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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재 목 

원자력 안전정보 해석 및 방사선원항 분석 프로그램 개발 

11. 연구채발의 목적 및 훨요성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방사선 비상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웅하기 

위해서는， 사고시 발생하는 방사선원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측하고 이들 

방사선원항이 인칸을 포함한 환경에 미치에 영향올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개발되어오고 있는 CARE 시스템은 발전소별 안전정 

보를 수집하는 안전정보망시스랩 (SIDS)과 안전정보로부터 선원항을 계산하 

는 온라인 방사선원항평가시스템 (STES， Source Term Estimation System) , 

방사선원향으로부터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시스템 (FADAS)으로 

이루어져 었다. 그러나 현재 SIDS와 FADAS를 연계해주는 방사선원항 계산 

시스템인 STES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방사선 재난에 실시간으로 정 

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DS 

와 FADAS 사이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발전소 운전정보 

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사고상태를 파악하고 방사선원항을 평가 

하는 STE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1차년도에는 Westinghous 900MWe 

급 원전인 고리 3， 4호기와 영광 1 ，2호기를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은 발전소 비상시에 사고수습 및 지원목적인 안전변수 

표시시스랩 (SPDS)의 운전원지원시스템 (OACS)에서 사고 시 발전소에서 필수 

적으로 감시해야 할 안전변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들 변수를 CARE 시스랩 



에 막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압중수로 원전인 월성 원전에서는 아 

직 안전변수표시시스랩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월성 2호기를 대상 

으로 안전정보시스템 (SIDS) 개발에 착수하였다. 

월성 2호기 SIDS 개발을 위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 ,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 보고서， 비정상 운전지침서 (AOM) , 월성원전 비상계획서， 

디지탈제어 전산기 (DCC) 기록변수 동의 설계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변 

수를 선정하고 안전정보화면을 구성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압경수로용 방사선원항 계산 프로그램 STES 개발 

• 온라인 방사선원항 계산 프로그램 개발 

. STES와 SIDS/FADAS 사이의 연계 

· 방재훈련 및 프로그램 검중용 오프라인 방사선원항 DB 구축 

• 월성 원전용 CARE 시스템 구축 

• 안전정보시스템 (SIDS)용 안전변수 선정 

· 안전정보시스랩 (SIDS) 안전정보화면 설계 

· 발전소 상태변화 경보로직 개발 

IV. 연구개발결과 

본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수행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발전소 안전정보를 표시해주는 SIDS 시스템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안전정보 

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상태를 파악하고 발전소 상태에 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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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방사선원항을 계산하는 온라인 방사선원항 계산 프로그램 (STES)을 

개발하였으며， 이들 방사선원항을 FADAS에 제공하는 연계 과정을 구축하 

였다. 

• 방사선 방재 훈련 혹은 데모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사선원항 DB 

를 구축하였다. 본 DB에는 발전소의 특성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와 이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선원항이 포함된다. 

· 월성 2호기에 대하여 각종 셜계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기능을 분석하였 

고 CARE 시스템에 필요한 안전변수를 선정하였으며， CARE 시스템 안전정 

보화면을 구성하였다. 또한 발전소 상태변화시 CARE 사용자에게 경보를 

전해주는 로직을 개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 온라인 방사선원항 계산 프로그램; SrDS 시스템과 FADAS 시스템 사이의 
연계과정을 구축함으로써 전체 CARE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동시키는데 
사용된다. 

· 오프라인 방사선원항 DB; 발전소 부지별 방사선 비상훈련시에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원항에 따라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훈련에 사용될 수 있으 

며， 시스탬 작동을 데모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월성 안전변수와 안전정보 화면; 월성 2호기에 대한 srDS 안전변수 선정 및 
안전정보화면올 구축하므로써 월성원전에 대한 CARE 시스랩 구축의 기초 
를 제공하였다. 



SUMMARY 

1. Project Tit1e 

Analysis of Safety Inform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Development of the Source Term Estimation Program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cope with the radiological accident in nuclear power plant rapidly and 

accurately,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radiological source term and its 

effect to environment including human beings speedily and precisely for 

the proper countermeasure of emergency plan. For this purpose, CARE 

(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 for the Radiological Emergency) 

system has been developed at KINS since 1995 which consists of SIDS 

(Safety Information Display System) , STES (Source Term Estimation 

System) and FADAS (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However, the STES which is the bridge between the SIDS and FADAS 

is not developed yet.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he 

environmental effect of radionuclide in on -line, and it is very difficult to 

respond rapidly and properly to the radiological emergency. For this 

reason, the development of STES which can estimate source term in 

on-line using the on-line safety information, i.e, SIDS is started this year. 

In this first year of project, STES for the Kori 3&4 and Young-Gwang 

1&2 (Westinghouse 900 MWe Nuc1ear Power Plants) is developed. 

In the PWR plants, the essential safety parameters are recorded and 

stored for accident monitoring in the OACS (Operator Aid Computer 

System). Therefore, these parameters can be directly applicable to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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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But, there is no OACS in the Wolsong nuc1ear power plants 

(PHWRs). For this reason, SIDS for Wolsong Unit 2 is developed. 

Through the first year, the safety parameters have been selected and the 

safety information display screen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FSAR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report, AOM (Abnormal Operating ManuaD, the emergency plan and the 

parameters of DCC (Digital Control Computer) of Wolsong plant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Following detailed contents of the study will be performed . 

. Development of STES for PWRs 

. Development of the on-line source term estimation program 

. Development of the interface between STES and SIDS!FADAS 

. Development of the off-line source term database 

. Selection of safety parameters and development of safety information 

display screens for SIDS system for Wolsong Unit 2 

. Selection of safety parameters for SIDS system 

. Design of safety information display screens 

. Development of alarm logic for plant status change 

IV. Resu1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primary results of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The on-line source term estimation program, STES is under 

development. STES can estimate the source term in real-time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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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provided by SIDS which displays the safety 

inform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interface which can give 

source term to FADAS , is also under development. 

. Off-line source term database is also under development for the drill of 

radiological emergency and vaildation and verification of STES system 

including FADAS. There are accident scenario, accident consequences 

and radiological source term in this off-line database. 

. The safety parameters are selected and the safety information display 

screens are developed based on the FSAR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report, AOM (Abnormal 

Operating ManuaD, the emergency plan and the parameters of DCC 

(Digital Control Computer) of Wolsong plants. 

v. Application of Results 

. On-line STES Program; 

By interfacing of STES with SIDS and FADAS , the CARE system can 

work properly on -line . 

. Off-line STES DB; 

This can be used in the drill of radiological emergency based on the 

source term database and can be used in the demonstration of CARE 

system performance. 

. SIDS safety parameters and display screens for Wolsong Unit 2; 

These can b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ARE system for W olsong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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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용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업무가 수행되었다. 먼저 고리 3，4호기 및 

영광1，2호기에 대한 온라인 방사선원항 프로그램 개발과 월성2호기에 대한 

CARE 시스댐 구축을 위한 안전변수 선정 및 안전정보화면 구성작업이 이 

루어 졌다. 

1979년 TMI-2 사고 이후 미국은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 

행하여 이들 연구결과를 원전의 셜계와 운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특 

히 방사선 비상훈련용 시나리오 개발시 중대사고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방사선 비상훈련시 가상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웅하기 위 

해서는， 사고에 따른 발전소의 거동을 표시하는 발전소 운전변수와 방사선 

원항l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의 확산범위 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 경우 사고해석을 통한 방사선원항이 아닌 보수적인 셜계기준사고(DBA) 

시 방사선원향인 TID-14844를 방사선 비상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이 방사 

선원향은 너무 보수적이며I 발전소 상태에 따른 방사선원항올 나타낼 수 없 

고， 사실성이 떨어지며 온라인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올 가지고 있다. 

또한 규제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991 

년 국내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비상대웅얼비 (ERF)의 셜치 현황올 점검하 

고 발전소에서 사고로 방출될 수 있는 잠재적 방출량 및 방사선원항의 결정 

이 가능해야 한다고 결론짓고l 발전소 별로 방사능 측정장치 혹은 기타 측 

정장치를 통해 방사선원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방사능 재해시 기술지원본 

부 역할올 담당하고 있는 KINS 내에 기술지원용 전산 tool로서 CARE 시스 

댐의 개발이 요구되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방사능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CARE 시스템 체계가 수립되어 1995년부터 지금까지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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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던 중이다. CARE 시스템은 발전소별로 안전정보를 수집하는 안전정 

보망시스댐 (SIDS)과 안전정보로부터 선원향을 계산하는 방사선원향 평가시 

스탬 (STES)， 방사선원항으로부터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시스탬 

(FADA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y 이들 시스템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방 

사능 재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있다[그림 

2.1-1]. 그러나， 현재 SIDS와 FADAS를 연계해주는 방사선원항 계산 시스댐 

인 STES가 구축되지 않아서 실제 재난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 

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I 본 연구에서는 SIDS와 FADAS 사이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옹라인으로 발전소 운전정보를 받아서 이를 바탕 

으로 발전소의 사고상태를 파악하고 방사선원향을 평가하는 STES 시스탬 

개발에 착수하였다. 본 1차년도에는 Westinghous 900MWe급 원전인 고리 

3, 4호기와 영광 1，2호기를 기준으로 온라인 방사선원항 분석프로그램 STES 

를 개발하였다.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은 'TMI 후속조치’ 요건의 하나로 발전소 비상시에 사 

고수습 및 지원목적인 안전변수표시시스템 (SPDS)의 하나인 운전원지원시스 

댐 (OACS)이 개발되어 있다.OACS에서는 사고 시 발전소에서 필수적으로 

감시해야 할 안전변수들이 기록 및 저장되고 있어서 이들 변수를 KINS의 

CARE 시스템 개발에 막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가압중수로 원전인 월성 원 

전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원지원시스탬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월성 2，3，4호기의 상업가동으로 발전소 제어용으로 쓰는 DCC 컴퓨터 

에 저장되는 운전변수를 Server PC에 복사하여 감시용으로 쓰고자 하는 시 

도가 월성2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KINS에서는 이에 발 맞추어 월성2호 

기 Server PC에 기록되는 운전변수를 받아서 SIDS 시스탬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각종 설계자료를 분석하여 안전기능올 정의 

한 후 안전정보화면 설계 및 안전변수 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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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사선원항 분석 기술 개발 

(고리 3, 4호기 및 영광 1, 2호기) 

제 1 절 기존의 방사션원항 관련 연구 현황 

1. 사고 결말 연구 (WASH-74이 

경수로형 원전에서의 사고시 방사선원을 평가하기 위한 첫 시도는 BNL 

(Brookhaven Natioanl Lab.)에서 수행한 사고결말 연구로서 1957년 3월 미 

원자력에너지위원회 (AEC)는 ”대형원자력발전소 주요 사고의 이론적 가능 

성과 그 결말" (WASH-74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제출했다. 당시의 기술 

과 지식 수준은 원전 사고 발생 확률과 그 결말을 체계적으로 명가하기에는 

자료 및 방법론에 있어서 매우 미숙한 상태에 있어서 그 보고서에는 손상 

상태 (Hazard State)를 심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고 그 발생 

확률과 결과를 공학적 판단에 따라 임의 평가하였다[표 2.1-1]. 

WASH-740 연구 결과는 이후 TID-14844 연구 빛 10CFR100 (부지선정기준) 

제정에 큰 영향올 미치게 되었는데 I 손상 상태 2는 TID-14844에서 설정한 

손상 조건과 유사하다. 

2. 최 대 가장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j TID-14844) 연 구 

1962년 2월 원전의 부지선정 기준으로 10CFR100이 제정되었으며I 부지의 

적절성올 평가하기 위하여 같은 해 3월 발칸된 TID-14844에서 정의한 최대 

가상사고가 도입되었다. 최대 가상사고로는 대형 냉각재상실사고(Large 

Break LOCA)가 선정되었으며， WASH-740의 손상상태 2와 유사하게 

’ a 



LB-LOCA 발생시 노섬은 용융되었지만 격납건물의 건전성은 유지된다고 가 

정하였다 10CFR100은 사고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올 명가할 경우 

TID-14844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계산 예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 

규정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TID-14844에서는 최대 가상사고에 의한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시 방사선원향 

으로서 다음 식올 적용하였다. 

? .ll..f웹Z 
8 .. 익4 x 10ι 

T = m Arfa E Te (1-e T· ) (rαis) 

여 기 서 m은 인 체 Critical Organ의 질 량， fa는 Critical Organ에 축적 된 홉입 

양의 분율， E는 Cri tical Organ에 홉수된 방사선의 유효 에너지， Te는 유효 

반감기， T는 방사능 홉입 기간이다. 그리고 Ar 는 r 초동안 조사될 때 

Cloud로부터 홉입한 방사성 물질의 양이며 I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Ar = R QrPo 
- πμ I1v I1z 

여기서 R은 호홉율， PO는 원자로 정격 출력， u는 명균 풍속， 11 i는 Cloud 

중심부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 농도의 표준 편차이다. 

TID-14844에서는 최대가상사고시 방사선원향으로 노섬내 총 방사능량중 불 

활성기체 (Xe， Kr)의 100%, 요오드의 50%, 방사성 업자의 1%가 격납건물내 

대기중으로 방출되며 격납건물의 설계 누설율(0.1% 격납건물 순체적/일 이 

상)로 주위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3. 원자로 안전성 연구 (WASH-140이 

1975년 10월 발간된 원자로 안전성 연구 (Reactor Safety Study; WASH-140이 

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서의 가상 사고로 인한 위험도를 확률론적인 방 

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연구 보고서이며I 그 방법론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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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현재 원전의 비상 계획과 환경 영향 평가 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가압경수로 (PWR)의 대표 발전소로 Surry 원전l 비둥경수로(BWR)의 

대표 발전소로 Beach Bottom 원전을 선정한 동 연구에서는 사고 유발 초기 

사건 (Initiating Event)올 분류하고 고장수목 분석 (Fault Tree Analysis) 기 

법 l 사상 수목 분석 (Event Tree Analysis) 기법， 동 원전의 운전 자료 및 고 

장율 데이터 둥을 사용하여 노심 손상을 일으키는 사고 경로를 광범위하게 

추적 도출하였고/ 그 발생 확률올 평가하였다. 또한 특정 사고별 노심， 일 

차냉각재계통I 격납건물 내 물리적 현상과 방사선원항올 결정론적인 방법으 

로 평가하였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위험도가 큰 40여 개의 사고 경로를 최 

종적으로 도출하여 격납건물의 파손 형태와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 여부에 

따라 9가지의 방출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2.1-3은 9가지 방출군별 발생 확률， 방출 시간 및 기간l 방출 에너지， 방 

사능 핵종의 방출 분율을 보여준다. TMI 사고 이후에 수행되고 있는 방사 

선원항 연구의 초점은 표 2.1-3올 수정하는데 었다. 이 연구 결과 원전의 

위험도는 주로 노심 용융을 수반하는 중대사고에 기인하며/ 이러한 원전 위 

험도의 90% 이상이 세 가지 방출군 (PWR-1, PWR-2, PWR-3)에 의환 것으 

로 밝혀졌다. 

