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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 목 

차세대원자로 다중고장사고 현안 해결방안 연구 

1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TMI 사고 및 Chemobyl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국가에서는 국민의 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안전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 

다. 그러나， 새로운 안전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원전과는 상당히 다른 설계/운전 특 

성뿐만 이니라 이에 수반되는 안전성 평가 및 성능 검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개발 사업에 

서는 국내외 기존 규제요건을 바탕으로 향후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을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의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준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핵심기술현안들 중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완전급수상실사고 및 증기발생기 

다수세관 파단시 격납용기 우회의 세 가지 핵심기술현안에 대해 국 • 내외 안전규제 

기술요건 개발현황， 연구 동향 및 선형원자로의 설계특성， 안전목표들을 분석하여 

한국형 차세대원자로 해석안전요건에 적용하여야 할 안전규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111.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 · 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 구성요소， 상세안전요건， 규제지침들을 

검토하였다. 

2. 국 · 내외 신형원자로의 안전성 증진 중대사고 등과 관련한 설계특성을 분 

석하였다. 

3.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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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들중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완전급수상실사고 및 증기발생기 다수세관 

파단시 증기발생기 우회에 대해 국 · 내외 안전규제 기술요건， 연구 동향 및 

신형원자로의 설계 특성， 안전해석， 방법론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완전급수상실사고 및 증기발생기 다수세관 파단시 

증기발생기 우회에 대하여 차세대원자로에 적용하여야 할 해석안전요건 수 

립방향을 설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 

안되는 안전요건 수립방향은 차세대원자로의 안전규제요건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SBO)는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발생 경험이 있는 사 

고로서， 사고 발생시 노섬용융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격납용기에 상당한 위협 

을 가할 수 있는 다중 사고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교류전원상 

실사고는 KINS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요건내 상세안전요건안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세안전요건 검토 결과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대처 절차 

서 및 운전원의 훈련이 사고 진행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안전요건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별원전 대처능력 평 

가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초기 조건 허용기준 및 RCP Seal을 통한 냉 

각재 누설량에 대한 부가적인 해석)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발전소정전사고 

관련 요건에 있어서 주요 항목들 즉 소외전원상실빈도~지속 시간의 상관 

관계 파악을 위한 방법론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예측 방법과 완전교류전 

원상실사고 해결을 위한 하드워l 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시 비용 효과 예 

측 방법론에 대한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완전급수상실사고(TFLOW)는 노심용융을 초래할 수 있는 잔열제거원 상실 

사고이다. 완전급수상실사고시 일차측의 잔열 제거를 위해 Feed & Bleed 

운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 감압 및 배기 계통(SDVS)을 이 

용한 급속 감압 기능과 고압안전주업계통(HPSD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SDVS 가 완전급수상실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해석 작업 수행 시 요구되는 해석 요건을 제시하였 

다. 이 요건에는 최적 예측 코드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원자로 열출력과 

잔열， 원자로 트립 시간， RCP 트립 시간， 운전원 조치시간， 가압기 및 증기 

발생기， 그리고 열수력 모텔 등에 대한 추천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S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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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방출유량을 결정하는 엄계 유통(Critical Flow) 모텔은 lOCFR 50, 

Appendix K에서 제시한 Moody 모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 증기발생기 다수세관파단사고(MSGTR) 는 지금까지 발생한 경험은 없지만 

단일 세관파단사고(SGTR)는 2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 확률론적안 

전성평가에 의한 다수세관파단사고는 사고 발생 확률도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사고와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다수세 

관파단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수세관파단사고 

발생 시 발전소 경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때 이용해야 할 초기 조건 및 

경계 조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요건들은 해석 방법， 파단된 

세관 수의 범위， 세관 파단 위치， 운전원 조치 시간， 냉각수 누설량， 그리고 

허용 조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수세관파단사고는 발생 이력도 없 

고 해석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문헌도 적어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세 

관 파단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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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1e 

A Study on the Regulatory Approach of KNGR Multiple Failure Events 

1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fter TMI and Chemobyl accidents,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have focus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the faith of the people, on the 

necessities of introduction of new safety concepts which are enable to remarkably 

increase the degree of safety of NPPs, and they have actively performed researches to 

reflect this safety concept. The introduction of new safety concepts, however, 

accompanies considerably different design and operation features from those of existing 

NPPs, as well as the relevant safety evaluation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In this 

reason, researches have been focused on these new safety aspects. 

KINS has been being performed the project entitled "Development of Safet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KNGR" to establish an intemational level of safety for the 

KNGR, based on current regulatory standard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by 

reflecting the efforts made by leading countries to enhance nuclear safety. This project 

aims to provide the regulatory direction of 4 major technical issues related to the station 

blackout, total loss of feed water and containment bypass during multiple steam generator 

tube failure. These issues are parts of major technical issues resulted from the safety 

regulation R&D on the next generation reactor. Regulatory directions to be applied to the 

KNGR in this study are developed by analyzing the state-of-the-art of the development 

of local and foreign regulatory requirements, research trends, and the design features and 

safety goals of advanced reactors.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performed in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Reviews of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local and foreign regulatory requirements. 

2. Analysis of design features related to safety improvement and severe accidents of 

- lV -



advanced reactor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3. Analyses of the state-of-the-art of the development of local and foreign regulatory 

requirements, research trends, design features and safety goals of advanced reactors, 

especially for technical issues related to the station b1ackout, total 10ss of feed water 

and containment bypass during mu1tip1e steam generator tube failure among 

essential technica1 issues resu1ted from the safety regu1ation R&D on the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4. Estab1ishment of regu1atory direction of technical issues re1ated to the station 

b1ackout, tota1 10ss of feed water and containment bypass during mu1tip1e steam 

generator tube fai1ure. 

IV. Resu1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major resu1ts of this project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gu1atory 

direc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for the estab1ishment 

of regulatory requirements for KNGR. 

1. Station b1ackout has been occurred in the history of the nuclear power industry, 

a1though its duration period is short. Station b1ackou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multip1e fai1ures, which induce core me1t and threaten the integrity of containment in 

the case of the occurrence of accidents. According to these motives, the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SSR) on the station blackout [Chapter 3.10] have been 

suggested in the KNGR safety and regu1atory requirements of KIN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n the SSR re1ated to station blackout, the procedures and operaton 

training to cover station b1ackout are not considered in SSR, in spite of their 

contribution in the mitigation of accident progression consequences. In addition, 

severa1 items (Ïnitia1 condition, acceptance criteria and additiona1 analysis on the 

coolant 1eakage inventory through RCP seaI) , which are considered in the 

plant-specific capabi1ity to cope with station b1ackout, are duduced. The state of the 

art on important items in the requirements related to station blackout, i.e. the 

methodo10gy of the re1ation between 10ss of offsite power and duration period, 

prediction way for the re1iability of the emergency diesel generator and methodology 

of the cost-benefit ana1ysis on the installation of the hardware and. software for the 

reso1ution of the station b1ackout, have been also analyzed and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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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tota1 10ss of feedwater(TLOFW) event is a kind of 10ss of residua1 heat 

remova1 accidents, which is ab1e to 1ead to core-me1t. In case of TLOFW 

event, Feed & Bleed function is supposed to be in operation which is 

achieved by rapid depressurization by 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 

system (SDVS) and by coo1ant make-up by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HPSI) system. Severa1 safety ana1ysis requirements are suggested that are 

needed to be used in the ana1yses which are aiming to show the capabi1ity 

of the SDVS in mitigating the TLOFW event. A best-estimate (BE) 

method is recommended to be used in this ana1ysis. The suggested safety 

ana1ysis requirements include suggestions on reactor therma1 power and 

decay heat, time to reactor trip, time to RCP trip, operator response time, 

pressurizer and steam generator, and therma1-hydrau1ic mode1s re1ated to 

TLOFW event. In particu1ar, it is recommeded that Moody mode1 mentioned 

in lOCFR50 Appendix K shou1d not be used in calcu1ation of discharge flow 

through b1eed va1ves in case of a TLOFW event. 

3. The mu1tip1e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MSGTR) event has never been 

occurred in the history of commercia1 nuclear reactor operation but single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event is reported to occur every two 

years. A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PSA) study on MSGTR event 

,however, show its probability of occurrence is to be the same order as the 

design basis accidents such as LOCA. In this regard, the ability of NPPs 

to cope with MSGTR event is required. Some requirements on initia1 and 

boundary conditions are suggested to be used in the ana1yses of NPPs 

during MSGTR events. The suggestion includes requirements on analysis 

method, number of ruptured tubes, rupture 10cation, operator response time, 

primary coo1ant 1eak flow, and acceptance criteria. As there has been no 

occurrence of MSGTR event and 1itt1e literatures reporting analysis results 

of the event, some items need more study.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some ana1yses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the rupture 

location which gives the most conservative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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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 발전에서는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원자력 

발천소에서는 가상적인 설계기준사고(DBA)를 설정하고， 이러한 사고 시에도 원자로 

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TMI 사고가 확인시켰으며， 체르노빌 사고는 안전설 

비가 미비하고 원전을 올바르게 관리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중대사고의 결과 

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중대사고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 

한 국민의 우려를 고조시켰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국가에서는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안전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새 

로운 안전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원전과는 상당히 다른 설계/운전 특성뿐만 이니라 

이에 수반되는 안전성 명가 빛 성농 검중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어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핵규제위원회 

(USNRC)의 정책성명을 롱하여 새로운 안전규제 방향의 제시와 이의 시행을 위한 구 

체적 규제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자틀은 이러한 새로운 안전개념에 따라 기 

존의 원전에 비해 혁신적으로 안전성이 증진된 신형원자로를 활발히 개발하여 왔 

다. 미국의 새로운 안전규제방향 및 신규규제요건의 주요 특성은 향후 건설될 신규 

원전은 기존의 안전규제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심충방어 개 

념에 입각하여 중대사고의 예방 빛 완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계통의 신뢰 

도 증진， 설계에서의 인간공학적인 요소들의 반영， 계통의 단순화 빛 표준화를 통 

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량화 및 가시화해야 하는 

요건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1998년 10월말 현재 14기 

의 원전이 가동중이며 6기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전력 생산량으로 볼 때 1997 

년 기준 국내 전력 수요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다 1471의 총 설비용량만 해도 

약 1 ， 200만 KW로 준 국산 전력 에너지원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발전의 

의존도는 안정된 에너지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펀， 우리 나라는 198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 건설 기술 자립을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형 표준원전율 독자적으로 설계 • 건설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최초의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3, 4호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후속 표준원전 

인 영광 5, 6호와 울진 5, 6호기도 건설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혁신적으로 안전성 

이 향상된 설계개념율 도입한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원자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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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업(국가선도기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차세대원자로 개발사업은 1992 

년 12월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우리 나라의 

주종노형으로서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2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수 

행한 1단계 사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형원자로를 검토， 분석하고 요소기술을 개 

발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차세대원자로 노형의 선정 및 설계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수행완료 단계인 2단계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후 3단계 사업 

에서는 상세설계 및 최적화를 목표로 추진예정이며， 2010년에는 최초의 차세대원자 

로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안전규제요건은 원전건설을 시작한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국내 규제요건을 수립하여 적용해오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원 

전 도입국의 규제요건을 준용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따라서， 원전 가통기수가 계 

속 증가하고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 • 건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현시점에서 

우리 나라 고유의 안전규제요건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안전규제요건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특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국제적인 

수준을 만족하면서도 각국의 문화적， 지리적， 기술적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므 

로，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체계적인 안전규제요건의 개발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 

겠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우리 나라는 차세대원자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국내 안전규제 요건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규제요건 체계뿐만 아니라， 차세대원자로에의 적용에 초 

점을 맞추어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퉁 기본적인 안전규제 방향 수립과 

설계분야별 안전심사에서 요구되는 안전규제지침， 상세안전요건 등 세부 기술규제 

요건 및 검증기술 둥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개발 사업은 업무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내 안전규제의 구성체계(안)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중접적으로 연구 • 해 

결하여야 할 핵심기술 현안을 도출하였다. 규제요건 개발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안전규제요건 개발을 목표로 안전목표， 안전 

원칙， 상세안전요건 개발 퉁을 수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완전급수상실사고 및 증기발생기 다수세 

관 따단사고의 3개 다중고장사고 현안에 대한 해석안전요건안을 수립하였다. 차세 

대원자로 안전규제 요건수립에 있어서 핵심기술 현안은 섬충적 분석과 정책적/기술 

적 결정이 요구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IAEA 빛 원자력 선진국틀의 안전기준 빛 안 
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안전요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국 • 내외 차세대원 

자로 개발통향을 분석하여， 한국형 차세대원자로에의 적용을 목표로 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제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중고장사고와 같이 중대사고와 관 

련된 핵심기술현안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의 제한과 적용 경험 부족 동으로 인하 

여 이에 대한 규제방향 설정은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많 

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중접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n 
ι
 



제 2 장 완전교류전원 상실사고 

제 I 절 배정 

완전교류전원 상실사고(발전소정전사고， Station Blackout; SB이는 원자력발전 

소내의 필수 및 비필수 스위치기어 모선으로 공급되는 교류전력의 완전 상실을 의 

미한다. 즉， 터빈 트립과 통시에 소외 전력계통상실이 발생되고 소내 비상교류전 

원계롱이 가용하지 않은 사고를 의미한다. 그러나 변환기 (Inverter)를 통해 소내 

배터리로부터 제공되는 교류 전원이나 대체 교류전원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 전 

원은 가용한 상태가 된다. 

발전소정전사고 현안은 쿄류전원 공급의 신뢰성과 관련한 운전 경험으로부터 제 

기되었다. 원자로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고 격납건물의 열을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많은 안전계통은 교류전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SBO에 의한 사고 진행은 심각한 노섬 

용융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운전중인 발전소에서 외부 전원상실 사고 

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다. 외부 전원상설사고의 대부분의 경우 필수 안전기기에 필요한 전원을 즉시 공 

급할 수 있는 소내 교류비상전원은 가용하였지만， 일부 사고에서는 다중 소내 교류 

비상천원중 하나가 가용 불가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중 일부사고는 외부 

전원 상실 및 모든 비상 디첼발전기의 작동이나 운전이 실패한 발전소정전사고로 

진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소정전사고 발생시 노심의 잔열 제거는 필수 

및 비필수 스위치기어 모선으로부터 전원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통의 가용성과 

적기에 교류 전원을 복구할 농력에 달려 있다. 다행히 발전소정전사고가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에서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교류 전원의 복구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운전중인 발전소에서의 비상 디젤발전기 시험결과 작통개 

시나 운전이 실패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동 비상 디첼발전기의 신뢰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발전소에 대한 확률론적안전성명가 결과에서도 

발전소정전사고가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발전소정전사고는 중요한 안전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KINS에서는 

발전소정전사고 현안과 관련하여 미 규제측(NRC)에서 제안하고 있는 규제 방향， 즉 

10 CFR 50.63 , "모든 교류전원의 상실과 규제 지 침 (Regulatory Guide; R.G) 1.155 

의 규제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소정전사고 관련 안전요건을 상세안전요건 3장 

10절에서 설정하고 있다 KINS에서 설정한 상세안전요건은 크게 기본 요건， 발전 

소 고유 대처 농력， 대체교류전원과 설계/운전 조치로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발전소정전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제안되고 있는 미 규제자측의 규 

제 방향， 미 사업자측에서의 대웅 방향 및 현재 KINS에서 설정한 상세안전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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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원자로 안전요건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 

항틀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세안전요건안에서 자세한 토의가 필요한 항목 

들에 대한 기술 배경을 조사하였고， 이들에 대하여서 기술하였다. 

채 2 철 발전소정전사고 관련요건 빛 사업자 대처사항 

1. 주요 용어 

밤천소젓천사고 

발전소정전사고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될수 빛 비필수 스위치 기어 모선(Buses)으 

로의 교류천원계통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한다(즉， 터빈 정지 및 소내 비상교류전원 

계통의 비가용성과 더불어 소외 전원계통의 상실이 발생) . 

발전소정전사고는 변환기를 통하여 발전소 배터리로부터 공급되거나 대체교류전 

원에 의해 모선에 공급되는 가용한 쿄류전원 상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동시에 발생 

하는 단일 사고 또는 설계기준사고를 가정하지는 않는다. 

대체교류천임 

대체교류전원은 원전 또는 원전 근방에 위치하고 원전에 가용한 쿄류전원을 의 

미하고，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소외 또는 소내 비상 교류전원계통과 정상시 연결되지는 않지만， 연결 가능하 

여야한다; 

• 소외 전원 또는 소내 비상교류전원과 공통원인고장을 가질 가능성이 최소화되 

어야한다; 

· 발전소정전사고 이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유용하여야 한다; 

· 발전소 정전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통의 기통과 발전소를 안 

전 정지 상태로 이끌어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 및 신뢰도를 가져야 한 

다. 

2. 규채 지침 1. 155 발전소 정전사고 

규제 지침 (R.G) 1. 155는 원자력발전소가 특정 기간통안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 

할 수 있는 성능을 요청하는 NRC 규제를 따르기 위하여 NRC에 의해 승인된 방법론 

인데， 이는 모든 경수로형 원전에 적용된다. 특히 Regulatory Position(R.P.) 3은 

자세한 방법론 빚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R.P. 3에서의 자세한 내용 

들을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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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내 비상교류천원 (비상디젤발전기) 

(1) 비상디젤발천기 Target 신뢰도 수준 

최소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는 비상교류전원(EAC; Emergency AC) 그룹 A, B 빛 

C에서는 원전에 대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서 0.95/Demand로서， 비상교류 

전원 그룹 D에서는 원전에 대한 각각의 비상디첼발전기에 대해서 0.975/Demand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도 수준은 최소 목적 신뢰도이며， 각각의 원전은 주 

요 요소 또는 R.P. 1. 2에 열거된 것과 퉁가한 사항을 포함한 비상디첼발전기 신뢰 

도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0.975의 신뢰도 수준을 목표로 선택한 원전은 비상디 

젤발전기 신뢰도 프로그램에서 Target로서 더 높은 수준을 이용하여야 한다.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기간(Coping Duration)을 결정하기 위한 비상디첼발전기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Step 1. NSAC-108 Section 2에서의 정의 및 방법론 또는 퉁가한 정의 및 방법론 

을 이용하여 최근의 20 , 50 및 100 Demands에 기본하여 각 비상디첼발전 

기에 대한 최신의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를 계산한다. 

Step 2. Step 1에서의 결과를 명균함으로써 최근의 20 , 50 빛 100 Demands에 대 

한 발전소 명균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를 계산한다. 

Step 3. Step 2로부터 계산된 명균 발전소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를 다음 기준 

에 따라서 비교한다. 

최근 20 Demands > 0.90 Reliability 

최근 50 Demands > 0.94 Reliability 

최근 100 Demands > 0.95 Reliability 

Step 4. 비상교류전원 그룹이 A, B 또는 C이고 Step 3에서의 3가지 명가 기준이 

만혹한다면 발전소는 표 2.1로부터 적용 가능한 대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0.95 또는 0.975를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비상교류전원 그룹이 D이고 Step 3에서의 3가지 명가 기준이 만 

-족한다면 허용되는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 기준은 0.975이다. 

Step 5. 비상교류전원 그룹이 A, B, 또는 C이고， Step 3의 어느 것도 만족되지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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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0.95의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 수준이 표 2.1로부터 적용 가 

능한 대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평균 

발전소 최근 20 Demands에 기본한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가 0.90보다 적 

다면 표 2.1로부터 0.95의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에 기본한 대처 기간의 

허용성이 부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비상교류전원 그룹이 D이고 

Step 3의 어느 것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요구되는 대처 기간은 다음으로 

높은 대처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한다(즉 4시간에서 8시간， 8시간에서 16 

시간으로). 

(2 ) 신뢰도 프로그램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성 있는 운전은 신뢰도 프로그램에 의해 확신되어야 

한다. 신뢰도 프로그램은 선택된 신뢰 수준이 유지됨을 보여야 하는 시간에 걸쳐 

각 전원의 신뢰 수준을 유지하고 감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상디첼발전기 신 

뢰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요소 또는 활동으로 전형적으로 구성된다. 

• 표 2.1에서 선택된 발전소 분류 및 대처 기간과 일관된 개별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목표 수준; 

· 비상디젤발전기 성능을 감시하고 유지 활통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유지 시험 

및 신뢰도 감시 프로그램; 

. Target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가 획득되어짐을 확신하고 고장 해석 빚 주요 

원인 파악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지 프로그램; 

· 신뢰도 프로그램의 요소를 제공하고 Target에 대하여 획득된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빛 데이터 수집 계통; 

· 주요 프로그램 요소의 책임 따악 빛 획득된 신뢰도 수준의 검토 빛 프로그램 

의 적절한 기능을 따악하기 위한 관리 및 경영 프로그램. 

(3 ) 비상교류전원 회복을 위한 절차 

비상 전원이 비가용일 때 비상교류전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지침 및 절차는 

개별원전 기술지침，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GL-82-33) 

및 NUREG-0733 , ’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에 대웅하여 설 

정된 비상운전절차 향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된 비상운전절차를 통합하여야 한 

다. 

나. 소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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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전원이 가용하지 않을 때 소외 전원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인근의 전원 

(소내 가스터빈， Portab1e 발전기， 수력발전소 및 화력 발전소를 포함)을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최소한으로 다음과 같은 소외천원 상실 원 

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력망(Grid)의 저압 및 붕괴 

·기후 원인에 의한 전력 상실 

• 필수 안전스위치기어로의 전력 상실을 일으키는 우선 전력분배계통의 고장 

다.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성농 

소내 및 소외 비상 교류전원계통이 통시에 고장나는 경우 특정 기간동안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농력은 부가적인 심충방어를 제공해야 한다 R. P. 3.1 
은 특정 부지에서 발전소 정전사고의 확률 및 그 부지에서 교류전원을 회복할 수 

있는 성능에 기본하여 원전이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여야 하는 허용 가능한 최소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각 원자력발전소는 제한된 시간통안 교 

류천원 없이 붕괴열을 제거하고 적절한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R.P. 3.2는 발전소가 실제적으로 발전소정전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할 때의 지침을 제공한다. 만약 원전의 실제 발전소 정전사고 성능이 

허용 가능한 최소 기간보다 작으면 발전소 변경이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원전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R.P. 3.3은 그러한 

변경시 지침을 제공한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발전소정전사고 절차 빛 훈련은 R.P. 
3.4의 지침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한다. 

(1) 최소 허용 가농한 발전소정전사고기간 성능 

각 원자력발전소는 특정 최소 기간통안 지속되는 발전소정전사고를 견디고 회복 

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소 특정 기간은 다음 사항틀에 기본하여야 한다: 

• 소내 비상교류전원계롱의 다충성(가용한 전원 수에서 붕괴열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전원수) 

• 각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디젤발전기) 

• 소외 전원 상설의 기대되는 빈도 

• 소외전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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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발전소 부지 및 관련 특성의 합수로서 허용 가능한 최소 발전소정전기간 

으로서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표 2.1에 기술되어 있다. 표 2.2에서 표 2.7은 필요 

한 상세 정보 및 표 2.1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표 2.2는 표 2.1에서의 비상교류전원 구성 그룹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내 

비상교류전원 계통의 다충성의 여러 가지 수준틀을 보여준다. 표 2.3은 표 2.1에 

서 사용된 3가지 소외 전원 설계 특정 그룹의 정의를 제공한다. 그룹은 (1) 독립 

된 소외 전원(1)， (2) 심각한 환경 (SW ), (3) 심각한 환경 회복 (SWR) , 그리고 (4) 

극단적인 심각한 환경 (ESW)의 여러 가지 결합에 따라서 정의된다. 1, SW, SWR 및 

ESW의 정의는 표 2.4로부터 2. 7에 제공되어 있다. 표 2.2 빛 2.3으로부터 적절한 

그룹 및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 수준(R. P. 1. 1 에 따라서 결정)을 따악한 이후 

표 2.1을 이용하여 각 발전소에 대한 허용 가능한 최소 발전소정전기간 성농을 결 

정한다. 

(2) 개별 발전소 발전소정전사고 성능의 명가 

개별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에 대하여 결정된 허용 가능한 기간(R.P. 3.1)의 발 

전소정전사고로부터 대처하고 회복하기 위한 성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명가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는 발전소 정전사고를 대처하기 위한 발전소 성능 

평가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발전소가 100% 열출력으로 운전되고 적어도 100일 동안 이러한 열출력하 

에서 운전되고 있는 중에 발전소정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명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발전소정전사고이후 노섬 냉각 빛 붕괴열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 

통 빛 부품의 성능은 발전소 배터리 성농， 용축수저장탱크 성능， 압축공기 

성능 빛 계측기 및 제어 요건을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 노심이 냉각됨을 확신하기 위한 충분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유지하기 위 

한 성능은 압축， 펌프 밀봉으로부터 누출 빛 Letdown 또는 격리를 위한 교 

류 전원에 독립적인 정상시 개방된 라인으로부터 냉각재 상실을 고려하여 

명가되어야 한다. 

(라) 요구되는 기간 빛 회복 기간 통안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처허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계상 여유 빛 성능은 적절하다면 관련되는 환경 상태 파악 

을 위하여 명시되고 명가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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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가능한 파손 

•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운전성 및 신뢰도에 미 

치는 가능한 환경의 영향 (화재 보호계롱의 가농한 영향 포함) 

•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설비에 있어 다른 위협(기후와 같은)의 가농한 영향 

(즉 소내 버스률 작동하기 위하여 또는 비상디첼발전기 또는 필요시 다른 

설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 설비 ) 

· 발전소 정전기간과 회복 기간동안 운전원 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 

한 거주성 우려 사항 

이미 수행된 명가는 되풀이되지 않아도 된다. 예를 틀어 교류전원완전상실 

사고 기간동안 필요한 안전퉁급 계통 발전소정전사고통안 기대되는 환경 상 

태(즉， Heating, Ventilation 및 Air Conditioning 상실)를 초과한 상태하 

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승인 받았다면 부가적인 해석이 수행될 필요는 없다. 

필요 기기가 운전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해석이 수행된다면 

기기는 발전소정전사고 온도 환경에 대하여 허용 가농한 것으로 고려된다. 

(마) 비안전 퉁급 설비 및 안전 퉁급 설비가 R.P. 3.3.3 빛 3.3.4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용한 비안전 퉁급 빛 안전 

퉁급 설비 주의가 주어져야 한다. 독립적이고 일반적인 Class lE 비상 교 

류전원과 다중성을 가지는(예를 틀어 가스터빈， 분리된 디젤엔진， 증기공급 

기) 소내 또는 근방의 대체 교류전원은 필요한 대처 기간동안 발전소가 발 

전소정전사고 이후 대체교류전원 또는 전원이 작동 시작하고 발전소정전사 

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기를이 작통되도록 정렬될 수 있는 성 

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허용 가능한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성 

농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8시간동안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들은 소내에서 유용하여야 한다. 소내에 위치하지 않는 설비에 대해서는 소 

외전원상실동안 발생할 것 같은 기후 상태의 고려를 포함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의 가용성 빛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대체교류전원 또는 전원률이 3.3.5의 요건을 만축하고 발전소 정전사고 시 

작 이후 10분 이내 정지된 모선으로의 전원 공급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다면， Scoping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Q 
“ 



(바) 주제어실 내/외부에서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지속기간 및 복구과정동안 

취해지는 운전원 조치에 대해서는 이 조치가 발전소 대처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적시에 취해질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발전소 

배터리 성능은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에 있어 중요한 제한 요소인데， 배터리 

에 있어 비필수 Loads를 Shedding하는 것은 배터리가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 

을 증가시킬 수 있다 Load Shedding 또는 다른 운전원 조치가 고려된다 

면， 관련되는 절차서틀이 개별원전 기술지침서와 비상운전절차서에 구체화 

되어야 한다. 

(사) 적절한 격납용기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이 명시되어야 한다. 발전 

소정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격납용기 건전성은 발전소정전사고시 개방된 격 

납용기 격리밸브의 위치 표시기 및 폐쇄를 위해 소내 비상디첼전원과는 독 

립적인 전원이 제공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밸브들은 고려 대 

상에서 제외된다. 

