가하게 되며 첫 번째 주냉각재펌프의 고속 도달 이 후 낮추어진 기준

온도와 출력의 편차 (+)에 의한 제어 신호로 제어봉이 삽입되며 20% 출력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진동을 하게된다 (그림 3.2-124). 계통 압력은 냉각재온도 변

화에 따라 진동하게 된다 (그림 3.2-125). 천이운전 기간 동안의 증기과열도는  

 40℃ 이상을 유지한다 (그림 3.2-126). 천이운전 개시와 종료시 주요 계통 변

수가 표 3.2-40에 표시되어 있다.

(3) 20% 출력에서 출력운전과 자연순환운전간의 천이운전

자연순환운전으로의 천이는 20% 출력에서 이루어진다. 20% 출력에서 자연순환

이 이루어 진 이 후에 원자로 출력을 25%까지 증가시키고 다시 출력을 20%로 낮

추고 주냉각재펌프를 고속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천이운전은 종료한다. 

(가)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20% 출력에서 주냉각재펌프를 정지시키고 이때 감소하는 노심 유량을 따라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을 맞추어 주기 위하여 평균 냉각재 온도는 하락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 하락에 따른 계통 압력의 지나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측 증

기발생기 입구온도에 대한 기준온도를 전출력 상태인 310℃로 전환시켜 온도 편

차에 따른 제어봉의 인출로 냉각재 온도를 올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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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력에서 자연순환운전이 안정화되면 급수유량을 25%까지 증가시켜 자연

순환상태에서 25% 출력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 후 출력을 20%까지 낮추고 4대의 

주냉각재펌프를 차례로 고속 운전 상태로 전환시켜 출력운전과 자연순환운전간의 

천이운전은 종료한다.

출력운전에서 자연순환운전으로 천이운전에서의 허용 조건은 표 3.1-9 의 원자

로 경보 신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증기 과열도가 천이운전기간동안 10℃ 이

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운전 경위 및 초기조건

20% 출력에서 고속으로 운전 중인 4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차례대로 저속과 정

지 상태로 전환된다. 이때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저속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

준온도를 310℃로 전환시킨다. 20% 출력에서 자연순환운전이 안정화되면 급수유

량을 25%까지 증가시켜 자연순환상태에서 25% 출력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 후 

출력을 20%까지 낮추고 4 대의 주냉각재펌프를 차례로 고속 운전 상태로 전환시

켜 출력운전과 자연순환운전간의 천이운전은 종료한다.

출력운전에서 자연순환운전으로 천이운전에서 계통의 초기조건은 4대의 주냉각

재펌프가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는 20% 출력 상태이다.

(다) 해석 결과

천이운전에서 4대의 주냉각재펌프는 60초의 간격으로 차례로 고속에서 저속으

로 전환되고 일정한 시간 경과 후 다시 차례로 정지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림 

3.2-127). 주냉각재펌프의 정지상태로의 전환에 따른 노심 유량 감소로 노심 입

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하락하게된다 (그림 3.2-128). 출력은 냉각재 도계수

의 변화와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어봉 이동에 의해서 진동을 한다. 자연순환 운

전시 급수 유량이 20%, 25%인 경우에 노심출력은 각각 약 18%, 23% 수준에서 

머문다 (그림 3.2-129). 계통 압력은 과도기간중 최소 13.7 ㎫, 최대 15.7 ㎫ 

범위에서 변화한다 (그림 3.2-130). 증기 과열도는 전체 과도기간중 10℃ 이상

을 유지한다 (그림 3.1-131). 자연순환으로의 천이운전 과정은 표 3.2-41에, 

그리고 20%와 25% 자연순환운전에서의 주요 계통 변수가 표 3.2-42 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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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8 출력 증가/감소 운전 경위

시간, 초 과도 전개 사항

0
100% 전출력 운전
급수 유량 감소 시작

960 급수 유량 20% 도달

1250
계통 거동 20% 출력으로 안정화
급수 유량 증가 시작

2210 급수 유량 100% 도달

2500
계통 거동 100% 출력으로 안정화
해석 종결 

표 3.2-39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요 계통 변수 거동

주기초 주기중 주기말

100% 20% 100% 20% 100% 20%

노심 열출력, MWt 330.0 61.86 330.0 62.1 330.0 62.95

일

차

계

통

변

수

노심 유량, ㎏/sec 1491 1523 1491 1522 1491 1259.39

가압기 압력, ㎫ 14.96 15.32 14.99 15.37 15 15.45

가압기 온도, K 363.03 365.36 363.32 365.53 363.99 366.27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582.83 572.64 582.85 572.88 582.81 573.63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542.84 564.55 542.87 564.79 543.03 565.5

이

차

계

통

변

수

급수 유량, ㎏/sec 152.7 30.54 152.7 30.54 152.7 30.54

급수 압력, ㎫ 5.66 3.38 5.66 3.38 5.66 3.39

급수 온도, K 453.15 453.36 453.12 453.36 453.15 453.36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551.89 568.07 551.9 573.13 552.89 568.99

증기 압력, ㎫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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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0 천이운전시 (기동운전 → 출력운전) 주요 계통 변수 거동

20%
1

20%
2

노심 열출력, MWt 78.21 67.23

일

차

계

통

변

수

노심 유량, ㎏/sec 368 1381

가압기 압력, ㎫ 15.88 15.24

가압기 온도, K 582.43 428.20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582.44 569.61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548.86 560.83

이

차

계

통

변

수

급수 유량, ㎏/sec 30.54 30.54

급수 압력, ㎫ 3.77 3.77

급수 온도, K 453.07 453.07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575.85 565.06

증기 압력, ㎫ 3.30 3.30

1: 기동운전 종료시

2: 출력운전으로 전환시

표 3.2-41 자연순환운전 전개 과정

시간, 초 과도 전개

MCP 
고속 -> 저속

0 60초 간격으로 4대의 MCP 차례로 저속으로 전환

180 4 대의 MCP 저속 도달

180 ∼ 600 4 대의 MCP 저속 운전 

MCP 
저속 -> 정지

600 60초 간격으로 4대의 MCP 차례로 정지 상태로 전환

780 4 대의 MCP 정지 상태

780 ∼ 1200 4 대의 MCP 정지 운전

급수유량 증가
1200 ∼ 1260 급수유량 20% → 25% 증가

1260 ∼2000 급수유량 25%  자연순환운전

급수유량 감소
2000 ∼ 2060 급수유량 25% → 20% 감소 

2060 ∼2800 급수유량 20% 자연순환운전

MCP 
정지 -> 저속

2800 60초 간격으로 4 대의 MCP 차례로 저속으로 전환

2980 4 대의 MCP 저속 도달

2980 ∼ 3400 4 대의 MCP 저속 운전

MCP
저속 -> 고속

3400 60초 간격으로 4 대의 MCP 차례로 고속으로 전환

3580 4 대의 MCP 고속 도달

3580 ∼4000 4 대의 MCP 고속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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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2 자연순환운전시 주요 계통 변수 거동

주기초 주기중 주기말

20% 25% 20% 25% 20% 25%

노심 열출력, MWt 66.61 76.52 66.36 76.8 66.5 76.45

일

차

계

통

변

수

노심 유량, ㎏/sec 170 189 170 189 170 189

가압기 압력, ㎫ 13.91 13.72 13.9 13.72 13.9 13.71

가압기 온도, K 367.15 367.68 367.4 367.82 368.18 368.68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583.95 584.35 583.96 584.52 583.91 584.31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510.37 506.77 519.4 506.78 510.3 506.76

이

차

계

통

변

수

급수 유량, ㎏/sec 30.54 38.175 30.54 38.175 30.54 38.175

급수 압력, ㎫ 3.28 3.43 3.28 3.43 3.28 3.43

급수 온도, K 453.36 453.36 453.36 453.36 453.36 453.36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571.36 545.8 571.37 546.74 571.33 545.46

증기 압력, ㎫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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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9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기별 출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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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0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기별 일차측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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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1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기별 계통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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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2 출력 증가/감소 운전시 주기별 증기과열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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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3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시 주냉각재펌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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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시 노심출력 거동



- 286 -

0 100 200 300 400 500
13.0

13.5

14.0

14.5

15.0

15.5

16.0

PZ
R

 P
re

ss
ur

e,
 M

Pa

T ime, seconds

그림 3.2-125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시 계통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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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6 기동운전에서 출력운전으로 천이운전시 증기 과열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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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7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주냉각재펌프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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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8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냉각재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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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9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노심출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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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0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계통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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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1 자연순환운전 천이시 증기 과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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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상 출력운전

(1) 주냉각재펌프 (MCP) 1 대 정지운전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운전은 고속운전 중인 4 대의 주냉각재펌프 중 1 대

가 불시에 정지하여도 원자로 출력이 20% ∼ 75% 범위에서 출력운전이 가능하도

록 하는 운전이다.

(가)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주냉각재펌프 1 대 정지 운전에 대한 해석은 최적 초기조건 및 최적 해석 입력

을 사용하고, 관련된 모든 공정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는 10%의 튜브 관 막음을 가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72 개의 증기

발생기 모듈 중 7개의 모듈이 관막음된 것으로 가정하 다. 이와 더불어 노심출

력,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온도 및 일차계통 압력에 대한 계측 신호의 

시간 지연이 해석에서 고려되었다.  

MCP 1 대 정지 운전시 허용 기준은 원자로 정지신호중 출력 운전과 관련된 원

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노심에서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

기 위해 핵비등이탈률(DNBR)이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 이상이어야 하며, 냉각재 

비등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운전 경위 및 초기조건

과도 시작 이전 일차계통은 100% 정상 출력 운전하에서 4대의 MCP가 모두 작

동하는 강제 순환/고속 운전 상태이며, 가압기 상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실린

더는 개방된 상태에 있다. 이때 MCP 1 대가 정지하는 과도 상태가 발생하게 되

는데, 정상 작동중인 3 대의 MCP만으로 출력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데, 노심 유

량 감소로 인해 핵비등 이탈 여유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출력 운전 범위는 20%에

서 75%로 제한된다. 정지되는 MCP 속도가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하면, 급수 유

량은 75%까지 분당 5%의 비율로 감소한다. 또한 반응도 제어 논리 기준인 Slid-

ing Tref 프로그램이 Constant Tref (310℃)로 변경되어 일차계통을 통한 유량 

감소시 노심 입구 온도의 감소로 인한 감속재 도계수 (Moderator Density    

Coefficient) 반응도 변화 폭을 줄여준다. 이후 계통 변수가 안정됨에 따라   

20%에서 75% 사이의 출력 운전이 가능해지는데, 이때의 출력 변동은 최대 5%/분

의 속도로서 이루어진다.  MCP 1 대 정지 운전에 대한 사건 경위는 표 3.2-4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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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MCP 1 대 정지시 펌프 방출구의 환형 역에서 유동 및 온도의 비대칭 거동이 

있을 수 있으나, 펌프 방출구의 환형 역에서 유동 및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출구에서 분포가 균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해석 초기조건은 주기초 (Beginning of Cycle), 주기중 (Mi-

ddle of Cycle) 및 주기말 (End of Cycle) 조건 하에서 얻어진 100% 정격 출

력 운전 조건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표 3.2-44에 나타내었다.  

(다) 해석 결과

MCP 1대 정지 운전을 모의하기 위해 MCP 1의 감속이 그림 3.2-132와 같이 이

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MCP 1의 속도는 과도 시작 이후 약 2 초경에 정격 속도

의 80%에 도달하게 되며, MCP 1의 속도가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한 이후 급수 

유량은 분당 5%의 비율로 75%까지 감소하게 된다.  

노심 유량 및 증기발생기 이차측 입/출구 유량 변화를 그림 3.2-133과 그림 

3.2-134에 나타내었다. 노심 유량은 MCP 1 대 정지로 인해 사건 초기에 급속히 

감소하고 노심출력이 75% 출력 수준으로 유지된 이후 약 1250 ㎏/sec 근방에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 20% 출력 변화가 이루어지는 800초 이후부

터 노심 유량은 계통의 압력 및 온도 변화로 인하여 다소 변하지만, 75% 출력 

수준에서의 노심 유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MCP 1의 속도는 약 2초만에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하게 되며, 2초 부근부터 급수 유량은 분당 5% 비율로  

300초만에 75%까지 감소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증기유량은 해석 초기 및 

정격 유량의 75%에 도달하는 시간 (300초)에서 급수 유량과 다소 차이는 있지

만, 급수 유량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5% ↔ 20% 출력 변화시 

급수 유량은 분당 5%의 비율로 변하는데, 이러한 노심출력 변화 시에도 증기발

생기 이차측 증기유량은 큰 차이 없이 급수 유량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심출력 변화는 그림 3.2-135에 나타내었는데, 노심출력은 과도 초기에 급격

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심 유량의 감소로 인해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냉각재 도 감소로 인해 부 (-)의 감속재 도 반응도가 주

입되기 때문이다. 이후 노심출력은 핵연료 온도 계수, 감속재 도 계수 및 T/N 

제어에 의한 제어봉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변하다가 약 75% 출력 수준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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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 20% 출력 변화시 변화 초기에는 노심출력은 목표 

출력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림 3.2-136에 보이는 것처럼 가압기 

압력이 가압기 예비 보호 신호 설정 압력인 16.0 ㎫을 초과하는 1400초 부근부

터 노심출력은 목표 출력 근방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심출력

의 진동 현상은 가압기 압력의 예비 보호 신호 설정 압력 초과 여부에 따른 제어

봉 반응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며, 20% 출력 수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후 20% 출력에서 75% 출력으로 출력 증가에 따라서 서서히 사라져 노심출력은 

목표 출력을 추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136은 가압기 압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도 초기 가압기 압력

은 노심 표면을 통해 방출되는 열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에 따

라서 변하다가, 약 350초 이후부터는 열평형을 이루게 되어서 가압기 압력은 약 

14.9 ㎫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5% → 20% 출력 변화시 출

력 변화 초기부터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량이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

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가압기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가압기 압력이 

예비 보호 설정 압력인 16.0 ㎫에 도달한 이후부터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에 따라서 가압기 압력은 증감을 반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 75% 출력 변화 시에는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량이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가압기 압력은 감소하

게 되며, 이후 75% 노심출력에서 출력이 안정화되면서 가압기 압력 또한 안정화

된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MCP 1 대가 정지된 75% 출력 운전 및 75% ↔ 20% 출

력 변화 시에서 가압기 압력은 고압/저압 원자로 정지 설정치 허용 기준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37은 MATRA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DNBR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수행된 계산 결과에 의하면 해석 기간중 DNBR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 1.4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펌프 방출구

의 환형 역에서 유동 및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출

구에서 분포가 균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추후 

유동 및 온도 분포의 불균일성이 DNBR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MCP 1 대가 정지된 75% 출력 운전 및 75% ↔ 20%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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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 출력 운전과 관련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이 가

능하 으며, DNBR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 (1.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운전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운전은 운전중인 증기발생기 네 섹션 중 한 곳에서 이상

이 발견될 경우 이상이 발견된 증기발생기 섹션과 대칭되는 상대편 섹션을 차단

하고 원자로 출력을 낮추어 20% ∼ 50% 범위에서 운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에 대한 해석은 최적 초기조건 및 최적 해석 입력

을 사용하고, 관련된 모든 공정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는 10%의 튜브 관 막음을 가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72개의 증기

발생기 모듈 중 7개의 모듈이 관막음된 것으로 가정하 다. 이와 더불어 노심출

력,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온도 및 일차계통 압력에 대한 계측 신호의 

시간 지연이 해석에서 고려되었다.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시 허용 기준은 

원자로 정지신호중 출력 운전과 관련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

고, 노심에서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DNBR이 허용핵연료설계제한

치 이상이어야 하며, 냉각재 비등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운전 경위 및 초기조건

과도 시작 이전 일차계통은 100% 정상 출력 운전하에서 4 대의 MCP가 모두 작

동하는 강제 순환/고속 운전 상태이며, 가압기 상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실린

더는 개방된 상태에 있다.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의 과도 발단은 급수관/

증기관의 누설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이며, 운전원의 탐지 및 판단에 의해 노

심출력을 줄이게 된다. 사용되는 노심출력 감소 비율은 5%/분이다. 그리고 누설

이 발생한 증기발생기의 섹션 차단시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편의 증기발

생기 섹션도 차단시키기 때문에 노심출력은 50% 수준까지 감소된다. 노심출력이 

50%까지 감소된 이후 계통 변수가 안정화되면 증기발생기 섹션차단밸브를 잠그게 

되는데, 섹션차단밸브를 잠그는 시점을 급수 유량이 50% 수준으로 감소된 시점

으로 가정하 다. 이와 더불어 10초의 섹션차단밸브의 Stroking Time을 가정하

다. 이후 계통 변수가 안정됨에 따라 20%에서 50% 사이의 출력 운전이 가능해

지는데, 이때의 출력 변동은 최대 5%/분의 속도로서 이루어진다. 증기발생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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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차단 운전시 시간에 따른 운전 상황을 표 3.2-45에 나타내었다.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시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의 비대칭 거동이 예상되

나, 증기발생기 2섹션이 차단되더라도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출구에서는 온도/유

동 분포가 균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초기조건은 

주기초, 주기중 및 주기말 조건 하에서 얻어진 100% 정격 출력 운전 조건이 사

용되었으며, 이들을 표 3.2-46에 나타내었다.  

(다) 해석 결과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시 급수 유량 및 증기발생기 이차측 입/출구 유량 

변화를 그림 3.2-138과 그림 3.2-139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38에서 나타났

듯이, 과도 초기 급수 유량은 분당 5%의 비율로서 정격 급수 유량의 50%까지 60

0초만에 감소되며, 증기발생기 이차측 개별 경로에서의 급수 유량도 50%씩 감소

하 다. 그리고 600초에서 섹션차단밸브 1과 3번을 잠그도록 구성하 는데, 이

러한 이유로 독립 유로 1번과 3번에서의 급수 유량은 0으로, 그리고 독립 유로 

2번과 4번에서의 유량은 정격 조건의 급수 유량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3.2-1

39). 이에 반하여 증기유량은 시간 지연을 가지고서 급수 유량을 추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후 계통 변수가 안정됨에 따라서 50% ↔ 20% 출력 운전을 수행

하게 되는데, 급수 유량 및 각 경로에서의 유량은 급수 유량 변화율에 따라서 

적절히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심출력 변화를 그림 3.2-140에 나타내었는데, 노심출력은 사건 초기에 목표 

출력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2섹션이 차단되는 시점

인 600초 근방에서 목표 출력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노심에

서 발생하는 열량이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제거되는 열량에 비하여 커져 냉각재의 

도가 감소함으로써 주입되는 음의 냉각재 반응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량 사이 열평형이 이루어

지면서 노심출력은 목표 출력인 50% 출력 근방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 변수들이 안정화된 이후 50% ↔ 20% 출력 변화 운전이 이루어지

는데, 출력 변화 운전시에는 핵연료 온도 계수, 감속재 도 계수 및 T/N 제어

에 의한 제어봉의 위치 변화에 따라 반응도가 변하면서 노심출력은 큰 차이 없이 

목표 출력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141은 가압기 압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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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에 따라서 가압기 압력은 증가 

또는 감소를 하게 된다. 600초에서 섹션차단밸브가 잠기기 시작하게 되며, 이 

시점 부근에서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이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에 

비해 작아져서 가압기 압력이 최대가 된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가압

기 압력은 안정화된다. 50% ↔ 20% 출력 변화 시에도 가압기 압력은 노심에서의 

발생 열량과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된 성능 해석 결과에 의하면 증기발생기 2 섹션이 차단된 

50% 출력 운전 및 50% ↔ 20% 출력 변화 시에서 가압기 압력은 고압/저압 정지 

설정치 허용 기준 (고압은 17.0 ㎫, 저압은 12.0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계통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는 그림 3.2-142에 나타내었다. 과도 초기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는 Sliding Tref에 따라서 약 578.0 K 까지 감소하

게 되는데, 50% 노심출력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는 575.65 K이다. 또한 열평형을 

맞추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노심출력이 50%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는 558.48 K 인 것으로 나타났다. 600

초 시점에 섹션차단밸브 1번과 3번이 잠기면서, 증기발생기 일차 및 이차측의 

독립 유로 1번과 3번에서의 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독립 유로 

1번 및 3번에 존재하는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노드에서의 온도는 증기발생기 

입구 노드의 온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며, 독립 유로 2번 및 4번의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관련된 이차측 경로에서의 유량 증

가로 인하여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50% 노심출력에서 계통 변수가 안정화되면, 

50% ↔ 20% 출력 변화 운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는 Slidi-

ng Tref에 따라서 573.23 K 까지 감소하게 되며 (20% 노심출력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는 571.15 K), 섹션차단밸브가 잠기지 않은 쪽과 관련되는 일차측 증기발생

기 출구 온도는 557.14 K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해석 결과에 의

하면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온도는 원자로 정지 설정치인 608 K 이내에

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143은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 운전중 DNBR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수행된 계산 결과에 의하면 해석 기간중 DNBR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인 1.4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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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기발생

기 2섹션이 차단되더라도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출구에서는 온도/유동 분포가 균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추후 유동 및 온도 분

포의 불 균일성이 DNBR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증기발생기 2섹션 차단시 50% 출력 운전 및 50% ↔ 20% 

출력 변화시 출력 운전 관련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이 가

능하 으며, DNBR은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 (1.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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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3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 운전시 운전 경위

시간 역, 초 시간, 초 운전 경위

0 ∼ 800

0
노심출력: 100%
주냉각재펌프 1 정지

2
주냉각재펌프 1 속도가 정격 속도의 80%에 도달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감소

40 주냉각재펌프 1 정지

30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75%에 도달

300 ∼ 800
노심출력 75%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800 ∼ 1900

8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감소

146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20%에 도달

1460 ∼ 1900
노심출력 20%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1900 ∼ 3000

19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증가

256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75%에 도달

2560 ∼ 3000
노심출력 75%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표 3.2-44 주기별 주요 계통 변수

node/
path

주기초 주기중 주기말

1
1

2
2

1
1

2
2

1
1

2
2

노심 열출력, MWt 330.0 76.15 330.0 76.71 330.0 50.17

일

차

계

통

변

수

노심 유량, ㎏/sec 3 1538.48 1258.36 1538.48 1255.91 1538.48 1259.39

가압기 압력, ㎫ 30 14.99 15.64 14.99 15.76 14.99 15.77

가압기 중간 공동 온도, K 29 356.87 413.67 356.87 414.15 356.87 420.21

가압기 환형 공동 온도, K  28 582.84 559.24 582.84 561.10 582.84 560.20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K 5 582.83 575.97 582.83 576.79 582.83 577.03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온도,K 26 542.83 565.75 542.83 566.49 542.83 568.06

이

차

계

통

변

수

급수 유량, ㎏/sec 152.7 30.54 152.7 30.54 152.7 30.54

급수 압력, ㎫ 32 5.66 3.39 5.66 3.39 5.66 3.39

급수 온도, K 32 453.15 453.36 453.15 453.36 453.15 453.36

증기발생기 입구 압력, ㎫ 34 5.07 3.38 5.07 3.38 5.07 3.38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34 453.2 453.34 453.2 453.34 453.2 453.34

증기발생기 출구 압력, ㎫ 45 3.42 3.31 3.42 3.31 3.42 3.31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45 552.89 571.06 552.89 571.82 552.89 572.53

증기 압력, ㎫ 121 3.30 3.30 3.30 3.30 3.30 3.30

1: 100% 출력 운전
2: 1 MCP 정지후 20% 출력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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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5 증기발생기 2 섹션 차단 운전시 운전 상황

시간 역, 초 시간, 초 과도 전개 상황

0 ∼ 1000

0
노심출력: 1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감소

60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50%에 도달
섹션차단밸브 #1, #3 폐쇄 시작(Stroking Time = 10초)

610 섹션 #1, #3 차단

610 ∼ 1000 노심출력 50%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1000 ∼ 2000

10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감소

136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20%에 도달

1360 ∼ 2000
노심출력 20%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2000 ∼ 3000

2000 분당 5%의 비율로 급수 유량 증가

2360 급수 유량이 정격 유량의 50%에 도달

2360 ∼ 3000
노심출력 50%
계통 변수 안정화 단계

표 3.2-46 주기별 주요 계통 변수

node/
path

주기초 주기중 주기말

11 22 11 22 11 22

노심 열출력, MWt 330.0 62.65 330.0 62.54 330.0 62.67

일
차
계
통
변
수

노심 유량, ㎏/sec 3 1538.48 1521.07 1538.48 1521.46 1538.48 1521.05

가압기 압력, ㎫ 30 14.99 15.43 14.99 15.42 14.99 15.42

가압기 중간 공동 온도, K 29 356.87 371.8 356.87 370.7 356.87 371.2

가압기 환형 공동 온도, K 28 582.84 580.1 582.84 580.5 582.84 580.2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5 582.83 573.2 582.83 573.2 582.83 573.2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26 542.83 565.1 542.83 565.1 542.83 565.1

이
차
계
통
변
수

급수 유량, ㎏/sec 152.7 30.54 152.7 30.54 152.7 30.54

급수 압력, ㎫ 32 5.66 3.71 5.66 3.71 5.66 3.71

급수 온도, K 32 453.15 453.3 453.15 453.3 453.15 453.3

증기발생기 입구 압력, ㎫ 343/484 5.07
3.43
/3.63 5.07

3.43
/3.63 5.07

3.43
/3.63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K 34/48 453.2
453.2
/453.3 453.2

453.2
/453.3 453.2

453.2
/453.3

증기발생기 출구 압력, ㎫ 45/59 3.42 3.45
/3.33

3.42 3.45
/3.33

3.42 3.45
/3.33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K 45/59 552.89
514.9/
567.1 552.89

514.9/
567.1 552.89

514.9/
567.1

증기 압력, ㎫ 121 3.30 3.30 3.30 3.30 3.30 3.30

1: 100% 출력 운전
2: 2 섹션 차단후 20% 출력 운전
3: 섹션차단밸브가 작동된 경로
4: 섹션차단밸브가 작동되지 않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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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2 MCP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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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3 주기별 노심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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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4 주기별 급수 및 증기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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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5 주기별 노심출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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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6 주기별 가압기 압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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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7 주기별 DNB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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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8 총급수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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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9 주기별 섹션 급수 및 증기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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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0 주기별 노심출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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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1 주기별 가압기 압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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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3 주기별 DNB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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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지운전

SMART의 정지운전에는 저온 정지운전, 고온 정지운전, 재장전 운전 및 원자로 

비상 정지운전이 있는데, 본 해석에서는 원자로 비상 정지운전에 대해서 기술한

다. 원자로 비상 정지운전은 원자로가 불시에 비상 정지할 때 피동잔열제거계통

을 사용하여 원자로 잔열이 제거됨을 보여주는 운전 모드이다.

(가) 해석 방법 및 허용 기준

SMART 원자로는 4 Train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있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주급

수 차단밸브와 주증기 차단밸브가 닫히게 되고 급수 배관과 증기 배관과 연결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차단밸브가 개방되어서 원자로 잔열을 제거하게 된다.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급수 연결 부위의 보상탱크는 4.5 ㎫로 가압된 상태이고 급수관

과 연결 부위에 있는 체크밸브는 섹션 급수배관 연결 부위에서 역류를 방지한다.  

해석 방법은 원자로의 각 주기에서 100% 전출력 운전중 원자로가 불시에 정지

되어 4 Train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운전하여 계통거동을 분석한다. 원자로 잔

열은 ANS-73 Curve를 사용한다.

원자로 불시 정지에서 허용 조건은 원자로 계통의 온도 및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안정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나) 운전 경위 및 초기조건

100% 출력 중인 상태에서 원자로를 불시에 정지시킨다. 주급수/주증기 차단밸

브는 닫히게 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급수 배관과 증기 배관의 차단밸브는 열리

게 된다 각각의 밸브의 Stroking Time 은 10초이다. 

원자로 비상 정지 운전에서 계통의 초기조건은 100% 전출력 상태이다.

(다) 해석 결과

원자로가 정지되면 정지 제어봉이 8초만에 노심 바닥까지 삽입되면서 원자로 

출력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출력 준위가 약 7.2%에 도달하면 잔열 Curve에 의한 

잔열을 생성한다 (그림 3.2-144).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에서 4 Train의 피동잔

열제거계통 을 운전하는 경우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의 유량은 그림 3.2-145에 

나타내었다. 한 Train의 계통 유량은 약 2.5 ㎏/sec이다. 그림 3.2-146과 그림 

3.2-147은 각각 가압기 압력과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온도 거동을 보여

준다. 잔열제거계통은 잔열을 충분히 제거하여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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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4 원자로 비상 정지시 노심출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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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5 원자로 비상 정지시 PRHRS 총 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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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6 원자로 비상 정지시 계통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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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7 원자로 비상 정지시 냉각재 온도 거동



제 3 절 일체형원자로 열수력 실험

1. 노심유동분포실험 

SMART 일체형원자로의 노심은 17×17 핵연료집합체 57 개가 장전되고, 핵연료

집합체 상호간에 냉각수의 교환흐름이 있다. 또한 일체형원자로에서 예상되는 특

이한 운전조건에 따른 노심 및 1차 계통내에서의 유량분포에 대한 코드 해석 및 

설계입력자료 확보를 위한 실험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실험장치 설계에서 고려되

는 주요 연구 항목으로서는 정상 및 비정상 운전시 원자로 일차계통의 유동조건

에서의 노심과 S/G cassette 등 하강 유로부에서의 비균일 유동분포 실험,     

Orifice group 성능검증 실험이며, 실험 자료는 해석코드의 검증 및 설계입력용

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목적으로 사용될 실험

장치의 확보를 위해 실험장치 설계요건과 기초계산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설계 계

산서와 실험장치 구성품의 기본사양 등을 기술하는 기본설계 보고서를 최종 연구

결과물로서 생산하 다 [48, 49]. 

가. 실험 내용

SMART 일체형원자로는 비정상출력 운전시 노심 및 일차계통 내에서 비대칭 유

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심 유동분포실험을 통하여 SMART 일체형원

자로의 정상 출력 및 비정상 출력운전조건에 따른 노심 및 일차계통의 열수력 특

성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정상 출력 및 비정상 출력 운전시 노심 및 일차계통의 유동특성 규명  

- 노심 및 S/G cassette 등 유로부의 비균일 유동분포 실험

- 주냉각재 Pump 흡입 공동관에서의 유동분포 실험 

o 해석코드의 검증 및 설계입력용 실험자료 생산

나. 실험장치 개념설계

(1) 실험장치의 Similarity 요건



실험장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무차원 수는 다음과 같다.

 Reynolds number : Re = 
u0 L0
ν  = inertia force / viscous force

 Euler number :    Eu = 
ΔP

ρ u20  = pressure force / inertia force

(2) 실험장치 설계요건 및 척도기준 

실험장치 설계요건으로서는 설치는 Upright 로 하고 실험조건의 온도 압력은 

상온 상압으로 하며, 실험장치의 기하학적 척도기준으로서 높이는 1/4, 면적은 

1/16로 한다.

(3) 실험장치 구조물의 모의 방안

노심은 한 개의 사각채널로 한 개의 핵연료집합체를 모의하며, 노심 및 주요 

일차계통은 Reynolds, Euler number를 보존시킨다. 원형의 Reynolds number가 

보존되는 external pump를 선정토록하고 기타 계통은 원형과 Geometric simil-

itude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4) 실험장치의 개념 및 기본설계 도출

노심은 Core shroud assembly를 길이비 1/4에 따라 축소시키고, Euler num-

ber를 모의하기 위한 Orifice를 설치하며 Cross flow를 모의하기 위한 Cross  

flow hole을 설치한다. 증기발생기는 참조 원자로와 Euler number, Reynolds 

number를 보존시키고, 단일 tube로 1차측 조건만 모의하며, Downcomer는 geome

tric similitude를 유지시키고 Euler number를 보존한다. 노심 상부는 길이 축

소비(1/4)에 따라 축소시키고 참조 원자로의 gap size를 면적비 (1/16)에 따라 

축소시킨다.

다. 실험장치 기본설계

 본 장치는 물순환 Closed loop이며, Main loop 계통, 온도조절계통, 계장계

통, Data acquisition 계통, 전원공급계통 및 기타 보조계통으로 구성되며, P 

& ID는 그림 3.3-1과 같다. 본 장치는 다음에 기술하는 계통별 주요 구성품, 각



각의 운전, 제어봉 부속기기 및 보조 기기들로 구성된다.

Main Loop 계통 

- 주냉각재 펌프  4 대

- 원자로 및 내부 구조물 1 set

- 냉각재 저장탱크 (히터 내장) 1 대

온도 조절계통

- Temperature control valve 1 대

- 계장 제어기기 1 식

- Local control panel 1 식

계장 및 제어 계통

- 각종 센서, 전기/전자 부품 1 식

- 계장제어 기기 1 식

- Control panel 1 식

Data acquisition 계통

- Data acquisition hard ware 1 식

- Data acquisition soft ware 1 식

전원 공급 및 제어계통

- 전원공급, 제어장비 1 식

- MCC Panel 및 배선, 분전반 1 식

Main loop 계통은 주냉각펌프,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 냉각재 저장탱크 등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다. 저장탱크로부터 펌프 토출관으로 토출된 냉각재는 원자

로의 상부로 유입되며, 이는 다시 Steam generator, 하강유로부 들을 거쳐 원

자로 노심 입구로 유입되고, 저장탱크에 모아져 다시 순환된다. 

계장 및 제어계통 (PMDAS)은 본 장치의 운전조작 및 조작 생태의 감시를 하고 

실험 해석에 쓰이는 Data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현장에서의 각종 

계측기로부터 Control panel에 보내지는 신호에는 Controller / indicator 입

력, DAS 계통 입력으로 나눌 수 있다. 계측 항목 중에서 지시 항목은 모드 Con-

trol panel 지시를 기본으로 한다. 운전 제어 조건으로서 장치는 냉각재 온도조

절계통을 제외하고 모두 수동 제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냉각재 온도제어는 

PID 방식으로 하여 장치가 원하는 실험조건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때까지 자동제



어한다. 

PMDAS는 각 센서 및 측정기기로부터의 Analog 신호를 Digital 신호로 변환하

는 A/D converter, Digital 신호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Multi-tasking progr-

am, PC의 명령을 각 Controller에 보내기 위한 D/A converter, 그리고 수립한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프로그램 등으로 수행된다. 

본 실험장치를 위하여 합계 용량 390 ㎾의 전력이 440 V AC 3상으로 공급된

다. Main heater rod 의 전원은 Noise가 없고 안정된 것이어야 하며, 0 ∼   

100  ㎾ 까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력 제어 방식을 써야 한다. 전력의 공

급 및 제어는 실험 기기에 향을 줄 수 있는 Harmonics noise 발생이 없는 구

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공급 전력 조작제어 방식은 Control panel에서 수동에 

의한 온도 설정 및 Controller에 의한 자동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본 장치의 

설계 제작에는 ASME Power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Section VIII 

및  ANSI B31.1 Power Piping Code 등 기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된 규

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전기 및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장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설계상의 최소 요건을 기준하여 공인된 규격 및 표준을 적

용토록 한다.



그림 3.3-1 노심유동분포 실험장치 P&I Diagram



2. 자기가압기 성능실험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되어있는 자기가압기는 증기분압과 비응축가스인 질

소가스의 분압에 의해서 압력 제어되며, 설계기준 과도운전에서도 피동적으로 일

차계통 압력을 스스로 제어되어야 하는 원자로의 성능관련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시험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팀에서 생산된 자기제어 가압기 

실험요건서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가압기의 성능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치의 제

작을 위해서 먼저 실험장치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고, 연구 결과물로서 SMART 

자기제어 가압기 성능실험장치 개념설계보고서를 생산하 다. 개념설계보고서에

는 실험장치 축소제작을 위한 척도해석 결과, 자기제어가압기를 포함한 실험장치

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설계, 효율적인 실험장치의 구성을 위한 주요 부품 배열

방법, 실험장치 운전을 위한 계측제어계통 설계 및 실험 Data 수집방법 등을 기

술하고 있다 [50]. 

가. 실험 요건 

SMART 자기제어가압기의 성능요건은 정상상태 운전 및 과도상태 운전시 원자로 

고 압력 (16 ㎫) 및 저 압력 (13 ㎫) 압력경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즉, 

원자로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운전이나 운전모드 천이 시 능동적인 기기 작동이 

없이 압력경보를  발생시키지 않고 원자로 압력을 자기제어하는 것이다. 이 성능 

요건의 만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운전모드에 따른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실험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SMART 원자로의 출력제어는 T/N-Controller를 

사용하여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나, 실험장치는 N-Control이 불가능하므로 T-   

Control을 수행한다. 운전모드 중 원자로 냉각재 온도변화를 가장 크게 유발시

키는 것은 20%와 100% 사이의 원자로 출력 증․감발 운전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계측계기는 측정계기의 측정 불확실도와 함께 측

정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측정 물리량은 아래와 같다. 

- 가압기 (중앙공동, 중간공동 및 외곽공동), 일차계통 압력 및 수위

- 가압기 (중앙공동, 중간공동 및 외곽공동), 일차계통 냉각재 온도

- 가압기 및 일차계통 압력용기 표면 온도 



- 가압기 질소가스 온도

- 가압기 중간공동 냉각수 입․출구 온도 및 유량

나. 척도해석

실험장치의 척도해석 변수는 실험장치의 높이, 체적, 시간 변화율, 중력 및  

유속비로서 해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장치 높이는 척도해석 결과

에 따라서 가압기를 제외하고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압력용기는 용기내

의 도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심히터 크기와 유체혼합거리 등을 고려하

여야한다. 실험장치 체적은 도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무제한적으로 줄일 수 있

다. 가압기내에 계측기의 최소 설치공간 및 주요 컴포넌트의 최소 제작크기를 고

려하여 최소 축소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시간변화율은 1:1 보존이 필요하지만 

노심히터 용량과 펌프 용량에 제한이 따를 경우 정수 배로 조정 가능하다. 조정

이 필요한 경우에 노심히터 보호를 위하여 노심의 최소유량 산정이 선행되어야한

다. 중력은 보존하지 않으며, 유속비는 시간변화율의 종속변수이다. 

다. 실험장치 개념설계

SMART 원자로는 펌프,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부품이 압력용기 안에 있

는 일체형이다. 실험장치를 일체형원자로와 같이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

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험장치의 일차측은 압력용기에 노심히터을 남겨두고 

증기발생기, 펌프 및 가압기는 모두 압력용기 밖에 설치한다. 일차측의 각 컴포

넌트는 냉각재 부피 자료를 바탕으로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확히 

고․저온 부피 비를 맞추기 어려우므로 압력 용기 전․후단에 고온 및 저온조정

부를 두었다. 이 조정부에서 교체가 용이하도록 플랜지 이음으로 설계하여 냉각

재의 고․저온비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이차측은 주로 일차측의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차측은 펌프, 대용량 컨덴서, 증기배출부 등

으로 구성되고 온도와 압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폐 회로로 구성한다. 이차측의 설

계조건을 높이는 것은 고온의 일차측 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충격과 배관의 비틀림에 의한 냉각수가 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차측의 



과도한 증기발생으로 인한 유동불안을 제거하여 일차측 노심 입구 온도를 효과적

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차측에서 제거된 열은 최종적으로 냉각탑에

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실험장치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다른 폐쇄루프와 같이 시험대에 인가될 열량과 

설계유량 및 설계압력에 지대한 향을 받는다. 시험대의 입구온도조건은 일정하

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시험대로 흘러가는 유체에 인가된 열량은 열교환기에서 

모두 흡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대에 인가될 열량으로 열교환기의 용량이 결

정되며, 이어서 이차측의 크기도 결정된다. 설계유량은 배관의 내경과 펌프의 용

량을 결정 요인이 되며, 설계압력은 배관과 각 구성요소들의 두께를 결정하는데 

쓰인다. 자기제어가압기 실험장치의 주요 설계변수인 온도, 압력 및 유량은    

Test Matrix 중에서 최대치를 선정하고 이에 운전여유도 및 안전도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가산양은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나 압력의 경

우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과다한 설계 여유도를 줄일 수 있다. Test Matrix에 기

술된 일차측의 최대온도는 증기 발생기 입구에서 310℃이므로, 일차측 설계온도

를 350℃로 설정하 다. 원자로 고 압력 알람신호 16 ㎫를 최대압력으로 산정하

고 안전밸브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설계압력을 17 ㎫으로 설정하 다

실험장치 기계계통의 일차측은 다시 압력용기, 노심 히터, 펌프, 증기발생기, 

가압기, 그리고 냉각수의 고․저온 부피 비를 맞추기 위한 고온 및 저온 조정부

로 구성된다. 이차측은 주로 일차측의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펌프, 

컨덴서, 증기 배출부 등으로 구성되고 온도와 압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폐 회로로 

구성한다. 이차측에서 제거된 열은 최종적으로 냉각탑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다.  

자기제어가압기는 17 MPa, 350℃인 고온/고압 실험장치이므로 가급적 모든 조

작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제어변수는 시스템 압력, 온도, 유량, 수

위 및 전원 등이 있다. 



3.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실험

가. 실험장치 설계

(1) 실험장치 개념설계

(가) 실험요건

SMART의 가압기 배관 파단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비응축 가스가 포함된 냉각

재 상살사고의 임계유량 모델 개발을 위하여 요구되는 실험요건은 다음과 같다 

[51]. 

- 파단 배관 Size : 7 ㎜, 20 ㎜

- 정체 압력 : 7 ∼ 12 ㎫

- 입구 과냉도 : 0 ∼ 60℃

- 비응축 가스 유량 : 0 ∼ 0.5 ㎏/s

위 실험 조건에 대하여 실험장치는 정상상태의 임계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실험조건에 대하여 노즐 형상에 따른 질소 가스의 방출 유량 변화도 

측정한다.

(나) 실험장치 규모

위에서 제시된 실험요건을 만족하는 실험장치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요구 

실험조건에서의 임계유량을 몇가지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향후 수행

될 실험은 기본 실험으로써 비응축 가스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유체의 이상유동 

임계류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본 실험으로써 비응축 가스가 포함된 경우의 

임계유동을 실험하게 된다. 이때 임계유량의 값은 같은 정체 조건 (Stagnation 

condition)에서 비응축 가스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유체의 이상유동 임계류가 

비응축 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류 보다 더 크므로, 순수 유체의 이상유동 

임계류 경우의 대표적인 몇가지 조건에 대하여 임계유량을 계산하여 보수적으로 

압력용기의 규모를 산정하 다 [52].

HEM, Moody, Henry-Fauske 및 Modified Henry-Fauske 모델을 이용하여 실

험요건에 근거한 실험조건에서의 임계유량을 계산하 다. 이 계산결과로부터 실

험장치의 규모를 표 3.3-1과 같이 산출하 다. 산출 결과에 의하면 파단 배관을 

최대 20 ㎜로 하고 정상상태 (12 ㎫, 60℃ △T) 지속시간을 60초로 할 경우 실



험요건을 만족하는 압력용기의 체적은 2700 ℓ가 되어야한다. 이 경우 실험장치

의 제작비용이 매우 비싸게 들고 실험 수행에 있어서도 질소 가스의 공급 및 용

수의 처리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한편, 같은 조건에서 정상상태 지

속시간을 30초로 할 경우는 압력용기 체적이 1350 ℓ가 소요되며 이 경우는 실

험장치의 제작 및 유지비용이 앞서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며 실험 수행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정확한 정상상태를 모의하기 위

하여 정교한 실험장치 설계가 요구된다. 좀 더 작은 압력용기 체적에서는 제시된 

실험요건을 전부 만족시키는 실험은 불가능한 반면, 제작 및 유지비용이 적게 들

고 실험수행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용기 규모에 따른 실험수행 특징을 고려하여 본 설계에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대한 실험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압력용기 1300 ℓ용량의 규모

를 갖는 실험장치 설계를 기본 개념으로 선정하 다. 

(다) 실험장치 설계 개념

① 실험장치 성능

- 실험 가능 최대 정체 압력 : 12 ㎫

- 실험 가능 최대 과냉도 : 60℃

- 최소 정상상태 지속 시간 : 30 sec.

- 실험 가능 최대 파단 배관 직경 : 20 ㎜

- 실험 가능 파단 배관 형상 : Pipe, Nozzle, Orifice, Slit

- 수행 실험 유형 : 순수 유체 이상유동 임계류 실험

    비응축 가스 이상유동 임계류 실험

    정상상태 임계류 실험

    비정상상태 임계류 실험

    포화상태 임계류 실험

    과냉상태 임계류 실험

② 실험장치 운전개념

실험장치의 운전은 상온, 대기상태에서 온도와 압력을 서서히 가하여 설정된 

고온, 고압의 실험조건에 도달하기 위한 가열/가압 운전, 실험조건에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Quick opening 밸브를 급격히 개방하여 정상상태의 임계유량 

실험을 수행하는 방출 운전, 실험 완료후 실험장치를 서서히 냉각시켜 다음 실험



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하는 냉각운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실험장치를 가열할 때는 유체와 가스를 모두 가열하며 배관 및 용기의 열충격

을 없애기 위하여 가열속도를 시간당 50℃ 이하로 유지한다. 가열중 유체에 대

하여 과냉각 상태를 유지하며 유체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공기나 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점에 비등과정을 거친다. 시스템의 압력은 고압의 질소 가스탱

크로부터 압력조절밸브를 통하여 원하는 압력으로 가공하여 가압하고 과다한 압

력은 시스템의 질소 가스를 적당량 대기 방출함으로써 정확하게 조절한다. Test 

section에 주입되는 질소 가스는 질소 가스탱크로부터 별도로 가열 및 압력조절 

되어 공급된다. Test section 배관은 전열선을 감아 실험 조건과 같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실험중 방출된 고온의 유체 및 수증기는 방출 수조에 모아

지며 응축 및 냉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중 방출하도록 하며 발생되는 증기는 

외부로 방출되도록 한다.