원자로 안전성 연구의 결과는 비상 계획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y 동 

연구에서 사용될 기법은 미국원자력 규제 위원회 (NRC)에서 미해결 안전성 

문제 (Unresolved Safety Issue)와 고유안전성문제 (Generic Safety Issue)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R “ 



4. 방사션원항 채평가 연구 (NUREG-0956) 

방사선원항 평가기술은 발전소 부지 평가I 비상 계획 I 격납건물 격리와 살수 

첨가계통과 같은 안전설비들의 성농 평가l 사고 조건하에서 안전관련 전기 

적 장비의 성능에 대한 검중/ 환경 영향 명가， 사고후 감시요건， 사고후 발 

전소의 재진입올 위한 조건 둥을 포함하는 다양한 규제에 적용된다. 또한 

방사선원항의 이해와 정량적인 명가는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PSA)의 수행 

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경수로형 발전소에서 가상 사고시 

방사선원항을 계산하기 위하여 개선된 기술은 TMI 사고 이후 시작된 중대 

사고 연구 계획에 의해 개발된 각종 데이터베이스I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 

물의 거동을 모사하는 전산코드(Source Term Code Package; STCP), 데이터 

베이스와 STCP 사이의 차이점을 셜명하는 자세한 현상학적 코드들에 그 기 

반을 두고 있다. 중대사고 현상 연구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방사선원올 계 

산하는데 고려해야만 하는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올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이 

다 NUREG-0956에서의 방사선원향 평가기술은 원자로 안전성 연구 

(WASH-1400) 시대의 방사선원항 계산보다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고/ 이로 

인하여 NRC는 개선된 방사선원향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NUREG-0956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 단계별로 방사성 물질의 방출 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초기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 핵연료 온도 

• 원자로용기내 핵분열생성물 방출 

• 원자로용기 상부공간 온도 

. 1차 계통내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침적 

· 원자로용기 외부에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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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누설 및 파손 

• 격납건물내 에어로졸의 침적 

5. 원전 위험도 채평가 연구 (NUREG-115이 

1975년 미 NRC는 상용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중대사고의 확률과 결말에 

대한 첫 연구로서 원자로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상용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노심 용융 사고분석에 대한 확률론적 위험도 방 

법올 사용하였다. 원자로 안전성 연구는 그러한 사고들의 확률이 믿어왔던 

것보다는 높지만 소외 결말은 상당히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 

대사고의 위험도는 다른 인공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위험도에 비 

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계산되었다. 

이러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을 처음 시도한 이후 규제 위원회는 경수 

로에서의 중대사고의 위험도를 명가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구 계획을 

시작하였고， 규제 목적으로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기법을 점진적으로 사용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Lewis 위원회 보고서 (Lewis Committee Report)로 

알려진 원자력 안전연구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위원회 정책 지침 

(Commission Policy Guidance)에 의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의 사용 

이 크게 침체되었다. 

1979년 TMI 사고 이후 이 사고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대사고 현상 

에 대한 연구 계획들이 시작되었고， 이에는 사고의 물리적 과정들에 대한 

실험적/ 이론적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TMI 사고 연구결과들로부터 확률론 

적 안전성 명가기법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분석하는 전통적이고 비확률 

론적인 방법을 보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중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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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NRC의 정책이 두 측면에서l 즉 허가 과정 중 중대사고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충분히 안전하다”는 발전소 안전 수준올 정하는데 도움을 주 

는 확률론적 안전 목표에 대한 필요성의 측면들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제 

안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대사고의 물리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 발 

달에 따라 중대사고의 몰리적 과정의 새로운 계산 모델(STCP)이 개발되었 

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의 수행에 대한 일반적 절차와 그 당시 가 

능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들이 개발되고 발표되었으며， 위원회는 

NRC에 의해 중대사고 위험도가 평가되는 방법과 잠재적인 안전성 향상이 

계산되는 방법에 관한 정책적 지칩을 개발하고 송인하였다. 

1988년 NRC는 허가된 개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개별원전안전성평가(IPE) 

를 요구하였고I 기폰 발전소에 대한 중대사고 종결올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러한 중대사고 계획의 일환으로 NRC는 1980년대를 통해 개발된 기 

술을 사용하여 미국 내 다섯 개의 상용 원자력발전소들올 분석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다른 셜계로 이루어진 미국 내 5개 발전소에 대한 중대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고I 이러한 위험도 명가 작업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으며 I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의 우선권 결정에 뒷받 

침이 될 수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과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6. 경수로형 발전소에 대한 사고 방사선원항 (NUREG-1465) 

사고 시 가상적인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미 NRC의 규제 정책 및 실행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지난 30여 년간 규제 위원회는 10CFR100을 통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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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으로 노심 용융에 의해 격납건물내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일어나 

고， 최대 허용된 누출율(Maximum Allowable Leak Rate)을 가정하여 잠재 

적인 결말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현재 발전소들에 대해 적용된 노섬으로부터 격납건물내로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대 한 특성 은 규제 지 침 서 (Regulatory Guide) 1.3과 1.4에 명 시 되 어 

있다. 이러한 방출 특성은 1962년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에 의해 발표 

된 TID(Technical 1nformation Document)-14844로부터 유래되 었으며/ 불활성 

기체와 요오드의 방출량은 각각 100%와 50%로 기술되어 었다. 이러한 값 

들은 1950년대 후반에 수행된 실험들에 의해 그 기초가 제공되었다. 규제 

지침서 1.3과 1.4에는 격납건물내 방사선원향은 즉각적으로 방출 가능하고y 

요오드의 형 태 는 분자 형 태 (12)를 91%, 입 자 형 태 (Particulate 1odine)를 5%, 

유기물 형태 (Organic Form)를 4%로 각각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들 

은 분자 형태의 요오드를 제거하기 위해 최척화되어온 공학적 안전 계통의 

셜계에 큰 영향올 미쳤다. 또한 TID-14844의 방출 가정은 부지 선정과 살 

수 계통과 같은 발전소 완화설비의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전관련 계통 

이 검증되어야 할 사고후 방사성 환경 I 제어실의 사고 후 주거성 요건 및 

사고 후 시료 채취 계통과 접근성 퉁의 규제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셜계기준사고에 대해 사용된 TID-14844의 방사선원항에 비해 노섬 용융과 

격납건물의 파손 동을 포함하는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원항 방출은 확률론 

적 안전성 평가 기법을 도입한 원자로 안전성 연구(WASH-140이에 의해 수 

행되었다. 중대사고시 방사성 물질의 환경으로의 방출은 격납건물의 파손 

둥을 포함한 현상학적인 최적 계산(Best Estimate)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I 매 

우 제한적인 격납건물 유출율을 가정한 TID-1484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 

며/ 중대사고시 가장 심각한 격납건물의 파손 모드는 우회에 의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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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14844의 방사선원항보다 더 심각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 중대사고 

의 방사선원항은 개별 발전소 허가를 위한 안전 명가에는 사용되지는 않았 

으나， 규제 측면에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1975년 WASH-1400의 발표와 

1979년 TMI 사고 이후 급속히 적용되어 왔다. 

1981년에 미 NRC는 중대사고의 경수로형 발전소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의 이 

송 및 방출 과정을 깊이 고찰하기 위한 폭넓은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중대사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짐과 동시에 방사선원항의 거동 

올 예측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랩인 STCP와 MELCOR가 개발되었다. 규제 

지침서 1.3과 1.4에서 가정된 즉각적인 방사선원항의 방출과 달리 l 중대사고 

분석결과는 발전소 설계 및 사고 경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용 

융 정도l 재배치/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I 용융 노심과 원자로 공동의 콘크리 

트와의 반옹 퉁에 따른 현상학적인 단계에 따라 방사선원항의 방출이 분류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에 대한 

중대사고 연구를 반영한 미래 경수로의 규제를 위한 개정된 방사선원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심으로부터 격납건물까지의 시간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거동이 알려져야 하는데 I NUREG-1465에서는 중대사 

고시 방사선원항의 방출은 다음과 같은 5개의 현상학적인 단계로 분류되어 

평가되었다. 

• 냉 각재 방사능 방출(Coolant Activity Release) 

• 간극 방사능 방출(Gap Activity Release) 

· 초기 원자로용기내 방출(Early In-Vessel Release) 

• 용기 외부 방출(Ex-Vessel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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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원자로용기내 방출(Late In-Vessel Release) 

WASH-1400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의 스펙트럼올 조사하여 54개 방사성 핵종 

을 7개 주요 그룹으로 묶었으며 ， STCP 분석 시에는 9개 그룹으로 확장하였 

다. 이러한 그룹을 표 2.1-2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NUREG / CR-5747에서 STCP 분석 및 불확실성 분석 결과 Ba 및 Sr 

방출간에 사소한 차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I NUREG-1465에서는 Ba 및 

Sr을 함께 묶었다. 이외에 주요 차이점은 그룹 6에 코발트(Co)를 추가하였 

으며 l 그룹 7에 세륨 및 아메리슐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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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WASH 740의 노심 손상상태 

1 

로
 없
 

은
 

-
줄
 

」}l 의
 앓

 
1O-:t - 10-4 

손상 상태 
2 

노심이 손상(용융 포함)되어 원자로 외부 
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나， 격납건물 

건정성이 유지되어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은 없다. 

ι “ “ ‘, 격 
환경으 I 10-:1 - 10경 

10--' - 10-4 

손상 상태 
3 

로 

표 2.1-2 방사성 핵 종 그룹화 

1 불활성 기체 Xe, Kr 

2 활로겐 1, Br 

3 알칼리 금속 Cs, Rb 

4 탤루륨 금속 Te, Sb, Se 

5 Sr Sr 

6 귀금속 Ru, Rh, Pd, Mo, Tc 

7 란탄족 La, Zr, Nd, Eu, Nb, Pm, Pr, Sm, Y 

8 Ce 계열 Ce, Pu, Np 

9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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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9가지 방출군별 발생 확률， 방출 시간/기간/에너지/분율 

(WASH-140이 

PWR-1 I 9E-10 I 2.5 I 0.5 I 1.0 I 20&520 I 0.9 I 0.7 I 0.4 I 0.4 I 0.05 I 0.4 I 3E-3 

PWR-2 1 8E얘 1 2.5 1 0.5 1 1.0 

PWR-31 4E-6 I 5.0 I 1.5 I 2.0 

PWR-4 1 4E-7 1 2.0 I 3.0 1 2.0 

PWR-51 π-7 I 2.0 I 4.0 I 1.0 

m 
-6 

---m 0.3 1 0.2 1 0.2 1 0.3 1 0 따 1 0.01 1 3E-3 

06 1 0.09 1 0.04 1 0.01 1 5E-1 1 3잃 1 4잃 

PWR경 1 6E-6 1 12.0 1 10.0 I 1.0 I N/ A I 0.3 I 8E-4 I 3E-4 1 1E-3 I 9E-5 I 7E-5 1 1E-5 

PWR-7 1 4E-5 110.0 110.0 1 1.0 1 N/ A 1 6타112많 1 1댄 1 2댐 1 1탱 1 1잃 1 2좌7 
PWR용 1 4E-5 1 0.5 1 0.5 1 N씨 N/A 12텅 11E-4 1 5잃 1 1잃 1 1댐 1 0 1 0 

PWR-91 4E-4 I 0.5 I 0.5 I N/A I N/A I 3E얘 I 1E-7 1 6E-7 I 1E-9 11E-ll 1 0 1 0 

a) 가상사고(정지) 시작과 대기로의 방사능 물질 방출 사이의 시간 간격 

b)주요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전체 시간 

c) 방출이 임박함을 인지함(대중 보호 방안을 시작하는 결정)부터 대기로의 

방사능 물질 방출이 이루어지는 시간 간격 

d)수용성 Iodine이 계산시 Elemental Iodine과 결합됨. 방출 분율이 모든 

큰 방출 분류에 대하여 작기 때문에 어떠한 오차도 무시 가능. 

e) Ru, Rh, Co, Mo, Tc 포함. 

f) Y, La, Zr, Nb, Ce, Pr, Nd, Pu, Am, C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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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그림 2.1-1 CARE 시스템의 SIDS, STES, FADAS 연계 과정 

- 14 -



제 2 절 온라언 방사선원항 계산 방법론 확렵 

1. 온라인 방사선원항 계산 방법론 개요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대규모 사고 시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의 누출량I 이동경로y 확산범위， 예 

상 피폭량 둥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된 방사선영향평가 및 예측전산화체계 (CARE)의 일환 

으로서 발전소로부터 입력되는 안전정보를 이용하여 방사선피폭해석 전산지 

원체제 (FADAS)의 입력으로 방사선원항올 제공하는 온라인 방사선원항 계산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방사선원항 계산방법은 미국 NRC의 RTM 

(Response Technical Manual)의 방법 론을 따랐다. 

방사선원항올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전소별로 노섬에 저장되어 있는 핵 

분열생성물의 양(FPI)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l 입력된 안전변수를 토대 

로 노심의 상태를 정상， 간극방출(Gap Release), 원자로용기내 용융， 원자로 

용기 파손 둥으로 구분하여 각 상태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분율(Core 

Release Fraction, CRF)을 결정한다. 일단 노섬에서 빠져 나오는 핵분열생 

성물의 양이 계산되면 격납건물 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이 저감되는 양올 계산 

하게 된다. 핵분열생성물이 격납건물 내에서 저감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격 

납건물 살수와 침착(시간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이 가라앉는 현상)， 그리고 붕 

괴(시간이 지나면서 자연붕괴에 의해 양이 줄어들게 된다) 퉁이며 I 중기발생 

기 세관파단(SGTR) 사고의 경우에는 중기발생기 내부의 냉각수에 의한 포 

획(Scrubbing)에 의해 저감된다. 이들 저감 요인을 명가하여 저감인자 

(Reduction Fraction, RDF)를 계산하게 된다. 저감인자가 계산된 후 격납건 

물을 빠져나가는 양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격납건물 우회사고인 중 

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의 경우에는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의 합력차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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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부 누출량을 평가하게 되고I 격납건물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격납건물 압력에 따라 설계누설， 밀봉실패I 격납건물 파손 둥으로 나누어 외 

부방출분율(Escape Fraction, EF)을 계산하게 된다. 최종 방사선원항은 핵분 

열생성물 노심 재고량I 노심 방출분율y 저감인자l 외부 방출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된다. 위 방법론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계산 방 

법론은 그림 2.2-1과 2.2-2에 나타나 있다. 

Source Termj FPlj x CRFj X 훨 RÐF( i. j) x EFj 

2. 핵분열생생물 노섬 채고량 파악 

FADAS 시스댐에서 고려하고 있는 핵분열생성물의 핵종은 총 85종이며 이 

들 핵분열생성물의 노심내 재고량은 각 발전소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누락된 핵종들은 

국내의 유사 발전소의 수치 혹은 WASH-1400의 기준올 따랐다.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핵분열생성물 노심 재고량 계산 시에 사용한 가정들이 표 

2.2-1에 나타나있으며 I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주요 핵종들의 재고량 

(FPI)이 표 2.2-2에 나타나 었다.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FSAR에 나타 

나 있지 않은 핵종의 노섬재고량은 WASH-1400를 인용하였다. 

3. 노섬손상상태 확악과 노섬방출분율(CRF) 계산 

우선 노심손상상태를 정상상태/ 간극방출， 원자로용기내 용융I 원자로용기 

관통의 4가지 상태로 분류하고 각 상태를 판단활 수 있는 대표적 입력변수 

를 사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상태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했 

으며 각 방출 단계 증 가장 심각한 사고단계를 선택하도록 했다. 고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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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및 영광 1，2호기의 노심 손상상태 파악에 사용되는 가용한 입력신호는 

표 2.2-3과 같으며/ 전체절차는 그림 2.2-3에 나타나 있다. 

가. 정상장태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고， 원자로용기내 냉각수 수위가 충분히 높아서 

노심이 냉각수에 잠져있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포화여유도가 있으며，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방사능이 정상농도의 10배 이내이며 l 노심출구열전대 

(CET)가 피복관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온도인 980 t 이하이면 정 

상상태라 판단한다. 