• 운전기 간동안 일반적으로 Locked Closed된 밸브들 

· 전원상실시 폐쇄가 실패하는 밸브틀 

·체크 밸브틀 

· 발전소정전사고시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비방사능 폐쇄회로계통의 

밸브틀 

• 3인치 Nominal 직경 보다 작은 밸브들 

(3 )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변경 

R.P. 3.1 지침에 따라 결정된 발전소정전사고 성능이 최소 허용 가능한 개별원 

전 발전소정전기간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원전에 대한 변경이 발전소가 발전소정전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발전소 변경이 필요 

하다면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배터리 고갈 시점까지의 시간을 확장시키기 위한 Load Shedding을 고려 

한 이후에도 배터리 성능이 R. P. 3.1 에 권고된 발전소정전사고 기간을 만족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소외 또는 발전소정전사고가 발생한 

원전의 소내 비상쿄류전원계통과 독립적인 배터리를 추가하거나 현재 배터 

리의 충전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 

(나) 복수저장탱크의 용량이 R.P. 3.1 에 권고된 발전소정전사고 기간 동안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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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열 제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대체 냉각수원으로부터 탱크내 냉각수를 

재공급하기 위하여 R.P. 3.5 요건을 만족하는 계통은， 부가적인 냉각수 공 

급을 위한 전원이 소외 또는 발전소 정전이 발생한 원전의 소내 비상교류전 

원계통과 독립적인 경우， 성농율 향상시키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이다. 

(다 R.P. 3.1에 권고된 발전소정전사고 기간 동안 압축 공기 용량이 붕꾀열 

을 제거하고 적절한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 

우 R.P. 3.5를 만족하는 대체 천원으로부터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계통은， 부가척인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전원이 소외 또는 발전소 정전이 

발생한 원전의 소내 비상교류전원계통과 독립적인 경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이다. 

(라) 대체 교류전원이 발전소정전사고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되 

었다면 설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CD 대체교류전원은 정상시 우선적인 또는 정전이 발생한 발전소의 소내 비 
상 교류 전원 계통에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 대체교류전원은 우선교류천원 또는 발전소정전사고가 발생한 부지의 소 

내비상교류전원과의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기후관 

련사고 또는 단일농통고장이 발전소정전사고가 발생한 부지의 비상교류 

전원 또는 우선적인 전원의 일부를 가용하지 않도록 하고 통시에 대체교 

류전원을 고장나게 하는 단일 설계 취약점도 있어서는 안된다. 

@ 대체교류전원은 발전소정전사고 발생시 적시에 가용하여야 하고， 요구시 

하나 또는 전체 다중성 안전 모선에 인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를 유용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 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대체교류전원이 

발전소정전사고 시작 10분 이내 정지된 모선으로의 전원 공급이 시험에 

의해 입증되 었다면 Scoping Analysis는 필요치 않다. 

Q 대체교류전원은 안전 정지로 이블고 원전을 안전 정지상태로 이끌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통안 발전소 정전사고를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통 

을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 대체교류전원 계통은 운전성 및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유지되고 조사되어야 한다. 대체교류전원 계통의 신뢰도는 

NSAC-108 또는 퉁가의 -방법론에 따라서 결정된 95%를 만족하거나 초과하 

여야한다. 

n 



소내 비상교류전원이 발전소간 공유되지 않은 다부지에서 사용되는 대체교 

류전원은 최소한으로서 임의의 발전소 정전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용량 빛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소내 비상 전원이 발전소간 공유되어 있는 부지에서 대체교류전원은 모든 

발전소가 안전정지(즉 Hot Standby 또는 Hot Shutdown으로서 발전소 기술 

사양서에 정의된 원전 상태)로 이끌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용량 빛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발전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정상 운전 온도 또는 감소 

된 온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Option을 가져야 한다. 

개별원자력발전소 기준으로 소외 전원상실사고시 비상 교류전원의 필요한 

다중성 이상을 가지는 원전은 대체교류전원에 대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 

족한다면 대체 교류전원으로서 현재 비상 전원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1-out-of-2 shared 빛 2-out of-3 shared AC 전원 형태를 가지 

는 비상디첼발전기는 대체교류전원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 

(마 R.P. 3.1 의 발전소 정전사고 기간동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계통 빛 

부품이 특별히 부가되었다면， 새롭거나 변경된 계통 또는 주요 부품의 발 

전소 Walk Downs 및 초기 시험이 수행되어 변경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증 

명하여야 한다. 설계기준내에서 내부 또는 외부 위협에 위협받을 수 있는 

부가된 부품은 설계기준사고시 요구되는 계통의 운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 R.P. 3.1의 발전소 정전사고 기간동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가된 계통이나 부품은 설비 운전성 빛 신뢰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기적 

으로 조사되고， 유지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4) 발전소 정전사고 대처 절차 빛 훈련 

절차 및 훈련은 R.P. 3.1 에 따라 결정된 최소한의 정전기간동안 발전소정전사고 

를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리고 교류가 회복된 이후 정상적인 장기간 노심냉각 

/붕괴열 제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비안전동급 발전소정전사고 설비를 위한 품질 보증 및 사양 지침 

부록 A 및 B는 품질보증 영역 및 사양에 대한 지칩을 제공하고 있거나 CFR 50의 

부록 B에서의 현재 품질 요건에 의해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50.63의 요건을 만족하 

기 위하여 이용되는 비안전 설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비안전 퉁급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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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가되거나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록들에 존재하는 것틀로부터 특별한 활동 

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 품질보증 지침은 10CFR50.63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계 

통 및 설비에 적용 가능하다. 부록 B에서 파악된 비안전 계통률은 발전소정전사고 

에 대웅하기 위한 것으로서. NRC에 있어 허용 가능하다. 

3. 발천소정전사고 관련 신형원자로 요건 

신형원자로와 관련하여 SECY-90-016에서 NRC Staff은 발전소정전사고 법규를 만 

족하기 위해 개량형 경수로형 원자로는 최소한 한 구역(Di vision)의 완전한 정상 

정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비상디젤발전기의 대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다양성 대체교류 전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는데. NRC 위원회 

는 1990년 6월 SRM을 통해 이 러 한 방향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SECY-93-087을 통 

하여 NRC Staff은 10CFR50.63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전 부 

하 용량을 지닌 대체 교류전원의 설치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결론짓고 있으며， 대 

체교류전원은 RG 1. 155의 지침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 한 구역 (Division) 

의 정상 원자로 정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한펀 NRC에서는 사업자 설계 현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는데. EPRI 사업자 요 

건에 대해서는 대체 교류전원으로서 가스터빈을 설치함으로써 소내 교류전원 계통 

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발전소정전사고와 관련 

한 NRC 지침을 만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System 80+ 설계와 관련해서도 

SECY-96-077을 통해 설계 사항틀을 검토하였는데，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소내 교류전력원을 설계에 추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바와 같이 미 NRC논 대체쿄류전원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이러한 규제 정책이 확정될 경우에는 발전소정전사고에 대한 고유대책 능력 펑 

가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KINS에서의 접 

근 방법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대체교류전원의 설 

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발전소 고유 대처 능력의 명가를 통해， 발전소정 

전사고에 대처할 수 없는 원전에 대해서만 대체교류전원 또는 부가적인 설비의 설 

치를 요구하고 있다. 

4. 사업자틀의 대처 방향 

사업자들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년도 보고서에 상술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년도 보고서에는 개선된 설계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발전 

소정전사고와 관련되어 EPRI URD에서 고려하고 있는 주요 사항틀은 발전소정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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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시간 요건， 대체 교류전원설치 요건 빛 분석 요건으로 따악될 수 있다. 

· 발전소정전사고 대처시간 요건 Safety Margin Basis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발전소 설계는 핵연료 손상 없이 노심이 최소한 8시간 통안 발전소정전사 

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음. 

• 대체 교류전원설치 요건: 각 Division에 제공된 독립적인 안전퉁급의 소내 쿄 

류전원 외에 발전소정전사고로부터의 위해도를 줄이기 위해 가스터빈(CTG)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비상디젤발전기의 고장 원인은 광범위하게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계통의 추가는 계통의 복잡성을 야기시킬 수 있음. 

따라서 비상디젤발전기가 가용 불가시 대체 교류전원을 제공함으로써 비상디 

젤발전기의 고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전소 안전 빛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EPRI URD는 기술하고 있음. 

• 분석 요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전소정전사고 발생 확률이 발전소 가통 년 

당 10-3 이하의 기대 확률을 가지고 있음을 확률론적안전성분석 방법으로 증명 
될 수 있어야 하며， 설계자는 이를 만족하기 위한 발전소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System 80+에서도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EPRI URD에서 요 

구하고 있는 가스터빈 Units를 소내 대체쿄류전원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외에도 전 

원 계통과 관련해서 많은 설계 개선을 수행하였다 System80+에서 사용되는 가스 

터빈은 다음의 어떤 부하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었다. 

· 최악의 경우에서의 발전소 정지로부터 저온 정지에 요구되는 모든 X 및 Y 영 

구 비안전 부하， 또는 

· 최악의 경우에서의 발전소 정지로부터 저온정지 빛/또는 설계기준 사고에 요 

구되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영구 비안전 부하 빚 하나의 안전구역 부하 

· 영구 비안전 부하 X와 구역 1. 또는 
• 영구 안전 부하 Y 와 구역 II 

이상의 부하 외에 발전소 수명기간중의 부하 증가에 대비해 정격출력 대비 10% 

의 여유 용량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따악되었다. 이러한 대체 교류전원 

은 소외전원상실 사고 발생시 2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이 시작되며. 4160V 영구 
비안전 모선 X와 Y중 어느 하나가 전원을 상실할 때 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 

고 대체교류전원 작동 및 제어에 필요한 천원은 전용 125V 배터리로부터 공급 받게 

된다. 

System80+에서는 대체교류전원계통을 추가한 것 이외에도 두 개의 물리적으로 

전기적으로 독립된 변전소， 전력망 상실시 소내 소비 전원을 유지할 수 있는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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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능력， 대체교류전원계통 추가， 두 대의 터빈작통 펌프를 포함한 4-Train 비상 

급수계통 둥과 같은 설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System80에 비하여서 

노심손상빈도가 약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Loop, 과도상태 동의 노심손상빈 

도 기여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초기 사고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원전 CDF CDF에 미치는 초기사고의 기여도 

8E-5/RY 
LOOP LOCA Transients SGTR ATWS Other 

System 80 
46% 18% 15% 13% 6% 2% 

2E-b/RY 
LOCA Transients SGTR ATWS LOOP Other 

System 80+ 
37% 35% 17% 3% 2% 6% 

제 3 절 상셰안전요건 검토 

여기서는 KINS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세안전요건안과 미 NRC에서 제안하고 있는 

규제 요건 10CFR50.63 빛 규제 지침， R.G. 1. 155와의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 

러한 비교 검토의 주 목적은 KINS 상세안전요건안에서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틀을 도출하는 것이다 KINS의 상세안전요건은 크게 기본 요건， 발전소 고유 

대처 능력， 대체교류전원 빛 설계/운전 조치로서 구성되는데， 전반적으로 상세안전 

요건안틀은 미 NRC 규제 요건 및 규제 방향과 유사한 것으로 따악되었다. 각 항목 

에 대해서는 다음 표들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1. 기본 요건 

(3.10.1) 기본 요건 NRC 사항 
(3.10. 1.1) 완전교류전원상실시 대처 및 복구 능 10CFR50.63 (a) 요건 (1)에서 기술하고 있음. 

력 

(1) 각 경수형 원자로는 10 CFR 50.2에 정의된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본 요건의 제 (3.10.1퍼에 발전소정전사고의 특정 기간 통안 대처할 수 

서 정의된 일정 기간의 완전 교류전원상실사고 있도록， 그리고 발전소정전사고로부터 복구될 

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완전교류전원상실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정 발전소정전 

고로부터 복구될 수 있어야 한다. 사고 기간은 다음 사항에 기본하여야 한다. 

(j)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다중성; 

(ii)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성; 

(iij) 소외전원상실의 예상빈도; 그리고 
(iv) 소외전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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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기본 요건 

(3.10.1.2) 노심냉각능력 및 격납용기 건전성 

본 요건 (3.1 0. 1.3)에서 정의되는 기간동안의 완 

전전원상실사고에 대하여， 원자로 노심 및 관련 

냉각재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 소내 축전지， 

및 펼요한 보조계통들이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제공하여 적절한 노심냉각 및 격납용기 건전 

성이 보장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3.10.1.3)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지속기간 

본 요건에서 적용되는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의 

지속기간은 소내비상교류전원의 다중성， 소내비 

상교류전원의 신뢰성， 소외전력상설의 예상빈 

도， 소외전력의 복구에 펼요한 예상 시간 등에 

근거하여 발전소별로 고유하게 결정되어야 하 

며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지속기간 결정의 

허용 가능한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NRC 사항 

lOCFR50.63 (a) 요건 (2)에서 기술하고 있음. 

lOCFR50.63 (a) 요건 (1)에서 기술하고 있음. 

KINS의 기본 요건은 10CFR50.63에서의 제안 사항틀을 일관되게 따르는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발전소정전사고 지속 시간은 허용 가능한 방법에 따라 결 

정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속시 

간은 개별 발전소의 대처 성능의 파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용 가능 

한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발전소 고유 대처능력 

(3.10.2) 발전소 고유 대처능력 

모든 발전소는 본 요건의 (3.10.2.2)에서 요구되 

는 대체교류전원 및 대처능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3.1 0.2.1)의 요건에 적합한 발전소 고유 대 

처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10.2.1) 고유 대처능력의 평가 

@ 완전교류전원상설사고 지 속기 간동안 노심 의 

충분한 냉각 및 격납용기 건전성 유지， 그리고 

관련 복구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계통 및 기기 
R.P. 3.2.2 

를 그리고 요구되는 전력 부하를 발전소 고유 발전소정전사고이후 노심 냉각 및 붕괴열제거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이 유 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통 및 부품의 성능은 

지됨을 입증하기 위해 발전소 축전지 용량， 복 
발전소 축전지 용량， 복수저장탱크 용량， 압축 

수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용량， 및 관련 계측 공기 용량 및 계측기 및 제어 요건을 포함하여 

제어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장비의 성능이 발 결정되어야 한다. 

전소 고유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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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지속기간 및 복구과 

정 동안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이 적절히 유지되 I R.P. 3.2.3 

어 노심냉각이 보장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 원자로냉각재계동의 성능이 충분하여 노심이 
한다. 이러한 입증에서는 원자로 냉각재의 수 | 냉각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에서는 
축， 펌프 밀봉부에서의 누설， 유출관 및 기타 | 압축， 펌프 Seal로부터 누설 및 Letdown 또는 

격리시 교류전원을 필요로 하는 정상 개방된 | 격리시 AC 전원에 독립적인 정상시 개방된 
배관 둥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재고량 거동 I Lines으로부터 냉각재 상실을 고려하여 평가되 
및 노심냉각 유지는 최적계산에 의해 입증되어 l 어야 한다 
야 한다. 

I R.P. 3.2.4 
@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지속기간 및 복구과 | 

| 요구되는 기간 및 회복 기간 동안 발전소 정전 
정 동안 사용되는 모든 계통 및 기기는 관련 1 

|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계상 
환경조건에서도 적절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 l 

’ 여유 및 성능은 적절하다면 관련되는 환경 상 

태 파악을 위하여 명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음을 입증해야 한다. 

?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지속기간 및 복구과정 

을 위하여 비안전등급의 기기가 사용된다면 별 
c I R.P. 3.2.5와 관련 

도의 규정 (규제지침-)에서 정하는 비안전τ 

급 기기의 품질보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제어실 내외부에서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지속기간 및 복구과정동안 취해지는 운전원 조 

치에 대해서는 이 조치가 발전소 대처 시간을 I R.P. 3.2.6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적시에 취해질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격납용기 건전성의 입증을 위해 완전교류전 

원상실시 개방된 격납용기 격리밸브의 위치 표 

시기 및 폐해를 위해 소내 비상디젤전원과는 

독립적인 전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CD (3.10.3)에서 정의된 바에 적합한 대체교류전 

원이 확보되어 있고，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발 

생이후 대체교류전원의 운전 및 (3.10.2.1) CD 
에서 정의된 계통 및 기기들이 작동하여 정렬 

될 때까지 (3.1 0.2.1)에서 요구하는 대처 능력이 

입증될 경우 대체교류전원은 완전교류전원상실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허용될 수 있 

다. 
?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발생이후 대체교류전 
원의 작동 및 기기 정렬에 필요한 시간은 발전 

소 고유한 시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발생이후 대체교류전 

원의 작동 및 기기 정렬에 필요한 시간이 10분 

이내일 경우， (3.10.2.1)? 항의 요건을 제외한 

(3.10.2.1) 의 요건에 따른 발전소 고유 대처능 

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R.P. 3.2.7 

R.P. 1.155 3.2.5 

R.P. 3.3.5 (3) 

AAC 전원이 발전소 정전 이후 10분 이내 

Shutdown Buses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 이 유용 

하도록 하는 시험에 의해 증명되었다면 

Scoping Analysi~는 요구되지 않음. 

η
 



발전소 고유 대처능력과 관련한 KINS 상세안전요건안은 주로 R.G. 1. 155 R.P. 

3.2 개별 발전소 발전소정전사고 성능의 평가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에 대한 요건(안)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 사고 해석 초기 조건 R.G. 1.155 R.P. 3.2.1에는 발전소가 100% 열출력 운전 

되고 적어도 100일동안 이러한 열출력하에서 운전되고 있는 중에 발전소정전 

사고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명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해석 대상 시나리오 선정; 가능한 발전소정전사고 시나리오 전체에 대한 명가 

를 할 것인지 아니면 노심손상빈도에 있어 상위 기여도를 가지는 사고 시나리 

오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허용 기준; 개별 원전의 대처 농력을 판단하는 정량적인 기준에 대한 기술이 

없음 EPRI의 경우에는 확률론적 기준을 제안하고 있음(2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전소정전사고 발생 확률이 발전소 가동 년탕 10-3 이하의 기대 확률을 가지 

고 있음을 확률론적안전성분석 방법으로 증명해야 함 ) . 

3. 대채교류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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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운전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 

어야 한다 
계통을 운잔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 호기간 소내비상교류전원이 공유되지 않는 
I R.P. 3.3.5 

다호기 발전소에서는 최소한 한개 호기의 완전 

한다， 

교류전원상실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용량을 가 l 나- 소내 비상교류선원이 발전소간 공유되지 않 
은 다호기 부지에서 사용되는 한 개의 대체교 

져야 한다. 
1 류전원은 최소한 임의의 발전소 정전사고를 대 

? 호기간 소내비상교류전원이 공유되는 다호기 | 
| 처할 수 있는 용량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발전소에서는 모드 발전소를 안전정지상태로| 
복구 및 유지시켈 수 있음을 보장하는 용량과 | 다. 소내비상교류전원이 발전소간 공유되어 있 

(3.10.3.2) 연결 

는 부지에서 대체교류전원은 모든 발전소가 안 

전정지(즉 Hot Standby 또는 Hot Shutdown으 

로서 발전소 기술 사양서에 정의된 원전 상태) 

로 이끌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용량 및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R.P. 3.3.5 (1) 

기능을 가져야 한다. 

대체교류전원은 정상시 우선교류전력계통 혹은 | 대체교류전원은 정상시 우선적인 또는 정전이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한 발전소의 소내 | 발생한 발전소의 소내 비상교류전원 계동에 직 
비상교류전원에 직접 연결되어서는 아니된다. I 접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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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대체교류전원 
(3.10.3.3) 공통원인고장 I R.P. 3.3.5 (2) 

? 대체교류전원은 정상시 우선교류전력계통 흑 | 대체교류전원은 우선교류전원 또는 발전소정전 
은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한 발전소의|사고가 발생한 부지의 소내비상교류전원과의 
소내 비상교류전원과의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이 | |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최소화되어야 한다 | 기후관련사고 또는 단일능동고장이 발전소정 전 
? 기후관련사고 혹은 단일 능동 고장이 완전교 l 사고가 발생 한 부지의 비상교류전원 또는 우선 
류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한 발전소의 소내 비상 | 적인 전원의 일부를 가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 
교류전원 혹은 우선교류전력계통의 일부를 가 | 시에 대체교류전원을 고장나게 하는 단일 설계 
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체교류전원올 불능화시 | | 취약점도 있어서는 안된다. 
킬 수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일 설 

계취약점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3.10.3.4) 전원공급 I R.P. 3.3.5 (3) 

? 대체교류전원에는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발 | 대체교류전원은 발전소 정전사고 발생시 적시 
생후 적시에 가용해야 하며， 펼요한 다중 안전 | 에 가용하여야 하고 요구시 하나 또는 전체 다 
모선의 전부 혹은 하나에 수동 연결될 수 있는 | 중성 안전 모선에 인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 
설계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록 구성되어야 한다 
? 필요한 기기를 가용하게 하는 데 걸리는 시 | 이러한 설비를 유용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 시 
간은 시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최대 1시간 | 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험에 의 
이내이어야 한다 소요시간이 10분 이내일 때에 | 해 입증되어야 한다 대체교류전원이 발전소정 
는 (3.10.2.1) ? 항의 요건을 제 외 한 (3.1 0.2.1) I 전사고 시 작 10분 이 내 Shutdown Bus로의 전 

의 요건에 따른 발전소 고유 대처능력 평가를 | 원 공급이 시험에 의해 입증되었다변 Scoping 
생략할 수 있다 | Analysis는 필요치 않다. 

(3.10.3.5) 시험 및 검사 I R.P. 1.155 3.3.5 (5) 

? 대체교류전원계통의 운전성 및 신뢰성을 입 | 대체교류전원 계동은 운전성 및 신뢰성을 입증 
증하기 위한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가 주기적 |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유지되고 조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사되어야 한다 
? 대체교류전원계통의 신뢰도는 허용가능한 방 | 대체교류전원 계통의 선뢰도는 NSAC-108 또 
법론에 따라 결정하여 95% 이상이어야 한다 | 는 등가의 방법론에 따라서 결정된 95%를 만 
허용가능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 족하거나 초과하여야 한다 
바에 따른다. 

대체교류전원과 관련해서는 R.G. 1.155 R.P. 3.3.5 지침과 일관된 입장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교류전원계통의 신뢰도 명가 방법론에 대 

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신뢰도는 기본 요건에서의 대처 기간 

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정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G. 

1.155에서 제안된 NSAC-I08 방법론이 이러한 명가 방법론이 될 수 있지만， 

NSAC-I08 발간 이후 신뢰도와 관련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신뢰도를 명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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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셜체 빛 운전조치 

설계 및 운전조치와 관련한 KINS 상세안전요건안은 주로 R.P. 3.3을 따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 R. P. 3.3.6에서는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한 계통 및 부품이 

부가된 경우， 새롭거나 변경된 계통 또는 주요 부품의 발전소 Walk Downs 빛 

초기 시험이 수행되어 변경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제안되 

고 있으나， 이 사항이 KINS 상세안전요건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 

. R.P. 3.4에는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절차 빛 훈련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KINS 상세안전요건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 
。

I그 • 

(3.10.4) 설계 및 운전조치 

(3.10.4.1) 설 계 조치 
본 요건의 (3.10.2)에서 평가된 발전소 고유 대 
처 성능이 (3.10. 1.3)에서 결정된 발전소 고유의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의 지속시간을 만족시키 
지 않을 때， 발전소의 대처 능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설계 변경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다음 
의 조치는 허용 가능하다. 

(3.10.4.1) 설계조치 
본 요건의 (3.10.2)에서 평가된 발전소 고유 대 
처 성능이 (3.1 0. 1.3)에서 결정된 발전소 고유의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의 지속시간을 만족시키 
지 않을 때， 발전소의 대처 능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설계 변경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다음 
의 조치는 허용 가능하다. 
? 완전교류전원상설 이후 발전소 축전지의 고 
갈 시점까지의 시간을 연장하기 의한 부하감발 
을 고려하고도 축전지의 용량 증대가 펼요한 
경우， 소외전원 및 사고발생 발전소의 소내 비 
상전원과 독립적인 가압계통 (전용 디젤바전기 
와 같은) 혹은 기존 축전지와 동일한 축전지의 
추가 
? 붕괴열 제거에 복수저장탱크의 용량이 부족 
할 경우， 대체 공급수원에서 탱크를 재충전하는 
계통으로서， 추가의 용수를 공급하는 데 사용하 
는 전원이 소외전원 및 사고발생 발전소의 소 
내 비상전원과 독립적인 경우 

NRC 사항 

R.P 3.3 
Regulatory Position 3.1 지침에 따라 결정된 발 
전소정전사고 성능이 최소 허용 가능한 개별원 
전 발전소정전기간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원전 
에 대한 변경이 발전소가 발전소정전사고를 대 
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필 
요하다 변경이 필요하다변 다음 사항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 

R.P 3.3 
Regulatory Position 3.1 지침에 따라 결정된 발 
전소정전사고 성능이 최소 허용 가능한 개별원 
전 발전소정전기간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원전 
에 대한 변경이 발전소가 발전소정전사고를 대 
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펼 
요하다 변경 이 펼요하다면 다음 사항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 

R.G. 1.155 3.3.1 
배터리 고갈시점까지의 시간을 확장시키기 위 
한 Load Shedding을 고려한 이후에도 배터리 
성 능이 R.P. 3.1에 권고된 발전소정 전사고 기 간 
을 만족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소외 또는 발전소정 전사고가 발생 한 원전의 소 
내 비상교류전원계통과 독립적인 배터리를 추 
가하거나 현재 배터리의 충전 시스템을 추가하 
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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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셜계 및 운전조치 NRC 사항 

(3.10.4.1) 설계조치 (계속) 
? 격납용기 격리를 위해 압축공기 용량이 충분 
하지 않은 경우， 공기의 용량을 중가시키는 수 
단으로서 사용하는 전원이 소외전원 및 사고발 
생 발전소의 소내 비상전원과 독립적인 경우 

R.G. 1.155 3.3.2 
복수저 장탱크의 용량이 R.P. 3.1에 권고된 발전 
소정전사고 기간 동안 붕괴열 제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대체 냉각수원으로부터 탱크내 냉각 
수를 재공급하기 위하여 R.P. 3.5 요건을 만족 
하는 계통은， 부가적인 냉각수 공급을 위한 전 
원이 소외 또는 발전소 정전이 발생한 원전의 
소내 비상교류전원계통과 독립적인 경우，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이다. 

R.G. 1.155 3.3.3 
R.P. 3.1에 권고된 발전소정 전사고 기 간 동안 
압축 공기 용량이 붕괴열을 제거하고 적절한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 R.P. 3.5를 만족하는 대체 전원으로 
부터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계통은， 부 
가적인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전원이 소외 또 
는 발전소 정전이 발생한 원전의 소내 비상교 
류전원계통과 독립적인 경우，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이다. 

(3.10.4.1) 설계조치 (계속) 
?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지속기간동안 일차계 
통 충전 및 보충，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부 냉 
각 및 주입， 붕괴열 제거， 및 격납용기 격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통이 필요할 경우， 이 계통은 
주제어실에서 작동 가능해야하며， 별도의 제어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치들이 적시에 
취해질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고후 
10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변 주제어설에서 작 

동 가능해야 한다. 

R.P. 3.3.3 
R.P. 3.1에 권고된 발전소정전사고 기간 동안 
일차계통충전 및 보충，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부 냉각 또는 주입， 붕괴열제거 또는 적절한 격 
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게통이 필요 

한 경우 다음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계통은 제어실로부터 작동 및 조절될수 있거 
나， 다른 제어 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러 
한 단계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음 

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계통이 완전교류상실사고 이후 10 분 이내 
작동되어야 한다면 주제어실에서 이러한 계통 

들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3.10.4.2)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모든 발전소에는 상세요건 (lO.x.x) [(10.3.3.1.3)] 
에 따라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 목표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신뢰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수 
행되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비상 
디젤발전기 신뢰도 목표치 및 운전 시험중 측 
정치는 (3.10.1퍼에서 수행하는 완전교류전원상 
실사고 지속시간 결정에 이용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R.P. 1 소내비상교류전원 

m 

μ
 



(3.10.4) 설 계 및 운전조치 

(3.10.4.3) 소외 전원복구절차 
소외 전원이 가용하지 않을 때 인근의 소내 가 
스터어빈 발전소， 수력발전기，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하여 소외전력을 복구시키는 절차서가 수 
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절차서의 개발에서는 
전력망의 저압 및 붕괴， 기후 원인에 의한 전력 
상실， 우선 전력분배계통의 고장 등과 같은 소 

외전원상실의 원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려되지 않음. 