실험후 실험장치의 냉각은 내부의 질소 가스 및 물을 순환시켜 열교환기로 서

서히 냉각시킨다. 실험장치의 제어에 있어서는 먼저 압력용기와 Test section에

서의 압력이 독립적으로 실시간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압력용기 가열은 온

도 구배가 생기지 않도록 Heater와 펌프의 최적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탱

크의 온도는 개별 Heater로 Test section의 온도는 Heating trace로 가열하며 

ON/OFF 제어한다. Test section에 주입되는 질소 가스는 유량계와 연동하여 유

량 밸브를 제어함으로써 유량을 조절한다. 실험의 개시 및 종료는 Test section

의 Quick opening valve를 원격 개폐함으로써 수행한다. 

실험자료를 수집하는 Data acquisition system은 압력용기의 입구조건 외에 

Test section의 유량, 압력, 온도 그리고 기포율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

하도록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2) 실험장치 기본설계

(가) 주순환계통

주순환 계통의 목적은 압력용기의 물을 실험조건 (온도, 압력)으로 맞추기 위

한 것으로 압력용기, Main heater, 순환펌프, Cooler로 구성된다. 압력용기 상

단밸브를 통하여 질소가스로 압력용기내 물을 가압하고 펌프로 순환시키면서    

Heater와 Cooler를 이용, 서서히 가열함으로써 고온고압 상태의 실험조건에 도



달, 안정화시킨다. 주순환 계통의 주요 기계장치 설계는 다음과 같다 [53].

① Pressure Vessel (PV-110)

압력용기는 양단에 플랜지가 장착된 원통형 실린더 형상이며 수직으로 설치되

어 하단 플랜지에 Test Section 배관과 순환배관이 연결되며 상단 플랜지에 순

환배관과 질소가스공급배관, 물공급배관, 감압밸브, Steam Dump/Vent 밸브, 안

전밸브가 장착된다.

압력용기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172 bar, 353℃

- 형상 : 내경 600 ㎜, 두께 62 ㎜, 길이 4700 ㎜

- 상, 하단 플랜지 : ANSI #2500

- 재질 : STS 304

- 측정 Tap : 압력측정용 1 개 (하단), 수위측정용 2 쌍 (상, 하단)

- 플랜지 장착 배관 : 순환배관 (양단 1.5", 밸브), T/S 배관 (하단중 

앙, 2", 플랜지), 질소가스공급배관 (상단, 1.5", 밸브), 감압방출

배관 (상단, 1/2", Control 밸브), 물공급배관 (상단, 1", 밸브), 

안전방출배관 (상단, 1/2", 안전밸브, 밸브)

- 플랜지 부착물 : T/C Spool Piece Joint (상단 중앙)

② Main Heater (HE-110/120/130)

Main Heater는 압력용기내 물을 실험조건의 온도로 가열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Heater는 3 개로 구성되며 Heater 용기는 서로 배관으로 연결되고 순환배

관 입, 출구를 갖는다. 배관 입구에는 온도, 압력측정을 위하여 T/C와 압력계가 

설치되며 배관출구에도 T/C를 설치한다. 또한 각 Heater Rod의 표면온도를 알기 

위한 T/C를 장착한다.

Heater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172 bar, 353℃

- Heater Rod 형상 : 외경 20 ㎜, 가열길이 : 1500 ㎜

- 재질 : STS 316L

- 출력 : 총 150 ㎾, 개별 50 ㎾

Heater 용기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172 bar, 353℃



- 형상 : 3", Sch. 160, 길이 2.5 m

- 재질 : STS 304

③ Circulation Pump (CP-110)

순환펌프는 압력용기의 물을 실험온도로 맞추기 위하여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순환배관의 유량계와 연동되어 펌프 구동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유량을 

제어한다. 유량의 제어방법은 펌프에 인버터를 장착하여 펌프속도를 조절하는 방

법과 일정펌프 속도에 대하여 밸브의 개도를 자동제어하는 방법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순환펌프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172 bar, 353℃

- Type : Canned Pump

- 용량 : 유량 6.6 ㎥/hr

- Suction 및 Discharge 크기 : 1.5"

- 재질 : STS 304

④ Cooler (HX-110)

Cooler는 압력용기의 물을 냉각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Cooler

용기의 순환배관 입, 출구와 이차측 냉각수배관의 입, 출구에 물의 온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열전대를 설치한다. 냉각수의 유량은 입구측에 밸브를 설치하여 조

절한다.

Cooler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172 bar, 353℃

- 형상 : 내경 600 ㎜, 길이 1000 ㎜

- Type : Shell & Tube 

- 유량 : Tube Side (일차측, 5.5 ㎥/hr)

  Shell Side (이차측, 2.0 ㎥/hr)

- 성능 : 일차측 순환수 냉각율 20℃/hr 

- 재질 : STS 304

- 부착물 : 순환수 및 냉각수 온도 측정용 열전대 4 개 (입, 출

구배관), 순환수 유량조절용 밸브 (순환수배관 입

구), 냉각수 유량조절용 밸브 (냉각수배관 입구)



(나) 냉각재 방출계통

냉각재 방출계통의 목적은 고온고압 실험조건의 압력용기내 물을 Test Secti

on 배관을 통하여 방출함으로써 임계유동실험을 수행하고 사용된 물을 방출수조

에 저장, 냉각시키는 것이다. 냉각재 방출계통의 주요구성은 유량계와 Test Se-

ction, Trace Heater, 방출밸브, 방출수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냉각재 방출계

통의 주요 기계장치 설계는 다음과 같다.

① Coolant Flowmeter (FT-301)

유량계는 압력용기로부터 Test Section으로 방출되는 고온고압의 물의 유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한다. 

유량계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120 bar, 325℃

- 용량 : 45 ㎏/s max., 2"배관

- 재질 : STS 304

② Test Section Assembly

Test Section은 직경 7 ㎜에서 20 ㎜ 사이의 직관으로서 관벽에 압력측정탭 

및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대 삽입구를 필요한 수만큼 정  가공한다. 또한 Test 

Section은 Test Section 전단에 압력용기로부터 나온 배관과 Reducer로 연결되

며 이 부분에 질소가스 주입배관을 연결한다. 질소가스 주입배관 연결부분 (Mi-

xer)은 방출유체와 가스가 균일하게 섞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주입

가스의 유량이 정상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험조건 유량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제작되도록 한다. Test Section Assembly의 구조는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며 다

양한 크기의 Test Section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

③ Quick Opening Valve (QOV-301)

방출밸브는 Test Section 끝단에 장착되어 실험 시작과 종료시 유로를 개폐하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큰 압력차를 견디며 짧은 시간에 유로를 여닫을 수 있도

록 한다. 밸브 후단에는 2" 배관을 장착하여 방출수조의 냉각수 내에 잠기도록 

한다. 밸브 후단의 배관은 방출수조의 물 속까지 잠기며 방출시 심한 진동이 상

부 실험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내진동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심한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를 위하여 배관 사이에 유연성 



연결부를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소음기를 장착하여 배

관을 제작한다. 

방출밸브의 기본사양

- 설계조건 : 172 bar, 153℃

- 규격 : 2" 배관

- 작동시간 : 0.5 sec 이내

  ④ Supression Tank (ST-310)

방출수조는 실험시 방출된 다량의 고온의 물을 받아 40℃이하로 냉각시키며 발

생하는 수증기를 수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기 을 유지하고 수증기 배출배관

을 통하여 외부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조에는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대와 

수위측정을 위한 수위측정기가 설치되며 상부에는 냉각수 주입배관 및 수증기 방

출배관이 설치되며 하단에 Drain을 설치한다.

방출수조의 기본사양

- 설계조건 : 압력 5 bar, 온도 150℃

- 형상 : 내경 3.5 m, 높이 2.0 m

- 재질 : STS 304

- 측정 Tap : 온도측정용 2 개, 수위측정용 1 쌍

- 부착물 : 냉각수 주입배관 (상부), 수증기 방출배관 (상부), Drain

(다) 질소가스 계통

① 공급계통

㉮ 질소 Gas Supply Tank (GT-210/220)

질소가스공급탱크는 압력용기에 실험조건의 압력을 공급, 유지하고 가열 중에

는 과냉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압력조절 기능을 갖는 것으로 질소가스공급탱크의 

가스충전을 위한 배관과 압력용기에 질소를 공급하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탱

크에는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와 열전대를 장착하며 안전밸

브를 설치한다. 가스충전배관에는 공급밸브와 역류방지용 첵밸브 및 필터가 장착

되며 압력용기로 이어지는 질소가스공급배관에는 개폐용밸브와 압력조절밸브가 

장착된다. 또한, T/S측 질소가스보조공급탱크로 이어지는 질소가스공급배관에는 

개폐용밸브가 장착된다.

질소가스공급탱크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200 bar, 40℃

- 형상 : 내경 600 ㎜, 길이 6500 ㎜

- 재질 : A 516-70

- 측정 Tap : 각 탱크당 압력측정용 1 개(상단), 온도측정용 1 개

- 부착물 : 가스공급 입, 출구용 배관 (1.5"), 개폐용 밸브 3 개 (1"), 

필터, 방출밸브 (1"), 안전밸브 (1")

㉯ N2 Gas Injection Tank (GT-230)

질소가스보조공급탱크는 질소가스공급계통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압의 질소가스

를 실험온도 조건으로 정확히 맞춰주기 위하여 가열하고 Test Section에 안정적

으로 정확한 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Test Section에 정확한 양의 질소가스

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량계 및 이와 연동하여 제어를 할 수 있는 유량조절밸브를 

장착하며 온도 가열을 위한 Heater (몰딩 Heater, 배관 Heater), 온도 압력 측

정기, 개폐용 밸브, 안전밸브가 장착된다.

질소가스보조공급탱크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230 bar, 353℃

- 형상 : 내경 500 ㎜, 길이 3600 ㎜

- 재질 : A 516-70

- 측정 Tap : 압력측정용 1 개 (상단), 온도측정용 1 개 (상단)

- 부착물 : 외장형 몰딩 Heater 1 식, 가스공급 입, 출구용 배관 (1", 

1/2"), 개폐용 밸브, 유량계 (1/2"), 유량조절밸브 (1/2"), 

안전밸브 (1/2"), 배관 Heater

외장형 몰딩 Heater의 기본사양

- 형상 : Jacket형 Molding Heater (내경 700 ㎜, 길이 400 ㎜, 두께  

20 ㎜) 3 개 1 식

- 용량 : 1 식 6 ㎾ (개당 2 ㎾ x 3)

- 재질 : STS 316

㉰ Pressure Control Valve System (PCV-201)

압력제어/유지 밸브는 질소가스공급탱크에서의 고압을 좀 더 낮은 실험조건의 

압력으로 변환하여 질소가스를 공급하는 밸브로 압력용기에 설정된 압력의 질소

가스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밸브의 조절은 압력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밸브 구동기구 및 논리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유량이 실시간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관 직경 및 밸브의 유로면적이 충분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밸브를 단독 또는 병렬로 연결하여 다양한 실험조건에 따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관구성 및 제어논리를 적용한다.

압력제어/유지 밸브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200 bar, 150℃

- 용량 : 8.0 ㎏/s max., 1.5" 배관

- 재질 : STS 304

- 부착물 : Actuator (Stepping Motor or Air Dome) 및 연결기구

㉱ N2 Gas Flow Control Valve System (FCV-301)

가스유량조절밸브는 Test Section에 공급되는 고온고압의 질소가스의 유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실험조건의 질소가스 유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유량조절밸브의 기본사양

- 설계 압력, 온도 : 172 bar, 353℃

- 용량 : 0.7 ㎏/s max., 1/2" 배관

- 재질 : STS 304

- 부착물 : 유량계 신호 연동 Actuator

② 충전계통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 장치에서의 질소가스 공급계통은 압력용

기에 실험조건의 압력을 공급 및 유지하고 가열중에는 과냉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압력조절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약 150 bar의 9090 ℓ 용량의 질소가스 탱크로리

로부터 질소가스를 공급받아 질소가스를 가압 충전시키는 Gas booster 및 Air  

compressure로 구성된 가압시스템 및 1800 ℓ의 용량의 2 대의 질소가스공급탱

크 (GT-210/220) 및 1400 ℓ 용량의 질소가스보조공급탱크 (GT-230)로 구성되

어 있다. 질소가스탱크에는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기위한 압력계와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를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질소가스 충전시 200 bar 이상의 압력시 

질소가스를 환기계통으로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가스 충전배관에는 공급밸브와 역류방지용 첵밸브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 N2 Gas Supply Tank (GT-210/220) 

질소가스공급탱크 GT-210/220은 Pressure vessel (PV-110)내의 실험수를   



Test section을 통하여 방출할 경우 PV-110내의 압력을 실험중 일정한 값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방출되는 실험수의 체적만큼 질소가스를 PV-110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 다. 질소가스공급탱크의 용량은 PV-110에서 최대 실험압력인 120 

bar를 실험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질소가스공급탱크의 용량 선정

하 고 계산 결과 질소가스 공급탱크의 용량을 3.6 ㎥로 할 경우 실험 후의 압

력이 133.8 bar가되어 PV-110 의 최대 실험 압력보다 13.7 bar의 여유가 있어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소가스공급탱크의 용량을 각각 1.8 ㎥로 하여 

총 질소저장탱크들의 용량은 3.6 ㎥로 선정하 다.  

실험전 질소공급탱크의 질소가스의 압력 200 bar, 온도 25℃일때 직경이 20 

㎜의 test section을 이용한 최대 실험조건인 실험압력 120 bar에서 실험을 수

행 후 실험전/후의 질소공급 탱크 GT-210/220내 질소가스의 압력 및 온도등의 

변화는 표 3.3-2에 나타내었다. 

㉯ N2 Gas Injection Tank (GT-230)

질소가스보조공급탱크인 N2 Gas Injection Tank (GT-230)는 실험시 Test se-

ction을 통하여 방출되는 실험수에 비응축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질소가스저장탱

크로서 실험시 질소저장 탱크내 질소가스의 압력은 실험종료시 까지 PV-110내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Test section 입구부에서 온도 74℃ 및 최대유

량 0.5㎏/sec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질소보조탱크의 용량 선정을 위

한 계산 결과 탱크의 용량을 1.4 ㎥로 선정하 다.

㉰ Gas Booster (GB-210)

N2 Gas Booster (GB-210, Model: AGD-32, HASKEL INC.))는 상용 충전압력

이 150 bar인 질소가스 Tank Lorry로부터 질소가스를 공급받아 질소공급계통내 

설치된 2대의 질소가스공급탱크 (GT-210/220) 및 N2 Gas Injection Tank (GT 

-230)에 각각 200 bar의 질소가스를 충전시키기 위하여 질소가스를 승압시키는 

기기이다. N2 Gas Booster에서 공급하여야할 질소가스의 최대압력은 일차적으로 

Pressure Vessel (PV-110)내의 실험수의 압력을 120 bar로 실험할 경우의 질

소가스공급탱크 GT-210/220에 충전되어야 할 질소가스 압력이상은 승압시킬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즉 본 실험에 사용하는 질소가스 Tank Lorry는 월

드가스테크 (주)에서 제공하는 용량이 9090  ℓ (505 ℓ×18 bottle)이며 최

대 질소가스 충전 압력이 200 bar까지 가능한 것이다. 



㉱ Air Compressor (AC-210)

Air Compressor (AC-210)는 N2 Gas Booster (GB-210)를 구동하여 질소가스

를 가압시키기위해 설치된 기기로 그 용량은 Gas Booster의 성능계산서를 토대

로하여 사용압력이 7 ㎏/㎠g이고 유량은 2.1 N㎥/min. 이상의 Air Compressor 

용량이 요구됨으로 제작 설치된 Air Compressor의 용량은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사용압력이 7.1 ㎏/㎠g이고 최대 승압 능력을 9.91 ㎏/㎠g로 하 고 

유량은 2.518 N㎥/min.의 용량을 가지는 Air Compressor를 설치하 다. Air   

Compressor (AC-210)에는 용량 50 ℓ의 Air receive tank (AK-210)가 부착되

어 있어 N2 Gas Booster (GB-210)를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마) 계측/제어 계통 

계측 및 제어계통은 계측기, 제어장치, 데이터 취득장치 (DAS), 운전원 화면 

(MMI), 제어실 구성, 그리고 전기공사까지를 포함한다. 

① 계측기

온도, 압력, 유량, 그리고 수위계측기에 대한 설계와 설치시에 요구되는 튜빙, 

hook-up 도면, 결선도면, 설치 스케쥴 등이 포함된다. 계측기의 기본 설계사양

은 다음과 같다. 

수위계측기  

- 압력용기 및 응축 탱크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스마트 타입 차압 

수위 측정기

- 고온 고압의 압력용기 수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응답 

시간 0.5초 이내, 정확도 ±0.1% (full span)인 Radar type 수위 측

정기

유량계측기

- 냉각수와 질소 공급의 유량을 제어 및 관찰하기 위해 Orifice type 

차압 유량 측정기

- 시험대를 빠져나가는 고온/고압/고속의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유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터빈 유량계

- 보조 질소가스 탱크에서 시험대로 주입되는 고압/고속의 질소 유량

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바 유량계 

압력계측기



- 실험장치의 압력을 제어 및 관찰하기 위해 임펄스 튜빙 압력계

- 시험대를 빠져나가는 유체의 압력 분포를 관찰하기 위한 스마트타입 

차압 압력계 

온도계측기

- 장방형 압력용기의 온도분포를 관찰하기 위한 ungrounded k-type   

thermocouple spool piece 

- 질소가스 탱크, 배관, 응축 탱크의 온도를 관찰하고, 제어하기 위한 

ungrounded k-type thermocouple

- 시험대를 빠져나가는 유체의 온도 분포를 관찰하기 위한 ungrounded 

k-type thermocouple

② 밸브

밸브는 비례 제어용밸브 (PCV-201/FCV-201), 순간방출밸브 (QOV-301), On/ 

Off 밸브, 안전밸브 (PSV), 기타 수동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밸브의 기본 

설계사양은 다음과 같다. 

압력제어밸브 (PCV-201)

- 1/2", 3/4", 1", 1-1/2" 4 개의 밸브를 사용하여 트레인으로 구성

- 실험 시나리오에는 따라 4 개의 밸브 중에서 하나의 밸브를 통해서

만 압력제어가 되도록 설계 

- 빠르고, 정 한 압력제어를 위해 자가 제어성능을 갖는 PORV  type

- 정 도 : ±2% 이내 

- Control Range : 0.1 ∼ 200 ㎏/㎠ 

- Flowrate : 36 ∼ 20,880 ㎏/h

질소가스 유량제어밸브 (FCV-201)

- 자가 제어성능을 갖는 3/8" PORV type 

- Response Time : 0.5초 이내

- 최대 운전 압력 : 200 ㎏/㎠

- 최대 유속 : 0.5 ㎏/sec

- 정 도 : ±2% 이내 

Quick Opening 밸브 (QOV) 설계

- 고온/고압의 압력용기 냉각수가 시험대를 통해 순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0.5초 이내 응답성을 갖도록 실린더 타입 밸브 

- Response Time : 0.5초 이내

- 유체 : 물 (최대 320℃) 

- 최대 차 압력 : 200 ㎏/㎠

- 최대 유속 : 40 ㎏/sec

③ 제어장치 및 제어로직

압력용기 및 질소탱크 충전 운전, 실험 온도 및 압력에 도달하기 위한 가열운

전, 시험운전, 냉각운전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해 시궨스 및 루프 제어로직을 

설계하고, 이를 제어장치에 구현하 다. 설계된 제어로직은 다음과 같다. 

압력용기 및 질소탱크 충전운전

탱크로리의 질소가스를 질소탱크로 충전하고, 압력용기 및 배관에 냉각수를 충

전하기 위한 운전모드로 공급라인에 설치된 밸브 및 기기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

어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구현하 다. 주요 제어로직은 다음과 같다. 

- 가스부스터와 바이패스 밸브 (SV-202) 연동 로직

- 가스 공급밸브 (SV-203/206) 연동 로직

- 배출 (Vent) 밸브 (SV-204/207) 연동 로직

- 압력용기 충수를 위해 순수 공급밸브 (SV-101) 연동 로직

가열 운전

충수된 압력용기 냉각수를 실험온도까지 가열하고, 충진된 질소가스탱크 (GT- 

210/220)를 이용하여 압력용기의 압력을 실험압력까지 가압하는 운전모드이다. 

이 운전모드에서는 승온시 과냉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시간당 50℃이상 가열되

지 않도록 제어로직을 구현하 다. 주요 제어로직은 다음과 같다.  

- 메인 펌프 (CP-110) 연동 로직

- 메인 히터 (HE-110/120/130) 연동 로직

- 압력용기 온도제어로직  

- 압력용기 압력제어로직

- 질소가스 주입 시험을 위해 시험대 공급용 질소가스 배관 및 시험대 

트레이싱 히터 (HE-230/240/310) 자동 온도제어로직 

시험 운전

압력용기의 온도와 압력이 실험조건에 도달한 상태에서 냉각수 순환유로의 히



터와 펌프를 정지시키고, 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측 밸브를 차단하여 압력용기를 

격리시킨 후 순간방출밸브 (QOV-301)를 개방하여 방출실험을 수행한다. 이때, 

압력용기의 압력은 질소가스 가압을 통해 실험조건의 압력으로 유지해야한다. 또

한, 시험대로 질소가스를 공급해야 할 경우는 실험조건으로 질소가스 유량을 일

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주요 제어로직은 다음과 같다.  

- 순간방출밸브 (QOV-301) 연동 로직  

- 질소가스 공급밸브 (SV-205) 연동 로직  

- 실험 시작 버턴의 연동 로직  

- 압력용기 압력제어로직  

- 질소가스 유량제어로직    

냉각운전

시험 후 압력용기의 고온/고압 상태를 상온/대기압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전으

로 질소가스 방출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용기의 압력을 감압한 후 연동에 의해    

Close된 순간방출밸브를 Open하여 냉각수를 완전히 방출한다. 

④ 제어실 설계 

제어실은 운전원 데스크, 대형정보화면 (Overview 화면), 그리고 터미널하우

징으로 구성하 다. 운전원 데스크는 운전원이 실험장치 운전과 데이터 취득장비 

운전, 그리고 Gamma densitometer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벤치타입으로 구

성하 다. 대형정보화면은 장치의 전체 운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자

이크 타일을 사용한 미믹화면으로 설계하 다. 이 화면에는 중요한 운전 변수들

과 구동기의 상태, 그리고 중요 경보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시계를 부착하

다. 터미널하우징은 제어장치, 데이터 취득장치, Isolator, 전원장치, 터미널 

블록 및 기타 배선들이 설치되도록 설계하 다. 터미널하우징 전면부에 대형정보

화면이 설치되도록 설계하 다. 

⑤ 데이터 취득장치 (DAS) 

DAS는 실험동안 발생되는 중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한 후 실험결과를 분

석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대에 설치된 모든 계측기, 압력용기의 온도, 압력, 그

리고 수위값을 기본 40 ㎳ 단위로 취득한다. DAS와 PLC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압

력, 유량, 수위계측기 신호는 15 ㎳ 이하의 응답시간을 갖는 신호분리기를 통해 

각각 입력되도록 설계하 다. DAS의 데이터는 이더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공



유하도록 설계하 다. 

⑥ 전기

실험장치는 엔지니어링동에 있는 주 전원 패널의 440 V 3 상 전원을 사용하

며, 현장에 있는 LV1 패널에서 220 V 및 110 V로 낮추어 필요한 곳으로 분배한

다. 주 전원 패널에서 LV1 판넬까지는 지하에 설치된 트레이를 이용하여 연결된

다. 실험장치의 접지는 IEEE 1050의 원자력발전소 접지 기준으로 설계하 으며, 

전원접지와 계측제어 신호접지를 분리하여 전원 잡음에 의해 신호 품질이 저하되

는 것을 방지하 다.

(바) MARS/SMR 코드를 이용한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모사

밸브의 개폐를 통해 압력용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질소공급계통으로

부터 질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

에 사용되는 압력조절밸브의 설계검증을 MARS/SMR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설계

된 압력조절밸브의 검증을 위해 먼저 밸브의 성능을 여러 실험조건에서 예측하는 

정상상태 모의계산이 이루어졌고, 또한 밸브의 동특성 계산의 검증자료로 사용되

는 제한조건 모의계산이 수행되었다. 정상상태 모의계산의 결과는 압력용기의 압

력에 따른 임계유량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고, 압력용기의 일정한 압력에서 질

소공급탱크의 압력변화에 따른 압력조절밸브의 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두 가지 제한조건에서의 모의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MATLAB 계산의 결

과와 비교함으로써 밸브의 동특성 모사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MARS/SMR을 이용한 모의계산 결과로부터 설계된 압력조절밸브는 압력용기에서 

요구하는 압력조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① MARS/SMR의 모델

그림 3.3-2는 압력조절밸브의 설계검증과 관련한 실험장치의 정상상태 모의계

산을 위한 MARS/SMR의 Nodalization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조건 모의계산을 위

한 MARS/SMR의 Nodalization은 질소공급탱크의 모사를 위해서는 Single junc-

tion component를 사용하 다는 점만 다르고, 압력용기 및 방출탱크 등의 모사

는 그림 3.3-2의 정상상태 모의계산을 위한 Nodalization의 경우와 같은 방식

으로 모사되었다.

② 정상상태 모의계산 

정상상태 모의계산의 목적은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압력용기 압력을 초기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압력조절밸브의 개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MARS/SMR에서 압

력조절밸브의 개도를 압력용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입력하면 정상상태의 

실험을 모의하는 것이 된다. 이때의 개도에 대한 데이터를 압력조절밸브의 설계 

검증에 사용한다. 그림 3.3-2의 Nodalization을 사용하여 예비 Test matrix의 

일부, 즉 과냉도가 60℃인 경우에 대하여 21 가지 경우의 계산을 수행하 다. 

정상상태 모의계산을 위한 계산 조건은 표 3.3-3과 같다. 그림 3.3-3은 공급압

력의 변화에 따른 압력조절밸브의 개폐도를 보여주고 있다. 압력용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의 변화에 따라 개폐도가 변화를 보이고 있

다. 압력용기의 압력은 30 bar로 유지되었으며, 공급압력은 60, 50, 및 40 bar

로 변한다.

③ 제한조건 모의계산 (Limiting Case Calculation)

 제한조건 모의계산의 결과들은 MatLab을 이용한 압력조절밸브의 동특성을 모

의할 때, 모의에 사용된 식들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3-2의 Nodalization을 사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 다. 제한조건 모의계산을 위한 계산조건은 표 3.3-4와 같다.

- Case A: QOV open, PCV closed

- Case B: PCV open, QOV closed

질소공급탱크와 압력용기를 연결하는 배관상의 압력조절밸브의 제어특성 모의

를 위하여 MATLAB을 이용하여 질소가스탱크를 이용한 압력용기 가압시스템의 동

특성을 모사하 다. MATLAB을 이용한 계산결과가 MARS/SMR을 이용한 제한조건 

모의계산의 결과와 비교되어졌다. 그림 3.3-4는 Case A, 즉 압력조절밸브가 닫

혀 있고 순간개방밸브가 열려있는 경우에서의 압력용기의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두 결과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밸브의 동특성은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 B, 즉 순간개발밸브가 열려있고, 압력조절밸브가 닫혀 있는 

경우에 있어 그림 3.3-5에서 보듯이 압력용기로 유입되는 질소의 압력의 변화는 

두 계산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MATLAB과 MARS/SMR을 이용

한 압력조절밸브의 제한조건에 대한 계산결과는 설계된 압력조절밸브가 적절한 

제어를 통해 본 실험장치에서 요구되는 압력조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나. 실험장치 제작 및 시운전

(1) 실험장치 제작

(가) 주순환계통

① Pressure Vessel (PV-110)

㉮ 용도 및 설계

Pressure vessel (압력용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각재를 실험조건의 

온도 및 압력으로 가열/가압한 상태에서 냉각재를 저장하고 실험 시 일정압력을 

유지하면서 압력용기 하단에 장착된 방출배관을 통하여 냉각재를 방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압력용기는 주순환계통, 질소공급계통 및 냉각재방출계통과 배관 연결

되어 냉각재와 질소가스가 순환하며 필요시 냉각재와 질소가스의 Drain 및 Vent

를 위한 배관과 필요한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압력용기 내의 계측을 위하여 냉

각수면수위측정기, 열전대 Spool piece, 압력 Tap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노즐

을 용접, 설치하 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압력용기 내로 질소가스가 고속으로 

유입시 수면과 직접 충돌함으로써 수면의 요동으로 인한 수위 측정 오차 발생 및 

냉각재 내 질소가스 유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Baffle을 설치한 것이다.

㉯ 제작 및 검사

Pressure vessel은 고온고압의 냉각재 외에 질소가스도 취급하여야 하므로 한

국가스안전공사의 감독 하에 설계/제작되었다.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2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172 bar, 온도 353℃

- 사용유체 : 물, 질소 가스

- 재질 : 동체, 하부경판 → A240-Ty304 (STS304)

  상부평판, 노즐 → A182-F304 (STSF304)

- 동체(shell) 두께 : 58.1 ㎜

- 상부평판(top head) 두께 : 180 ㎜

- 반타원형경판(head) 두께 : 60 ㎜

- 형상 : 내경 600 ㎜,  길이 4975 ㎜

- 검사 : 수압시험 (316 bar), 비파괴검사 (RT/MT), 진원도/직진도 측



정

② Main Heater (HT-110/120/130)

㉮ 용도 및 설계

Main Heater는 압력용기 (PV-110) 내의 냉각재를 실험조건의 온도로 가열하

기 위한 기계장치로 상온상압의 물을 6시간 이내에 120 bar, 323℃의 조건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Heater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압력용기 외에 순환배관 내

의 냉각재의 총량, 단열된 Loop 표면적의 열손실을 고려하 다. 또한 냉각재의 

순환유량을 고려한 배관 직경을 결정하 다. Heater의 제작은 출력제어를 용이

하게 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3 개 Heater를 직렬로 연결하 다. 

- 주순환계통 연결노즐: Heater vessel 측면, 1-1/2", N1 ∼ N6       

 (flange)

- Drain : Heater Vessel 하단, 1/2", N7 (flange)

㉯ 제작 및 검사

Heater Vessel의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 Sec. II     

Part D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사 : 신화전열

- 설계조건 : 압력 172 bar, 온도 353℃

- 사용유체 : 물

- Heater 총출력 : 150 ㎾ (50 ㎾ x 3 ea)

- Heater Rod : φ18×1500 ㎜

- Heater Vessel : 8"SCH. 160S, 1674 ㎜,

12 Heater Rods included (50 ㎾ for each vessel)

- Round Cap : 8"SCH. 160

- 재질 : Shell, Nozzle → A312-TP304

     Cap → A240-TY304

     Flange → A182-F304

- 검사 : 수압시험 (267 bar), 비파괴검사 (RT)

③ Circulation Pump (CP-110)

㉮ 용도 및 설계



Circulation pump는 냉각재 가열시 압력용기 내 물을 Main heater를 거쳐 가

열되도록 순환시키며 압력용기 내 냉각재의 온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섞는 역

할을 한다. Pump의 유량은 Heater의 용량과 압력용기 내 온도구배 등을 고려하

여 5 ㎥/hr로 결정하 다. 이는 압력용기 내 냉각재가 15 분에 1 회 순환하는 

용량이며 적절한 배관 크기는 1-1/2"로 선정되었다. Pump의 수두는 설치에 따른 

위치수두와 순환배관 및 Heater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25 m로 결정하 다.    

Pump의 Type은 고온고압 조건을 고려하여 기 성이 우수하고 고장이 적은 Non- 

seal canned type을 선정하 다. 

- 주순환계통 연결노즐 : Impeller 입, 출구, 1-1/2", N1, N2 

                         (flange)

- Cooling Line : Casing 측면, 1/2", N3, N4 (flange)

㉯ 제작 및 검사

실험장치의 요구조건에 맞는 펌프의 설계 및 제작은 펌프제작업체 (한라)에서 

수행하 다.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사 : 한라

- 설계조건 : 압력 172 bar, 온도 325℃

- 사용유체 : 물

- Pump Type : Non-seal Canned

- Flow Rate : 5 ㎥/hr

- Head : 25 m, 

- Power : 440 V, 3 φ, 60 Hz

- Material : Casing, Shaft, Impeller → STS304

- 검사 : 수압시험 (258 bar), 비파괴검사, 성능검사

④ Cooler (HX-110)

㉮ 용도 및 설계

Cooler는 압력용기의 냉각재가 가열시 실험조건보다 온도가 높아졌을 경우 냉

각을 통하여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냉각용량을 20℃/hr로 정하 다. Cool

er의 type은 shell & tube type이고 상온의 물로 냉각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하

여 열전달 면적을 설계하 다. 

- 주순환계통 연결노즐: Tube side 입, 출구, 1-1/2", T1, T2 



                         (flange)

- Cooling Line 연결노즐 : Shell side 입, 출구, 1", S1, S2  

                           (flange)

㉯ 제작 및 검사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172 bar, 온도 353℃ (tube side), 

 압력 10 bar, 온도 100℃ (shell side)

- 사용유체 : 물

- 재질 : Inner & Outer Pipe → A312-TP304

- Tube : 1-1/2", SCH. 160S, 1422.6 ㎜, 2500 # WNRF flange

- Shell : 2-1/2", SCH. 80S, 1000 ㎜

- 검사 : 수압시험 (8 bar), 비파괴검사 (RT)

⑤ Mixing Tank (MK-110)

㉮ 용도 및 설계

Mixing tank는 압력용기 내에 충수할 냉각재 (Demi- water)와 냉각재에 녹아

있는 용전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화학물질을 균일하게 섞기 위한 보조

용기이다. Tank 상단에 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Injection line을 설치하

으며 Tank size는 20 ℓ로 설계하 다. 

- 냉각수 주입 Line 연결노즐 : Tank 입, 출구, 1", N1, N2 (flange)

- 화학물질 투입구 : Tank 상단, 1", C1, (hatch)

- Drain : Tank 하단, 1/2", D1, (boss)

㉯ 제작 및 검사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5 bar, 온도 50℃

- 사용유체 : 물

- 재질 : Shell → A312-TP304

         Head, Bottom → A240-TY304

- Shell : 12", SCH. 10S, 320 ㎜



- 검사 : 수압시험 (7.5 bar), 비파괴검사 (RT)

(나) 질소가스계통

① 공급계통

㉮ Pressure Control Valve System (PCV-201)

- Valve Size 설계   

임계유량 실험조건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은 임계유량의 실험일 경우 큰 

Valve로 정 한 압력제어가 어려우므로 예상되는 임계유량 범위를 고려하여 4 

개의 서로 다른 용량의 Valve를 병렬 연결하여 System을 구성하 다. Valve의 

Size 선정을 위하여 방출 임계유량, 질소가스 공급탱크 압력, 실험지속시간 등

을 고려하여 실험에 요구되는 Valve 유량계수 (Cv)를 산출하 다. 계산된 Cv 범

위로부터 4 개의 Valve size (40, 25, 20, 15 ㎜)를 선정하 으며 Valve body 

type은 Modified EQ% Globe valve를 선택하 다. 

- 제어방식

압력제어에 사용되는 Valve 개폐의 구동방식은 Controller에서 전달하는 공기

압 (max. 5 ㎏/㎡)에 따라 Spring/diaphragm간 힘의 균형에 의하여 Valve 축

이 움직임으로써 Cone과 Valve seat의 유로를 형성한다. Controller는 운전원

이 입력한 전류값 (설정압력, 4 ∼ 20 ㎃)에 해당되는 공기압과 압력용기 (PV- 

110)의 압력에 의한 차압에 의해 형성되는 공기압을 Actuator에 전달한다. IP 

converter는 Controller에 운전원이 입력한 전류값에 해당하는 공기압이 걸리

도록 공기저장탱크로부터의 공기공급을 제어한다. 공기저장탱크는 항상 5 bar 

정도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공기압축기로 충전한다. 

㉯ N2 Gas Flow Control Valve System (FCV-201)

- Valve Size 설계

질소 가스 주입유량은 실험조건에 따라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은 주입유량

을 포함한 임계유량의 실험일 경우 큰 Valve로 정 한 압력제어가 어려우므로 

예상되는 임계유량 범위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용량의 valve를 병렬 

연결하여 system을 구성하도록 설계하 다. Valve의 size 선정을 위하여 방출 

임계유량, 질소가스 공급탱크 압력, 실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험에 요구되

는 Cv를 산출하 다. 계산된 Cv 범위로부터 4 개의 Valve size를 선정하 으며 

Valve body type은 Modified EQ% Globe valve를 선택하 다. 실제 제작에서는 



Valve 구동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하나의 Valve (3/8")를 설치/사용하 다. 

- 제어방식

유량제어에 사용되는 Valve 개폐의 구동방식은 Controller에서 전달하는 공기

압 (max. 5 ㎏/㎡)에 따라 Spring/diaphragm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하여 Valve 

축이 움직임으로써 Cone과 Valve seat의 유로를 형성한다. Controller는 운전

원이 입력한 전류값 (설정압력, 4 ∼ 20 ㎃)에 해당되는 공기압과 Orifice 유

량계로부터 발생한 차압에 의해 형성되는 공기압을 Actuator에 전달한다. IP   

transducer는 Controller에 운전원이 입력한 전류값에 해당하는 공기압이 걸리

도록 공기저장탱크로부터의 공기공급을 제어한다. 공기저장탱크는 항상 5 bar 

정도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공기압축기로 충전한다.   

㉰ N2 Gas Flowmeter (FT-202)

- 용도

N2 gas flowmeter는 비응축가스를 포함한 임계유량 실험시 질소 가스 주입배

관을 통하여 Test section에 주입되는 질소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

기이다. 질소 가스 유량은 실험조건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

은 계측기가 요구된다. 유량계의 작동환경은 압력 230 bar, 온도 100℃의 조건

을 요구하 으며 1"의 질소 가스 주입배관을 적용하 다.  

- 제품사양

실험조건에 적합한 유량계로 Hoffer Flow Controls사의 Turbine type을 선

택하 다. Turbine type 유량계는 유량과 Turbine 회전수가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본 실험에 적용되는 배관크기나 측정정 도에 있어 적합하다. 제

품의 기술적 사양은 아래와 같다. 

- 제품명: Turbine flowmeter HO1X1-30-B-1 (RPR51S)-F25CS- CE

- 제작사 : Hoffer Flow Controls Inc.

- 측정범위 : 0.012 ∼ 0.67 ㎏/s at 175 bar, 87℃

- 측정오차 : ±2%

- 적용배관 : 1" SCH. 160

㉱ N2 Gas Heater (HE-210/220)

- 용도 및 설계 

N2 gas heater는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시 Test secti-



on 입구 전단에 주입하는 질소 가스를 일정온도 (최대 80℃)로 가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이다. Heater의 설치는 주입가스 공급탱크 (GT-230) 자체에 하

는 방법과 주입배관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행 법규상 고압가스 압력용기에 

Heater를 직접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어 주입배관 상에 설치하도록 하 다. Hea

ter의 용량은 최대실험조건 (0.5 ㎏/s)으로 주입되는 질소 가스가 Heater  ves

sel을 통과하면서 실험온도 (최대 80℃)까지 가열되도록 설계하 다. Heater v

essel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N2 Gas 주입배관 연결노즐 : Heater vessel 측면, 1", N1∼N4 

                              (flange)

- Drain : Heater vessel 하단, 1/2", N5 (flange)

- 제작 및 검사

Heater vessel의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 Sec. II     

Part D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250 bar, 온도 150℃

- 사용유체 : N2 Gas

- Heater 총출력 : 30 ㎾ (15 ㎾ x 2 ea)

- Heater Rod : φ18×2895L ㎜ 

- Heater Vessel : 3225 ㎜, 

- 재질 : Shell → A106-Gr.B

     Cap → A234-WPB

    Flange, Nozzle → A105

- 검사 : 수압시험 (295 bar), 비파괴검사 (RT)

㉲ N2 Gas Injection Line Heater (HE-230)

N2 Gas Injection Line Heater의 용도는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

유량 실험시 N2 Gas 가열 Heater (HE-210/220)에서 실험온도 (80℃)로 가열되

어야 하는 질소 가스가 덜 가열되었거나 열손실에 의하여 떨어지는 온도를 보상

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가스 주입배관 외벽에 Heating wire를 감아 설치한다.  

② 충전계통 

실험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고압의 질소가스를 충전시키는 방법은 질소 Tank lorry 



(용량: 9090 ℓ,사용충전압력:150 bar)로부터 질소가스를 공급받아 Gas booster (GB

-210) 및 Air compressure로 구성된 가압시스템을 이용하여 질소가스공급탱크인 GT-

210/220/230에 실험에 필요한 최대 압력인 약 200 bar로 각각 가압 및 충전시킨다. 

질소가스저장탱크 (GT-210/220, XGT-230)에 질소가스를 충전시키기 위한 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N2 Tank lorry 차 진입 및 주입 Line에 연결한다. 

- 질소가스탱크로부터 나가는 배관의 밸브 (SV-205, SV-208)를 닫는

다. (SV-204, SV-207 닫힘 확인)

- V201 및 SV-202를 열고 탱크로리차를 이용하여 Gas booster를 사용 

하지 않고 1 차 직접 충전시킨다: 약 97 bar정도까지 충전됨  

- Tank Lorry차를 재충진시킨후 V201 및 SV-202를 열고 2 차 직접 충

전시킨다: 약 132 bar정도까지 충전됨   

- SV-202를 닫고 Air compressure 및 Gas booster를 작동하여 질소저 

장탱크 (GT-210/220) 및 보조탱크 (GT-230)에 질소를 충전시킨다. 1

80 bar 까지 충전되면 GT-230의 후단에 설치된 PI-204에 의해서 보

조탱크 주입 Line에 설치된 SV-206은 자동으로 닫힌다. 질소가스를 

계속 주입시켜 200 bar가 되면 GT-210/220 후단에 설치된 PI-203에 

의해서 탱크 주입 Line에 설치된 SV-203은 자동으로 닫힌다. 

- PI-203에 200bar가 되면 Air compressure 후단에 설치된 SV-201이 

자동으로 닫히며 Air booster를 작동이 정지된다.    

- 주입 Line에 설치된 V201를 닫은 후 질소 Tank lorry 차 연결부위를 

끊는다. Tank lorry 차는 재충전을 위해 이동시킨다. 

(다) 냉각재 방출계통

① Coolant Flowmeter (FT-301)

㉮ 용도

Coolant flowmeter는 압력용기 내 고온고압의 냉각재가 Test section을 통하

여 대기 방출될 때 형성되는 임계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이다. 임계유량은 압력

용기 정체조건뿐 아니라 방출배관의 조도, 기하학적 구조에 큰 향을 받으므로 

계측기의 설치시 실험조건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사용

되는 유량계의 요구조건은 고온고압 (172 bar, 353℃) 조건을 견뎌야하며 비교



적 고유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방출유동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압력손

실이 적어야한다. 

㉯ 제품사양

실험조건에 적합한 유량계로 Fisher Rosemount사의 Probar type을 선택하

다. Probar type 유량계는 Pitot tube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대구경배관 고

유량에 적합하며 압력손실이 매우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 사양은 아

래와 같다. 

- 제품명 : Probar Flowmeter PBR+26S

- 제작사 : Fisher Rosemount (SG)

- 최대유량 : 42 ㎏/s at 120 bar, 320℃

- 측정오차 : + 0.5, - 0.7%

- 적용배관 : 4" SCH. 160 (ID=87.32 ㎜)

② N2 Gas/Coolant Mixer

㉮ 용도 및 설계 

N2 Gas/coolant mixer는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시 test 

section 입구 전단에서 압력용기로부터의 냉각재와 질소 가스 주입배관으로부터

의 질소 가스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실험조건으로 인하여 방

출 냉각재와 주입가스 혼합비 범위가 넓으므로 주입구의 크기 및 갯수를 적절히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입구는 유동방향에서 60°경사지게 배관주변에 4 

방향으로 배치하 다. 주입구의 크기는 주입유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φ3 ㎜ 4개, φ6 ㎜ 4개, φ9 ㎜ 4개를 배치하 다.

㉯ 기술사양 

제작/설치된 N2 gas/coolant mixer의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 Injection hole size : φ3 × 4 ea, φ6 × 4 ea, φ9 × 4 ea

- Hole injection angle : 유동방향에서 60°

- Injection hole location : T/S 입구 전 770 ㎜

- Head와 injection hole 연결배관 : 1/4"× 12 ea

③ Test Section

㉮ 용도 및 설계 

Test section 설치부는 파단배관을 다양하게 모의하여 실험장치에 조립 사용



할 수 있도록 1600 ㎜ 정도의 구간을 확보하 다. Test section은 기/액 혼합

배관과 Quick opening valve 사이에 조립되며 다양한 측정 Point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실험에 사용된 Test section은 Sharp edged pipe 형태로 

직경 20 ㎜에 길이 300 ㎜ (T1)와 직경 10.9 ㎜에 길이 1000 ㎜ (T2)를 제작

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또한 임계유량의 기포율 측정을 위하여 T2 test sect-

ion을 대상으로 기포율 측정용 Test section을 별도로 제작하 다. 