원자로의 정지여부는 제공되는 정지신호 2개 모두 발전소 정지를 나타내고 

있을 때 발전소 정지로 판단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포화여유도는 압력 

에 따른 냉각수의 포화온도에서 냉각수 실제 온도(실제 온도를 알 수 없으 

므로 CET 값올 사용)를 뺀 값이다. 이 값이 양이면 노심의 냉각수가 아직 

포화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상태라 할 수 었으나/ 이 값이 음수가 되면 

이미 상당한 비퉁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핵연료 피복재의 파손이 기대된 

다. 노심출구 열전대의 온도가 980 t 이상이라면 피복재 산화반웅이 활발 

히 일어나는 온도이므로 이 온도 이하라면 피복재의 산화가 미미한 상태이 

므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 기대되지 않는다. 그리고I 모든 것이 정상이라 

도 냉각재의 방사능이 정상범위를 훨씬 넘어가게 되면 실제 핵분열생성물 

방출이 일어난 것이므로 정상치의 10배 범위 이내를 정상범위로 간주한다. 

10배의 여유도를 두는 이유는 냉각수 수위l 포화여유도， CET 퉁의 정보를 

통해 노심의 상태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간극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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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출구열전대 용도가 980 t 에서 계측 한계치인 1300 t 이내이거나I 원 

자로냉각재 방사능이 정상농도의 10배에서 1000배 사이 이거나l 격납건물 

방사능이 정상 농도의 1，000배 이상이면 간극방출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설정치로 사용한 방사능농도 1，000배는 RTM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 

다. 

노섬출구 열전대가 980 oc 를 넘어섰다면 빠른 산화반옹이 발생활 수 있으므 

로 피복재가 파손되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측 한계치를 넘지 않는 범 

위라면 신호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980 t 에서 1300 t 사이에 었올 때 

는 산화반웅에 의한 피복재 파손이라 판단할 수 었다. 

RTM 자료에 따르면 주요 방사능 핵종인 1-131, 1-132, 1-135, Cs-134, Cs-137, 

Sr-90 퉁이 간극방출일 경우 정상 RCS 농도의 약 10000배 이상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TMI 사고의 경우 10,000 - 100，00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RCS Sample을 채취하는 라언의 유량이 줄 

어들거나， RCS 유량이 없어서 해분열생성물 혼합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지 

연되는 효과를 고려해서 1，000배 까지를 간극방출 기준으로 설정했다. RCS 

의 방사능 농도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격납건물의 방사농농도에 의하여 간 

극방출 여부를 판단한다. 

다. 원자로용기내 용융 

노심출구열전대가 1300 t 이상이거나 파손될 경우y 원자로냉각재 방사능이 

정상농도의 1，000배를 초과할 경우I 격납건물 방사능이 정상치의 100，000배 

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용융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노심출구열전대가 계측범위를 넘어서 파손되게되면 정상 운전시의 용도에 

비해 아주 낮은 온도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1300 oc 이상이거나/ 아주 

낮은 온도를 지시한다면 실제 CET의 파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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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경우 원자로용기 내에서 노섬이 용융되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한， RCS 방사능 농도가 간극방출 이상이 될 경우 노섬 용융을 예측하게 

된다. 또한l 노심용융이 발생하게 되면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 급 

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격납건물 방사능 수준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간극방출을 판단하는 격납건물 방사능 수준의 100배를 초과했을 경 

우 노심용융이라 판단하게 된다. 

라. 원자로용기 파손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용용물이 격납건물로 방출될 경우 대형 건식 격납건 

물의 수소농도가 5 %를 초과하게 된다[RTM]. 따라서/ 이 경우 원자로용기 

가 파손되 었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기준을 사용해서 노심의 손상상태를 명가한 후에는 표 2.2-4에 나 

타난 것과 같이 노심방출분율(CRF)을 계산하게 된다. 

4. 저감인자(RDF)와 방출분율(EF) 계산 

저감인자(RDF)는 SGTR 사고와 그 이외의 다른 사고로 나누어 계산하게 된 

다. 먼저 SGTR의 경우에는 격납건물을 우회해서 방출되기 때문에 격납건 

물의 상황올 고려하지 않게 된다. 중기발생기 내부에 2차측 냉각수가 충분 

한 경우 핵분열생성물이 Scrubbing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RDF를 계산하게 된다. 또한， SGTR이 아닌 경우에는 격납건물 살수계통과 

격납건물내 핵분열생성물 보유시간이 가장 중요한 저감인자가 된다. 살수 

계통의 살수량과 격납건물내 보유시간을 고려하여 RDF를 결정하게 된다. 

방출분율(EF)도 SGTR 사고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고의 경우를 나누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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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게 된다. 먼저 SGTR 사고의 경우에는 일차계통과 이차계통 사이의 압 

력차이가 가장 중요한 방출량 결정 인자가 된다. 따라서/ 일차계통과 이차 

계통 사이의 압력차이를 기준으로 방출량을 계산하게 된다. SGTR이 아닌 

경우에는 격납건물 파손모드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게 된다. 정상적인 건전 

성을 유지하는 경우 설계기준 누설율(1 %jday)로 빠져나칸다고 가정하게 되 

고/ 격납건물이 셜계합력 이상으로 가압되어 격납건물 관통부의 격리가 실 

패할 경우 격리실패 (Isolation Failure)로 간주하여 24시간 안에 모두 빠져나 

가는 것으로 계산한다. 격납건물이 설계압력을 넘어 파손압력에 이를 경우 

격납건물 파손으로 간주하여 1시간에 모든 양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계산하 

게 된다. 저감인자와 방출분율을 계산하는 과정이 그림 2.2-4와 2.2-5에 나 

타나 었다. 

RDF 계산시 고려할 수 있는 저감요인들과 그 저감인자틀은 아래와 같다. 

1) 예비기체처리계통필터 이용 

- 건식 저압유량 : 0.01 

- 습식 고압유량(배 기) : 1.00 

2) 기타 필터 

- 건식 저압유량 : 0.01 

- 습식 고압유량(배 기) : 1.00 

3) 부유업자 및 에어로졸 제거 

- 자연순환 (살수없음) 

체류시간 < 1hr : 0.75 

체 류시 간 2-12hr : 0.36 

체류시간 < 24hr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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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살수 

체류시간 < 1hr : 0.03 

체 류시 간 2-12hr : 0.02 

체류시간 < 24hr : 0.01 

4) 일차계 통내 체 류 (Plate out) 

- RCS 우회사고인 경우 0.2 

5) 중기 발생 기 분류(Partitioning) (RCS 냉 각재 유출) 

- 분류되는 경우 0.02 

- 분류되지 않는 경우 0.5 

- 공기추출기 0.02 

만약 위의 저감요인에 의한 RDF를 합산한 값이 0.001보다 작은 경우 최소 

값인 0.001을 적용하게 된다. RDF=O.OOl이라는 말은 노심에서 방출된 핵분 

열생성물의 1/1000 만이 격납건물로 나와서 환경으로 방출될 가능성을 가지 

게 된다는 의미이다.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출분율(EF) 계산 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출 경로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산 결과 수치들은 시간당 방출분율이 되겠다. 

1) 격납건물 누출 

설계 기준 누설율 (O.l%/day): 4E-5 

격납건물 격리실패 (100%/day) : 0.04 (밸브 밀봉기능 상실) 

격납건물 파손 : 1.0 

- 21 -



2) 중기발생기관 파열 사고 

정상압력 (냉각재 500gprn 누셜): 0.35 

· 저양상태I 충전펌프 1대 운전 0.03 

(냉각재 500gprn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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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핵분열생성물 노심재고량 계산의 기본 가정 

.Iodine 계 산: TID-14844 이 용 

고리 1 KNU 1 · 기타 동위원소: APE5398 데이터베이스 이용 

.1801MWth로 650일 운전 

고리 2 KNU 2 .Iodine 계 산: TID-14844 이 용 

월성 1 KNU 3 
.100% 출력으로 계속 운전 

. CURIES 전산 코드 이용 

.Iodine 계 산: TID-14844 이 용 

고리 3&4 KNU 5&6 · 기타 동위원소: NED-12154-1 데이터베이스 이용 

.2900MWth로 650일 운전 

· 노심내 시간 종속 핵분열생성물올 계산하기 위해 

ORIGEN 코드 이용 

영광 1&2 KNU 7&8 
. Data Library: ENDFjB-IV 이 용 

. END Life에서 3 영역 I영형 노섬 고려 (288, 575 

및 863 Effective Full Power Days 

. Specific Power: 40.02 MW jMTU 

울진 1&2 
KNU 

. PEPIN (1976 Version; CEA Code) 이 용 
9&10 

KNU 10 
· 주요 사고에 대해서 격납건물 외부로의 환경 영 

향 평가 
이후 원전 

• 노심 내부에서의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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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고리 3&4, 영광1&2 호기의 핵분열생성물 노심재고량 (F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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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노심손상상태 파악올 위한 판단기준과 가용한 입력신호 

Normal 

Gap 

격 납건물방사능 1000 
배 이상 

，이상 
In-Vessel 

Melting 

격납건물 방사능 10 
만배 이상 

격납건물 수소농도 5 
RV Fail 1_: .... '":. 

% 이상 

Gross Activity 
1 -131 Dose Equ. 

Failed Fuel Det. 

* 위 입력신호 번호는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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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노심상태에 따른 노섬방출분율(CRF) 

1- 급속한 수소 발생 0.5 - 0.75 I _ _ _ _ .. I . 
11800-24001980-13001- 핵연료 피복재 손 (30분 - 45분) 1 ~~~~ ~ .~~ 1 V~~ ~~~~ 1 

상으로 인한 g 

0.5 - 1.5 
(30분 -

1시간 반) 

- 휘발성 핵분열생성 

물의 급격한 방출 

2400-420011300-23001- 심각한 노심손상 
- 노심용융부 침하 

- 노섬냉각 불능상태 

- 압력용기 관통 

> 4200 I > 2300 Sr = 0.15 
1 - 3시간 

이상 
비휘발성 핵분열생 ICe， Np, PU = 0.03 
성물 방출 

Nb, Pr, Sm =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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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손상상태 
파악 

SGTR 여부 파악 
& S/G 상태 파악 

력납용기 살수 
파악 

력납용기 내 

보유시간파악 

격납용기 파손 

정도파악 

그림 2.2-1 방사선원항 계산 과정 개 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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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손상 상태 m악 과 CRF 겉정 

N。

H이dup Time HOldup Time 

2-12hrs 24hrs 

RDF RDF 

* 5jG Partitioning은 중기발생기 세관이 2차측 냉각수에 잠겨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이 경우 핵분열생성물이 냉각수에 Scrubbing되게 된다. 

* 1 Pump Failure는 Charging Pump 1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이다. 

그림 2.2-2 방사선원향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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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윈자로 정지 

AND RV-Level 정 상 
AND 포화여유도있용 
AND RCS 방사능 정상(1-10배) 
AND CET 정상톨위(980oC 이하) 

CET 980-1300 oC 
RCS 방사농 10-1000배 
역납용기 방사농 1000 배 미상 

CET 1300 oC 이상 
RCS 방사농 1000배 이상 
력납용기 망사능 100000 배 이 

IF 격닙용기 수소농도 5% 이상 

그림 2.2-3 노심손상상태 파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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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Pressure High 

Yes=O.02 

No=O.5 

그림 2.2-4 SGTR의 경우 RDF와 EF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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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웰〉 
Des. Leak. = 4E-5 

< 1 hr = 0.03 

Failure = 1.0 

Des. Leak. = 4E-5 

Yes Iso. Fail = 0.04 

Failure = 1.0 

Des. Leak. = 4E-5 

>24 hr = 0.01 Ilso. Fail = 0.04 삼띈 
Fallure = 1.0 

Des. Leak. = 4E-5 

< 1 hr = 0.75 

Failure = 1.0 

Des. Leak. = 4E-5 

N。 I 2-12 hr = 0.36 

Fallure = 1.0 

Des. Leak. = 4E-5 

>24 hr = 0.03 

Fallure = 1.0 

그림 2.2-5 SGTR이 아닌 경우 RDF와 EF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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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오프라언용 방사선원항 DB 구축과 STES 검증 

온라인 STES 시스탬이 실제 사고상황 하에서 방사선원향을 신속하게 평가 

하여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도구라면 오프라인용 방사선원항 

DB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재 훈련 혹은 평상시의 데모용으로 필요한 도 

구이다. 

현재의 방재 훈련은 발전소별로 짜여진 사고 상황에 따라 발전소 주요 안전 

변수의 거동과 방사선 방출 상황올 KINS의 방사능 방호 기술지원본부로 전 

화 혹은 팩스로 전달해주면 방사능 방호 기술지원본부에서는 FADAS 시스 

댐에 방사선원항을 수동으로 입력해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이 때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방사선원항은 실제 발전소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상황과 방사능 방출 상황 사이의 연관성과 사실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I 실제 방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을 훈련하기 위해 

서는 원전에서는 원전의 현 상황을 안전변수를 통해 전달해주고 기술지원본 

부에서는 CARE 시스템을 사용해서 방사선원향을 계산하고 환경영향을 평 

가하는 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변수가 실제 가상되는 사고와 비슷해야 하며l 방사선항 또한 실 

제 안전변수를 토대로 평가된 것을 사용해야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I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별로 가상되 

는 사고시나리오를 정하고 이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소 안전변수의 변 

화를 평가하고 이 안전변수를 사용해 계산한 방사선원항을 DB화 해서 확보 

하고 있어야 한다. STES 시스탬의 오프라인 DB는 이러한 목적올 위해 계 

산된 사고시나리오별 안전변수 변화I 방사선원항 변화를 시간에 따라 저장 

한 것이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있어서는 확률론적 안전성분석 (PSA)이 수행된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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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노심손상빈도가 가장 큰 몇 가지 사고 시나리오를 

선돼하였고y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이 수행되지않은 발전소의 경우 임의의 사 

고 시나리오를 택했다. 

선정된 사고시나리오는 중대사고해석코드(MAAP)로 모사하여 발전소 주요 

안전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출해낸다. 추출된 시간과 안전변수를 

STES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향을 계산하게 된다. 이렇 

게 계산된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향은 FADAS 시스댐의 입력으로 제공되어 

방사성물질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오프라인용 방사선원항 DB는 사고시나리오I 발전소 안전변수， 

방사선원항/ 환경영향을 한데 묶은 조합으로서 부지별 방사선 방호 훈련에 

사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2.3-1의 결과는 사고가 정상방출， 간극방출， 노심용융l 원자 

로용기 파손 둥으로 진행될 경우 방사선원향을 나타내고 있다(구체적인 사 

고시나리오 입력 없이 임의로 사고상태를 모사할 수 있는 안전변수를 입력 

했다). 그림 2.3.1의 (a)는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작동하고 격납건물이 건전 

한 경우의 방사선원항이고 (b)는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작동하고 격납건물 

격리실패가 일어날 경우 방사선원향이다. (c)와 (d)는 격납건물 살수계퉁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의 방사선원항이다. 

또한/ 오프라인 방사선원항 DB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대사고해석 

코드를 사용해서 계산된 방사선원항과 STES를 사용해서 계산한 방사선원항 

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STES 시스탬이 기존의 중대사고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해볼 수 있다. 