(3.10.4.4) 비안전 등급 기기의 품집 보증 

(추후 설정) 

제 4 절 기술 현황 분석 

NRC 사항 

R.P.2 소외전원 
소외 전원이 가용하지 않을 때 소외 전원을 회 
복하기 위 한， 그리 고 인근의 전원(소내 가스터 
빈， Portable 발전기， 수력발전소 및 화력 발전 
소를 포함)을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포 
함하여야 한다. 최소한으로 다음과 같은 소외 

전원 상실 원언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력망의 저압 및 붕괴 
· 기후 원인에 의한 전력 상실 
· 펼수 안전스위치기어로의 전력 상실을 일으 
키는 우선 전력분배계통의 고장 

R.P. 3.4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절차 및 훈련 
(다소 내용이 다름) 
절차 및 훈련은 R.P. 3.1에 따라 결정된 최소한 
의 정전기간동안 발전소정전사고를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리고 교류가 회복된 이후 정 
상적인 장기간 노섬냉각/붕괴열 제거를 회복하 

기 위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R.P. 3.5 발전소정전사고 대처를 위한 비안전등 
급 설 비 의 QA 및 Specification Guidance 

1. 노삼손상빈도에 대한 완전교류전원상설사고의 기여도 

가. 기존 원전에 대한 확률론적안전성명가 결과 분석 

미 NRC는 확률론적안전성명가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내 5개 주요한 대표적인 경 

수로틀(Surry ， Zion , Sequoyah , Peach Bottom , and Grand Gulf)에 대한 위해도 펑 

가를 수행하였으며 , 관련 내용을 NUREG-1150에서 기술하고 있다. 특히 NUREG-1150 

에서는 노심손상빈도에 기여하는 초기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자들， 노심손상사고 

빈도 및 관련 불확실성， 격납용지 따손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 빛 중대사고 현상， 

초기 격납용기 따손의 조건부 확률 및 불확실성， 대피 또는 보호 방안과 같은 인자 

에 이러한 위해도의 민감도를 포함한 중대사고 결과 및 위해도 및 중대사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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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별 원전 방안의 비용 및 위해도 감소 해석 퉁과 같은 

사항틀을 충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5개의 주요 원전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노심손상빈도에 있어 각 초기사고의 기여도에 관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1) Surry 원전 

Surry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설계한 3회로 부압 격납용기를 가지는 가압경 

수로이며， 열출력은 788 MWe이다 Surr‘Y 원전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는 2.6E-5/RY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심손상빈도 계산시 다양한 크기의 냉각채상실사고， 격납 

용기 외부로의 공유계통 냉각채상실사고， 소외 천원상실사고， 주급수상실사고 유무 

에 따른 터빈 트립， 교류 및 직류 전원모선상실사고， 충전펌프 냉각수계통상실사고 

퉁과 같은 초기 사건들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초기 사건들중 발전소정전사고， 냉 

각재상실사고， 전원모선상실사고와 같은 초기 사고틀이 노섬손상빈도에 있어 상당 

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사건들에 대한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기여 

도는 각각 38%( 발전소정전사고)， 28%( 냉각재상실사고)， 20%( 전원모선상실사고)， 

6%(ATWS) , 4%(소외 전원상실사고) 및 4%(공유계통 냉각재상실사고)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각 사건틀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를 표 2.8에 나타내었다. 그러고 다음 항목 

틀의 확률이 줄어드는 경우 노심손상빈도가 상당히 줄어틀 수 있는 것으로 따악되 

었다. 

• 소외전원상실을 이끄는 사고 

• 발전소정전사고시 반시간 이내 교류 전원의 미회복 

• RCP 밀봉 냉각재상실사고(Seal LOCA)시 고압안전주입의 미회복 

· 발전소정전사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냉각재상실사고 

• 모터구통밸브틀의 공통원인고장 

• 디젤발전기의 공통원인고장 

(2) Zion 원전 

Zion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설계한 4 회로 대형 건식 격납용기를 가지는 가 

압경수로이며， 열출력은 1, 040 MWe이다 Zion 원전에 대한 노섬손상빈도의 점 추 

정치 (Point Estimate Value)는 1.5E-4/RY 인 것으로 나타났다 Zion 원전에 있어 

노심손상빈도에 가장 기여도가 큰 초기 사고는 기기 냉각수 상실사고와 냉각채상실 

사고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사건률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로의 기여도는 각각 

79%( 기기냉각수상실사고)， 18%( 냉각재상실사고)， 2%( 발전소정전사고)， 1%(소외전원 

상실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Zion 원전에 있어서는 기기냉각수펌프 성공 

낌
 



기준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따손 모델 퉁과 같은 모텔렁이 노심손상빈도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건틀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를 표 2.8에 

나타내었다. 

(3) Sequoyah 원 전 

Sequoyah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설계한 4 회로 lce-Condenser‘형 격납용기 

를 가지는 가압경수로이며， 열출력은 1 , 128 MWe이다 Sequoyah 원전에 대한 노심 

손상빈도는 1. 0 E-4/RY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심손상빈도 계산시 다양한 크기의 

냉각재상실사고， 격납용기 외부로의 공유계통 냉각재상실사고， 소외 전원상실사고， 

주급수상실사고 유무에 따른 터빈트립， 직류모선(DC Bus) 상설사고， 기기냉각수계 

통상실과 같은 초기 사건들이 고려되었다. 냉각채상실사고， 기기 냉각수 상설사 

고， 발전소정전사고와 같은 초기 사고틀이 노심손상빈도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사건틀의 노심손상빈도로의 기여도는 각각 59%( 냉각재 

상실사고)， 31%( 기기냉각수상실사고)， 5%( 발전소정전사고)， 3%(모선상실사고) , 

1%(ATWS)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건틀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를 표 2.8에 나타 

내었다. 그리고 다음 항목들의 확률이 줄어드는 경우 노섬손상빈도가 상당히 줄어 

틀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 었다. 

·소형냉각재상설사고 

· 기기냉각수펌프 실패 

· 소형냉각재상설사고 대처를 위한 운전원 오류 

• 소외전원상실을 일으키는 초기 사고 

(4) Peach Bottom 원전 

Peach Bottom-2 원전은 General Electric에서 설계한 Mark-l 격 납용기를 가지는 

비퉁수로이다 Peach Bottom-2 원전에 대한 평균 노섬손상빈도는 8.2E-6/RY 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크기의 냉각채상실사고， 격납용기 외부로의 공유계통 

냉각재상설사고， 소외 교류전원상실， 출력전환계통의 사용 유무에 따른 원자로 트 

립 빛 터빈 트립을 이끄는 과도상태， 여러 가지 교류 및 직류 전원모선상실과 같은 

초기 사고 분류틀이 Sequoyah 원전의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분 

석에 의하면 발전소정전사고， ATWS와 같은 초기 사고들이 노심손상빈도에 있어 상 

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항목들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로의 기여 

도는 각각 86%( 발전소정전사고)， 12%(ATWS) , 1%( 냉각재상실사고) 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각 사건들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를 표 2.8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다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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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확률이 줄어드는 경우 노심손상빈도가 상당히 줄어틀 수 있을것으로 파악되었 

다. 

·부지 배터리 공통 원인 고장 

·소외 교류 천원 미회복 

• 부지내 교류 천원 미회복 

·디이첼 발전기 고장 

·제어봉의 역학적 파손 

(5) Grand Gulf 원전 

Grand Gulf-l 원전은 General Electric에서 설계한 Mark-III 격납용기를 가지는 

비퉁수로이다 Grand Gulf-l 원전에 대한 평균 노심손상빈도는 2.9E-5/RY 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크기의 냉각채상설사고， 격납용기 외부로의 공유계통 냉 

각재상실사고， 출력전환계통의 사용 유무에 따른 원자로트럽 및 터빈트립을 이끄는 

과도상태， 일차 계통에 있어 Stuck-Open 방출 밸브를 가지는 과도 상태와 같은 초 

기 사건률이 노섬손상빈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분석에 의하면 발전소정전사 

고가 노심손상빈도의 모든 부분(9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초기 사고 

들에 대한 노섬손상빈도를 표 2.8에 나타내었다. 그러고 다음 항목들의 확률이 

줄어드는 경우 노심손상빈도가 상당히 줄어틀 수 있을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외전원 미회복 

· 고압노심 살수펌프 밀봉 실패 

• 디이첼하드웨어 파손 미회복 

• 디이젤발전기 A & B 하드웨어 파손 

• 디이첼발전기 유지 미회복 

• 디이첼발전기 A & B의 유지 정지 (Maintenance Outage) 

· 디이젤발전기 C 하드웨어 파손 

• 발전소 배터리 공통 원인 고장 

· 디이첼발전기 A & B의 공통 원인 고장 

NUREG-1150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발전소정전사고는 노심손상빈도에 있어 기여 

도가 큰 사고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내 원전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고리 3&4 호기와 영광 1&2호기의 노심손상빈도는 각각 8.0E-5 및 7.2E-5/RY 

인데， 발전소정전사고의 기여도는 각각 4.8E-5 빛 4.1E-5/RY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ω 



나. 발전소정전사고 분석 

NUREG/CR-3226에서는 발전소정전사고에 의한 노심손상빈도를 결정하고， 노심손 

상빈도를 낮추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율 통한 

Insight를 얻으며， 발전소정전사고시 위해도에 대한 Perspectives를 제공하기 위 

해， 발전소정전사고시 사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NUREG/CR-3226에서는 발전소정전 

사고 분석을 위하여 4개의 원전틀이 선택되었으며， 이러한 원전들에 대하여 고장 

수목 및 사건 수목틀의 개발을 통하여 확률론적안전성명가가 수행되었다. 특히 사 

건 수목 개발시에는 사고 진행이 짧은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사고 진행이 긴 시나 

리오틀(이러한 사고 시나리오에서는 직류 전원 고갈，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Degradation, 또는 웅축수저장탱크 공급과 같은 다른 사고가 발생하게 됨)율 포함 

하였다. 사고 절차의 정량화를 위해서 NRC에서 수행된 수목 소내 및 소외 전원 관 

련 연구 (NUREG/CR-2989 & 3992) , 사업자 사건 보고서 빛 확률론적위해도병가로부 

터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발전소정전사고시 대중으로의 위해도를 계산하기 위해 

격납용기 파손 모드 빛 시간 또한 자세히 검토되었다. 

기본적인 경우 주요 사고절차로부터의 발전소정전사고에 의한 전체 노심손상빈 

도는 1O-5/RY 정도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기본 경우와 다른 설계를 가지는 특성을 

가진 원전에 대해서 노심손상빈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설계 특성으로는 소외 및 비상소내계통으로부터 교류 전원의 신뢰도 및 발 

전소 정전상태로부터의 회복 시간 퉁이다. 민감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별 원전 

에서의 발전소정전사고 발생 빈도와 다른 설계 특성틀에 따른 발전소정전사고로 인 

한 노심손상빈도는 약 2XIO←6/Ry부터 1O-4/RY 보다 큰 값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고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원전의 설계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제안되었 

다. 

· 소외 전원이 상실될 때 소외 전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유용성 

· 비상 소내 교류전원계통의 다중성과 신뢰도 정도 

· 교류전원상실이후 붕괴열제거계통의 신뢰도 

· 교류전원이 없을 때 붕괴열 제거를 위한 계측 및 제어의 유용성을 포함한 교 

류 전원 신뢰도 빛 배터리 용량 

• 비상교류전원과 붕괴열제거계통간의 공통 소내 용수(Common Service Water) 

종속성 

• 발전소 정전기간동안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 누출량 빛 Stuck-Open 방출 밸브 

가능성 

• 격납용기 크기 및 설계압력 

• 운전원 훈련 및 적절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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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량형 원전 System 80+ 확률론적안전성명가 

System 80+에서는 설계 변경을 롱하여서 System80에 비하여 내부 기인 사건에 

의한 노심손상빈도률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낮추었다(2E-6/RY & 8E-5/RY). System 

80에 비해 System 80+의 노섬손상빈도가 크게 감소한 것은 LOOP, Transients , 

SBLOCA, 그러고 SGTR 사고로부터의 노섬손상반도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System 80에서는 발전소정전사고률 포함한 LOOP가 노심손상빈도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약 46%) 그 다음이 Transients(15%) , SGTR(13%)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System 80+에서 LOCA로 분류되는 기인사상에 의한 노심 

손상빈도가 37%, Transients가 35%로서 기여도가 큰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SGTR 

이 17%로서 다음율 차지하고 있다 System 80+의 경우 LOOP/SBO에 의한 노심손상 

빈도는 약 2%, ATWS는 3.2%에 불과한데， 이러한 LOOP/SBO에 의한 노섬손상빈도의 

현저한 감소는 두 개의 물리척으로 전기적으로 독립된 Switchyards , Grid 상실시 

소내 소비 전원을 유지할 수 있는 중기 우회 농력， 대체 교류 전원계통 추가(CTG) ， 

두 대의 터빈작동 펌프를 포함한 4-트례인 비상급수계통에 의해 이루어졌다. 

System80 및 System80+에 있어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내부 기 인 사건의 기 여도를 표 

2.9에 나타내었다. 

2. 소외전원상설빈도와 지속시간 사이의 상관관계 개발 

가. 국내에서의 소외전원상실빈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3년 국내 원전 소외전원상실사건을 조사하고 고리 

3&4 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행된 연 

구 결과에 의하면 1988년까지 조사된 국내 원전의 완전 소외천원상실사건은 고리 1 

호기에서 1 번， 고리 2호기에서 2번， 그러고 고리 4호기에서 1번이 있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송전 및 수전 설비에 염분의 축적으로 인한 접지 저항 상실과 낙뢰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보호 계전기가 동작하여 외부 전원이 상실된 경우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소외전원완전 또는 일부상실시의 수집 및 명가 

NUREG/CR-3992에서는 소외전원상실빈도 및 기간을 예축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소외천원설계륙성이 소외천원상실과 소외전원회복 능력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된 연구 결과률 기술하고 있다. 소외전 

낀
 



원상실빈도 빛 기간 예측을 위해서 사업자 사건 보고서， NRC 질의 사항에 대한 용 

탑，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보고서로부터 획득되었다. 

1959년부터 1983년에 걸친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본하는 경우 소외전원상 

실빈도는 약 매 10 Site-Years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46회의 완전전원 

상실사고가 기록되었으며， 이러한 사고틀의 지속 기간은 수 분에서 최대 9시간까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외전원상실사고들중 절반의 사고틀은 30분 또는 30 

분 이내 소외전원이 회복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소외천원상설의 원인이 

발전소 중심 또는 전력망 상실에 의한 원인으로 분류되었는데， 기후， 인적 오류， 

설계 오류 또는 하드웨어 파손와 같은 원인틀에 대해서도 분류되었다. 특히 발전 

소 중심 원인에 의한 소외전원상실 기간은 심각한 기후에 의한 전력망 파손에 의한 

상실 기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천원설계특성들이 소외전원계통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 

악하기 위한 분석 또한 수행되었는데， 심각한 기후에 의한 소외전원상설빈도와 기 

간은 전송 라인(Transmission Line)의 수， 개폐로(Rights-of-Way) 그러고 대체 전 

원(수력， 개스 터빈， 원전 근처의 화력발전소 퉁)풍의 유용성에 영향을 받는다. 

소외 전원의 가장 중요한 발전소 중심 원인에 의한 상실의 설계 특성은 소외 전원 

의 수， 이러한 전원틀의 전기적 독립성， 소외전원사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Relay 

Scheme 동인 것으로 제안되었다. 

다. NPP에서의 SBO 분석; 소외전원상실빈도 빚 기간 상관식 개발 

미 NRC에서는 미해결 안전현안(Unresolved Safety lssue: USI) A-44 , 즉 발전소 

정전사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일환으로 NUREG-1032 보고서 또한 발간하였는데， 특히 NUREG-1032에서는 소외 전 

원상실빈도， 비상 또는 소내 쿄류전원공급이 가용하지 않을 확률， 교류 전원에 독 

립적인 붕괴열제거계통의 성농과 신뢰도 그러고 쿄류전원 공급없이 상당 기간통안 

운전되지 않는 계통이 따손되어 노심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회복될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별 원전에 있어 설계， 부지 및 운전 특 

성에서의 차이가 발전소정전사고로 인한 노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토하 

였다. 

특히 소외전원상설 원인 파악을 위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는데， 검토 결 

과에 의하면 발전소정전사고 발생 빈도는 년당 약 0.114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고 발전소 중심 원인에 의한 발전소정전사고 발생은 약 72% 정도 인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발전소 중심 원인에 의한 발전소정전사고 발생은 전형적으 

로 하드웨어 파손， 설계 결함， 인적 오류， 국부적인 기후로 인한 손상 또는 이러한 

따손 형태의 결합으로서 나타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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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은 미국의 과거 원자력 발전소의 경험율 바탕으로 하여， 각각 원자로 

중심 원인 소외천원상실사고， 전력망 상실에 의한 소외천원상실사고， 그러고 이상 

기후 조건에 의해 발생된 소외전원상실 사건의 발생 빈도와 지속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곡선률은 다읍과 같은 형태의 2변수 Weibu11 함수률 이용하여 

수있다. 

ÀLOP;(t) = ÀLOp;exp( - a/’) 

얻을 

위에서 ÀLOPi (t)는 지속 시간이 “t’와 같거나 그 이상인 ’ i ’ type 소외전원상실 

의 빈도를 나타낸다. 축， 북구 시간(recovery t i me )은 ’t"시간과 같거나 t"보다 

길다 ÀLOPi 항은 지속시간이 0 이상인 ’ i" type 소외전원상실의 발생 빈도이다. 

변수 ai와 βi는 곡선형태 상수(Curve-Shaping Constant)로써 Curve-Fitting되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표 2.10은 소외전원상설사고 발생 원인 빛 빈도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NUREG-1032 부록 A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외천원상실에 대한 원인과 빈도， 

그리고 지속 시간간의 상관 관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예상되는 소외전원상설 사건의 빈도와 지속시간에 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의 설계， 운전 및 위치 인자의 판별을 가농하게 하는 일반적인 소외 

천원상실 상관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표 2.10에서도 제안되었듯이 소외천원상 

실은 크게 발전소 중심 원인에 의한 소외천원상실， 전력망 관련 소외전원상실과 이 

상 기후 관련 소외전원상실로 나뒤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에 의한 전체 소외 

전원상실빈도는 다음 상관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ÀLOP( t) = Il t) + CR/ t) + SRk( t) + SSl 

앞서 언급한대로 À LOPi (t)는 지속시간이 까I’와 같거나 그 이상인 "i" type 소외 

전원상실의 빈도를 나타낸다. 그러고 Ii (t)은 발전소 중심 원인에 의한 소외전원 

상실 빈도 상관식. GRj (t)는 전력망 관련 소외천원상실 빈도 상관식. SRk( t)는 이 

상 기상 관련 소외전원상실 빈도 상관식이고 마지막으로 SSi 는 극단적인 이상 기 

상 관련 소외전원상실 빈도이다Ii는 발전소 구성에 기반한 것이므로 네 개의 인 

자 중 쉽게 파악 가능하며， GRj 인자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두 개의 부류로 나 

눔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그러고 나머지 두 가지 인자 SRk와 SS1은 설계 특성과 

위험도가 결정되어야 하기에 쉽게 파악되기가 힘틀지만， 이상 기상 상태에 대한 위 

험도와 비혜 인자률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극단적 기상 위험에 대해 명가된 실꽤율 

의 상한 범위를 사용함으로써 두 인자를 발전소 정전의 중요성율 판단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범위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각 인자들을 파악하는 방법은 NUREG-1032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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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소외전원상실 상관식의 명가는 발전소별 확률론적안전성명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림 2.2 부터 2.6은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확 

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와 개발된 모텔에 의한 결과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ndian Point , Shoreham, 그리고 Limerick에 대해서는 개발된 모텔에 

의한 계산과 확률론적안전성명가 결과가 비교적 잘 맞음을 알 수 있다. 

규제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더욱 일반적인 소외천원상실 빈도 빛 지속 시간 상 

관 관계의 개발에는 전형적인 그룹화 작업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다섯 개의 그룹틀이 SAS package인 Fastc1 us 절차를 이용하여 하나의 부지/설 

계 가능성의 Set에서 분류되었으며， 그룹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소외천원상실 

지속 시간이 2 내지 8시간 이내만 고려하였다. 그림 2. 7은 각 그룹틀에 대한 예상 

빈도 및 지속 기간틀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감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긴 지속 시간 

/높은 예상 빈도를 가지는 그룹은 기상 위험도에 대한 민감도에 의해 가장 많은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 빼측 

비상디젤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원전에서 사용되는 비상 교류전원으로서， 단일고 

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보통 호기당 2대가 설치되고 각 디첼발전기는 설계기준 

사고시 요구되는 계통에 부하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특히 발전소정전사 

고시 노심 손상 방지 빛 격납용기 건전성 유지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성능 여부에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서 제 

안되어 왔다. 여기서는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기술하기로 한 

다. 

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비상교류전원계통의 신뢰도 

NUREG/CR-2989에서는 대표적인 미국내 소내 교류전원계통의 신뢰도를 예측하고， 

이러한 계통틀의 신뢰도를 향상을 위한 조치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수행된 연구 

보고서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소내 쿄류전원계통의 초기 설계 검토가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 원전 특성 빛 개별원전절차서 동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변전소， 

배분 계통， 디젤발전기 전원계통/지원계통 빛 절차서 동에 대한 상세 조사도 병행 

되었다. 특히 1976년부터 1980년 동안의 디젤발전기 운전 경험들이 사업자 사건 

보고서 및 사업자에게 보내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획득되었다. 수집된 원 

전 데이터틀을 분석한 결과 원전들이 18개의 다른 형태들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대표적인 원전틀이 자세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선택된 원전들의 신 

뢰도 분석을 위하여 개별 원전들에 대하여 고장 수목 모텔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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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들과 운전 경험으로부터 파악된 데이터률 이용하여 신뢰도를 정량화하였다. 

소내 계롱의 Undependabi1ity( 이것이 Start Fai1ure 또는 소외 천원 운전 정지 

(Qutage) 기간동안 작동을 계숙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가 소외전원 상실이후 30시 

간까지의 교류 천원 의 운전 정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산되었다. 비신뢰도 

(Unreliabi 1i ty)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언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이 수행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개별 원전에 대한 향상 비용 예축 작업이 수행되었다. 분 

석 결과에 의하면 소내 천원 Undependabi1ity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는 독립적인 

디젤발전기 파손， 하드웨어 또는 인적 오류에 의한 공롱원인고장( CCF: Common 

Cause Fai 1ure ), 계획된 보수/정비 (Maintenance)에 의한 비가용성 

(Unavai1abi1ity) , 그리고 냉각 보조계롱의 Undependabi1ity 풍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소내 교류전원계통의 신뢰도는 원천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 

데， 디첼발전기 구성에 따라 의존하며， 계롱의 비가용성 (Unavai1 abi 1i ty)은 Demand 

탕 1. 4E-4에서부터 4.8E-2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원전에 따 

라서 이러한 신뢰도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도 향상 관련 조치 및 비용 

은 개별 원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명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표 2.11은 미국 45개 발전소의 86개 디첼발전기에서 수집한 운전경험 신뢰도 자 

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펑균적으로 100번에 약 2회씩 디첼발전기가 기통， 부하 또 

는 지속 운전에 실패하고 있다. 1983년까지 발생한 실제 소외전원상실시에는 19회 

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첼발전기가 고장 또는 손상된 조건에서 운전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나. 비상 교류전원 신뢰도와 발전소정전사고빈도: 모델링과 분석결과 

NUREG-1032 부록 B에서는 비상 교류전원계통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발전소정 

전사고 빈도 빛 지속 시간 관련 세부 사항틀에 대한 검토틀 수행하였다. 특히 

NUREG/CR-2989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렁 및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규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모델링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 

으나， 발전소 위치， 계통 설계， 그리고 운전 인자률을 반영하기 위한 고장율 변수 

를 조정하는 경우 개별 원전에 적용 가능하다. 계통 신뢰도에 가장 중요한 설계 

및 운전 특성에 있어서 발전소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텔링과 기기 고장율 변 

화가 사용되었으며， 민감도 분석은 계통 신뢰도에 대한 설계 및 운전 차이점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 비상 교류 전원 신뢰도 모델 구성요소 

디젤발전기(디첼의 시동， Load, 운전에 필요한 모든 세부 계통과 보조 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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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들은 비상 교류전원 계통의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기인데， 특히 다 

음 항목틀이 교류전원 계통 가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젤발전기 구성 

• 각 디젤발전기의 신뢰도 

• 공통원인고장(CCF) 에 대한 취약성 

• 지원/보조 계통 의존성 

일반적으로 Class lE 공학적 안전 설비 모선으로부터 비상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안전 계통 기기에 이르기까지， 비상 교류전원 배전계통 설계의 세부 사항은 계통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항에 기본한다면 비 

상디젤발전기， 직류 전원 공급장치， 그리고 소내 용수(Service Water) 냉각 계통은 

비상 교류 전원 신뢰도 모텔에 포함된 중요한 계통 요소들이다.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비상 교류전원 계통중에서 대표할만한 4개의 

일반적인 비상 교류전원 계통 설계를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계통틀은 계통내의 디 

첼발전기 수와 소외천원 상실 동안 노심 냉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디젤 발전기수 

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비상교류전원계통틀은 가능한 수(Available 

Number‘)에 대한 디첼발전기의 수를 나타내는 2/3 , 112, 2/4 그러고 113으로 표시될 

수 있다. 언급된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간단한 신뢰도 논리 모델은 고장 수목과 

교류 계통 신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에 대한 검토로부터 유도되었는데， 간단 

한 논리 모텔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REACl /2 1-PEAα/2 

1- [(PEDd 2 + P CCF2 /2] 

REACl /3 1- PEACl /3 

REAα/3 

1 - [ (P EIX;) 3 + 3P ErxP CCF2 /3 + P CCF3 /3] 

1-PEAα/3 

프 1- [3(PEDG)2 + 3PCCF2/3 + P CCF3 /3] 

REAα/4 1 - PEAC3/4 

프 1- [4(PEDG)2 + 12PErxPcCF2/4 + 6 (PCCF2/4)24PcCF3/4 + PCCF4/4] 

위에서 REACi/j는 ” j ” 디젤발전기 계통에서의 ” i ” 교류전원 신뢰도이고 PEACil j는 

"j" 디젤발전기중 ” i ”가 고장나거나 또는 필요시 사용 불가능할 확률이며 PW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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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디젤발전기가 고장나거나 또는 필요시 사용 불가능할 확률이며， 그리고 
PCCFi/j는 "j ’ 디첼발전기 충 ’ i ’가 고장나거나 필요시 공통 원인의 결과로 사용 불 

가능하게 될 확률이다. 더욱 자세한 논리 모델은 고장율과 수리율이 시간에 대해 
지수적으로(Exponentially) 분포해 있을 때 Markov 모텔렁 기술(Hsseing ， 1982)을 

사용하여 유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위 톡립 기기 고장과 공롱 원인 또는 의존 고장(Dependence Failure)은 모 

텔에 포함되어 있으며， 고장 모드에 대한 고찰은 하드웨어 결함과 시통 및 운전 고 

장， 기기 수리，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기기 정지 시간(Out-of-Service time)에 
대한 인적 오류를 포함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운전 고장(Failure to Run)은 일정 고장율 과정으로 다루어지며， 비상디젤발전 

기 수리는 일정 수리율 과정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대략적 근사치를 가지고 r 

LOP 시간 지속되는 소외천원상실시 r SB시간 동안 디젤발전기가 사용 불가능할 확률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WP- 'SB ’ 

PEm = PFTse -rsBl다+ 1_ Ìt FTRe-;'πR닝 -'SB/'Rdt 
JO 

위에서 rR은 펑균 수리 시간이고 ÀFTR은 Failure-to-Run Rate이다. 

Failure-to-Start 확률인 Prrs는 시동과 Load 할 비상 디젤발전기의 Standby Demand 

실패 가능성에 예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유지보수로 인한 사용 불가능성， 그리고 

보조 계통이 고장나거나 필요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을 더한 것이다. 

공통 원인에 의한 r SB시간동안의 시동， Load, 운전 고장의 확률은 독립 고장 

(Independent Failure)의 경우와 비슷하게 계산된다. 

P
EDGCCF 

Pcc엉 객8/'0쩌 + L 'WP- 'SfJ Ìt CCFTRe 낸CF7Rte - rsB/rα:FRdt 
JO 

여 기 서 PCCFTS는 Common-Cause-Failure-to-Start Rate을， ÀccπR은 Common-Cause 

-Failure-to-Run Rate을 각각 나타내고 r CCFR은 관련 수리 시간 상수이다. 그리 

고 두 개의 디첼발전기 계통의 비신뢰도(Unreliabili ty)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 EAC2/2 = (P EDG) 
2 + P CFF2 /2 

위에서 

(PEDG ) 
2 = Fl + F 2+ F3 이고， 여기서 

Fl = (PFπ)2e -2'S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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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B/ fR r fWp- fSB , _ - ÀFTRI _ - (1+ fSB)/ f F
2 

2P
FTS

e 'S/J I'R L ÀFTRe -"FTR'e -'..-LSBIILRdt 
JO 

rfWP-fSB rfWP-fSB/ ,2 _ -À FTR I2 _ -(12+ ,,, ‘ )/fR 
F3 = 2e L L (AFTR) e e dt2e ldt1 이 다. 