㉯ 기술사양 

제작/설치된 Test section의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 형상 : Sharp edged, Pipe

     φ20×300L (T1), φ10.9×1000L (T2) for P, T measurement

     φ10.9×1000L (T2-α) for Void fraction measurement

- Flange : ANSI 4" 2500# WNRF, A182-F304

- T/S : φ20×300L, φ10.9×1000L, 3/8" SCH. 80S, A182-F304

- Pipe : 4" SCH. 160S, A182-TP304

④ Quick Opening Valve (QOV-301)

㉮ 용도 

Quick opening valve는 Test Section 후단에 설치되어 실험전 압력용기 내 

냉각재가 실험조건에 도달하여 실험개시 직전까지 닫혀 있다가 실험시 순간 개방

함으로써 임계유량 실험을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Valve 양단의 

큰 압력차 (최대 150 bar)에서 Valve의 완전 개방이 신속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Valve가 닫힌 상태에서는 기 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제품사양 

실험조건에 적합한 QOV로 Globe valve를 선정하 으며 구동방식은 Pneumatic 

controller를 사용하 다. 제품사양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172 bar, 353℃

- 제작사 : 대기산업

- 완전개방 경과시간 : 1.0 sec.

- 적용배관 : 4" SCH. 160S (ID=87.32 ㎜)

⑤ Suppression Tank (ST-310)

㉮ 용도 및 설계 



Suppression tank는 실험시 Test section을 통하여 고속 분사되는 고온의 

물, 증기 및 질소 가스 등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응축 및 냉각시킨 후 외부로 배

출하는 대형 저장용기이다. 따라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다량의 증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용적이 충분하여야 하며 신속한 응축을 위하여 저온 냉각수를 

이용한 Sparger 설계가 중요하다. 증기 발생 및 고압질소의 유입은 탱크내의 압

력을 상승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설계도 요구된다. 탱크의 사용시 내압이 5 bar

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 으며 임계유량 수용후 탱크 내 물의 온도가 60℃ 이하

가 되도록 하 다. 탱크와 방출배관은 탱크 상부 중앙에서 연결되며 열팽창에 의

한 탱크 및 방출배관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Flexible joint를 사용하 다. 탱

크 내 방출배관은 임계류의 냉각수 내 효과적 열전달을 위하여 Sparger와 연결

되어 있다. 증기 및 고압질소의 유입으로 인한 압력상승을 막기 위하여 탱크 상

단부에 외부 방출용 배관을 설치하 다. 

- 냉각재방출계통 연결노즐 : ST-310 상단 중앙, 4", N1 (flange)

- 외부 대기 연결노즐 : ST-310 상단, 8", N3 (flange)

- 냉각수 주입 연결노즐 : ST-310 하단, 4", N4 (flange)

- 냉각수 배출 연결노즐 : ST-310 하단, 1", N5 (flange)

- Level transmeter 연결노즐: ST-310 상, 하단, 1/2", G1 (boss)

- 보조배관 연결노즐 : ST-310 측면, 8", N6 (flange)

- P, T tap 연결노즐 : ST-310, 1/2", G2∼G5 (boss)

㉯ 제작 및 검사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5 bar, 온도 323℃

- 사용유체 : 물, 증기

- 재질 : 동체 SS400, Flange A105

- 동체(shell) 두께 : 12 ㎜

- 반타원형경판(head) 두께 : 12 ㎜

- 형상 : 내경 3000 ㎜,  높이 2850 ㎜ (내용적 17000 ℓ)

- 검사 : 비파괴검사(RT)

(라) 계측/제어 계통 



① 제어계통 

㉮ 제어실 구성 

제어실은 Overview 화면, 터미널 하우징, 그리고 운전원 데스크로 구성하

다. Overview 화면은 실험장치의 운전상태나 지시값을 운전원이 쉽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림 3.3-6과 같이 대형 미믹 (mimic)화면으로 제작하 다. 

이 화면은 다음과 같이 각 계통별로 그룹핑하여 운전원이 쉽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 질소공급 및 방출계통 : 회색으로 표시 

- 압력용기 및 시험대 : 갈색으로 표시

- 고온/고압의 순환유로 : 적색으로 표시 

- 기타 응축수 계통 : 청색계열로 표시

이 화면에 표시되는 각 기기의 상태는 Run (Red), Stop (Green), Fault   

(Yellow) 3 가지로 나타나도록 하 고,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운전원이 쉽게 

실험장치의 이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운전변수에 대한 경보창을 설치하

다. 이 화면은 터미널 하우징 전면에 부착되어 있고, 상태 및 정보표시는 제

어장치인 PLC 출력에 의해 구동된다.

터미널 하우징 내에는 PLC, 터미널 블록 및 배선, DAS 장치, Isolator, 전원

장치 등 실험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계측제어 장비와 관련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

다. 

운전원 데스크는 실험장치 운전용, 데이터 취득장치 (DAS) 운전용, 그리고 기

포율 측정 운전용 데스크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타원형 벤치타입으로 구성되

어있다. 각 데스크에는 NT OS 기반의 산업용 컴퓨터와 19"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데스크 중앙에는 PLC 고장 등과 같은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실험장치

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중요 장치와 하드와이어로 직접 연결된 비상 정

지스위치를 설치하 다. 

㉯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현장의 센서신호와 기기의 상태신호를 받아들이고, 실험장치를 운

전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제어장치는 실험장치 운전용 데스크에 설치

된 운전원 화면 (MMI)용 컴퓨터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현장의 센서와 기

기들간에는 하드와이어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제어장치는 지멘스 (Siemens)사의 S7 모델 PLC (Programmable Logic Contr-

oller)를 사용하 다. PLC는 CPU 모듈,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디지털 입/출

력 모듈, 그리고 통신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장치의 신호 연계는 다음과 같

다. 

- 엔지니어링 도구 : 제어로직 개발도구로 제어장치 운전용 컴퓨터에 

설치. ProfiBus-DP를 통해 제어장치와 연결

- 운전화면 : 실험장치를 운전하는 화면으로 제어장치 운전용 컴퓨터

에 설치. 이 화면의 데이터는 PLC의 CPU 모듈과 이더넷

을 통해 연결. 

- Overview 화면 : 이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데이터는 PLC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모듈과 연결.   

- 센서 : 현장의 센서신호는 PLC의 아날로그 입력모듈과 연결.  

- 기기 : 현장에 설치된 펌프, 밸브, 히터 등은 PLC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출력모듈과 연결. 

㉰ 운전원 연계화면 설계

운전원 화면은 InTouch version 7.1 (Wonder Ware 사) MMI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 으며, 전체 운전화면, 압력용기 및 질소탱크 충진 운전화면, 가열 및 

가압 운전화면, 시험 운전화면 등으로 구현하 다. 기기 제어를 위해 보다 상세

한 운전화면을 보고자할 경우 그 기기를 선택하면 팝업으로 상세 제어화면이 나

타나도록 하 다. 또한, 운전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요한 운전 데이터는 Trend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 다. 그림 3.3-7은 전체 운전화면을 나타낸다. 

모든 운전화면은 단순한 색상을 사용하여 비상시 운전원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

도록 설계하 으며, 중요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형 Overview 화면과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하 다.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데이

터는 표준 공학적 단위를 사용하고, 모든 변수는 0.5초 이내에 Update되도록 설

계하 다. 구현된 화면은 다음과 같다. 

- 전체화면 및 상세화면

- Alarm 화면 

- Event 화면 

- System Configuration 화면



- Large & Small Historical Trend 화면 

- Instrument 선택 화면

② 현장 계측기 

실험장치에 설치된 모든 계측기 신호는 제어장치로 입력되어 운전원화면에 표

시되고, 중요 공정 데이터는 제어장치의 아날로그 출력모듈을 통해 Overview 화

면에 표시된다. 실험 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계측기는 데이터 취득시스

템 (DAS)으로 입력되어 측정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하 다. 데이터 

취득시스템에 입력되는 계측기의 경우, 온도 계측기는 제어장치 및 데이터 취득

시스템 입력용으로 각각 설치하 고, 압력, 유량, 그리고 수위 계측기는 신호분

리기 (Isolator)를 통해 제어장치 및 DAS가 공유하도록 제작하 다. 

㉮ 온도

실험장치에 설치된 모든 온도계측기는 열전대 (Thermocouple) K 타입이고, 제

어장치 및 데이터 취득시스템 간에는 보상도선을 사용하여 연결하 다. 설치된 

온도계측기 사양과 주요 측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 Model : Watro

• Type : K  Unground, Special Grade

• Output : 0 ∼ 15 ㎷

• Measurement Range : 0 ∼ 400℃

• Accuracy : 0.4% of Measured ( Max. error : 1.1℃)

- 주요 측정 대상

• 압력용기 온도

• 메인 및 서비스 히터 온도

• 질소가스 탱크 온도

• 시험대 온도

압력용기는 긴 직립형이기 때문에 T/C Spool piece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

다. T/C Spool piece는 압력용기 바닥을 기준으로 1.3 m에서 5.3 m까지 80 

㎝ 간격으로 모두 6 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시험대에는 냉각재 방출시험시 시험대를 통과하는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

해 6 개의 열전대를 각 부위에 설치하 고, 질소가스 주입 시험시 주입되는 질

소가스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열전



대는 모두 데이터 취득시스템에 입력되어 시험 후 시험자료 분석에 사용된다. 

㉯ 압력

질소가스탱크, 압력용기, 냉각수 유로 순환계통, 냉각재 방출시 시험대, 응축

수 탱크 등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스마트 타입 압력 계측기를 설치하 다. 설

치된 온도계측기 사양과 주요 측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 Model : Rosemount 정압계

• Type : Smart Type

• Output : 4-20 ㎃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 Measurement Range : 측정 대상에 따라 다름

• Accuracy : ± 0.05∼0.075% 

- 주요 측정 대상

• 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 압력

• 메인 및 서비스 질소가스 탱크 압력

• 시험대 주입 질소가스 공급라인 압력

• 순환펌프 압력

• 응축수 탱크 압력

• 시험대 온도

시험대에는 냉각재 방출시험시 시험대를 통과하는 유체의 압력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시험대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두 18 개의 압력계측기를 각 부위레 설치하

다. 이들 압력계측기는 모두 데이터 취득시스템에 입력되어 시험 후 시험자료 분

석에 사용된다. 

㉰ 유량

실험장치의 냉각수 유로 순환계통 유량, 시험대에 공급되는 질소가스 유량, 냉

각재 방출시 시험대 유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유량 계측기를 설치하 다. 냉각재 

방출시험시 시험대를 통하는 혼합물의 유량은 Probar 타입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Probar 타입 유량계는 오리피스나 터빈 타입과는 달리 혼합물의 흐름

을 방해하거나 압력 변동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소가스 주입 

실험시에 시험대에 주입되는 질소가스는 최대 주입량이 0.56 ㎥/s 정도로 미세

한 유량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터빈 타입 유량

계를 설치하 다. 기타 다른 유량계는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리피스 



타입 유량 계측기를 설치하 다. 설치된 유량계측기 사양과 주요 측정대상은 다

음과 같다.

- Model : Rosemount 차압계

• Type : Smart Type (오리피스타입)

• Output : 4∼20 ㎃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 Measurement Range : -250∼250 inch H2O / 2.5 inch H2O         

                           (-62.2∼62.2 ㎪ / 0.6 ㎪)

• Accuracy : ± 0.075% 

- Model : Rosemount 차압계

• Type : Probar 타입

• Output : 4∼20 ㎃ with Digital Signal Based 

• Measurement Range : 2∼2.5 또는 0∼250 inch H2O

- Model : Hoffer 

• Type : 터빈 타입

• Output : 4∼20 ㎃ with Digital Signal Based 

• Measurement Range : 0.012∼1.05 ㎏/sec

• Accuracy : ± 0.25%

- 주요 측정 대상

• 냉각수 유로 순환 유량

• 시험대 주입 질소가스 공급라인 유량

• 시험대 유량

• 질소가스 부스터 출구유량

㉱ 수위  

압력용기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차압형 및 레이다 (Radar) 타입 수위 계측기

를 설치하 다. 압력용기의 수위 측정은 실험 운전시 실험 모드에 따라 수위 감

소 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차압형 수위계측기는 온도 및 압력에 따

라 측정된 수위 값에 보정치를 계산해야 정확한 수위를 산출할 수 있지만, 레이

다 타입은 보정 계산이 필요 없이 정확한 수위값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압력용기에 설치된 차압형 및 레이다 타입 신호는 데이터 취득시스템으로 입력



되어 실험 후 수위의 변동에 따른 시험대 유량 및 압력 변화를 분석하는데 사용

된다. 또한, 레이다 타입의 수위측정값은 시험대의 순간방출밸브 (QOV-301)와 

연동되어 있다. 냉각수 방출 실험시 압력용기내 냉각수가 모두 방출되고 나서 압

력용기내 질소가스가 응축수 탱크에 유입될 경우 고온 고압의 질소가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응축수 탱크의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오르는 현상 (Balloon effect)

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레이다 타입 수위계측기의 측정치가 어떤 

값 (약 70 ㎝) 이하로 감소하면 순간방출밸브를 차단하도록 연동시켜 안전 사고

에 대비하 다. 응축수 탱크의 수위는 차압형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설치

된 수위계측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Model : Rosemount 차압계

• Type : Smart Type 

• Output : 4∼20 ㎃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 Measurement Range : -250∼250 inch H2O / 25 inch H2O          

                          (-0∼62.2 ㎪ / 6.2 ㎪)

• Accuracy : ±0.05% 

- Model : Eclipse Guided Wave Radar 

• Type : Guided Wave Radar Type 

• Output : 4∼20 ㎃ without HART Protocol

• Measurement Range :  0 to 4700 ㎜H2O

• Accuracy : ±0.1% Probe length

㉲ 밸브

실험장치에는 압력제어밸브, 유량제어밸브, 온/오프 밸브, 안전밸브, 순간방출

밸브, 수동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압력제어밸브 (PCV-201)는 냉각재 방출 실험시 압력용기내 압력을 실험조건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밸브는 전단의 고압 질소가스

탱크로부터 빠져나오는 질소가스 량을 조절하여 압력용기 압력을 제어하는 공기

압 비례제어밸브이다. 실험조건에 따라 공급되어야 할 질소가스 유량 (실험조건

에 따라 조절될 압력용기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 시나리오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4 개의 밸브를 트레인으로 구성하여 설치하 다. 이들 4 개의 밸브는  

Modified EQ% Globe valve이며, 각각은 15 A (15 ㎜), 20 A (20 ㎜), 25 A  



(25 ㎜), 40 A (40 ㎜) 사이즈를 갖는다. 그러나 실험 시나리오에는 따라 4개

의 밸브 중에서 하나의 밸브를 통해서만 압력제어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PCV-101 압력제어밸브는 압력용기의 압력이 실험조건보다 높을 때나 가열운전 

중에 압력용기의 압력을 감압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밸브이다. 설계 단

계에서는 PCV-201과 같은 동특성을 갖는 비례제어밸브 지만, 시운전 동안에 발

생한 누설문제, 가열 및 가압 운전동안에 PCV-101을 통한 압력제어 불필요 등의 

이유로 고속 응답성을 갖는 15 A (15 ㎜) 사이즈인 온/오프 밸브로 교체하 다. 

그러나 압력용기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PT-102 압력계와 연동시켜 운전

원이 연동 값을 설정함에 따라 자동으로 밸브가 온/오프 되도록 구현하 다. 연

동치 설정 값에 -5 bar의 히스테리시스 값을 고려하여 밸브가 계속적으로 온/오

프 되는 것을 방지하 다. 예를 들어, 운전원이 연동치 설정 값을 100 bar로 설

정했을 경우, 압력 용기의 압력 값이 100 bar를 초과하면 밸브는 자동 개방되

고, 압력 값이 95 bar 이하로 감소하면 자동 차단된다.

유량조절밸브 (FCV-201)는 질소가스 주입 시험 시 시험대를 통해 방출되는 냉

각재에 실험조건에 맞는 일정량의 질소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밸브이다. 설계단계

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주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4 개의 전동밸브 

(MOV)를 트레인으로 구성하여 설치하 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 밸브 양단 

간 차압이 120 bar 이상일 때 밸브가 구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기압 비

례제어밸브 하나를 설치하 다. 이 밸브는 PCV-201과 동작특성이 동일한 기계식 

제어밸브로, PCV-201은 압력을 센싱하여 센싱된 압력 값과 설정 압력이 같아지

도록 제어하지만, FCV-201은 라인에 흐르는 유량을 센싱 (실제적으로 차압 센

싱)하여 이 값이 설정 유량 (실제적으로 차압 설정치)과 같아질 때까지 자동으

로 조절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유량에 해당하는 차압을 발생시키기 FCV-2

01 후단에 직경 3 ㎜ 사이즈의 오리피스를 설치하 다. 

순간방출밸브 (QOV-301)은 시험대 후단에 설치되어, 냉각재 방출실험시 순간

적으로 개방되어 고온 고압의 물이 저항없이 응축탱크로 유출되도록 한다. 순간

적 방출을 위해 완전 개방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 이내로 제작하 다. 

안전밸브는 설계 압력이상의 과압시 실험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relief 

밸브이다. 이 밸브는 높은 압력이 걸릴 수 있는 곳인 질소가스탱크 (GT-210/   

220, GT-230) 및 부스트 후단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온/오프 밸브 순환수 유로, 질소가스 공급라인에 각각 설치되며, 이들 밸브는 

제어로직에 의해 주요 운전변수와 연동되어 있다. 

(마) 데이터 취득계통 

① DAS 장치 구성 

DAS는 실험장치는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수집하여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DAS장치는 DAS

용 컴퓨터, 개발용 소프트웨어 도구 (LabView), DAS 장비 (VXI), 분석용 도구 

(Excel) 등으로 구성된다.   

DAS용 컴퓨터는 산업용 컴퓨터를 사용하며, 이 컴퓨터는 DAS 장비와 연계하여 

DAS 장비에서 취득한 현장신호를 통신라인을 통해 읽어들인다. 또한, 이 컴퓨터

에는 개발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된 데이터 취득 및 저장 프로그램

이 설치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 분석용 도구가 설치되어 있다. DAS는 기본적

으로 현장 신호를 40 ㎳ 단위로 취득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운전화면에서 쉽

게 이 시간을 변경시킬 수 있다. DAS와 제어장치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압력, 

유량, 수위계측기 신호는 신호분리기를 통해 4∼20 ㎃ 전류신호로 각각 입력된

다. 

  DAS에서 취득된 데이터는 Excel 파일 포맷으로 DAS 컴퓨터의 하드디스

크에 저장되도록 설계하 기 때문에 실험 후 사용자는 Excel을 사용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DAS 컴퓨터는 이더넷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

와 공유하도록 설계하 다. 

 DAS 장비는 현장신호 취득을 위해 아날로그 입력모듈, 디지털 입력모듈, 

T/C 입력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DAS 컴퓨터와 연결되기 위한 인터페이

스 카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장비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VXI Syst-

em을 사용하 다.  

데이터 취득 개발용 소프트웨어 도구는 운전원 연계화면과 데이터 취득 

및 저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구로 LabView를 사용하 다. 

② DAS 운전논리 

DAS 운전논리는 데이터 취득 및 저장, 데이터 취득 설정, 그리고 취득된 데이터

의 표시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취득 설정은 DAS 운전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취득빈도, 



저장 위치 및 파일명, 상한 및 하한 제한치, 게인 및 옵셋 (Gain & Offset) 등

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3-8은 DAS 설정화면을 나타낸다. 데이터 취득빈도는 

초당 스캔수를 나타내며 초기값은 100 ㎳ 이다. 다른 파일명으로 데이터를 저장

할 경우는 파일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해야 한다. 취득신호의 범위는 Low limit와 

High limit의 값을 변경하고, 센서신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할 경우는 교정방법

에 따라 센서신호를 인가한 후 취득된 신호로부터 게인과 옵셋을 조정해야 한다. 

데이터 취득은 운전원이 설정한 환경에 따라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취득되고, 

취득된 데이터는 정해진 파일명으로 기록된다. 그림 3.3-9는 운전중인 DAS 데이

터 취득화면를 나타낸다. 이 화면의 “Data Logging”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될 

파일명을 입력하면 데이터 저장이 시작된다. 데이터 저장을 멈추고자 할 때는  

“Data Logging” 버튼을 다시 한번 더 클릭하면 데이터 저장이 종료된다. 생성

되는 데이터 양을 고려해서 최대 데이터 저장시간은 1,680초 (28분)로 제한하

다. 

운전원이 센서신호의 변화를 보고자 할 경우에 DAS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트랜

드로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실험장치의 각 센서 그룹별로 Trend를 표시할 수 있

도록 구성하 다. 그림 3.3-10은 개발된 트랜드 화면을 나타낸다. 그래프 우측 

상단에는 현재 취득된 데이터가 표시되고, 하단의 스크롤바를 이용하면 이미 수

집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볼 수 있다.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길이는 8192 개로 초

당 10 번으로 스캔했을 경우 악 13.6 분간 저장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랜드 표시는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되고 있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바) 전기계통 

① 전원 공급 

실험장치는 엔지니어링동에 있는 주 전원 패널의 440 V 3 상 전원을 사용하

며, 이 전원을 실험 장치내에 있는 전원 패널에서 분배하여  관련 기기에 적용

한다. 실험장치 각 기기별 사용 전원은 다음과 같다.  

- 440 VAC, 3 상 전원

• 주 순환펌프 (CP-100)

• 히터 (HE-110/120/130/210/220)

- 220VAC, 단상전원

• Tracing heater (HE-230/240/310)



• Computer & Monitor 

• PLC

• DAS

• 계측기기류

• Valve류

• Isolator 등

② 접지

실험장치의 접지는 IEEE 1050의 원자력발전소 접지 기준을 사용하여 시공하

다. 접지에 대한 시공 개략도는 그림 3.3-11과 같다. 접지는 전원접지와 계측제

어 신호접지를 분리하여 전원 잡음에 의해 신호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

다. 실험장치의 구조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전원접지에 연결하 고, 전원접지와 

계측제어 신호접지는 접지저항이 각 10 Ω미만으로 설계하 다.

③ 현장 판넬 

현장에는 모두 5 개의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LV1 패널은 440 V 3 상 주 전원

을 각 패널에서 사용되는 전압으로 변환하여 분배한다. INV-1 & SCR-1 패널은 

주순환 펌프 (CP-110)와 메인 히터 HE-110을 제어하는 인버터와 SCR이 설치되

어 있다. SCR-2, 3 패널은 메인 히터 HE-120/130을 제어하는 SCR이 설치되어 

있고, SCR-4, 5 패널은 보조 히터 HE-210/220을 제어하는 SCR이 설치되어 있

다. MCB 패널에는 220V에서 작동되는 Tracing heater (HE-230/240/310), 솔레

노이드 밸브 등을 제어하는 릴레이가 설치되어 있다. 

(사) 시험대 제작

① Test Sections

㉮ Test Section I

Test section I은 내경 20 ㎜, 길이 300 ㎜의 Sharp edged pipe 형상 (L/D 

= 15)을 가지며 짧은 Pipe에서의 임계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제작하 다. 

측정변수는 압력과 온도 분포이며 이를 위하여 Test section 전, 후를 포함 압

력 측정구 18 개, 온도 측정 열전대 삽입구 5 개를 가공하 다. 압력측정구는 

정 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경 0.3 ㎜의 구멍을 수직으로 방전가공 하 다. 

㉯ Test Section II

Test section II은 내경 10.9 ㎜, 길이 1000 ㎜의 Sharp edged pipe 형상



(L/D = 91)을 가지며 짧은 Pipe에서의 임계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제작하

다. 측정변수는 압력과 온도 분포이며 이를 위하여 Test section 전, 후를 포

함 압력 측정구 18 개, 온도 측정 열전대 삽입구 5 개를 가공하 다. 압력측정

구는 정 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경 0.3 ㎜의 구멍을 수직으로 방전가공 하 다. 

㉰ Test Section II-α

Test section II-α는 Test section II에 대한 기포율 측정을 위하여 설계/

제작한 것으로 직경 및 길이는 같으며 측정을 위한 γ선 투과를 위하여 Test se

ction의 두께를 얇게 설계 (3.2 ㎜)하 다. 얇은 두께로 인한 배관의 강도저하

를 보강하기 위하여 Test section의 양단 플랜지에 Spring hanger를 설치하여 

Test section을 지지하도록 설계하 다. 

② 측정기기

㉮ Pressure Transmitter

Test section으로부터 압력신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Pressure tap에 연결된 

압력측정 배관 (1/4"tube)은 Pressure transmitter에 연결되어 있으며 압력이 

전기신호 (1 ∼ 5 V)로 바뀐 후 DAS로 보내어져 수집, 처리된다. 

㉯ Thermocouple

Test section의 내벽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온도 측정구에 삽입된 열전대는 

접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pring으로 압착, 체결하도록 제작되었으며    

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상도선으로 DAS까지 연결하 다. 

㉰ γ-Densitometer

실험시 Test section 내에 형성되는 임계유량의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

도 제작한 Test section (T2-α)을 방출배관에 연결, 조립한다. 기포율 측정을 

위한 γ-densitometer는 Test section의 조건 및 형상에 맞게 Source 및 Tra-

verse 등이 최적설계 되었다. 장치의 설치는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방사

선 조사부 (Source)와 측정부 (Detector) 사이에 Test section이 수직으로 일

직선상에 놓여지도록 배열한다. 측정 위치에 따라 상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Test section 지지대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설계하 다.

(아) 토목 구조물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는 연구소 내 엔지니어링동의 실험실

에 설치된다. 실험실 바닥은 대형 실험장치가 설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철근 콘크



리크 바닥 공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다. 본 실험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 

강도를 검토하 으며 실험장치 각 부품 및 배관계통을 설치하기 위한 강 구조물 

설계를 수행하 다. 구조물의 강도 계산에 있어 지진 및 바람에 의한 향도 고

려하 다. 구조물 설계에 있어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esign code & Standards

      Steel : 강구조 계산기준 및 해설 (대한건축학회)

      Concrete :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 Strength of material

      Concrete : 210 ㎏/㎠

      Re-bar : 4000 ㎏/㎠

      Steel : 2400 ㎏/㎠

      Connecting bolt: High strength bolt(F10T), Ancho bolt(SS400)

(2) 실험장치 시운전 

(가) 실험장치 운전절차

실험장치는 기동운전, 가열운전, 실험운전, 그리고 냉각운전모드로 나누어진

다.

① 기동운전모드

기동운전모드는 상온 대기압 상태에서 질소가스탱크를 질소가스로 충전, 압력

용기 및 주순환계통에 냉각수 충전, 그리고 방출수조에 응축수를 충전시키는 운

전이 수행한다. 기동운전모드의 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질소 가스 저장탱크 (GT-210/220, XGT-230)에 질소 가스를 충전한

다.

•탱크로리차 진입 및 질소가스주입 배관에 연결

•가스탱크로부터 나가는 배관의 밸브 (SV-205, SV-208) 차단 (SV- 

204, SV-207 닫힘 확인)

• V-201 및 SV-202를 열고 탱크로리차를 이용하여 1 차 직접 충전

•탱크로리차를 재충전 시킨후 V-201 및 SV-202를 열고 2 차 직접 

충전

• SV-202를 닫고 Air compressor 및 Air booster를 작동하여 질소 

저장탱크 (GT-210/220)및 보조탱크 (GT-230)를 180 bar로 충전



- 압력용기 (PV-110) 및 주순환배관 충수

• QOV-301 차단 (V-106, SV-107, SV-205,SV-208 닫힘 확인)

• Vent 밸브 (PCV-101, V-104) 및 배관 밸브 (SV-102/103/104/106) 

개방

•순수를 공급 (SV-101 개방) 및 완전 충수 (필요시 용존산소 제거

를 위하여 MK-110 탱크에서 순수 (V-101)와 화학수 (V-102)를 적

정 비율로 배합하여 공급)     

• Drain 밸브 (V-105, V-106, SV-107) 및 순수공급밸브 (SV-101) 차

단 (2차 냉각수 밸브 (SV-105) 닫음 확인)

- 방출 수조 충수

• City water 공급라인 SV-301 개방하고, 충분한 양의 물 충수 (V-

301, SV-302 닫힘 확인)

② 가열운전모드

가열운전모드는 압력용기내 온도와 압력을 실험에서 요구하는 목표치까지 상승

시키기 위한 운전모드이다. 가열운전모드의 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열준비운전

• 목표 온도와 압력을 설정한다.

• 실험온도에 따른 팽창을 고려하여 SV-107을 통해 적당량의 물 방

출

• 출구밸브 SV-104를 개방하여 가열 및 가압 준비를 한다. 

- 가열 및 가압운전

• Pump (CP-110)를 가동하여 물을 순환시킨다.

• Heater (HE-110/120/130)를 가동 (시간당 50℃ 이하로 가열)

• 물의 온도에 따른 과냉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험온도까지 가열

• SV-205를 통해 실험압력 보다 10 bar 정도 높게 가압

• 과압 발생시 감압밸브 (PCV-101)를 개방하여 압력제어

③ 실험운전모드

실험운전모드는 실험운전조건까지 가열 및 가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험에

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들고, 실험 목적에 따라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운전모드

의 운전절차는 크게 실험조건 도달 및 안정화 운전모드와 실험운전모드로 나누어



진다. 

- 실험조건 도달 및 안정화 (정상상태 유지)

• PCV-101 및 SV-205를 사용하여 압력용기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압력용기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Pump (CP-110)로 냉각

수를 순환시키면서, Heater (HE-110/120/130) 정  제어

•압력용기내 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하고 온도구배가 없을 때 Hea-

ter를 끄고, Pump를 정지시킨다.

•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밸브 (SV-104/106)를 차단하여 압력용기 격

리

- 시험대 및 시험대 질소 공급배관에 감긴 Trace heater (HE-230/240/

310) 목표 온도에 맞추어 시험대 및 관련 배관을 가열한다.

- 시험대 주입용 질소 가스를 실험 온도로 가열하기 위하여 Heater  

(HE-210/220)를 자동제어 

- 실험운전

• DAS 가동 및 데이터 로깅 시작

•순간방출밸브 (QOV-301)와 질소공급밸브 (SV-205)를 개방하여 실

험 시작. 이때, 압력제어밸브 트레인 (PCV-201) 중 사용할 밸브를 

선정하고, 목표 압력치를 설정하여 자동제어 수행 

•질소 가스를 주입실험일 경우 SV-208을 개방. 이때, 유량제어밸브  

(FCV-201)의 목표 유량치를 설정하고, 자동제어 수행

•필요한 경우, 질소 가스 설정유량을 바꾸어가며 실험 수행 

•압력용기의 수위 연동에 의해 실험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SV-205가  

차단되고, QOV-301이 차단된다. 

• DAS 데이터 로깅 정지

•모든 Heater off

④ 냉각운전모드

냉각운전모드는 실험 후 압력용기를 감온/감압시켜 상온, 대기압으로 만들고, 

관련된 밸브나 장치들을 다음 실험을 위해 정렬한다. 

- Steam dump 밸브 (PCV-101)를 개방하여 압력용기의 압력을 낮춘다.

- QOV-301를 개방하여 압력용기내 물을 완전히 비운다.



- 방출 수조의 물 온도를 점검하고 적정 수위까지 방류한다.

- 관련된 모든 밸브나 장치들을 안전한 상태로 정렬한다. 

(나) 계통별 운전

계통운전 및 시험은 질소가스계통, 압력용기 및 냉각수 순환계통, 그리고 압력

/유량제어밸브에 대해 각 장치 및 제어논리의 운전성에 대해 작동성을 시험하

다. 

질소가스계통 시험은 1) Air compressor (AC-210)와 Air receive tank (AK-

210)의 단독 운전을 시험하고, 2) 질소가스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질소가스탱크 

(GT-210/220/230)에 직접 충전 및 N2 Gas booster (GB-210)를 이용한 간접 충

전 시험을 실시하고, 3) 충전 중 기기 및 관련 전기 및 계장류의 동작상태 및 

성능을 시험하 다.

압력용기 및 냉각수 순환계통의 시험은 1) 압력용기 (PV-110) 냉각수 충전을 

시험하고, 2) 상압 상태에서 순환펌프 (CP-110)의 운전 및 히터 (HE-110/ 120/

130)의 가열시험 (25℃ → 85℃)을 실시하고, 3) 순간방출밸브 (QOV-301)의 

작동 시험을 실시하 다. 

압력제어시험은 1) 압력용기 (PV-110)에 시험압력까지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2) 압력제어밸브 (PCV-201)로 압력용기에 소량의 질소가스를 주입시키면서 후단 

압력제어밸브 (PCV-101)로 질소가스를 밴터시키면서 작동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

다.  

유량제어시험은 1) 압력용기 (GT-230)에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2) 트레이싱 

히터 (HE-230/240)를 작동시키지 않고 유량제어밸브 (FCV-201) 작동상태와 성

능시험을 실시하고, 2) FCV-201의 성능시험이 완료되면 HE-230/240을 작동시키

면서 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 다. 

(다) 종합 시운전

시험조건 1) 80 bar 과냉도 30℃, 질소가스유량 0.1 ㎏/sec, 2) 120 bar 과

냉도 0℃, 질소가스유량 0.5 ㎏/sec 에 대해 각 장치 및 제어계통의 작동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 다. 수행된 주요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GT-210/220/230 N2 Gas Filling Mode 

- PV-110 DEMI-WATER Filling Mode 

- PV-110 DEMI-WATER heating Mode



- ST-310 CITY WATER Filling Mode 

- Test Mode (QOV-301 Open)

- Test Section N2 Gas Injection Mode

- Cooling Mode

시험 중 DAS 장비를 가동하여 실시간 데이터 로깅을 수행하 고, 각 루프제어

기의 성능 및 연동로직이 정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 다 [54]. 

(라) 기기 교정

계측기기, DAS 장비, 제어장치, 그리고 Overview 화면의 지시기에 대한 교정

을 실시하 다. 

DAS, PLC, Overview 화면의 지시기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Process cali-

brator를 사용하여 4 ∼ 20 ㎃ 신호와 열전대 온도 값을 입력하고, 이 값이  D

AS 및 제어장치에서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시험하 다. 시험 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각 포인터별로 옵셋 (offset)과 이득 (gain)을 조정하여 DAS, 제어장치, 

지시기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 다. 

온도계측기는 챔버를 이용하여 열전대를 교정하 다. 챔버에서 0, 100, 200, 

300, 400℃를 차례로 가열하고, 다시 400℃에서 0℃까지 차례로 감온하면서 기

준온도 (RTD로 측정)와 교정할 열전대의 측정치를 서로 비교하여 교정 값을 결

정하 다. 

압력계측기 경우 고압일 때는 Dead weight를 사용하 고, 저압인 경우는     

Dpi 515D Pressure Control/Calibrator를 사용하여 교정하 다. 유량계측기 

중 터빈 타입은 Function generator로 사각파를 입력한 후 출력 값을 계측하여 

교정하 다. 

다. 실험장치의 인허가  

(1) 시설 인허가 방법 및 절차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 장치에서의 질소가스 Tank lorry로부터 

질소가스를 공급받아 N2 Gas booster를 이용하여 가압하여 질소가스공급탱크에 

충전시키는 질소가스 공급계통은 일반 질소가스제조 시설로 분류되어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시행령 제 3 조 제 6 항 또는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고 실험장치 제작 전 사전검사, 가스설비 또는 배

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기 시험,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에서 

중간검사, 설비 시공 완료시 완성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각각 받아 인

허가를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질소가스제조 시설 인허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 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① 사업계획서: 설치목적 및 개요 작성

② 기술검토서: 상세설계 후 계통내 기기 Spec. 결정 후 작성 

㉮ 상세설계도면 및 설명서 및 압력용기/Safety relief valve등 계통

내 설치되는 Components spec.등 포함 

㉯ 고압가스 안전검사 기준 및 방법 

㉰ 자체시설안전관리규정 (내진 및 방호벽설치 등 포함)

(나) 기술 검토 신청 및 접수: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 

(다) 사전검사: 실험설비 성치 기초 공사등 사전검사 수행   

(라) 기술자료 검토 및 적합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  

(마)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신청: 유성구청 산업 경제과 

(바)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신청교부: 유성구청 산업 경제과 

(사) 자체 실험 설비 시공

(아) 중간 검사 

①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 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②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③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기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

전의 공정

④ 비파괴공정 및 방호벽 또는 저장 탱크의 기초 설치 공정등

(자) 완성 검사 신청: 설비 시공 완료시 

(차) 완성검사 및 완성 검사 필증 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2) 인허가 현황 

질소가스 공급계통의 질소가스제조 시설 인허가를 위하여 질소가스일반제조시

설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2001년 1월 9일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에 접수하 고, 1월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시설 기술검토 보완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을 완료하여 1월 27일 고압가스 일반제조

시설 기술검토 적합통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문서번호 대전 62

0-137로 통보받았다. 또한 유성구청으로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허가를 2월1일 득하 다. 실험시설에대한 

최종 완성검사는 7월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연구소 안전관리실의 입회하에 

실시되었고 완성검사에 합격하여 7월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실험시설에대

한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 받아 본 실험 설비는 질소가스일반 제조 시설로 최종 

인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실험시설 안전 운전을 위하여 유성구청 산업경제과에 

고압가스안전 관리자 (자격기준: 고압가스 2급기능사이상)를 선임신고를 하 고 

질소가스일반 제조 시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함으로서 질소가스 공급계

통의 질소가스제조 시설 인허가를 완료하 다. 

라. 이상유동 임계유량실험

(1) 실험장치

(가) 실험장치 구성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온고압 

냉각재를 실험조건으로 가두어 두는 압력용기와 파단배관을 모의하는 Test sec-

tion을 포함한 냉각재 방출배관이다. 이들 핵심 Component가 실험조건의 온도, 

압력에 도달하여 정확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열/가압 및 실험시 성능 보

장을 위한 주변 기계계통 및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 실험장치는 크게 

주순환계통, 질소가스 공급계통, 냉각재 방출계통, 질소가스 충전계통 등으로 이

루어졌다.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3-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순환계통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재를 실험조건의 온도, 압력으로 맞추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

환시키면서 가압, 가열하며 질소가스 공급계통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재를 실험압

력으로 가압하고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 실험시 방출배관 Test section 

전단에 질소 가스를 주입한다. 또한, 냉각재 방출계통은 실험조건에 도달한 냉각

재를 Test section을 거쳐 대기 방출하면서 실험자료를 생산하며 질소가스 충전

계통은 임계유량 실험에 필요한 고압의 질소가스를 고압 충전 및 저장한다. 



실험의 수행은 질소가스를 충전계통을 통하여 고압의 상태로 질소가스 저장용

기에 저장한 다음, 냉각재 압력용기에 물을 채우고 펌프와 Heater를 가동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면서 가열 및 가압 함으로써 실험조건에 맞춘다. 실험조건 (온

도, 압력)에 도달한 압력용기 내 냉각재는 실험시작 (방출밸브 개방)과 동시에 

압력조절밸브 작동으로 일정압력을 유지하도록 질소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Test 

section을 통하여 방출된다. 비응축가스의 주입은 Test section 전단에 설치된 

주입배관으로부터 유량조절밸브 작동에 의하여 제어된 일정유량의 질소 가스 유

입으로 이루어진다. 실험시 주요 장치의 변수 및 Test section의 유량, 압력, 

온도 변수는 DAS system에 의하여 수집, 처리된다.

(나) Test Section

Test section 배관은 압력용기 (그림 3.3-13 참조) 하단에 장착되어 실험 시 

임계유량을 형성하는 Test section이 장착된 배관으로 그림 3.3-14에서 보는바

와 같이 유량계 장착 배관부, 가스주입 배관부 그리고 Test section으로 이루어

져 있다. 유량계 장착 배관부는 파단배관을 모의하는 Test section을 통하여 방

출되는 냉각재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한 배관부로 유체의 압력손실

은 최소화하면서 유량계의 측정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설치하 다. 가스주입 배관

부는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을 구현하기 위하여 방출 냉각재에 질소가스

를 주입, 혼합하기 위한 배관부로 Test section 전단의 배관 벽에 가스주입구를 

가공하고 가스주입  Tube를 연결하 다

Test section은 파단배관을 모의한 배관으로 방출되는 냉각재가 임계유량을 

형성하며 급격한 압력구배를 발생한다. 따라서 Test section의 축방향 구간에 

대하여 Test section 내, 외벽에 압력 (18 개), 온도 (5 개) 측정구를 가공하

다. 실험에 사용된 Test section은 Sharp edged pipe 형태로 직경 20 ㎜에 

길이 300 ㎜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상세한 온도, 압력 측정 위치는 그

림 3.3-15와 같다.

(다) 계측

Test section의 압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Test section 전, 후단을 포함

하여 내벽에 직경 0.3 ㎜의 18 개 압력측정구를 가공하 다.(그림 3.3-15 참

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압력신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Pressure tap에 압력측

정용 배관 (1/4" tube)을 Pressure transmitter에 연결하 다. 압력은 전기신



호 (1 ∼ 5 V)로 바뀐 후 DAS로 보내어져 수집, 처리된다. Test section 내 

방출 냉각재의 온도를 알기 위하여 Test section 내벽 온도가 냉각재 온도와 같

다는 가정하에 열전대 삽입구를 가공하고 열전대 Tip을 최대한 내벽 쪽으로 삽

입하 다.(그림 3.3-15 참조) 열전대 Tip의 접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pr

ing으로 압착, 체결하도록 제작하 으며 측정 중 잡음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상

도선을 사용하여 DAS까지 연결하 다. 임계유량 측정을 위하여 실험조건에 적합

한 유량계로 Pitot tube의 원리를 이용한 Probar type을 사용하 다. Probar 

type 유량계는 대구경 고유량에 적합하며 압력손실이 매우 적어 실험장치의 용

도에 적합하 다. 사용된 계측기의 기술사양은 표 3.3-5와 같다.

(2) 실험방법

(가) 실험방법 및 절차

임계유량 실험을 위한 실험장치의 운전은 크게 기동운전, 정상상태운전, 실험

운전 그리고 냉각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동운전은 냉각재 및 질소가스의 

충전과 냉각재를 실험조건으로 가온, 가압하는 과정이며 정상상태운전은 냉각재

의 실험조건 도달후 안정화 과정의 운전이다. 실험운전은 실험조건의 냉각재를 

방출함으로써 임계유량을 발생하고 각종 실험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냉각운전

은 실험 후 장치 가동을 중지하고 압력용기, 배관 및 계통을 상온, 상압으로 복

귀시키는 운전이다. 실험의 종류는 임계유량 실험시 정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응

축가스가 포함되지 않는 기본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과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비

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노심의 SBLOCA를 

모의하기 위하여 압력용기의 Blow down (비정상상태)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

(나) Test Matrix

① 실험 제한조건

압력용기의 정체압력은 12 ㎫까지 실험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험 중 초기

압력 요동에 의한 Safety valve의 작동으로 인하여 압력제어의 불안정이 우려되

어 실험시 정체압력을 10 ㎫까지로 제한하 다. 실험 중 Test section 전단의 

질소 가스 주입은 유량제어밸브 (FCV)에 의하여 설정값으로 시간지연 없이 일정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설치된 유량제어밸브는 한 개의 밸브로 저유량에서 

고유량까지 제어를 하며 오리피스 유량계에 의한 유량측정과 제어밸브 간의 교정



이 불완전하여 설정 유량값을 정교하게 구현하기에 미흡하 다. 따라서 실제 비

응축가스 임계유량실험 시에는 가스주입 유량제어밸브의 개도 (Valve opening)

에 의하여 결정되는 유량을 실험조건으로 취하 다.

② 정상상태 임계유량실험

정상상태 임계유량실험으로 Test section, T1 (Sharpe Edged, φ20×300L)

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한 종류의 실험 중 초기에 순수 임계유량실험  

(Reference case)을 수행하고 이어 질소가스를 주입하면서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실험 (Injection case)을 수행하 다. 실험조건에 따라 실험지속시간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Injection case의 실험은 필요한 만큼 반복 수행하 다. 

수행된 실험의 Test matrix를 정리하면 표 3.3-6과 같다 [55].