즉/ 주어진 사고시나리오를 가지고 중대사고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나 

오는 시간에 따른 발전소 안전변수를 STES 시스댐에 입력으로 넣어 계산되 

는 방사선원향을 본래의 중대사고해석코드에서 계산된 방사선원향과 비교함 

으로써 검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33 -



제 4 절 SIDS 및 FADAS와의 연계 

발전소 안전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온라인으로 방사선원항을 계산하는 STES 

시스템은 결과물인 방출 발전소 명 I 방사성 핵종별 시간당 방출율， 예상 방 

출 종료시점l 방출 높이 동올 FADAS 시스댐에 제공하여 환경영향을 평가 

하게 된다. 방사선원항올 제공받은 FADAS 시스댐은 따로 입력되는 현재 

시각의 바람장올 고려해서 핵분열생성물의 확산과 환경영향을 예측하게 된 

다. 

이때 발전소 안전정보는 KINS 기술지원본부의 SIDS 시스댐의 DB에 온라인 

으로 저장되는 발전소 안전변수 중 방사선원항 계산에 필요한 안전변수를 

추출해서 입력으로 받게 되고I 출력 결과인 핵종별 방출율 둥은 FADAS 시 

스템의 DB에 계산 즉시 온라인으로 입력해주게 된다[그림 2.1-1]. 

FADAS 시스댐 입력에는 두 개의 DB가 있다. 하나는 온라인 DB이고 다른 

하나는 시나리오 DB이다. 

온라인 DB는 실제 사고시에 사용하는 DB로써 여기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 

우 사고발생 원자로명과 사고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시간에 따른 방사 

선원항， 예상종료시점I 방출 높이 퉁이 기록이 되어 10분에 1회정도 계산하 

는 온라인 FADAS 시스댐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시나리오 DB는 위에서 언급한 오프라인 DB를 이야기 한다. 여기에는 시나 

리오별로 시칸에 따른 방사선원항/ 종료시점， 방출높이 퉁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DB는 방재훈련 시에 사용이 되어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업 

력으로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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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월성 2호기 안전정보시스템 SIDS 구축 

제 1 철 개 요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은 'TMI 후속조치I 요건의 하나로 발전소 비상시에 사고 

수습 및 지원목적인 안전변수표시시스댐(SPDS)의 운전원지원시스템(OACS)에서 

사고 시 발전소에서 필수적으로 감시해야 할 안전변수를 규정하고 있어 이들 

변수를 경수로 CARE 시스댐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압중수로 원 

전언 월성 원전에서는 지금까지 안전변수표시시스탬이 개발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월성2，3，4호기의 상업가동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CARE 시스템의 구축이 

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아래의 관련 설계 및 운영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기능분석 

과 안전변수를 선정하고 안전정보화면을 구성하여 월성2호기에 대한 안전정보 

데이터시스탬 (SIOS) 구축에 착수하였다.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 

•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 보고서 

· 비정상운전지침서 (AO뼈 

·월성원전 비상계획서 

• 디지탈제어 전산기 (DCq 기록변수 목록 

월성 2호기에 대한 SIDS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월성 2，3，4호기에 대한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l 설계자료l 비상계획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 보고서와 

비정상운전지침서 (AOM) 를 검토하여 운전변수를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월 

성 2호기 SIDS 안전정보화면 구성에 이용하였다. 월성 2호기 SIDS 시스댐의 구 

성을 위해서 발전소 비상시의 안전기능을 정의하였다. 월성 2호기에서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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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KINS 방사선비상 기술지원센터에서 월성 2호기에 대해 정의된 안전기 

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면서I 사고원인 빛 추이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올 수립하 

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안전기능을 감시활 수 있도 

록 11개의 안전정보화면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들 안전기능올 수행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계통 및 기기를 선정하고 이 들의 운전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운전변수를 조사하여 11개의 안전기능 감시화면에 배치하였다. 또한 월성 2호 

기에서 발전소 정지 혹은 LOCA 발생 둥 운전상태의 급작스런 변화를 CARE 

시스탬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전소 상태변화 경보로직을 구성하여 SIDS 

화면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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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계자료 검토 및 안전기능의 정의 

월성 2호기 SIDS 시스댐의 구성올 위해서 가압중수로 발전소의 이상 발생시의 

안전기능올 정의하고 안전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각 계 

통의 셜계자료I 발전소 비상계획서， PSA 보고서와 AOM을 검토하였다. 

1. 안전기능의 정의 

월성 2 호기에 대한 안전기능을 정의하기 위하여 발전소안전성분석과 설계자료 

를 검토하였다. 월성 발전소 비상시 안전기기능은 PSA 보고서와 유사하게 이상 

발생시 

-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한 원자로 척지 

- 사고후 핵연료의 절절한 냉각을 담당하는 노식 영체거 

- 원자로정지나 핵연료 냉각유지에 실패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을 수 있는 격납켠불 격리 

의 세 가지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AOM 검토 

월성 2호기 SIDS 시스댐의 근본 목적은 발전소 비상시 이들 세가지 안전기능 

유지여부를 판단하여 대안올 수립하는데 있다. 발천소 비상시에는 발전소 비정 

상운전지침서(AOM)에 따라 몇 개의 안전 및 비안전 계통들을 운전하면서 안전 

변수를 감시하여 위에서 정의된 세 가지 안전기능의 유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발전소 비상시 위에서 정의된 세가지 안전기능의 유지는 몇 개의 안전 및 비안 

전 계통들이 담당하게 되므로 발전소 비상시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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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활 계통과 감시되어야 할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사고원인에 따라 절 

차화된 문서인 AOM을 검토하였다. 

월성 원전의 AOM의 기능은 국내 타 경수로와 유사하게 발전소 이상상태 

(upset)발생 시에 원자로의 반웅도를 조절하고 냉각을 유지하여 방사능물질의 

방출올 방지할 수 있는 필수안전변수를 감시하며 적절히 사고완화계통을 운전 

하여 방출올 방지하는 기능올 수행하도록 절차화되어 었다. 

월성 원전의 AOM은 사고발생 시에 앞에서 정의된 세 가지 안전기능과 유사하 

게 

- 반웅도 조절 

- 핵연료의 지속적인 냉각유지 

- 방사능 물질의 격리 

수단올 강구하기 위하여 아래의 필수안전변수와 기타보조변수를 감시하면서 이 

변수들을 적정한 제한치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고완화계통의 운전지침을 

제공한다. 

월성 AOM에서는 위의 세 가지 필수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변수로서 

다음 네 가지 필수안전변수 (Critic려 앓eψ 않ameters)를 권고하고 었다. 

1) 원자로 출력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발전소 안전에 가장 중 

요한 변수이다. 

끽 1차 열수송 계통 과냉각 여유도 (SCM) 

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심 열제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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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M에서는 각종 열제거원에 의하여 1차 열수송 (PHT) 계통의 원자로 입구 

모관 (RIH) 에서의 과냉각 여유도가 20 0C 이상으로 유지될 것을 강조하고 었다. 

3) 격납건물 합력 

생성된 방사성물질의 격납건물 외부로의 누출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 

적인 변수이다. 월성 원전의 경우 격납건물 내부는 정상운전시에 약간의 부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4) 급수계통/용수계통/복수기순환수계통 방사능 농도 

f ‘IV/SW/CCW Activity)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by-pass)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 (예r 중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에 대한 발전소 감시변수이다. 

월성 AOM은 발전소에 이상상태 발생 시에 위의 네 가지 필수안전변수를 제한 

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며 AOM 운용은 그림 3.1-1과 같은 절 

차로 수행이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림 3.1-1의 AOM 운용올 앞에서 정의된 세 가지 안전기능으 

로 나누었으며 이 세 가지 안전기능 수행올 위하여 AOM에서 기술된 사향을 

검토하였다. AOM에서는 발전소 비상시에 각 단계별로 감시하여야할 모든 안전 

변수와 이 변수를 안전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되어야할 모든 관련 

계통 및 기기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각 안전기농틀은 안전 

기능 유지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변수와 이틀올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되어야할 계통 및 기기를 결정하고 이 계통의 운전변수를 조사하였다. 이렇 

게 조사된 안전계통의 주요안전변수들은 다음 절의 안전정보화면 구성시에 이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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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발전소 안전기능에 따른 담당계통의 담당기능 

원자로정지 SDS #1 & 2 원자로 정지 및 미임계 

일차냉각재계통 노심냉각 및 건전성 유지 

정지냉각계통 기기냉각수를 이용한 노심냉각 

노심냉각 | 이차냉각재계통 중기발생기를 이용한 노섬냉각 

ECCS 냉각재 상실시 노섬냉각 

감속재계통 기기냉각수를 이용한 노심맹각 

방사선격리 | 
격납건물 방사능 물질을 격납건물에 격리 

방사능감시 방사능 물질의 누설 감지 

표 3.2-2 월성2호기 안전기능관련 발전소 주요 운전변수 

수위 , Dousing 탱 크 
ECCS 

격납건물 |압력， 온도， Sump 수위 

방사능감시 |격납건물 내 방사능 준위， 굴뚝 방사능， 소내 방사능 
기타 |환형기체계통 이슬점， 칼란드리아 탱크 수위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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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AOM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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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SIDS 안전정보화면 구성 

가압중수로 원전에 대한 설계 개념I PSA 보고서/ 비정상운전지침서 (AOM) 둥 

을 검토하여 3개의 주요안전기능 (원자로 정지l 노심 열제거， 방사능 격리)올 정 

의하고 총 11개의 안전정보화면올 구성하였다. 발전소의 정상운전시의 상태 빛 

이상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운전도 화면을 먼저 구성하였다. 원자로 및 발전기 

출력으로부터 원자로가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LOCA 사고의 발생l 일차열수송 계통 방사능의 격납건물 내부로의 과도한 누출 

퉁도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위의 세 가지 주요안전기농에 따라 3개의 주요화면(미임계l 열제거원l 방사능 가 

둠)을 구성하였다. 노심 열제거 기능에 대해서는 열제거 기능을 담당하는 3개의 

계통에 대하여 상세화면 (중기발생기 냉각I ECC 냉각/ 정지냉각)을 구성하였다. 

방사능 격리 기능도 방사능 가둠I 격납건물 건전성I 소내 방사능의 3개의 상세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각 화면에는 화면 기능별로 안전변수를 선정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으며 표 

3.3-1에 안전기능별 화면 구성을 정리하였다. 

- 발전소 운전도 

발전소 운전도에는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일차열수송계통 및 중기발생기 상태 

를 감시하며 이상사태 발생시에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발전소 운전변 

수 들을 배치하였다. 

- 미 엄 계 (Subcritica1ity) 화면 

미임계 화면에는 원자로 출력과 발전소 안전정지 계통인 제1정지계통 (SDS#1) 

및 제2정지계통 (SDS#2) 상태를 표시하여 이상사태 발생시 원자로 반웅도와 원 

자로의 정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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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째 거 원 (Heat Sink) 화면 

열제거원 화면에서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발전소를 냉각할 수 있는 각 계통의 

개괄적인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변수를 배치하였다. 

- 안천주엽 (ECC) 냉각 화면 

안전주입(ECC)냉각 화면에는 발전소에서 안전주업계통의 고압， 중압 및 저압 

주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운전변수와 노심의 냉각 여부를 감시할 수 있 

는 일차열수송계통의 운전변수와 격납건물상태 변수를 배치하였다. 

- 중기발생기 화면 

중기발생기 화면에는 중기발생기를 이용한 노섬 열제거에 필요한 급수계통의 

운전상테와 및 중기방출계통의 운전상태 및 노심의 냉각 여부를 감시할 수 있 

는 일차열수송계통 (PlIT)의 운전변수를 배치하였다. 

- 정지냉각운전 (SDC) 화면 

정지냉각 화면에는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한 노심 열제거 운전올 감시하기 위한 

변수와 노심의 명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1차 열수송계통의 운전변수를 배치 

하였다. 

- 노섬 냉 각 (Core Cooling) 화면 

노심냉각도에는 감속재계통 α1oderator System)을 이용한 냉각운전을 감시하기 

위한 변수와 압력관 파열 감시를 위한 환형기체계통 (Annulas Gas System)의 

운전상태변수를 배치하였다. 또한 칼란드리아 격벽실 (C려andria Vau써의 건전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인 종단차폐체 (End Shield)의 운전변수를 배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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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가둠 (Contain Radioactivity) 화면 

방사농 가둠 화면에는 일차 열수송계통 내부 (PHT Sarnple Line) 및 격납건물 

공기중의 방사능 변화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에 위치한 고 

정지역방사능감시기 (Fixed Area Radiation Monitor)를 방사능 수치를 배치하였 

다. 

- 격납건물 건전성 (Containment Integrity) 화면 

격납건물 건전성 화변에는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과 온도 변화 추이 감시하기 

위하여 격납건물의 주요지역 격실 (room)의 온도와 압력올 배치하였다. 

- 소내 방사능 화면 

소내방사능 화면에는 소내 방사능 감시기의 방사능 변화량과 STACK을 통해 방 

출되는 방사능 수치를 배치하였다. 

- 기기냉각계통 상태 

기기냉각계통 상태도에는 소내 모든 안전기기 및 노심냉각의 열제거원인 기기 

냉각 (RCW) 계통과 기기냉각해수 (RSW) 계통의 운전올 감시할 수 있는 운전 

변수를 세 개의 건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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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안전기능관련 화면 구성 

원자로정지 I 14개 영역의 출력 
미임계 판단 

SDS#l, 미임계 

정상운전 일차냉각재계통 운전도 

이차냉각재계통， 

3가지 열제거 계통 안전주업 (ECC) 

(ECC , SG, SDC)의 계통， 열제거원 

열제거 상황 판단 정지냉각계통， 

감속재계통 

정지냉각기능 정지냉각계통 정지냉각 

정상운전시 2차측 

상황판단. 
노심냉각 |사고시 증기발생기를| 이차냉각재계통 증기발생기 

통한 열제거 기능 
LOCA시 

안전주입 (ECC) 
ECC 

계통 

환형기체계통 

감속재 계통， 

종단차폐계통， 노심냉각 

칼란드리아 볼E 

걷L-r 
냉각계통 

-‘̂ '" 
격납건물 격납건물 

방사선격리 
걱납건눌 건전성 

방사능 발생량 및 방사능 가툼， 

누출량 파악 
방사능감시 

소내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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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월성원전 안전변수 선정 목록 

1. 아날로그 변수 목록 

CTMT 건전성 
-‘-••• ‘ ••••••••••••••••••••••• 

AI2757 1-0.00510.0151 MPAD ICTMT 건전성 IREACTOR BUILDING PRESSURE CHAKNEL K 
AI2605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 -013 (LAC24) 

o_.UO‘-‘-•• _--- ............. -.... • -.-.‘ ••• -“ •• _-" .... -_ ••••••• -‘ •• • --.-‘ ••• -•••••••••••••• --•••••• ............... _----........ -....... ----.... __ ..... --...... _-_ ....... AI2611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I-007 (LAC30) •• _-"“ •• _-_ •••• _-‘ . __ ..... _-..... _- •• __ ..... “‘ •••• - _._.-'-.‘. __ .-•••• ................................ •••••••••••••••••••••••••••••••• ‘-_ •••• ‘ ••• -•••• _-••••••••• _-••• _-_ •• AI2612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1-008 (LAC31) -_ ••••••••••• ‘ •••••• . __ .......... -_ ... •••••••• -••• ‘---- .. __ ............. ••••••••••• ‘ ••••••••• _-_ •••••••• ..................... -_._-••••• __ ••• ‘ •• __ • __ ...................... -•• AI2604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I-012 (LAC23) ........... -....... .... _------------- .. _----_ .. _------ ---_._----.. ----. .. _----.. _-----.... _---_ .. _----- -... _-----... ----.... -.. _--.. _-------._._-.... _----.... ----.. _._---.. AI2606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1-014 (LAC25) ’‘--••• _---••• _--••• • _-•• ‘.--_ •• _---••• --... _---... _--.. .. _---.. _-_ ... _.- _.--.... -... _----... _--_ ..... _-- -.... _-...... -._---.. ----.-..... -.... _ ......... _ ..... _.-_.-..... _-'-' AI2602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I-I07 (LACI0) F/M RO애 -... -----.. -._ ..... _ ... _---._._.-.... _."--'.'-"-"'- ,-,-,-,.,-,,-,._, .-_._-'‘ •• _._.-.-._--_ ••••• _-_ ••• •• _----•••• __ ._ •••• _ •• _ •••••• _-‘.-.--_._--••• _ •••••• ‘ •• _-_ ••••• __ •••••• _--_ •••••• -••••••• _. AI2603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I-I08 (LAC14) F/M ROOM ••• _ •••• ,‘ ,._-","-""'-'--'--‘---_ ••••• 
EMP. IN ROOM Rl-112 (LAC28) MOD PP 1 AI2607 0 320 DEGC 