또한 

’ /、 fWp- fSB 
P CCF2 /2 P CCFTS2/2 e - fSB깐FR+ l AcCF7R/2e -AαFT%ate -ASB떠dt 

J 0 -_ .... _, 

그러고 

P FTS = QEDGl + UEDGl + P DCl + PSm. 

P CCFTS QCCF2 /2 + U CCF2 /2 + P DCCCF + P SκCF 이 다. 

여기서 QEDCi!은 필요시에 디젤발전기가 고장날 확률이고， UEDGl은 디젤발전기의 유 

지 보수 비가용성 (Unavailability) ， POC1은 디젤발전기의 고장을 일으키는 직류 전 
원 공급장치 고장 확률， 그리고 PSWl은 디첼발전기 고장을 일으키는 소내 용수 계통 

실패 확률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아랫 첨자 CCF는 공통원인고장을 나타낸다. 

(2 ) 비상 교류전원 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다중 계통의 신뢰도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Train을 동시에 사용 불능하게 만 

들 수 있는 고장의 단일 원인 (Single Point)과 공통 원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 주요 기여 인자와 그들 

의 발생 가능성을 모델렁하고 수량화시키려는 연구틀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틀중 일부는 공통원인고장 잠재성의 정성적인 펑가를 위한 것이며 (Rasmuson ， 

1982) , 다른 연구들은 공통원인고장 발생 가능성 (Fleming and Raabe , 1978)을 펑가 

하기 위한 것이다. NUREG-I032에서는 전반적인(Generic) 수준에서의 공통원인고장 

을 모델렁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의 현실적인 변화와 비상교류 

전원 신뢰도에 대한 영향 명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민감도 분석과 기존 기술을 이용 

하였다. 

1976년에서 1980년까지의 비상 디젤 발전기 운전 경험은 NUREG/CR-2989에서 자 

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 NUREG/CR-2099에는 비상디젤발전기의 공통원인고장 운전 경 

험과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와 함께 1985년까지의 공통원인고장을 

다룬 사업자 사건 보고서 (Licensee Event Reports; LERs)를 기본으로 다중 비상디 

젤발전기 고장과 정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공통원인고장은 일반적으 

로 크게 설계/하드웨어， 운전/유지 보수， 지원 계통/의존도 빛 외부 환경 중 하나 

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더욱 세부적인 분류를 표 2.12에 나타내었으며， 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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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원인고장 북록은 표 2.13에 제시하였다. 

NUREG/CR-2729에서는 공통원인고장율을 Binomial Failure Rate(BFR) 컴퓨터 코 

드를 사용하여 명가하였는데， 명가된 공통원인고장율은 발전소 설계와 절차에 의존 

하면서， 약 한 Order 정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디젤발전기 공통원인고장 

의 발생 가능성을 명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Beta Factor 방법(F1eming ， 1975) 

과 이를 발전시킨 Mul tiple Greek letter (MGL) 방법 (Fleming and Kalinowski , 

1983) 이다. 이 방법은 개선된 LER 검토시에 공통원인고장율을 명가하기 위해 사 

용되었는데， 표 2.14는 MGL 변수 명가치와 MGL 방법으로 유도된 공통원인고장율의 

명가치이다. 또한 명가치와 NUREG/CR-2989에서 BFR 방법을 사용하여 유도된 총괄 

적 고장율을 비교하여 놓았는데， 이러한 값틀의 차이는 분석 방법에 의한 차이보다 

데이터 분류로 인한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비상 교류전원 신뢰도 명가 

총괄적인 비상 교류전원 계통에 대한 신뢰도 명가는 요구와 임무 

(Demand/Mission) 신뢰도에 대한 즉각적인 가용성에 대하여 유도되었다(후자는 비 

상교류전원이 소외전원 상실 사건의 지속 시간이나 테스트 지속 시간과 같은 특정 

임무 길이 (Specified Mission Length)에 대해 사용 가능할 가능성임) . 계통 신뢰 

도 분석 변수들은 운전충인 발전소 개수와 개수의 변화의 명균을 나타내도록 선택 

되었는데， 계통 신뢰도 분석 변수에 대한 평균 개수와 개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비삭 디챔 밤천기 시못 고잣 (EDG Failure To Start) 

NUREG/CR-2989와 NSAC/I08에 의하면 고장율은 개별 원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 

게 나타났는데， 고장/요구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률이 따악되었다. 

Average: 

High: 

Low: 

0.02 

0.08 

0.005 

비삿디챔밤천기 운천고갓 (Emer~ency Diesel Generator Failure To Run) 

0.0024/hr의 일정한 고장율이 NUREG/CR-2989에서 명가되었지만， NSAC/I08에서 

검토된 최신의 데이터와 1983-1985년의 LER 검토에 의하면 고장율은 0.00321hr로 

계산된다. 따라서 1976-1985년의 명균값은 약 0.0028/hr 이다. 

비삭 디첼 밤천기 수리 시칸 

NUREG/CR-2989에 보고된 모든 디첼발전기 고장의 50% 정도는 8시간 이내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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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2개의 디젤 발전기가 독립적인 원인에 의해 고장이 발 

생하고 운전원들이 가장 빠른 수리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문제의 진단을 할 수 있 

다면. 50% 범위에서 2 개증 하나는 4 시간 이내에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경우는 수리(복구)율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로 사용되었다. 

곳톱원이고잣 

공통원인고장율은 NUREG/CR-2989의 디첼발전기 하드웨어와 인적오류관련 원인에 

대해서 얻어졌으나. NUREG-I032에서는 단지 시통고장(Failure-to-Start) 평가만이 

수행되었다. 결과적으로. MGL 방법이 시통 고장(Failure-to-Start) 빛 운전 고장 

(Failure-to-Run) 모두의 총괄적인 공통원인 고장율을 펑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디첼발전기에 대해 동시 고장(Simultaneous 

Out-of-Service State)을 일으키는 인간 오류는 시통 고장의 펑가에 포함되었다. 

MGL 명가에 의한 결과는 NUREG/CR-2989의 총괄적인 명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원인 고장율은 직류 전원， 소내 용수 그리고 기기 냉각수와 같은 

지원 계통에 대해 NUREG/CR-3226으로부터 얻어졌다. 

기기와 세부 계톡에 대한 곳톱워 <?l고작 수리융 

부주의한 작동 정지 (Inadvertent Removal from Service)시 수리 (또는 복구)는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몇 분 이내의 더욱 신속한 수리도 가능할 수 

있다. 하드웨어 고장과 유지 보수 정전(maintenance outage)에 대한 수리율은 2 

내지 8 시간 정도의 중앙(Median) 수리 시간에 근거를 둔다. 

일반적인 모텔과 개별 원전에 있어 민감도를 결정하기 위해 계통 신뢰도 변수 

변화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그림 2.8의 첫 번째 민감도 분석은 다양한 비상디젤발 

전기 시통 신뢰도 값과 다양한 공통원인고장율에 대하여 8시간 임무 시간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과들은 디첼발전기 성능이 명균 이하이거나 계통 구조가 공 

칭 다중성 (Nominal Redundancy) (예를 틀면 ， 2/3 과 112)을 가지고 있을 때， 개별 

비상디첼발전기의 시통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디젤 

발전기신뢰도 수준이 명균 이상이거나 높은 수준의 다증성 (2/4 와 113)이 있는 경 

우에는 공통원인고장이 계통 고장확률의 가장 큰 기여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는 비상교류전원계통 비가용성의 민감도는 각 디첼발전기 비가용성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가용성은 발전소 정상 운전시 감시나 다른 활통에 

의해 발견된 디젤발전기의 초기 고장， 품질 저하로 인한 고장， 그리고 재해로 인한 

고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유지 보수나 수리에 대한 정지시간 때문이다. 

단지 디젤발전기의 정지 비가용성이 시동 고장률과 비슷해지거나 초과할 때만， 계 

통 비가용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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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은 임무 시간 8시간 동안， 교류전원 계통 비가용성의 변화가 디젤발전 

기 수리 시간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이 수리시간은 수리율을 지수 함수로 가정해서 

실제 요구 상황(Actual Demand Situation) 동안 모든 디첼 발전기가 고장난 경우 

50%를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가장 빨리 수리될 수 있는 디첼 

발전기를 확실히 찾은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과 전문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계 

통 비가용성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히 공통원인 고장이 계통 비가 

용성에 가장 크 영향을 미치는 곳(예를 들면 113 계통 구조)에서의 공통원인 고장 

수리시간 변화이다. 

다. 비상디젤발전기의 신뢰도 추정 방법론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취특한 데이터로부터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를 계산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1986년 NSAC-108에서 

사용되고 있는 Wyckoff 방법론이 낼리 사용되고 있다 Wyckoff 방법론은 운전 횟 

수에 대한 운전성공의 비율을 근거로 신뢰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90년대 중반 비 

상디젤발전기 신뢰로 계산시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artz 퉁에 의해 새로운 

방법론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계산시 Bayes 이론을 도입하 

여 기계가 가지는 경험적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법인 Parametric Empirical 

Bayes (PEB) 방법론이 제 안되 었다. 

(1) Wyckoff의 신뢰도 추정방법 

Wyckoff는 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 상태와 부하운전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각의 고장 즉， 기동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기동 고장(Start Failure)과 부하운전중 

발생하는 부하운전고장(Load-Run Failure)에 대하여 고장율(Failure Rate)을 계산 

하여 이를 신뢰도 계산에 이용하였다. 기통 상태와 부하운전상태에 대한 분류기준 

은 각 발전소에 따라 다르지만 Wyckoff는 기동을 시작한지 10분 이내의 상태를 기 

통 상태라 하고 10분을 부하운전상태라 정의하였다. 기동 상태와 부하운전상태가 

결정되면 이틀의 성공 비율은 아래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구한 총기 

동(또는 부하운전) 요구 횟수에 대한 성공 (또는 실꽤) 횟수의 비율을 최우추정량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이라 하고 최우추정량을 이용하여 비상 디젤발전기 

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추정법이라 한 

다. 

부하운전성공횟수 
총 부하운전요구횟수 

，부하운전성공율 
기동성공횟수 

총 기동요구횟수 
기동성공율 = 

꺼
 
이
 



Wyckoff는 위에서 계산한 기동 성공률과 부하운전성공율을 각각 비상디첼발전기 

의 기동신뢰도와 부하운전신뢰도라 정의하였으며，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비상디젤 

발전기의 신뢰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EDG 신뢰도 = (EDG 기동신뢰도) x (EDG 부하운전신뢰도) 

(2) Martz의 PEB 추정 법 

1996년 Martz은 Parametric Empirical Bayes (PEB) 추정법을 이용하여 63개 미 

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부하운전 시험에 따른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를 계산하 

였다. 미국내 63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1957>>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대상 

으로 1988년부터 1991 년까지 4년 통안 실시한 총 19 ， 520회의 운전 및 시험 자료를 

사전 정보화하여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으로 PEB 추정법을 제안하였 

으며， 가설 검정을 실시하여 제안된 모형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PEB 추정량은 

어떤 모집단(예를 들면， 전체 발전소 집단 퉁)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대해， 관심있 

는 미지 모수들이 미지의 상대빈도틀을 사전 분포로 하는 모형에 따른다고 가정하 

는 상황하에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Martz는 PEB 추정법에서 사전 분포로 

Beta{a , b) 분포를 사용하였다. 이때 모수 a와 b는 운전 빛 시험자료로부터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자료로 인해 그 값이 개선되었다고 하면 추정의 정도를 위해 개선 

된 값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Beta(a ， b)를 사전 분포로 가졌을 때 사전 명균 

E(p)=a/(a+b) 가 되고 a=xi , b=ni -xi 라 하면， 표본 수와 생존수가 각각 ni와 xi로 

주어진 상황하에서는 해당 발전소내의 전체 디첼발전기 신뢰도의 병균값을 나타내 

는 이항 모수 p의 사후 분포의 확률함수는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모수 a+xi는 결 

합 생존수， a+b+ni는 결합 표본수의 합을 나타낸다. 

(3) Wyckoff의 추정법 (MLE)과 Martz의 추정법 (PEB)의 비쿄 

Wyckoff의 MLE 추정법은 총 기몽(또는 부하운전) 요구 횟수에 대한 성공 (또는 

실돼) 횟수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최우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itor)을 이용하여 비상디첼발전기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상디첼 

발전기의 신뢰도 명가시 규제 지침으로 적용되는 추정방법이지만， 일정 기간의 자 

료만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신뢰도 추정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 기계가 가지는 경험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단값을 자료로 

가질때에는 신뢰도 추정치의 정도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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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술적으로 계산한 성공률이 지니는 원천적 최적값을 제거해 줄 수 없으므로 

이로인한 오차를 제거할 수 없다. 

• 추정치의 변이성이 높으므로 90% 신뢰 구간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경향 

이 있다. 

이에 반하여 Martz의 PEB 추정법은 성공과 실꽤의 횟수를 이항 분포로 정의하고 

이때의 이항 모수 p를 기계가 가지는 과거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법 

이므로， 추정치의 변이성이 낮고 ML 추정량이 지니는 원천적 최적값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극단점의 영향율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Wyckoff의 ML 

추정법이 가지는 위와 같은 취약점으로 인해 신뢰도 추정치의 정도가 낮아지게 되 

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특히 실제의 운전 경험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비상디첼 

발전기 (예툴 툴면， 건설 예정 발전소)의 경우에도 설치할 비상디젤발전기와 유사 

하거나 동일한 기종의 운전 자료률 확보할 수 있으면 매우 높은 정도를 가진 신뢰 

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발전소내에서도 연도별 사전 정보로 하여 신뢰도를 

추정할수 있다. 

4. 비상디첼발전기 신뢰도와 허용시간과의 관계 

Regulatory Guide 1.155내 Regulatory Position 1은 소내 비상교류전원의 신뢰 

도 수준과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기간을 관련시켜주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NRC에 의해 승인된 방법론이다. 최소 비상 디첼발전기 신뢰도는 비상교류전 

원 그룹 A, B 및 C에서는 원전에 대한 각각의 비상 디젤발전기에 대해서 

0.95/Demand로서， 비상교류전원 그룹 D에서는 원전에 대한 각각의 비상 디첼발전기 

에 대해서 0.975/Demand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도 수준은 최소 목적 

신뢰도이며， 각각의 원전은 주요 요소 또는 Regulatory 1. 2에 열거된 것과 퉁가한 

사항을 포함한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0.975의 신뢰도 

수준을 목표로 선택한 원전은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프로그램에서 Target로서 더 

높은 수준을 이용하여야 한다.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비상디 

첼발전기 신뢰도는 Regulatory Guide 1.155 Regulatory Position 1의 절차로서 결 

정된다. 

5. 효과 비용 예측 

NUREG-ll09에서는 발전소정전사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분석을 다루고 있 

는 보고서로서， 현안에 대한 기술， 기술적인 해결안의 제안， NRC Staff에 의해 고 

려되는 다른 대안들， 제안되는 해결책의 효과 및 비용 분석 그리고 발전소정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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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다른 NRC 프로그램과의 연결 사항틀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발전소정전사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안의 목적은 발전소정전사 

고를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있어 비교적 적은 기여도를 가지도록 만옮으로써 발전소 

정전사고와 관련된 중대사고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다. 해결안에 있어 특별한 조치 

는 1)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교류전원계통을 유지하고， 2) 소외 및 소내 비상교류 
전원이 비가용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꼬류전원계통을 회복하도록 하는 절차서 빛 

훈련을 개발하고， 3) 발전소가 특정 기간통안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소정전사고의 발생 확률 및 그 부지에서의 전원을 회복할 수 있는 성능에 기본 

하여 부가적인 심충 방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해결안에 있어 NRC에서 

는 4가지 특정한 대안을 설정하였는데， 이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안 1 (Draft R.G. 1.155에 기복함. ) 

· 소내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는 특정 허용 가능한 신뢰도 이상으로 유지 

· 인근 전원을 이용하여 전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서 및 훈련 개발 

• 발전소 대처 성농; 발전소 배터리， 웅축수저장탱크 용량， 압축 공기 용량; 

RCP Seal 건전성; 환경상태 따악 

• 발전소정전사고 대처기간; 소내비상교류전원의 다중성， 소내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 소외전원상실 빈도， 소외 전원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퉁을 고려 

해야합. 

· 발전소정전사고 성능(i i i 에서 결정)이 네 번째 항목에서 결정된 개별원전발전 

소기간보다 작으면，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시간을 증가하기 위한 발전소 수정 

· 일반적인 장기간의 붕괴열 제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빛 훈련을 

가져야 한다. 

돼오L요 
모든 원전이 동일한 기간동안의 SBO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함을써 통일하게 

원전을 처리하는 것. 

돼앞요 

SBO로부터 가장 위해도가 높은 원전에 대하여 부가적인 비상디첼발전기 또는 다 

른 교류 독립 붕괴열 제거계통을 추가하도록 요청하는 것. 

댄요上효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Draft R.G의 제안되는 Rule과 지침을 이행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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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전사고에 의한 노심손상빈도를 감소시키고 관련된 소외방사능물질 누설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반면에 비용은 사업자가 절차서를 개발하고， 비 

상디첼신뢰도률 향상시키고， 제안된 요건을 만촉하기 위하여 부가척인 부품이나 계 

통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 

가. 이득 계산 

Value-Impact 분석을 위한 Public Dose를 예측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발 

전소정전사고 결과 및 모든 원전에 대한 노심손상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펑균 원 

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수치률 이용하여 전체 값을 예측하는 것은 

발전소 크기의 차이와 관련되는 소외 결말의 차이， 그러고 다른 부지에서의 인구 

밀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NRC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원전을 그룹화하 

였는데， 모든 발전소에 대한 개별 원전 Value-Impact를 계산하는 것 보다는 훨씬 

실제적인 방법론이며， 하나의 펑균 원전율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더욱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NRC에서는 비상교류전원 형성 그룹과 소외전운설계 특성 

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소 그룹핑을 하였는제， 그룹핑을 선택하기 위한 체계 빛 그 

룹 원전의 수는 표 2.1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비상교류전원그룹 빛 소외전원 설 

계 특성은 R.G. 1. 155에서 제안되는 것과 유사하다. 

표 2.16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한 RY 당 노심손상빈도의 감소 예를 나타내었는데， 

첫 번째 예는 하나의 다중성 비상 교류전원(즉， 비상 교류전원을 위하여 필요한 두 

개 디젤발전기중 하나)을 가지는 전형적인 원전이다(각 비상디첼발전기에 대해 

Demand당 0.025의 파손율을， 그리고 명균 소외전원상실기간 및 빈도를 가지는 빈도 

에서의 원전) . 두 번째 경우는 최소 다충성 비상 교류전원계통， 명균 이하의 디첼 

발전기 신뢰도， 비교적 소외전원상실기간 빛 빈도가 비교적 큰 부지에 대한 경우이 

고， 세 번째 경우는 발전소정전사고에 훨씬 효과적인 부지에서의 효과적인 원전이 

다. 

개별 원전 그룹의 예상되는 위험도 감소는 각 그룹의 RY당 노섬손상빈도에 그룹 

의 원전수 (Person-Rems) , 명균잔여수명 그리고 사고시 예측되는 명균 Public Dose 

를 곱해서 계산된다. 그리고 개별 원전 그룹에 대한 Person-Rems의 감소는 USI 

A-44의 제안되는 해결책과 관련되는 전체 예상 위해도 감소를 계산하기 위해 더해 

진다. 명균 원전 잔여 수명을 25년이라 가정하면， 언급된 경우(표 2.16)에 대해서 

예상되는 전체 위해도 감소는 약 80000 Person-Rems 이다. 

나. 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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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해결안을 따르기 위한 사업자의 비용은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각 발전소의 성능과 개별원전 발전소정전사고 대처기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NRC Staff은 특별한 원전의 변경 없이도 모든 발전소가 4시간 기간을 만족할 수 있 

을 것으로， 그러고 일부 발전소는 4시간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전소 배터리， 웅축수 

저장탱크 몽과 같은 설계 변경을 사용하는 경우 발전소는 발전소정전사고 대처기간 

을 8시간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표 2.17은 발전소정전사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제안되는 판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변경 및 절차서의 비용 예측을 보여준다. 발전소정전사고 

대처기간은 개별 원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러고 발전소정전사고시 필요한 계 

통 빛 부품의 성능이 원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 2.17에서의 수정은 일부에 필 

요하지， 전체에 대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USI A-44의 체안되는 해결책을 따르기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한 전체 비용은 약 

4 천만 달러 정도이며， 개별 원전당 비용은 약 600 ， 000달러 정도 수준이다(단지 발 

전소정전사고 명가만 수행하고 절차서만 필요한 경우 200 , 000 달러가 필요하지만， 

1에서 4까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4, 000 , 000 달러가 필요하다) . 

발전소정전사고를 피하게 된 원전에 대한 손상 비용의 포함은 전반적인 비용-효 

과 펑가에 큰 영향을 준다. 사고를 피하게 된 원전에 대한 손상과 정화(Cleanup)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고빈도의 감소가 고려되지 않은 소내 Property Costs 

에 곱해져야 하는데， NUREG/CR-3568에서 제안된 식이 이를 위하여 이용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V。ρ N. L1F. U 

U = c/m[ (e • t, • i)/ μ][ 1- e- 서 ，..-t ，l] (l _e- rm) 

VOP 피 해진 소내 Property 손상 값 

N 영향을 받는 Facilities 수 = 67 

L1 F 사고빈도감소 = 3E-5 

U 현재 소내 Property 손상값 

C Cleanup & Repair Cost = 1.2 Billion 달라 

tr 원전 수명말까지의 남아있는 기간 25년 

ti 운전되기 이전 시간 o 
r discount rate; 0.1 (10%) 

m 손상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시간 (회복 시간); 10년 

위에서의 값들을 이용하여 피해진 소내 Property 손상값의 현재치는 천 오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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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정도 수준이다. 전원 대체를 위한 Avoided Costs가 포함된다면 

(NUREG/CR-3568에서 1. 2 Bi11ion 달러 10년에 걸쳐) 예측되는 현재치는 3 천만 달 

러이다. 다음 표는 10%와 5% Discount Rate에 대하여 피해진 소내 Property 손상 

의 Discounted된 현채치를 보여준다. 

Discount Present Value 

Avoided Darnage 10% Discount Rate 5% Discount Rate 

Cleanup and Repair only 15,000,000 $ 30,000,000 $ 

Cleanup, Repair, and 
30，αXl，ooo $ 60，αXl，ooo $ 

Replacement Power 

다. Value- lI뼈.ct 비 

표 2.18은 USI A-44 해결을 위한 제안책과 관련된 전체 이득 및 비용을 요약하 

였다. 이는 감소된 사고 절차와 관련된 소외 방출을 줄임으로써 공중 위해도의 감 

소와 이행에 의해 증가된 Occupational Dose , 운전 및 보수활동 빛 낮아진 사고 빈 

도로 인한 정화/수리 (Cleanup/Repair)로부터 감소된 Occupational Exposure , 변경， 

운영/보수， 증가된 보고 요건의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비용， 사업자 보고서의 검토 

를 위한 NRC 비용을 포함한다. 

제안된 규칙을 따르기 위한 사업자 비용은 4 천만 달러 수준이며， 원전의 남아 

있는 기간에 걸쳐 677ß 원전에서의 전체 공중 위해도 감소는 약 80 , 000 

Person-Rems 이다. 전반적 인 Value-Impact 비율(사고 Aviodance 비용 제외 )은 백 

만 달러당 약 2000 Person-Rems 인데， 사고 Aviodance에 의해 사업자로의 Cost 

Saving이 고려된다면 전체 Value-Impact Ratio는 훨씬 향상된다 10% Discount 

Rate에서 Avioded Cleanup, Repair , Replacement Power의 현재치는 약 30 Mi 11 ion 

달러이다. 이러한 이점이 고려되는 경우 전체 Value-Impact Ratio는 백만 달러당 

약 8000 Person-Rem 이 된다. 

6. 다른 현안과의 연관성 

USI A-44인 발전소정전사고 현안은 다른 여러 가지 안전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관련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 

• GI B-56 , "운전충 원전에서의 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제안되는 조 

치 

• USI A-45 정지 붕꾀열 제거 요건 

- 43 -



• GI 8-23 , RCP Seal Fai lure 

• GI A-30 안전 관련 DC 전원 공급의 충분성 

• R. G. 1. 108 NPP에서 소내전력계통으로서 사용되는 DG Uni t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 Nuc1 ear Power Faci 1 i ties에 대한 화재방호계통 

• 운전중 원전에서 보조 계통 신뢰도 및 전력 다양성 향상 제안 

• 다중 부치 조치 항목 8-23 과 8-28 , 손상된 전력망 전압과 발전소 전기 배분 

Voltage의 충분성 

따라서 발전소정전사고 현안 관련 규제 요건을 설정하고자 할 때 발전소정전사 

고와 관련된 규제 요건 설정 뿐만 아니라， 언급된 안전 현안과의 연관성을 파악하 

여 다른 요건과의 연계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채 5 철 해석요건 설정방향 

미국의 규제 방향 및 사업자 대처 방향틀을 토대로 하여 KINS에서는 발전소정전 

사고 관련 구체적인 상세안전요건틀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소정전사고 안전 요건의 체계를 제안하기보다는 현재 구성 체계에서 미비한 사항틀 

을 도출하였는데， 자세한 사항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요건 

• 발전소정전사고 관련 상세안전요건의 기본 요건에서는 발전소정전사고시 대처 

및 복구 능력， 노섬냉각능력 빛 격납용기 건전성， 발전소정전사고 지속기간에 

대하여서 기술하고 있다. 세 가지 항목틀중 발전소정전사고 지속 시간은 별 

도로 정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언급되고 았으나， 구 

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속 시간은 개별 발전소의 대처 성농 

평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방법론을 서툴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고 지속 시간은 비상디젤발전기의 신뢰도 

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 미국의 경우 NRC가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체교류전원계통의 설 

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서 EPRI 빛 A88/CE에서는 개스 터빈과 같은 대체 

쿄류전원계통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운전중인 발전 

소의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노섬손상빈도에 대한 발전소정전사고의 

기여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심손상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발전소정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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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처 설비를 쓰는 경우 위해도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제안되고 있음을 파 

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발전소 고유 대처능력 

발전소 고유 대처능력과 관련해서는 우션적으로 발전소정전사고시 대처 기간의 

명시가 우선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기본 요건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틀은 다음과 같다. 

• 규제 지침 1.155 Regulatory Position 3.2.1에서는 발전소가 100% 열출력 운 

전되고 적어도 100일 동안 이러한 열출력하에서 운전되고 있는 중에 발전소정 

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명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병시하고 있 

다. 이러한 사항은 최척 추정 해석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일 것으로 판단된 

다. 

• 해석 대상 시나리오 선정; 가능한 발전소정전사고 시나리오 전체에 대한 개별 

원전의 명가를 수행하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이며， 사업자에게 해석에 대한 부 

담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 대상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고 기준(예를 틀 

어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초기 사건의 기여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부가적으로 발전소정전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 분석도 필 

요할 수 있는데， 이는 발생 원인에 따라서 소외 전원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중심 원인에 의한 발전소정전사고의 

빈도에 비해 전력망 상설 및 심각한 기후에 의한 발전소정전사고의 빈도는 작 

은 것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전력망 상실 및 심각한 기후에 의한 발전소정전 

사고시 소외 전원을 회복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탕히 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허용 기준 KINS 상세안전요건에는 대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 

준이 제안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량적 기준으로는 EPRI에서 제안되고 있 

는 사항과 같은 형태가 제안될 수 있다(EPRI의 경우에는 확률론적 기준을 제 

안하고 있음(2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전소정전사고 발생 확률이 발전소 가동 

년당 10-3 이하의 기대 확률을 가지고 있음을 확률론적안전성분석 방법으로 증 
명해야 함) . 