(3) 실험결과 및 분석

(가)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예 (T1-100-291_20-S2)

① 실험수행결과 고찰

실험명 “T1-100-291_20-S2”에서 T1은 test section 1 (Sharp Edged, φ20 

×300L)을 의미하는 것이며 100-291_20-S은 압력용기 정체조건 100 bar,      

291℃ (과냉도 20℃)의 정상상태 실험조건을 뜻한다. 정해진 실험조건에 대하여 

실험장치의 실험조건을 맞추고 실제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3.3-16 (a)∼

(f)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3.3-16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용기의 초기 

정체조건은 103.3 bar, 291.5℃이며 최종 정체조건은 102 bar, 287℃, 실험지

속시간은 68 sec로 수행되었다. 압력제어밸브 (PCV)의 압력용기 내 압력제어 성

능은 안정된 압력을 101.3 bar (bias 1.3 bar)로 보았을 때 최대 진동폭은 11

7.5 ∼ 95.8 bar (+ 16, - 5.4%), 압력오차 ± 3% 이내 도달 경과시간은 15 s

ec로 나타났다. 압력용기 내 온도강하는 그림 3.3-16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4℃/min 정도로 나타났다. 비응축가스 임계유량 실험을 위한 주입가스 유량제어

밸브 (FCV)의 작동은 그림 3.3-16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개시 후 30 sec 

동안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이후 20 sec 동안 밸브 개도 30%로 주입유량 0.065 

㎏/s 정도, 이어서 50% 밸브 개도로 유량 0.155 ㎏/s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만

족할 만한 정상상태 조건을 실현하 다. 그림 3.3-16 (d)는 냉각재 방출유량을 

나타낸 것으로 압력용기의 압력요동에 의하여 유량이 민감하게 요동함을 알 수 

있으며 test section으로의 질소가스 주입량이 0, 0.064, 0.149 ㎏/s로 증가



함에 따라 방출유량이 17, 15, 12.9 ㎏/s 정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16 (e)는 Test section의 축방향 압력분포를 실험경과시간 (7, 27, 47, 5

7, 67 sec)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사용된 Test section의 Sharp edged 입구

형상에서의 압력강하는 3.7 bar(3.7%) 정도로 나타났다. 실험수행 중 Test    

section의 압력분포 변화는 압력변동이 민감한 임계지점 (출구) 부위 (270 ∼ 

300 ㎜)를 제외한 구간에서 5 bar 이내의 변동폭을 보 다. 그림 3.3-16 (f)는 

Test section 축방향에 따라 설치된 열전대로부터 측정된 냉각재 온도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T0 센서는 입구 전 30㎜에서 물과 직접 접촉하며 T1∼T4 센서는 

Test section 외벽에 심어진 간접 접촉식이다. 실험 전 Test section의 온도조

건은 실험조건 291℃에 미치지 못 하 으나, 실험개시 후 방출유량이 통과함으

로써 온도가 상승하 으며 구배는 T1 ∼ T4 센서에서 간접접촉에 의한 열전달 

지연으로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다. 압력용기의 냉각재 정체온도는 방출 냉각재가 

test section 입구까지 오는 동안 배관의 보온 및 Heater 가열 상태에 따라 1.

6℃의 온도 강하가 발생하 다. 비응축가스 임계유량 (with N2  injection) 구

간에 대해서는 주입유량 0.064 ㎏/s인 경우 2.9℃, 주입유량 0.149 ㎏/s인 경

우 6.8℃의 온도 강하가 발생하 는데 이는 방출배관에서의 열손실과 함께 주입 

질소가스 (40 ∼ 60℃)에 의한 향이 부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② Data Reduction

위 실험에 대하여 정상상태의 실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험 수행 구간에서 

질소가스 주입밸브 작동구간 및 압력제어 불안정 구간을 제외하고 안정된 실험

역을 선정하 다. 실험경우는 실험시작 후 15초 정도 질소가스가 포함되지 않은 

임계유량 실험에서 기본 임계유량 구간을 선정하 으며 이 후 질소가스를 주입한 

비응축가스 임계유량 실험 두 경우를 각각 15초와 9초 정도 선정하여 주요 실험

자료에 대하여 정상상태 자료로 통계 처리하 다. 실험의 각 경우에 대하여 정체 

압력은 목표압력 100 bar에 비하여 약 1.2 ∼ 1.7 bar (1.7%) 정도 높게 유지

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9 bar (1.9%) 이내로 정상상태를 유지하 다. 정체 온도

는 목표온도 291℃에 비하여 실험 진행에 따라 압력용기 및 배관의 열손실로 인

하여 4℃ (1.3%) 정도까지 떨어졌으며 각 경우의 온도 표준편차는  0.7℃ (0.

2%) 이내로 매우 작았다. 비응축가스 임계유량 실험을 위한 질소 가스 주입은 

두가지 유량에 대하여 수행되었는데 일정유량 주입의 표준편차는 3.1% 이내로 



정상상태가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주입가스의 온도는 경우에 따라   40 ∼ 7

0℃로 큰 변화를 나타냈으며 편차도 2 ∼ 6℃ 정도로 커 신뢰할 만한 측정값으

로 미흡하 다. 냉각재 임계유량은 비응축가스의 주입이 없을 때 가장 크며 주입

가스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의 정 도는 기본적으로 정체

압력의 요동과 주입가스의 혼합 거동에 향을 받는데 실험예의 경우 3.1% 이내

의 편차를 보여 만족할만한 정상상태 실험 결과를 보 다. 그림 3.3-17 (a)는 

실험경우에 따른 Test section의 축방향 압력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비응축가스

의 주입량에 관계없이 압력분포가 거의 일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17 

(b)는 실험경우에 따른 Test section의 축방향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Test 

section 입구 전 30 ㎜ 지점 (T0)은 냉각재 직접 접촉에 의한 측정값이고 나머

지 (T1 ∼ T4) 지점은 간접 접촉에 의한 측정값이다. 따라서 T0만 냉각재 온도

를 재대로 측정하 고 나머지는 Test section 외벽의 열손실 및 측정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냉각재 온도를 나타내지 못하 다.

(나)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결과 및 실험성능 분석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실험에 대하여 실험경우에 따라 적정 구간을 

선정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임계유량실험의 정상상태 실험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3-7은 Test matrix에 의하여 수행된 실험경우에 대한 실험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참고문헌 [55]에 자세한 실험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각 Test run에 대하여 실험수행시간은 62 ∼ 150초 정도 지속되었다. 각 Test 

run은 실험수행시간에 따라 비응축가스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 임계유량실험과 비

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실험을 주입 질소 가스의 유량을 변화시켜 가며 수행

하 다. 실험수행 지속시간은 Test section의 직경이 작을수록 정체압력이 낮을

수록 과냉도가 작을수록 길어진다. 정상상태실험을 위한 정체압력 설정은 목표압

력에 대하여 대부분 3%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하 으며 40 bar 실험에서 5 ∼ 

11%의 다소 큰 편차를 보 다. 또한 정체압력의 유지는 최대 3% 이내이며 대부

분 1% 내외의 우수한 정 도를 보 다. 정체온도의 유지는 실험이 진행되면서 

압력용기 외부로 손실되는 열에 의하여 떨어지는데 정체온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

나 대체로 온도감소율이 4℃/min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정된 정상상

태 구간에서의 온도편차는 0.2% 내외로 무시할 만하 다.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 실험을 위하여 Test section 전단의 질소 가스 주입배관을 통하여 일



정유량을 주입하 는데 밸브 작동 후 안정된 일정유량의 도달시간은 대체적으로 

3초 정도 으며 일정유량의 유지는 경우에 따라 10% 정도의 오차도 보 으나 대

부분 5% 이내의 편차로 만족할 만하 다. 질소 가스의 주입은 고압상온의 질소 

저장탱크에서 Test section 전단의 방출배관으로 주입되면서 급팽창하는 과정으

로 두 배관의 연결 부위에서의 질소 가스온도는 22 ∼ 120℃ 범위에서 다양한 

측정값을 보이며 온도 편차도 최대 10℃까지 크게 나타나 측정자료로 사용하기

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측정 부위가 질소 가스와 고온 냉각재의 경계이며 

실험시 불안정한 거동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안정된 측정값을 얻기에 부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방출 냉각재 유량은 최대 25 ㎏/s 정도까지 측정되었으며 측정 

정 도는 정체압력 특성 및 주입 가스의 안정성에 향을 받는데 편차는 5% 내

외로 매우 양호하 다. 

정확한 임계유량실험을 위해서는 압력용기 정체조건의 냉각재가 Test section

으로 직접 방출되어야 하지만 냉각재 유량측정과 비응축가스의 주입을 위하여 부

가적인 배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배관은 압력손실 등 실험결과에 오차를 발생

시키는데 가능한 한 이러한 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유량측정 및 질소 가스 

주입을 위하여 설치된 배관이 유발하는 오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압력용기 정체조

건과 Test section 입구의 온도, 압력조건을 비교한 결과, 유량계 배관 및 기/

액 혼합 배관에 의하여 유발되는 압력손실이 대체적으로 2 bar 내외 (최대 2.7 

bar)로 정체압력에 대하여 0.6% 이내로 오차의 크기는 미미하 다. 온도의 경우

에는 유량계 배관 및 기/액 혼합 배관을 거치는 동안 열손실로 인하여 대체로 

1℃ 내외의 온도감소를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5℃ 이상의 온도감소도 일어나

며 비응축가스 임계유량실험의 경우에는 질소 가스와의 혼합으로 인한 냉각재 온

도감소 향이 더해져서 온도감소 폭이 더 커진다. 측정된 Test section 입구의 

온도, 압력을 기준으로 냉각재와 질소 가스가 열적 평형을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냉각재와 가스의 측정된 유량으로부터 기포율을 산출한 결과, 0.05 ∼ 0.46 정

도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실험경우에 대한 비응축가스 주입유량과 냉각재유량 실험자료들로부터 질소 가

스 주입에 따른 냉각재 유량의 향을 그림 3.3-18에 나타내었다. 냉각재 유량

은 질소 가스 주입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과냉도가 커질수록 감소량

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림으로부터 동일한 정체압력에서 과냉도가 



클수록 방출유량이 증가하며 정체압력이 클수록 방출유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마. 단일빔 감마선 도계를 이용한 기포율의 측정

(1) 감마선 도계의 개요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설계중

인 일체형원자로 SMART에서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하여 배관 파단부를 통

하여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냉각재가 방출될 때의 임계유량 실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었다. 실험장치 시험대 내부에서 형성된 이상유동의 기포율은 

임계유량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나, 상용의 측정방법으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감마선 도계는 연

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Cobalt-60을 봉선원으로 사용하며, 시

험대 내부의 기포율에 따라서 시험대를 투과하는 감마선의 강도가 달라지는 원리

를 이용하여 해당 기포율을 측정한다. 작은 직경을 가진 시험대 내부의 기포율은 

단일 빔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2) 감마선 도계의 장치 구성

감마선 도계는 방사선원, 차폐설비, 방사선 검출기, 신호처리장치 및 이송장

치로 구성되었다. 방사선원은 30 mCi의 방사능을 가지는 Co-60이고, 차폐 계산 

결과를 반 하여 반경 15 ㎝, 높이 30 ㎝의 납으로 제작된 원통형 용기에 봉

된다. 방사선 검출기는 직경 3 인치, 길이가 3 인치인 원통형 NaI (Tl) 섬광체

와 광증배관의 일체형으로 차폐계산을 통해 적절한 차폐가 이루어졌다. 신호처리

장치는 High Voltage Power Suppy, Preamplifier, Amplifier/TSCA, Timer/  

Counter 및 Minibin으로 구성되었다. 이송장치는 방사선 검출기가 봉선원 용

기로부터 발생되는 감마선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봉

선원 용기와 방사선 검출기를 전후로 이동시킬 수 있고, 감마선 도계 전체를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다. 설치된 감마선 도계의 사진은 그림 3.3-19와 같고, 

감마선 도계의 개략도는 그림 3.3-20과 같다.

 (가) 방사선원



직경과 높이가 각각 7 ㎜인 원통형 SUS 캡슐에 직경과 높이가 각각 3 ㎜인 Co

-60 30 mCi 선원이 들어 있다. 이 원통형 캡슐은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납으로 

된 선원 저장용기에 보관되어 있다. 선원 저장용기는 시준기 (視準器, Collim-

ator)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터 구동 차폐 셔터를 장착하고 있다.

 (나) 차폐 설비

감마선 도계는 방사선원과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차폐를 필요로 하며, 각각에 

대한 차폐 계산이 이루어지고,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원과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차폐가 수행되었다. 차폐계산은 감마선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와 사용되는 

경우로 나뉘어 이루어졌고, 임계유량 실험장치 외부에 대한 선량 평가도 이루어

졌다. 선원은 감마선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차폐 계산 결과를 반 하여 

선원은 봉선원 형태로 설계되었다. 또한 감마선원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차

폐 계산 결과를 반 하여 방사선 검출기가 설계되었으며, 납 차폐물이 검출기를 

원통형으로 감싸도록 제작되었다.

(다) 방사선 검출기와 신호처리장치

방사선 검출기는 섬광체와 광증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방사선 검출기는 

섬광체와 광증배관이 일체형을 이루고 있으며, 광증배관 Base를 통해 신호처리

장치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신호처리장치는 고전압공급장치, Preamplifier,  

Amplifier/TSCA (Timing Single Channel Analyser), Timer/Counter와 Mini-

bin으로 구성되었다.

(라) 감마선 도계용 이송장치

이송장치 (Traverse system)는 시험대를 기준으로 하여 봉선원 용기를 전후

로 400 ㎜ 이상 이동시킬 수 있고, 방사선 검출기를 전후로 1500 ㎜ 이상 이동

시킬 수 있는 장치로써 방사선 검출기가 봉선원 용기로부터 발생되는 감마선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감마선 도계 전체를 상하로 이동

시킬 수 있다.

(3) 감마선 도계의 교정

감마선 도계의 교정을 위한 SUS 및 폴리에틸렌 Plate와 Phantom의 제작이 

제작되었다. 즉, 두께가 각각 2, 4, 8, 12, 16 ㎜인 SUS 및 폴리에틸렌 Plate

가 2 개씩 제작되었으며, Flow regime (4 종류: Core flow, Annular flow,  



Slug flow, Bubbly flow)의 모사를 위해 10, 30, 50, 70, 90%의 기포율을 모

의하는 폴리에틸렌 Phantom이 제작되었다. 표 3.3-8은 기포율 모의 폴리에틸렌 

Phantom의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SUS plate와 폴리에틸렌 Plate의 두께변화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계수율  

(count rate) 변화로부터 평판에 대한 Calibration을 수행하 으며, 다양한 물 

모의 Phantom을 이용하여 시험대 내부의 여러 Flow regime에 대한 감마선 도

계의 교정을 수행하 다. 또한 시험대로 사용되는 원관을 사용하여 물이 존재할 

경우와 공기가 존재할 경우에 대하여 감마선 도계의 Geometry의 변화, 측정시

간의 변화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수율 변화를 고찰하 다.

(가) 평판을 이용한 감마선 도계의 교정

SUS plate와 폴리에틸렌 Plate의 두께변화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계수율  

(count rate) 변화로부터 평판에 대한 Calibration을 수행하 다. 그림 3.3- 

21은 각각 시험대 파이프와 내부 물을 모의하는 SUS plate와 Polyethylene pla

te의 두께의 변화에 따른 계수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계수율은 Plate가 존

재하지 않을 때 24721 cps(counts per second)이었으며, 두께가 20 ㎜인 경우

의 계수율은 SUS plate와 Polyethylene plate에 대하여 각각 10893, 21900   

cps이었다. 두께는 2 ㎜부터 20 ㎜까지 2 ㎜씩 변화시켰으며, 측정결과는 계수

기 (Counter)의 계수율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측정

역에서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획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Phantom을 이용한 감마선 도계의 교정

다양한 물 모의 Phantom을 이용하여 시험대 내부의 여러 Flow regime에 대하

여 감마선 도계의 성능을 평가하 다. Phantom은 물과 감쇠계수가 유사한    

Polyethylene을 사용하 다. 그림 3.3-22는 여러 유동조건에서 실제 기공율의 

변화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계수율 변화를 보여주고, 그림 3.3-23은 예측된 기

공율과 실제 기공율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감마선 도계는 Core flow인 경

우에 대해서는 실제 기공율보다 항상 높게 예측하고, Annular flow인 경우에 대

해서는 항상 낮게 예측하 다. 반면 감마선 도계는 Bubbly flow와 평균된    

Stratified flow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오차 이내에서 잘 예측하고 있

다. 평균된 Stratified flow는 Stratified flow phantom을 각각 90 씩 회전

시키면서 측정한 값을 평균한 것이다. 그림 3.3-22와 그림 3.3-23에 나타난 실



제 기공율과 예측 기공율의 차이는 단일빔 감마선 도계의 기하학적 구조와 빔

의 Profile에 의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원관의 내경 크기를 갖고서 원관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원형 빔은 중심부분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Core flow인 경우는 기공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높은 기공율이 예측되며, 

Annular flow인 경우는 물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낮은 기공율이 예측된

다. Bubbly flow와 평균된 Stratified flow의 기공율 예측치가 비교적 실제 기

공율과 일치하는 것은 원관의 중심과 주변에 기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

이다. 

(다) 모의 시험대를 이용한 감마선 도계의 교정

시험대로 사용되는 원관을 사용하여 물이 존재할 경우와 공기가 존재할 경우에 

대하여 감마선 도계의 Geometry의 변화, 측정시간의 변화 및 주변 환경의 변

화에 따란 계수율 변화를 고찰하 다.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마선 도계 계수율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측정시간에 

따른 감마선 도계 계수율의 변화는 미미하 다.

(4) 감마선 도계용 시험대의 설계/제작

감마선 도계를 사용하여 시험대 내부의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대가 필요하다. 기포율 측정용 시험대의 개략도는 그림 3.3-24와 같다. 시

험대 내부의 압력 및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대와 입출구의 형상이 동일

하도록 동일한 치수의 배관을 사용하 다. 시험대의 길이는 1000 ㎜이고, 내경

이 10.9 ㎜이고, 두께가 3.2 ㎜인 3/8 인치 Sch. 80 SUS-304 파이프를 사용하

다. 

감마선 도계용 시험대의 파이프 부분은 플랜지 하중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열팽창 등으로 인해 뒤틀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대에는 시험대를 

지지하기 위한 Spring hanger와 Torsion bar가 설치되었다. 시험대는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압력용기 하단에 장착되어 실험수행 시 실험대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적 거동의 변수인 기포율을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요구조

건에 맞게 제작되었다. 실험대의 설계조건은 임계유량실험장치의 압력용기 설계

조건인 압력 17.2 ㎫, 온도 353℃로 하며 재질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

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다. 실험대에는 실험중 방출유체의 기포율을 적정 위치에



서 측정할 수 있고, 적절한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실험대 

장치의 구성은 시험대 방출배관 양단에 기존 실험장치 배관과 호환되는 플랜지를 

용접부착하며 시험대 입구까지는 기존 실험장치 배관과 같은 4 인치 Sch.160 SU

S 파이프를 사용하 다. 시험대가 너무 가늘어 고온고압에 따른 변형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시험대 자체는 하중을 받지 않도록 양단 플랜지를 이용하여 지지대   

(Spring hanger, Tension bar 등)를 설치하 으며, 실험기간 동안 변형이 없도

록 설계되었다. 또한 시험대의 설치 및 관련 지지대 설치에 있어 기포율 측정을 

위한 기포율 측정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설치되었다. 



표 3.3-1 실험조건에 따른 임계유량실험 압력용기 규모 산정

Case

Stagnation 

Condition

(MPa/△T(℃))

Pressure Vessel Volume (㎥)

D=13 mm, t=30 sD=13 mm, t=60 sD=20 mm, t=30 sD=20 mm, t=60 s

H-F M-H-F H-F M-H-F H-F M-H-F H-F M-H-F

1-1

1-2

1-3

17.2/0

17.2/10

17.2/60

0.379

0.489

0.658

0.297

0.647

0.696

0.758

0.979

1.315

0.595

1.295

1.392

0.897

1.159

1.556

0.704

1.533

1.647

1.793

2.317

3.113

1.408

3.065

3.294

2-1

2-2

2-3

12.0/0

12.0/10

12.0/60

0.227

0.392

0.542

0.226

0.517

0.571

0.454

0.784

1.083

0.453

1.034

1.141

0.538

0.928

1.282

0.536

1.224

1.351

1.075

1.856

2.564

1.072

2.448

2.701

3-1

3-2

3-3

9.0/0

9.0/10

9.0/60

0.145

0.330

0.469

0.159

0.435

0.489

0.289

0.660

0.939

0.317

0.869

0.979

0.342

0.781

1.111

0.376

1.029

1.159

0.685

1.562

2.222

0.751

2.057

2.317

4-1

4-2

4-3

3.0/0

3.0/10

3.0/60

0.045

0.180

0.277

0.046

0.230

0.281

0.090

0.360

0.554

0.093

0.459

0.561

0.107

0.426

0.665

0.110

0.544

0.664

0.213

0.852

1.311

0.220

1.087

1.328

H-F : Henry-Fauske Model
M-H-F : Modified Henry-Fauske Model

          

표 3.3-2 실험전 후의 질소공급 탱크내 질소가스의 변화

실 험 전 실 험 후

 압 력 (bar) 200 133.68

온 도 (℃) 25 -18.76

    도 (kg/㎥) 226.17 177.17

무 게 (kg) 814.2 637.8

 



표 3.3-3 MARS/SMR을 이용한 정상상태 모의계산조건

Parameter Value etc

ID of Nitrogen Gas Supply Line 25 mm

Volume of Nitrogen Gas Tank 3.6 ㎥

Volume of Pressure Vessel 1.3 ㎥

ID of Discharge Line 7, 20 mm 2 cases

Pressure of Pressure Vessel, P0
120, 100, 80, 60, 30 

bar
5 cases

Pressure of N2 Gas Tank, P1 각 P0에 대해 3 가지 3 cases

Temperature of Pressure Vessel, T0 sat. temp. - 60 1 case

Initial Void Fraction of Pressure Vessel 약 0.5

표 3.3-4 MARS/SMR을 이용한 제한조건 모의계산조건

Parameter
Value

Case A Case B

ID of Nitrogen Gas Supply Line NA 25 ㎜

Volume of N2 gas tank NA 3.6 ㎥

Volume of Pressure Vessel 1.3 ㎥ 1.3 ㎥

ID of Discharge Line 20 ㎜ NA

Pressure of PV, P0 120 bar 120 bar

Pressure of N2 gas tank, P1 NA 200 bar

Temperature of Pressure Vessel, T0 sat. temp. - 60 sat. temp. - 60

Initial void fraction of Pressure Vessel 0.1 1.0



표 3.3-5 계측기 사양

Location Tag Name Variable Model Calibration Range Error Remarks

Pressure Vessel

(PV-110)

PT102 P Rosemount 3051PG5 0∼120 bar ±0.0 5%

TE113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0.4%

Gas Injection 

Line

FT202 m

Hoffer, 

HO1X1-30-B-1(RPR51S)-F25CS-CE

HIT-2-5-C-4-CE-F

0.012∼0.67 kg/s ±2%
based on 171 bar, 

87.5℃

TG1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0.4%

Test Section

FT301 m Probar, PBR+26S 0∼42 kg/s ±0.5%
based on 120 bar, 

320℃ 

P0 P Rosemount 3051CG5 0∼138 bar ±0.05%

P1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2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3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4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5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6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7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8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9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0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1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2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3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4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5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6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L P Rosemount 3051CG4 0∼20.7 bar ±0.05%

T0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0.4%

T1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0.4%

T2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0.4%

T3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0.4%

T4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0.4%

P = Pressure,  T = Temperature,  m = Mass Flow Rate



표 3.3-6 Test Matrix (T1)

Test Run Test Case

 100 bar, Saturated 2 Reference, 3 Injection

 100 bar, 20℃ Subcooled 2 Reference, 4 Injection

 100 bar, 50℃ Subcooled 2 Reference, 2 Injection

  70 bar, Saturated 2 Reference, 3 Injection

  70 bar, 20℃ Subcooled 2 Reference, 3 Injection

  70 bar, 50℃ Subcooled 2 Reference, 4 Injection

  40 bar, Saturated 1 Reference, 3 Injection

  40 bar, 20℃ Subcooled 1 Reference, 6 Injection

  40 bar, 50℃ Subcooled 1 Reference, 4 Injection

여기서, T1 = Test Section 1 : Sharp Edged, φ20x300L

Reference = Critical Flow without Non-condensible Gas

Injection = Critical Flow with Non-condensible Gas

 



표 3.3-7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결과 정리



표 3.3-8 기포율 모의 폴리에틸렌 phantom의 사양

Void

fraction

Core flow

(Pipe)

Annular flow

(Annulus)

Slug flow

(Arc)

Bubbly flow

(Bubble)

Dia. (㎜) ID (㎜) Height (㎜) No. of Holes

0.1 3.45 10.34 1.81  0.101 (3 개)

0.3 5.97 9.12 3.71  0.303 (9 개)

0.5 7.71 7.71 5.45  0.505 (15 개)

0.7 9.12 5.97 7.19  -

0.9 10.34 3.45 9.09  -

비고 - OD=10.9 ㎜ OD=10.9 ㎜  Hole dia: 2 ㎜



그림 3.3-2 압력조절밸브의 

설계검증과 관련한 실험장치의 

MARS/SMR 모델

그림 3.3-3 공급압력의 변화에 따른 

압력조절밸브의 개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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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제한조건 모의계산 Case 

A에 대한 모사 결과: 압력용기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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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제한조건 모의계산 Case 

B에 대한 모사 결과: 압력용기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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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Overview 화면

그림 3.3-7 구현된 전체 운전화면

  



그림 3.3-8 DAS 설정화면

그림 3.3-9 DAS 데이터 취득화면



   

그림 3.3-10 DAS Trend 표시화면

그림 3.3-11 전원 및 신호 접지 개략도



그림 3.3-12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3.3-13 압력용기 (PV-110) 개략도

그림 3.3-14 Test Section 배관 

개략도



그림 3.3-15 Thermocouple and Pressure Tap Locations 

at Test Section (ID=20, L=300 mm)



그림 3.3-16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결과 

(T1-100-291_20-S2) (a, b)



그림 3.3-16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결과 

(T1-100-291_20-S2) (c, d)



그림 3.3-16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결과 

(T1-100-291_20-S2) (e, f)



그림 3.3-17 Test Section 압력, 온도 분포 

(T1-100-291_20-S2)



            

           

    

 그림 3.3-18 비응축가스 주입유량에 따른 냉각재 유량변화



그림 3.3-19 임계유량실험장치에 사용된 기포율 측정용 

감마선 도계

그림 3.3-20 감마선 도계의 개략도



그림 3.3-21 평판의 두께 변화에 따른 계수율의 

변화

0 5 10 15 2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26000

C
ou

nt
 R

at
e 

(#
 /s

ec
)

Thickness (m m )

 Count Rate using Polyethylene Plate
 Count Rate using SUS Plate
 Exponential Decay Fit of 
 Exponential Decay Fit of 

 

그림 3.3-22 여러 유동조건에서 실제 기공율의 

변화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계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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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여러 유동조건에서의 

감마선 도계의 예측된 기공율과 실제 

기공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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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기포율 측정용 시험대의 개략도



4.  비응축가스 이상임계유동 모델 개발 및 검증 

SMART는 질소 가스를 이용한 자기가압형 가압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압기

는 SMART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Wet Thermal Insulator와 Cooler

를 통하여 고압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압기 내부는 질소 가스와 수증

기, 물의 혼합물로 채워진다. SMART는 가압기 환형덮개에는 직경 20 ㎜, 길이   

300 ㎜ 정도인 3 개의 노즐을 통하여 3 개의 가스실린더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

압의 질소가 가압기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게 된다.  

Small LOCA 해석시 가압기와 가스실린더 사이 배관 파단을 가정하게 된다.  

배관 중 하나가 파단되면 고압의 질소, 물, 수증기의 혼합물이 파단부위를 통하

여 방출하게 되고, 온전한 다른 두 개의 가스실린더로부터 계속해서 질소가 공급

되게 된다. 이때 방출되는 유량의 상한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계유량의 계산이 

필요하다. 3 개의 관통부는 SMART 특유의 노즐 형태를 나타내게 되며 이 관통부

의 기하학적 형태를 고려한 임계유량 모델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이상임계유동이 연구되었다.  이상임

계유동이 정체상태의 압력, 온도, 건도 등 유체의 상태와 방출되는 부분의 형태

나 길이에 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메커니즘이

나 전 역에 걸쳐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상관식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Saha [56], Wallis [57], Isbin [58] 등은 그동안 연구된 이상임계유동 연구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으며 Elias와 Lellouche [59]는 주요 모델과 실험데이

터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KAERI에서도 임계유동의 실험을 수

행한 바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실험상관식을 제안하 다 [60]. 

이상임계유동 모델은 크게 해석적인 방법과 Mechanistic 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 해석적인 방법은 이상 유체를 단상 압축성 유체처럼 고려하여 물성치를 결정

하고 단상유체에 적용되는 보존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균질 평형 모델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HEM)과 Moody, Fauske, Extended Henry  

and Fauske, Levy, Frozen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Mechanistic한 방법은 각 

상의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으로부터 임계조건을 찾아내고 그 조건으

로부터 임계유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Trapp & Ransom 모델, Richter 모델,     

Elias-Chambre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해석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현상을 바탕



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반면   

Mechanistic한 방법은 복잡한 형상과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이며 비

교적 정확한 예측결과를 보여는데,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모사용 코드에는 적합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상임계유동 특히 물과 수증기의 혼합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지만 활용 가능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하지만 비응

축가스의 향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물 속에 녹아있는 비응축

가스가 비등을 위한 Seed로 고려되어 연구된 경우도 있으나, 이론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본격적인 비응축가스의 향을 고려한 실험은 Celata 등 [61]

의 실험이 유일하다.

질소가스를 이용한 자기가압형 가압기를 갖고있는 SMART의 경우는 질소의 향

을 고려한 임계유량 모델이 안전해석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KAERI에

서는 실제 원자로 조건에서 질소가스의 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결과가 제시되었다 [62].  

본 연구는 해석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비응축가스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모

델을 확장시키고 TASS/SMR 코드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물과 가스의 물성치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 으며 이 물성치를 이

용하여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의 임계유량을 계산하 다. 개발된 모델들

은 기존에 발표된 실험결과와 KAERI에서 수행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비교 검토 

하 다. 

가. 이상임계유동 모델에 대한 검토

(1) 균질평형모델

균질평형모델은 가장 기본적이 모델이다. 이상유체 혼합물을 가상의 유체로 가

정하여 단상유동에서 사용하는 식을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본으로 하

고 있다.

- 단열되어 있고 마찰이 없는 유동 (등엔트로피)

- 액체와 기체가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유동 (Homogeneous)

- 열역학적 평형을 유지하는 유동 (Thermodynamic Equilibrium) 



고압의 압력용기에서 유체의 방출이 발생할 경우,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정상상태의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 0=h+
u
2

2
=h+

G
2
v
2

2

여기서, h 0는 정체상태 (Stagnation)의 엔탈피로 압력용기의 내부상태를 나타

내고, h와 v는 출구에서의 엔탈피와 비체적이다. u와 G는 각각 속도와 질량유

속 (Mass flux) 이다.  그러므로, 

G=
1
v
[2 (h 0-h)]

1
2

이다. 위 식에서 G는 정상상태이므로 변하지 않고, 등엔트로피 (isentropic)로 

가정하 으므로 출구에서의 건도는 

s 0= (1-x) s f+xsg

이므로

x=
s 0- s f
s g-s f

이 된다. 이때 얻은 건도를 이용하여 이상유체의 엔탈피와 비체적을 구하면 다음

과 같다.

h=(1-x)hf+xhg

v=(1-x)v f+xvg

질량유속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h 0와 s 0를 증기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b) 출구에서의 압력 p를 가정한다.

(c) 압력 P에서의 s f, s g를 이용하여 건도를 계산하다.

(d) h와 v를 계산한다.

(e) 질량유속을 계산한다.

(f) (c), (d), (e) 항을 압력을 바꿔가며 계산하여 질량유속이 최대가 되는 

압력을 찾는다 (그때의 압력이 임계압력이 된다).

HEM은 긴 관의 경우 임계질량유속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 관에서

는 유체가 평형상태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 시간동안 상간에 존재

하는 응력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관은 시간이 짧아 기포가 성장하지 

못하고, 매우 긴 관에서는 상 분리가 나타나 상간의 속도차이가 발생하므로 오차



가 커지게 된다.

(2) Moody 모델

Moody 모델은 비균질 평형모델이며 HEM을 상간의 속도 차를 고려하여 확장한 

것이다. 속도 비 (Slip Ratio) S는 기체와 액체의 속도 비 

S=u g/uf

로 정의된다. 유로에서의 각상의 온도가 서로 같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보존 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h 0=h+
xu2g
2
+
(1-x)u2f
2

h=h f+xhfg

열적 평형 상태인 액체상과 기체상의 속도는 

uf=
v fG(1-x)

(1-α)

ug=
vgGx

α

이다. 위 식에서 G를 소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αug
xvg

=
(1-α)uf
(1-x)v f

위 식에 속도비 S를 넣어 정리하면 기포율은 

α=
1

1+S
(1-x)
x

v f
v g

=
xvg

xvg+S(1-x)v f

가 된다. 액체와 기체의 속도를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G
2
=

2(h 0-h)

x
3
v
2
g

α
2 +

(1-x)
3
v
2
f

(1-α)
2

이다. 기포율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분모부분은 소위 Energy Density가 된다.

1

ρ'''
2 = [xvg+S(1-x)v f]

2[x+ 1-xS 2 ]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했으므로 기공률은

x=
s 0-s f
s fg

이다. 건도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G
2
=

2(h 0-hf-
s 0-s f
s fg

h fg)
(
s 0- s f
s fg

v g+S
sg-s 0
s fg

v f)
2

(
s 0- s f
s fg

+
sg-s 0

S 2s fg )  
위 식을 살펴보면 질량유속은 Throat에서의 압력 p와 속도비 S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노즐 출구의 임계점에서 유속이 최대가 되는 S를 계산하면  

∂G/∂S| p,exit=0, 임계점의 속도비는 다음과 같다.

S=(
vg
v f )

1/3

위 식을 대입하여 질량유속이 최대가 되는 p를 구한다. 참고로 위 식에서 S

가 1이면 HEM과 같은 식이 된다.  

1974년도 개정된 미국의 원자력 규제법 10 CFR 50의 Appendix K에는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시에 파열부위를 통한 방출유량은 Moody 모델로 계산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Moody 모델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상 임계유동모델이 되

었다. 물론 이 모델이 채택된 것은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안전해석상의 보수성 

때문이었다.  

나. 비응축가스 모델 개발

(1) 비응축성 기체의 향

비응축성 기체가 존재할 경우 임계유속에는 적어도 다음 네가지방향으로 향

을 미치게 된다. 

- 과냉된 액체와 같은 단성분 단상액체의 경우 다성분의 문제가 되어 

이상유동 혼합물처럼 됨

- 단성분 이상유체 문제는 다성분의 문제가 되며 포화조건과 액체/기

체 혼합물의 물성치, 음속 등이 변함

- 단성분 단상기체 문제는 다성분 단상 문제로 바뀌며 혼합물의 물성

치가 변화하게 됨

- 액체에 용해되어 있는 비응축성 가스가 Nucleation site의 역할을 

하여 Throat 에서 비평형 정도에 향을 미침

위에서 네 번째 경우, 액체에 비응축가스가 용해되어 있는 경우 액체의 경우  

Flashing에 향을 줄 수 있으나 HEM이나 Moody 모델에 향을 직접적으로 고



려하기 어렵다. 비응축성가스는 기체상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기체상에 대해

서 비응축성 가스에 의한 물성치와 포화조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가) 기체상의 물성치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의 혼합물은 균질한 혼합물이므로 또 다른 순수한 기

체로 볼 수 있다. 가스 혼합물의 물성치는 각 혼합물의 물성치와 양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혼합물에 대한 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한 예로 

공기에 대한 열역학적 물성치 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성분의 변화에 대

한 표를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혼합물의 구성비와 각 기체의 물성치를 이

용하여 혼합물의 물성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가스 혼합물의 구성비는 몰비 (Mole Fraction)나 질량비 (Mass Fraction)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fi=
mi
mm , 

y i=
Ni
Nm

여기서 mm= ∑
k

i=1
mi, Nm= ∑

k

i=1
Ni 

m : 기체의 질량

N : 기체의 몰수

k : 기체의 종류 수

이다.

Dalton의 법칙은 혼합물이 각각 동일한 온도와 부피를 가질 경우 기체혼합물

의 압력은 각 기체의 압력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Amagat의 법칙은  각각

의 기체가 홀로 혼합물의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다면 혼합물의 부피는 각 기체의 

부피를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Dalton의 법칙과 Amagat의 법칙은 이상기체혼

합물의 경우 정확히 일치하지만 실제 가스 혼합물의 경우는 비슷한 정도이다. 두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alton의 법칙 Pm= ∑
k

i=1
Pi(Tm,Vm)

Amagat의 법칙 Vm= ∑
k

i=1
Vi(Tm,Pm)

여기서 Pi와 Vi는 각 기체의 부분압과 부피이다. 또 Pi/Pm은 압력비 (Pressu-

re Fraction), Vi/Vm은 부피비 (Volume Fraction)이라고 한다. 이상기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Pi
Pm
=
Vi
Vm

=
Ni
Nm
= y i

y iPm은 부분압이라고 하고 y iVm은 부분부피 (Partial Volume)라고 한다.

혼합기체의 물성치는 질량분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um=∑
k

i=1
mfiui               hm= ∑

k

i=1
mfih i

sm=∑
k

i=1
mfis i                Cv,m=∑

k

i=1
mfiCv, i

Cp,m=∑
k

i=1
mfiCp, i

수증기와 질소의 혼합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Pm=Pn+Pg                hm= xnhn+(1-xn)hg 

um= xnun+(1-xn )ug        sm= xnsn+(1-xn )sg

여기서 xn는 기체 혼합물 전체 질량 중 질소의 질량분율이다. 혼합물의 압력으

로부터 비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mT

vm
=
RgT

vg
+
RnT

vn

Rm, Rg, Rn은 혼합물, 수증기, 질소의 기체상수를 나타낸다. 각 기체상수

가 비슷한 값을 갖고 온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기체혼합물의 비체적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vm
=
1
vg
+
1
vn

또는

vm= xnvn=(1-xn )vg

위에서 정의된 기체 혼합물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다성분 이상유동의 물성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h= xhm+(1-x)hf            u= xum+(1-x)uf 

s= xsm+(1-x)s f             v= xvm+(1-x)v f

(나) 이상 혼합물에서의 평형상태

HEM, Moody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상 혼합물에서의 평형상태를 계산해야 

한다. 두 모델은 열적 평형을 가정하고 총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할 수 있다.  



s 0= x{xnsn+(1-xn)s g}+(1-x)s f

정체상태의 압력 ( P 0), 온도 ( T 0), 엔탈피 ( h 0), 엔트로피 ( s 0)를 알고있다

고 가정할 때 임의의 압력 P에서 비응축성기체와 수증기의 물성치와 압력을 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과냉액체와 비응축성기체

압력 P일 때 과냉액체와 비응축성 기체만 존재한다면 가스중 질소 가스의 분율

은 1 ( xn = 1)이 된다. 비응축성 가스의 질량은 정체상태일 때와 변화하지 않으

므로 정체상태에서의 건도와 압력 P에서의 건도가 일치한다 ( x= x 0). 비응축성 

기체만 존재하므로 수증기의 분압이 0이고 물의 압력은 P가 된다.  따라서 식으

로부터 물의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 f (P,T)=
s 0-x 0s n(P,T)

1-x 0

압력이 일정하므로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위 식을 만족하는 온도를 계산한다.  

각 상의 압력과 온도를 알고 있으므로 나머지 물성치들을 모두 구할 수 있다.

② 포화액체 + 포화수증기 + 비응축성기체

비응축성가스가 존재하게 되면 물이 실제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증발되게 된

다. 이것은 수증기의 분압이 비응축성 기체로 인하여 실제 압력보다 낮아지기 때

문이다. 압력이 P일 때 질소와 수증기, 물 혼합물의 물성치를 구하면 다음과 같

다. 비응축성기체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x 0xn0= xxn

을 만족한다.  비응축성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깝다고 가정하면 이상기체 상태방정

식을 사용할 수 있다. 

Pnvn=RnTsat(Pg)

혼합물의 비체적관련 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vn=
1-xn
xn

v s=
x-xxn
xxn

v s=
x-x 0xn0
x 0xn0

v s

압력 P에서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다.

s 0= x 0xn0sn+(x-x 0xn0)sg+(1-x)s f

위 식을 건도에 관하여 정리하면 

x=
s 0-x 0xn0s n+x 0xn0sg-s f

s fg



이 된다.  전체 압력 P는 질소와 수증기의 압력의 합이고, 모든 성분의 온도가 

같으므로 기체상태방정식은 

(P-Pg)
x-x 0xn0
x 0xn0

v s{Tsat(Pg )}=RnTsat(Pg)

이다. 위 식을 만족하는 수증기의 압력 Pg를 구한다. 수증기의 압력을 구하면 그 

압력에서의 포화 온도가 이상 유체의 온도가 된다. 각 성분 및 각 상의 온도를 

알고 있으므로 나머지 물성치를 구할 수 있다.

Moody 모델의 경우 속도비를 

S=(
vm
vf )

1/3

로 쓸 수 있다.

압력이 변함에 따라 물과 비응축성 기체의 혼합물이 되거나 물, 수증기, 비응

축성 가스의 혼합물이 될 수 있다. 두 경우의 경계값을 구하기 위하여 물에 대

한 베르누이 방정식 계산 결과와 과냉액체가 포화되는 압력보다 낮은 압력차에서 

질량 유속 계산 결과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 다.

(2) 비응축성가스의 향을 알아보기 위한 수식 전개

비응축성 가스가 과냉 액체의 물과 함께 고압의 용기로부터 방출되면 같은 조

건의 과냉된 물만 방출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로를 좁게 만드는 향을 미치게 된

다. 그 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 질소가 함께 주입되면 노즐의 단면적이 줄어든다.

- 물은 줄어든 단면을 통하여만 방출되게 된다.

- 줄어든 단면을 통하여 방출되는 물의 실제 유속은 비응축가스가 주입되지 않

은 경우 물의 유속과 동일하다. 

과냉액체의 임계질량유속을 Gc0, 비응축성가스를 주입할 경우 물의 임계질량유

속을 Gc, 비응축가스의 질량유속을 Ga로 정의하면 임계질량유속의 비는 다음과 

같다. 

Gc
Gc0

=
GcA

Gc0A
=
Wc
Wc0

물의 유속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물의 질량유량은 

Wc=Gc0(1-α)A



이다.  위 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Gc
Gc0

=
Gc0(1-α)

Gc0
= (1-α)

이다. 기공율은 다음과 같다. 

α=
Qa

Qa+Ql
=

Ga/ρ a
G c0(1-α)/ρ l+Ga/ρ a

여기서 Q는 체적유량이다. 위 식을 정리하면

(α-1)(
Gc0
ρ l
α-

Ga
ρ a )=0

이다. 기공율이 1이 아니라면 

α=
Ga
Gc0

ρ l
ρ a

이다. 따라서 임계질량유속의 비는 다음과 같다.

Gc
Gc0

= 1-
Ga
Gc0

ρ l
ρ a
=1-

Qa
Qc0

Celata 등 [61]의 실험 분석에 의하면 질량유속의 비는 체적유량의 비와 접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물성치 계산

(가) 물

임계유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Entropy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Entropy의 계

산을 위하여 근래에 발표된 IAPWS Industrial Formulation 1997 for the The

rmodynamic Properties of Water and Steam을 사용하 다.

IAPWS(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perites of Water and 

Steam)에서는 1997년 공업용의 물과 증기의 열역학 물성치 공식을 제안하 으며 

이 공식은 1967년의 “The 1967 IFC-Formulation for Industrial Use (IFC-  

67)"을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공식은 줄여서 IAPWS-IF97로 표기하기로 한다. 

IAPWS-IF97의 특징은 기본식의 형태가

g(x,y) =∑
i
n i(x+a)

I i (y+b)
J i

∂g(x,y)
∂x

=∑
i
n iI i(x+a)

I i-1 (y+b)
J i



∂g(x,y)
∂y

=∑
i
n i(x+a)

I i
J i(y+b)

J i-1

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2차 도함수도 1차 도함수를 직접 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계산의 속도도 높

여준다.  

새로운 공식은 다음 역에서 적용 가능하다.

273.15 K ≤ T ≤ 1073.15 K  for P ≤ 100 ㎫

1073.15 K < T ≤ 2273.15 K  for P ≤ 10 ㎫

역은 총 5가지로 나누어지며 역 1, 2, 5에 대하여 기본식으로 specific  

Gibbs free energy상관식, g(p,T)가 각각 제공된다. 역 1, 5에 대해서는 빠

른 계산을 위하여 T(p, h), T(p, s), p(h, s)등의 식을 제공한다. 역 3에 대

해서는 기본식으로 specific Helmholtz free energy 상관식, f(ρ,T)가 제공된

다. 따라서 압력과 온도를 안다거나 엔탈피와 다른 엔트로피 등을 알 경우는 

도와 온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반복계산이 필요하다. 역 4는 포화 역을 나타

내며 P(T)와 T(P)함수가 제공된다. 인접한 역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포화 역

에서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 

기준이되는 상수는 물의 기체상수와 임계점에서의 물성치는 

R=0.461526  kJ/kg/K          Tc=647.096  K

pc=22.064   MPa              ρ c=332   kg/m
3

이다.  

(나) 비응축가스

비응축가스의 물성치를 구하기 위하여 MARS/SMR에서 사용된 식을 이용하 다.  

비체적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한다. 

Pnvn=RnTg

내부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한다.

Un={
U 0+C 0Tg   Tg<T 0

U 0+C 0Tg+
1
2
D 0(Tg-T 0)

2   Tg≥T 0

T 0는 250 K 이고 질소와 공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한다.