-.. __ . __ .. _ ..... ---.... __ ... _-_ ... _.-.. __ ..... _--_ . . _--_ ... _--

AI2610 0 320 DEGC 
--_ ••• _--_ •• _--_.‘ -_._ .. -.. _--.---_ . . -.... _----.. _-_ . ... _ .... _---.. 
AI2613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K ROOM Rl-303 (LAC34) -_ .... __ ..... -..... •• ‘ ••• ---•• __ ..... • , •• -‘-.,.“--•• - -.-..... -... _ .. -. . _-_ ..... _.-...... -.... -.. _ ... _. _.-••• _---_ •••••• _._ ••••• _._-••••••• _-_ •••• _--••••• _ •• -_.-._-.... ,_. 
AI2614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l-304 (LAC35) --••• _--••••• ‘ •••• - •• _--_ •••• -‘-•• _- ... _._ .. -._._-.-- •• ‘ •• _-.-.‘._---• .. _-_ .... _---.. _----.-... __ ..... ---... _._._-_ .. __ . __ ......... _--...... -... -._ .... _. __ .-.. -_.-.... -_.-
AI2615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l-405 (LAC19) _ ... _---.-. __ .-.... _ ... -. __ ... _-_ ... _ .... _._ .... _-_ .. .. _---.. _-.... __ . .. _._--........... _-._ ... _--_ ... •• ‘ •• -••• _ •• _ ••••• -‘ ••• _ ••• ---••••• -.-••••• _-.-••• ----•••• _--•••• -_ •• AI2600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l-601 (LAC3) BOILER ROOM A . __ .-.. _---.. _. __ .. _._._ .... -... -... - ---... __ .... _-_ .. ‘ •• -•••• _--••• _--- •• _.‘ ••• -._ •• _--••••• -•••• _._-_ • . _ ......... _----... _ ......... _-....... __ .. -_ ........ _ ....... _ ........ -..... _--_ .... _ .... _._--..... _-. AI2601 0 320 DEGC CTMT 건전성 EMP. IN ROOM Rl-601 (LAC6) BOILER ROO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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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_U ____ •• . _-_. __ .... _-_ ..... --'-‘ •• _ ••••••••• _. --_ ........ 

AI704 0 150 KPAG 노심 
--_ ....... --_ ..... ............ _ .. - .-....... _-........ .. _ .. _ .......... _.- .......... -
AI1073 0 80 DEGC 노섬 
._ •••• _-_ •• , •• __ ••• - ••• ,._._ •••••• - ............ __ ... -. •••••• --"'-'"‘ ••• .... _ ...... 
AI2736 0 8600 MM 노심 냉각 CALANDRIA LEVEL. WIDE RAKGE 
••••• _ ••••• , ••• _-- • ••• __ •• __ .‘ •••• - ._ •• U ••••••••••••• .... _ ... _--_ ... -... ..... _._ .......... __ ....... •••• _._._ •••••••••••• _-_._ ••••• _ •• _._ •••••••••• _. __ •••• ‘ ••••• _. __ •• 

AI2743 0 20 KPAG 노심 냉각 CALANDRIA VAULT COVER GAS PRESSURE 
... _-.-... -....... . _._ ..... _ .. _._- ‘ •••• __ • __ ._-_ ••••• .. _ ... '-'-"""'-' ._ ••••••••••• _----••••• _ •• ‘ .... _._ ....... _. __ ...... _ ...... _-_ ... -.. _--_ ..... -.... -_ .. _-_ .. _-. 
AI731 0 100 DEGC 노심 냉각 CALANDRIA VAULT INLET TE뻐. ._ ............ _ ... ... -... _ ........ .... -....... _ .. _ .. - ‘ •• _ ••••••• __ ._--_. -.-.. _. __ .. 

AI2742 0 100 DEGC 노심 .. _._-_._ ...... _._. _ ••• , •• _ •• -‘ •• _- --_ ... -... _ .. -_._.- ._-........ _--_ .. _ . ......... _. 
AI2744 0 610 뻐 노섬 
_ •• __ .‘._--_.‘ •••• - •• _.""‘ ••••• _ • .... _ .. _---_ .... _ .. .. _. __ .... -.-.... _. --_ ........ 
AI1307 0 0.7 MPAD 노심 냉 각 DIFF. PRESSURE ACROSS MODERATOR PUMPS 
.. ‘ ••• _--_.“ •• _ ••• ... -.-._._._ .... .. _---_ ........... - ._ .. _-.......... __ . -_ .. _-.... _.---_ .. _ ....... - --_._ .. _ ..... _._-_.-....... _--_ ...•..... _. __ .. _ .... … .. ‘--_ •••••••••• _ •• __ ._ •• -•••••••• _-‘ 

AI2430 0 0.7 MPAD 노심 냉각 DIFF. PRESSURE ACROSS MODERATOR PUMPS 
‘ •• _ ••••••• -•• __ ••• _ ......... _ .. _ .. ...... _ ... _--_ ..... .. _ ... --... _ ... _._. -_.-. __ ..... -_._._ ........ - ... _.-.-.... _ ... __ .-............ _-..... _._ ............. _.-............. __ ._ ... -...... __ .... 

AI2643 0 0.15 MPAD 노심 냉각 EKD SHIELD 3411-1X-1 DIFFERENTIAL PRESSURE -....... _-_ ..... _ .. """"_""U' .... __ .......... __ . ........... _ .. __ .. - -••••• ‘ __ •• __ ••••• u_ ...... •••••••••••• -•••••• _----_ ••••••••• ‘ •• --_ •••••••••••• _ ••••••••• _.-_. 

AI1343 0 135 L/SEC 노심 냉각 EtìD SHIELD FLOW MEASUREMEt\T 
‘ •••• _ •• _-_ •• _ •••• _ •• , ••• _ •••••••• ••••• -.-..... , ••• _ • ........... _--_ .... ....... _._ ........... _ .. _.- _ ........ __ .-.-....... _-_ ............ -.---......... _ ... -...... _._ .. 

AI706 0 6.35 METERS 노심 냉각 Et\D SHIELD HEAD TANK TK3 LEVEL ......... -_ ... -... •••• -‘ ••••• __ ._- .......... _-_ ...... .. _ .. -........... _ . ................. _.-....... _ ••••• -•••••••• __ ._ ........... _ ••• -••• _ ••••• _.-•• _ ••• ‘ 

AI730 0 100 DEGC 노심 냉각 tìD SHIELD ltìLET TEMP. 
..... _-....... _ ... ..... _ .. _ ...... - - ••••••••••• ,--•••• ... _.-._ ........... .. _. __ .............. _ .. -... ••••• _._ •••••••••• _-_ ••••• -••••••• _-.‘-••••••• -‘_.'--

AI1344 97.84 130 METERS 노심 냉각 END SHIELD LE'~L MONITORING 
-_ ....... -.. -..... -_.-._._ ........ ... __ . __ .-......... .. _ .......... __ ... - -•••••••••••• ‘ •••••••••••• - .-........ -.... _-......... __ .......... _-...... _ ..... _-_.-.......... 
AI707 0 0.7 MPAG 노섬 냉각 END SHIELD PUAWS DISCHARGE PRESS. COt\TROL 
...•••••... _ ...... ..... _ .......... ........ _--_ ....... ................... --............. -........ _ .. ••••••••••• _._ ••••••••••• __ •••••••• -•••••• __ ••••••••• -•• _-‘ .. 

AI2740 0 100 DEGC 노심 냉 각 END SHIELD X OUTLET TE~W. .... _ .... _ ......... ....... _ ........ . _.-....... _._._-.. ...... _ .. _._ .. -.... ........... 

AI2741 0 100 DEGC 노섬 
""""'.""--'" ••• ,_ ••••• ‘ •••• - .... _ ..... -........ ...... __ ........... . _-_.-..... 
AI1046 0 0.5 MSIE/M 노섬 냉각 MODERATOR COKDUCTIVITY 
• __ ••••••• -•• ‘ ••••• ... -_ ... _ ....... .... _ .. __ .... _ ..... .. ‘ ••• --•••• _ •••• _' ‘-••••••••••••• _ •••••• -•••• _._---_ ......... __ ... _-_ ... _ ...... -.. -.. _ .. _._._ ...... 
AI1103 -70 140 KPAG 노섬 냉각 MODERATOR COVER GAS PRESSURE 

••••• ""‘ .•••••••• _.- •• _ ••••• “--•••••••••••••••• -._ •••••••••• _ •••••••••••••••••••••• -_ •• __ ._. __ •••••• _._.-•• 

AI1546 I I .... ~:~~ .... ~노심 냉각 MODERATOR HEAT EXCHANGER 3211-HX1 
0 320 

EMP. ............ r ......... : ...... : “ .. ‘ ... ‘ ... _ ••••••••••••••••• _._ •••••••• __ ••• -‘ ..... _-_.-••• -._ ••••••••• __ ••••••• _ •••• __ ._.-••••••••• 
MODERATOR HEAT EXCHMGER 3211-HX2 

AI1545 0 320 
....... -....... _ .. - ....... _ ....... - ... _ .... 
AI1623 7.7 11.7 
• __ •• - •••• , •••• _ ••• ... -........... - •••• ‘ .•••••••• _. 

AII047 I 0 I 0.5 IMSIE/M 노심 

AI3117 I 0 I 100 I DEGC 노심 
~"lMoöËRÄTo힘. TEMP. COK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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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1223 I -7 1 OECAOE 미임계 

AI1222 1-0.06 
5 

0.065 OEC/S 미엄계 
•......••••......•. ••••••••• -‘-••••• .................... 

AI3071 100 0 %IN 미 임 계 IPOSITION INOICATION & CONTROL ABSORBER #1 
____ •••••••• u •• ___ - ••••••• ‘ •••••• .............. __ ... ................. ........ -............ 
AI3072 100 0 %IN 미엄계 
.... _--............ -.... __ ........ . ---_ .............. -.--..... -_ ...... ..................... 
AI3073 100 0 %IN 미업계 POSITION INOICATION & CONTROL ABSORBER #3 
•.....••••....•••.. • _- ••••• “ •••• - .-. __ . __ ........... •••• __ .‘ ••• _--_ •• .......................... ....... __ ................................ ---................ ---.-....... _-.-....... _---............... __ ........ 
AI3074 100 0 %IN 미임계 POSITION INOICATION & CONTROL ABSORBER #4 

......... “ •••• - .‘._-_ ••••• __ •• • ,-•• _---‘ ••••••• ‘* ...... __ .-....... ----•• ‘ ••••••••• __ ........ ••• - ••••••••• ‘ •• - •••••• _----•••• __ •••••••••••••••••••••••••• 

0113 0 1. 5 FP 미임계 ZONE 1 FLUX POWER , PIC 
.•.....•.••....•••• ••••• ‘ ••• ‘ ................ •••••••••• ‘ ••••••••••••••••••••• ‘ ••••••••••••••••••••••••• ‘ •• 

0114 0 1. 5 FP 미임계 ZONE 2 FLUX POWER , PIC 
................... ................. .......................... ••••••••••••••••••••••••••••••••••••••••••••••••••••• ‘_ •••••• 

0115 0 1. 5 FP 미임계 ZONE 3 凡UX POWER , PIC 
................ ............... ................... ................. ‘ ••••••••••••••••••••••••• ••••••••••••••••••••••••••••••••••••••••••••• ‘ •••••••••••••• 

0116 0 1. 5 FP 미임계 ZONE 4 FLUX POWER , PIC 
‘ •••••••• ‘., •••••• ‘· ................. ••• ‘ •••••••••••••••••••••• •••••••••• ‘ ••••••••••••••••••••••••••••••••••••••••••••••••• 

0117 0 1. 5 FP 미임계 ZONE 5 FLUX POWER , PIC 
.....••..•.....•.•. ................. .......................... ............................................................ 

OT20 0 1.5 FP 미임계 ONE 6 FLUX POWER , PIC 
•••••••••• ‘ ••••••••• ................. .......................... ............................................................ 

OT21 0 1. 5 FP 미임계 ONE 7 FLUX POWER , PIC 
...•••.......•..... ................. .......................... ............................................................ 

OT22 0 1. 5 FP 미임계 ZONE 8 FLUX POWER , PIC 
................... •• ‘ •••••••••••••• .......................... ............................................................ 

OT23 0 1. 5 FP 미임계 ZONE 9 FLUX POWER , PIC 
“ ••••••••••••••••• •••••••••••• “ ••• .......................... •••••••••••••••• u •••••••••••••••••••••••••••••••••••••••••• 

OT24 0 1. 5 FP 미임계 ZONE 10 FLUX POWER , PIC 
...••......•••..... ‘ •••••••••••••••• .......................... ............................................................... 

OT25 0 1. 5 FP 미임계 ZONE 11 FLUX POWER , PIC 
••....•••.....•••.. ................. .......................... •••••••••••••••••••••••••••••• ‘ •••••••••••••••••••••••••••••••• 

OT26 0 1. 5 FP 미임계 ZONE 12 FLUX POWER , 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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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541 I 0.01 I 999.7 I KCNT/M I ~ 
. ~ ’ > ’‘ CTIVITY RELEAS E OVER 5 DECADES 

AI542 I 0.01 I 999.7 I KCNT/M I 소내방사능 |:-------- -EFFLUENT MONITOR (L(I 
TE ACTIVITY COLLECTED O~ F1 

AAIl55450l | 19 9 o89 l 929594-7 71 |11 | M C/NMTISN 소 소내내방방사사능능 -A A ~SSE-)O--J -S EF EFFLFULEUNETNT Mom W3TNOlRTCR (Lm STA OCKF 

INDICATION 

AI2031 I 0 I 1000 I KCNT/S 소내바사느 R PAASM MONITOR - LOG 
。 o IACT IVITY RELEASE 

AI2027 | 0 1000 | KCNT/SR PAASM MONITOR - L(% OF NOBLE 

AI2030 I 0 I 1000 I KCNT/S 
1- .,..... ’ ‘ CTIVITY COLLECTED ON FILTER 

A짧I엉뚫45{ 1-뚱 -5 | -5따 l폐 VOLTS I 소내방샤능 W뻐 R p뼈뼈M L Lmm o oFF S S때빠Pα때 "B" 

AI557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HTS D20 COLLECTION ROOM(R-006) 
-----_ ...... _----- ‘--••• _-_._------ _._. ___ ... __ ••• u 

“‘---------------- -----.‘-•• -•••••••••••• _-------.. ••••••••••••••••••• __ • _______ •• ____ ••• _ ••• ________________________ ._ ••• __ u 

AI560 0.01 1000 MGY/HR 방사능CCTMT) AM. F/M AUX ’D’ SIDE(R-012) 
........... _----.- ..... __ .. _---_ .... .. _---_ .. _------- --------.---.--.-.-- --_._. __ .-_._ ....... _. __ .. _-_.-.. ••••••••••••••••••••• _ ••••• -‘_. __ .-._ ••••• _ •••••••• _ •• _-_._---_.-••••••••• _. 