• Generic Letter 91-07에서 NRC Staff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밀봉 누설이 25 GPM 

을 초과하는 경우 가압경수로 및 교류 독립 보충 성농을 가지지 않는 비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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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발전소정전사고 기간동안 노심 누출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원자로냉각재 밀봉 누설은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3. 대체교류전원 

대체교류전원계통의 신뢰도 명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설정되어 있 

지 않은데， 신뢰도는 기본 요건에서의 대처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 

정시 주의가 팔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비상교류전원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NSAC-108 Wyckoff 방법론이 규제 지침 1.155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취약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뢰도 명가 방법론은 최근 제안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설계 및 운전조치 

설계 및 운전조치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 Regulatory Posi tion 3.3.6에서는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한 

계통 빛 부품이 부가된 경우， 새롭거나 변경된 계통 또는 주요 부품의 발전소 

Walk Downs 빛 초기 시험이 수행되어 변경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으나， 이 사항이 상세안전요건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 

• Regulatory Posi tion 3.4에는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절차 및 훈련에 대한 조치 

가 이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KINS 상세안전요건에서는 이에 대한 고 

려가 없다. 발전소정전사고 대처 절차 및 훈련을 통해 위해도를 낮출 수 있 

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요건안이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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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허용 가농한 발전소정전사고 기간 성능(시간t 

비상 교류전원 상태 그룹b 
소외 전원 설계 A B C D 
특성 그룹d 발전소 평균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C 

0.975 0.95 0.975 0.95 0.975 0.95 0.975 
P1 2 2 4 4 4 4 4 
P2 4 4 4 4 4 8 8 
P3 4 8 4 8 8 16 8 

a. 비용-효과 분석을 포함하여 정당성이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다면 이러한 시간에서의 차 
이는 고려되어질 수 있다. NUREG-1032에 제시된 방법론과 민감도 분석은 이러한 정당 
성에 있어 사용을 위하여 허용 가능하다. 

b. 표 2.2 참조 
c. Regulatory Position 1.1 
d. Pl , P2 및 P3 그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 2.3 참조. 

표 2.2. 비상 교류전원 상태 그룹들a 

EAC 전원 상태 그룹 EAC 전원 수b 
AC로 전원응 공급받는 붕괴열제거계통응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EAC전원 수C 

A 
3d 

4 
4 2 

B 
5 2 

C 
2d 
3e 
2f 
3 2 

D 
4 3 

L--
5 3 

a.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첼 발전기(예를 들어 일부 비퉁수로에서 고압노섬살수계통 
과 관련된 발전기틀)들은 EAC 천원 상태 그룹 결정에서 고려되지 않읍. 

b. EAC 전원계통의 어떠한 것도 다부지에서 부지간 공유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지에서 그러 
한 그러한 부지의 공유되고 고안된 전원의 전체 수이다. 

C. 이는 소외천원이 비가용한 부지에서 모든 부지를 안전 정지에 이끌어 유지하기 위하여 
붕괴열(교류 전원붕괴열제거계통 포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류전원에 기 
본한다. 

d. 다른 호기와 공유되지 않은 EAC 전원에 대하여 
e. 다중부지에서 다른 호기와 공유된 EAC 전원에 대하여 
f. 부지에서 한 개 이상의 부지에 동시에 교류 천원을제공할 수 있는 개별 디젤발전기에 
서의 공유된 EAC 전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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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소외전원설계특성 그룹 

그룹 소외전원셜계 특성 

다음 인자들의 결합을 가지는 부지 

SW SWR ESW 

P1 1 또는 2 1 또는 2 1 또는 2 1 또는 2 

1 또는 2 1 또는 2 3 

1 또는 2 3 1 또는 2 

p2 P1 또는 P3에 포함되 지 않은 모든 다른 부지 

Grid 파손이후 약 1시간 30분이내 신뢰할만한 대체(비상아님)교류전원으로 

교류전원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변， 20 Site-years에 1번 이상의 빈도를 

가지는 Grid 파손에 의한 발전소정전사고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지 

-r」E- : L:-

다음 인자들의 결합을 가지는 부지 

P3 SW SWR ESW 

Any 1 5 2 Any ESW 

Any 1 1,2,3 or 4 1 or 2 5 

Any 1 3 Any ESW 

Any 1 4 2 1,2,3 or 4 

1 or 2 3 2 4 

3 3 2 3 or 4 

a. 소외전원그룹의 독립성(1) 그룹의 정의는 표 2.4 

b. 섬각한 기후(SW) 그룹의 정의는 표 2.5 

C. 증대한 기후 회복(SWR) 그룹의 정의는 표 2.6 

d. 극단적으로 심각한 기후(ESW) 그룹의 정의는 표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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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소외전원그룹의 독립성 정의 

분류 
I 

1 2 
1. 소외전원의 독립성 1. 모든 소외전원은 2개 1.a 모든 소외전원이 한 개의 변전소를 거쳐서 

혹은 그 이상의 변전소 또는 전원에 연결됨 

분리된 유업 전송라인올 or 
통하여 원전에 연결되지만， 1.b 모든 소외전원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적어도 교류전원중 하나는 변전소를 통해 연결되고 변전소는 전기적으로 

다른 것과 독립되어 연결됨 (345 kv 및 138 kV 변전소가 이러한 

있음(독립 69kV 라인이 설계 특성중 대표적인 것임). 

이러한 설계특성중 대표적인 

것임). 

or 
and or 

2. 일반적인 교류전원이 2.a 일반적인 교류전원 2.a 정상교류전원의 2.a 정상 교류전원이 
상설되고 소외전원 상설후 상실 이후 하나의 상실하는 경우 

Backup 전원이 (1) 분리된 우선적인 우선적인 대체 우선적인 또는 

상설되었을 때 Class 1 대체전원으로 모든 안전정지 전원으로 모든 안전 대체소외전원으로 모든 

모선을 위한 자동 및 모선의 자동적인 전환이 정지 모선의 자동적인 안전정지 모선의 

인위적인 전환 있음 전환이 있음. 이 자동적인 전환은 없고 

(2) 하나의 우선적인 전원이 상설된다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a. 일반전인 교류전원은 전원으로 모든 정지 모선의 잔여 우선적인 또는 인위적인 전환이 있음 

Unit 주 발전기로 자동적 인 전환이 있음. 이 대체 소외전원으로 

가정됨. 우선적인 전원이 상실된다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or 
남아 있는 우선적인 전원 인위적인 전환이 있음 

또는 대체 소외전원으로의 하나의 우선적인 또논 

다른 자동적 인 전환이 있음. 하나의 대체 

소외전원으로 모든 

안전정지 모선의 

or 하나의 자동전환이 

있고 인위적인 전환은 

or 없음 

b. Class 1E 모선들이 2.b 각각의 안전정지 모선은 2.b 안전정지모선은 님아 있는 우선적인 또는 

우선적인 또는 대체 우선적이거나 대체전원사이 대체교류전원에 자동 선환 또는 인위적 전환을 

전원에 연결되도록 자동 또는 인위적인 전환플 할 수 있는 동일한 우선적 전원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할 수 있는 분리된 우선적인 정렬되어야 함. 

대체전원에 일반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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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심각한 기후 (sw) 그룹의 정의 

SW 그룹 
심각한 기후에 의한 소외천원상실의 예측 빈도 

(/Site-Year)* 

f<3.3E-3 

2 3.3E-3 드 f<1E-2 

3 1E-2~ f<3.3E-2 

4 3.3E-2~ f< lE-l 

5 lE-l ~f 

* 심각한 기후에 의한 소외전원상설 예측 빈도(f)는 다음 상관식에 기본한다. 
f = (1. 3 x 10-4)hl +(b)h2 + (0.012)h3+(c)h4 

여기서 hl : 부지에서 강설량의 년간 예측치， 인치 

h2: 부지에서 mi1e2 탕 토네이도(1 13mi1 e/h와 동일하거나 큰 풍속을 

가지는)의 년간 예측치 

b 변전소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퍼지는 2개 흑은 그 이상의 개혜로에 

대한 송전 라인을 가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12.5 

b 개폐로에 있어 송전 라인을 가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72.3 

h3 75에서 124 마일 사이의 풍속을 가지는 부지에서 태풍의 년간 예 

측치 

h4 부지에서 허리케인의 년간 예측치 

c Salt Spray의 영향에 취약하지 않은 변전소에 대해서는 O 

c Salt Spray의 영향에 취약한 변전소에 대해서는 O.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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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심각한 기후 회북 그룹의 정의 

SWR 그룹 정의 

향상된 회복 절차를 강지는 부지 (즉， 심각한 기후에 의한 발전소정전사고 

1 이후 2 시간 이내 부지로 소외(비상아님)교류전원을 회복하기 위한 성능 

및 절차를 가지는 부지) 

2 향상된 회복 절차가 없는 부지 

표 2.7. 극단척으로 심각한 기후 그룹의 정의 

ESW 그룹 
125 mph와 비슷하거나 이상의 풍속을 가지는 부지에서의 폭풍의 년 

기대치 (e) 

e < 3.3E-4 

2 3.3E-4 :0; e < 1E-3 

3 1.3E-3 :0; e < 3.3E-3 

4 3.3E-3 :0; e < 1E-2 

5 1E-2 :0; e 

* 폭풍의 년 기대치는 발전소 근방에 있는 기후 관측소(Weather Station)로부터의 국럽기 

후서비스 데이터로부터 또는 적절하다변 인접한 기후 관측소의 내삽에 의해서 얻을 수 있 

디
 ι
 



표 2.8. 5개 원전의 노심손상빈도 

노심손상빈도 (깨y) 

Event Type 

Surry Sequoyah 
Peach Gra때 

고리 3&4 영광 1&2 Zion 
Bottom Gulf 

발전소정전사고 9.5E-6 3.0E-6 4.1E-6 7.0E-6 2.8E-5 4.8E-5 4.1E-5 

l 냉각재상실사고 7.0E-6 2.7E-5 5.1E-5 1.0E-7 1.8E-5 1.6E-5 

기기 냉각수 상실 1.2E-4 2.7E-5 

과도상태 <lE-7 <lE-7 

모션 상실 5.0E-6 2.2E-6 

소외전력상실 l.lE-6 1.0E • 6 4.8E-6 4.6E-

ATWS 1.6E-6 <lE-8 l.lE-6 1.0E-6 1.8E • 7 3.0E-6 4.1 E• 6 

공유계동 냉각재상 
9.0E-7 l.lE• 7 3.3E• 7 

설사고 

소내용수 (Service 
<lE-7 

Water) 상설 

장기간에 걸쳐 열 

제거릅 할 수 없논 <lE-8 <lE-8 

파또상태 

모든 냉각수 주임 

윤 상심한 과도상 6.8E-8 <lE-8 

장기간에 걸쳐 열 

제거플 할 수 없는 <lE • 8 

냉각재상실사고 

모든 냉각수 주입 

플 상실한 냉각재 <lE • 8 

싱설사고 

기다 5.0E-8 <lE-6 

전체 노섬손상빈도 2.6E-5 1.5E • 4 1.0E-4 8.2E-6 2.8E-5 8.0E-5 7.2E-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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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내부 기인 사건에 의한 노섬손상빈도 기여도 비교 

Initiating Events 
Systern 80 Systern 80+ 

(CDF!RY) (CDF!RY) 

Large LOCA 1E-7 

Mediurn LOCA 4E-6 3E-7 

Srnall LOCA 1E-5 2E-7 

Strearnline/Secondary Line Break (SLB) 1E-6 2E-9 

Stearn Generator Tube Rupture(SGTR) 1E-5 3E-7 

Transients 1E-5 6E-7 

Loss of Offsite Power(LOOP) 4E-5 4E-8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rn (ATWS) 5E-6 5E-8 

Interfacing Systern LOCA 5E-9 5E-1O 

Vessel Rupture 1E-7 1E-7 

Total 8E-5 2E-6 

원전 
전체노섬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초기사고의 기여도 
손상빈도 

LOOP LOCA Transients SGTR ATWS Other 
Systern 80 8E-5!RY 

46% 18% 15% 13% 6% 2% 

LOCA Transients SGTR ATWS LOOP Other 
Systern 80+ 2E-6!RY 

37% 35% 17% 3% 2% 6% 

많
 



표 2.10. 소외전원상실사고 발생 원인 빛 발생 빈도 

; HrT ET 
사건 수 빈도(yr- l) 

(30분 이상) (30분 이상) 

발전소 중심 46 0.087 

(Plant Centered) (15) (0.028) 

송전망 12 0.018 

(Gηd) (7) (0.011) 

기후 
6 0.009 

(6) (0.009) 

전체 
64 0.114 

(28) (0.048) 

표 2.1 1. 미국내 디젤발전기에서 수집된 운전경험 신뢰도 자료 

Start No No Failures 
No 

of auto 

Auto start 

failure Unavail- Unavail 
attempt of per 

start per able ability 
category demand failure demand 

failure demand 

Test 13,665 253 0.019 55 0.004 O 어% 

Loss of 
100 5 0.0:5 3 0.03 3 0.03 

offsite power 

All emergency 

demands 
539 14 0.026 5 O.α)9 3 0.006 

Failure To Run: 2.4E-3/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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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공통원인실돼 잠재 분야 

공통원인 실패 그룹 잠재적 실패 형태 

기계적/구조적 설계 부적절성 Gnadequacy) 

설 계/hardware 세부계통(fuel， cooling, start, actuation) 

환경 (nonnal) 

부적절한 절차Gnadequate procedures) 

운전/유지 보수(maintenance) 생 략(omission)/위 임 <Commission) 오류 

잘못된 절차(wrong procedure) 

직 류 제 어 전원(DC control power) 

지 지 (support)/의 존(dependence) 계 통 
(소내)용수 냉각(Service water cooling) 

EDGroom 가열， 환기， 공기조화 

전 기 적 interface 

화재 

홍수 

외부 이상 기상상태 

지진 

다른 극단적인 내부 환경 

I 
J 「D 



표 2.13. 비상 디첼 발전기 (EDG) 공통원인고장 

」
발전소 사건 날짜 LER No 사건 개요 

I ANO 
081'2:1η9 79-016 

윤합류 내의 붙이 2주 간격을 두고 2개의 EDG에 고장을 일으컵， 
09/11η9 79 • 017 

Amo1d 
O5/lom 77-037 

유지보수로 2일 동안 두 개 모두의 EDG에 제어 계풍 고장플 일으컴 
05/12177 77-여3 

ßrowns 05/06/81 81-019 
좌측 bank air start 모터가 3개의 EDG를 시동시키는데 섣패함‘ 

FcITY 1.2 05/06.때l 81-020 

ßrowns 
01/0ν'84 84 • 001 

과(過) 염소처리에 대한 대합조개(c1am shcID의 움직임이 "]상 (소내)용수 

FcITY 3 냉각기 (scrvicc watcr cooler)와 4개 중 3개의 EDG릎 고장냉 

ßrunswick 
01/1여m 

1.2 
77-001 시동후， 윤휠류 저압으로 인한 4개 중 2개의 EDG 정지 

Crystal 
01/04/79 낮은 주위온도 (잃oF)로 언한 2개의 모든 EDG 고장 

Rivcr 3 

Drcsden 3 10/23/81 81-0:써 
ESW(cmergency scrvicc water) 체크 밸브 고장으로 인한 3개중 2개의 

EDG 고온 정지 
09/13η7 77-026 

더러운 alr start circuit이 3일동안 2개의 EDG플 고장냄 Farley 1 
09/16η7 77-027 

Farlcy 1,2 
09/18/81 81-043 

Cylinder ring의 흡집으로 인해 9일 간격으로 2개의 EDG가 고장냥 
09/27/81 81-067 

FilzPatrick 02/07/ffi ffi-003 ESW 펌프 정지로 인한 2개의 EFG 고장 

Millslonc 2 05/1ν77 77-020 2개의 모든 EDG 연료공급 밸브가 닫혀있었음 

l\orlh Ann“ 배터리가 정기검사릎 고장내고， 2개의 모든 EDG가 작동분가능하게 됨 

02/IR/81 81-020 (Battcries failed survcillance test , causcd bolh EDGs 10 bc inopcrablc 
2 

타이핑 에러?) 

l\orth Anna 
12/09/84 84-013 

섣런더 손상파 크랭크설 고압으로 인해 2개의 오든 EDG가 고장나고 lInit OI 
2 shlltdown 된 
Pcach 

06/13/77 ï7 • 026 
Air-st，σt comprcssor 정지호 인해 2개의 EDG가 고장나고 디은 하나는 사 

ßotlom 용 판가능해쥐 

Quacl Cilics 05/01η7 * 부적;션한 ESW 맺므 정펠!). 인해 3개의 EDG가 성능저하된 (dcgradedl 

Salcm 1 07/30，η7 77-059 
언 11.. 선반 윤환 누수(fucJ rack lubricalion lcak)외 그 후의 연계 장치 결합 

Oinkagc binding)으로 인한 2개의 EDG 고장 
오정렬된(misaligned) (소내)용수 앨므토 〈인한 모든 3개의 EDG 시동 섣패 

Salcm 1 10/ORIRO RQ-()({) 트레인 101 유지보수플 위해 정지해 있는 동안완전원이 (소내)용수륜 트레 

인 2으로부터 무벽화시컴 

Scquoyah 
0RI09/80 

l ‘ 2 
RQ-140 운전원 오류로 인해 모든 EDG에서 계전기 .5l일 (rcJay coill플 고장남 

Susqllchanna 01/21/ffi ffi • 002 낮은 주위온도로 인해 2기의 EDG가 고장냥 

Vcrmont 
10122184 

Yankα3 
84-022 Zencr 다이오드 고장으로 인해 모븐 EDG가 사용륜가능(]açk out)하게 됨 

WÌ'H'-2 07/09/84 84-000 슬런핑 (slip ring)과 배어링 생계 결함으로 인한 271 의 EDG 고장 

Yankcc 
08/02m 

Rowc 
77-042 냉각수 ‘상열기가 승러지로 인해 막힘으또써 2기의 EDG가 고상남 

* 보고서 PLG-400 , Pickard, Lowe and Garrick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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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공통원인고장율 변수 예측 

MGL 방법론 결과 BFR 방법론 
2 비상디첼발전기 구성; beta=O.035 

PCCFTS(2!2)=5.7E-4 7.1xlO-4 

PCCFTR(2!2)=l.OE-4/hr 

3 비상디젤발전기 구성; beta=O.087 

gamma=O.351 
5.6x lO-4 

PCCFTS(2!3)=4.62E -4 
1.8xlO-4 

PCCFTS (3!3) =5.00E -4 

PCCFTR(2!3)=8.19E-5/hr 

PCCFTR(2!3)=8.19E -5/hr 

4 비상디젤발전기 구성; beta=O.l47 

gamma=0.528 

PCCFTS(2!4)=3.79E-4 

PCCFTS(3!4)=2.10E-4 

PCCFTS(4!4)=6.43E -4 

PCCFTR(2!4)=6.71E-5/hr 

PCCFTR(3! 4 )=3.71E -5/hr 

PCCFTR(4)= 1.l4E-ψhr 

여기서 PCCF(2!2) = ßQ 

PCCF(2/3) = (1 -r )ßQ/2 

PCCF(3/3) = r ß (] 

PCCF(2/4) = (1- r ) ßQ/3 

PCCF(3/4) = (1- r) r ßQ/3 

PCCF(4/4) = r ß (] Q 

PCCFTS: CCF-to-Start Probability 

PCCFTR: CCF-to-Run Probability 

던
 



표 2.15. 발전소 그룹에 포함된 원전의 수 

비상 AC 전원 그룹 

Group A B C 전체 

예측되는 원전 수 11 42 14 67 

소외전원설계특성 

~듣，. λ 。} P1 P2 전체 

예측되는 원전 수 24 43 67 

표 2.16. 비상디젤발전기 특성에 따른 RY 당 노심손상빈도의 감소 정도 

원전 특성 RY당 예상되는 노심손상빈도 
RY당 노심손상빈도의 

예측되는 감소 

2개이 EDG중 한 개룹 가지는 

원 전 Demand당 0.025 의 EDG 
2시간 SBO 성능을 가지는 2.1E-5 1.3E-5 

실패율. Group P2 4시간 SBO 성능을 가지는 0.8E-5 

3대의 EDG중 2개를 가지는 

EDG. Demand당 0.05의 EDG 
2시간 SBO 성능을 가지는 15E-5 * 

14E-5 

실패율. P2 4시간 SBO 성능을 가지는 1E-5 

3대아 EDG중 l 개릎 가지는 

EDG. Demand당 0.025의 EDG 
2시간 SBO 성능을 가지는 0.2E-5 * 

0.1E-5 
실패율. Pl 4시간 SBO 성능을 가지는 0.1E-5 

-
: 이러한 시간틀은 이러한 경우틀에 대해 표 1에서의 허용가능한 SBO 지속 시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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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발전소정전사고 해결을 위한 비용 

수정이 원자로당 예상 비용 ($1뼈) 예상 전체 비용($1000) 

가능한 수정 필요한 고 저 고 저 
원전의 수 

최적추정 
추정 추정 

최적추정 
추정 추정 

1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 
67 150 200 100 10，αm 13,000 7,000 

기 위한 발전소 성능평가 

2. 절차서 및 훈련 개발 67 75 100 50 5，αm 7，αm 3，αm 

3 디첼발전기 신뢰도 향상 15 250 2800 잉O 11,000 19，αm 6，αm 

4 발전소정전사고에 대처하 
10 1αlO 2000 500 10，αu 20，뼈 5,000 

기 위한 성능 향상 

5. RCP Seal에 50에 서 100 

GPM 냉각수를 전달할 성능 
3αlO 5000 2000 

있는 교류 독립 

Charging Pump 추가 

전체 36，때O 59,000 5，αm 

표 2.18 발전소정전사고 해결을 위한 제안 사항과 관련된 전체 이득 빛 비용 

Dose Reduction (person-rems) Cost ($1애O) 

변수 최적 추정 고 추정 저 추정 최적 추정 고 추정 저 추정 

Public Health 80,000 

Occupational exposure 
2.000 

(acc디l띠dentαta외j) 

Occupational exposure 
N/A 

(routine) 

사엽자 이행 36，αm 59，애O 21 ，애O 

사엽자 가동 2α에 3,000 1 ，애O 

NHC 이행 500 500 500 

션체 82，αm 38,500 62,500 22，밍O 

V alue-Impact Ratio 
(NRC 및 사업자 비용에 의해 나 

2,100 1,300 3,600 
뉘 어 지 는 Public Dose Reduction) 

(persom-rems!$loo，αlO) 

m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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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완전급수 상설사고 

재 I 철 배정 

완전급수상설(Total Loss of Feed Water , TLOFW) 사고는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Accident , DBA)를 초과하는 사건으로서 증기발생기 이차측에 급수(feed 

water)를 공급해야할 주급수계통(Mai n Feedwa ter Sys tem, MFS)과 보조급수계통 

(Auxiliary Feedwater System, AFS) 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사고를 일 걷는다. 

TLOFW 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경력이 있는데 자세한 사고경위 및 경과 그러고 분석 

결과 동을 Davis-Besse 경우를 다룬 NUREG-1154 에서 볼 수 있다 Davis-Besse 원 

전의 경우 일상적인 운전 중 TLOFW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표 3.1 에 Davis-Besse 

원전에 TLOFW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어난 일들을 경과 시간과 함께 정리하였다. 

주급수가 상실된 후 Davis-Besse 원전의 운전원은 보조급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노심냉각을 위한 급수 빛 방출(Feed-and-Bleed ， F&B) 운전을 지연시켰다. 

가압기 안전밸브 외의 별도의 급속 감압설비가 없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TLOFW 

와 같이 열제거원이 상실되는 사고발생 시 일차측의 압력이 상승하여 가압기 안전 

밸브의 작동압력 이 하로 내 려오지 않으므로， 고압안전주입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HPSI) 와 같은 공학적 안전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중대사고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으로 유지되는 중대사고 발생시 일차계통 

을 급속히 감압시킬 수 있는 설비가 없으면 격납건물 직접가열(Direct Containment 

Heating)에 의한 격납건물 조기따손 가능성이 높다. 즉， TLOFW가 일어났을 때 이 

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사고진행을 방지하는 조작을 즉시 취하지(예를 틀면 F&B 작 

동 시작) 못하면 노심냉각에 실패하게 되고， 따라서， 대중의 안전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TLOFW 사고는 GSI 122.2 로 상정되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GSI 122.2 에 대한 USNRC 의 입장은 TLOFW 해결책으로서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는 운전원이 TLOFW 사고를 빨리 알아차리고 F&B 운전과 같은 

사고완화 대웅책을 언제 기동시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도의 정확 

도， 범위， 신뢰도를 가진 계측 및 지시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소를 안전히 정지시키기 위해 운전원이 사고를 감지할 수 있도록 비상운전절차 

서 (EOG)를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TLOFW 사고에 대처하여 일차계통만으 

로 발전소를 안전 정지시킬 수 있는 급수 빛 방출 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소 

를 설계하고 있다 F&B 운전 농력 보유는 USNRC 의 중대사고정책을 따르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YGN 3&4 호기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캉한 요구에 따라 설계에 

반영되었다. YGN 3&4 호기와 후속기인 UCN 3&4 호기는 DBA 초과사고인 TLOFW 사고 

시 F&B 운전을 통하여 일차측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감압계롱(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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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urization System, SDS)을 갖추고 있다. 

SDS 는 TLOFW 사고시 운전원이 수동으로 일차측 압력을 급속히 감소시킬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TLOFW 사고가 발생하면 RCS 압력이 상승하고 가압기 안 

전밸브를 통하여 일차측 냉각수는 서서히 손실된다. 이 때 운전원이 SDS 밸브를 

열면， 일차측은 냉각수를 격납건물 내부로 방출시키며 급속히 감압된다. 일차측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HPSI 펌프는 냉각수를 RCS 에 공급하고 일차측 냉각수 재고 

량이 복원된다. 이와 같은 공급-방출 운전을 통하여 일차측의 잔열을 제거하고 압 

력도 낮추어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TMI-2 사고후 발전소 잔열제거농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보조급수계 

통에 대한 많은 설계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PSA 및 결정론적 분석결과는 원자력발 

전소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고틀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잔열제거수단을 구 

비한다면 노섬손상확률 및 공공에 대한 위험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 

단을 하게 되었다 System 80+의 PSA 결과도 CDF에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내는 사 

고 경위가 증기발생기에 주급수 상실후 비상급수가 상실되는 사고로서 전체 CDF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USI A-45의 해결과정에서 원전에서 잔열제거 실패에 의 

해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동감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성 

은 향상되나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며 각 발전소별로 붕괴열제거에 관련된 위험도 

및 비용영향 분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의 확률론적 

안전성명가 빛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여 원전고유의 잔열제거기농 향상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바 있으며， 이 분석은 IP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의 수행과 병 

행하여 추진되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나， 신형원자로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혁신적 

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완전급수 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감압능력을 확보 

할 뿐만 아니 라 고압 분출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감압계통 

(SDS)과 같은 설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형 차세대원전(Korean Next-Generation Reactor , KNGR) 에도 그림 3.1 과 

같이 TLOFW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설계중이며， 이에 대한 설계요건 

은 현재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본 과제의 연구자는 상 

세요건 정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완수하여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으며 당해 연도에 

는 요건 만족 여부를 보이기 위한 해석작업 수행 시 요구되는 해석요건 개발을 위 

한 기초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채 2 절 관련요건 

1. NRC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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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FW 사고에 대한 NRC 의 입장은 USI -A45 "Shutdown decay heat remova1 

requirements 11 의 내용， 이 이슈를 다루어 가는 NRC Staff 의 의견， 이에대한 ACRS 

의 권고안. IPE 프로그램과의 연계， 그리고 SECY-90-016 및 SECY-93-087 동에서 찾 

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전년도 보고서 (KINS/HR-239)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한펀， 

SECY-93-087에 대한 위원회의 SRM(1993년 7월)에서는 Evolutionary ALWR이 신뢰성 

있는 감압계통 및 원자로공동 설계륙성율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을 승인하였 

는데， 신뢰성 있는 감압계통이란 안전관련 설계로 감합계통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 

미로 해석되어 진다. 현재 NRC의 신형원자로에 대한 안전감압 요건은 격납용기 직 

접가열과 같은 중대사고 완화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책 

은 수립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 빛 완전급수상실사고 방지와 같은 중 

대사고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요건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KINS 요건 

한국의 경우 YGN 3&4 호기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강한 요구에 따라 

TLOFW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감압계통 (SDS) 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YGN 3&4 

호기 와 후속기 인 UCN 3&4 호기 는 DBA 초과사고인 TLOFW 사고시 F&B 운전을 통하여 

일차측의 잔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감압계통을 갖추고 있다. 안전감압계통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 입장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섬사지침 제 

5.4.16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침에서 SDS 는 이차측 완전급수상실 사고 시 

F&B 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기능요건을 밝히 

고 있다. 이 내용에 해당하는 기농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차측 급수완전상실사고 발생시 안전주엽이 가농하도록 원자로냉각재계통 

을 충분히 감압시켜 안전감압계통 빛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한 충전유출운 

전을 통해 노심의 잔열을 제거시킴으로써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 

다. 노심손상이란 액체-중기 혼합물의 수위가 노섬상부로 부터 2 ft 이하 

로 감소되었을 때 발생하거나 10 CFR 50.46 (b)의 5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고분석에 최적평가방법이 척용될 수 있으며 최악의 단일 

고장을 가정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대웅능력， 감압밸브 및 안전주입계통의 

성농 퉁의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급속감압기능 설계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지침서는 안전감압계통을 설계할 때 지켜야할 22 개 항목의 SDS 설계요 

건을 밝히고 있다. 이 중 TLOFW 사고 대처능력을 펑가할 때 참조가 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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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나. 안전감압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한 충전유출운전은 소외 교류전원과 

소내 비상교류전원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다. SDS와 SDS 지원계통에 단일고장이 발생하여도 SDS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SDS와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각각 최악의 단일고장이 발생하여도 충전유출운 

전을 통한 노심냉각으로 노섬손상이 방지될 수 있어야 한다. 