종류 Rn
(J/kgK)

C 0
(J/kgK)

D 0
(J/kgK

2
)

U 0
(J/kg)

질소 296.7906 741.9764 0.1184518 145725.884

공기 287.0663 715.0 0.10329037 158990.52

위 식을 바탕으로 하여 엔탈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Hn={
U 0+(C 0+Rn)Tg   Tg <T 0

U 0+(C 0+Rn)Tg+
1
2
D 0(Tg-T 0)

2   Tg≥T 0

엔탈피를 온도에 관하여 미분하면 정압비열을 얻을 수 있다.

Cpn={
C 0+Rn   Tg<T 0

C 0+Rn+D 0(Tg-T 0)   Tg≥T 0

엔트로피는 열역학적인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다.

s=Cpnln
T
Tref

-Rnln
P
Pref

Tref = 273.15 K, Pref = 1 bar로 정하 다.  

다. 모델 검증

(1) 모델을 이용한 계산 결과

초기 정체상태의 엔탈피와 압력을 변화시켜가면서 HEM, Moody 모델, Extended 

Henry and Fauske (H-F)모델의 그래프를 그렸으며 그림 3.3-25, 그림 3.3-26

에 나타내었다. HEM과 Moody Model의 경우 과냉된 액체상태일 때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정체압력이 1.38 MPa 이하일 때 포화액체

와 이상유동의 경계에서 약간 불안정한 값을 보이기는 하지만 불안정성이 큰 편

은 아니다.  

H-F 모델의 경우 정체압력이 1.38 MPa 이상일 때 다른 모델과 편차가 심한 것

으로 보이는데 계산에서 사용되어진 등엔트로피 팽창계수 (Insentropic Expant

ion Coefficient)의 변화와 정압비열 및 정적 비열의 변화가 크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대체적인 경향은 Moody 모델이 대부분의 역에서 임계유량을 높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나 과냉액체 부근에서는 H-F 모델이 임계유량을 크게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체 엔탈피가 낮아짐에 따라 계산은 액체의 베르누이 식



의 결과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압력은 H-F 모델이 비교적 높게 예측

하 으며 Moody 모델이 낮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각 모델마다 질소 가스의 건도 

xGAS=
GGAS
Gtotal

가 0.0, 0.001, 0.01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27부터 

그림 3.3-32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상유동일 때는 비응축성 기체의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화된 물에 가깝거나 과냉된 액체와 비응축

성 기체의 혼합물일 때 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F 모델은 상간의 질

량전달이 미미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포화상태에서 과냉 상태로 넘어갈 때 부드

러운 변화를 보이며 그 향은 임계압력에 잘 나타나있다.

그림 3.3-27, 그림 3.3-28은 HEM인 경우 임계유속과 임계압력을 보여 준다.  

질량유속의 경우 비응축가스가 존재함에 따라서 과냉된 물과 함께 수증기가 생기

기 때문에 이상유동 역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정체 엔탈피가 낮아짐에 

따라 불연속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체상태에서 수증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물이 과냉상태일 때 비응축가스의 건도가 클수록 임계유

량이 점점 작아지며 임계압력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압력이 낮

을 경우 임계유속은 비응축성가스의 향을 정체압력이 높은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향은 그림 3.3-31, 그림 3.3-32의 Moody 모

델에서도 같이 나타났다. 하지만 Moody 모델은 HEM에 비하여 비응축성가스가 존

재할 경우에도 임계유량을 크게 예측하 으며 임계압력은 낮게 나타났다. 과냉 

역에서의 임계유량 값은 HEM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정체엔탈피가 낮아질수록 

증가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압력의 경우는 비응축가스의 양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속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2) 질소의 향 파악

Celata 등 [51]과 KAERI [62]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질소의 향을 파악하

다. Celata 등은 직경 4.6 ㎜, 길이 1500 ㎜의 시편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조건은 정체압력이 0.5, 1.0, 1.5 ㎫이었고 입구의 과냉도는 최고  

60℃ 다.  비응축가스 주입유량은 0.02 - 1.5 g/s 다. KAERI에서는 직경   1

0.9 ㎜ 길이 1000 ㎜인 시편과 직경 20 ㎜, 길이 300 ㎜인 시편을 가지고 실험



을 수행하 다. 정체압력은 4, 7, 10 ㎫이고, 과냉도는 최고 50℃ 다.   KAER

I에서의 실험결과 중 20 ㎜관에 대한 결과만을 적용하 다. 10 ㎜ 결과는 물의 

유량이 유량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Celata의 실험결

과는 과냉상태의 물에 대한 데이터만을 사용하 다. 포화조건의 데이터의 경우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질량유속과 체적유속과의 관계에 대한 그림을 그림 3.3-33, 그림 3.3-34에 나

타내었다. 그림 3.3-33에서 체적유량의 비가 작을 경우 비교적 체적유량비 식과 

일치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체적유량의 비가 커지게 되면 점점 비응축가스가 물

이 통과하는 유로를 줄이는 효과 이외의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향은 수증기가 포화압력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발하

는 현상이며 과냉도가 낮은 경우 쉽게 나타난다. 체적유량비를 이용하여 임계유

량을 예측한 결과를 그림 3.3-3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데이터가 ±2

0% 내의 범위에 들어왔으며 임계유속이 낮은 경우 낮게 나타났다. 

(3) 실험결과와의 비교

실험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입구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수행하 다.  정체조건

을 계산하기 위하여 물의 엔탈피와 비응축가스의 엔탈피의 합을 정체엔탈피로 하

으며 다음과 같다. 

x gas=
Ggas

Gc+Ggas

h 0= (1.-xgas)h f(P 0 ,T 0)+xgashnc

정체압력은 물의 저장용기 압력으로 하 다. P 0와 h 0를 기준으로 물, 수증기, 

질소 혼합물의 평형상태를 계산하 으며 수증기가 존재할 경우 평형상태의 건도

는 비응축가스의 건도보다 커지게 된다 ( x≥xgas).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예측한 결과를 그림 3.3-35부터 그림 3.3

-41에 나타내었다. KAERI와 Celata 등의 데이터는 모두 과냉된 액체와 비응축

가스 혼합물의 데이터이며 포화액체와 이상유체의 데이터는 측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포함되지 않았거나 실험이 수행되지 못했다. 

HEM, Moody 모델, H-F 모델의 예측결과는 대부분 Celata 등의 임계유속과 임

계압력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으며 이는 Celata 등의 실험이 지름 4.6 ㎜ 직경 



1500 ㎜의 긴 관에서 수행되어 관 벽의 마찰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적용시킨 모델들은 모두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하며 마찰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KAERI의 실험에서 질소가 주입되지 않았을 경우 임계유속과 임계압력의 측정값

에 대한 계산값의 오차를 그림 3.3-35에 나타내었다. 임계유속에 대하여 세가지 

모델은 실험자료보다 Overpredict하는 경향이 있는데 HEM과 Moody 모델의 경우 

각각 평균 11.4, 20.2% 고 H-F 모델의 경우 평균 35.7% 다. 포화상태 실험의 

경우 HEM은 Underpredict하는 경향을 보 으며 정체압력이 70, 100 bar일 경우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임계압력에 대해서는 입구의 과냉도가 포화상태일 경우 

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냉도가 커질 경우 임계압력은 측정값에 비하여 

작게 예측되었으며 HEM, Moody 모델보다 H-F 모델의 경우 더 낮게 예측하 다. 

Moody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하여 과냉도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가 주입될 경우 KAERI의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Moody 모델과 H-F 모델이 

임계질량유속에 대해서 크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EM의 경우 일부 역

에서 작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F모델은 데이터가 일정하게 모여있어 

예측결과에 일정한 값을 곱하여 실험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이나, 더 많은 실험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임계압력에 대해서는 KAERI의 실

험결과를 낮게 예측한 반면 Celata 등의 데이터는 높게 예측했다.

예측결과에 의한 오차를 표 3.3-9에 나타내었다. Celata의 실험결과에 대해서

는 평균오차와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KAERI 데이터를 기준으로 임계질량유

속에 대하여 평균오차는 HEM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준편차는 H-F 모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응축가스가 존재할 경우 표준편차가 가장 작

은 값을 보 다. 

(4) MARS/SMR을 이용한 실험결과 예측

시편 T1 (ID = 20 ㎜)을 사용한 47 개의 정상상태 실험결과와 시편 T2 (ID =  

10.9 ㎜)를 사용한 1 개의 실험결과를 MARS/SMR을 이용하여 모사하 다. 그림 

3.3-42는 정상상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모사를 위한 MARS/SMR의    

Nodalization이다. 압력용기의 온도와 압력, 비응축가스의 주입량, 온도와 압력 

및 출구의 온도와 압력을 경계조건으로 하 다. 압력용기와의 연결배관, 비응축



가스가 주입되는 혼합 역, 시편 및 방출밸브와의 연결배관은 각각 4, 5, 15 및 

5 개의 노드를 가지는 파이프로 모사하 다. 각각의 파이프는 순서대로 Single  

Junction을 통해 연결되었으며, 임계유량은 시편 출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하

다. 임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Option으로 제공되는 Extended Henry-     

Fauske 모델을 사용하 다. 

비응축성기체가 존재할 경우의 MARS/SMR 코드의 임계유량 모사능력을 평가하

기 위하여 각각 시편 T1과 T2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코드의 계산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3.3-43은 시편 T1을 이용한 임계유량 실험에 대한 MARS/SMR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MARS/SMR 코드의 임계유량 모델은 비응축성기체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응축성기체가 주입되는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에 대해서도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고 있다. 실험결과와 계산결과는 RMS 오차가 5.98%이며, 

코드는 거의 전 실험 역에 대하여 실험오차 이내의 값으로 예측하 다. 

압력용기의 정체압력, 정체온도 및 질소주입유량이 서로 다른 여러 실험에 대

하여 MARS/SMR을 이용하여 모사를 하 고, 시편 내부의 압력, 온도, 기공율 및 

질소질량분율을 비교하 다. 다음은 정상상태 실험결과 중 각 측정변수의 측정

역이 최대이거나 최소인 경우에 대한 MARS/SMR 코드의 계산결과이다.

그림 3.3-44는 실험 SS-05A에 대한 시편 내부의 압력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실험 SS-05A는 높은 정체압력, 높은 과냉도를 가지면서 비응축성기체가 주입되

지 않는 실험으로 임계유량이 모든 실험 중에서 최대 다.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압력강하가 출구에서 일어나는 반면, MARS/SMR 코드의 계산은 입구에서의 압력

강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MARS/SMR 코드의 계산결과는 전체적으로 시편 

내부의 압력을 상당히 낮게 예측하 다. 그림 3.3-45는 실험 SS-05A에 대한 시

편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다. 시편의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기

포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편을 빠져나와 급격히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3-46은 SS-13B에 대한 시편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결과다. 실험 

SS-13B는 높은 정체압력, 낮은 과냉도 및 높은 비응축성기체 주입유량을 가지는 

실험으로 정체압력이 10 ㎫인 실험중에서 최소의 임계유량을 가진다. 압력강하

는 출구에서 급격하게 일어났고, 전체적인 압력의 Underprediction은 과냉도가 

50℃인 경우보다 훨씬 작아졌다. 그림 3.3-47는 SS-13B에 대한 시편 내부의 온

도분포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온도는 코드의 계산결과가 약간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실험결과를 잘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8은 SS-13B에 대

한 시편 내부의 기포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다. 비응축성 가스가 주입되지 

않을 때와는 달리 시편 입구 역에서 물의 기화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MARS/SMR의 계산결과 전체적으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시편 내부의 압력을 낮

게 예측하고 있으며, 과냉도가 커지면 압력을 더 낮게 예측하 다. MARS/SMR는 

온도를 잘 예측하고 있으며, 과냉도가 커지면 약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비응축성 가스가 주입되지 않을 경우 시편을 통과한 후 기포가 발생하지만, 비응

축가스가 주입될 때는 시편 입구에서부터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결론

HEM, Moody 모델 과 Extended Henry-Fauske 모델을 이용하여 비응축가스 이

상임계유동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비응축성기체와 물 및 수증기의 

물성치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 고 2성분 이상유동의 평형상태 물성

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 다. HEM, Moody 모델, Extended H-F 모델

의 계산결과와 비응축가스 이상임계유동 실험 결과를 비교 검토하 으며, MARS/

SMR을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예측하 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모델 계산

입구조건을 가지고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포화 역 및 과냉 역에 대한 계

산을 수행한 결과 건도가 작은 포화 이상임계유동에서는 비응축가스의 향이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냉액체상태일 때 비응축가스가 주입될 경우는 비응축가

스의 주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임계유속이 낮아지고 임계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포화 역에서는 Moody 모델이 임계유량을 크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냉 역 부근에서는 Extended H-F 모델이 임계유량을 

크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  

비응축가스 임계유량 실험결과에 의하면 비응축가스는 물이 흐를 수 있는 유로

를 축소시키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계질량유속은 체적유량 (Volume-

tric Flow Rate)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가지 모델 (HEM, Moody 모델, H-F 모델)에 대하여 실험의 입구조건으로 계



산한 결과 임계질량유속을 대부분 Over-predict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dy 

모델은 비응축성 가스가 주입되었을 경우 Over-predict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F 모델은 다른 모델 계산 결과에 비하여 표준편차가 작은 

편이었으며 임계질량유속을 실험결과보다 크게 예측하 다. 하지만, HEM은 질소

가 주입된 경우 일부 역에 대하여 Under-predict하 다. 특히 SMART의 관통부

와 같은 크기인 시편(L/D=15)을 5개의 노드를 가지는 Pipe로 모사하여 MARS/SM

R 코드의 Extended H-F 모델을 이용하여 임계유량에 대한 최적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결과 RMS 오차가 6% 정도로 거의 전 실험 역에 대하여 실험오차 이내

의 값으로 예측하 다. 



표 3.3-9  실험데이터 예측 오차

(단위:%)

KAERI [62]  Celata et al. [61]

w/o gas with gas w/o gas with gas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HEM
Gc 11.4 15.1 0.02 27.2 576.0 217.7 283.9 79.7

Pc -24.7 18.8 -29.1 15.2 32.6 39.9 67.0 53.5

Moody
Gc 20.2 4.9 41.4 27.9 576.0 217.7 532.3 182.0

Pc -29.8 14.9 -36.6 11.7 32.6 39.9 34.5 36.5

H-F 
Gc 35.7 10.7 23.6 10.6 593.6 232.0 233.2 58.2

Pc -30.6 16.4 -13.7 3.9 28.3 34.7 157.7 61.8



그림 3.3-25  임계유속 계산 결과

(HEM, Moody,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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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임계압력 계산 결과

(HEM, Moody,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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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비응축가스 양에 따른 임계유속 

(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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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비응축가스 양에 따른 임계압력 

(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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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비응축가스 양에 따른 임계유속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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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비응축가스 양에 따른 임계압력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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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비응축가스 양에 따른 임계유속 

(M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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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비응축가스 양에 따른 임계유속 

(M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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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체적유량 비와 질량유량 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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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체적유량 비를 이용한 임계유속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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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질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 임계유량 및 임계압력 예측 

결과 (HEM, Moody,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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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임계유속 예측 결과 (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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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임계압력 예측 결과 (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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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임계유속 예측 결과 (M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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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임계압력 예측 결과 (M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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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임계유속 예측 결과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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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임계압력 예측 결과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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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정상상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모사를 위한 

MARS/SMR 모델



그림 3.3-43 시험대 T1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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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SS-05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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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SS-05A에 대한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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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SS-13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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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SS-13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온도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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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SS-13B에 대한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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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MART 기본설계 개발 종합 및 경제성 평가 

1. SMART 기본설계 개발 종합 및 총괄

설계결과물의 종합 및 설계개발공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 종합공정

표를 SMART 기본설계개발 공정 관리에 활용하 다. 또한 SMART 기본설계개발과 

같이 여러 설계 분야간 전문기술이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시스템형 단일 결과물을 

생산하는 업무는 각 분야간 원활한 연계업무가 수행되어야 만이 성공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간

의 적절한 업무조정이 요구되며 설계 분야 및 공정간에 필요한 기술자료가 적시

에 제공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연계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연계자료 생산 일정을 

작성하여 연계자료의 내용과 제공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시 각 분야간 기술연계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현안을 해결하 으며 위탁연구기관과의 연계업무도 관리하

다. 상기의 개발 종합 업무의 결과로 SMART 원자로계통 기본설계의 주요 내용

과 SMART에 접목된 신기술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일체형원자로 (SMART) 기본설

계 보고서"를 발간하 다. IAEA 원자력 해수담수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도네시

아에서 SMART를 이용한 해수담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IAEA 국

제 협력 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 

가. SMART 기본설계 문서관리체제 확립 

원자로 설계개발기술의 축적은 설계결과의 체계적인 문서화와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SMART 기본설계개발 결과물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SMART 기본설계개발 문서관리체제를 확립하 으며 설계분야별 설계문서 

번호체계와 설계개발 분야별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설계문서의 

작성, 독립검토와 문서승인체계를 정립하 다. 이를 위하여 설계연계문서, 회의

록, 설계계산서 등의 문서양식이 확정되어 기본설계개발의 문서화에 사용되고 있

다. 본 SMART 기본설계개발 문서관리 체제는 SMART 설계자료의 종합과 설계결과

물의 지속적인 종합관리에 활용된다.



나. 기본설계 개발 공정 확립

SMART 기본설계개발의 설계종합 및 종합공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SMART 

기본설계개발 세부 종합 공정표가 작성되었다. 설계분야 별 WBS와 공정 및 타 

그림 3.4-1 SMART 기본설계 Master Schedule



설계분야와의 연계업무와 일정을 종합하여 기본설계개발의 공정현황을 분석하고 

설계현안 및 설계 분야간 연계업무의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 다. 그림 3.4-1은 

SMART 기본설계개발의 주요 업무에 대한 거시적인 종합공정계획을 보여주고 있

다.   

다. 국내외 기술협력 관리

IAEA가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중인 원자

력 해수담수화 프로그램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5년부터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하 다. 특히, SMART를 이용한 원자력 해수담수화 기술개발은 IAEA 프

로그램의 중심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SMART 기술의 해외 수출 기반조성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1999년 초에 잠정적으로 수립된 IAEA의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에 대한 착수회의 및 제 1 차 Workshop을 다음과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최

하여 개최하 다.

◦ 회의명 :원자력 해수담수 및 발전시스템 설계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착수회의

◦ 회의일시 및 장소 :  ‘99. 5. 24 ∼ 5. 28, 한국원자력연구소

◦ 회의목적

- 국제 기술협력을 통해 원자력 해수담수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심 회원국의 프로젝트 참여의사 확인

- 기술협력 프로젝트 추진내용 및 추진계획 수립

◦ 회의 참가국 및 참여자

- IAEA를 포함한 총 16 개국에서 22 명이 참여

- 참여국 : IAEA,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리비아, 모로코, 미

국, 아르헨티나, 요르단,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일

본, 중국, 캐나다, 파키스탄, 한국

◦ 회의결과

- 해수담수화를 위한 원자로기술 현황 파악 및 참가국의 원자력 해

수담수화  전망 검토

-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참가국 참여 가능성 검토



- 기술협력 프로젝트 향후 일정 검토

- SMART 및 해수담수개발 프로젝트를 기술수출 산업화로 추진키 위

한 기반 조성

SMART 기본설계개발의 일부 분야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산업계와의 협력강

화를 위해 Engineering 분야에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전력기술주식

회사 (KOPEC)와 협력하여 계통설계, 기계설계 및 MMIS 설계분야 일부 업무에 대

한 설계개발 지원 협력을 진행하 다. 분야별 상세 기술 협력 및 협의는 관련 

분야에서 긴 히 협조 으며 전체적인 설계개발 기술관리와 공정관리는 기술협력

관리를 통해 수행하 고 제반 설계문서화 체계, 기술교신체계, 기술협력회의 등

에 대한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종합관리 하 다.  

2. SMART 경제성 평가

SMART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열병합 발전-담수 발전소의 경제성 평가에 사

용되고 있는 분석방법론을 검토하여 SMART에 적용할 경제성 평가방법을 설정하

다. 근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된 SMART 발전소의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와 

핵연료비를 이용하여 발전단가를 산정하고,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SMART 발전-

담수 열병합 발전소의 경제성을 평가하 다. 또한, 순수 건설비, 이용률, 할인

률 및 다수호기 반복건설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SMART 발전-담수 

열병합 발전소의 경제성은 전력생산이 주를 이루고 담수생산이 생산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의 경제성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Power   

credit'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 SMART 열병합 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방법론

SMART의 설비용량은 열출력 330 ㎿t로 전기와 물을 동시에 생산하도록 설계하

고 있으므로, SMART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전형적인 결합생산의 경제성 평가에 

해당한다 [63, 64].

열병합 발전-담수 발전소에서 물과 전력의 총 생산비용은 일반적인 비용계산 



방법에 의해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고압증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발전소

의 비용을 물 생산비와 전력 생산비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비용의 배분 문

제를 가지고 있다. 물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담수발전소의 총 

비용을 최종 생산물인 물과 전력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용배분 방법으로는 'Cost prorating' 방법과 'Cre-

dit'방법이 있다. Credit 방법은 한 개의 상품 생산비용을 사전에 설정하고, 복

합총생산비용으로부터 이 비용을 차감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비용을 산출한다.   

Credit 방법중 Power credit 방법에서는 열병합으로 인한 이익을 전부 물의 생

산단가 산정에 포함시키며, Cost prorating 방법은 총 생산비용을 물과 전력의 

생산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SMART의 경제성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하 다. 첫째로, SMART

를 전기생산 전용 발전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SMART는 열출력 330 ㎿t 

모두를 전기생산에만 활용하여 전기출력 100 ㎿e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존의 다른 발전원과의 발전단가를 산출하여 비교함으로

써 SMART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다. 둘째로, SMART는 본래의 설계 목적대로 

전기와 물을 동시에 생산한다고 가정하여 결합생산의 경제성을 평가하 다. 이 

방법에서는 결합생산의 경제성평가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정과 전제조건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전기와 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결합생산의 경제성 평가에는    

Power credit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DEEP 컴퓨터 코드를 활용하 다. DEEP은   

IAEA에서 개발하여 전기와 담수의 결합생산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많은 IAEA 회원국에서 이용되고 있다.

(1) 발전단가 산출방법

SMART를 100 ㎿e급의 발전소로 간주하여 발전단가를 산출하여 기존의 다른 발

전원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발전단가는 평준화방법에 의하여 발전소의 건

설․운전 및 폐지에 이르기까지 전 수명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일정한 

시점으로 할인하여 현가화하여 도출한 총비용을 수명기간동안 생산하는 총 할인 

발전량으로 나눈 것이다. 평준화 발전단가 산출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 평준화 비용:     
LC =

∑
M

k=1

Ck

(1+x) k- d

∑
M

k=1

Ek

(1+x)
k- d

여기서,k는 지출 또는 에너지 생산 시점

d는 할인의 기준 시점

M은 사업 기간

x는 할인율 

Ck는 k시점에 발생한 비용

Ek는 k시점에 생산한 에너지 산출량  

LC는 평준화 비용

(2) DEEP 코드의 경제성 분석 방법

DEEP 코드는 열병합 발전소의 경제성평가를 목적으로 IAEA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전산 프로그램으로 Power credit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65, 66, 67,    

68]. Power credit 방법은 2 가지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경

제성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Credit 방법은 두 개의 상품 중에서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사전에 비용을 설

정한 후에, 결합총생산비용으로부터 사전에 설정된 비용을 빼서 다른 상품의 생

산비용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Credit 방법은 우선, 열병합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 1 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부과한다. 즉, Power 1 ㎾h 당 일정한 값을 

설정하는데 이 값이 바로 Power credit이다. 이 값의 산출에 있어서 최소 비용 

대안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최소 비용 대안이란 결합생산에서 생산되는 전력

의 양과 동일한 양을 단독 발전소에서 생산할 때의 최소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다. 따라서 최소 비용 대안은 결합생산 Plant가 전력계통의 총 발전설비에서 차

지하는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Power credit의 산출

에 있어서 산출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최소 비용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결

합생산 Plant가 발전 전용 Plant일 경우 가능한 발전단가를 Power credit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ower credit 방법을 사용하면, 결합생산에 따른 모든 편익은 물 생산에 귀속

되게 된다. 따라서 Power credit 방법은 열출력의 상당부분을 전기생산에 주력



하는 결합생산의 경제성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다. DEEP 프로그램의 열병합 발전

소 경제성 평가절차는 그림 3.4-2와 같다 [69].

(3) 연구개발투자의 비용화 

SMART의 개발로 인한 편익이 전기와 물의 생산으로 국한된다면 SMART의 연구

개발비를 전액 비용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MART 개발로 인한 편익이 

전기와 물의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원자력 기술의 자립분야 확대에 따른 원

자력 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도입핵심기술의 수입 대체효과, 관련 산업 분

야의 기술능력 향상 및 타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의 활용성 증진 등 이들 요인에 

의한 경제적인 이득을 정량화 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편익이 발생한다.  

SMART 경제성 평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연구개발비 전액을 비용화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 다. 이 경우 

최초호기에 연구개발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4 기에 걸

쳐 균등 분할하도록 하 다 [70].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비를 전액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는 연구개발로 인한 기술개발이 연구개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만 활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연구개발로 인한 광

범위한 외부경제 창출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SMART 발전단가 분석

(1) 개 요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단가는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 및 핵연료비 등 비용자료

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특히 비용자료중 건설사업비는 발전소의 경제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발전소의 제반특성이 반 된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SMART는 현재 개발중인 일체형 중형원자로로 전 세계적

으로 이와 유사한 원자로의 건설 및 운전경험이 없으므로 비용산정에 필요한 자

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사적 방법에 의한 이들 비용의 산정

이 불가피하나 근사적 추정은 유사 경험자료를 토대로 제반 가정 및 근사방법을 

적용하므로 결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71]. 따라서 근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된 SMART 발전소의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와 핵연료비를 이용하여 발전원

가를 산정하고, 건설사업비, 이용율, 할인율 및 건설호기수 등 발전단가에 큰 

향을 미치는 경제성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SMART의 경제성을 

그림 3.4-2 DEEP 프로그램의 열병합 발전-담수화 발전소 경제성 평가 

절차



평가하 다.  

(2) SMART 건설단가  

(가) 단순 보정계수 적용에 의한 SMART 건설단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 및 핵연료비의 산정방법은 대상 발전

소의 설계특성, 용도 등에 따라 다르다. 특히 SMART와 같이 새로 개발되는 신형

원자로는 비용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건설사업비 산

정시 용량에 따른 경제성 (Economies of Scale)을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Scali-

ng Law의 적용과 같은 근사적인 방법에 의한 비용추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근

사적 방법에 의한 비용산정은 제반 가정 및 근사 방법을 적용하므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용량증감에 따른 비용의 증감은 지금까지의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Cost of large unit
Cost of small unit

=
(Capacity of large unit)

p

(Capacity of small unit) p

기본적으로 상기 식은 유사한 노형으로 용량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지수 p는 용량보정계수 (Scaling Factor)이며, 발전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및 계통 (핵증기 공급계통, 터빈계통, 전기계통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모지수

를 적용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규모지수는 0.5 ∼ 0.9의 값을 가지며 

용량이 2 배 증가할 경우 0.7 ∼ 0.9 정도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 식을 이용하면 SMART 건설단가는 다음의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SMART의 건설단가 = 기존원전의 건설단가 × (기존원전의 설비용량 / SMART의

설비용량) × (SMART의 설비용량 / 기존 원전의 설비용량)
p

기존 원전의 건설단가는 최근의 전원계획에서 이용된 1000 ㎿e 급 원자력발전

소의 건설단가인 1541 $/㎾e를 사용하 으며, SMART의 설비용량은 100 ㎿e를 

적용하 다. 그리고 보정계수는 0.8을 적용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SMART의 건설단가는 2,442 $/㎾e이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 1000 ㎿e급 원전의 

건설단가보다 58%가 더 높은 값이다.

(나) 설계자료를 이용한 SMART의 건설단가

한기(주)에서는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SMART의 건설단가를 산정하 다 [70]. 

그러나 이 자료 역시 상세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한 것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SMART 건설의 직접비는 원자로 설비, 터빈 발전기, 토건공사, 기전공사로 구

성되는데, 이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정하 다. 원자로설비 비용

은 한국중공업의 견적가격 및 한국형표준원전 (KSNP)의 경험자료를 활용하여 추

정하 으며, 터빈 발전기 비용은 국제가격 및 KSNP의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하 다. 토건공사비 및 기전공사비는 KSNP의 경험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 다. 

그리고 간접비는 이들 직접비 각 항목의 일정비율로 설정하여 추정하 다.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최초 호기의 전력설비 건설단가가 2,655 $/㎾e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기(주)에서 추정한 건설비에 의하면 건설 직접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각 항목

비용의 점유율의 구성비는 원자로설비 23%, 터빈발전기 4%, 토건공사비 30%, 기

전공사 43%이다 [70].

(다) 다수기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를 고려한 SMART 건설단가

SMART 건설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원자로설비, 터빈 발전기, 토건공사, 기전

공사, 설계기술용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건설과 관련된 직접비 이외에도 

외자조달비, 사업주비, 용지비 등의 간접비와 예비비 및 건설 중 이자를 고려하

여서 총 건설비 규모가 산출된다. 대부분의 간접비와 예비비는 직접비의 일정비

율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간접비와 예비비는 직접비 규모가 주어지면 결

정된다.

직접 건설분야에 대한 비용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 분야를 비용의 

성격상 구매, 시공, 설계의 3 부문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복제 절감율을 적용하여 다수기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를 분석하 다. 

표준설계로 반복건설 할 때 적용하는 절감율은 EPRI URD Vol.II APP. C에서 

제시한 절감율과 학습곡선 공식을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복제 절감율은 구

매 5%, 시공 10%, 설계 33%로 각각 설정하 다.

○ 기기 구매비용의 학습 절감 곡선

- N번째 발전소의 구매비용 = C0 × (1-Sp)
ln(N)/ln(2)

 여기서, C0는 최초 호기 발전소의 기기 구매비용 

          Sp는 기기 구매비의 절감율

○ 시공 비용의 학습 절감 곡선

- N번째 발전소의 시공비용 = I0 × (1-SI)
ln(N)/ln(2)



여기서, I0는 최초 호기 발전소의 시공비용 

           SI는 시공비의 절감율

○ 설계비용의 학습 절감 곡선

- N번째 발전소의 설계비용 = E0 × (1-SE)
ln(N)/ln(2)

여기서, E0는 최초 호기 발전소의 설계비용 

            SE는 설계비의 절감율

이상의 학습절감 복제율을 적용하여 10기 건설에 따른 순 건설단가를 산출하

다. 최초 호기의 건설단가는 2,442 $/㎾로 가정하 으며 항목별 직접비 점유율

에 의해 각 항목별 건설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각 항목별 복제 절감율을 적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KOPEC에서 수행한 건설비 추정치를 참고로 직접비에서 차지

하고 있는 각 항목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원자로설비 23%,

- 터빈 발전기 4%, 

- 토건공사비 30%,

- 기전공사 43%.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추정한 다수기 건설시의 건설단가는 다음과 같다. 반복

건설호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단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기 1 2 3 4 5 6 7 8 9 10

순건설단가 ($/㎾) 2,442 2,231 2,116 2,039 1,981 1,935 1,897 1,865 1,837 1,812

 (라) 연구개발 투자비를 포함한 SMART 건설단가

2008년까지 투입될 연구개발비를 8%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총계를 구하면     

231,338백만원으로 추산된다. 연구개발비 총액을 최초 호기부터 4기에 걸쳐 균

등하게 배분하여 비용화할 경우 순 건설단가는 다음과 같다.

호기 1 2 3 4

순건설단가 ($/㎾) 2,968 2,757 2,642 2,565

연구개발비를 건설비용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건설단가는 최

초 호기의 경우 22% 더 상승하고, 두 번째 호기는 24%, 세 번째 호기는 25%, 

네 번째 호기는 26%가 각각 더 상승한 수치이다.



(3) 발전원별 발전단가 비교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원자력, SMART의 4 가지 발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 다. 발전원의 경제성은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하 으며, 발전단가의 산출은 평준화방법 (Levelizing Method)을 이용하 다. 

(가) 주요입력자료

비교 대상 발전원의 설비용량은 기존의 장기 전원계획에서의 일반적인 설비용

량으로 설정하 다 [72]. 석탄화력은 500 ㎿, 가스복합화력은 450 ㎿, 상용 원

자력은 1000 ㎿, 그리고 SMART는 100 ㎿로 각각 설정하 다. 상용원자력과    

SMART의 수명기간은 40 년으로 가정하 고, 석탄화력과 가스복합화력의 경우는  

30 년으로 가정하 다.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상용원자력에 대한 투자비, 운

전유지비, 연료비에 대한 자료는 장기전원계획의 입력자료를 참조하 다. 이용률

은 모두 80%를 가정하 고, 년간 8%의 할인율을 적용하 다. 표 3.4-1에 발전원

별 경제성 비교를 위한 주요 입력 자료를 요약하 다. SMART의 운전유지비는 "

고유 안전로 이용 해수 담수화 계통 경제성 조사연구, 고등기술연구원"의 연구결

과를 참조하여 12.50 $/㎿h로 설정하 다. 다른 발전원의 운전유지비의 단위가 

표 3.4-1 발전원별 경제성 비교를 위한 주요 입력 자료

구분 단위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상용 원자력 SMART

설비용량 MWe 500 450 1000 100

수명기간 년 30 30 40 40

투자비 US$/㎾e 1,043 520 1,541 2,442

운전유지비 US$/㎾-yr 44.93 31.52 56.67 87.6

연료비 US$/㎾h 0.012 0.030 0.004 0.008

이용률 % 80 80 80 80

할인율 % 8 8 8 8

표 3.4-2 SMART 핵연료 주기비 계산을 위한 일반 입력 자료

Contents Data

Thermal Power 330 ㎿t

Present Worth Factor & Start Date 0.10 / 1999. 01. 01.

General Interest Rates 0.10

Electrical Power 100 ㎿e

Effective Capacity Factor 0.90



$/㎾-yr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비교의 편의를 돕기위해 동일한 단위로 변

환하여 표현하 다. SMART의 연료비는 FUELCOST-IV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핵

연료비의 산출과정은 표 3.4-2에서 표 3.4-4에 정리되어 있다. 

(나) 발전원별 평준화 발전단가 비교

발전원별 평준화 발전단가의 산출결과는 다음의 표 3.4-5와 같다. 

산출결과를 보면, 상용 원자력이 0.030 $/㎾h로 가장 경제적이며, 그 다음이 

석탄화력 (0.032 $/㎾h), 가스복합화력 (0.042 $/㎾h)이고 SMART가 0.053   

$/㎾h로 가장 비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상용 원자

표 3.4-3 SMART 핵연료 주기비 계산을 위한 비용 입력 자료

항목 Data

핵연료 구입비

우라늄원광 구입비 $ 11 /lb U3O8

변환비 $ 5.8 /kgU

농축비 $ 110 /kgU

성형가공비 $ 250 /kgU

우라늄 손실계수

Conversion Loss Factor 0.5%

Fabrication Loss Factor 0.7%

Tail Enrichment 0.25 w/o

Lead Time

우라늄원광 구입 장전 11개월 전

변환 장전 9개월 전

농축 장전 7개월 전

성형가공 장전  3개월 전

표 3.4-4 SMART용 자료를 사용한 핵연료 주기비 비교 (mills/kWh)

SMART  1 Batch SMART  1.5 Batch
9.50 8.05

표 3.4-5 발전원별 평준화 발전단가
단위:$/㎾h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상용 원자력 SMART

자본비 0.013 (40.6) 0.007( 16.7) 0.018 (60.0) 0.033 (62.3)

운전유지비 0.006 (18.8) 0.004 (9.5) 0.008 (26.7) 0.012 (22.6)

연료비 0.013 (40.6) 0.031 (73.8) 0.004 (13.3) 0.008 (15.1)

평준화발전단가 0.032 (100) 0.042 (100) 0.030 (100) 0.053 (100)

단, 괄호안의 숫자는 %를 나타내고 있음



력에 비하여 SMART의 발전단가는 77%가 더 높으며, 가스복합화력에 비하여는   

2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민감도 분석

(가) 발전원별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

발전단가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중에서 이용률과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 다. 이 두 매개변수의 변화는 발전원별 상대적 경제성의 변화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이용률에 관한 민감도 분석

이용률에 대한 발전원별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결과는 표 3.4-6과 같다. 이용

률이 내려갈수록 가스복합화력의 상대적 경제성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의 이용률 하에서는 고려대상 발전원 중에서 가스복합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스복합화력의 건설단가가 다른 발전

원에 비하여 가장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용률이 올라갈수록 상용 원자력의 발

전단가가 낮아져서 70%의 이용률 하에서는 석탄화력과 더불어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이용률에서는 석탄화력보다도 더 경제적인 

발전원임을 알 수 있다. SMART의 경우는 모든 이용률 하에서 가장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가스복합화력에 대

한 경제성 열위의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할인율에 관한 민감도분석

할인율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는 표 3.4-7과 같다. 할인율이 올라갈

표 3.4-6 이용률에 대한 발전원별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결과
단위: $/㎾h

이용률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원자력1000 SMART

30 (%) 0.064 0.060 0.074 0.083

50 (%) 0.043 0.048 0.046 0.067

70 (%) 0.034 0.043 0.034 0.057

80 (%) 0.032 0.042 0.030 0.053

90 (%) 0.029 0.040 0.027 0.050



수록 건설단가가 높은 발전원의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며 할인율이 내

려갈수록 건설단가가 낮은 발전원의 상대적 경제성이 악화된다. 따라서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원자력의 경제성은 불리해지는 반면 석탄화력의 경제성은 개선된다. 

10%의 할인율 하에서는 상용원자력의 경제성은 석탄화력과 더불어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발전원으로 나타났으며, 12%의 할인율에서는 석탄화력의 경제성이 원자력

보다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의 경제성을 가스복합화력과 비교하

면, 5% 이상의 할인율 하에서 가스복합화력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3%의 할인율에서는 SMART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의 할인율

에서는 가스복합화력의 SMART에 대한 경제적 우위는 5%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 

우위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SMART의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

SMART 발전단가에 향을 주는 매개변수 중에서 건설단가, 이용률,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 다. 기준안의 기본 가정으로는 할인율 8%, 이용률  

90%, 건설단가 2442 $/㎾h를 설정하 다. SMART의 이용률을 90%로 설정한 것은 

설비규모가 작음으로 인하여 고장정지확률이 작다는 운전 특성을 반 한 것이다.

다수호기 반복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로 인해 SMART의 건설단가가 점차 감소하

며 이에 따른 발전단가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4-8과 같다.

표 3.4-7 할인율에 대한 발전원별 발전단가 민감도 분석결과
단위: $/㎾h

할인율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원자력1000 SMART

3 (%) 0.026 0.039 0.021 0.036

5 (%) 0.028 0.040 0.025 0.042

8 (%) 0.032 0.042 0.030 0.053

10 (%) 0.034 0.043 0.034 0.061

12 (%) 0.037 0.044 0.039 0.070

  표 3.4-8 다수호기 반복 건설에 따른 학습효과를 고려한 발전단가

호기 1 2 3 4 5 6 7 8 9 10

순건설단가 ($/㎾) 2442 2231 2116 2039 1981 1935 1897 1865 1837 1812

발전단가 ($/㎾h) 0.050 0.047 0.046 0.045 0.044 0.044 0.043 0.043 0.043 0.042



반복건설함에 따라 순건설단가가 내려가므로 발전단가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번째 호기의 발전단가는 최초호기에 비하여 16%가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SMART의 건설단가를 2,000 $/㎾e, 2,442 $/㎾e, 2,600 $/㎾e로 각각 설정하

여 각 경우의 발전단가를 산출하 다. 이와 같은 건설단가의 변동폭은 한기(주)

에서 최근에 잠정적으로 추정한 SMART의 건설단가의 범위를 참조한 것이다.

건설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 건설단가가 2000 $/㎾e일 경우는 발전단

가가 0.044 $/㎾h, 건설단가가 2442 $/㎾h일 경우는 발전단가가 0.050 $/㎾h, 

그리고 건설단가 2600 $/㎾e일 경우의 발전단가는 0.051 $/㎾h로 산출되었다.

건설단가 2600 $/㎾e, 2442 $/㎾e, 2000 $/㎾e 각각에 대하여, 이용률이   

30%로부터 90%에 걸쳐 변화할 때의 발전단가를 표 3.4-9와 같이 산출되었다. 산

출결과 SMART의 발전단가는 0.044 $/㎾h에서부터 0.087 $/㎾h까지 변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4-9 이용율의 변화에 따른 발전단가
                                                               단위: $/㎾h

         건설단가

이용률
2600 ($/㎾e) 2442 ($/㎾e) 2000 ($/㎾e)

30 (%) 0.087 0.083 0.072

50 (%) 0.070 0.067 0.059

70 (%) 0.059 0.057 0.050

80 (%) 0.055 0.053 0.047

90 (%) 0.051 0.050 0.044

표 3.4-10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발전단가
단위: $/㎾h

         건설단가

할인율
2600 ($/㎾e) 2442 ($/㎾e) 2000 ($/㎾e)

3 (%) 0.036 0.035 0.032

5 (%) 0.041 0.040 0.037

8 (%) 0.051 0.050 0.044

10 (%) 0.059 0.057 0.050

12 (%) 0.067 0.065 0.057



건설단가 2600 $/㎾e, 2442 $/㎾e, 2000 $/㎾e 각각에 대하여, 할인율이   

3%로부터 12%에 이르기까지 변화할 때, 발전단가를 산출하 다. 표  3.4-10은 

할인율을 변화시켜 산출한 발전단가로, SMART의 발전단가는 0.032 $/㎾h에서  

0.067 $/㎾h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 건설단가 2442 ($/㎾e)에 대하여 연구개발 투자비 전액을 4 기에 걸쳐 균

등 배분하여, SMART의 건설비에 추가시킨 건설단가에 대하여 산출된 각 호기별 

발전단가는 표 3.4-11과 같다.

다. 담수생산단가 분석

담수생산 단가의 산출에 필요한 입력자료들은 대부분 DEEP 컴퓨터 코드에 있는 

숫자들을 사용하 다. 이는 담수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자료가 아직 생산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MART를 통한 담수생산 용량은 40,000 ㎥/day으로 계획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의 담수생산 용량의 비용산정을 위한 기준단위 용량은 

24,000 ㎥/day, base unit cost는 900 $/㎥, 최대 염수온도는 70℃로 가정하

다. 그리고 건설공기는 12개월로 설정하 다.  

담수생산 단가의 산출에 있어서 할인율은 8%를 적용하 으며, 이용율은 90%를 

기준값으로 가정하 다.

(1) 다수호기 건설에 따른 건설단가 절감고려

결합생산 하에서의 경제성 분석에서 power credit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

에 발전단가의 변화가 담수생산단가의 변화에 직접적인 향을 주게된다 [69]. 

10기 반복 건설에 대하여 산정한  SMART 순 건설단가에 대하여 각각의 담수생산

단가를 산출하 다 (표 3.4-12).

표 3.4-11 연구개발투자비를 전액 비용화한 경우 발전단가
단위: $/㎾h

호기 1 2 3 4

순건설단가 ($/㎾e) 2,968 2,757 2,642 2,565

발전단가 ($/㎾h) 0.056 0.053 0.052 0.051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순건설단가가 감소함에 따라 담수생산단가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건설단가는 최초 호기 2,442 $/㎾에서 10 번째 호기 1,812  

 $/㎾로 감소한다. 10 번째 호기의 건설단가는 최초호기의 건설단가에 비하여  

26%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담수생산단가는 0.80 $/㎥에서 0.76 $/㎥로 5%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투자비를 4기에 걸쳐 균등 배분할 경우의 담수생산단가 ($/㎥)

는 1 호기 0.83, 2 호기 0.82, 3 호기 0.81, 4 호기 0.80으로 각각 산출되었

다.

(2) 이용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SMART 기준 건설단가를 2,442 $/㎾e로 정하고 상한값을 2,600 $/㎾e, 하한값

을 2,000 $/㎾e로 설정하여 이들 각각의 건설단가에 대하여 이용율의 변화가 담

수생산 단가에 미치는 향을 산출하 다.