AI561 0.01 1000 MGY/HR 방사능CCTMT) AM. F/M MTCE ’C’ SIDE( 103-R) 
_ .. _._-.. -... _. __ . . -.. -.......... _- ._.-............. ............ _ ..... -. •••••• _ ••• _-‘ ••••••• ‘ ••••• _ ••••• ••• _-••••••••••••• ‘ ••• __ •• __ •••••• __ •••••••••••••••• _ ••••••• __ •• -••• __ •••••• _ ••• 

AI562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F/M MTCE ’A’ S IDE( 104-R) 
_ .. _._-_ .......... .. _._ ... _ ....... _- ._--"--"-""" ........... _ ....... - .......... -.-... _ ................ ......... -............ _ ..... _ .. _-_. __ ...................... _ .... __ .. _-... -..... 
AI563 0.01 1000 MGY/HR 방사능 CCTMT) AM. F/M VAULT ’C’ SIDE(R-107) 
............ _ .... - ._ •••••••• -‘ •••••• . -.............. - ..... _ .... _ .... _ ... - _ ••• _._-_.-•••••••• ‘ ••••••• _ ••• _. --••• --.-....................... __ •• _--••••••••••••••••••••••••••• _--_ •• _-_ •• -‘_ ••• -•••• -•••••• 

AI564 0.01 1000 MGY/HR 방사농CCTMT) AM. FEEDER CABINET 'C ’ SIDE(R-107) 
-.... _ ....... _ ...... __ . __ ............... __ ..... _ .. _ .. -.. ---.... --....... 

AI565 I 0.01 I 1000 I MGY/HR I방사농(CTMT) l| |.SYST , LIQUID INJECTION 
EMCR-402) 

AI566 0.01 1000 MGY/HR 

1 1b때 AI567 I 0.01 I 1000 I MGY/HR 밖사능CCTMT) IFAM. HTS AUX ’A’ SIDE(R-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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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571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020 FEEOER P/P ’D’ SIDE(R-403) 
................ _- .................. .... -..... ---_ ... ................ _-_. u ...... _____ ............... _____ --.-........................................... _-.-............ __ ..... ---_ .. 
AI572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HTS AUX ’C’ SIDE(R-405) ...... _---........ ................. ........... __ . __ . •••••• -....... ‘ ••• _- ••• ‘ ••••••••••••••••• __ .n ....... • _.-._._._-----‘ ............... _-.................. ‘---.-................. __ ._-_ •• -.......... 

AI573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FAM , HTS OEUT & OEOEUT ROOM(R-406) 
........ __ ........ ............. -_ ... ....... __ ........ .................. _- ._ ••• ‘·‘ ••••••••••••••••• ‘ •••••••• ••• --_ ••••••••• ‘ •••••••• __ ••••••••• __ .“ •••••••••• __ ••••• _----.............. __ •• _--_ ••• 

AI574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FAM , BOILER ROOM ’A’ SIDE(R-501) 
••• ___ ••••••••••••••••••• 4 •••••••••••••••••••••••••••••••••••••••••••••••••••••••••••••••••••••••••••••••• ‘ ••••••••••••••••• 

AM , SERV 1 CE PORT ROOM ’ A’ 
AI575 1 0.01 1 1000 I MGY/HR I방사능(CTMT) ” IDE(R-114) 

......................................................................... 

AI576 I 0.01 I 1000 I MGY/HR I밖사능(CTMT)[‘ ‘IDE(R-1S1E5R)VICE POER R@M ’C’ 

AI577 I 0.01 I 1000 I MGY/HR 방사능(CTMT) “… SERVICE PORT ROOM ’A’ 
SIDE(R-114 ) 

AI1000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SERVICE PORT RM ’C’ SIDE(R-115) 
................... .................. ••••• -.‘ .......... .................. _ . ................................. ....................................... “ •••••••••••••••••••• _ ••••• __ •••••••••••••••••• __ •••••• ‘* 

AII001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ON MONITORING "A" SIDE(R-303) --.......... -...... •••••• _ •••• -‘ •••• ao •••• __ ••• ‘ •••• - ... _ ................ ................................. .. _ .............. _._ .. _ ... _ ................ _. __ ....................... -.. _ ............... _ ... 

AI1002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ON MONITORING "C" SIDE(R-304) ..... _-_ ....... _ ... ...... u .......... •••••• __ ••.••• ‘ •• •••••• ‘ _.ao ••••••••• ..................... _ ........... _ •• '‘ •••••••••••••• _ •••• _ ••••••••••••••••••••••••••••••••••••••••••••••••• _ ••• -•••••••••••••• 

AI1003 0.01 1000 MGY/HR 방사능 (CTMT) AM , GFP MONITORING RM(R-307) 
................... -......... _ ...... ............... _. _ .................. - ................................. ••••••••••••••••••••••••••••••••••••••• _ ••• _._ •••••••••••••••••• ‘ ••••••••••••••••••• ‘ •• -.-••. 

AI1004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FAM , LIQUID ZONE CONTROL RM(R-401) 
....... _ ....... _ ... ............. _ ... ......... -....... .................... ............. _ ................... .................... -.... __ ..................... _._ .................... 
AI1005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SPENT FUEL ""A"" SIDE ............... -_ .. ................. . __ ._ ............ ............. _ ...... ........................... _ ..... ................ _ ••• _ ••••• ao •••••••••• __ •••••••••••••••••••••••••• __ ••• 

AI1006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SPENT FUEL ""C"" SIDE 
................... .............. ‘ •• _. -..... ‘ •• --••••••• .. _ ................. ................................. • -- ........................ _ .... _._ ................ _ •• -••• ‘ ............ 

AI1007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FAM , SPENT FUEL ""0"" SIDE ................... ............... _ . •• ‘ ...... --....... .... _ ............... ................................. ............................ ----_ ......................... ----_ ........ 
AI1010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FAM , MOO. PURIFICATION RM(S-005) 
_ .................. ................. ................. .................... ................................. ............. _ ......... ----... __ ._ ................... --.----.--............ ‘ •• 

AI1011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020 MANAGEMENT RM(S-015) 
...... --........ -.. ................. •• ‘ ...... -....... .......... --... _.--. ................................. .............. _._ ... --............ _ ... _--............... --.... _ ...... _ ....... 
AI1012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S.F.B COOL & PURIFI. RM 
_ ............... ‘ •• “ ..... --•••• “ ••• ................. ....... -----........ ........ _ ............. _ .......... ................ _---........... __ ._ ••• ---............... ------_ ............. ‘ 

AI1013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F/M AUX. ""A"" SIDE(R-014) _.--............ --. .......... --..... ...... ‘-..... ---- ........ --_._---.... ....................... --........ ....... _ .................. ----.--................... --................... 
AI1014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FAM , F/M AUX. C SIOE(R-013) 
--_ ............... - ......... _ ....... ............. --“ ........ ----........ ................... --............ ---_ .................... --------•..• … ...... --.................... ----.. 

AI1015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F/M 020 SUPPLY A SIOE --- ................ ................. ----........... “ .... --.............. •• '.'.'‘ ............. -- .......... ......................... _ .................... --............................ 
AI1016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AM , BOILER RM D SIDE(R-501) . _._ ........... _uo ___ .... u ... ____ . ._--_. __ .-....... -_ ••. ‘ •••••••• __ ••••• ............. __ .................. ............... __ ... __ u .......... __ ............... __ ..... _ ........ ___ ..... ____ ............. 
AI1017 0.01 1000 MGY/HR 방사능(CTMT) FAM , CALANDRIA COVER GAS RM(R-402) 

.... __ ............. _-_ ......••• __ ........... -.-............. ------_ ... -
AI543 1 0.01 1999.7 1 KCNT/S 1 방사능(RCS) I~?<:"T~' ~!~~~rvT'~UNT RATE OF 

ISSION PRODUCTS 
.‘’.Q잉 •••• _-‘ •• --흐I’ •••• _ ....... _-••••• 

AI544 10.002 120.0061 CI/M3 1 방사능(RCS) 1“LOG ’ OEF LIN IE131 CONCENTRATE IN H.T.S. 
.••••• -.......... _-_ •••• __ • __ •• ‘-•••••••••••••••••••••••• __ • __ •• _-_ ••••••• __ . 

AI550 10.002 120.0061 CI/M3 1 방사능(RCS) 1깐uO ” F LI KNRE88 CONCENTRATE IN H.T.S. 
••••••••••• ‘-••••••••••••• 

AAII554456 l | O 0 O OOO22 1l2200 O 0O066jl C ClI//MM33 방 빵사사능능((RRCCS)ι ~~ ι‘mA…;MiPL OE iF LI X XNEEEI13335 C mONbC CEENN11RRAATTEE 1 lNN H H.IT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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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1122 I 0 5 I METERS I 운전도 IDEGASSER CONDENSER LEVEL , 3332-TK2 
... __ .. _---.. -.. -... __ ...................... _-------.. 

AI1412 I 0 320 DEGC 용전도 g빠FιA* CON마NSER LIQUI 
ERAT때E 

AI634 I 0 12 MPAG 
운 전 도 SSER CONDENSER PRESSURE , 

~!.~~~.~ ... L ..... ~. 
AI1342 0 1000 MW 운전도 --_ ..... _-_ ........ ... _---_ .......... --------‘_'"U'U". ----------_ ... __ .-.. ........... _--------‘ •• 

AI2704 0 12 MPAG 운전도 -........ __ ........ .......... _-----_. _._.-‘ ••••• _-----_ ••• ............ ‘--_.--- --_ ................. __ . 

AI2710 0 12 MPAG 운전도 INLET HEADER PRESSURE 3312 HD4 ........ __ ... -..... ‘ ••••••••••••••••• _ •.• _-_ •• _---.--‘·‘· ....... _-_ .... __ .--- ••••• -•• ‘ ......... __ ._-_ •••••• .................. _---... __ ....................... _----.-----_ .... -............... 
AI2720 0 12 MPAG 운전도 INLET HEADER PRESSURE 3312-HD6 ........ __ ..... __ .. ... _--_ .......... ...... -....... -..... ‘-_ ••• __ ••••• _-_.-•• .............................. •••••••••••••••••••• u •••••••••••••••••••••••• ‘ u ••••••••••••••••••••••••••••••••• 

AI2730 0 12 MPAG 운전도 INLET HEADER PRESSURE 3312-HD8 
................... •••••••• ‘·‘ i ‘ .•••• •••••••• u •••••••••• .................... .............................. ••••••••••••••••••••••• u ••••••••••••••••••••••••••••••••••••••••••••••••••••••••• 

AI2406 0 320 DEGC 운전도 INLET HEADER TEMP.-HEADER 3312-HD2 
................... ••••• ‘ •••••••••••• .......... _ ...... -.. .................... ••••••••••••••••••••• ‘ •••••••• ........................................................... ‘ ••••••••••••••••••••••••••••••••• 

AI2407 0 320 DEGC 운전도 INLET HEADER TEMP.-HEADER 3312-HD4 
................... •••••• ‘ •••••••••• ••••• ‘ •••••••••••••• •• ‘ •••••••••••• “ ••• .............................. ............................................ _._ .............................................. 
AI2410 0 320 DEGC 운전도 INLET HEADER TEMP.-HEADER 3312-HD6 
••..•..•......••.•• .................. •••••••••••••••• ‘ ••• .................... .............................. ••••••••••••••••••••••••••••••••••••••••••••••••••••••••••••• ‘ •••••••.••••••••••••••••••••••• 

AI2411 0 320 DEGC 운전도 INLET HEADER TEMP.-HEADER 3312-HD8 
.................. •••••••••••••••• u .................... •• ‘ ••• ‘ ••••••••••••• ....................... 
AI727 0 6 MPAG 운전도 
............•• -... .................. .................... ................. _ .. .•••••................. 

AI763 0 320 DEGC 운전도 
•••••.........•••. .................. •••••••••••••••• ‘ ••• .................... ....................... 
AI1231 6 12 MPAG . 운젖못 ...... .P~.!.~~ ... 맺4PFR PRESSURE 3312-HD1 ................... .................. .................... ... _ ................ 

AI1232 6 12 MPAG 운전도 
................... ••••• ‘ ••••••••••• ‘ •• ‘ ••••••••••••••••• •••• ‘ ••••••••••••••• ....................... 
AI1233 6 12 MPAG 운갱도 i~ 뻐ADER PRESSURE 3312-HD5 ••• ‘ ••••••••••••••• ................. - .................... .................... ..............................•........................... _ ....... _ ................................. -.............. 
AI1234 6 12 MPAG 운 전 도 HEADER PRESSURE 3312-HD7 
.......••.••••....• .................. ••.••• ‘ •••••••••••••• .................... •••••••••••••••• _-‘ ••• ‘ •••••••••••••••••••••••••••••••••••••••••••••••••••••••••••••••••••••••••••••••••• 

AI1540 0 320 DEGC 운전도 HEADER TEMP 3312 HD1 
................... .................. “ •••••••••••••••••• •••••.••.• … ••..• “ ......................................................................................................... 
AI1550 0 320 DEGC 운전도 HEADER TEMP 3312 HD3 
•..•.•...........•• ................. .................... .................... ••••••••••• ‘ ••••••••••• 

AI1560 0 320 DEGC 운전도 
......••••••.•..... .................. “ •••••••••••••••••• .................... ....................... 

AI1570 0 320 DEGC 운전도 
..........••••.• ................. 

AI1160 I 6 12 I MPAG 운전도 

AI1235 0 15 METRES 운천도 PFFPRRREEESSSSURIZER 3332TK1 LEVEL ........ --......... •••••••• ‘ ••••••••••• .................... .......................................................................................... 
AI1413 0 320 DEGC 운전도 SURIZER BULK TEMP. 
.........•..••••.•• •••••••. ‘ •••••••. .••••• ‘ ••••••••••••• .................... 

AI2420 0 320 DEGC 운전도 SURIZER STEAM TEMP . 
“““‘ •••••••••••• •••••••••••• ‘ ••••. .••• ‘ ••• ‘ ••••••••••• .................... •••••••• ‘ •••••••••••••• 

AI1236 0 320 DEGC 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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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1277 I 0 I 6 I MPAG I S/G 냉각 tαOOONIlILLLDlEEe갱vRRs 에 P RE앉R깅gEE LSSSSSSEUUUVRRREEEEL 3311 BO3 
•••• __ •• __ •• - ...... _ •••••••• _-... ‘ ••• _ •••••••••••••• __ •••• _ ••••••••••• _-•••••••••••••••• ‘ ••• __ ••• _--•••••••••• __ ••••••••••••.••••••••••••••••••• - •••••.••••• _----_ ••••••••••• _---_ •••••• 

AI2435 I 0 6 I MPAG I S/G 냉각 3311-B02 
----••• __ •••• _---- •••••••• - •••• __ •• __ • ‘-_ •• __ •••••••• _-... _-_ •• ---_ •••••••••••••••••••••••••••••••••••••••••• _--_ •••• - .... _---_ •••••••••••••••••••• _--......... - •••••• ‘ .................. 

AI2436 I 0 6 I MPAG I S/G 냉 각 3311-804 
----..................... - •• _-•• “ _____ ••••••••••••• __ ••••• _ ..... __ • _____ •••••••••••••••••••••••••••••••••••••••••••••••.••••••• u •••••••••••••••••••••••••••••••••••••••••••• ‘ ...... 