마. 이차측 급수완전상설사고의 경우 충전유출운전을 위해 안전감압계통을 작동 

시키는 운전원 조치동을 포함하여 SDS 설계에 사용하여야 하는 운전원 조치 

시간들은 ANSI/ANS-51.1-1983 빛 ANSI/ANS-58.8-1984에 곤거하여 설정되어 

야한다. 

즉， 이 지침서는 SDS 계통의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해석할 것과 운전원조치시간 

동을 규정하고 있어서 요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석요건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3. EPRI URD 빛 Korean URD 

사용자 입장에서 TLOFW 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대웅능력 요구는 EPRI URD 와 

Korean URD 에 나타나 있다 EPRI U매에서 TLOFW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안전감압 

및 방출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ing System , SDVS)의 설계요건에 나 

타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Single Failure 가정] SDVS의 급수 및 방출기능은 완전급수상실사고시 일 

차계통 안전밸브(PSV) 개방 직후에 급수 및 방출기능이 수행될 경우， 4대의 

HPSI 펌프중 2대와 연계하여 하나의 방출경로로서 노심노출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조건에서 최적 명가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여 최소 2 Feet이상의 노섬노출에 대한 여유도가 있음을 보이도록 요 

구하고 있다(5.5.2.3. 1). 

나 [No Single Failure 가정] 한면， 모든 HPSI 및 모든 SDVS 방출경로가 가용 

할 경우， 완전급수상실사고후 일차계통 안전밸브(Primary Safety Valve , 

PSV) 개방 후 60분 이후에 급수 빛 방출기능을 수행하여도 노심노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최적평가를 

수행하여 2 Feet 이상의 노심노출에 대한 여유도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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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경우에 대하여 TLOFW 사고를 해석한 예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압기 

의 압력변화와 노심의 냉각수 수위를 그림 3.2 와 3.3 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3 에 보인 것과 같이 시간경과에 따른 노심 수위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최소 값 

이 노심 상단 보다 2ft 이상 높아야 한다는 뭇이다. EPRI URD는 또한 8MB 요건으 

로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가. 운전원 조치없이 완전급수 상실후 최소 2시간 동안 핵연료 손상이 얼어나지 

않아야 한다(2.3.3.2). 

나. 정상급수의 완전상실 사고시 증기발생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급수작 

통 신호 발생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비상급수계통의 작동이 요구되어서 

는 안 된다(2.3.3.5) . 

한면， 한국전력에서 작성한 Korean URD 에는 앞서 설명한 EPRI URD 의 

5.5.2.3.1 빛 5.5.2.3.2 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Chap.5 , 4.5.2.3.1 과 4.5.2.3.2 

에 담고 있다. 다만 EPRI URD 5.5.2.3.2 에 나타난 운전원 조치시간 60분 대신 30 

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재 3 절 TLOFW 해석 

8ystem 80+ , 차세대원자로의 설계특성 및 TLOFW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설계기 

준 그러고 차세대원자로에서 TLOFW 사고의 경위 빛 분석결과 퉁을 전년도 보고서 

(KINS/HR-239)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기준으로 TLOFW 사고를 해석한 몇 예를 정리하여 현재 TLOFW 사고 

를 연구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취한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을 알아보고 그 조건의 적 

합성을 판단하는 재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 프랑스 PWR 의 TLOFW 해석 

1977년 프랑스 안전규제기관은 확률론적인 평가방법에 대하여 “원전 설계단계에 

서 한 그룹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지 허용할 수 없는지를 확률론 

적 방법으로 병가하려면， 그 그룹의 사건들이 허용활 수 없는 결과(unacceptable 

.consequences)를 일으킬 확률이 10-7 per year 이하이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제 

시하였고 N4 설계 시 TLOFW를 고려할 때 unacceptable consequences 로서 “노섬용 

융”을 제시한 바 있다. 프랑스 안전규제기관은 1978년 Electrici te de france 

(EDF) 에게 안전과 관련된 모든 보조계통이 작동하지 못했을 때 얼어나는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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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웅하여 TLOFW 에 대웅하기 

위한 운전절차를 개발하였다. TLOFW 에 대용하기 위한 운전절차는 소위 ‘H2 ’ 중의 

하나이며 ’ H’ 는 “ beyond design"을 의미한다. 1989년 현재 TLOFW 사고는 N4 설계 

단계에서 추가고려상황(complementary situation)으로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n 

랑스의 1nstitut de surete et de protection nucleaire (IP8N) 는 최적예측(BE) 

코드인 CATHARE 를 이용하여 900 MWe PWR 의 TLOFW 사고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OECD/C8N1 8pecialist meeting 에 발표하였다. 이 문헌에 의하면 프랑스 900 MWe 

PWR의 사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TLOFW 발생 

나. Low-low 8G 1 evel 혹은 imbalance of the steam/water flow rates 신호로 

원자로 트립. 

다. SG 수위가 tube sheet 위로 3 m 에 이르면 “ H2" 알람이 울리며 운전원은 즉 

시 사고진행을 저지하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이 액션에는 RCP 정지와 81 

가동 그러고 가압기 히터 트립이 포함된다. 

라. 81 주입후 30분이 되거나 노섬출구 온도가 330 OC 에 이르면 운전원은 세 

개의 가압기 안전밸브(three tandems of 8EBIM valves)를 연다. 

마.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압력이 2.4 bar 에 이르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혹은， 

격납용기 온도가 제한치에 이르면 운전원이 작동시킨다. 

바. 시간이 경과하여 일차측 압력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SEBIM 밸브를 통한 방 

출량이 줄어들고 SI 유량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일차측 냉각수 재고량이 증 

가하며 다른 기기의 고장이 없는 한 노심은 절대적으로 냉각되다. 

사. 이러한 액션을 통해서 feed and bleed 운전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잔열 

제거는 (i) 보조급수계통이 다시 작통되거나 (ii) 일차측의 온도와 압력이 

충분히 낮아져 RHRS 가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한편， 이들은 TLOFW 사고를 해석할 때 CATHARE 코드를 이용하여 운전원 조작이 

지연되거나 일부 기기가 이용가능하지 않는 조건들이 core uncovery 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즉， core uncovery 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클래딩 온도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제한조건으로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엽은 EPRI 

URD 에서도 이용되어 2 feets 이상의 노심노출 여유도를 요구하는 형태의 설계요건 

으로 나타난다. 

한편， 1P8N 의 Lanore 동은 F&B 운전의 자동화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틀은 자동화를 통해서 노심이 용융되는 중대사고를 방지하기에 필요한 작동 

을 충분히 이른 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프랑스 1300MWe 발 

전소를 대상으로 해석을 행하였는데， 이들이 설정한 TLOFW 사고 인지 방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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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4개중 3 개로부터 1ow-1ow SG 1eve1 신호가 감지되면 이차측 냉각능력이 손실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급수가 상실되면 low MFW flow rate 때문에 10초 후 원자로가 

트립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TLOFW 신호가 감지된 후 RCP룰 수동으로 정지시킬 때 

까지의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일차측 조건이 F&B 운전개시를 지시하는 set-point 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였다 RCP 트립이 없는 경우엔 3900초에， RCP를 

100초 후에 트립시킨 경우에는 5500초에 set-point 에 도달하였다. 이 것은 RCP가 

heat source 역할을 하므로 RCP를 빨리 트럽시킬수록 제거해야할 열량이 줄어 F&B 

가 작동되는 압력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즉， RCP를 빨리 정 

지시킬수록 사고관리에 유리하게 된다. 

2. 울진 3&4 호기 의 TLOFW 해석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박석정 퉁은 CEFLASH-4AS/REM를 이용하여 울진 3, 4 호기의 

SDS 가 TLOFW 사고에 대처할 수 있음을 보였다. UCN 3&4 호기의 주요 변수 빛 해 

석에 이용된 초기조건 들을 표3.2에 비교하였다. 이들이 해석에 이용한 조건 빛 

가정 틀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가. NSSS simulation before reactor trip TLOFW 사고시 Rx trip 이 전의 

NSSS 거동을 모의하기 위하여 최척해석 열수력 코드인 LTCUCN 을 이용하였 

다 LTCUCN은 NSSS , BOP , NSSS control system 모델을 가지 고 있으며 

NSSS control system 은 TLOFW 사고 진행중 자동모드로 있다고 가정 하여 

모의한다. 이 계산에서 얻어진 Rx trip 시간과 그 때에 남아있는 SG water 

inventory를 CEFLASH-4AS/REM 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LTCUCN으로 모의시 

Reactor regu1ating system (RRS) , Pressurizer pressure contro1 system 

(PPCS) 그러고 Pressurizer 1eve1 contro1 system (PLCS) 동을 자동모드로 

하였기 때문에 가압기 살수기가 작동하여 가압기 고합신호에 의한 Rx trip 

은 지연되고， 결국 SG 저수위 신호로 Rx 가 trip 된다. 이 가정은 원자로 

트립을 지연시켜 SG water inventory를 최소화함으로써 보수적인 계산을 하 

도록한다. 

나. NSSS contro1 system 원자로 트립 이후 과정을 모의할 때에는， RCS 감압 

율을 늦추어 보수적인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가압기의 주 살수기 빛 보조 

살수기 작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Charging pump 에 의한 RCS 

inventory 보충도 없는 것으로 가정 하고， Steam bypass contro1 system 

(SBCS) 작동에도 신뢰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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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ecay hea t curve ANS II ANS 5. 1-1979 에 제시된 값을 이용하였다. 이 

것은 첫 4 주기 동안의 actinides 와 불확실도를 포함한 UCN 3&4 호기의 비 

잔열 함수이다. 이 함수에 의한 식 값을 표3.3 에 나타내었다. 

라. RCP 운전 TLOFW 가 감지된면 운전원은 Emergency Operation Guidelines 

에 따라 모든 RCP를 정지시킨다. 해석에서는 원자로 트럽 10 분 후 모든 

RCP가 정지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초기조건을 이용하여 수행한 해석 결과를 표 3.4 에 정리하였다. 

Base case 는 SOS 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 

하여 발전소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1 Train 경우(Single Failure Case)는 SOS 

와 HPSI 계통에 단일 고장을 가정하고 PSV 가 열린 직후에 작동을 시작하였을 때 

발전소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2 Trains 경우(No Failure Case)는 SOS 와 HPSI 

계통에 고장이 없어 모두 가용하고 PSV 가 열린 후 일정시간 동안 SOS 작동을 지연 

시켰을 때의 거동을 보여준다 Base case 의 경우 사고시작 후 5308 초에 노섬노 

출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Single Failure 경우 4490 초에 노심의 수위는 최 

소 수위 23.75 ft 에 이르렀고， No Fai lure 경우 PSV 가 열린 후 30분에 SOS를 작 

동시 켰을 때 4494 초에 최소 수위 22.25 ft 에 도달하였다 UCN 3&4 호기 의 노심 

높이에 2 ft를 더하면 22.1 ft 이므로 Single Failure 경우와 30 분의 운전원 조치 

시간을 가진 No Failure 경우 모두 노심은 2 ft 마진을 가지고 냉각수에 잠겨있다 

는 것을 보였다. 

3. System 80+의 TLOFW 해석 

차세대원전과 유사한 System 80+ 발전소의 TLOFW 사고 해석 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KEPRI) 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CEFLASH-4AS/REM (Version F4R.l.5)를 이용 출력 3914MWt 이고 안전감압계통(SOS) 

을 채용한 System 80+ 의 TLOFW 사고 시 나라오를 해석 하였다 System 80+ 의 안전 

감압계통(SOS)은 OBA 초과 사고인 TLOFW 사고에 대비하여 가합기 (PZR)상부에 2 개 

의 6인치 방출로를 설치하고， 4 개의 HPSI 펌프가 OVI를 통하여 냉각수를 원자로 

압력용기의 Downcom뾰r 로 주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ystem 80+에서 

TLOFW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과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가. SG의 완전급수상실 

나. Primary Safety Valve(PSV) 자동개방 

다. 운전원에 의한 SOS 밸브 수통개방 

라. 1차 계통 냉각수 IRWST 로 방출 

” 
H 



마. 1차계통 압력이 HPSI 펌프 작동수두 이하로 감압 

바. HPSI 펌프 기통으로 1차계통에 냉각수 주입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가정들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만틀어졌는데 나열하면 아래 

와같다. 

가. Steam bypass control system (SBCS) 와 charging pump flow 는 고려하지 

않고， low SG level trip signal 이 발생하고 30초 후에 원자로가 트립 됨 . 

나. SDS bleed valve 의 stroke time 은 UCN 3&4 SDS valve 와 통일함. 

다. Gate valve 와 globe valve 의 stroke time 은 각각 25초와 67초로 함. 

라. SDS valve 는 gate valve 가 먼저 열리고 globe valve 는 나중에 열림. 

마. PSVs 가 열린지 25초 후에 bleed path 가 먼저 열리기 시작하여 개방면적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67초 후에 완전히 개방되는 것으로 가정함. 

이 해석에서 사용된 중요 가정과 초기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정격 열출력 100%로 운전하고 있었다. 

나. 과도상태 시작점에서 순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급수의 공급이 중지된다. 

다. 보수적인 가정을 위해 charging pump에 의한 charging f1 0w가 없다고 가 

정. 

라. SG 압력을 1000 psia 의 설계압력대신 978 psia를 초기값으로 사용. 이는 

SG 세관의 열전달면에 형 성 된 negative fouling factor 때문이 다. 보수적 

해석을 위해 steam bypass control system(SBCS)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 비례(proportional) 빛 보조(back-up) 히터는 PSV 가 열릴 때까지 자동운 

전 된다고 하였다. 비례히터와 보조히터의 총 출력은 각각 379.2 Btu/sec , 

1896 Btu/sec 이고， 작동/정지 압력은 각각 222512275 psia, 220012225 

psia 이다. 

바. 원자로는 SG 이차측의 low water level 신호에 의해서 트립되는 것으로 가 

정. 원자로 트럽시간 결정을 위해 SG 저수위 set-point (40. 7% WR)을 이용 

하면 원자로 트럽시간이 지연되고 보수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사. CEN-152 emergency procedure guidelines 에 제시된 대로 원자로가 트립된 

지 10 분 후에 모든 RCP를 수통으로 정지시킨 것으로 가정한다. 

아. 가압기 (PZR) 살수기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조 살수기는 이 

용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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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잔열 발생량에 대한 System 80+ 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Actinide decay 와 

불확실성을 포함한 YGN 3& 4발전소의 specific decay heat curve 를 사용 

한다. 

차. HPS1 유량의 최적예측 값은 펌프 설계 데이터로 제시된 최소값과 최대값의 

산술평균을 이용한다 HPS1 원심펌프의 정지 (shutoff) 수두는 1824. 7 

psia 이고， HPS1 유량의 엔탈피는 IRWST 온도 120 oF 에 해탕하는 88 

Btu/lbm 으로 가정하였다. 

카. Safety 1njection Tank (S1T) 는 보수적인 계산을 위해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로 SIT 의 작동압력은 615. 7 psia 인데 이 때에는 RCS 가 HPS1 에 의해 

서 이미 물로 채워진 후이다. 즉， 단기해석에 있어서 core uncovery 에 대 

한 SIT 의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장기해석에 있어서 S1T는 RCS 가 

shutdown cooling 진입조건(330 psia, 350 OF) 에 이르는데 필요하다. 

타. CEFLASH-4AS/REM 이 break flow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모텔은 다음과 같 

다 Henry-Fauske(H-F) model , 방출계수(CD) 0.9 [미포화 영 역 ] ; 

Homogeneous Equi 1 ibrium Model (HEM) , 방출계수 0.9 [equilibrium 

two-phase 영 역 ]; Murdock - Bauman 모텔 , 방출계수 1. 0 [steam f1 0w 영 역 ] ; 

Non-equilibrium two-phase 유통에 대해서는 H-F 모델과 HEM 모델을 보간 

하여 사용하되 건도(quality)가 6% 이하인 영역에서만 사용하였다. 

한편， 이들은 EPR1 URD 5.5.2.3.2 요건， 즉， 모든 S1 펌프와 bleed path가 사용 

가능할 때 F&B 작동을 60분 미루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bl eed val ve 

area를 두 개의 0.028 ft 2 로 계산하지 않고 두 배 면적 (0.056 ft2)을 가지는 한 

개의 방출경로를 가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러한 가정이 임 

계유량을 예측하는데 주는 오차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4 절 TLOFW 해석 시 고려사항 

앞 절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발전소에서 TLOFW 사고를 분석하는 예를 살펴보 

았다. 사고 시작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진행되는 상항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초 

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TLOFW 사고해석에 대한 전체적 

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해석에 필요한 초기조건， 경계조건 그리고 

개별 모텔들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를 항목별로 살펴본다. 

1. EM 코드와 BE 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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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USNRC는 경수로의 ECC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할 때 불 

확실성을 고려한(uncertainty method) 최적예측(best estimate, BE) 방법의 이용을 

허용하였다 (10CFR50.46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따라서， Appendix K에서 제시한 

보수적인 모텔틀을 이용하여 만틀어진 보수적 코드(EM 코드)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옵션으로， 최척예측 코드(BE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불확실성 

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10CFR 에 제시된 safety cri teria률 위배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DBA 에 관련된 사항 

이고 DBA 초과 사고인 TLOFW 해석에는 이미 최적예측 코드가 사용되어 왔다. 앞 

절의 예에서 보았듯이 IPSN 에서는 BE 코드인 CATHARE를 이용하여 프랑스 PWR을， 

KAERI 는 BE 코드인 CEFLASH-4AS/REM을 이용하여 울진 3&4 호기 를， KEPRI 도 

CEFLASH-4AS/REM을 이용하여 System80+를 대상으로 TLOFW 사고를 분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조한 문헌에서 TLOFW 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수적 코드를 이용한 예 

는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TLOFW 사고인허가에 필요한 DBA 가 아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TLOFW 사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 

고시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대처설비의 거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 

로한 해석이 대부분이었고 EPRI URD 에서도 BE 코드 사용을 추천했다 EPRI URD 

5.5.2.3.1 에서는 노심 노출에 대한 2 ft 여유도가 있음을 보일 때 최적 명가법을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한면， 최적예측 코드에 사용된 많은 관계식들도 오차 

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오차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 

로 해석결과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오차를 보상하 

기 위하여 코드입력으로 사용되는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보수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세대원전에 대한 TLOFW 사고해석에는 최적예측 

코드를 사용하면서 보수적인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 

2. 초기 원자로 열출력과 잔열 

TLOFW 사고의 중요성은 잔열제거 실패로 인한 노심손상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TLOFW 사고 해석 시 제거해야할 열로서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원전연료와 

구조물에 저장된 sensible heat, 핵분열에 의한 열， 핵분열 생성물과 악티나이드의 

붕괴 열 퉁이 있다 10 CFR Appendix K 에서는 ECCS 성능해석을 수행할 때 앞서 나 

열한 항목에 Metal - Water Reaction 에 의한 열발생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열원 항들이 얼마만큼의 열을 발생시킬 것인가는 사고 직전 

까지 운전된 원천출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율 받는다. 따라서 TLOFW 사고경과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초기조건은 바로 원자로 열출력 이다. 거의 모든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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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빛 계통은 100% 출력인 정격 열출력을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설계기준사고(DBA)의 해석은 100% 정격 열출력에 일정한 값을 더하여 사고시작점의 

원자로 출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원자로 출력의 지시치가 가지고 있는 기준 

열출력의 불확실도 빛 drift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근선 동은 국내에 운전 

중인 여러 형태의 원자로에서 사고해석 시 사고시작점의 원자로 열출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들은 비교에서， CANDU 의 경우 103%, 

Westinghouse 형의 경우 102%, Framatome 형 경우 102%, ABB-CE 형의 경우 102% 정 

격출력을 사고시작점의 출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10CFR50 

Appendix K 에서는 ECCS 해석 시 정격출력의 102% 이상으로 운전되었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LOFW 사고시 열출력이 높은 상태에서 발생할 경우가 보수적인 예측이므로 100% 

정격 열출력에 기준열출력의 불확실도 및 계기의 drift를 고려하여 사고시작점의 

원자로 출력으로 사용해야 보수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DBA 

해석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DBA 초과 사고인 TLOFW 해석에도 이용한다면 DBA 와 DBA 

초과 사고에 대한 요건 기준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프랑스 PWR 

에 대한 IPSN 의 분석자료를 보면 TLOFW 사고분석을 위해 원자로 초기출력을 정격 

출력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CESSAR DC , CHAPTER 16 TECHNICAL 

SPECIFICATIONS, 3.4.18 Rapid Depressurization Function 에서도 사고 시 나리오 

에서 RCS 출력과 이차측 증기발생량을 정격출력으로 가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UCN 3&4 호기 해석 경우와 한전 전력 연구원의 System 

80+ 해석 경우에도 100% 출력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TLOFW 사 

고 해석을 위한 사고시점 원자로 열출력은 100%의 정격 열출력을 이용하는 것이 적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TLOFW 사고 직전의 원자로 출력은 결국 제거해야할 잔열 발생량을 결정한다. 

잔열 발생량 예측에 이용된 모텔은 비교적 선택이 제한되므로 선택에 대한 논란도 

적다 KINS 는 안전심사지침 제5.4.16절에서 안전감압계통의 기능요건 빛 설계요 

건을 제시하면서 SDS 가 TLOFW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감압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일차측 가압 원인이 되는 잔열발생량 예측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CE 사에서 해석에 이용한 코드를 보면 1974 EM 에서는 

10CFR50 Appendix K에서 요구한 대로 ANSI/ANS 5.0-1971에서 제시 한 무한 운전시 간 

후의 decay heat curve 에 1. 2 배를 곱한 값을 이용하였으나 CEFLASH-4AS/REM 에서 

는 ANSIIANS 5.1-1979 에 제시된 값을 이용하고 있다 ANSII ANS 5. 1-1979 이 

ANSI/ANS 5.0-1971 에 비하여 크게 변경된 점은 원자로 운전시간을 무한대로 가정 

하는 대신 실제 운전시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U-235 이외에 노섬에 실제로 존 

재하는 U-238, Pu-239 동의 핵종에서 발생되는 붕괴원소에 의한 decay heat 도 고 

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붕괴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decay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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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불확실도를 크게 낮추었다 Korean URD 는 Chap.5. 4.4.2.5.1 에서 안전주 

입계롱에 대한 성능요건을 밝히면서 ANSIIANS 5.1-1979 에 제시된 Decay heat 

curve 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 진행에 따른 

잔열 발생량은 ANSI/ANS 5.1-1979 에 제시된 Decay heat curve 률 사용하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3. 원자로 트럽 시간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은 결국 heat sink를 통해 제거해야 하므로 급수가 완전히 

상실된 이후에 원자로 운전시간이 길면 길수록 보수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low SG level 에 의한 원자로 트립신호가 발생되기 이전에 일차측 압력상 

승으로 인한 가압기 고압 때문에 원자로 트럽 신호가 먼저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나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TLOFW 사고해석에서는 보수적인 가정을 취하기 위해 

low SG level 신호가 발생된 시간에 원자로가 트립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프 

랑스 PWR 에 대한 IPSN 의 분석자료를 보면 사고발생 24초 후 증기발생기 low-low 

level 신호에 의해서 원자로가 비상 shutdown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System 80+ 

에 대한 한전 전력연구원의 분석자료에서도 사고시작 후 29.91 초에 SG 이차측의 

low water level 신호에 의해서 원자로가 트립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자로 트립시간 결정을 위해 SG 저수위 set-point을 이용하면 원자로 트럽 

시간이 지연되고 보수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는 것 

은 Reactor Regulating System(RRS). Pressurizer Pressure Control System(PPCS) , 

Pressurizer Level Control System(PLCS) 가 자동모드로 작동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TLOFW 발생 후 증기발생기의 수위 감소로 인해 열전달량 

이 감소되면 일차측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는데， 이 때 가압기 살수계통이 작동하 

여 일차측 압력을 가압기안전밸브(PSV)의 개방압력 이하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중기발생기 이차측 재고량이 계속 감소되어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에 의해서 

원자로가 트립된다. 

4.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트럽 시 간 

Burns 는 TRAC-PD2 코드를 이용하여 Westinghouse 형 4-1oop PWR 에 대한 다중 

고장사고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LA-UR-80-2811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Burns 의 해 

석 결과에 의하면 현상을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SG 이차측이 완 

전히 고갈될 때까지의 약 70분 동안으로 자연대류가 지배적인 단계이고， 툴째 단계 

는 수 분 내에 일차측 압력이 PORV 설정치 까지 상승하여 PORV 열리고 증기와 물이 

방출되는 약 40분 동안이며， 셋째 단계는 일차측이 포화상태가 되어 자연대류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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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고 원전연료 온도가 상승하는 단계이다. 이틀은 해석에서 외부전원의 상실 

(loss of off-site power)로 인해 주급수가 상실되고 동시에 RCP 가 정지하면서 사 

고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KINS에서 수립하고있는 차세대원전 

의 “일반안전요건 2.2 설계기준사고”에서 제시한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과 일치한 

다. 여기서는 외부전원 상실 (loss of off-site power)로 인하여 RCP가 정지된다는 

초기조건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초기조건으로서 외부전원 상실은 

“일반안전요건 2.2 설계기준사고”에서 제시한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과 일치하지 

만 TLOFW 사고는 DBA 초과 사고이고， 외부전원상실이 없으면 RCP 는 운전자가 수동 

으로 꺼야하는데 operator action 이 30분 동안 없어야 한다는 DBA 사고에 대한 운 

전원조치시간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원자로 트립후에도 RCP 는 가압 

기의 히터와 함께 일차측의 heat source 이다. 따라서 RCP를 정지시키지 않는 것 

이 더 보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IPSN 은 프랑스의 PWR 에 대한 TLüFW 

대응능력을 연구하면서 RCP 트립시간이 F&B set-point 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에 미치는 영향을 비쿄하였다. 한편， TLOFW 사고에 대웅한 비상운전절차서 

(Emergency Operations Guidelines)가 개발되어 있어 운전원이 RCP를 언제 정지시 

킬 것인가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것은 ANSI/ANS 58.8-1984 , Time Response Design 

Cri teria for Nuclear Safety related Operator Actions 에 기초를 둔 것이며 

System 80+ 의 Emergency Operations Guidelines 에도 반영되어 있다 CESSAR DC , 

CHAPTER 16 TECHNICAL SPECIFICATIONS , 3.4.18 Rapid Depressurization Function 

에는 사고시작 10분 후 RCP 가 트립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3.4에서 보듯 

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UCN 3&4호기 해석과 한전 전력연구원의 System 80+ 해석에 

서도 사고시작 10분 후 RCP 가 트립된다는 가정을 이용하고 있다 Kwon 퉁도 

RELAP5/M0D3 와 CEFLASH-4AS/REM을 이용하여 TLOFW 사고를 분석하면서 원자로 트립 

10분 후 RCP 가 모두 트립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로 트럽 10분 후 

RCP 가 트립된다고 가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모두 비상운전절차서에 제시된 절차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항을 고려하여 RCP 는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 운 

전원이 RCP를 정지시키는 시간까지는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가합기 히터 맞 살수기 

가압기의 히터는 일차측에 열을 더해주는 열원의 역할을 하고 살수기는 일차측 

의 압력을 낮추어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혜 시기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경계조 

건이 밀요하다. 원자로 트립 시간에 관한 사항을 고찰한 선행 절에서， 증기발생기 

저수위 set-point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가 트립된다는 가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이 원자로가 트립되는 시간을 지연시켜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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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Reactor 

Regulating System(RRS) , Pressurizer Pressure Control System(PPCS) , 

Pressurizer Level Control System(PLCS) 퉁이 자동모드로 작동되고 있다는 가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가압기에 대한 경계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이러한 

조건률과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축， 원자로가 트립되기 이전까지는 

RRS , PPCS , PLCS 동이 자동모드로 운전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가압기의 히터와 살 

수기가 작동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TLOFW 사고 초기에는 일차측 압력이 정 

상운전 조건보다 높게되므로 가압기 히터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RRS , 

PPCS , PLCS 둥이 정상 작통한다는 가정이 F&B 운전 시작점에 영향을 주어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의 보수성에 손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가 트립된 이 

후부터는 가압기 스프레이가 작통되지 않는다는 경계조건을 취하여 일차측 감압율 

을 낮게 예측하는 보수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계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UCN 3&4 호기 분석과 한전 전력연구원의 System 80+ 분석에도 이용되었다. 