표 3.4-13은 이용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로, 이용률의 변화를 30%에서부터 

90%까지 고려했을 경우, 산출된 담수생산단가는 0.77 $/㎥에서부터 1.22 $/㎥

까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3.4-12 다수기 동시건설에 따른 담수생산단가 
단위: $/m

3

호기 1 2 3 4 5 6 7 8 9 10

순건설단가 ($/㎾) 2,442 2,231 2,116 2,039 1,981 1,935 1,897 1,865 1,837 1,812

담수생산단가 ($/㎥) 0.80 0.79 0.78 0.78 0.77 0.77 0.77 0.77 0.76 0.76

표 3.4-13 이용률에 대한 담수생산단가 민감도분석
단위: $/㎥

         건설단가

이용률
2600 ($/㎾e) 2442 ($/㎾e) 2000 ($/㎾e)

30 (%) 1.22 1.21 1.19

50 (%) 1.10 1.09 1.06

70 (%) 0.96 0.95 0.92

80 (%) 0.88 0.88 0.85

90 (%) 0.81 0.80 0.77



(3)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할인율이 3%에서부터 12%까지 변화할 경우 설정된 각각의 건설단가에 대하여 

담수생산단가를 산출하 다. 표 3.4-14는 민감도 분석 결과로 담수생산단가는 

0.56 $/㎥에서부터 0.95 $/㎥까지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담수생산 단가가 할인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경제성 분석 요약 

SMART의 경제성은 기존의 다른 발전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제한된 역에서는 다른 발전원 특히, 가스복합화력과 경쟁적인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8%하에서 가스복합발전과 경쟁

적인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단가가 2,000 ($/㎾e)이하가 되어야 하며, 

건설단가 2,000 ($/㎾e) 이하에서 할인율이 8%이하가 되면 SMART는 가스복합화

력보다 더 경제적인 발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단가 2,442 

$/㎾e과 할인율 5%이하에서는 역시 SMART가 가스복합화력보다 더 경제성이 있으

며, 건설단가가 2,600 $/㎾e이 되어도 할인율이 3%로 하락한다면 SMART의 가스

복합화력에 대한 경제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MART는 건설비 

및 운 비의 산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발전원으로서의 잠재적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MED를 연계한 담수생산용량 40,000 (㎥/일)에 대하여 담수생산 에너지

원으로서의 SMART의 경제성분석 결과, 담수생산 단가가 이용율 80%이상에서   

0.56∼0.88 ($/㎥)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담수생산의 

표 3.4-14 할인율에 대한 담수생산단가 민감도분석
단위: $/㎥

         건설단가

할인율
2600 ($/㎾e) 2442 ($/㎾e) 2000 ($/㎾e)

3 (%) 0.56 0.56 0.54

5 (%) 0.65 0.64 0.63

8 (%) 0.81 0.80 0.77

10 (%) 0.99 0.91 0.88

12 (%) 1.05 1.04 0.95



경제성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범위의 

값으로 이는 SMART가 담수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도 경제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 5 절 SMART PSA

SMART의 안전성을 평가함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를 수

행하 다. 현 단계에서 SMART 일체형원자로는 기본적인 설계만 나와 있는 상태

이며, 상세 설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SA에서도 일부 계통에 대해서는 설

계를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 다. 따라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

기보다는 SMART 원전 설계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설계의 취약점을 찾아 개

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PSA를 수행하 다.

1. PSA 수행방법론 

PSA 수행범위는 전출력 운전중 내부 사건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 평가까지만 

포함한다. 노심손상 이후의 2 단계 PSA 및 3 단계 PSA, 그리고 지진, 화재, 홍

수 등으로 인한 외부사건 PSA, 정지/저출력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PSA는 

상세설계 단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1 단계 PSA 수행 전산 소프트웨어는 본 연

구소에서 개발한 KI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 [73]을 사용하 다.

PSA 수행 결과로 몇 가지 설계 개선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설계 개선

안들은 피동잔열제거계통, 급수관 및 증기관에 있는 밸브들로 인한 이용 불능도

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성 (Diversity)을 주는 것, 현재 개념으로만 고려되고 있

는 일차측의 Feed & Bleed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 BOP 측의 설계인 격납용기

살수계통 (Containment Spray System)을 저압충수계통 (Low Pressure Makeup 

System)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고려되었다. 또한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및 정지불

능예상과도상태 사건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되어 PSA 분석에 활용

되었다.

2. PSA 모델 및 신뢰도 자료

가. 초기사건 분류



초기사건은 PSA 분석의 시작점으로서 각 초기사건에 대해 사건 수목을 이용하

여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노심손상빈도를 추정하게 된다. 가능한 SMART 원

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분류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SMART는 기본 설계만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PSA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건 이외에는 초기사건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보조계통 등의 

고장으로 인한 초기사건은 상세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

적으로 안전해석에서 고려되는 모든 사건들과 타 PSA (표준원전 계열)에서 고려

되는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하 으며, 이를 표 3.5-1에 나타

내었다.

나. 초기사건별 사건 수목

(1) 일반과도사건

일반과도사건 (General Transients)은 원자로는 정지되지만 주요 계통의 고

장이나 LOCA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자로보호계통 (RPS) 및 다양성보호계통 (DPS)에 의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

생하고, 제어봉이 원자로심으로 삽입됨으로써 원자로는 정지된다. General Tra-

nsients는 물론 다른 초기사건의 경우에도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ATWS 사건으로 따로 취급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급수 및 증기관은 격리되고, PRHRS 격리밸브가 열려 작동

하면 노심의 잔열이 제거되어 원자로는 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만일 PRHRS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전원은 급수를 다시 공급하거나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이차측을 통한 잔열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증기발생기 이차측을 이용한 잔열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충수계통 및 

POSRV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수행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에서 충수계통이 이용 불능일 경우에는 살수계

통을 이용하여 일차측으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다. Feed & Bleed 운전시 장기

적으로는 충수계통의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원을 내부차폐탱크 (Internal  



Shield Tank)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5-1은 General Transients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2) 급수유량 상실사건

급수유량 상실사건 (Loss of Feedwater)은 주급수가 상실되는 사건이다.    

Loss of Feedwater가 발생하면 주급수 펌프는 물론 기동 펌프를 이용한 급수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복수기 진공 (Condenser Vacuum) 등이 상실

된 경우에는 Condensate Receiver Tank의 수원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로 급수

를 2 ∼ 3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급수원이 없으므로 급수는 

상실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주급수가 상실된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급수 및 증기관은 격리되고, PRHRS 격리밸브가 열리게 되

어 PRHRS가 작동하면 노심의 잔열이 제거되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만일   

PRHRS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전원은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이차측을 통한 

잔열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증기발생기 이차측을 이용한 잔열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충수계통 및 

POSRV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수행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에서 충수계통이 이용 불능일 경우에는 살수계

통을 이용하여 일차측으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다. Feed & Bleed 운전시 장기

적으로는 Makeup Tank의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원을 Internal Shield     

Tank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5-2는 Loss of Feedwater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3) 소외전원 상실사건

소외전원 상실사건 (Loss of Offsite Power)은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경우이

다.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경우에 소내부하 운전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원자

로 정지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지만, 본 분석에서는 보수적으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하면 급수계통은 

이용할 수 없다.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하면 비상전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에

는 두 대의 비상디이젤발전기 (Emergency DG)와 한 대의 가스터빈발전기 (Gas  



Turbine Generator)가 있다. 안전모선에 전력공급이 상실되면 두 대의 Emerge-

ncy DG는 자동 기동하여 각 안전모선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만일 2 대의 Em-

ergency DG가 모두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운전원은 Gas Turbine Generator를 

기동하여 안전모선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급수 및 증기관은 격리되고, PRHRS 격리밸브가 열리게 되

어 PRHRS가 작동하면 노심의 잔열이 제거되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만일 PRHRS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비상전원의 투입 여부에 따라 사고는 다

르게 진행된다. 비상전원이 투입된 경우에는 운전원은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이차측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

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비상전원이 모두 고장난 경우에는 소외전원이 

복구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는 소외전원을 5 시간 정도 내에 복구하면 기

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이차측을 통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만일 PRHRS도 작동하지 않으며 비상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심손상으

로 진행한다. 그림 3.5-3은 Loss of Offsite Power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

다.

(4)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소형냉각재 상실사고는 일차측과 연결된 배관 등에 누설이나 파단이 발생하여 

일차측 냉각재가 상실되는 사건이다. SMART 일차측에 연결된 최대 배관 파단 크

기는 50 ㎜로 가정하 다. 

Small LOCA가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급수 및 증기관은 격리되

고, PRHRS 격리밸브가 열리게 되어 PRHRS가 작동한다. 파단 부위로 냉각재가 누

출되면서 일차측 압력은 떨어져 RCS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ECCS Tank

의 수원이 압력차에 의해 일차측으로 주입된다. 이후 RCS Level이 설정치 이하

로 내려가면 Makeup System은 RCS Low Level에 의해 자동 기동하여 냉각수를 

일차측으로 주입하게 된다. 일차측 냉각수가 보충되고 PRHRS에 의해 잔열이 제

거되면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Makeup System에 의해 일차측 

냉각수 보충이 이루어지며, Makeup Tank의 수원이 고갈되면 수원을 Internal  

Shield Tank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CCS Tank 및 Makeup System에 의한 냉각수 보충은 이루어지나, PRHRS 계통

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원은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잔열제거를 수행

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Makeup System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살수계통 및 POSRV를 이용하여 일

차측 Feed & Bleed 를 수행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시 장기적으로는 Makeup Tank의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원을    

Internal Shield Tank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5-4는 Small LOCA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5) 원자로용기 내부 증기배관 파단사고

원자로용기 내부 증기배관 파단사고 (Steam Line Break inside Reactor  

Vessel : SLBRX)는 원자로용기 내에 위치한 증기관에 누설 또는 파단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SLBRX가 발생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파단부위를 통하

여 이차측으로 유출된다. 원자로용기 내의 증기관의 직경은 65 ㎜로서 소

형냉각재 상실사고에서 분석한 파단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SLBRX가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가 

잠기게 된다. 이 밸브들이 잠기면 일차측 냉각수의 추가적인 누출 차단이 가능하

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일차측 냉

각수가 장시간 추출되기 때문에 Makeup System에 의한 충수가 필요하다. 이후 

운전원이 수동으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차단에 

실패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모두 누출되기 때문

에 Makeup System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원이 고갈되게 될 것이

므로 노심손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이 차단되어 일차측의 추가적인 누출을 차단하면, 

이후는 PRHRS 또는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SLBRX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은 수행할 수 없으

며,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5-5는 Steam Line   

Break inside Reactor Vessel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6)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건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 SGTR)는 증기발

생기 내의 세관이 파열되거나 누출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이 

발생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파단부위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유출된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직경은 9 ㎜ 정도로서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정도에 해당하는 파단이 발

생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이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서 주급수 및 주

증기 격리밸브가 잠기게 되며, 일차측 냉각수의 추가적인 누출 차단이 가능하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원이 수동

으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차단에 실패하면 일차

측 냉각수는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모두 누출되기 때문에 Makeup    

System이 작동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원이 고갈되게 될 것이므로 노심손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들이 차단되어 일차측의 추가적인 누출을 차단하면, 

이후는 PRHRS 또는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은 

수행할 수 없으며,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5-6은 

Steam Generator Tube Rupture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7) 이차측 대형 배관 파단사고

이차측 대형 배관 파단사고 (Large Secondary Side Break : LSSB)는 이차측 

증기관 또는 급수관에 파단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증기관측에 파단이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을 통한 증기 유출량이 커지

게 되어 일차측이 냉각된다. SMART는 이차측 냉각재 재고량이 적으므로 일차측

의 냉각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원자로 정지 후에 전체 반응도가 양 (Positive)

이 되지는 않는다. 

급수관측에 파단이 발생하면 증기발생기로 급수되는 냉각수가 줄어들게 되어 

급수상실과 유사한 사고경위가 된다.

LSSB가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서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브가 



잠기게 되며, 일차측 급냉 효과는 곧 중지하게 된다. 주급수 및 주증기 격리밸

브들이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 원전에서는 일차측 급냉에 의한 Return to  

Power 발생 가능성 여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SMART에서는 이

차측 냉각재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Return to Power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손

상된 증기발생기가 차단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증기발생기 섹션을 이용할 수 없

다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인 원자로 정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자

로 정지 이후에는 PRHRS 또는 기기냉각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수행하거나 또

는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LSSB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은 수행할 수 없으

며,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5-7은 LSSB에 대한 사

건 수목을 보여준다.

(8) 제어봉 이탈사고

제어봉 이탈사고 (Rod Ejection Accident)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이탈되

어 방출되는 경우이다. 제어봉집합체가 이탈될 경우 그 부위를 통하여 일차측 냉

각수가 누출될 수 있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대 누출량은 Small LOCA와 비

슷한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Rod Ejection Accident가 발생하

면 Small LOCA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Rod Ejection Accident가 발생

한 뒤에 원자로 정지가 실패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

의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에 설명되어 있다.

원자로 정지가 된 이후의 사고 시나리오는 Small LOCA 사고와 동일하다. 그림 

3.5-8은 Rod Ejection Accident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9) 정지불능 예상과도상태

정지불능 예상과도상태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 ATWS) 

사건은 원자로 정지가 필요한 초기사건이 발생하 으나, 원자로 정지계통

의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가 실패하는 사건이다. ATWS 사건은 원자로 안전

성에 미치는 중요성 및 독특한 현상 때문에 별도의 초기사건으로 분류하

여 분석을 수행하 다. 

ATWS가 발생하면, 일차측 열생성과 이차측 열제거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일차측의 급격한 압력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원전에 대

한 PSA [74]에서도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인한 일차측 압력경계의 건전성과 장

기 냉각 운전과 관련된 밸브의 작동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만일 일차측 

최대 압력이 레벨 C 응력 제한치 (약 22 MPa)를 초과하는 경우, 일차측 배관 파

손 또는 압력 경계의 손상으로 LOCA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배관 안

전주입관에 있는 체크밸브 양단의 커다란 압력차로 인한 밸브 디스크 손상으로 

체크밸브가 폐쇄 고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차측으로 안전 주입 유량을 공급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ATWS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 가지의 형태의 사건을 고려하 다. 

- Rod Ejection Accident: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이탈되는 사고로서 Small LOCA를 동반한다. 이 경우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사고 초기의 일차측 압력은 원자로 정지 및 가압기 안전밸브

(POSRV)의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넘지 않으

며, 원자로 출력은 110% 정도에서 안정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

해서 ATWS 측면에서의 노심손상 빈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수행

하지 않으며, LOCA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Rod Ejection    Ac

cident에서 평가된다.

- Control Rod Bank Withdrawal: SMART는 49 개의 제어봉집합체를 6 

개의 군 (Bank)으로 분류하여 원자로 출력 제어를 수행한다. 제어봉

집합체군이 급격히 인출되는 Control Rod Bank Withdrawal 사건은 

제어논리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해석 평가에 의하면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

압기 안전밸브의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10)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에서 따로 

분석하 다.

- Control Rod 고장으로 인하지 않은 사건: LOCA 사건, General Tran-

sients, Loss of Feedwater 등과 같은 초기사건으로서 원자로 정지

가 되지 않고 이차측의 열제거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심각한 사건

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Loss of Feedwater를 대표적인 사건으로 분

석을 수행하 다. 분석에 의하면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고, 가압기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일차측 압력이 계속하여 증가하여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

으나 가압기 안전밸브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일차측 압력은 레벨 C 

응력 제한치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대해 

노심손상빈도 측면에서의 분석을 수행하 다.

일반적인 과도 사건 등이 발생하고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를 ATWS로 

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 다. 과도사건이 발생하고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제어봉집합체군의 고장으로 원자로 정지가 실패한 경우에는 가압기 

안전밸브의 작동 여부가 중요하다. 가압기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으면, 일차측 

압력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넘어 노심손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가압기 안전밸

브가 작동하여 일차측 압력을 레벨 C 응력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

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로 정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원은 수동으로    

Trip Breaker를 열어 원자로를 정지하려 할 것이다. 만일 제어봉 고장으로 인하

여 원자로 정지가 안되는 경우에는 운전원은 Emergency Boron Storage Tank의 

붕산수를 Makeup Pump들을 이용하여 일차측으로 주입함으로써 원자로를 정지시

킬 수 있다. 그림 3.5-9는 ATWS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10)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사건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사건 (Control Rod Bank Withdrawal)은 제어봉집합체

군이 급격히 인출되는 사건으로서 제어논리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해석 평가에 의하면 자동으로 원자

로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기 안전밸브의 작동 유무에 관계없이 

노심손상이 발생한다. 그림 3.5-10은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다. 계통 모델

표 3.5-2는 사건 수목들에 나타나는 Heading 및 Branch들에 대한 설명과 Fa-

ult Tree에서 어떤 Gate로 모델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각 초기사건에 대해 구성된 사건 수목에는 여러 가지 안전기능이 모델된다. 사



건 수목에 나타나는 모든 Branch에 대해 고장확률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

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델은 Fault Tree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서는 직접 값으로 계산되기도 한다. 또한 계통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계통

과 같은 보조계통은 표 3.5-2에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각 계통에 대한 모델링 

방법 및 가정사항 등은 다음에 설명된다.

계통 및 안전기능에 대한 Fault Tree는 표 3.5-3와 같은 Top Event들이 모델

되었다. 

(1) 원자로 정지

원자로 정지 실패에 대해서는 Fault Tree 모델을 구성하는 대신 직접 고장확

률을 추정하여 사용하 다. 

원자로 정지 실패는 Trip Breaker가 열리지 않는 경우와 Breaker가 열리나 

제어봉집합체가 삽입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이중 Trip Breaker가 열리지 않

는 원인으로는 RPS 및 DPS의 고장으로 인하여 Trip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와 Trip 신호는 발생하나 Trip Breaker의 고장으로 인해 Breaker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SMART 원전의 RPS 및 DPS의 고장 및 Trip Breaker 고장을 포함한 실패 확률

은 전문가 판단을 사용하여 1.0e-5로 가정하 다. 그리고 하나의 제어봉집합체

의 고장 확률은 INEL에서 평가한 CE형 원전에 대한 연구 [75]의 1.7e-5을 사용

하 다. 공통원인고장은 Beta Factor 0.1을 가정하여, 제어봉집합체의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 확률은 1.7e-5×0.1을 하여 1.7e-6으로 평가하 다.

(2) 피동잔열제거계통

PRHRS는 4 Train으로 이루어진다. 정상운전 시에는 각 Train에서 PRHRS 입구 

및 출구 격리밸브로 증기관 및 급수관과 격리가 되어 있다. PRHRS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각 증기발생기 섹션마다 MFIV 및 MSIV를 닫고, PRHRS 격리밸브들을 

열어야 한다.

PRHRS 격리밸브들은 공통원인고장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밸브

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PRHRS에서 Train A, D의 격리밸브는 Motor Operated 

Valve를, Train B, C의 격리밸브는 Solenoid Valve를 사용한다. 그리고 PRHRS 



격리밸브들의 Train A, C 측에는 전기 Train A로부터, Train B, D 측에는 전기 

Train B로부터 필요한 전원을 공급받는다.

PRHRS 격리밸브들은 정상운전 시에는 시험을 할 수 없는 밸브들로서 1 년 주

기인 점검 (Overhaul) 기간에만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도 자료는 

대부분 3 개월 주기 점검되는 기기로부터 얻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밸브들에 대

해서는 고장자료를 4 배로 하여 사용한다. 

PRHRS의 성공기준은 2 Train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기사건에

서의 성공기준은 2/4가 된다 (Gate GRH-PRHRS로 모델됨). 증기발생기 세관파

단, LSSB, SLBRX 에서는 한 Train은 냉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적

으로 3 Train에서 밸브들이 적절히 작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모델하 다 (Gate  

GRH-PRHRS-1F로 모델됨).

(3) 주급수관 및 주증기관 격리밸브

MFIV 및 MSIV들은 공통원인고장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밸브

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MFIV 및 MSIV는 각 섹션마다 두 개씩 있는데, 이중 증

기발생기에 가까운 측은 Pneumatic Valve이며, 먼 측은 Hydraulic Valve를 사

용한다. 그리고 MFIV 및 MSIV 모두 Train A, C 측에는 전기 Train A로부터,  

Train B, D 측에는 전기 Train B로부터 필요한 전원을 공급 받는다.

MFIV 및 MSIV들은 모두 정상운전 시에는 시험을 할 수 없는 밸브들로서 1 년 

주기인 점검 기간에만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 자료는 대부분 3 개

월 주기 점검되는 기기로부터 얻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밸브들에 대해서는 고장

자료를 4 배로 하여 사용한다. 

PRHR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MFIV 및 MSIV가 잠기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델들

은 PRHRS 기능에 GMS-TR-A-ISO, GMS-TR-B-ISO, GMS-TR-C-ISO, GMS-TR-D-ISO

로 포함되어 모델되었다.

Steam Line Break, Feed Line Break, Steam Line Break Inside SG,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등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 섹션의 MFIV 및 MSIV가 

잠기어 해당 증기발생기를 격리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GMS-ISO-AUTO, GMS-ISO-

SLB, GMS-ISO-SGTR 로 모델되어 있다.

잠기는 신호는 PRHRS 작동신호와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4) 급수계통

Feedwater System은 3 대의 주급수 펌프와 2 대의 기동급수펌프가 있다. 이

러한 펌프들이 전원을 모두 비안전등급 (Non-Safety Class)으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Loss of Offsite Power 등에서는 급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SGTR,  

 LSSB, SLBRX, Small LOCA 등의 사고에서도 보수적으로 급수는 작동시키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하 다. 

급수가 계속하여 제공되기 위해서는 각 증기발생기 섹션에서 격리된 밸브를 다

시 열고, Humidifier, 복수기 (해수로 진공 유지), 복수계통, 급수계통, 증기

발생기로 이루어지는 유로가 유지되어야 한다.

급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원이 MFIV 

및 MSIV들을 열고, 펌프들을 기동하면 급수 유로가 재형성될 것이다. 급수 유로

에는 많은 기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대

신 이용불능도는 0.05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5) 기기냉각계통

SMART에는 기기냉각계통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 CCWS)을 이용

하여 증기발생기를 통한 냉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   

CCWS에 대한 상세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CWS 는 2 Train으로 구성되

며, 최종 냉각원은 해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수동으로 필요한 밸브들을 작동시켜야 한다. 

이 사건은 Gate GCC-SG 로 모델되었다.

(6) 충수계통 

Makeup System은 4 대의 왕복동 펌프, 2 Train의 주입관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Motor operated Valve들이 차단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 

Makeup System에서 Train A 측 (Makeup Pump 1, 2 포함)은 전기 Train A로

부터, Train B 측 (Makeup Pump 3, 4포함)은 전기 Train B로부터 전원은 공급

받는다.

Small LOCA와 같이 일차측 냉각수가 상실되는 사고에서 Makeup System은 일

차측 저수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이 경우 Makeup 은 하나의 주입관으



로 1 대의 Makeup Pump로 주입하면 성공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장기적으로는 Makeup Tank 저수위가 되면 수원을 Internal Shield Tank로 전

환하는 재순환 (Recirculation) 운전이 필요하다. 재순환관은 2 Train으로 이

루어지며 한 Train은 Motor Operated, 다른 Train은 Hydraulic Operated Val

ve를 사용한다.

Small LOCA 및 Rod Ejection Accident에 필요한 Makeup 기능은 Gate GFB- 

MAKEUP으로 모델되며, 장기적인 주입을 위한 수원의 전환은 Gate GFB-REC로 모

델되었다.

Makeup System의 또 다른 기능은 Emergency Boron Storage Tank에 저장된 

붕산수를 일차측에 주입하여 반응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Emergency Boron Stor

age Tank의 방출구는 Lock-Close된 수동밸브 및 모터구동밸브를 거쳐 Makeup  

Pump의 흡입구로 연결된다.

(7) 격납용기 살수계통

격납용기 살수계통 (Containment Spray System : CSS)의 기본 기능은 격납건

물의 압력제어이지만, Small LOCA 등에서 Makeup이 실패할 경우, POSRV를 이용

하여 일차측 압력을 낮추고, 격납용기 살수펌프를 이용하여 일차측 충수 및 냉각

을 수행하는 Feed & Bleed 운전을 통해 노심손상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

다. 

현 단계에서 살수계통에 대한 상세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수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살수계통 모델은 Feed & Bleed의 부

분으로만 모델되며, 살수계통에 해당하는 모델은 Gate GCS-CS 이다. 

(8) 충전 및 방출

일차측 충전 및 방출 (Feed & Bleed) 운전은 이차측을 이용한 냉각이 불가능

할 때 Makeup System 또는 Containment Spray를 이용하여 일차측을 냉각하여

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또한 Small LOCA시 Makeup System의 이용이 불가능

할 때 격납용기 살수를 이용한 충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Feed & Bleed에서는 운전원이 POSRV를 수동으로 열어주고 Makeup System 또

는 격납용기 살수를 이용하여 충수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은 Gate GFB-ALL로 모



델되었다.

Small LOCA 등에서 Makeup이 실패하여 Containment Spray를 Feed & Bleed 

운전을 수행하는 것은 Gate GFB-LPFB 로 모델되었다.

(9) 전기 계통

전기 계통은 아직 설계안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안전모선은 2 Train으로 이루

어지고 각 모선에는 하나씩의 Emergency DG가 연결되어 있으며, Station Black

out에 대비하여, Gas Turbine Generator가 Train B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전기계통에서는 다음과 같은 Gate들이 모델되었다. 

Gate 설명

GEK01A 4.16 KV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K01B 4.16 KV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EL01A 480V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L01B 480V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ED01A 125V DC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D01B 125V DC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10) 원자로 과압보호계통

원자로 과압보호계통은 일차측의 압력을 감소시켜 일차측을 과압으로부터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 계통은 3 개의 Tr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Train에는   

1 개의 POSRV가 있으며, 방출배관은 1 개로 합쳐져서 원자로보호용기 외부에 설

치된 외부차폐탱크로 연결된다.

라. 가정 사항

SMART 원전은 지금 기본 설계 단계에 있는 원전이므로 아직 상세 설계 자료가 

주어지지 않는다. PSA 수행을 위해서 설계와 관련하여 많은 가정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PSA 분석에 사용된 가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 PRHRS Isolation Valve에서 2 Train은 MOV, 2 Train은 Solenoid Va-

lve 이용

- Feed Water 및 Steam Line Isolation Valve는 1 열은 Pneumatic Va-



lve, 1 열은 Hydraulic Valve를 이용

- Makeup System과 POSRV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기능 있음

- Containment Spray Pump 및 POSRV를 이용하여 일차측 Feed & Bleed 

수행 가능 (LOCA시 Makeup System Fail 할 경우 활용)

- LOCA시 Makeup System은 RCS Low Level에 의해 자동 기동하여 주입

- 비상 전원으로서 2 Emergency DG 및 1 Gas Turbine가 사용됨.

- 이차측 증기배관은 일차측과 같은 압력으로 설계되며 Main Steam Sa

fety Valve가 설치되지 않음 

- SGTR, Steam Line Break 등의 경우에 증기발생기는 자동 격리됨

- Steam Line Break시 급냉으로 인한 일차측 재고량 감소를 보충하지 

않아도 PRHRS를 이용한 냉각 가능 

-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이 이차측 냉각을 수행 가능

- Makeup Tank Low Level 시 Makeup Pump Suction 자동 Transfer

- 일차측 Feed & Bleed를 위한 Recirculation Line은 2 Train으로 이

루어지며 한 Train은 Motor Operated, 다른 Train은 Hydraulic Ope-

rated Valve를 사용한다.

마. 신뢰도 자료

PSA에서의 신뢰도 자료는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 정량화의 입력자료로 사용되

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자료가 필요하다. 

- 초기사건 발생빈도 (과도사건빈도, 배관파단빈도 등)

- 기기신뢰도 자료 (밸브고장율, 펌프고장율 등)

- 시험 및 보수 자료 (정기점검주기, 보수주기, 보수시간 등)

- 공통원인고장 자료 

- 인간오류 자료 (인간오류확률, 회복조치실패확률 등)

- 기타

(1) 초기사건 빈도

초기사건 빈도는 국내 원전 정지 이력, 외국의 일반 신뢰도 자료, 공학적 판단



에 의해 표 3.5-4와 같이 추정하 다.

(2) 기기 신뢰도 자료

기기의 신뢰도 자료는 기본적으로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된 신뢰도 자료를 사

용하 는데, 본 분석에 사용된 기기 신뢰도 자료는 표 3.5-5에 주어져 있다. 이

중 POSRV에 대한 신뢰도 자료는 가정하여 사용하 으며, Gas Turbine Generat-

or에 대한 신뢰도 자료는 EPRI URD [76]에서 주어진 자료를, 그 외의 기기에 

대해서는 표준원전 PSA [74]에 사용된 자료를 사용하 다.

(3) 인간 신뢰도 자료

인간신뢰도 자료는 표준원전 PSA에서는 ASEP 방법 [77]을 기초로 사용하여 분

석하 다. 그러나 현재 SMART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

라서 본 분석에서는 인간오류 분석 전문가의 전문가 판단을 이용하여 인간 신뢰

도 자료를 평가하 다. 표 3.5-6은 각 인간오류 사건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각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 단절군을 구한 후 하나의 최소 단절군에 2 개 이상의 

운전원 조치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원 조치사이에 의존성이 있을 수 있

다. 본 분석에서는 표 3.5-7와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

(4) 공통원인고장 자료

공통원인고장 자료는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된 자료를 약간 보수적으로 변경하

여 사용하 다. 공통원인고장 모델은 β Factor 방법을 이용하 으며, 기기종류

별로 사용된 β factor는 표 3.5-8에 주어져 있다.

3. PSA 정량화 및 결과

각 초기사건에 대해 노심손상으로 이르는 사고경위에 대해 정량화 분석을 수행

하 으며, 각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정량화 분석

은 KIRAP을 이용한 사고경위 정량화 방법 [78] 을 이용하 다. 



각 초기사건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는 표 3.5-9에 주어져 있는데, 고려된 10 개

의 초기사건에 대한 노심손상빈도의 합은 8.56e-7/ry로서 계산되었다.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를 보면, Small LOCA가 53.0%, Control Rod Bank  

Withdrawal이 13.7%, General Transient가 12.0%, Loss of Feedwater가   

5.4%,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가 4.7%의 기여도를 가져 주요

한 초기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Small LOCA 하나가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5

3%를 차지하며, Control Rod Bank Withdrawal, General Transients 와 합쳐

서는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78.7%를 차지하여 SMART 원전의 노심손상빈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0에는 각 사고경위별 노심손상빈도 결과를 정리하 다. Small LOCA 

후 일차측 Makeup 및 Feed & Bleed 실패가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53%, Contro

l  Rod Bank Withdrawal 사고시 원자로 정지 실패가 13. 7%, General Trans

ients후 PRHRS, Feedwater, 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

leed 실패가 12%를 차지하여 가장 주요한 사고경위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 주급

수상실, SGTR, 소외전원상실, 증기 또는 급수관 파단사고에서 PRHRS 실패,    

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로 인한 노심손상빈

도가 전체의 5.4%, 2.7%, 2.4%,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d Eje

ction 사고시 LOCA 후 Makeup 및 Feed & Bleed 실패가 3.5%, ATWS시 운전원의 

Emergency Boration 실패가 3.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최소단절군을 검토한 결과 표 3.5-11과 같은 최소

단절군이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Small LOCA시 계통과 Safeguard Vessel 사이의 압력차에 의하여 파단부를 통

하여 지속적으로 질량 및 에너지가 방출되면 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및 압력은 감

소한다. Safeguard Vessel의 압력 및 온도는 Safeguard Vessel로 유입되는 에

너지와 Safeguard Vessel내의 구조물 및 벽면을 통한 열 제거량 사이의 밸런스

에 의하여 좌우된다. Safeguard Vessel 벽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열제거가 일

어나게 되면 Safeguard Vessel의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파단유량 또한 지속적

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원자로계통의 재고량 손실이 지속적으로 일어

나 노심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원은 사고후 적절한 시간 내에 충

수 펌프를 작동시켜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Small LOCA 분석에서는 ECCS Tank의 작동유무에 관계없이 Makeup System에 

의한 일차측 냉각수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 다.

만일 Safeguard Vessel의 자유체적감소, 벽면의 열용량 감소, 벽면의 단열 

처리 등을 통하여 계통과 Safeguard Vessel 사이의 열적 기계적 평형이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면, 파단 유량 형성을 방지하거나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 즉각적인 운전원의 복구 조치 없이도 장기간에 거쳐 냉

각재 수위는 노심 상단부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되고, 노심의 잔열은 피동잔열제

거계통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ECCS Tank에 의한 일차측 냉각수 보충이 된다면 Makeup System

의 작동없이 노심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Small    

LOCA 사건을 재분석하 다. 분석 결과 Small LOCA에 의한 노심손상빈도는 73%

가 줄어들며,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39%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2).



표 3.5-1 선정된 초기사건

초기사건 비 고

General Transients
주요한 계통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고 원자로 정
지가 필요한 경우는 General Transients로 취급

Loss of Feedwater
주급수 펌프 상실 등으로 원자로 정지가 되는 경
우.
Loss of Condensate System도 포함

Loss of Offsite Power

소외전원 상실 사건. 
모든 Emergency DG 및 AC 가 상실되는 Station 
Blackout도 Loss of Offsite Power에 포함시켜 
분석

Small LOCA
RCS에 연결된 배관에서 50 mm 이하의 Break가 
발생하는 사건.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중기발생기 세관에서 파단 또는 누출이 발생하는 
사건

Steam Line Break inside Steam Gener
ator 원자로용기내 급수 혹은 증기배관 파단 사고 

Large Secondary Side Break
원자로용기 외부의 주증기 배관 또는 주급수 배
관이 파단 또는 대형 누출이 발생하는 사건

Rod Ejection Accident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Ejection되어 LOCA 가 
발생하는 사건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원자로 정지가 필요한 과도사건이 발생하나 원자
로 자동 정지가 실패하는 사건

Control Rod Bank Withdrawal 제어봉집합체군이 부적절하게 인출되는 사건.



표 3.5-2 사건 수목에 나타나는 Heading 및 Branch들

Heading Branch Gate 비고

RT RT RT-SIGNAL + RT-ROD 원자로 정지 실패 (Trip 신호와 Control Ro
d 고장을 모두 포함)

RT-SIGNAL (RT-SIGNAL) (*) Trip 신호 실패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

RT-ROD (RT-ROD)
Control Rod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

RT-MANUAL (RT-MANUAL)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 실패하는 
사건

PRHRS PRHRS GRH-PRHRS PRHRS가 실패하는 사건

PRHRS-LOP GRH-PRHRS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한 경우

PRHRS-SBO GRH-PRHRS Station Blackout이 발생한 경우

PRHRS-1F GRH-PRHRS-1F
SGTR, SLBRX, LSSB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하나의 Steam Generator Session을 이용하
지 못함.

FW FW (FWSYSTEM)
General Transients의 경우에는 운전원이 
FW를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음

CCSG CCSG GCC-SG 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에 실패하는 사
건 

CCSG-LOP GCC-SG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한 경우

CCSG-R GCC-SG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하나, 추후
에 Offsite Power를 복구한 경우

MAKEUP MAKEUP
GFB-MAKEUP + 
GFB-REC

Small LOCA 및 Rod Ejection Accident의 
경우, Makeup System이 실패하는 사건

F&B F&B GFB-ALL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이 실패하는 사
건

F&B-LOP GFB-ALL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한 경우

F&B-R GFB-ALL
Loss of Offsite Power가 발생하나, 추후
에 Offsite Power를 복구한 경우

LPF&B GFB-LPFB

Small LOCA 및 Rod Ejection Accident의 
경우, 초기에 Makeup System이 실패하고 
Containment Spray Pump를 이용하여 Feed 
& Bleed 운전을 시도하나 실패하는 사건 

EDGS EDGS GEK01A * GEK01B
비상전원이 실패하는 사건. 2대의 
Emergency DG 및 Gas Turbine Generator가 
모두 실패하는 사건

ROOP ROOP (ROOP)
Offsite Power를 5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하는 사건

SGI SGI GMS-ISO-AUTO
SGTR, SLBRX 사건이 발생하고, 손상된 SG
를 자동으로 격리하지 못하는 사건

SGIM SGIM-SLBSG GMS-ISO- SLB SLBRX 사건이 발생하고, 손상된 SG를 수동
으로 격리하지 못하는 사건

SGIM-SGTR GMS-ISO-SGTR
SLBRX 사건이 발생하고, 손상된 SG를 수동
으로 격리하지 못하는 사건

PSV PSV (PS-PSV12) 모든 가압기 안전밸브 열림 실패 사건

BOR BOR GFB-EMERBOR
ATWS의 경우 Makeup System을 이용한 
Boron 주입 실패하는 사건

* ( ) 로 묶인 것은 Gate 대신 기본 사건인 경우임. 즉, RT-SIGNAL은 기본사건임.



표 3.5-3 계통 Fault Tree 모델의 주요 Top Event 들

Gate 비고

GRH-PRHRS PRHRS가 실패하는 사건

GRH-PRHRS-1F
SGTR, SLBRX, LSSB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하나의 Steam   
Generator Session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PRHRS 모델

GFB-MAKEUP Small LOCA 및 Rod Ejection Accident의 경우, Makeup  
System이 실패하는 사건

GFB-ALL 일차측 Feed & Bleed 모델

GFB-REC Makeup 이후 Makeup Tank가 Depletion 되었을 때, 수원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Recirculation 실패하는 사건

GFB-LPFB Makeup이 실패하 을 때의 일차측 Feed & Bleed 모델

GCC-SG 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에 실패하는 사건 

GFW Feedwater 모델

GEL01A 480V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L01B 480V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ED01A 125V DC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D01B 125V DC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EK01A 4.16 KV Bus Train A 에서의 전원상실

GEK01B 4.16 KV Bus Train B 에서의 전원상실

GMS-ISO-AUTO Main Steam & Feed Water Isolation (Auto)

GMS-ISO-SLB Main Steam & Feed Water Isolation (Manual) in SLBRX

GMS-ISO-SGTR Main Steam & Feed Water Isolation (Manual) in SGTR

GFB-ECCS ECCS Tank를 통한 RCS Inventory Makeup

GFB-EMERBOR
Emergency Boron Storage Tank를 이용한 일차측 Emergen-
cy Boration



표 3.5-4 초기사건 빈도

초기사건 빈도(/r
y)

비고

General Transients 1 보수적으로 1 년에 1 번 trip 으로 가정

Loss of Main Feedwater/L
oss of Condensate

0.25
국내 FW+Condensate 상실 빈도에 약간 보수적인 
값 사용 (FW 0.165/ry + CV 0.0607/ry)
( 광 5/6 PSA에서는 0.55/ry + 0.23/ry 사용)

Loss of Off-site Power 0.1
보수적으로 0.1 가정
( 광 5/6 PSA 에서는 0.0312/ry)

Small LOCA 3e-3
광 5/6 PSA 및 EPRI KAG [76] 의 값 사용   
(3e-3/  ry)

Large Secondary Side Bre
ak inside Reactor Vessel

2e-4
광 5/6 PSA의 대형 LOCA 빈도와 유사한 값 사
용 ( 광 5/6 PSA 1.7e-4/ry, EPRI KAG 3.4e-4
/ry)

Steam Generator Tube Rup
ture 5e-3

광 /56 PSA 및 EPRI KAG의 SGTR 빈도와 유사
한 값 사용 (4.5e-3)

Large Secondary Side Bre
ak (Steam Line or Feed L
ine   Break)

2e-3 광 5/6 PSA 및 EPRI KAG의 LSSB 빈도와 유사
한 값 사용 (1.5e-3)

Rod Ejection 2e-4
아직까지 미국 PWR 에서 rod ejection 사고는 
없어 추정이 곤란함. Large LOCA 빈도와 유사하
다고 가정.

Anticipated Transient Wi
thout Scram

1.36
Transient 사건들의 빈도를 더한 값. 실제 ATWS 
빈도는 이에 원자로 정지 실패 확률을 곱한    
1.59e-5/ry 가 됨

Control Rod Bank Withdra
wal

0.01
NUREG/CR-3862 에서 Uncontrolled rod withdr-
awal = 0.01/ry 로 평가된 값을 이용. 



표 3.5-5 기기 신뢰도 자료

기기종류
계통

코드

기기

코드
고장모드

고장

코드
고장율 단위

Motor Driven Pump MP Fails to Start S 2.30e-3

Motor Driven Pump MP Fails to Run R 2.50e-5 h

Motor Driven Pump CC MP Fails to Start S 1.30e-3

Motor Driven Pump CC MP Fails to Run R 5.00e-6 h

Motor Driven Pump CS MP Fails to Start S 5.00e-3

Motor Driven Pump CS MP Fails to Run R 5.00e-5 h

Motor Driven Pump FB MP Fails to Start S 1.00e-3

Motor Driven Pump FB MP Fails to Run R 5.00e-5 h

Motor Driven Pump SW MP Fails to Start S 2.40e-3

Motor Driven Pump SW MP Fails to Run R 3.20e-5 h

Check Valve CV Fails to Open O 2.00e-4

Check Valve CV Fails to Close C 1.00e-3

Hydraulic Operated Valve EV Fails to Open O 6.42e-4

Hydraulic Operated Valve EV Fails to Close C 6.42e-4

Motor Operated Valve MV Fails to Open O 4.00e-3

Motor Operated Valve MV Fails to Close C 4.00e-3

Pneumatic Valve AV Fails to Open O 2.00e-3

Pneumatic Valve AV Fails to Close C 2.00e-3

POSRV FB SV Fails to Open O 1.00e-2

POSRV-Safety Valve 기능 Fails to Open O 4.00e-3

Solenoid Operated Valve LV Fails to Close C 7.82e-4

Solenoid Operated Valve LV Fails to Open O 7.82e-4

Diesel Generator DG Fails to Start & Load S 1.40e-2

Diesel Generator DG Fails to Run R 2.40e-3 h

Gas Turbine Generator GT Fails to Start & Load R 1.00e-5

Gas Turbine Generator GT Fails to Start & Load S 2.50e-2

Battery BY Fails to Provide Output A 5.00e-4

Battery Charger BC Fails to Maintain Output Y 7.00e-6 h

Circuit Breaker (4KV) HB Open Spuriously I 6.00e-7 h

Circuit Breaker (4KV) HB Fails to Close C 3.00e-4

Circuit Breaker (600v) LB Open Spuriously I 5.00e-7 h

Circuit Breaker (600v) LB Fails to Close C 1.00e-3

Electrical Bus BS Fails during Operation Y 2.00e-7 h

Transformer (4KV to 600/480V) XM Fails to Continue Operating

Transformer (High Voltage) XH Fails to Continue Operating

Transformer (Lower Voltage) XL Fails to Continue Operating

Heat Exchanger HX
Fails while Operating 

(Severe Leakage)
Y

Tank TK Fails Catastrophically B 1.00e-7 h



표 3.5-6 인간오류확률

사건 설명
인간오류
확률

CCOPH-CCWSG Operator Fails to Initiate SG Cooling using CCW (Execution) 1.00e-2

EGOPHGT01E Operator Fail to Start AAC & Connect at 1E 4.16KV Bus 1.00e-3

FBOPH-EBD Operator Fails to Initiate Emergency Boration (Diagnosis) 5.00e-4

FBOPH-EBE Operator Fails to Initiate Emergency Boration (Execution) 1.00e-2

FBOPH-FBD Operator Fails to Initiate Feed & Bleed (Diagnosis) 5.00e-2

FBOPH-FBE Operator Fails to Initiate Feed & Bleed (Execution) 1.00e-2

FBOPH-MK Operator Fails to Initiate Makeup Pumps 5.00e-3

FBOPH-REC Operator Fails to Initiate Recirculation Cooling 1.00e-2

FSOPH-PRHRSE Operator Fails to Actuate PRHRS Open Signal (Execution) 1.00e-3

FSOPH-SG-COOL Operator Fails to Actuate PRHRS Open Signal (Diagnosis) 1.00e-3

FWOPH-FWE Operator Fails to Initiate FW Cooling (Execution) 5.00e-3

MSOPH-SG-ISO Operator Fails to Isolate Steam & Feed Line 5.00e-2

MSOPH-SG-SGTR Operator Fails to Isolate Steam & Feed Line in SGTR 5.00e-3

RT-MANUAL Operator Fails to Initiate the Reactor Trip 5.00e-4



표 3.5-7 운전원 조치의 의존성

내용 처리

PRHRS의 자동작동 실패시 수동 조작에 대한 Diag

nosis 실패후 CCWS 작동에 대한 Diagnosis 실패

완전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 즉, 첫번째 

Diagnosis 실패시 두번째는 항상 실패하는 것으

로 모델

PRHRS/CCWS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 실패후 Feed 

& Bleed 운전 실패

두번째인 Feed & Bleed 운전에 대한 Diagnosis 

실패확률을 0.5로 조정

Makeup 자동 작동 실패시 수동 조작에 대한 Diag-

nosis 실패후 Feed & Bleed에 대한 Diagnosis 

실패

두번째인 Feed & Bleed 운전에 대한 Diagnosis 

실패확률을 0.5로 조정

표 3.5-8 공통원인고장 β factor

기기 종류 β factor 비고

Pneumatic Valve

Hydraulic Valve

Motor Valve

0.075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된 자료는 0.05 

– 0.075 사이에 기기종류별, Redunda-

ncy별로 주어짐. 약간 보수적으로 0.07

5를 사용

Check Valve 0.05

표준원전 PSA에서는 0.0104가 사용되

나, 이 값이 다른 PSA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값임. 따라서 공학적 판단으로 0.0

5를 사용

Pump 0.1

표준원전 PSA에서는 펌프 종류별로 0.1

에 약간 못 미치는 값들 사용됨. Gener-

ic β인 0.1 사용

POSRV 0.1 Generic β 인 0.1 사용

Diesel Generator Fails to 

Start
0.02

표준원전 PSA 및 EPRI URD에서는 사용

한  0.02 사용

Diesel Generator Fails to 

Run
0.073

표준원전 PSA 및 EPRI URD에서는 사용

한 0.073 사용

Battery 0.032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한 0.032 사용

Control Rod 0.1 Generic β 인 0.1 사용

기타 0.1
그 외의 모든 기기종류에 대해서는 Gen-

eric β 인 0.1 사용



표 3.5-9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

초기 사건
노심손상

빈도
기여도 (%)

General Transients 1.03e-7 12.0

Loss of Feedwater (Loss of Condenser Vacuum 포함) 4.59e-8 5.4

Loss of Off-site Power (including Station Blackout) 2.39e-8 2.8

Small LOCA 4.54e-7 53.0

Steam Line Break inside Reactor Vessel 2.49e-9 0.3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2.99e-8 3.5

Large Secondary Side Break 9.24e-9 1.1

제어봉집합체 이탈로 인한 Small LOCA 3.03e-8 3.5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4.05e-8 4.7

Control Rod Bank Withdrawal 1.17e-7 13.7

합계 8.56e-7



표 3.5-10 사고경위별 노심손상빈도

사고경위 사고경위 설명
노심손상

빈도
비율

*

SLOCA-6
Small LOCA후 Makeup 실패, 살수펌프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4.54e-7 (**) 52.98

CBW-2 Control Rod Bank가 인출된 후 원자로 정지 실패 1.17e-7 13.66

GTRN-5
General Transients 발생후, PRHRS, Feedwater, CCW를 이

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1.03e-7 12.01

LOFW-4
주급수 상실후, PRHRS,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

측 Feed & Bleed 실패
4.59e-8 5.36

REA-6
Rod Ejection으로 인한 LOCA후 Makeup 실패, 살수펌프를 

이용한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3.03e-8 3.53

ATWS-3
Control Rod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후, 운전원이 

Emergency Boration 실패
2.73e-8 3.19

SGTR-4
SGTR후, PRHRS 실패,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2.28e-8 2.67

LOOP-4
소외전원 상실후, PRHRS,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2.09e-8 2.43

LSSB-4
증기 또는 급수관 파단후, PRHRS,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

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9.24e-9 1.08

SGTR-9 SGTR후, 손상된 SG 격리 실패 6.83e-9 0.80

ATWS-6
Trip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며, 운전원의 수동 원자로 정지 

실패
6.80e-9 0.79

ATWS-7

Trip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 원자로 정지 실패후, 가압기 

안전밸브 작동하지 않아 일차측 압력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초과

5.44e-9 0.64

LOOP-9
소외전원 상실후,  비상전원 (EDG 및 GT) 실패 및 PRHRS 

실패, 소외전원복구 실패
3.09e-9 0.36

SLBSG-9 SG내 증기관 파단후, 손상된 SG 격리 실패 1.54e-9 0.18

ATWS-4

Control Rod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실패후, 가압기 

안전밸브 작동하지 않아 일차측 압력이 레벨 C 응력 제한치를 

초과

9.25e-10 0.11

SLBSG-4
SG내 증기관 파단후, PRHRS 실패,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

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9.11e-10 0.11

SLOCA-4
Small LOCA후 PRHRS 실패,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5.48e-10 0.06

SGTR-8
SGTR후, 손상된 SG 수동 격리,  PRHRS 실패, CCW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실패, 일차측 Feed & Bleed 실패
2.77e-10 0.03

*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비율 (%)

** 4.54e-7 는 4.54 x 10
-7
을 나타냄 



표 3.5-11 주요 최소단절군에 대한 설명

최소단절군 CDF* 비율**

Small LOCA 또는 Rod Ejection Accident로 인한 LOCA시 Makeup 및 살수펌프

의 공통연결 배관 이후에 일차측과 연결된 체크밸브들의 고장 
2.64e-7 30.8

Control Rod Bank Withdrawal 사고시 원자로 정지 실패 1.17e-7 13.7

Small LOCA 또는 Rod Ejection Accident로 인한 LOCA시 Makeup이 MOV 

고장으로 실패하고, 운전원이 살수펌프를 이용한 Feed & Bleed 운전에 

실패하는 경우

1.14e-7 13.3

PRHRS 작동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원이 PRHRS 작동에 

실패하며, 또한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에 실패하는 경우
7.60e-8 8.9

PRHRS 밸브들의 실패로 이용불능이 되고, 운전원이 CCWS 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을 실패하며, 또한 일차측 Feed & Bleed 운전에 실패하는 경우
5.84e-8 6.8

LOCA시 Makeup Pump가 실패하고, 운전원이 살수펌프를 이용한 Feed & 

Bleed 운전에 실패하는 경우 
4.18e-8 4.9

LOCA시 Recirculation 실패 3.97e-8 4.6

ATWS 사고시 운전원이 수동정지 또는 Emergency Boration 실패 3.11e-8 3.6

* 같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단절군들을 합친 노심손상빈도 

**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비율 (%)

표 3.5-12 Small LOCA시 Safeguard Vessel에 대한 민감도 분석

Small LOCA 

노심손상빈도

전체 

노심손상빈도

기본 4.54e-7 8.56e-7

ECCS Tank 만으로 Makeup 성공 가정 1.22e-7 5.24e-7

감소비율* 73.1% 38.8%

* 1 - (민감도 결과 / 기본 결과) 의 백분율



그림 3.5-1 General Transients Event Tree

그림 3.5-2 Loss of Feedwater Event Tree



그림 3.5-3 Loss of Offsite Power Event Tree

그림 3.5-4 Small LOCA Event Tree



그림 3.5-5 Steam Line Break inside Reactor Vessel Event Tree

그림 3.5-6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Event Tree



그림 3.5-7 Large Secondary Side Break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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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Rod Ejection Accident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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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Event Tree

zCbw

 Control Rod Bank
Withdrawal

RT

 Reactor
 Trip

S
E
Q
#

PDS

 1 OK

 2 CDRT

그림 3.5-10  Control Rod Bank Withdrawal Event Tree



제 6 절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평가 (공동연구)

SMART를 활용한 원자력담수화발전소 설계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는 SMART 안전성 측면의 기술지원과 설계개발 단계에서 안전성에 중

요한 현안들을 도출하고 그 기술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계개발과제와 공

동연구로 2 단계에서 3 년간 연구를 수행하 다 [14]. 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는 설계개발 단계에서 설계자와 협력하여 향후 안전성 평가 시에 쟁점이 예상되

는 안전현안 (Safety Concerns)을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설계단계에서 모색

함으로서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원자력담수화발

전소의 인허가 안정화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안전현안평가 연구의 주요 내

용은 표 3.6-1과 같다.