AI710 I 50 I 863 I MM I S/G 냉각 CONTROL 
""""'U""'" ••• ‘ •••••••••••••• .................... ••••••••••••••••• U • ••••••••••••••••••••••••• ‘ •••• 

DT170 CLOSE S/G 냉각 
.................. """""""'" ............. -...... •••••• u •••••••••••• •••••••••• ""‘ ••••••••••••••• 

DT171 CLOSE S/G 냉각 
••••••••••••••••• ‘ ••••••••••••• ‘ ••• .................... .................... .............................. 
AI1327 0 4500 MM S/G 냉각 
................... •••• , •••••••••••• .................... .................... .............................. 
AI2522 0 700 KG/SEC S/G 냉각 F/W PUMP P101 DISCHARGE FLOW 
••••••••••••• ‘ •• ‘ •• ................. _ ................... .................... ...................................... ..................................................................... 
AI2523 0 700 KG/SEC S/G 냉각 F/W PUMP P102 DISCHARGE FLOW 
.................... .................. .................... .................... ...................................... •••••••••.•••••••••••••••••••••••• ‘ ••••••••••••••••••••••••••••••••• ‘ .••••••• 

AI2524 0 700 KG/SEC S/G 냉각 F/W PUMP P103 DISCHARGE FLOW 
................... ••••• ,‘ ••••••••••• ••••••••••• “ ••••••• •••• ‘ ••••••••••••••• ...................................... ••••• ‘ •••••••••••••••••••••••••••••••••••••••••••••••••• u ••••••• '"‘ ••••••• 

AI2174 0 60 KG/SEC S/G 냉각 F/W PUMP P104 DISCHARGE FLOW 
................... .................. .................... .................... ...................................... •••••••••••••••••••••••••••••••••••••••••••• ‘ ••••••••••••••••••••••••••••••• 

AI2017 0 10 MPAG S/G 냉각 F/W PUMPS DISCHARGE HEADER PRESSURE 1/3 
.................. .................. .................... •••••••••••• ‘ u •• '" •••••••••••••••••••••• ‘ ••••••• 

AI755 0 320 DEGC S/G 냉각 
.•••.•....•.•••... .................. .................... .................... .............................. 
AI2530 0 299.93 KG/SEC S/G 냉각 
................... ................. .................... .................... .............................. 
AI2531 0 299.93 KG/SEC S/G 냉각 
••• ‘ ••••••••••••• ‘· ••••••• ‘ ••••••••• •• u •••••••••••••• _ • .................... .... _ ............... -......... 
AI2532 0 299.93 KG/SEC S/G 냉각 ~EEDWATER FLOW-S/G#3 
................... •••••••• ‘ ••••••••• .................... •••••••••• ‘""'.'" .............................. 
AI2533 0 299.93 KG/SEC S/G 냉각 
•••••••••••••• ‘ •••• ••••••••••• ’“ ••• .................... .................... .............................. 
AI2540 0 300 KG/SEC S/G 냉각 
' .......... -"'.'" ................. .................... .................... .............................. 
AI2541 0 300 KG/SEC S/G 냉각 
................... •••• ‘ •••••••• ‘ •••• .................... .................... .............................. 
AI2542 0 300 KG/SEC S/G 냉각 
“ ••••••••••••••••• •••••••••• ‘ ••.•••• .................... .................. 
AI2543 0 300 KG/SEC 
••••• ’ •••••••••••• •••••••••• ‘ ••••••• .................... ••••• ‘ ••••••• 

AI711 0 4000 MM ................... •••••••••• ‘ ••••••• .................... ............. 

AI2745 1-9.25 I 3.5 I METRES 
•1j SS S S -////GGGG } 냉 냉 냉 냉각각각각 }‘--M W R WIIIlDE RANGE LRVEL mNTROL BOILIR 3311 801 

••••••••••••••••••• u ••••••• ‘ ••••••••• _ •••••••••••••••• - ........... ‘ ••••••••••••• 

AI2746 1-9.25 I 3.5 I METRES 
DDEE R RAANNGGEE L LEEVVEELL C COONNTTRROOLL B BOOIILLEERR 3 3331111--BBOO23 •••••••••••••••••••••••••••••••••••••• _ ••••••••• “‘ •••••••• _ •••••••••••••••••••• 

AI2747 1-9.25 I 3.5 I ~ffiTRES 
•••••••••••• ‘ •••••• _ •• ‘ .•••••••• ‘ ••••• _ ••••••••• u ••••••••• _ •••••• ‘ ••••••••••••• 

AI2750 I -9.25 I 3.5 I METRES DE RANGE LEVEL CONTROL BOILER 3311-B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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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534 0 750 KG/SEC ECC 냉각 
.................. --_ ••••• ‘.-••••••• .... _--_ ... __ ..... _- .................... ............ _-_ ....... __ ...... 

Al2123 -4 8 METERS ECC 냉각 ECC - DOUSING TANK LEVEL 
........ ‘ •••••• ‘’ ••• •• _---_ ••• _-.‘.-- • ........... __ .. _--_ . .................... ........ _._--_ ........ _._ ... _--------- ••••••• ____ ••••• __ • __ • __ ••• ____ ••••••••••• ____ •• ___ ••• __ •••• u ••• ‘ 

Al2124 -4 8 METERS ECC 냉각 ECC - DOUSING TANK LEVEL 
........... 0 •• ____ - . __ .............. •••• _-_ •••••••••• ‘ •• ................ __ .. . _-_._--_ ........ __ .......•.. _----_ ... ... -... -.--.... -........ --_ ..... -.. --..... -... -.-_ ..... _._--------
AI2125 -4 8 METERS ECC 냉각 ECC - DOUSING TANK LEVEL 
...... __ .. _--_ ..... --_ •••• ‘ '.U"' .• .. _-_._._-_ ... _----- ---_ ................ .......... __ . __ ._--_ ... __ ............. 

-----‘~ ••••• ~ •• ~ •• ~ ..................... ‘ .............. 

AI2131 0 5 METERS ECC 냉각 ECC - R/B SUMP LEVEL 
................... .................. .................... .................... ...................................... ••• ‘ ••••••••••••••••••••••••••••• u ••••••••• u ••••••••• 

Al2132 0 5 METERS ECC 냉각 ECC - R/B SUMP LEVEL 
................... .................. .................... ••••••••••••• ‘ •••••• •••••••••••••••••• ‘ ••••••••••••••••••• ••••••••••••••••••••••••••••••••• ‘ •••••••••••••••••••• ‘ 

AI2130 0 11 METERS ECC 냉각 ECC - WATER TANK TK1 LEVEL 
••••• ‘ ••••••••••••• .................. ••••••••• ‘ ••••••••• ‘ ••••• ‘·“ •••••••• ‘ •• ...................................... ................................................... ~ ..... ~ ............. 
AI2126 0 11 METERS ECC 냉각 ECC - WATER TANK TK3 LEVEL 
................... •••• ‘ ••••• ‘ •••••••• ••••••••••••• ‘ •••••• .................... .•.................................•.• ..••................•..............•.......•.............•....••....... 

AI2127 0 11 METERS ECC 냉각 ECC - WATER TANK TK3 LEVEL 
•• ‘ •••••••••••••••• ••••••••• n ••••••• .................... .................... ..•..•...•...•.................•...... ......................................................•................ 
AI2631 0 12 MPAG ECC 냉각 ECC INJECTION HEADER PRESSURE 
................... .................. .................... •••••••••••••••• ‘ •• ‘ .u •••••• _ •••••••••••••••••••••••••••• ............................................................................... 

AI2632 0 12 MPAG ECC 냉각 ECC INJECTION HEADER PRESSURE 
.........•..•.••••• *‘ •••••••••••••••• •••••••••••• ~.“ •••• .................... ...................................... • ‘ ••••••••••••••• - ••••••••••••••••••••••••••••••••••••••••••••••••••••••••••••• 

AI2633 0 12 MPAG ECC 냉각 ECC INJECTION HEADER PRESSURE 
................... ‘ •••••••••••••••••• .................... •••••••• ‘ ••••••••••• ...................................... ............................................................................... 
AI2634 0 12 MPAG ECC 냉각 ECC INJECTION HEADER PRESSURE 

닮
 



AI1162 0 
-------.‘ .... _----_ . ... _-------
AI1163 o I 1.4996 I METERS -죄DC 뱃.카: ..... J~~~.~! ... ~~~~~ .. ~.~~~ ... ~.~.~.~ .. ~~.~ -----_ ... -......... .----_ ..... __ ._--_ .. __ ..... _-----.--.. _ ...... _-_._-_ ....... 
AI1164 0 1.4996 METERS SDC 냉각 
---------------._.- ._-----.---....... ---.. -------------.. ...... _-_ .. _---.-... ......... _-_ .. --............. 
AI1157 0 12 MPAG SDC 냉각 ........ _-------... _ .... _----.-‘----- ._ ... -._.---------." ......... _--_ ... -... ......... __ .. -..... __ .. __ .... 
AI1173 0 12 MPAG SDC 냉각 .. __ ._-........ _-.- ._-_ ... _------._- ._._.---._-_ ........ ---_.--.... __ ..... _- -.. -........ _----_ ....... ----
AI1450 0 320 DEGC 

SSSDmDCC 냉 냉 냉각각각 삐 b~따LLEE냉TrT T IE뻐 뻐”PPADfR 3 3334 L4El1-)VlRE{X-2I 33I2 ,m1 
... _---_ ... ‘------- .--.............. ................. ‘ .. .................... 

Al1451 0 320 DEGC 
................... .. ‘ ............... .................... _ ................ _ .. 
AI1165 0 1. 6 METRES 
................... .................. .................... .................... ••••••••••••••••••• ’“ •••••••• 

AI1166 0 1. 6 METRES SDC 냉각 
..•.••••.........•. .. _ .............. ............. _ ...... ‘ ................... ............................. 
Al1167 0 1. 6 METRES SDC 냉각 ... ‘ ............... ‘ .. _ .............. .......... ‘ ......... ..... ‘ .............. “ ••••• _ •••••••••••••••••• ‘ .. 
AI1170 0 1. 6 METRES SDC 냉 각‘ b“OUUTTLLEETT HEADER LEVEL 3 --3--1 --2-- HD7 ..•.............•.• .................. .................... .................... 
AI1150 0 80 DEGC SDC 냉 각 TEMPERATURE 3341 HX 1 (SDC) .‘ .................. ........... ‘ ....... “ •••••••••••••••• ‘· .................... ...............•.•......•.... 

AI1151 0 80 DEGC SDC 냉각 
................... ........ _ ........ .... """'"‘ ...... .................... ............... _ ... _ ......... 

AI2006 0 16 MPAG SDC 냉각 
.............. _ .... .. -............... _ ........... ‘ ........ .................... ........ _ ............ ‘ ....... 
AI2007 0 16 MPAG SDC 냉각 ISDC PUMP 3341-P2 DISCHARG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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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변수 ..5!..프료 .., .., 

D핍 1 뼈;f-:; 영계 SHUT OFF ROOS BANK #2 OUT 
••••••••••• _-_ ••• ‘ --_._---_ •••••• ‘ •• -_._-•••••••••••••• _.-............ -•• _---_ •• ___ • _____ • __ ••••• _ •• _ ••••••••••••••••••••••••••••••••• u ................ 

0164-6 I 1 I OPEN 미 엄 계 
SHUT ooWN SYSTEM #1 TRIP 

"0" ............................................................ _._---‘----. 

0152-7 I 1 OPEN 미엄계 
SHUT ooWN SYSTEM #1 TRIP 

"E" ._----_ .... -... .... __ ......................... _---.--.. __ ._--_. __ . __ .. -----------.-.--. 

0167-4 I 1 OPEN 미임계 
SHUT 00때 SYSTEM #1 TRIP 

D텍 1 빠~i 마잉계 
D이i\?ö~~~:d ...... + ..... + .. ~~~NN 미 미잉익계계 β βmmππ m mwwN S SYYS잉TEEMM ” ’22 -- α 대MARNNN티ELι i ”HJ’” T IRRIlPP%PEDn 

DI40-5 I 0 I OPEN I S/G 냉 각 ~SIV MV-27 OPEN (LIMIT SWITCH CONTACT) 
.... __ .. --_ ... _--_ ....... _-------.-------.... __ ._-_._--------.-.. 

5;$3최 1-••••••• ~ •••••••• t 짧앓 H;~ 짧캅 앓§;E 隱§ :원FEf:J?1§성￥짧麗$?) 
.-•••••••• ‘ •••••••••• ‘ .................................... __ ••• -. 

0140-8 1 OPEN S/G 냉각 SIV MV-29 CLOSEO (LIMIT SWITCH CONTACT) 
•••••••••• ‘-_ ••• _-- -----------“ •• ‘ •• •• “ •• _-------------- ------------------------ -----------------‘-- •• ------‘----_.-_ ••• ‘_ ••••• -.---.‘ ••• ‘‘ •• ‘ •• -._ •• _ •• -••• -.--.----“‘--.-._.---_.-.-
DI40-9 0 OPEN S/G 냉각 SIV MV-29 OPEN (LIMIT SWITCH CONTACT) 
--------“ •••• ‘ •••• •• _ •• _---------.‘ •• _ •••• ‘ ••• _._ ••••• _ • .. _ ... _----_._._----_._- -------------------.-------.. -------.. _ ... -.-_.--.. --.--.. -.. -....... _ .. -.... -------------------------------

0140-10 1 OPEN S/G 냉각 SIV MV-30 CLOSEO (LIMIT SWITCH CONTACT) 
-------------------. ... -...... _ .. _---- •• ‘.-----.-.---.----

•••• __ •••• ____ •• _._uu • 
••••••• __ •• ____ •• _. ____ ••• ___ •• ____ • __ • ___ •• _. _____ •• ____________________ • ____ u •• ________________ • __ ••• 

0140-11 0 OPEN S/G 냉각 ’SIV MV-30 OPEN (LIMIT SWITCH CONTACT) 
-_._---------.-.... - ._._ .... _-------- ---.. -.... -._ .. --.-. •••• ‘ ••••••• -••• -••••••• -..... _. __ ... _ .. _._----------_._ ............ _--_. __ ._---_._-------------------_._-------------_._ .. -
0164-14 1 CLOSE S/G 냉각 SOV HARDWARE TRIP (HI LVL OR LO Y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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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4-3 0 OPEN 

0152-0 0 OPEN I 운전도 

0166-14 I 0 OPEN I 운전도 

S1GNAL ON 

OF CLASS 1V ON CHANNEL "C" 
OF CLASS IV ON CHANN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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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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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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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IDS 안전변수 선정 

월성 2호기 SIDS 시스댐의 11개의 안전정보화면에 적용할 안전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된 세 가지 주요안전기능 유지를 위하여 AOM에 규정된 네 

가지 필수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것올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운전변수들과 이 변 

수들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되는 발전소 안전 및 비안전 계통 

들의 운전변수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각 계퉁이나 기기의 운전과 직 

접 관련된 변수와 보조운전변수를 모두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변수와 월성 

2호기 DCC에서 Server PC에 수록되는 2000여개의 DATA를 비교 검토하여 사 

고발생 후 발전소의 세 가지 주요안전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변 

수를 선정하여 월성 2호기 SIDS 시스댐 안전정보화면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표 3.3-2에 정리하였다. 