6. 운전원 조치시칸 

운전원조치시간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다르므로 우 

선 관련요건부터 살펴본다 EPRl는 급속감압계통의 성능에대한 요건을 개발하면서 

URD 5.5.2.3.2를 통하여 모든 SI 펌프와 bleed path가 사용 가능할 때 F&B 작동을 

60분 미루어도 안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설계요건에 대하여 한전은 

Korean URD , Chap.5 , 4.5.2.3.2 를 통해 30분을 요구하고 있다. KINS 는 구체 적 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6절에서 안전 

감압계통의 설계요건을 통해 ANS1/ANS-51.1-1983 빛 ANS1/ANS-58.8- 1984를 적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항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수행한 System 80+ 의 TLOFW 사고해석 결과를 보면， 가압 

기 안전밸브(PSV)가 열린지 30분 후 급속감압밸브가 열리고 2개의 급속감압 유통경 

로와 4대의 고압주입펌프가 고장없이 작동되면， TLOFW사고후 노심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SDS가 설계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계산 결과 

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UCN 3&4 호기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원자 

로 정지 10분 후에 RCP가 트립되었다는 가정을 포함한 최척명가 분석에서도 노심상 

부로부터 최소 2 feet의 여유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정은 EPRl URD의 

60분 기준에는 미치지 봇하지만 30분 지연 가청은 ANS1/ANS 58.8-1984의 운전원 조 

치시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System80+는 평가하고 있다. 

한펀， 국내기관의 해석결과 KNGR 의 2 ft 마진을 위한 운전원 대처시간 60분은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 2 ft 마진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운전원 대처 

시간은 30 분은 남지만 60분까지 연기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앞서 설명한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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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시간의 경우 EPRI URD 는 30 분 대신 60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Utility 의 

요구일 뿐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요건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TLOFW 사고에 대한 운전원 조치시간은 현재 KINS 가 제시하고 

있는 ANSI/ANS-58.8-1984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SDS 밸브 개혜 시간 

TLOFW 사고 발생 시 안전갑업계통의 대처능력을 명가하기 위하여 PSVs 가 열린 

후 SDS 가 즉시 작동하는 경우와 일정 규모의 지체시간이 경과한 후 작동되는 경우 

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할 것을 EPRI URO, Korean URO 퉁에서 요구하고 있다 SOS 

는 운전원이 작동시키는 수통 계통으로서， 앞서 언급한 SOS 의 작통은 운전원이 

SDS bleed 밸브가 열리도록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는 시간을 일걷는다. 즉， SOS 는 

운전원이 스위치를 작몽하는 즉시 성능의 100%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밸브의 

Stroke time 때문에 일정 규모의 시간 지체를 가지며 성농이 100% 에 이를 때까지 

선형 적으로 변하게 된다 Ststem 80+ 의 경우 SOS bleed 밸브는 Gate 밸브와 

Globe 밸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stroke time 은 각각 약 25초와 67초이다. 

Gate 밸브가 열리는 통안은 지체시간이며 이 후에 Globe 밸브가 열릴 때 유로의 면 

적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Bleed path 에 설치된 밸브의 구성은 KNGR 경우에도 

System 80+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SOS 의 bleeding 능 

력을 모사할 때에는 밸브의 Stroke time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표 3.4를 보면 

UCN 3&4 호기의 SOS 성능 해석을 수행할 때 밸브의 Stroke time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SDS 가 즉시 100%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즉， 1394 초에 PSV 가 열렸는데 Single fai 1 ure 경우에는 1394 초， N。

failure 경우엔 1800 초 경과 후 Bl eed pa th ( s ) 가 열렸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전전력연구원의 System 80+ 해석에서는 이러한 밸브의 Stroke time을 고 

려하고 있다. 이틀이 해석에 이용한 가정 중 Bleed path 의 밸브와 관련된 사항틀 

은 다음과 같다. 

가 Gate valve 와 globe valve 의 stroke time 은 각각 25초와 67초로 합. 

나. SDS valve 는 gate valve 가 먼저 열리고 globe valve 는 나중에 열림. 

다. PSVs 가 열린지 25초 후에 bleed path 가 먼저 열리기 시작하여 개방면적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67초 후에 완전히 개방되는 것으로 가정함. 

SDS를 구성하는 밸브의 Stroke time 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므로 SDS를 

모사하는 해석에는 밸브의 Stroke time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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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inghouse 타입 발전소는 SG 의 정상수위와 Low level set-point 와의 차이 

가 매우 적으므로 사고시 SG 이차측 재고량이 크다. 또한 가압기에 자동으로 작통 

되는 PORV(power operated relief valve)가 있어서 TLOFW 사고가 크게 문제시 되지 

는 않는다 System 80+ 와 KNGR은 정상수위와 Low level setpoint 와의 차이가 크 

므로 TLOFW 사고 시 짧은 시간안에 증기발생기가 완천 건조되는 특성율 가지고 있 

다 Heat sink 역할을 하는 증기발생기 이차측 재고량과 압력은 일차측으로 부터 

의 열전달량을 결정하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경계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 TLOFW 

사고해석 시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을 설계치보다 작은 값으로 이용하는데， 이는 

증기 발생기 전열관 표면에 형성된 스케일에 의한 negative fouling factor를 고려 

하기 위해서 이다. 표3.2에서 보면 KNGR 과 System 80+의 경우 1000 psia 대신 

978 psia를 이용하고， UCN 3&4 호기의 경우 1070 psia 대신 1035 psia를 이용하고 

있다. 즉， 초기 수위， 초기 압력， 그러고 foul ing factor 동에 대한 경계조건을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경계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기발생기와 관련 

된 현상은 종류도 다양하고 참고문헌도 매우 광범위하므로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연 

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 Critical Flow 모델 

SDVS 밸브가 개방되어 방출되는 냉각재는 시간의 경과와 운전조건에 따라 과열 

수증기 (superheated steam) , 이상혼합물(two-phase mixture) 그리고 미포화수 

(subcooled water) 형태로 방출된다. 그러고 SDVS 가 개방된 후 상당시간이 경과 

하면 SBLOCA 의 특정인 압력펑탄(pressure plateau) 상태에 도달하며 이 때의 압력 

은 SDVS 개방에 의한 질량 빛 에너지 방출량과 HPSI 주입량 빛 붕괴잔열과의 명형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SDVS 의 단일유로 개방시 RCS에 유지되는 압력명탄치는 

900-1000 psia 에 이른다. 따라서 가압기 내의 압력과 격납용기 대기와의 압력차 

는 방출유통을 초킹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로 SDVS 설계 및 해석시 이상 

류 거동의 해석과 함께 임계유통에 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과냉각수와 

과열중기 동 단상유통에 대한 임계유통 모텔은 모텔과 잘 일치하여 논란이 거의 없 

으나 이상유체의 임계유통 모텔에 대하여는 정확성 논란이 있어왔다. 

따단부위를 통한 냉각재 방출량 예측 모텔을 규정한 규제조항은 1 OCFR50 , 

Appendix K ECCS Eva1uation model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파단 부위를 통 

한 임계유량을 계산할 때 Moody (F. J. Moody , "Maximum F1 0w Rate of a Single 

Component , Two-Phase Mixture," Journal of Heat Transfer , Tran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87 , No. 1 , February, 1965) 모텔을 이용할 것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Moody model 이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고 방출유량을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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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하므로 LOCA 사고해석시 보수적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TLOFW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SDS 성능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얼차 냉각채 방출량을 적게 예측하는 

것이 HPSI 공급을 지연시켜 보수적인 계산결과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 

로 상반된 경향의 방출유량 모델을 요구하게 된다. 즉， DBA 인 LOCA 해석에는 방 

출량을 과대 명가하는 모델이 보수적인 반면 초과 DBA 인 TLOFW 해석에는 방출량을 

과소 명가하는 모텔이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 

ABB-CE 사에서 개발한 최적예측 코드인 CEFLASH-4AS/REM 은 미포화 영역， 

two-phase 영역 steam f1 0w 영역에서 각각 modified Henry-Fauske model , 

Homogeneous Equi 1 ibri um Model (HEM) , Murdock-Bauman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Cri tical f1 0w 모텔에 있어서 REM 판이 이전의 1974 EM 판에 비하여 크게 변한 것 

은 10CFR50 Appendix K에서 제시한 Moody 모텔을 HEM 으로 교체한 것이다. 한편， 

RELAP5/MOD3 는 two- f1 uid 방정식의 characteristic analysis 에 기초를 둔 

two-phase choking cri teria를 이용하며， TRAC-PF1 /MODl 은 계산절차와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RELAP5/MOD3 와 통일한 임계유통 모델을 사용한다 CATHARE 

코드는 RELAP5 나 TRAC-PFl 과 거 의 유사한 지 배방정 식을 사용하며 Bour‘e 퉁(1 976 ) 

의 임계기준을 사용한다 Boure 퉁(1976)의 임계기준은 RELAP5/MOD3 의 임계기준 

과 같은 맥락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임계유통을 수학적으로 고찰하여 정러한 것이 

다. 한편， RETRAN-02 는 계산절차가 단순하지만 임계유량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Henry-Fauske 모델을 이용하여 이상임계유통을 계산한다.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임계유량 모텔을 불리적 가정과 계산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표 3.5에 정리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최순호는 균질평형모델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 

HEM) 과 비균질명형모델(Non-homogeneous equi libri um model) 인 Moody 모텔 빛 

Fauske 모델을 비교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울진 3&4 호 

기의 SDS 운전조건에서 HEM 모델이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Todreas & Kajimi 는 유통관로 길이가 11. 8 inch 이상， 290 psia 이상의 조건에서 

수행된 실험결과의 Cri tical mass f1 ux를 계산하면 HEM 이 가장 정확하고 Moody 

model 과 Fauske model 은 항상 과대명가 한다고 명가하였다. 특히 Fauske model 

은 Moody model 의 두 배 정도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비균질평형모델인 Fauske 모 

델과 Moody 모텔은 두 상간의 속도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열역학적 으로는 명형을 이 

루고 있다는(두 상간의 온도차가 없다) 서로 모순되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두 상간에 속도차이가 있고 유로의 길이가 길면 유통관로를 지나가 

면서 비가역과정 (Non-reversible process) 인 운동량교환(Momentum transfer)이 존 

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Critical mass flux를 구하기 위한 유통과정을 퉁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유통양식(f1ow pattern)을 전 

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간의 속도차이， 즉， 압력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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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찰이 존재하고 단면적이 일정한 유동관로 내를 합축성 유체가 단열과정 

으로 흘러가는 경우 Ma=l 이 되는 Cri tical f1 0w 는 유통관로의 끝단에서 발생한 

다. 울진 3&4 호기의 SDS 경우 게이트 밸브는 유통 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글로브 밸브 역시 밸브내의 유로 면적이 유동관로의 면적보다 크게 설계되어 있 

으므로 임계유동이 발생하는 경우 SDS 배관의 출구에서 Ma=l 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KNGR 의 경우 SDVS 밸브로부터 IRWST 에 이르는 배관은 길이가 상당하고 유 

로 배관이 굽어진 부분과 T-연결 부위도 있고 끝은 sparger hole 이 만들어져있다. 

따라서 Cri tical f1 0w를 계산할 때 유량모델 선택시 배관의 길이와 초킹되는 위치 

도 고려해야 한다. 파단 부위 직경의 영향은 L 이나 L!D의 영향에 비해 아주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정재준 퉁도 파이프의 임계유통에서 중요 

한 기하형태 매개인자는 L 과 L!D 라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배관의 직경에 대한 

길이비(L!D)가 40을 초과하는 배관에서의 임계유통을 예측하기 위해 검증된 모형들 

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L!D 영향이 고려된 모텔이 개발되면 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계위치 빛 기하형태의 영향으로 인한 실험 

치와의 차이는 방출계수(Discharge coefficient)로 보정하고 있다. 

임계유량 모델은 ECCS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TLOFW 사고해석에서도 가장 중요 

한 열수력학적 현상이다. 따라서 폭넓게 연구하고 모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 

다. 현재까지의 문헌조사를 미루어 볼 때 Appendix K에서 제시한 Moody 모델과 

Fauske 모텔은 임계유량을 항상 과대 병가를 하고 있으므로 TLOFW 사고해석에서는 

사용해선 안될 것이다. RELAP5/MOD3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유체의 지배방 

정식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유도하여 예측하는 모텔을 사용하거나 HEM 모델처럼 전문 

가로부터 최적예측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최 

적예측 모텔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식이 어떤 것틀이 있는 지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헌조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Sparger 주변의 현상 모헬 

PSV , RDV , RCGV 에 연결되어 이들 밸브의 하류 측에 해당하는 SDS 계통은 이틀 

밸브를 통하여 방출되는 증기와 비웅축성 공기를 내격납 재장전수조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IRWST)로 보내어 IRWST 내의 불과 

흔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툴 밸브가 열리면 배관 내에 정체되어 있던 공기 

가 급격히 Sparger 쪽으로 움직이며 배관 내에 IRWST 수위만큼 채워져 있던 물을 

Sparger 밖으로 밀어내게 된다 (Water clearing). 물이 다 빠져 나오면 압축된 공 

기가 Sparger를 통과해 1 RWST 물 속으로 배출된다 (Air c1 earing). 공기에 뒤이어 

증기가 배출되고 이후에 열수력학적 상태에 따라 증기/물의 이상유체 그러고 물이 

배출될 것이다. 증기가 IRWST 에 방출될 때 증기는 jet 형태로 방출되고， 탱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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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물과 직접접촉 웅축(Direct Contact Condensation , DCC)을 일으키게 된다. 

수조수외 과냉각도가 적은 경우 직접접촉 웅축 시 극섬한 압력파를 발생시킬 수 있 

다. 이 압력따는 Sparger 자체나 수조 내부의 구조물 또는 IRWST 수조 자체를 파 

괴시킬 수도 있다. 예로 독일의 Wurgassen 발전소에서 발생한 DCC 에 의한 압력파 

는 격납용기 일부를 파손시켜 냉각재 일부를 방출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USNRC 는 증기를 방출하는 Sparger 에서의 중기 질량유속과 수조수 온도를 제한하 

는 설계기준을 NUREG-0783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특정 Hole pattern 과 

일치하게 제작한 Sparger 에 국한되며 Hole pattern 이 다른 Sparger 에는 이 기준 

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증기 jet 의 DCC 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 

천 교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정문기， 송철화 박사 퉁이 해석적 및 실험적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jet 의 안정성， regime map , 열전달 계수 퉁이 증기 방출관의 크기 

및 형태 그리고 방출구멍의 크기 빛 분포에 따라 달라지므로 더 깊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과도현상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 설계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System 80+ 의 sparger 는 BWR 에 사용되도록 

ABB-Atom 사가 개발한 1-자 형을， KWU 사는 T-자형을， 영광원전 원자로배수탱크 

(RDT)에는 삼발이형 sparger 를 이용하고 있다. BWR에서 Sparger를 이용하기 위하 

여 이미 Sparger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PWR 은 BWR 과 비쿄하여 일 

차측의 압력， 온도， 냉각수 재고량 퉁의 운전조건이 다르고 Sparger 의 기하학적 

구조 및 IRWST 의 용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자틀의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증기가 Sparger 구멍을 통하여 방출될 때 instabi li ty 가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기의 웅축성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증기 방출유량 

이 적고 수조수의 온도가 낮으면 큰 온도차로 인해 Sparger 근처에서 중기웅축이 

활발히 일어나 중기-불 경계면이 Sparger 배관 안으로 들어간다. 배관 안에서도 

중기웅축이 활발히 일어나면 물-증기 경계면이 계속 안쪽으로 이통하고， 경계면 물 

의 온도가 포화온도 가까이 까지 증가한다. 이 때 웅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 

면서 증기가 계속 공급되므로 물은 다시 수조 밖으로 빌려간다. 이러한 현상이 반 

복적으로 일어나면 (Chugging) 불규칙하고 격렬한 음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instability 가 SDS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Sparger 주변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은 IRWST 수조수의 온도를 결정하므로 다음 

절에서 더 다루어진다. 

11. IRWST 냉각재의 온도 

TLOFW 사고시 PSV 와 SDVS 밸브로부터 방출된 고온의 증기와 물은 IRWST 로 들 

어가 그 안의 차가운 물에 웅축되고 섞인다. 증기용축을 위한 Sparger 는 중기웅 

축으로 인하여 국부가열기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온도분포의 국부화를 야기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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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명균온도는 낮더러도 Sparger 주위는 온도 제한치 (200 oF , 93.3 OC)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럴 경우 Sparger에서 빠져나온 증기는 웅축되지 못하고 수면위로 올라 

가 수조를 가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증기 방출유량과 IRWST 수조수의 과냉 

각도( L1T sub )의 함수이나 수조수의 과냉각도의 영향이 더 크다. 한편， 이 과정에 

서 IRWST 수조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HPS1 주입수의 온도가 상승한다. 

또한， IRW8T 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81 펌프의 NP8H(net positive suction head)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여 펌프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HPS1 주 

입수 온도의 증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노섬에서 흡수할 수 있는 sensib1e 

heat 이 줄어틀기 때문이다. 

표 3.6 과 3. 7 는 각각 IRWST 설계사양과 System 80+ 의 설계치를 보여주고 있 

다. 한전 전력연구원의 System 80+ 해석에서는 HPS1 유량의 엔탈피를 IRWST 온도 

120 oF 에 해당하는 88 Btu/1bm 으로 고정시켜 계산하였다. 한면， 다른 문헌에서 

는 IRWST 온도 조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 

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언급한 UCN 3&4 호기의 경우에도 TLOFW 

사고해석을 수행하면서 IRWST 저장수 온도를 120 oF 의 상수 값으로 가정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 와 관련하여 “ CESSAR DC, 6. 7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fAs the PSV, RDV or RCGV discharge is mixed 

with the 1RWST water , the 1RWST water temperature is increased. The Shutdown 

Coo1ing System (SCS) may be used to coo1 the 1RWST shou1d the 1RWST 1iquid 

approach saturation. Cooling of the 1RWST requires manual initiation by the 

operator . .!l 즉， IRWST 물의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돗이다 IRWST 

수조수의 온도계산은 Sparger에서 나오는 증기의 웅축현상을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 

는냐에 달려있다. 또한 수조에서 일어나는 웅축현상이 열성층화， 자연대류， 진통 

으로 언한 열전달 계수변화 동의 열전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분석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계산에 이용할 코드의 특성， 수조의 형태， 계산의 정 

확성 요건 동에 따라 최적모델을 택하여 온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에는 

Sparger 의 형태， Sparger ho 1 e 의 크기 빛 분포， Sparger 의 위치， 중기의 유량 

그리고 수조수의 과냉각 정도 퉁이 고려되어야 한다. 

12. 기타 열유채 모탤 

Kwon 동은 울진 3&4 호기에 대하여 RELAP5/MOD3 와 CEFLASH- 4AS/REM 코드를 이 

용하여 TLOFW 사고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 

은 논문에서 해석결과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4 개 항목의 열수력 모델을 

비교 제시하였다. 아래에 각 항목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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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ritical flow model 앞 절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생략한다. 

나. Phase separation model RELAP5/MOD3 는 각 노드에서 액체와 기체가 함 

께 섞 여 있는 반면 CEFLASH-4AS/REM 는 한 개의 mixture momentum equation 

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기유량을 결정하기 위해 dri ft f1 ux model을 이용한 

다. 특히 drift veloci ty 속도는 Oak Ridge National Lab 의 

Thermal-Hydraulic Test Facility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실 

험식을 이용한다. 이상유체로부터 중기의 이탈율은 노심이 노출되는 시간 

과 정도에 영향을 주며 가압기에 설치된 PSV 와 SDVS 밸브의 상류조건을 결 

정한다. 따라서 TLOFW 해석시 중요한 모델이다. 상분리 모텔은 열수력 코 

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오차가 있으면 모든 계산 결 

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코드 개발시 항상 비교 검토되는 부 

분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틀로부터 검증을 받은 코드라면 더 이상의 

규제요건이 필요 없다고 본다. 

다. Counter-current flow limitation model POSRV 가 열리면 일차측 냉각재 

가 압력경계 밖으로 방출되어 일차측 냉각채 재고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 

러한 상황은 HPSI 가 작동되는 F&B 운전중에도 해당된다. 이처럼 냉각재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기발생기 세관내부， 중기발생기와 연결된 고 

온관 부분 그리고 가압기에 연결된 Surge 1 ine에서 CCFL (Flooding) 이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TLOFW 사고 해석을 위한 코드에는 CCFL 현상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이 틀어있어야 한다 CEFLASH-4AS/REM 은 Wal 1i s 타입， 

RELAP5/MOD3 은 변형된 Wall is 타입 CCFL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유 

용성이 검증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Wallis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큰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Entrainment model 소형 따단 부위가 냉각재 수면보다 높이 있으면 유통 

양식 변화(flow regime transition) 혹은 따단부위 곤방에서 가속되는 중 

기의 흐름 때문에 entrainment 가 발생하여 증기와 함께 방출된다. 

CEFLASH-4AS/REM 는 수위와 섭동에의한 안전성한계에 기초를 둔 단순한 

entrainment 모델을 surge line 과 SDVS 방출경로에 적용하고 있다. 

RELAP5/MOD3 는 CEFLASH-4AS/REM 에 사용된 모텔과 유사한 수펑 성층화 모 

델을 고온관 및 저온관과 같은 수명관에만 적용하고 있다. 가압기와 같이 

수직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특정 entrainment 모델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서 수여격자(donor ce 11 ) 의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 TLOFW 해석 시 

entrainment 모텔에 의한 오차는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13. 기타 고려 사항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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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울진 3&4 호기 SDS 성농 해석과 한전 전력연구원의 

System80+ 해석에서. TLOFW 사고시 원자로가 트립된 후 RCS 감압율을 늦추어 보수 

적인 결과률 계산하기 위해 가압기의 주 살수기 빛 보조 살수기 작동이 없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충전펌프(Charging pump)에 의한 RCS 냉각수 

재고량 보충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Steam bypass control system (SBCS) 작동에 

도 신뢰를 두지 않았다 TLOFW 사고 초기 F&B 운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차측 압 

력이 HPSI 펌프 작동 수두보다 높으므로 가압기 안전밸브(PSV)를 통하여 일차측 냉 

각재가 계속척으로 유실되더라도 HPSI률 이용한 냉각재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CVCS 충전펌프에 의한 부분적인 보충(UCN 3&4 경우， 44432 gpm)이 가능하다. 

보수적인 경계조건을 취하기 위하여 충전펌프에 의한 RCS 재고량 보충이 없는 것으 

로 가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허용기준 빛 해석 최종점 

USNRC는 10 CFR 50.46 에서 ECCS 성농 기준으로서. Peak cladding temperature 

(PCT). Maximum cladding oxidation. Maximum hydrogen generation. Coolable 

geometry. Long-term cooling. 동 5 가지의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PC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power distribution shapes. peaking 

factors. ini tial densi ty , 펠릿과 클래딩 사이의 thermal conductivi ty. fuel 

burn-up , fuel densi fication 및 expansion. 연료봉 내부 가스의 조성 및 압력 , 

the initial cold gap dimension 과 tolerances. 그리고 c1 adding creep 뭉 수 많 

은 인자들을 정확히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회하고 직관 

적인 기준으로서 냉각수의 노섬노출에 대한 여유도를 기준으로 자주 사용하는 경향 

이다. 이 러 한 형태의 허용기준은 EPRI URD 와 Korean URD 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TLOFW 사고 해석에도 이용되어 왔다. 

TLOFW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원은 비상절차서를 따라서 대처하게 된다. 또한 운 

전원은 원자로가 트립된 후 비상절차서를 따라 RCP를 수동으로 트럽시킨다. 시간 

이 경과한 후 SG 가 완전 고잘되고 약 20-30 초 후 PSV 가 열린다. PSV 는 근처에 

달런 음향센서에 의해서 열렸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 후에도 운전원은 비상절차서 

를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TLOFW 해석에서는 운전원의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서 모 

사할 수가 없고 두 가지 가정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게 된다. 즉. PSV 열럽과 동시 

에 단일고장을 가정하여 노섬노출 여유도 2 ft를 유지함을 보이거나 PSV가 열리고 

30분 후 단일고장이 없이 모든 HPSI 와 SDVS 가 작동되었을 때 2 ft 여유도를 유지 

함을 보이변 된다. 이처럼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TLOFW 대처능력을 보이는 방법 

은 EPRI URD 5.5.2.3.1&2 와 Korean URD 그러고 CESSAR DC. CHAPTER 16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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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 3.4.18 Rapid Depressurization Function 의 SAFETY ANALYSES 항 
목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울진 3&4 호기 분석에서도 이러한 방 
법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KINS 는 일차계통 급속감압 능력 (Rapid 
Depressurization Capability) 확보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단일고장을 가정하고 최 
적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액체-중기 혼합물의 수위가 노심상부까지 여유도가 2 ft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일고장을 가 
정하는 경우와 단일고장을 고려하지 않고 ANSIIANS-58.8 에 제시된 운전원조치시간 
가정을 하여 2f t 의 노심노출 여유도를 보이는 2 가지의 경우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PSN 의 프랑스 PWR 에 대한 사고 해석 예를 보면 Hot 
Shut-down 상태까지 해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TLOFW 사고 진행에 대한 해석은 Hot 
shut-down 상태까지를 해석의 최종점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철 해석요건 설정방향 

1. 요건설정 배경 

원전에서 잔열제거 실패와 관련된 사고는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는 사고중의 하 
나이다. 특히， 완전급수상실사고와 같은 사고는 증기발생기를 통한 잔열제거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고압상태로 진전되어 다른 대체잔열제거수단을 이용하기 
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에서 일차적으 
로 고려해야할 안전현안은 이 사고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급속감압능력 확보가 
된다. 이 급속감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KNGR에도 SDVS와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NRC에서도 현재 신형원자로는 중대사고시 격납용기 직접가열을 방지하 
기 위한 감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감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SECY-93-087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NRC 는 현재까지 안전감압장치에 대한 구체 
적인 요건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요건설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KINS 는 
1999년 개정판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서”를 발간하면서 제5.4.16절에 안전감 
압계통에 대한 성능요건과 설계요건을 밝히게 되었다. 이러한 현 상황이기 때문에 
TLOFW 사고에 대웅하는 시설을 설계하고 검증할 때 어떠한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사용할 지에 대한 Guideline 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DBA 해석 방법 , EPRI URD 요건， System80+ 설계，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KINSIHR-239 와 현재까지 진행된 TLOFW 사고 해석의 여러 
예 동을 참고하고 사고시 상태， 발전소 인지수단， 운전원 조치시간， 계통의 용량 
및 성능， 중대사고환경하에서의 계통 빛 계측기의 생존성， 고압 원자로냉각재의 침 
수수단， 안전감압계통 작동에 따른 타 계통의 건전성 동 기술적 사항을 고려하여 
해석요건을 개발하였다. 해석요건을 개발할 때 근간이 된 아이디어는 물리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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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모텔은 지금까지 검증된 최적예측 모델을 이용하고， 코드의 입력이 되 

는 발전소의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보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력 

으로 주어진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의 상황에서 발전소의 반웅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경계조건 과 초기조건이 바뀌었을 때 발전소의 거동에 어떻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쉽다는 판단에서이다. 

2. 해석요건안 

가. 범위 

안전감압 및 방출계통은 가압기 및 원자로용기 상부헤드로부터 IRWST 까지의 방 

출유로를 형성하기 위한 밸브 빛 배관과 관련 계기， 제어기 빙 보조계통을 포함한 

다 TLOFW 사고 시 안전감압 및 방출계통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심의 수위 

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해석 요건 

(1) 코드의 선정 빛 해석구간 

(가) 해석은 최적예측 열수력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해석에 

사용할 열수력 코드는 사전에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최 

적예측 코드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회사에 귀속된 코드보다는 원 

자력 계에 공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명가 빛 검토가 이루어진 코 

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석에 사용할 초기조건 빛 경계조건 

풍은 규제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규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사고인 LOCA 해석에서는 파단부를 통한 방출량을 과대 명 

가하는 모델이 보수적인 반면 초과 설계기준사고인 TLOFW 해석에는 

방출량을 과소 명가하는 모델이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 비균질병 

형모델인 Fauske 모델과 Moody 모텔은 임계유량을 항상 과대명가 

하므로 TLOFW 해석을 위한 방출량 계산에는 사용해서는 않된다. 