1. 일체형원자로 관련 안전요건

가. 안전요건의 분석

일체형원자로의 다양한 활용목적 및 새로운 안전성 증진 방안에 따라 일체형원

자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설계자에게 적절한 안전요건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표 3.6-1  안전현안 평가 연구의 주요 내용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1차년도 

(1999)

•일체형원자로 안전 특성

분석 및 안전현안 도출

•일체형원자로 설계개념 및 안전특성 분석

•일체형원자로 관련 안전규제요건 파악

•주요 안전현안의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제2차년도 

(2000)

•일체형원자로 안전 요건 

분석 및 안전현안 해결방

안 강구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해결 방안 강구

   - 일체형원자로 안전요건 기술현황 분석

   - 안전현안 도출 및 기술적 해결방안 강구

제3차년도 

(2001)

•일체형원자로 안전 현안 

해결 및 안전요건 개발방

향 수립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의 해결방안 강구 및 

일반안전요건 개발방향 수립



안전규제요건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적용

되는 안전규제요건을 분석하여 향후 해수 담수화에 사용되는 일체형원자로의 안

전성 평가를 위해 개발이 요구되는 안전요건 및 일체형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안

전요건들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도입한 미국의 안전규제요건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SMART의 해수담수화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근 연구결과들을 대상으로 분

석하 다 [79, 80].  

기본적으로 기존 발전용 원자로에 적용되었던 안전규제요건은 우리나라 SMART 

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안전규제요건들을 참조하여     

SMART 설계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SMART 설계 특이성에 따라 기존규제요

건과 차이가 나는 부분, 새로운 안전요건 개발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담수화발

전소 및 연계설비와 관련된 안전요건 등은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3.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담수화발전소의 시설을 기준으로 분류해 

SMART 담수화발전설비에 적용가능한 안전규제요건

   - 가능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로부터 공공을 보호
   - 생산된 용수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

원자력시설 안전요건

    - 설계 및 운전
    - 품질보증, 등

연계설비 안전요건

  - 부지요건
  - 원자력-담수화 연계요건

담수화설비 안전요건

     - 설계 및 운전
     - 품질보증, 등

 •기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요건

    - 10 CFR 20, 50 및 부록, 73, 100

•신형원자로에 대한 설계인증 규정

    - 10 CFR 52 및 부록
    - NRC 위원회 승인 지침

•IAEA 안전요건 및 기타 설계요건

    - NDP 사용자요건서 (URD)
    - 일체형원자로 설계안전요건

그림 3.6-1 SMART 담수화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의 분류



볼 때, SMART 담수화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안전규제요건은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요건, 담수화 설비에 대한 안전요건, 그리고 부지 또는 두 설비의 연계설비

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등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담수화 설비와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다. 현재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요건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 및 신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요건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안전성 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담수화 설비에 대한 안전요건은 이전의 설계 및 규제경험이 미미하여 

개발 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요건일지라도, 

일체형원자로의 새로운 설계개념 및 안전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고려사항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

이다. 또한, 기존 전력 생산용 발전소의 부지요건은 체계성을 갖추고 개발되어 

있으나, 원자력담수화설비는 주거 인접지역이나 바지선 등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요건의 개발이 요구되며, 원자력시설과 담수화시

설의 연계요건도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나. 발전용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요건

(1) 기존 원자력 설비에 대한 미국의 안전요건

표 3.6-2 원자력 발전소 설계관련 미국의 안전규제요건

규정 주요 안전규제요건

10 CFR Part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 방사선방호 프로그램, 작업자 및 개인피폭 제한치, 관련절차 등

10 CFR Part 50

및 부록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 운  및 건설허가를 위한 기준, 서류요건 등

    ∙GDC 및 TMI 관련요건

    ∙Combustible gas control system, ECCS, fire protection 

기준 등

    ∙Requirements against ATWS, SBO, etc.

10 CFR Part 73  Physical Protection of Plants and Materials

 - 물리적 보호계통, Safeguard 정보보호계통, 관련절차 등

10 CFR Part 100  Plant Site Criteria

 - 부지평가인자, 지질 및 내진 기준 등



표 3.6-2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에 적용되는 미국의 안전규제요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안전규제요건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경험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개발

되고 수정되어 왔기 때문에 설계자 및 안전성 검토자가 참조하기에는 다소 복잡

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자 및 검토자의 체계적인 

설계와 평가를 위해서는 계통 및 분야별로 잘 정리된 SRP (Standard Review   

Plan)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RP는 10 CFR의 규정을 계통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분야별 기술적 규제입장 (Branch Technical Position)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

고, 규제요건의 이행을 위한 허용 가능한 규제지침을 참조로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SRP를 참조로 한 설계 혹은 안전성 평가는 원자력 발전소의 상세 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장 기본적인 규제절차라 할 수 있다. 현재 SRP는 기

존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었던 안전규제요건에 추가하여 신형 원자로를 심사하면

서 추가적으로 개발된 안전요건들을 반 하여 개정되고 있는 상태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측면에서, 일체형원자로와 같이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

하는 설계자가 현재의 안전규제요건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

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SRP 준수보고서 (SRP Compliance Report)

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적으로 10 CFR Part 50의 App. A에 제시된 

일반설계기준 (General Design Criteria)의 준수보고서 (GDC Compliance     

Report)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안전개념을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는 일체형원자로 설계가 기존 안전규제요건과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어떠한 

설계 특이성이 있는 가를 설계단계에서 조기에 도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처하면서 향후 인허가 시에 예상되는 문제를 효과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개발 

단계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설계문서와 더불어 원자력담수화발전소의 안전성 판단

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상기 인허가 관련 문서를 조기에 개발하는 것이 인허가

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2) 신형원자로의 안전규제요건

미국은 표준설계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 제도인 10 CFR Part 52 [81]에 근거하

여 개량형 및 피동형 원자로 설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10   



CFR Part 52는 인허가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여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

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참여와 사업자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표 3.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81]. 현재 미국은 이 제도하에서 4 개의 신형원자로 설계, 즉 개량형 원자로

인 System 80+와 ABWR, 그리고 피동형 원자로인 AP600과 SBWR에 대한 표준설계

인증 규제 경험이 있다.

표준설계의 인증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안전요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

체형원자로와 같이 다양한 설계 및 안전설비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혁신형 원

자로의 경우, 기존 안전규제요건, 과거 운전경험으로부터 제기된 안전현안의 해

결, PSA 수행을 통한 발전소 안전성의 분석 등이 요구되며, 특히 새로운 안전설

비들에 대한 입증기술의 사용이 안전원칙으로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3) NRC 위원회 승인 지침

미국 NRC는 신형원자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인증 심사를 하면서 많은 정책적 

및 기술적 인허가 현안을 도출하 고 설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그 해결방법을 모

색해 왔다 [82, 83]. 이러한 인허가 현안들은 주로 기존 안전규제요건과 차이가 

나거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새로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 으며, 궁극적으로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 다. SECY 문서는 주로 이러한 인허가 현안을 다룬 문서로

서, 여기에는 현안의 배경 그리고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즉 NRC의 규제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법제화 이전에 안전성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규제입장은 기존 규제요건문서, 즉 10 CFR

표 3.6-3 10 CFR Part 52의 주요 내용

규정 주요 내용 발행

Subpart A

Early Site Permits (ESP)

- 주요 제출 서류요건

- 공청회, 심사, 허가발행, 갱신절차 등
 제한조건 ESP

Subpart B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SDC)

- 주요 제출 서류요건

- 공청회, 심사, 인증발행, 갱신절차 등

- 최종설계승인

- 규정형태의 SDC

Subpart C

Combined Licenses (COL)

- 주요 제출 서류요건

- 공청회, 심사, 인가발행, 갱신절차 등
- 조건 COL



과 같은 규정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규제요건에 대한 

입장을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안전성 심사의 지침으로 적용한 것이다. 

개량형 및 피동형 원자로에 대한 설계인증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은 약 52 개로

서 여기에는 노심 손상 이후의 대처방안, 설계기준초과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피동설계에 대한 신뢰성, 비안전계통에 대한 규제방안, 새로운 인허가 절차와 관

련된 제출요건 등 다양한 인허가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NRC의 

규제요건 및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원회 승인지침에 의해 개발 및 정립된 안전규제요건은 기

존 안전규제요건에 근거하여 신형원자로 설계의 안전성 증진과 설계의 특이성에 

의해 추가된 안전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요건은 선별적으로 현재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00% 핵연료-피복재 금속 물 반응에 의한 생성 수소의 제어

• 10% 이하 격납용기 수소농도 제어 및 중대사고에 대비한 격납용기 

수소제어 수단 제공

• 노심 파편물의 확산을 위한 원자로 공동바닥공간 및 냉각용 충수수

단 제공

• 노심-격납용기 상호반응에 의한 환경으로부터 24 시간 격납용기의 

구조적 건전성 확보

• 신뢰성 있는 감압계통 제공

• 격납건물직접가열을 최소화하고 노심 파편물 방출을 감소시키는 공

동바닥 설계

• 노심손상사고 이후 24시간 누설-기  기능 및 이후 핵분열물질 유출

제한 능력 제공

• 중대사고 대응 설비는 기존 환경보증, 품질보증, 다양성/다중성 요

건 미적용 가능

• 저압계통에 대해 RCS 전압력 (Full pressure) 설계를 통한 격납용기 

외부 LOCA의 가능성 최소화

•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의 보호를 위한 강화된 화재방호 기준의 준수

• 설계기준차압에서 펌프, 역지밸브, 모터구동밸브의 전 유량 시험 채

택



•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한 계측제어계통의 다양성, 심층방어 평가

• SGTR 사고후 격납용기 우회사고를 완화시키는 설계수단 평가

• 피동 제어실 설계에 대한 원형로 실증시험의 수행

• 비안전계통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다. 원자력담수화발전소의 안전요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자력 안전요건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담

수화발전소의 사용자요건서 (User Requirements Documents) 개발을 위한 지침

을 제안하 다 [84]. 이는 중소형 규모의 원자로를 도입하여 설치하려는 개발도

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요건서의 구성내용과 형

식은 미국의 신형원자로 설계 개발시에 EPRI가 개발한 사업자요건서 (Utility  

표 3.6-4 원자력담수화발전소 관련 안전요건

원자력담수화발전소 부지관련 요건

•부지요건

 - Feedwater Quality : Total Dissolved Solids, Ca++, Dissolved Oxigen, PH, etc.

 - Sea Bottom Quality : Appearance, Smell, Color, COD, PH, etc.

 - Oceanographic Data : Sea Water Temp., Tide, Salinity, PH, Turbidity, etc.

 - Topography

 원자력담수화발전소 기술 요건

•안전요건

  - More Stringent Restrictions for     

Radioactive Product Release into   

Environment in case of Severe Acci-

dent

•성능요건

 - Quality of Desalted Water

 - Production Rates/hour or /year

 - Availability/Reliability

 - Lifetime for Major Components

 - Operating Flexibility

 - Flexibility of Increase in Capacity

•발전소 설계요건

 - 담수화 발전소

  Simplicity, Design Margin, MMI, Proven Desalination Technology,

    Radioactive Monitoring of Product Water

 - 원자력 담수화 발전소 

  Limitation of Common I&C to Turbine and Desalination Island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Product Water not allowed under all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Disconnection of two Systems for Desalination not operating or Reactor shut 

down 

  Possibility of Replacement/Expansion of Desalination Section



Requirements Documents)와 상당히 유사하다 [85].

사업자요건서에는 중소형 원자로의 부지요건, 기술요건, 경제성요건, 인허가요

건 및 개도국의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요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요건의 작성

지침과 중소형 원자로를 해수 담수화 열원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건에 대

한 작성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자요건서의 작성양식에 근거하여 담수

화용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안전요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원자

력담수화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때 좋은 참조자료

로서 활용 할 수 있다. 표 3.6-4에 원자력담수화발전소 안전요건이 분류되어 있

다.

라. 일체형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

이상으로 현재까지의 발전용 원자력 설비 및 담수화 설비에 대한 안전요건을 

바탕으로 SMART 담수화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을 일반적 수준에서 요약

하면 표 3.6-5와 같다. 이 분석을 근거로 향후 SMART 설계개발과 병행하여 구체

표 3.6-5 SMART 담수화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안전요건

Classification Regulatory Requirements and Guidance

 Current regulatory 
requirements

 ‧10 CFR Part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10 CFR Part 50 and its appendices,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10 CFR Part 73, Physical Protection of Plants and 
Materials

 ‧10 CFR Part 100, Plant Site Criteria

 Generic and 
Design-specific rule 
for ALWR

 ‧10 CFR Part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Combined Licenses

    - General and particular applications in Subpart B
 ‧10 CFR Part 52, App. B, and App. D
    - DC Rules for System 80+ Design and AP-600 Design

 Commission-approved 
guidance for ALWR

 ‧Policy Statement on Safety Goals
 ‧SECY-90-016, SECY-93-087, SECY-96-128, and SECY-97-044
    - Technical, Policy,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Advanced LWR Designs

 Safety requirements 
for desalination 
facility

 ‧Interface systems requirements in User Requirements 
Documents

 ‧Desalination facility design requirements

 Safety requirements 
for SMART-specific 
design

 ‧To be developed



적인 기술요건들의 적용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된 안전요건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2. 신형원자로 안전현안 분석

미국 NRC는 지난 수년간 신규 인허가 제도 (10 CFR Part 52) 하에서 신형원

자로 설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 다 [86, 87, 88]. 신형원자로는 기존 

발전소에 비해 상당히 다른 새로운 설계 개념, 즉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 피동

개념 및 디지털 계측제어 개념 등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설계개념은 더욱 발

전하여 중소형 규모의 일체형원자로에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신형

원자로에 대한 미국의 규제경험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우리나라 일체형원자로 설

계의 안전성 평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NRC의 안전성 평가는    

ALWR 표준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인증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의 일환

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부지관련 안전성 평가 (Early Site Permit)와 건설/

운 관련 인허가 (Combined Operational License)를 남겨둔 상태이다. 그러나 

설계관련 안전성 평가는 설계인증 과정에서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N

RC는 안전에 중요한 많은 기술적, 정책적 현안 그리고 인허가 현안을 도출하고 

해결하 다. 상기 쟁점안전현안들은 NRC가 ALWR 설계를 심사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 자료 혹은 근거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재

의 규제요건에 상충되는 설계와 관련된 현안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책현안   

 (Policy Issues), 미결현안 (Open Issues), 확인현안 (Confirmatory Issue

s) 등이 있다. 여기서 미결현안은 안전성 심사를 위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요구

되는 항목이며, 확인현안은 NRC와 사업자/제작자 사이에 안전현안에 대한 해결

에는 합의했으나 서류상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을 말한다. 

많은 현안들 중에서 기존 규제요건의 범주를 벗어나 신형원자로의 안전성 증진

을 위해 안전규제 심사에서 추가적으로 규제요건의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

현안들은 표 3.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Y 90-016 [82], 93-087 [83], 96- 

128 [89], 97-044에서 논의하고 있는 52개 현안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

라 일체형원자로의 설계에 대한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 다.



표 3.6-6 SECY에 제기된 기술, 정책 및 인허가 현안 (1/2)

SECY 

Papers
Issue Titles Regulations

SECY-90-016

&

SECY-93-087

I-A. Use of a Physically Based Source Term 

I-B.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

I-C. Mid-loop Operation

I-D. Station Blackout (SBO)

I-E. Fire Protection

I-F. Intersystem Loss-of-Coolant Accident

 (ISLOCA)

I-G. Hydrogen Control

I-H. Core Debris Coolability

I-I. High-Pressure Core Melt Ejection

I-J. Containment Performance

I-K. Dedicated Containment Vent Penetration

I-L. Equipment Survivability

I-M. Elimination of Operating-Basis Earthquake

(OBE)

I-N. Inservice Testing of Pumps and Valves

10 CFR 50,100

10 CFR 50.62

10 CFR 50.67

CA Guidance

CA Guidance

CA Guidance

50.34(f)(2)(ix)

CA Guidance

CA Guidance

CA Guidance

CA Guidance

CA Guidance

50, App. S

CA Guidance

SECY-93-087

II-A. Industry Codes and Standards

II-B. Eletrical Distribution 

II-C. Seismic Hazard Curves and Design

 Parameters

II-D. Leak-Before-Break (LBB)

II-E. Classification of Main Steamlines in BWR 

II-F. Tornado Design Basis

II-G. Containment Bypass

II-H. Containment Leak Rate Testing

II-I. Post-Accident Sampling System

II-J. Level of detail

II-K. Prototyping

II-L. Inspections, Tests, Analyses, and

 Acceptance Criteria (ITAAC)

II-M. Reliability Assurance Program (RAP)

II-N. Site-Specific PRA and Analysis of External

 Events

II-O. Severe Accident Mitigation Design

 Alternatives (SAMDA)

II-P. Generic Rulemaking Related to Design

 Certification

II-Q. Defense against Common-mode Failures in

 Digital I&C

II-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s (MSGTR)

II-S. PRA Beyond Design Certification

II-T. Control Room Annunciator Reliability

CA Guidance

CA Guidance

Discussed

CA Guidance

CA Guidance

CA Guidance

IV-B,II-R,I-F

50, App. J

CA Guidance

Discussed

Discussed

Discussed

Discussed

CA Guidance

Discussed

Discussed

CA Guidance 

CA Guidance 

Discussed

CA Guidance 



3. 일체형원자로 관련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방향

가. 안전현안 도출 방법

SMART는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4월부터는 SMART 기술을 검

증하여 실용화하기 위하여 SMART설계를 1/5 로 축소한 (열출력 65 ㎿t) 검증용 

원자로인 SMART-P의 개발 및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단계는 아니나 현재까지 제시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일체형원자로 설계시에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안전현안 (Gener-

al Safety Concerns)들을 도출하고, 그 기술적 해결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그

림 3.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루어지는 안전현안은 일체형원자로 설계의 안전

특성에 대한 분석, 일체형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안전규제요건의 분석, 그리고 신

형원자로와 관련된 안전현안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하 다. 도출된 안전현안들

표 3.6-6 SECY에 제기된 기술, 정책 및 인허가 현안 (2/2)

SECY 

Papers
Issue Titles Regulations

SECY-93-087

III-A. Regulatory Treatment of Non-safety Systems

III-B. Definition of Passive Failure

III-C. SBWR Stability 

III-D. Safe Shutdown Requirements

III-E. Control Room Habitability 

III-F. Radionuclide Attenuation

III-G. Simplification of Offsite Emergency Planning

III-H. Role of the Passive Plant Control Room 

Operator

RTNSS

RTNSS 

Only SBWR

IV-E,IV-C

I-A,IV-C

IV-B

Discussed

CA Guidance 

SECY-96-128

&

SECY-97-044

IV-A.Design Basis Accident Radiological Consequences

IV-B.Prevention and Mitigation of Severe Accidents 

IV-C.Passive System Thermal-Hydraulic Performance 

Reliability and Regulatory Treatment of 

Non-Safety-Related Systems (RTNSS)

IV-D.Post-72 Hour Actions

IV-E.Technical Specifications

IV-F.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ERVC)

IV-G.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PAR)

IV-H.Spent Fuel Pool Cooling System

IV-I.Initial Test Program (ITP)

IV-J.Security Design

10 CFR 50.34(a)

CA Guidance

RTNSS

RTNSS

Discussed

CA Guidance 

Discussed 

RTNSS 

Discussed 

Discussed 
[Note 1] CA Guidance: Commission-Approved Guidance

[Note 2] RTNSS: RTNSS position in SECY-94-084 approved by the Commission



은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거나 일체형원자로 설계의 

특이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계자와 긴 한 협의가 필요하며, 원자

력담수화발전소의 체계적인 안전규제요건 개발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이다.

지난 3 년간의 연구를 통해 표 3.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체형원자로 설계

에 고려되어야 하는 총 21개의 안전현안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현안에 대하여 

현안의 배경과 SMART 설계현황, 다음에 논의되는 과학기술부령 제 31 호에의 부

합성, 그리고 과학기술부령을 충족하기 위한 SMART 설계 개선사항을 기술한다.

국내 원자력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기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 허가기준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칭함)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실제 규제에서 활용하

표 3.6-7 일체형원자로 설계에 고려되어야 하는 안전현안

1. 설계안전목표 설정

2. 입증기술의 사용

3. 심층방어 전략의 강화

4. 발전소의 사건분류

5. 과도/사고해석 허용기준

6.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7. 반응도제어계통의 다양성

8. 이중격납용기의 안전요건

9. 연계설비의 안전성

10. 피동계통의 신뢰성

11. 사고 선원항의 계산

12. 운전중 안전성 확보

13. 비안전계통의 규제방안

14. 디지털 기반 계측제어계통현안

15.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인간공학 설계 현안

16. 소외비상계획의 적절성

17. 부지선정 관련 현안

18. 사전 안전성 평가 절차

19. 보호용기내 기기환경 검증

20. 신형 I&C 계통의 환경검증

21. S/G 세관 가동중 검사

그림 3.6-2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도출 흐름도

일체형원자로 설계 및 
안전특성분석

일체형원자로에 적용가능한 
규제요건 분석

신형원자로 관련 안전현안 
분석

•고유안전성, 피동안전개념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

•기존원전 안전규제요건
•담수화발전소 안전요건

•개량형/피동형원자로현안
•ALWR 관련 인허가현안

⇩ ⇩ ⇩

일체형원자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안전현안의 도출



고 있는 미국 NRC의 일반설계기준 (GDC)의 기술적 내용이 제대로 반 되어 있지 

않고 IAEA 안전요건 등 국제적인 안전요구사항들이 적절히 반 되어 있지 않음

으로써 인허가기준으로서의 활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 왔다.  최근 과학기

술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선도기술개발사업 (G-7)의 일환으로서 수행한 

차세대원자로안전규제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결과물 [90]을 이용하여 GDC 등 실제 

규제에 활용되고 있는 요건과 IAEA의 안전요건 등을 규제요건으로 명문화하여 

현행 기술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규칙 (과학기술부령 제31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설정한 바 있다 [91]. 개정된 규칙은 위치, 구조 

및 설비, 성능, 운 에 관한 안전조치, 그리고 품질보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조 및 설비, 성능에 관한 구체적 구성내용은 표 3.6-8과 같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에도 허가기준으로서 이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금까

지 도출된 일체형원자로 설계에 고려되어야 하는 안전현안에 대하여 과학기술부

령 제 31 호에의 부합성을 평가한 내용이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표 3.6-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구성 내용 (구조, 설비 

및 성능)

제2절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제11조(적용범위)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 기준)

제15조(환경 향 등에 의한 손상방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18조(원자로의 고유보호)

제19조(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진동제어)

제20조(계측 및 제어계통)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5조(원자로제어실등)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제27조(다양성보호계통)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방사성페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제35조(원자로의 노심등

제36조(제어봉구동장치)

제37조(과압방지)

제38조(경보장치 등)

제39조(급경사지의 붕괴 방지 등)

제40조(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2조(설계기준사고)

제43조(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제44조(신뢰성)

제45조(인적요소)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제47조(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나. 각 현안별 해결방향

(1) 설계안전목표의 설정

일체형원자로 설계개발 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요건은 일차적으로 안전

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해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안전요건의 설

정이라 하겠다. 원자력 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으로는 발생 

가능한 사고들로부터 확률론적인 방법에 의해 노심손상빈도와 방사성 물질의 대

량유출빈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이 이미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활용되고 있

다.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 결정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발전소 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확률론적인 방법에 의해 보완하여 안전성

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확률론적 해석 방법론과 해석결과에 많은 불확실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

정론적 해석방법론에 보완적으로 확률론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요건이며, 이러한 해석결과는 설계 안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원자력 설계의 취약성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표 3.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체형원자로 SMART는 안전과 관련한 목표로서 

노심손상빈도와 대량 조기 방사능 유출빈도를 각각 10
-7/RY 및 10-8/RY 로 설정

표 3.6-9 SMART 개발을 위한 정량적 목표 현황

분야 설계 정량화 목표 분야 설계 정량화 목표

일반
•NSSS 열출력 : 330 ㎿t
•설계수명 : 60 년
•원자로가동률 : 95% 이상

MMIS

•안전등급/비안전등급 I&C 구조

•세부계통 신뢰도 99%

•고장발생 평균시간 5 년 이상

•25% 이상 여유성

노심

•주기길이 3년 (985 EFFD) 이상
•무붕산 운전
•부하추종운전 능력 (14-2-6-2 hr)
•노심열적여유도 15% 이상

•저출력 도 노심 (62.6 W/cc)

안전

•심층방어 개념

•CDF : 10
-7
/RY 이하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 10-8/RY 이하

계통

•DBE시 72 시간이상 Grace Time 확보

•정상운전증기과열도 : 40℃ 이상

•자연대류, 수력, 기체압력, 중력 등 

피동안전계통

•가압기용량, 일차냉각수 증대

주기기

•고온 (350℃), 고압 (17 ㎫) 에

서 성능 및 구조건전성 확보

•미세반응도 조절 CEDM (4 ㎜/ 

step)

•S/G 관막음여유도 10% 이상 

•SBLOCA 방지 냉각재펌프

기계

•17 ㎫ 원자로 압력용기 설계

•0.3 g SSE 수용 내진설계

•12 SGs/4 MCPs 수용 구조 설계

담수
•4 Unit MED 공정

•40,000 톤/일 담수 생산



해 놓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2001 년 8 월 29 일 개최된 제 17 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

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안)을 의결하 다. 동 정책은 원전 중대사고 가능성

과 중대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목표로서 

정량적 보건목표와 함께 원자로 노심의 손상예방과 격납설비에 의한 방사성물질

의 방출완화에 관한 성능목표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원

전 운 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하여 중대사고 정책에 따라 확률론적 안전

성평가 (PSA) 수행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정량적 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능목표는 신형원자

로의 경우 노심손상빈도 (CDF) 10-5/RY 및 대량 조기 방사능 유출빈도 (LERF)  

10
-6
/RY 등이 통용된다. 

상기 배경 및 설계현황에 근거하여 첫째, 중소형 원자로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

는 발전용 가압경수로, 신형원자로 보다 최소한 같거나 향상된 안전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자는 표 3.6-9에 설정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향상된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유안전특성, 피동특성 및 다른 혁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심층방어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2) 입증기술의 사용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를 설계 및 건설할 경우 기존의 운전중인 발전소의 운전

경험, 연구결과 혹은 적절한 용량의 원형로 (Prototype) 시험운전을 수행하여 

입증한 후에 추진하여야 하며, 새로운 설계와 안전개념을 발전소 설계에 채택할 

경우에는 충분한 실험과 해석을 통해 입증한 후 도입하여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의 경우 원자로의 물리적 고유 특성, 그리고 피동 안전특성으로서 자연순환에 의

한 노심 붕괴열제거, 일차계통의 자발적 압력제어, 강력한 음의 반응도계수를 설

계에 채택하고 있으며,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에 거의 모든 주기기를 배치하는 일

체형 배열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해수로부터 용수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설

비와 담수화 설비를 연결하는 연계설비가 추가되며, 모듈형태의 설계나 제작방법

이 사용되는 등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상당히 다른 설계 및 건설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로서 내방사성 및 내부식성이 좋은 티타늄 

합금 (PT-7M)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러시아 고유기술로서 재질에 대한 특성

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표준설계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한 안

전성을 평가한 경험이 있다. 본 제도의 절차요건에는 기존에 허가받아 운전 중인 

원자로와 상당히 다른 설계를 채택하고 있는 개량형, 피동형, 혹은 혁신형 원자

로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입증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원자로의 입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개량형 설계와 기존 원자로와 상

당히 다른 기술을 채택하여 입증이 필요한 신형 원자로 설계에 대해 구분하여 안

전규제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해 입증을 요구함으

로서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신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기준규칙 제 40 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는 원자로 가동기간중 성능유지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에 대해 경험, 해석 또는 시험에 의해 성능을 검증

한 후에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기준은 신규설

계 및 새로운 안전개념의 도입에 대한 입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기기들은 안

전의 중요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에 따라 보수적으로 설계, 건설 및 시험

되어야 한다. 이때 설계에 사용되는 기준 및 표준은 규제기관에 의해 적절한 절

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필요시 그 적절성과 적용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승인된 기준 및 표준은 필요에 따라 발전소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 측면에

서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연구결과, 과거의 적용사례, 실험 

혹은 관련 해석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 규제기관과 협조하여 실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일체형원자로 

실증시험의 계획과 이행, 그리고 이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등을 계속 수행해 나

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SMART-P 설계 및 건설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다

양한 형태의 실증실험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실증실험 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허가를 받아 운전중인 원자로 설계와 상당히 다른 설계 혹은 재료, 단

순화, 고유특성, 피동특성 혹은 혁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고



자 하는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사항을 포함되도록 규제요건과 관련해서는 기

술기준규칙 제 40 조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심층방어 전략의 강화

심층방어 (Defense-in-Depth)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신형원자로의 개발에 있어 강화된 심층방어 개념의 적용

은 핵심적 설계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체형원자로는 신형원자로의 개념을 가지

고 설계되고 있으며, 전기생산 이외에 해수담수화라는 부수적 목적을 갖고 있으

므로 기존 원전에서 전통적으로 이행되어 온 심층방어에 추가하여, 잠재적 방사

능 재해로부터 종사자 및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개념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SMART 원자로는 일반설계원칙으로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일체형 개념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모듈식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안전설계와 관련하여 피동설비를 도

입하며, 입증기술을 사용하거나 기술을 검증하여 사용하는 원칙과 함께 열적여유

도 확보, 운전원조치 여유시간 증대, 안전보호용기의 도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  

성능과 관련하여 계통을 단순화하며, 10%의 S/G 세관 관막음 여유도 확보, 일차 

냉각재펌프로서 Canned Motor Pump의 사용에 의한 축 봉 제거 등의 설계원칙

을 설정하고 있다. 심층방어 전략의 강화와 관련한 규제요건은 명시적으로 특정

의 설계설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목표 및 성능목표의 설정을 통해 발전

소의 사고예방 및 완화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진

다. 따라서, 표 3.6-8의 기술기준규칙 전 조항에 이러한 개념이 골고루 반 됨

으로써 심층방어 전략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심층방어 전략의 체계적인 수립과 이행은 SMART 원자로 설계에도 유사하게 반

되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 향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본설계 단계에

서 체계적인 안전성 증진 노력과 사고예방 및 완화 측면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심층방어 전략이 수립되고, 그 이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허가 기관에서도 일체형원자로의 심층방어 전략이 기존의 발전용 원자로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상의 관점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요건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발전소의 사건분류

 본 현안에서는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었던 발전소의 사건분류와 

선정 그리고 사고해석 방법론과 허용기준을 근거로 일체형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

는 안전기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관계법령 [92, 93]에

서는 별도의 발전소 사건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표준심사절

차 (SRP)와 규제지침 (Regulatory Guide) 1.7의 기준 [94, 95]을 따르고 있

다. 표준심사절차와 규제지침 1.70의 사건분류 기준은 1974년 발간된 ANSI/N1

8.2 에 근거하여 1981년 개발된 것으로,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광범위하게 적용

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정성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사건을 분류하기 때문

에 다소 불명확한 기준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최근 확률론적이고 정량적인 기

준에 근거한 발전소의 사건 분류가 ANSI/ANS-51.1 (R1988) [25]을 통해 1983

년 개발되었고 일부 신형 원자로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와 다른 설계 및 운전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체형원자로에서

는 기존의 정성적인 기준에 근거한 발전소의 사건분류와 더불어 분류기준이 명확

한 정량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발전소 조건 분류는 과도와 설계기준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형 원자로에서는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그 사고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는 설계

기준 초과사고들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증진시

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설계에서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건들

에 대한 체계적인 선정과 적절한 허용기준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부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 조 

설계기준사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a) 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

폭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b)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

에 따른 발전소 설계에는 설계여유도를 포함한 보수적 규정 및 기준을 적

용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사건분류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법령체계에서 제시하고 있

지 않으나 기존 상업용 원자로에서는 미국의 표준심사절차와 규제지침 1.7의 기



준을 따르고 있다. SRP에 해당되는 경수로형 심사절차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침으로 구비되어 있다.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성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적

용되었던 발전소의 사건분류, 사고선정, 사고해석 방법과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으로 예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체형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심층

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SMART 설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에 대한 사건분류 기준으로서 정

량적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한 설계특성에 의해 

추가되거나 배제되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 

- 기존에 고려된 설계기준사건의 범위를 포함해서 다중기기고장이나 

공통원인고장 등과 같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건들도 설계에서 체

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기준 초과사건들은 

설계기준사건과 다른 해석방법과 허용기준을 사용하지만 일체형원자

로의 종합적인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일체형원자로 과도 및 사고의 해석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산코드의 

검증 방안이 마련되어 해석 방법론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다. 특히, 전산코드의 검증방안은 안전성 평가 시에 SMART 설계에 

특이한 안전설비의 성능과 계통 상호간의 향에 대한 실험자료가 

다양하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과도 및 사고해석의 허용기준

원자력 발전소의 과도 및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설비의 성능을 확

인하고, 사고를 예방 및 완화하는 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적합

한 해석방법과 수단을 사용해 과도 및 사고 해석을 수행한다. 해석결과는 정상운

전 중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은 방사선 준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고시에는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허용 가능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일체형원

자로는 새로운 설계개념에 의해 새로운 과도 및 사고가 추가 혹은 배제될 수 있

으므로 기존 허용기준의 적용성과 추가적인 허용기준의 개발 여부를 분석할 필요



가 있다. 

SMART 원자로 설계는 새로운 안전계통 설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

전용 가압경수형 원자로이므로 기존의 과도/사고에 대한 허용기준을 활용하고 있

다.  

일체형원자로의 설계 특성에 따라 기존의 과도 및 사고들이 상당부분 제거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과도 및 사고들은 적절

히 분류되어 적합한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허용기준을 새

로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보다는 강화된 방향으로 허용기준을 적용함

으로서 일체형원자로가 가능한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야 한다. 새로운 사건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사건 발생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향을 최소한으로 낮게 제한

하고, 공공에게 미치는 방사선학적 향이 심각한 사건일수록 낮은 발생빈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일체형원자로가 전력생산과 더불어 해

수 담수화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수와 생산된 용수의 방사능 오염방지가 추가

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과도 혹은 사고 이후에 해수 혹은 생산용수에 방사선

학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과도 및 사고에 대해서는 상기 허용기준과 더불

어 추가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해수 

및 용수의 방사능 오염 제한을 위해 적절한 설계상의 허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허가 기관에서도 설계자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허용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현행 원자력발전소에서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은 기본적으로 설계

기준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NRC는 이미 

신형원자로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에게 중대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요

구한 바 있다. 노심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중

대사고 이후에 사고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중대사고와 관련된 안전요건을 분석해 보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안전요건을 설정하고 설계에 반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대사고의 안전성능 (Severe Accident Safety Performance) 평



가, 발전소의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PRA), 원자로 정지 위험도 (Shutdown    

Risk) 평가, 그리고 TMI 요건 준수 (10 CFR 50.34 (f))와 일반안전현안/미해결

안전현안 (GSI/USI)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NRC는 설계기준사고을 초과하는 발전소 조건에 대해서도 대처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ATWS (10 CFR 50.62), Station Blackout (10 CFR 50.63) 및    

Combustible Gas Control (10 CFR 50.44)에 관련된 규제요건을 설정하고 있

다. 또한, 중대사고 현상에 근거한 사건들을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제요건을 

10 CFR과 같은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설계에 대해 원자력 위

원회의 승인지침으로 중대사고 현상과 관련된 안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설계기준 및 설계기준초과 사고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상세

한 기술적 요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동일한 규제방안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92, 93].

일반적으로 중대사고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심손상 사고의 발생 가능

성을 줄이기 위한 중대사고 예방설비 (Severe Accident Preventive Features)

와 노심손상 사고 이후에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대사고 완화설비 (Severe  

Accident Mitigative Features), 중대사고 현상과 관련된 하중에서도 격납 구

조물이 견딜 수 있고 방사능 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격납용기 성능 (Contai-

nment Performance Goal), 그리고 사고 과정 중에 운전원이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된 사고관리 (Accident Management)로 구성된다. 

국외의 중소형 규모 일체형원자로에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설계기준초과사

고에 대해서 상기 관련된 안전요건을 참조하여 다양한 대응설비를 채택하고 있

다. 특히, 설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다양한 설계기준초과사고들을 설계에서 고

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확률론적으로 기존 신형원자로의 노심손상빈도가 

약 10
-5
/ry 수준인 반면, 일체형원자로에서는 약 10

-7
/ry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최근 SMART 원자로의 안전성 측면의 설계최적화를 위

하여 1 단계 PSA를 수행하 다. 상세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부 계

통에 대해서는 설계를 가정하고 전출력 운전중 내부사건에 국한하여 PSA가 수행

되었으며, 현 설계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설계의 취약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

에 주안점을 두었다. 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KIRAP 전산코드를 이용한 평가에서  



 8 개의 초기사건을 대상으로 노심손상빈도가 계산되었는데, 노심손상빈도의 합

은 8.56×10-7/RY 로서 표준원전에 비해 약 10 배 정도 낮게 평가되었다 [96]. 

그러나 Small LOCA 와 SGTR의 2 개 초기사건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가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설계 균형을 위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설계기

준 초과사고에 대한 현행 규제요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의 중대사고 정책이 

확정되어 기존원전에 대해서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이행될 것이며, SMART를 포

함하는 신형원자로에 대해서도 이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7) 반응도제어계통의 다양성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서는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발생 시에 제어봉 

삽입에 의한 반응도 제어 수단과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 시에 붕산수주입계통  

(Boron Injection System)에 의해 반응도를 제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붕산수주입계통은 안전계통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일체형원자로 설계에서는 

제어봉 만을 사용하여 반응도를 제어하고 있으며, 붕산주입계통은 비안전계통으

로 설계기준 초과사고에 대한 Back-up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붕산 노심설계를 채택한 일체형원자로에서는 제어봉 이외의 반응도제어 수단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기준규칙 제 28 조 (반응도제어계통)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설계원리를 가진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제어봉 제어계통을 사용하며, 정상운전의 원자로

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설계가 제시하고 있는 비상붕산 주입계통은 단지 중대사고시 수동으로 작

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반응도 제어계통으로 볼 수 없다. 검토중인 

이차계통의 급수유량을 조절하여 일차냉각계통의 냉각재 온도변화에 따른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 (Negative MTC)를 이용하는 "냉각재 온도변화 운전"은 그 운

전특성과 실제 반응도제어능력의 신뢰성에 대한 타당한 평가자료가 아직 제시되

어 있지 않아 냉각재 온도변화 운전이 제2의 반응도제어수단으로 채택 가능한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일체형원자로는 기존 상용로와 설계개념에서 

원리가 크게 다르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제 2의 반

응도제어수단을 유보하는 별도의 규제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일부 규정



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설계가 제 2의 

반응도제어수단이 없이도 기존 설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는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 제어

와 제어원리가 다른 신뢰성 있는 반응도제어수단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원자로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본 현안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

서 쟁점현안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되며, 안전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요구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별도의 규제조치 마련은 단순히 설계개념 차이라는 이유로 

제 2의 반응도제어수단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수단이 없이도 안전성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일체형원자로 반응도제어계통 설계

는 많은 실험과 검증을 필요로 할 것이다. 