월성 DCC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안전변수들은 그 계통과 연계된 인접계통이나 

하부계통의 운전변수률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AOM에서 안전감시변수로 권고 

한 변수들 중에 주요계통의 유량이나 밸브의 개도 표시는 운전원이 주제어실에 

서는 인지할 수 있으나 DCC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펌프의 입구 측의 탱크의 수위감소나 출구 측의 수위중가 둥올 안전 

변수로 선정하여 펌프의 운전상태나 밸브의 개방여부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해당계통의 운전상태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월 

성 CARE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언급된 안전변수선정을 안전기능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원자로 정지 

월성원전에서의 반웅도조절은 14개의 노심영역별로 구성된 액체영역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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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버d Zone Controller)와 비상 운전 시에 원자로출력을 단계적으로 감발시키 

는 기능올 가진 금속제어봉 (MCA) 퉁이 있으나 발전소에서 정상운전 시에 미 

세운전 조절용이기 때문에 CARE 시스댐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미엄계 

따라서 보와켈 화면에서는 비상시에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농을 보기 위한 

제1정지계통 (SDS#1) 및 제2정지계통 (SDS#지의 정지상태를 안전변수로 선정하 

였다. 그리고 원자로의 반웅도는 14개 영역의 선형 및 대수 (Linear & Log) 중 

성자 출력과 원자로전체출력(%)올 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2. 노섬 열째거 

중수로의 이상발생시 노심 열제거 기능은 일차열수송계통의 건전성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차열수송계통의 건전성이 유지 될 경우에는 증 

기발생기와 급수계통을 이용하여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고 일차열수송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노심냉각계통올 이용하여 노심을 냉각하 

는 수밖에 없다. 이외에 정지냉각계통， 감속재계통 퉁도 노심올 냉각할 수 있다. 

-운전도 

국내 타 가압경수로 SIDS 시스댐에서의 노섬냉각을 위한 안전변수는 노심의 온 

도를 선정하였지만 월성원전은 이들 노심온도가 380개의 채널로 나누어 있어 

SIDS 시스댐의 데이터 크기와 적절성을 위하여 노심냉각 상태를 감시할 수 있 

는 대표적인 안전변수로서 원자로 입출구 모관 (RIHjROH)의 온도 및 압력과 

가압기 (PZR) 수위 및 압력 퉁올 선정하였다. 이들 안전변수들은 정상운전시에 

는 중요한 운전변수이기도 하므로 발전소 전체상황올 판단하는 운전도 화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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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상태가 갑자기 변하면 발전소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상이 운전도 화면에서 발견되면 구체적인 안전기능을 담 

당하는 다음 화면들올 조회하여 세부적인 중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중기발생기 

일차 열수송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될 때에 증기발생기의 급수를 공급하여 핵연 

료의 냉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 · 보조급수계통의 운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운전변수로는 중기발생기 압력 및 수위， 급수펌프의 유량과 각 펌프의 

급수공급원인 복수기 및 급수저장탱크(RFWT)의 수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체냉각수원인 비상급수계통(EWS)의 저수조수위와 비상급수펌프에서 중 

기발생기로의 유량도 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기발생기로부터의 중기방출올 담당하는 주증기 계통에서는 대기텀프 

밸브(ASDη와 복수기텀프밸브(CSD찌의 개혜상태를 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정지냉각 

월성원전의 정지냉각계통은 타 경수로와는 달리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었 

다. 발전소의 정상적인 정지시에는 정지냉각운전올 담당한다. 발전소의 비상시 

에도 일차 열수송계통이 건전한 경우에는 중기발생기를 대체하여 발전소 정상 

온도압력 하에서 일차냉각수를 냉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지냉각계통을 원자 

로의 냉각을 유지 할 수 있는 계통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 계통의 운전성올 

감시할 수 있는 안전변수로는 정지냉각열교환기 #1과 #2의 입출구 온도와 압력 

을 선정하였다. 

-비상노섬냉각 

안전주업계통은 일차열수송 (PHT) 계통의 건전성이 상실되는 냉각재 상실사고 

(LOCA) 및 증기발생기 세관파열 (SGTR)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고압안전주입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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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냉각수를 주입하는 고압 안전주입 (HPECC) 기능과 살수탱크 (Dousing 

T하ù<)의 냉각수를 주입하는 중압 안전주입 (MPECC) 기능과 파단부위로 누셜되 

어 Sump에 고인 명각수를 홉입하여 비상노심냉각 열교환기를 거쳐 원자로에 

주입하여 장기간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저압 안전주입 (LPECC) 기능을 수행한 

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전여부를 판단하는 안전변수들로는 비상노심냉각 탱크의 

수위， 살수탱크 수위I 안전주입 유량/ 격납건물 배수조 (Sump) 수위 퉁이 선정 

되었다. 

- 노섬 냉각 

월성원전의 감속채계통은 일， 이자측 냉각기능을 모두 상실한 경우에 일차열수 

송계통의 열을 칼란드리아 탱크 내에 있는 감속제로 직접 전달하여 감속재 열 

교환기를 통하여 핵연료의 냉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속재 열교환기 

의 온도를 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일차냉각재와 감속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유 

지 및 칼란드리아 탱크의 건전성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인 감속재 수위 

및 Cover Gas 합력과 칼란드리아 격벽실의 수위， 압력， 입출구 온도 둥으도 안 

전변수로 선정하였다. 

종단차혜 냉각채 통 (담ld Shield Cooling System)은 원자로의 양 종단에 있는 

압ld Fitting의 냉각을 유지하여 칼란드리아 탱크의 건전성올 유지하므로써 궁극 

적으로 노심의 건전성을 유지한다. 확장탱크의 수위와 칼란드리아 탱크 업출구 

온도를 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외 에 압력 관 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환형 기체 계통 (Ann띠as Gas System)의 

이슬점 (Dew Point) 퉁도 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 기기 냉각 

안전주입 (ECC) 계통， 정지냉각계통， 감속재 계통 퉁에 의한 노심 열제거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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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계통의 열제거 농력은 각 계통의 열교환기 능력에 달려 있다. 월성 원전의 

AOM에서는 기기냉각 (RCW) 계통의 이용도에 따라 각 계통의 열교환기로 흐 

르는 기기냉각수의 유량을 조절토록 권고하고 었다. 따라서 기기냉각수를 최종 

적으로 식혀 주는 기기냉각해수 (RSW) 계통의 이용도를 표현하는 RSW 온도와 

RCW 유량을 안전변수로 선정하였고 정지냉각계통 및 감속재계통의 열교환기 

출구 온도를 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3. 방사농 격리 

월성 2호기 SIDS 시스댐의 방사능 격리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기능은 격납건물 내의 방사능 검출기를 이용한 방사능물질의 원 

자로 건물 및 보조건물로의 방출여부 판단/ 격납건물의 건전성 여부 및 대기로 

의 방사능누출확인 기능이다. 이 세 가지 기농 수행여부 판단을 위한 안전변수 

들은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다. 

- 방사농 검출 

사고발생 시 원자로 정지 및 핵연료의 적절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는 노심의 건전성이나 일차열수송계통의 건전성 상실로 인하여 방사능이 격납 

건물과 보조건물로 방출될 수 있으며 이는 소내의 몇 가지 고정 방사능 검출기 

에서 감지활 수 있다. 방사능 물질의 방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변수들은 

격납건물 내의 방사능 검출기인 Gaseous Fission Product Concentration과 몇 

개의 격리된 방내의 고정지역감시기를 선정하였으며 보조건물내의 방사능 감시 

기 및 Stack의 방사능 감시기의 방사능 변화량을 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 격납건물 건전성 

격납건물의 건전성유지 기능은 격납건물 내에 방사능을 격리하여 대기로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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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압력은 셜계제한치 이 

내로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안전변수로 

는 격납건물내의 압력과 온도를 선정하였다. 

- 대기로의 방사능 누출 

월성 CARE시스댐의 근본 목적의 하나인 대기로의 방사농 누출 감시는 1차적으 

로 소외 환경방사능 감시기를 이용하여 감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안전변수는 

소외에 설치된 8개 감시기의 방사능변화량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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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발전소 장태변화 정보로직 구성 

앞 절에서 선정된 200여개의 안전변수들 중에는 계통 및 기기의 운전변수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운전상태변화와 이에 따른 안전기기의 동작여부를 나타내주는 
변수들이 몇가지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대부분 디지털 변수로 발전소 및 기기 
의 상태변화를 알려준다. 월성원전의 상태변화 및 안전계통 작동여부를 판단하 
는 주요 경보로직을 아래의 7 가지로 구성하였다. 

1) 터번 정지 여부 

발전기의 출력이 정상운전시의 720 MWe 근처에서 “ 0" MWe 으로 갑자기 떨어 
지고 복수기 텀프밸브 (영DV)의 상태가 CLOSE에서 OPEN으로 바뀌면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발전기의 출력은 “ 0" MWe을 지시하 
게 된다. 

2) 원자로 정지 여부 

원자로 출력 이 정 상운전시 의 1 FP 근처 에 서 0.001 FP (Full Power) 이 하로 갑자 
기 떨어지고 505#1 과 5D5#2 정지 신호가 들어오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는 의 
미가된다. 

3) 제1정지계통 (8D8#1) 정지신호 발생 및 작동 여부 

3개 의 8D5#1 TRIP CHANNEL φ" E, F) 중 2개 이상의 CHANNEL의 상태가 
바뀌면 5D5#1 TRIP 신호가 발생되었다는 뭇이고 5HUT OFF ROD5 BANK #1 
및 #2 가 OUT 상태에서 IN 상태로 바뀌면 5D5#1 이 동작되었다는 뭇이다. 

4) 채2정지계통 (8D8#2) 정지신호 발생 몇 작동 여부 

3개 의 5D5#2 TRIP CHANNEL (G, H, J) 중 2개 이 상의 CHANNEL의 상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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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면 SDS#2 TRIP 신호가 발생되었다는 돗이다. SDS#2가 실제로 작동하였는 

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 단지 원자로의 출력이 0.001 FP 

이하로 충분히 떨어졌는지로부터 간접적으로만 SDS#2의 실제 작동여부를 판단 

하는 수밖에 없다. 

5) 주증기관 차단밸브 (MSIV) 작동 여부 

4개의 중기발생기중 일부 증기발생기에서 세관이 파열하거나 혹은 다른 원인으 

로 중기발생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주중기관 차단밸브 α1SIV)를 닫 

아서 결함이 발생한 중기발생기를 격리하게 된다.4개의 주중기관에 있는 차단 

밸브 (MV-27, 28, 29, 3이 의 차단여부를 디지털 변수 (DI 40) 의 상태변화로부 

터 판단할 수 있다. 

6) 소외천원장질 (Loss of Class IV Power) 여부 

월성원전에서는 소외전원계통 (Class IV Powe다의 3개의 디지털 신호 

CHANNEL (A, B, C) 중 2개 이상의 다iANNEL의 상태가 바뀌 게 되 면 소외 전 

원상실 신호가 발생되었음을 뭇한다. 

끼 냉각채상질사고 (Loss of Coolant Accident) 발생 여부 

월성원전에서는 LOCA 사고 발생에 대한 3개의 디지털 신호 CHANNEL (N, P, 

Q) 중 2개 이상의 CHANNEL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LOCA 신호가 발생되었음 

을 뭇하고 F6 및 F7의 2개 의 ECC INJECTION FLOW 변수로부터 ECC가 실제 

로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8) 격납건물 격리 신호 발생 및 밸브 작동 여부 

월성원전에서 격납건물 격리 신호 및 밸브 작동 상태는 DCC 컴퓨터에 기록되 

지 않으므로 CARE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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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을 통안 유량 변화 및 방사선량의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월성2호기에 대한 SIDS 시스템으로부터 발전소의 상태변화 및 안전계통 

/기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변수와 디지털 변수를 조합하 

여 판단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된 7 가지의 발전소 상태변화와 안전계통의 작동 

여부를 경보판넬로 구성하여 11개의 안전정보화면의 상단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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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현재의 CARE 시스댐은 SIDS와 FADAS를 연계해주는 온라인 방사선원항 

분석 시스댐 (STES) 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가압경수로용 STES 시스템 개 

발에 착수하였다. 본 1차 연도에는 고리 3&4 호기와 영광 1&2 호기를 대 

상으로 STES 시스탬올 개발하였다. 

발전소 안전정보를 표시해주는 SIDS 시스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안전정보 

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상태를 파악하고I 발전소 상태에 따라 예 

상되는 방사선원향을 계산하는 온라인 방사선원향 계산 프로그램 (STES)을 

개발하였으며/ 이들 방사선원향을 FADAS에 제공하는 연계 과정을 구축하 

였다. 

방사선 방재 훈련 혹은 데모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사선원항 DB 

를 구축하였다. 본 DB에는 발전소에 특성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와 이 사고 

시나리오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선원향이 포함된다. 

다음 2차년도에는 타 가압경수로 원전에 대한 STES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며 설계시에 방사선원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MAAP 둥의 코드로 개발 

된 STES 프로그램올 검증할 계획이다. 

월성 2호기에 대한 SIDS 시스탬을 구성하기 위하여 안전변수를 선정하고 화면 

을 구성하였다. 

안전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월성원전의 AOM, 기타 설계문서와 안전성보고서 

를 검토하고 월성원전의 운전원과의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DCC에 

서 제공되는 정보와 비교하여 월성2호기 SIDS 시스템에 이용된 200여 개의 안 

전변수를 선정하였다. 

월성 2호기 SIDS 시스댐의 화면은 사용자가 원자력발전소 비상시에 원자력발전 

소의 운전현황을 비상시에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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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및 방사능물질의 방출올 막는 기능별로 11개의 화면을 구성하고 여기에 

선정된 필수안전변수를 안전기능별로 그룹화하여 배치하였다. 

이 화면을 이용하여 CARE 시스템 사용자는 발전소 비상시에 사고의 원인파악 

과 추후 사고추이를 추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큰 무리가 없올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월성 원전에 대한 CARE 시스댐의 완성도를 높여 좀더 정확하고 좀더 

빠른 사고원인 분석과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DCC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의 

획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월성원전과의 긴밀한 협조체 

제가 요구된다. 

현재 월성2호기에만 구축되어 있는 Server PC를 월성 1호기와 3，4호기에도 

시급히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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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비상 기술지원 전산시스템 

(CARE) 에는 안전정보망시스랩 (SIDS) 과 환경영향평가시스템 

(FADAS) 사이를 연계해주는 방사선원항 평가시스템 (STES) 이 개발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발하게 되었다. 

STES 시스템은 SIDS로부터 발전소 안전정보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된 방사선원항은 FADAS 시스템의 

입력값으로 제공되어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데 쓰이게 된다. 본 1차 연 

도에는 고리 3,4 호기와 영광 1,2 호기를 대상으로 STES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또한 국내 중수로에는 가압경수로와 같은 SIDS 시스템이 구축되어있 

지 않았기 때문에 월성 2호기를 대상으로 SIDS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각종 설계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기능을 정의하고 

안전정보화면을 구성하였다. 안전변수를 선정하고 발전소 상태변화 시 

에 CARE 시스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보로직도 개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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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out 15-20 Lines) 

Current CARE ( Computerized Advisory System for Radiological 

Emergency) in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has no STES 

(Source Term Estimation System) which links between SIDS (Safety 

Information Display System) and FADAS (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So in this study, STES is under development. 

STES system is the system that estimates the source term based on the 

safety information provided by SIDS. Estimated source term is given to 

F ADAS as an input for estimation of environmental effect of radiation. 

Through this first year project STES for the Kori 3,4 and Young-Gwang 

1,2 has been developed. 

Since there is no CARE for W olsong (PHWR) plants yet, CARE for 

W olsong is under construction. The safety parameters are selected and the 
safety information display screens and the alarm logic for plant status 

change are developed for Wolsong Unit 2 based on the design documents 
for CANDU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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