(8) 이중격납용기의 안전요건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기뿐만 아니라 생활 및 공업 용수를 생산하는 다목적 중

소형 원자로의 경우 최종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위치하게 되므로 원자

력 시설에 의한 잠재적인 방사선 재해로부터 인근주민 및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

되는 용수의 방사능 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성능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출 최소화 및 공공의 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격납계통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일차 격납건물의 안전기준은 기존 상용원전에 적용되는 수준의 기준에 추가하

여 설계기준 초과사고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가 요구된다. 설계에 고려되

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환경으로 방사성물질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누설 봉 방호벽 기능을 갖는 격납건물 및 관련 계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시 

안전에 중요한 설계조건이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일체형원자로는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

하기 위하여 보호용기를 설치한다. 안전보호용기는 냉각재상실사고시에 유출되는 

냉각재를 가두어 원자로 노심이 항상 물 속에 잠겨있도록 하여 노심 냉각능력을 

확보해 주며, 원자로를 냉각시켜 주는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체형원자

로의 안전보호용기는 기존 경수형 원자로의 1 차 격납기능 이상의 역할을 담당함



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규제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일체형원자로는 

격납건물을 구비하며, 이 격납건물 공간에는 사고발생시 동작하여야 하는 비상용

장치들을 배치한다. 안전보호용기를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1 

차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우, 일체형원자로의 격납건물은 2 차 격납건물로서 간

주될 수도 있다. 기술기준규칙 제 23 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에서는 격납건물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하

도록 누설 봉 방호벽 기능을 가져야 함을 요구하며, 열제거수단, 핵분열생성물 

농도저감 수단, 가연성기체제어 수단, 격납건물 격리수단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장관 고시에 따라 누설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

로는 일체형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해 상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용기가 격납건물 역할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격납건물에 대한 기

술기준을 안전보호용기에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체형원자

로의 안전보호용기와 격납건물이 기존의 1 차 격납건물 및 2 차 격납건물 기능

간의 관계 정립이 향후 검토되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 있다. 

(9) 연계설비의 안전성

원자력담수화발전소는 원자력 시설과 연결되는 담수화 시설 그리고 두 시설 사

이를 연결하는 연계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자력 시설 이외의 담수화 설비나 

연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차적으로 원자력담수화발전소의 건설과 운전으로 인해 발전소 인근 주민과 

환경에 추가적인 방사선학적 위험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산된 용수의 

방사능 오염이 어떠한 경우에도 방지되어야 하며, 발전소 인근 해안 지역과 해수

의 방사능 오염이 담수화 설비에 공급되는 해수에 결정적인 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 가상의 설계기준사고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 초과사고 

시에 환경으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량이 극소화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기

존 발전용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며, 원자력시설 뿐

만 아니라 연계 설비와 담수화 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 측면의 고려가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담수화발전소에 대한 설계와 운전 경험은 미미한 

상태이며 담수화 설비와 연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규제요건은 설정되어 있



지 못하다. 다만, 원자력담수화발전소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에서 일부 자체적인 

설계안전요건을 설정하고 있고 IAEA에서 최근 이에 대한 기술요건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수화 설비와 연계되는 설계안전요건은 기존 원자력 설비에 추가

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며, 특히 원자력 설비에 불필요한 과도나 사고를 야기하

지 않도록 적절히 격리 설계하는 것과 담수화 설비에서 생산된 용수의 방사능 오

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사항일 것이

다. 

향후 다목적 원자로의 인허가에 대비하고, 연계설비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다양한 운전조건하에서 담수화설비측으로 방사능물질이 이송되지 않도

록 하는 내용을 규제 요건화 할 필요가 있다.  

(10) 피동계통의 신뢰성

일체형원자로 안전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피동 개념을 설

계에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동계통에 의존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

는 피동형 원자로는 기존의 능동형 원자로에 비해 상당히 단순화된 계통 설계, 

계통의 높은 신뢰성과 운전 용이성에 의해 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켜 

준다. 반면, 계통 및 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성능 입증, 계통 상호간의 향 

그리고 계통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도 설계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피동계통의 성능을 입증하거나, 계통의 상호 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계획, 그리고 안전해석에 사용된 전선코드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실험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기 적절하게 수행되어 향후 안전성 판

단을 위한 인허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설계에서 고려된 어떠한 

사고 조건하에서도 요구되는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계통의 

적절한 성능에 의해 반응도 제어, 계통의 감압 능력, 노심노출 방지 능력, 잔열

제거 능력, 방사성 물질의 격납능력 등이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확보될 수 있

다는 것을 실험 혹은 해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에서 새로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피동계통은 계통을 단순화시키

고 높은 신뢰성에 의해 원자로의 안전성을 상당히 증진시키지만, 기술기준규칙 

제 44 조 신뢰성의 규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없다.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충분히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구조, 작동원리, 수행하는 안전기능을 고려하여 다중성․다양성․독립성 및 물

리적 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단일전력-단일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기능

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체형에 사용되는 피동안전계통은 성능입증 미흡과 운전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노심과 격납건물 열제거의 전반적인 성능이나 피동계통의 작동으로 인한 

열수력학적 현상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기준규칙 제 

44 조의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피동형 계통 및 기기의 성

능에 대한 해석과 기기 성능시험, 계통 종합시험 또는 충분한 범위의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해서 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동계통의 신뢰

성 또는 불확실성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현안과 관련하여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실증시험 계획 그리고 이의 이

행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입증관점에서 본 

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11) 사고 선원항의 계산

기존의 사고 선원항은 상당한 규모의 노심 용융이 일어나는 사고에서 핵분열 

생성물이 노심으로부터 격납건물로 유출되고 격납건물에서는 최대 허용누설률로 

환경으로 누출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의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특

성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발전소 부지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발전소 

계통의 설계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선원항은 지나친 보수성과 불확실한 방사선 핵종의 고려로 인해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왔다. 따라서, 신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실제적 핵

분열 생성물의 거동에 근거한 사고 선원항을 개발하여 설계에 적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에 근거한 사고 선원항은 사고 이후의 전개과정 동안 발전

소 성능을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에 예상했던 방사성 물

질 유출보다 적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저해요인 없이 설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일체형원자로 

설계에서도 SMART의 설계 및 안전 특성을 고려한 사고 선원항의 개발이 필요하



며, 이 경우 기존의 보수적인 사고 선원항과 가정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본설계를 종료한 SMART에서는 별도의 자체적인 사고 선원항을 개발한다

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존에 유사 발전소에서 개발된 

사고 선원항을 근거로 적절한 보수적 가정을 사용하여 일체형원자로에 타당한 사

고 선원항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보수적 선원항,  TID-14844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발전소 외부의 방사선학적 향을 최소화하는 설계목표를 달

성하고 대형냉각재파단사고를 설계단계에서 제거한 일체형원자로에 대해서는 적

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피동형 원자로에서는 사고 선원항의 상당부분이 피동적인 과정에 의해 이동되

고, 제거되므로 핵분열 생성물의 실제적 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과 다른 노심 성능, 피동안전계통의 능력 그리고 이중의 격납계통 

설계에 의해 상당히 다른 핵분열 생성물질의 거동 특성을 보여 줄 것이다. 따라

서, 일체형원자로의 핵연료 성능과 안전계통의 성능에 관한 자료들이 연구개발 

혹은 실증시험을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방사선 결말 해석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체형원자로는 부지 경계에서 24 시간 동안 주민 선량이 0.01 Sv을 초

과할 누적 빈도확률을 10-8/RY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비상소개를 불필요하게 설계

하는 것을 안전성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일체형원자로 설계에서 

실제적인 사고 선원항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유지하면

서도 사고 이후 방사선학적 결과를 상당히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핵분열 생

성물질의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에 근거한 발전소 거동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

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선원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체형원자로의 설계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핵연료의 설계특성, 격납용기의 성능 등이 분석되

고, 적절한 가상사고들이 분석되어진 이후에 가능하다. 특히, 노심손상 사고 이

후의 핵분열 생성물질의 거동 특성이 충분히 연구되어야 타당한 사고 선원항을 

계산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고 선원항과 관련하여 일체형원자로의 설계진

행에 따라, 이의 계산과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

고 선원항에 의해 향받을 수 있는 계통 설계, 관련된 안전요건들에 대해서도 

안전성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 사고 선원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 및 

변경을 위해 필요시 규제-설계개발 기관간의 의견 교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정상운전시 방사선원항에 대해서도 대형 원전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와 운

경험이 많아 선원항의 설정이 용이하나 SMART의 경우 가용한 데이터가 부족하

고, 3년의 장주기 운전으로 인한 냉각수의 방사능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운전중 안전성 확보

일반적으로 원자로시설의 운전 안전성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된다. 여기에는 

(a)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가동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성, 검사성 및 보수

성을 확보하고, (b) 원자로시설의 운전중에 작업종사자가 받게되는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에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노심을 비롯한 일차계통이 원자로용기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가동중시험, 가동중검사,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연료의 교체주기가 기존의 주기보다 연장될 경

우 주요 기기의 신뢰성 및 작동성이 기존 발전설비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 요구된

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운전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수

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체형원자로는 계통의 단순성과 피동형 안전계통의 채택에 따라서 기존 원자

로에 비해서 제어실 운전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운전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검토에는 제어실 운전원의 상대적

인 역할 감소에 따른 제어실 운전원 최소 인원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일체형원자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설계개념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그 운전특성

이 기존 원자로와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국내의 기존 원전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운전특성을 갖게 되는 일체형원자로의 운전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운전특성과 가동중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전절차서에 이러한 운전특성이 적절하게 반 되었

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13) 비안전계통의 규제방안

피동 안전계통을 채택하고 있는 원자로는 자연순환, 중력 혹은 저장된 에너지

원 등 자연적인 구동력을 이용하여 안전계통을 작동시킨다. 이러한 피동 안전계

통에 의해 수행되는 주요 안전기능은 발전소 과도 및 사고 상황에서 원자로 냉각

재의 보충, 노심의 붕괴열제거, 그리고 격납용기 건전성 확보 등이 있다. 피동 

안전계통은 전반적으로 계통을 단순화시키게 되므로 계통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증진에 기여한다. 그러나 피동형 원자로 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동 안

전계통의 작동이 요구되기 이전 조건, 즉 과도상태 시에는 일차적인 방어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안전등급의 능동계통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계통들은 기존의 경수형 원자로 설계에서는 안전등급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피동형 원자로에서는 피동안전계통의 도입에 따라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고 있

다. 비안전계통들은 설계기준 사고해석에서는 credit이 보장되지 않지만, 설계

기준 이외의 사고에서는 사고의 완화 혹은 노심손상의 예방을 위해, 즉 심층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피동안전계통의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사고가 보다 심각한 상황으

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층방어 기능으로서 사용되는 능동 비안전계통

은 발전소 전체 안전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피동형 원자로 설계에서는 비안

전 능동계통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NRC

와 사업자들이 비안전 능동계통들이 필요시에 작동 가능하도록 높은 신뢰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기준규칙 제 12 조 (안전등급 및 규격)에서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

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비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최근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근간을 두는 위험도정보가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분류방법에 의한 비

안전등급 설비들 중에서도 안전에의 중요도가 큰 경우에는 규제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비안전등급 설비의 안전에의 기여도를 감안

하여 기존의 안전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거나, 또는 안전에의 중요도가 높은 비

안전등급 설비의 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안전에의 중요도가 큰 비안전등급 설비의 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현행 안전

등급분류방법을 위험도 정보에 입각한 안전에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개



정하는 것은 현재로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의 중요도가 큰 비

안전등급 설비에 대하여 신뢰도 보증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안전에의 중요도가 큰 비안전등급 계통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비안전 기능 또는 계통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된 기능 및 계통에 대한 신뢰도 보증방안이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14) 디지털 기반 계측제어계통 현안

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은 발전소 장비와 공정들을 감시, 제어, 그리고 보호하

며 발전소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전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체형원

자로의 경우는 기존의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 대신에 다량의 데이터 처리에 이점

이 있는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의 설계 및 운전경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발전소 보호 및 제어계통에 디

지털기술을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공통모드고장을 일으킬 수 있

는 설계 및 프로그래밍 오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은 심층방어 개념에 근거하여 계통의 다양성, 다중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에 관계되는 것은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신

뢰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안은 디지털 계통의 사용에 따른 

공통원인 또는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만약 그 같은 고장이 발

생하더라도 계측제어계통의 기능 상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러므로 디지털시스템의 심층방어,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신뢰성, 그리고 원격정

지제어반의 안전등급 등과 같이 예상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안전현안이 설계단계

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보호계통, 데이터통신계통, 그리고 

경보처리계통 등의 원형에 대한 검증시험을 통해 설계적합성의 검증이 설계 단계

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15) 일체형원자로 제어실 인간공학설계 현안

신형 원자로의 인간-기계 연계 설계에서는 인적 오류에 의한 발전소의 사고유

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초기부터 체계적인 설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인적 오류의 최소화는 설계 단계는 물론 운  단계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체형원자로는 국내 최초로 설계되는 피동형 원자로이므로 일체형원

자로 제어실의 운전원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시험이 요구된다.

아울러 일체형원자로의 인간공학설계는 계통기능분석 및 직무분석, 운전조의 

구성, 인간-기계 연계 설계, 절차서 개발, 교육훈련, 확인 및 검증으로 이어지

는 제반 설계공정에 대해 설계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술기준규칙 제 45 조 (인적요소) 제 1 항에서는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있어 

인적요소가 체계적으로 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용되는 관례는 

인간공학설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다. 

일체형원자로는 기존의 설계경험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피동형 설

계 개념을 구현할 예정이므로 전면적으로 변화된 설계 개념에 입각한 계통의 기

능분석 및 직무분석이 요구된다. 설계자는 발전소와 계통 기능들의 분석, 계통의 

정보 흐름, 그리고 운전원과 정비요원에 의한 효과적이고 시기 적절한 직무 수행

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인간공학분석, 즉 기능 및 직무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

다. 

발전소 절차서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비롯한 운전보조물 개발에 사용된 방

법과 기준은 수용되는 인간공학 원칙과 관례들을 따라야 한다. 발전소 요원을 선

정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들은 피동형 안전계통 설계 개념을 고려하여 승인된 인

간공학 원칙과 관례들을 따라야 하며, 선정기준, 시험, 평가기법, 그리고 요원

의 교육훈련과 같은 사항은 체계적인 기능 및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

공학 원리 및 기준이 체계적으로 반 되어야 한다.

인간공학 설계검증을 위한 시험 및 평가는 전체 시험과 평가프로그램 범주 내

에서 통합된 노력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기준규칙 제 

45 조 (인적요소)에서 규정하는 체계적인 인간공학설계와 인적오류의 최소화를 

위한 제반 설계 고려사항이 반 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가동중 원자력발전소의 경보계통에서 발생한 최근 고장사례의 분석에 

의하면 경보계통의 전력공급장치가 단일고장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

지 경보계통에 관한 특정한 규제요건은 없는 실정이며, 개량형 및 피동형 원자로

에 대한 EPRI 사업자요건문서에서 주제어실의 설계와 관련하여 워크스테이션의 



방어수단 (예, 구획화, 내고장성, 신호검증, 자체시험, 오류점검, 그리고 감

시), 지시 및 제어설비에 안전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 설계요건은 경보, 지시, 그리고 제어 설비들이 한 개의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구현될지라도, 그 워크스테이션 내의 안전급과 비안전급의 회로들은 독립성 

및 분리 요건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보계통은 비안전급으로 고려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급 회로와 분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워크스테이션과 관련

된 전력장치에도 분리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향후 주제어실의 설계와 관련하

여 경보기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공학설계의 현안은 기본적으로 기술기준규칙 제 45 조 (인적요소)에서 규

정하는 바 체계적인 인간공학설계와 인적오류의 최소화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의 

반 을 통해 접근하여야 한다. 특히 일체형 제어실에 도입될 새로운 인간-기계 

연계 설비와 관련하여 산업계에서 제기된 미해결 안전현안 및 경보의 신뢰도 관

련 현안은 검증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운전원 역할 및 제어실 경보의 신뢰도 등을 포함하는 제어실 설계 관련 현안은 

피동형 안전계통의 설계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원전의 운전경험에 따른 현안을 

설계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운전원의 역할설정과 관련하여 제어실의 

원형을 이용한 광범위한 실증 시험을 통해 적합성의 검증이 설계 단계에서 확인

되어야 한다.

(16) 소외 비상계획의 적절성

일체형원자로는 심층방어 개념을 강화함과 더불어 소외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

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 비상계획지역을 축소하고 

그 이행 방법을 단순화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 안전성 증진에 따른 비상

계획의 단순화 혹은 제거는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어 왔던 비상계획 

관련 안전요건과 상충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상계획의 수립 및 이행은 심층방어의 최종 단계로서 설계에서 고

려된 사고보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방사선학적 재해로부터 공공 및 환경을 보호하

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비상계획을 단순화하더라도 

공공 및 환경에 대한 보호는 기존보다 향상된다는 확신을 제공해 주어야하며, 이

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발전소 비상상황 시에 소외 보호조치를 위한 지침으로서 보

호조치지침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PAG)을 초과하는 소외 피폭이 예

상될 때 소외보호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보호조치지침은 발전소 외부의 임의 지

점에서 소외피폭의 상한치와 하한치로 제시되고 있으며, 하한치는 1 rem 전신 

피폭, 5 rem 갑상선 피폭이며, 상한치는 5 rem 전신 피폭, 25 rem 갑상선 피폭

이다. 사고후 피폭선량이 250 rem 전신 피폭에 의해 제한구역의 경계가 설정되

는 것이 비하면 상당히 낮은 값으로, 상기 하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

상계획지역에서는 소외 비상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과거 미국 NRC는 연구용원자로 또는 핵주기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지침의 하한

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소외 비상계획을 요구하지 않았

던 경험이 있다. 

최근 중소형 규모의 일체형원자로, MHTGR, PIUS, PRISM의 설계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환경 유출 가능성을 극소화시킴으로서 비상계획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

안한 바 있다. 주요 단순화 내용으로는 비상계획 지역이 축소, 주민 공고 및 훈

련 등의 단순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NRC의 검토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 으며, 향후 건설 및 운 과 관련

한 인허가 단계에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에 대한 안전요건은 기술기준규칙 제 9 조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에 “원자로시설의 부지는 방사선 누출사고시 주민을 보

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 제 1998-13호 “발전

용 원자로 운 자의 방사선 비상계획수립 및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

다. 이 고시의 제2호 정의에서 “비상계획구역”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

질 누출 사고시 주민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

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약 8 ㎞ 내지 10 ㎞의 지역으로 

인구 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과 비상대책 시행상의 실

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와 비상계획구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구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설계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일체형원자로 그 안전성 목표로 부지 경계에서 24

시간 동안 주민 선량이 0.01 Sv을 초과할 누적 빈도확률을 10
-8
/RY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비상소개를 불필요하게 설계하는 것을 안전성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

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방사선원항 및 사고를 가정하 으며 여기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등의 거동을 신뢰성 있게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소외 비상계획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PAG의 1 rem (전신피폭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서 언급 또는 준용된 바가 없으나, SMART의 사고 해석이 타당성 

있게 평가될 경우 소외 비상계획을 단순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SMART-P와 같은 실증로의 경우, 타당성 있게 비상시 소외 향이 평가될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당해 시설의 소유주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SMART가 해수담수용/전력생산용 상업로로서 PAG에 따른 비상계획의 면제는 불

가한 경우에도, 안전성 증진에 따른 비상계획의 단순화로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 

제 1998-13호 “발전용 원자로 운 자의 방사선 비상계획수립 및 조치에 관한 기

준”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대응조치, 비상설비, 비상대응 태세 유지 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체형원자로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 

증진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의 축소,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결정적

으로 감소시키고, 사고후 방사능 유출 시간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는 발전소의 

능력 향상에 의해 기존의 비상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방안이 일체형원자로에서 제

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일체형원자로의 비상계획요건은 기존 비상계획규정, 10 CFR 50.47 

및 국내의 법령과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나, 향후 예상되는 비상계획의 단순

화에 의해 기존 안전규제요건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기존 발전용 

원전에 적용된 방법과 일관성 있는 검토를 거쳐 일체형원자로에 추가적인 혹은 

변경 가능한 소외비상계획 관련 기술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체형원자로 설계 안전성의 획기적인 증진으로 비상계획의 단순화

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설계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상세히 검토되어야 하며, 

비상계획 관련 안전규제요건 및 지침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현재 규제요건과 차이가 나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안전요건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17) 부지선정 관련 현안

원자력담수화발전소를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주변환경으로부터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원자력 시설로부터 주변환경과 공공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의 부지 적합성을 평가

하고 부지 및 주변환경의 인자를 설계와 운전 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일체형원자로의 이용개발 특성과 주변환경 인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담수화발전소는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과 다른 활용 특성, 

즉 전기 이외에 용수가 최종 생산물로 생산되어 인근주민, 공업단지, 농업단지 

등에 공급되며, 주변 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담수를 생산하므로 발전소 부지 및 

주변환경 특성이 달라 질 수 있다. 예로서 용수로 사용되는 해수 및 생산된 담

수의 방사능 오염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른 주변환경 인자가 설계

나 운전에 적절히 반 되고 부지의 적합성 평가에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부지환경관련 인자는 자연적 인자

와 인위적 인자 그리고 인문사회 및 경제적 인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인자에는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 수문학적 및 기상학적 특성 인자가 있으

며, 인위적 인자로는 교통, 산업시설 및 군사시설 등에 의한 화재, 폭발, 독성 

화학물 및 가연성 물질의 배출 그리고 비행물체의 충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

문사회 및 경제적인 인자로서는 인구분포 및 도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부지 선정 시에는 이러한 인자들에 의한 심각한 외부사건의 발생 가능

성과 규모, 그것이 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칠 수 있는 향을 분석해야 하며, 발

전소가 인근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사능에 의한 재해를 가능

한 한 낮게 설계, 건설,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부지 요건과 관

련된 설계요건으로는 외부 자연현상에 대한 설계기준, 외부 인위적 사건에 대한 

설계기준, 그리고 인구 및 비상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설계기준이 있다.

기술기준규칙에 따르면 부지의 적합성과 관련된 부지환경 요소는 지질 및 지

진, 위치제한 (인구 집지역 및 주민 피폭선량한도), 기상조건, 수문 및 해양, 

인위적 사고에 의한 향의 5 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담수화용 일체형원자로는 활용 특성상 인구 혹은 산업시설이 집한 지역 근거

리에 설치되어 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전력생산 만을 목적으로 하

는 상업용 원자로에 비해, 부지환경 인자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담수화용 원



수로 사용되는 해수와 생산된 담수의 방사능 오염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발전소 주변의 인위적 재해 가능성에 대한 재해인자 평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부지 환경인자의 선정 및 평가는 원자력 설비

의 심층방어 방사선방호 전략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설계와 부지선정에 적절히 

반 되어 원자력 설비의 안전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평가 

인자, 즉 발전소 주변 제한구역의 설정 및 인구 집지역과의 이격과 같은 위치제

한 그리고 자연재해나 인위적 사고와 같은 외부인자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부지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안전규제요건

은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있다 할 수 있으며, 원자력담수화발전소에도 적용 가능하

다고 본다.

원자력담수화발전소가 해안의 산업시설 혹은 주민거주지역에 근접하여 설치 및 

운전될 경우,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에 비해 인위적 사고에 의한 외부기인 인

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자연재해 중에는 설치 위치에 따라 수문

학적 재해인자가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담수화용 원자력 발전

소에 대한 과거 운전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부지선정 시에도 세심한 주의 필요하며, 이

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8) 사전안전성 평가 절차

국내 원자력법이 지난 2001년 1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함)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경우 기존의 건설허가, 운 허가의 2 단계 인허가 절차 외에 표준설계인

가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며, 설계의 표준화를 

통해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원자력법 제 12 조의 2에 따르면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시설을 반복적으

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설계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의 경우도 발전용 원자로시설로서 표준설계인

가를 받아 국내에서 반복적인 건설을 하는 경우나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표

준설계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설계개념의 원자로에 대해 건설 및 운  허가 이전에 연구단계에서 설

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새로운 설계에 대한 조기 안전성 검토 및 확

신을 얻고자 사전안전성검토가 APR1400에 대하여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표준

설계인가 제도만 법제화되어 사전안전성검토 제도는 정식 법적인 근거는 없으므

로 과기부, 규제기관, 및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행정명령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러한 사전안전성검토를 통해 안전 쟁점현안을 사전에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

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사전안전성 검토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가 종료되는 일체형원자로 설계와 관련하여 2002년 4월부

터는 기술의 검증을 위하여 검증용 발전소 SMART-P의 개발 및 건설이 2005년   

3월에 건설허가 취득을 목표로 수행될 예정이다. SMART-P는 향후 건설될 일체형

원자로의 안전성 및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의 원형로이며 그 부산물로서 전

력생산도 계획하고 있어 발전용과 연구용 모두에 걸친 중간적인 원자로시설이므

로 현행 원자력법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인허가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간적인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절차와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실

정이다.

신규로 도입된 표준설계인가 제도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전안전성검토제도를 

고려하여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 2 단계 인허가 제도와 표준설계인가 및/혹은 사전안전성검

토를 포함한 다음 3 가지 인허가 절차가 가능하다. 

(a) 건설허가심사 ⇒ 운 허가심사

(b) (사전안전성검토) ⇒ 건설허가심사 ⇒ 운 허가심사

(c) (사전안전성검토) ⇒ 표준설계인가 ⇒ 건설허가심사 ⇒ 운 허가심사

표준설계인가를 받거나 건설허가를 바로 받기 이전에 설계의 인허가성을 확인

하므로써 건설허가 심사나 운 허가 심사시 인허가현안으로 도출되는 설계변경이

나 검증 요구로 전체 허가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b) - (c)의 절차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

관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조기 안전성 평가와 확신을 위해 적절

한 인허가 절차가 현재 국내법 및 관행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은 발전용과 연구용으로 구분되어있고 

인허가 절차도 발전용의 경우는 2 단계 인허가절차 (제 11 조 및 제 21 조)를, 

연구용의 경우는 건설․운  단일허가절차 (제 33 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은 연구용과 발전용 모두 같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으로서 기술기준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일체형원자로는 설계특성, 열출력 

및 활용목적을 고려해 볼 때 발전용 원자로시설에 속하므로 기존의 2 단계 인허

가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때 사전에 표준설계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만약 조기 인허가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전성검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

나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 및 규제기관과의 협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의 심의 등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규제기관과의 원

활한 의견교환과 더불어 인허가의 효율성 및 안정화 등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19) 보호용기내 기기 환경 검증

SMART의 안전보호용기는 냉각재상실사고시에 유출되는 냉각재를 가두어 원자로 

노심이 항상 물 속에 잠겨있도록 하여 노심 냉각능력을 확보해 주며, 잔열제거계

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과 더불어 냉각수의 누출을 제한하여 운전원에 의

한 복구조치 없이 72 시간 동안 노심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설계에 의하면 안전보호용기의 설계압력 및 온도는 3 ㎫ 및 25

0℃ 로 선정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상용원자로의 환경조건보다 훨씬 가혹한 것

으로서 안전보호용기내에 설치되는 기기들의 내환경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SMART 원자로의 안전보호용기내에는 가압기 안전밸브, 안전등급 계측 케이블,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충수계통 차단밸브, 안전보호용기 차단밸브 등이 설

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기들이 안전보호용기의 환경조건을 지탱하고 필

요한 시기에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기술기준규칙 제 15 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

적 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준규칙 제 40 조는 원자로 가동기간중 성능유지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부품은 그 성능을 경험에 의한 방법, 해석에 의한 방법, 또는 시험에 의

한 방법중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한 후 원자로시설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기준규칙 제 15 조 및 제 40 조에 의거 안전보호용기내에 설치되

는 기기들의 환경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검증과 관련된 구체적 기

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20) 신형 I&C 계통의 환경검증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환경적 조건에 의한 

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기존 I&C 설비들은 

최근 컴퓨터-기반 디지털 I&C 계통 또는 신 아날로그 계통으로 교체되고 있다.  

이들 진보된 기술들은 기존의 I&C 계통과 비교하여 온도, 습도, 전자파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EMI)  및 방사선 등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

로 디지털 I&C 또는 신형 아날로그 기술을 채택하는 계통 또는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경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SMART 원자로의 CEDM 설계에 의하면 전자

기장 유발로 인한 상호 간섭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SMART 원자로 MMIS 기본설계에 의하면 디지털 I&C 계통에 대한 설계요건 및 

연계요건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환경 관련 설계요건이 개발될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재로서는 온도, 습도, 전자기파 및 방사선 등 구체적인 내환경 

설계요건 및 관련 설계현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 현안에서 논의

되는 환경검증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SMART 원자로의 제어봉 배치 기

본 설계에 의하면 거의 모든 핵연료집합체에 제어봉집합체를 삽입하도록 설계되

어 있는데, 이 경우 CEDM 간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이 좁은 배치로 인해 강

력한 자장을 필요로 하는 선형펄스모터 구동형 CEDM들간에 전자기장 간섭이 유

발될 수 있다. 설계자의 자기장 세기 계산결과에 의하면, 형성되는 자기장은 작

은데 (0.0006 Telsa) 반해 선형펄스모터 구동에 필요한 자기장은 비교적 큰 값 

(1.4 Telsa) 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자기장 간섭과 관련된 규

제요건은 현재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기준규칙 제 15 조 (환경 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와 제 40 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를 적용할 수 있다.

CEDM에 의한 전자기장 유발문제에 대해 설계자는 자기장 세기 계산결과의 제시

를 통해 간섭 향은 없다고 하지만, 전자기장 간섭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환경 향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용가능한 전자기파 환경 향 

검증기준은 2000년 1월에 발간된 USNRC Reg. Guide 1.180 (Guidelines for  

Evaluating Electromagnetic and Radio-Frequency Interference in Safety- 

Relat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와 관련 IEEE 기술기준 등이 

있다. 따라서, 동 기술기준에 근거한 환경검증을 통해 간섭 향이 없음을 입증하

여야 할 것이다.  

규제요건과 관련해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 조 및 제 

40 조의 세부기준으로서 디지털 I&C 계통의 환경검증과 관련된 상세한 규제입장

의 개발이 필요하다.

(21) S/G 세관 가동중검사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필요한 신뢰성을 갖고 시

설의 전체 수명기간동안 주어진 안전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들은 발전소 수명기간에 걸쳐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한다. SMART 원자로의 경우 기존 원자력시설과는 

다른 설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헬리컬 코일 (Helical Coil) 

형의 증기발생기 세관이다. 이 설계는 국내 기존 원자력시설의 증기발생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U-자형 세관에 대해 수행하는 가동중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안전성 검토가 요구된다.

SMART의 증기발생기는 일체형 개념에 따라 원자로용기 내부에 설치되며, 전열

관은 나선형 전열관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12 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4 

개의 섹션으로 구분하고 각 섹션의 이차측에 on-line 방사능 검출장치를 설치하

여 전열관을 통한 일차 냉각재 누설시 해당 섹션의 급수 및 증기 배관을 차단하

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일체형원자로 설계상의 제약 및 증기발생기의 구조특성으로 인하여 현

재의 기술로는 증기발생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개별 전열관에 대한 가동중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

조적 건전성‧누설 봉‧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

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규칙 제 41 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제 1 항에 위배된다. 설계자는 전열관을 통한 일차 냉각재 누설을 감지하기 위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특정 전열관에서 누설이 발생할 경

우 누설이 발생하는 전열관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누설이 발견된 섹션 전체

를 격리시켜야 한다. 가동중검사의 목적은 발전소의 보수정지 기간 동안 주요 기

기에서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하여 보수 또는 예방대책

을 세움으로써 발생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하여 설계자

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이미 발생한 사고를 탐지하는 것이므로 가동중검사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열관에 대한 가동중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원자로에서도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열관을 통한 일차 냉각재

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해서 on-line으로 누설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설계자가 제

안하고 있는 방법이 가동중검사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전열관에서의 

누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전열관 만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증기발생기

의 1/4을 격리시켜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력운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열관에 대한 가동중검사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현안에 대해서는 기술기준규칙 제 41 조에 의거하여 예상가능한 고장에 대

비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가동중검사 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규제요건 관점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

로서 세관 건전성 세부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세부기준에는 구

조건전성 성능기준 (완전파단에 대한 안전율 강화) 설정,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으

로 인한 노심손상빈도 제한 (다중세관 파단확률 포함), 가동중 누설률 제한치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체형원자로 일반안전요건 구성방향

가. SMART 원자로 일반기준으로서의 과학기술부령 제 31 호

원자력시설의 인허가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규제요건은 통상 일반기준, 상세기

준, 및 규제지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부지승인, 건설허가, 운 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 등의 인허가 단계를 고려할 때, 각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안전수



준에 부합하도록 규제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SMART 는 담수생산

이라는 부수적 목적이 있긴 하지만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용 원자로시설로 분류되

므로, 원자력법 제 11 조 (건설허가), 제 21 조 (운 허가), 제 12 조의 2 (표

준설계인가) 등이 적용되며, 각 인허가 단계별로 허가기준으로서 원자력법 제 12 

조 및 제 22 조가 적용된다. 이 허가기준으로서 미국의 10 CFR 50 Appendix A 

일반설계기준 (General Design Criteria : GDC) 과 동등한 수준의 국내 기술

기준인 과학기술부령 제 31 호가 2001년 8월에 마련됨에 따라, SMART 원자로 설

계관련 현안별로 그 부합성을 논의한 바 있다.  

부령 제 31 호의 기술기준들은 위치, 구조․설비 및 성능, 운 , 그리고 품질

보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의 GDC와 비교하면, 유사기준들의 통합을 통

해 기준 이행의 효율성 제고, 성능 및 운 분야 기준의 설정 등의 측면에서 미

국의 기술기준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령 제 31 호는 SM

ART 원자로 인허가시 안전성평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SMART 원자로 인허가를 위해 추가개발이 필요한 일반기준

일체형원자로 설계 안전특성에 대한 분석, 적용 가능한 안전규제요건의 분석, 

그리고 신형원자로와 관련된 안전현안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21 개 안전현안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 제 31 호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규칙”에의 부합 여

부를 평가한 바, 다음의 요건들이 추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원자로와 다른 설계 및 재료 특성에 대한 입증 관련 요건

○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설계기준 초과사건 관련 일반 요건

○ 원자로보호용기 관련 규제요건

○ 다목적용 원자로의 타 설비로의 방사성물질의 유출 방지 관련 요건 

○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성능기준 및 누설 제한

치 요건 

○ 안전에의 중요도를 고려한 안전등급 분류 요건

현재 안전현안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도제어계통, 증기발생기 세관 가동중검사 등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준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체형원자로의 보



호용기/격납건물의 기능정립과 관련하여 관련 규제요건의 적용문제가 세 히 검

토되어야 한다. 

5. 안전현안 평가 요약 

최근까지 국내외 중소형 규모 일체형원자로의 운전 및 개발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SMART 원자로의 새로운 설계개념과 안전특성을 분석하 다. 다음

으로 일체형원자로를 이용한 원자력담수화발전소에 대한 설계 개발 그리고 안전

성 평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관련 안전규제요건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 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안전특성과 기존 안전규제요건을 근

거로 향후 설계 안전성 평가 시에 예상이 되는 쟁점사항, 즉 주요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가능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일체형원자로의 설계개발을 안

전성 측면에서 지원한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원자력담수화발전소의 최종 생산물은 전기와 용수가 

된다. 용수를 생산하기 위해 인근 해안의 다량의 해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원

자력담수화발전소의 최종 생산물 사용자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방사성 

물질의 오염 가능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오염 가능성도 무시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체형원자로와 담수화 설

비는 증진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새로운 안전개념을 도

입하고 있다. 노심의 고유 안전성, 안전계통의 피동특성, 주기기의 일체형 배열, 

그리고 안전보호용기를 채택한 이중 격납계통은 대표적인 안전특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 시설의 적절한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원자력 설비에 도입되

는 기술이 적합한 해석, 시험 및 경험에 의해 입증된 기술로서 도입되어야 하므

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기존 발전용 원자력 시설의 설계에 적용되었던 안전규제요건은 원

자력담수화 시설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체형원자로에 특이

한 설계와 안전개념에 따라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설비들에 대해서는 기존

의 안전요건을 적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관련 안전요건을 수

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수화 설비와 연계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인 안전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IAEA



에서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담수화발전소에 대한 기술 및 안전요건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후 SMART의 설계개발 진행에 따라 이를 참조하여 안전

성 평가에 필요한 안전요건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력담수

화발전소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안전요건은 기존 발전용 원전의 규제요건이 기본

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일부 일체형원자로 특이한 설계와 담수화 설비와 

연관된 안전요건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기존의 안전요건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특성과 기존의 안전규제요건을 근거로 일체형원자로와 관

련된 안전현안을 도출하 다.

(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제시한 개량형 및 피동형 원자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인증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요건과 차이가 나거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약 52 개의 안전현안에 대하여 일체형원

자로에 적용 가능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 다.

(b) 원자력담수화발전소의 신규 설계개념, 기존의 안전규제요건, 그리고 신형

원자로 설계에 대한 안전쟁점현안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체형원자로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안전현안을 도출하 다. 이는 일체형원자로 

설계뿐만 아니라 안전성 평가시에도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

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21 개의 현안이 일반적인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도

출되어 설계자에게 제시되었다. 각 현안에 대한 배경과 SMART 설계현황 

및 과학기술부령 제 31 호에의 부합성,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의 향후 

고려방향을 논의하 다.

최근에 전면 개정된 기술기준규칙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체형원자로의 

인허가시 안전성평가의 일반기준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요건들을 

추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준규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도제어계통, 증기발생기 세관 가동

중검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조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일체형원자로 설계의 조기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안전성 평가 단계에서 검토자에게 좋은 기술적 참조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

로 기대한다.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과제의 2 단계 연구개발 최종목표는 SMART 기본설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

가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해석방법론과 해석 전산코드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성

능 및 안전해석 기술을 고유화하는 것이다. 또한, SMART 기본설계 개발 업무에 

대한 설계분야간 상호 연계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기본 설계 개발 업무를 종합

하고 총괄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 가지의 세부 목표를 정립하 으며 첫 번째 세

부 목표는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해석방법론 및 코드개발이다. 이 중 해석방법론 

개발은 9 가지 운전모드 별로 설계기준사건/허용기준을 체계화하고 분석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 SMART 성능해석 방법론 개발과 SMART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의 

분류/허용기준, 분석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을 완료함으로

서 목표를 달성하 다. 또한, 나선형 증기발생기 모델 등 일체형원자로 관련된 9 

종의 열수력 모델 및 기기모듈을 장착한 TASS/SMR 코드를 개발하 고, TASS/  

SMR을 근간으로 한 SMART NPA를 개발함으로서 코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다. SMART의 성능/안전성 확인을 위해 개발된 성능/안전해석 기술체계, 즉 계통

과도기 해석 코드 및 해석 방법론의 독자적인 개발은 아직까지 국내 산업계에서 

계통과도기 해석코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안전해석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기술 수준을 한 차원 높이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계의 안전해석 코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파급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SMART 고유의 안전해석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은 안

전해석기술의 고도화를 이룩한 것으로서 기술적 우위성 확보 및 국제 경쟁력 확

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세부 목표는 SMART에 대한 계통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출력증감발운전 등 12 종/약 80 cases의 SMART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해

석을 수행하여 완료하 으며,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등 19 종/약 1500 cases의   

SMART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건/사고를  해석함으로써 달성하 다. SMART에 대해 

수행된 계통 성능/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는 해석 코드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성

능 및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한 것으로서, 이는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안전

성 평가 기술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



며 또한, 계산 결과로 확인된 SMART의 진일보한 안전성은 일반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 세부 목표는 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열수력 실험이다. 

이는 노심유동분포 실험장치의 기본설계 및 자기가압기 성능 실험장치 개념설계

를 완료하고,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를 설계/제작/실험 및 결과 

분석하여 임계유량 모델을 검증함으로서 목표를 달성하 다. 비응축가스 이상 유

동 임계유량 실험시 정압 유지를 위해 채택된 압력 Feedback 제어 계통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서  실험의 정 도를 한 차원 높인 독특하

고 우수한 실험 기술로 평가되어 실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 다.  

네 번째 세부 목표는 SMART 기본설계 개발 종합 및 총괄로서, 개발 공정을 종

합관리하고, 국내외 기술협력 관리를 수행하 으며, 연차별 평가시에 제시된    

SMART 경제성 평가 및 SMART 원자로 계통에 대한 PSA 예비평가를 수행함으로 목

표를 달성하 다. SMART 경제성 평가는 평가 방법 및 결과가 ‘한국-인도네시아-  

IAEA 국제공동연구’의 기본 자료로 사용될 예정으로 SMART 기술의 해외 수출 가

능성을 높여주었다.   

다섯 번째 세부 목표는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로서 이

는 KINS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일체형원자로 관련 52 개 안전요건을 분석

하여 20 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기술적 해결방안 강구하 으며, 안전요건 개발

방향을 수립함으로서 목표를 달성하 다.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현안 도출 및 안전

요건 개발방향 수립 연구는 SMART 기본설계 개발과 병행하여 수행했기 때문에 

조기에 SMART의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

과는 기존 상용로와 본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규제 방향 설

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활용되며, 이는 사전 안전성 확보와 인허가 실현성을 

증대시킨 것으로서 SMART 상용화시 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충분

한 시간에 걸쳐 인허가가 이루어지도록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의 원

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과제 2 단계 연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SMART 

기본설계의 성능과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해석방법론과 

해석 전산코드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성능 및 안전해석 기술을 고유화하 다. 또

한, SMART 기본설계 개발 업무에 대한 설계분야간 상호 연계가 차질없이 수행되



도록 기본 설계 개발 업무를 종합하고 총괄함으로써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제 2 단계에서 개발된 코드와 방법론은 차기 단계에서 수행예정인   

SMART-P의 건설 허가 획득을 위한 인허가용 안전해석코드 및 안전해석 방법론의 

원형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본 단계에서 수행된 안전해석 결과는 SMART 일

차계통 안전밸브의 개수 및 크기, RCS 펌프의 코스트다운 특성 및 원자로 정지

신호의 종류 및 설정치를 결정토록 하 고, PSA 예비 평가와 더불어 SMART-P의 

특성 결정 및 안전계통 설계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또한, 노심 유동분

포 실험과 자기 가압기 성능 실험은 SMART-P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험 항목으로 본 단계에서는 각각 기본 설계와 개념 설계가 완료된 상

태로 SMART-P의 안전성 검증 실험이 시행되면 곧 바로 활용될 것이다.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되는 SMART는 기본설계 개발 기간에 원자로계통 개

발의 중요 기술인 Integration 기술을 향상시켰다. 본 단계에서 축적된 경험은 

SMART-P 설계의 종합적인 공정/기술 관리에 활용될 것이다.  

KINS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된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현안 도출 및 안전요건 개발

방향 수립 연구는 SMART 기본설계 개발과 병행하여 수행했기 때문에 조기에    

SMART의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기

존 상용로와 본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규제 방향 설정이 적

기에 이루어지도록 활용되며, 이는 사전 안전성 확보와 인허가 실현성을 증대시

킨 것으로서 SMART 상용화시 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시간

에 걸쳐 인허가가 이루어지도록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의 원자력 발

전소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룩한 안전해석기술의 다양화 및 고도화는 기존

의 발전용 원자로 및 신형원자로의 안전해석기술 고도화에도 활용 가능하며, 특

히, SMART-P 건설 허가 획득을 위한 안전해석에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해

석 인허가를 위해서는 해석에 사용되는 각 종 코드 체계의 사전 인증 획득이 반

드시 필요하며 안전해석에 필수적인 주요 전산코드의 인허가에는 많은 전문 인력 

및 예산과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기본 인증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인 SMART-P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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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기준 사건 및 사고를 선정하고 개발된 해석 코드체계와 해석방법론

을 적용하여 성능분석과 안전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종합하여 SMART 기본설계에 대한 성

능과 안전성을 평가하 다. 일체형원자로 계통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열수력 실

증시험 중 노심유동분포 시험과 자기가압기 성능시험 설비에 대한 실험장치 설계업무를 수행하 으

며, 비응축개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은 실험장치의 설계, 제작 및 실험을 완료하고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비응축개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모델을 검증하 다. SMART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를 수행하 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공동

연구로 SMART의 주요 안전현안을 조기에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인허가의 안정성

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SMART 기본설계의 분야별 목표업무, 공정관리업무와 

SMART 발전-담수 플랜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 다.

 주제명키워드  일체형원자로, 안전해석, 성능해석, 임계유량실험,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안전현안, 경제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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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e state-of-the-arts for the integral reactor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afety features.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SMART were assessed 

using the technologies developed during the study. For this purpose, the computer code 

system and the analysis methodology were developed and the safety and performance 

analyses on SMART basic design were carried out for the design basis event and 

accident. The experimental facilities were designed for the core flow distribution test and 

the self-pressurizing pressurizer performance test. The tests on the 2-phase critical flow 

with non-condensable gas were completed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assess the critical 

flow model.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PSA)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safety 

level and to optimize the design by identifying and remedying any weakness in the design. 

A joint study with KINS was carried out to promote licensing environment. The generic 

safety issues of integral reactors were identified and the solutions were formulated.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SMART desalination plant and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cess control were carried out in the scope of the study.

  Subject Keywords  Integral reactor, Safety analysis, Performance analysis, 

Critical flow test with non-condensable gas,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Safety concern, Econom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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