RELAP5/MOD3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처럼 이상유체의 지배방정식으 

로부터 수학적으로 유도하여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HEM 모델 

그러고 전문가로부터 최적예측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관계식을 이 

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배관의 직경에 대한 길이 비(LlD)가 40을 

초과하는 배관에서의 임계유통을 예측하기 위해 검증된 관계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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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푸 LlD 영향이 고려된 모델이 개발되면 
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 중기가 핵연료재창전탱크에 설치된 증기 방출관(sparger)을 통하여 

과냉각된 물속으로 방출될 때 증기는 불과 직접접촉웅측(DCC)을 일 

으킨다. 중기 제트의 안정성 (chugging). regime map. 열전달 계수 

동은 중기 방출관의 크기 빛 형태 그리고 방출구멍의 크기 및 분포 

에 따라 달라지고 핵연료재장전탱크에 저장된 냉각수의 온도를 상 

승시키므로 정확한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현상에 관한 연구 

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더 깊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보수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상분리 모델 (Phase separation model). 이상역류모텔 

(2 ) 열원 항 

(Countercurrent flow limit model). 물의 입자화 모델 

(Entrainment model) 퉁도 TLOFW 사고관련 열수력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텔이다. 이 모델틀은 비교적 잘 평가되어 있으므로 최적 

예측모텔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가) 원자로 출력 초기조건으로서 원자로는 사고직전까지 100% 열출력으 

로 운전해왔다고 가정한다. 과도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초기조건 

빛 경계조건 (핵연료에 저장된 열， 구조물의 온도， 일차측 및 이차 

측 초기압력 동)은 100% 열출력의 정상상태 계산 값을 이용할 수 

있다. 

(나) 핵분열 생성물과 악티나이드의 붕괴열은 ANSI/ANS 5.1-1979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Decay Heat Power in Lihgt 

Water Reactors. 1979] 에 제시된 값을 이용한다. 

(3 ) 계통의 성능 
(가) 가압기 방출탱크의 체적 및 초기에 핵연료재장전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재고량은 어떠한 정상 운전상태나 예상된 비정상상태 하 

에서도 증기나 물이 격납용기내로 방출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탱 

크내의 초기 수온은 1200 F 보다 낮지 않도록 가정한다 F&B 운전 

이 시작되면 일차측에서 증기가 유입되어 핵연료재장전탱크의 물에 

웅축된다. 증기 웅축에 의한 핵연료재장전탱크 저장수의 수온 증 

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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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재장전탱크의 냉각체적 ( quench vo 1 ume )은 핵연료재장전탱크 

외부로부터 냉각 없이도 충분한 기간동안 급수 및 방출기농을 수행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므로 외부냉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 원자로냉각재방출계통(RCGVS)은 안전퉁급으로 설계되므로 항상 작 

통된다고 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성 기기의 단일고장을 가 

정하여 해석한다. 

(라) 원자로가 트립되기 전 까지는 Reactor Regulating System(RRS ), 

Pressurizer Pressure Control System(PPCS) , Pressurizer Level 

Control System(PLCS) 가 자통모드로 작동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압기 스프레이가 작동하므로 증기발생기 저수위 set-point 에 의 

해서 원자로가 트립되는 보수적인 경계조건이 된다. 해석코드에 

RRS , PPCS, PLCS 퉁이 모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기발생기 저 

수위 set-point 에 이르렀을 때 원자로가 트립되는 것으로 가정한 

다. 

(마) 일차측 감압율을 낮게 예측하는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가 트립된 이 후부터는 가압기 스프레이가 작통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
(바) 원자로 냉각재펌프는 일차측의 열원으로 작용한다. 비상운전절차 

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원자로가 트립되고 10분 후 원자로 냉각 

재펌프가 정지된다고 가정한다. 

(사)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조건은 초기수위， 초기압력， 그러고 fouling 

factor 동에 대한 경계조건을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경계 

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CVCS)의 충전펌프(Charging pump)가 작통하 

면 일차측 냉각수 재고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보수적인 경계조건 

을 취하기 위해 충전펌프에 의한 일차측 냉각수 재고량 보충도 없 

는 것으로 가정하고， Steam bypass control system (SBCS) 작동에 

도 신뢰를 두지 않아도 된다. 

(자 SDS 의 Bleed path 에 설치된 밸브툴은 개폐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시간을 Stroke time 이라고 하며 이는 bleeding 성능에 

영향을 준다 SDS를 모사할 때에는 밸브의 Stroke time을 고려해 

야한다. 

(4) 허용기준 

(가) 해석은 사고 시작점부터 Hot shut-down 시점까지 수행하고 그 결 

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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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감압계통에 단일고장을 가정하고，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방과 

동시에 안전감압계통이 작동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노섬손상이 없 

음을 최적 평가방법에 의해 보여주어야 한다. 노심손상이란 액체

증기 흔합물의 수위가 노심상부로 부터 2 ft 이하로 감소되었을 때 

발생하거나 10 CFR 50. 46 (b )의 5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 안전감압계통이 모두 가용하고， 가압기 안전밸브가 개방된 후 

ANSI/ANS 58.8-1984에서 제시된 운전원조치시 간이 경과한 후에 안 

전감압계통이 작동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노심손상이 없음을 최적 

평가방법에 의해 보여주어야 한다. 

저1 6 철 결론 

완전급수상실사고(TLOFW)는 노심용융을 초래할 수 있는 잔열제거원 상실 사고의 

한 종류이다. 완전급수상실사고 시 일차측의 잔열 제거를 위해 Feed & Bleed 운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감압 빛 배기 계통(SDVS)을 이용한 급속 감압 기능 

과 고압안전주입계통(HPSI)을 이용한 냉각수 보충 기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고압 

안전주입계통은 ECCS 관련 요건에 맞추어 설계가 이루어지며 안전감압 빛 배기 계통 

은 TLOFW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다. 현재 TLOFW 사고에 관련된 사용자 

의 설계요건은 EPRI URD 와 Korean URD 에 밝히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으로서 USNRC 는 아직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KINS 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 

지침 제5.4.16절에서 안전감압계통의 설계요건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KINS 또한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6절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변， 설계인증(DC)을 신청하게될 원전은 안전심사지침 제5.4.16절에 제시된 

안전감압계통의 기능요건 빛 설계요건을 만족하지 여부를 해석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을 위한 해석을 수행할 때 어떠한 방법과 조건을 해석에 이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DVS 

가 완전급수상실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해석 작업 수행 시 요구되는 해석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요건에는 최적 예측 

묘드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원자로 열출력과 잔열， 원자로 트립 시간， RCP 트립 시 
간， 운전원 조치시간，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그리고 열수력 모델 동에 대한 추천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SDVS를 통한 방출유량을 결정하는 임계 유통(Cri tical Flow) 

모텔은 10CFR 50 , Appendix K에서 제시한 Moody 모델을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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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해석요건 안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서 보다 구 

체적이고 정확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뼈 향햄l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보완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과 프랑스 동 유럽 국가들의 규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입장과 연구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툴 그러고 운전 중 혹은 설계 및 건설 중인 원전의 

TLOFW 사고 대웅설비를 심충 분석한다. 

2. 제시된 해석요건 안은 최적예측 코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세계적으 

로 매우 많은 해석 코드틀이 존재하며 BE 코드로 구분되는 코드틀도 매우 다양 

하다. BE 코드로 인정되는 코드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TLOFW 사고 해석에 이 

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BE 코드로서 TLOFW 사고 해석에 이용할 수 있는 코드 

를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3. RCP 는 일차측의 열원으로 작용하므로 RCP가 트립되는 때까지의 시간은 해석에 

이용된 조건의 보수성에 영향을 준다. RCP 정지시간에 대하여는 TLOFW 사고 

에 대웅한 비상운전절차서 (Emergency Operations Guidelines)를 기준으 

로 하였다. 현재 KNGR 의 EOG 는 한전전력연구원이 주관하여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EOG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4. 안전감압계통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bleed line을 통한 방출 

량이다. 앞 장의 해석요건 안에서는 Appencix K 에 제시된 Moody 모델이 방 

출유량을 과대명가함으로써 SDS 성능해석 시 보수성을 해치게 되므로 TLOFW 

사고 해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최적예측 critical f1 0w 모텔의 사용 

을 요구하였다 Cri tical f1 0w 모텔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최적예측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IRWST 저장수의 온도상승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sparger 주위에서 일어나는 

열수력학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된 물리적 현상은 현재 열수력학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틀 

의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추적 보완할 필요가 있다. 

6. 앞 절에서 제시된 해석요건 안은 BE 코드를 사용하면서 보수적인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해석요건을 제시하였다. 요건으로 제시된 각 안들이 결과에 대하 

여 얼마만한 보수성을 가지는지， 측， 보수척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각 요건이 

가지는 보수성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m 

ι
 



표 3.1 Davis-Besse 원전의 사고 경과 

Time Event 

01:35:00 #1 MFP trips 

01:35:21 운전원 #2 MFP 속동 증가시킴 

01:35:30 원자로 및 터빈 E 립 

01:35:36 MSIV #2 닫힘 MSIV 가 모두 닫혀서 #2 MFP 터빈에 공급 

01:35:37 MSIV #1 닫힘 할 증기가 없으므로 #2 MFP 정지 

01:41:04 S/G #1 저수위 E 립. AFP #1 S/G #1 에 급수 

01 :41: l3 AFP turbine #1 과속으로 트 립 

01 :41:31 AFP turbine #2 과속으로 트 립 

01 :45:50 현장에서 AFP turbine #2 과속트럽 복원 

01:46:29 S/G #1 Atmospheric Vent Valve 1 분 39초 동안 열 림 

01:48:49 pzr PORV 처음으로 3초 동안 열림 

01:48:51 S/G dry out 

01:50:09 pzr PORV 두번째로 3초 동안 열림 

01:51:18 pzr PORV 세번째로 열린 후 닫히지 않음 

01:51:30 Startup feed pump에 서 S/G #1 으로 급수공급 

01:53:22 AFW Train #2 다량의 급수공급 

01:54:46 AFW Train #1 다량의 급수공급 

01:58:57 현장에서 AFP turbine # 1 과속트립 복원 

02:04 발전소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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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TLOFW 해석에 필요한 주요 발전소의 변수 빛 초기 조건 

Parameter KNGR System 80+ UCN 3&4 

Core power(MWt) 3983 3914 2815 

RCS pressure(psia) 2250 앓50 2250 

RCS flowrateObrn/s) 166.6E6 165.8E6 121.5E6 

Cold leg Temperature ( 'F) 닮5 닮5.8 564.5 

Hot leg Temperature ( 'F) 615 615 621 

SG pressure (psia) : disign(s-s) 1000(978) 1α)()(978) 1070(035) 

RCS inventory Obm) 624930 624930 465170 

SG inventory Oiquid) (Jbm) 196841 196841 147얘5 

SG inventory at Rx trip Obm) 118490 118490 91270 

Low SG level trip setpoint (%WR) 40.7 40.7 38.5 

mlmmum setpomt 

SIAS setpoint (psia) 1825 1825 1825 

HPSI pump shutoff head (psia) 1834.7 l잃4.7 1잃4.7 

Number of HPSI pumps 4 4 2 

PSV opening setpoint (psia) 2앉)() 2패O 

PSV capacity per valve (Jbm!hr) 577밍O 545674 

Number of PSVs 4 3 

POSRV capacity per valve Obrr이1r) 485000 

Number of POSRVs 4 

POSHV ope띠'close setpoint (psia) 

1st stage valve 2489.5/2408.5 

2nd stage valve 2S19.5/2438.5 

3rd & 4th stage valve 엉49.5/2468.5 

MSSV opening setpoint (psia) 1200/1235/1260 1200/1껑5/1260 1265/130S/1330 

: banks 1/2/3 

MSSV capacity per valve Obm!hr) 1.9E6 1.9E6 1‘ 4E6 

Number of MSSVs : banks 1/2/3 2/2/6 2/2/6 2/2/4 

Proportional heaters (Btu/s) 379.2 379.2 284.4 

Ha미γup heaters (Btu/s) 1896 1896 1422 

Number of SG U-tubes 11266 11266 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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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UCN 3&4 호기 Shutdown 후 100, 000 초 까지의 잔열 

Time Nonnalized* Time NormaIized* 
Decay Heat Decay Heat 

0.0 0.06967 450.0 0.02520 
1.0 0.06638 500.0 0.02465 
2.0 0.06215 600.0 0.02371 
4.0 0.05755 700.0 0.02291 
6.0 0.05454 800.0 0.02220 
8.0 0.05233 900.0 0.02157 

10.0 0.05063 1000.0 0.02100 
20.0 0.04535 1200.0 0.02001 
30.0 0.04235 1400.0 0.01917 
40.0 0.04023 1600.0 0.01844 
50.0 0.03862 1800.0 0.01779 
60.0 0.03732 2000.0 0.01722 
70.0 0.03623 2500.0 0.01605 
80.0 0.03530 3000.0 0.01513 
90.0 0.03449 3500.0 0.01439 

100.。 0.03378 4000.0 0.01378 
120.0 0.03259 4500.0 0.01327 
140.0 0.03162 5000.0 0.01283 
160.0 0.03080 6000.0 0.01211 
180.0 0.03011 7000.0 0.01157 
200.0 0.02950 10.000.0 0.01044 
250.0 0.02826 14,000.0 0.00999 
300.0 0.02729 20.000.0 0.00912 
350.0 0.02649 30,000.0 0.00822 
400.0 0.02580 50.000.0 0.00721 

100,000.0 0.00596 
, Fraction of fuII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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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UCN 3&4 호기의 TLOFW 사고 경과 

Case 
Base case 1 Trains 2 Trains 

UCN 3&4 (Single Failure) (No Failure) 

# of SDS trains 0 2 

# of HPSI pumps 0 1 2 

SDS Valve opening 
N/A 

time delay in rnin. 
0 30 

Sequence of Events in sec. 

TLOFW initiation 0 0 0 

Reactor trip 30 30 30 

RCP trip (manual) 630 630 630 

SG dryout 1366 1366 1366 

PSVs open 1394 1394 1394 

SDS bleed path(s) 
N!A 1394 3194 

opens** 
HPSI on/off 1st 

N/A 
1524/2335 4310 

2nd 3635 

Hot leg saturates 2951 1520 2951 

Core uncovery 

begins 
5308 N/A N/A 

Min. core level (ft) 
N/A 23.75/4490 22.25/4494 

occurs at. sec* 

Min. RCS inventory 
N/A 186600/4490 163650/4483 

Obm) occurs at. sec 

Note * Successful minimum core level for UCN 3&4 (two feet above top of 

core) is 22.1 ft 

** SDS bleed valve(s) 가 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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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불리적 가정과 계산방법에 따른 임계유통 모델의 

분류 저자 및 발표년도 

균질평형 모델 Moody (1965), WalIis(l969) 

Fauske(1962), Moody(1965) , Levy(l965) 

비균질평형 모델 Wallis (1969) , Lemonnier & Selmer-Olsen(1992) 

RELAP5/MOD3(1990) , TRAC-PFl/MOD1(l988) 

균질비평형 모델 Henry(l968), Henry (1970), Henry & Fauske(1971) 

Ardron(1978) , Ri chter(l 98 1) , Dobran(1987) 

비균절비평형 모델 Nigmatulin et al.(1987) , ]ackson & Davidson(l983) 

Richard & Travis(l980), CATHARE(l987) 

I BrT Rr 저자 빚 발표년도 

Fauske(l962) , Moody(l965) , Levy(l965) 

Classical 모 델 Henπ(968) ， Hemγ (1 970) ， Henry & Fauske(l971) 

RETRA0J-02(1 985) 

Boure et aI.0976), Ardron0978l, Richter(981) 

Dobran(l987l, Ransom & Trapp0982l, 
Nigmatulin et aI.(987) , Jackson & Davidson(l983) 

Evolution model Richard & Travis (J 980) 

Lemonnier & Selmer-Olsen (J 992) 

RELAPS/MOD30990l , TRAC-PFl/MOD1(988) 

CATHARE(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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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IRWST 설계사양 

설계계통 설계사항 

설계압력 격납건물 설계압력 

운전압력 격납건물 설계압력 

설계온도 200 oF 

운전온도 격납건물 운전온도 

질 오스테나이 E 계 스테인레스강 

% 체 붕산수 (4,000 - 4,400 ppm) 

정상운전시 붕산수세척 약 669,800 gallons ( 2,535 m3 ) 

표 3. 7 System 80+ 의 IRWST 설계자료 

System 80+ IRWST 

Sparger 
- 개수 - 12 (6 per line) 
- 직경 - 5.75 in (146 mm) 
- 수조 표면적/Sparger - 780 fe (72 m2) 
평균 침수갚이 - 10.15 ft (3 .1 m) 

- 단위면적당 Sparger - 323 lbm!s . fe 
~ ~ llJ 동i흥 。 (1580 kg/s · m2) 

- Source pressure - 18 psia 
- DBF - 4.3 Hz 

응속흐y 3:: 

체적 - 73,OOO ft3 (2,%O m3) 
표면적 - 9,350 fe (860 m2) 

방출배관 

개수 - 2 
- 길이 - 980 ft (56 m) 
- 직경 - 14 in (356 mm) 
- 배관내 공기체적 - 200 fe (5.6 m3) 
- 질량 방출률/배관 - 350 lbm!s (1584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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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1 KNGR 의 SDVS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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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I 절 배 경 

제 4 장 증기발생기 다수세관 

파단시 격납용기 우회 

증기 발생기 세관파단(SGT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사건은 원자로냉각 

재계통과 주중기계통간 방벽의 관통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사건은 증기발생기 

세관의 파손에 의해서 발생된다 SGTR 사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발전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가농성이며 둘째는， 손상된 증기 

발생기의 따단으로 인해 RCS의 고압사고 발생 가농성이고， 세 번째로는 RCS의 급속 

감압으로 인한 이차측으로부터 일차측으로의 미 보론수 유입 사고이다. 이중 격납 

건물 우회를 통한 발전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은 SGTR 사고시 고려해야할 가 

장 중요한 사고 진행과정으로서 이 사고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간 

의 방벽 건전성 유지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고완화 대상이다. 증기발생기 세 

관의 손상은 이 세관이 RCS 압력 경계의 일부이며 세관손상이 냉각재의 손실을 초 

래한다는 위해도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안전현안으로 부각되었으나， 이보다 더욱 심 

각할 수 있는 안전문제는 격납용기 우회를 통한 냉각재의 유출 가능성인 것이다. 

세관손상 메카니즘으로는 일차측 웅력부식균열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 세관 이차측 웅력부식균열(ODSCC: Outside Diameter Stress 

Corros i on Cracki ng ), 입계공격 (Intergranular Attack , IGA) , 입계웅력부식균열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 , 점부식 (Pitting) , Fretting , 

Wear , Thinning, Denting , 부식-침식 (Corrosion ， Erosion) , 피로(Fatigue) 그리고 

공동(Cavi tation) 퉁이 주요 메카니즘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척 중요성은 매년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들 메카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년도 보고서 

(KINS/HR-239) 에 나와 있으므로 생 략한다. 

증기발생기의 세관 따단사고는 자발적인(Spontaneous) 사고와 유발적인 

(Induced) 사고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인 세관파단사고 

는 앞서 설명한 세관손상 메카니즘에 의한 중기발생기 세관 고유의 결함으로 발생 

되는 사고이며， 유발적인 세관따단 사고는 다른 사고나 발전소의 비정상 운전상태 

에 의해 앞서의 메카니즘으로 손상된 세관의 웅력을 증가시켜 SGTR가 유발되는 사 

고이다. 

장기간에 걸친 격납용기 외부로의 제어 불가능한 냉각재 상설은 격납건물 내부 

로의 LOCA 에서와 같이 RCS 재고량 및 ECCS 냉각수를 고갈시켜 재순환 노심냉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NUREG-0844 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을 포함하는 모든 

사고원인에 의한 전체 노섬손상 빈도， 4.7 x 1O-6/RY 에 비하여 단일 SGTR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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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손상을 초래하는 중요 사고 경위들， 즉， SGTR로 인한 ATWS (3.4 x 10-7
/RY) , 

SGTR와 HPSI 상실 및 SG 안전밸브 고착개방 (3.0X lO-7/RY) , SGTR와 완전 교류전원 

상실 (2.4X10-7/RY) , SGTR와 보조급수계통 상설 (2. 0 X 10-7 /RY) 의 노섬손상 확률 

이 높다고 명가하였다. NUREG- INEL-95 보고서에 의하면 18개 PWR의 내부사건에 의 

한 전체 노심손상 빈도는 3XI0-5/RY - 3XI0-4/RY 범위이며， 자발적인 증기발생기 

세관 따단사고에 의 한 노심손상빈도는 1 X 1O-8/RY - 1 X 1O-5/RY 로서 전체 노심손상 

빈도의 0.02% -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심손상빈도에 기여하는 비율 관 

점에서만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의 위해도를 펑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 

는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가 대부분 격납건물 우회를 통한 외부로의 방사성 물 

질유출 위험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8개의 PWR에 대해 수행한 IPE 결 

과를 요약한 NUREG-INEL-95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PWR에서 자발적인 증기발생 

기 세관파단사고와 관련된 격납건물 우회 위해도가 전체 위해도의 1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일부발전소 에서는 75% - 9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면， 유발적인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에 기여하는 사고는 운전과도(Operational 

Transients) , 발생빈도가 낮은사고(Rare Events) 빛 중대사고(Severe Accidents)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세관 양단에 걸리는 차압의 증가를 유발하며， 

특히 손상된 세관에 차압이 작용할 경우 따단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지금까 

지 유발적인 세관따단 사고는 보고된 바 없으나 향후 운전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 

러한 유형의 사고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전과도는 터빈정지， 주급수상 

실， 외부전원의 단기 상실과 같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과도 상태이며 세관에서 

의 차압증가가 미미하거나 보통 정도일 수 있다. 그러나， 세관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경우 세관파단으로 진전될 수 있다. 발생빈도가 낮은 사고는 주급수관 따단 

사고， 주증기관 파단사고， ATWS , LOCAs와 같이 설계기준사고에서 고려하는 사고이 

거나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고를 의미하며， 이들 사고의 경우 세관의 건전성을 심각 

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과압을 초래할 수 있다. 이틀 사고는 발생확률이 낮기 때문 

에 운전과도에 의한 세관따단 보다 위해도가 적을 수 있으나 규제 측면에서는 보수 

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고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고 유형이다. 사고경위에 

대한 전형적인 PWR에 대한 위해도(즉， 총위해도 = 사고결말(사망)X사고발생빈도 

/RY) 평가 결과， 단일 SGTR 사고 빈도가 다수 증기발생기 세관따단 (Mul tiple 

SGTR, MSGTR) 사고 빈도보다 높지만， 위해도는 MSGTR 사고의 위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사고는 설계기준사고보다 휠씬 높은 압력 및 온도 조건을 초래할 

수 있어 세관따단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대사고 분석에서는 고 

온관이나 가압기 밀림관의 따단이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중대사고가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을 유발할 경우 고온에서의 creep에 의한 따단 또는 결함이 있는 세관에서 고온-고 

압에 의한 따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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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요건에서는 파손된 SG 세관을 통하여 일차측으로 

부터 이차측으로 누셜되는 냉각재 누설량이 CVCS 취출/충전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제어계통의 정상 보충 능력을 초과하는 단일세관 파단만을 설계기준사고로 

분류하여 사고해석 수행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 세관 파단에 대한 사고해석 수행을 

요구하는 요건틀이 현재는 없는 실정이다. NUREG-0844에서 NRC Staff은 단일세관 

SGTR 발생빈도를 1. 5 X 10-2/RY로 명가하고 있다. 이 명가는 Westinghouse 발전소 

의 약 300 RY 동안 4번의 SGTR사고가 발생한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각 77 RY 및 66 RY의 운전경험이 있는 ABB-CE사와 B&W사 발전소에서는 SGTR 사고 

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Westinghouse사 발전소와 같은 사고 확률을 가정하고 있다. 

다수 세관 파단의 경우 약 440 RY동안 발생경협은 없으나 50%의 신뢰도 수준에 근 

거를 두어 발생확률을 1. 6 x 10-3/RY로 명가하였다. 많은 수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손될 확률은 극히 낮으나 NUREG-0844에서는 분석 목적으로 10개이상의 세관이 파 

단될 확률을 2X 1O-4/RY로 가정하였다. SECY-93-087에서는 NUREG-0844 발간이후 

SGTR 발생확률을 재명가하고 있는데 1993년 4월 기준으로 단일세관 파단 발생확률 

로 약 1. 1 X 1O-2/RY로， 50% 신뢰도 수준에 기초한 MSGTR 발생확률은 8. 4 X 1O-4/RY로 

평가하고 있다. 표4.1 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SGTR 사고의 사 

고원인， 세관따단 위치， 파단크기， 최대누설율을 나타내고 있다(NUREG-INEL-95). 

NUREG-INEL-95 에 의하면 미국에서 자발적인 원인에 의한 단일 중기발생기 세관 파 

단사고는 약 2년에 한번씩 발생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1993년까지 발생한 SGTR 

사고를 근거로 자발적인 세관파단 확률을 2.5 X 1O-2/RY로 명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생빈도는 기타 제한 고장들， 특히 대형/소형 LOCA들과 같은 설계기준사고틀에 대 

하여 산정된 1 X 10-3 
- 1 X 10-5 /RY 발생빈도와 차수가 통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다수 세관 파단사고를 설계에 포함시킬 것을 Ut i1 i ty 와 

규제기관에서 적극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 세관 따단사고에 대한 대웅 

능력을 명가할 때 수행하는 해석 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철 관련요건 

1. NRC 요건 

Westinghouse가 설계한 Point Beach와 Surry 2 발전소가 각각 1975년 빛 1976년 

SGTR을 경험한 이후 SGTR은 중요한 안전현안으로 부각되었다(USI A-3, A-4 빛 

A-5). 중기발생기 손상은 다양한 부식 메커니즘과 기계적으로 유발된 손상이 주요 

원인으로 운전경험은 밝히고 있다 1979년 Prairie 원전 빛 1982년 Ginna 원전의 

SGTR 사고후 NRC는 SGTR에 대한 종합적 안전 명가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 평가 결 

과는 NUREG-0844에 수록되었다 NUREG-0844에서 NRC는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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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TR 사고에 의한 초기 및 장기 암을 유발하는 위해도가 전체 위해도에 미치는 영 
향이 작지만 이 결과가 기존의 NRC 규제지침이나 기술지침서 요건이 적절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산업계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더 확보하는 외에 경 
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증기발생기의 신뢰도를 중진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NRC staff는 SGTR 발 
생빈도를 감소시키며 사고 결과로 심각한 비 노심용융 방사성 물질 방출을 감소시 
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영향 펑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NUREG-0844 분석 결과 SGTR로 인한 노심손상확률은 전체 노심손상빈도에의 기여도 
가 높지 않으나 심각한 비 노심용융 방사성 물질 방출에 미치는 기여도는 크며 또 
한 PWR에서 발전소 종사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현안에 대해 NRC는 기존 발전소에 대해 GL 85-02를 발간 
하여 이탈 물질 및 외부 물질의 방지 빛 탐지， 증기발생기 세관 ISI. 이차측 화학 
처리 프로그램， 콘덴서 ISI 프로그램， 일차측으로부터 이차측으로의 누설한계 i 냉 
각재 10dine Activity 제한， 안전주입 신호 채설정동 조치사항틀을 부과하였다. 

SECY-93-087에서 NRC staff 은 MSGTR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Westinghouse 
의 피통형 원전인 AP600 에 대하여 단일 빛 다수 세관따단 사고시 (2-5개의 세관 동 
시따단) 사고 결말의 정량적 차이점을 명가하기 위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SGTR 
사고동안 중기발생기 안전 또는 방출밸브가 작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차계통 
방사성 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될 수 있다. SGTR 발생시 일반적인 발전소 절 
차는 운전원이 파단이 발생한 중기발생기를 차단시키고 일차측으로부터 이차측으로 
의 누설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계통 압력을 이차계통의 압력 수준까지 감소시킨 
다. 그러나， 일차계통의 압력을 이차계통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차측으로부터 일차측으로 미보론수가 유입될 수 있을 정도로 일차측의 압력 
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섬에서의 반웅도가 증가될 수 있으며 결국 노심의 
손상에 이를 가농성이 존재하게 된다. 

SECY-93-087에서 NRC staff는 이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 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이 현안은 격납건물 건전성 확보 현안에서도 가상 중대사고 후 
에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정량적인 
지침이나 대체 결정론적 목표틀의 이용을 통하여 조건적 격납용기 파손확률(CCFP) 
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staff 목표를 승인하였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으로 인한 
격납용기 우회는 격납용기 건전성을 침해하고 중대사고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설계인증(DC) 신청자는 이러한 격납용기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설계특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NRC staff가 결론을 내리고 있다. 

SECY-93-087에서 NRC staff는 중기 발생기 다수 세관파단으로부터 격 납건물 우회 
를 통한 방사성 물질 유출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설계특정을 명가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부여를 위원회가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명가에서 사업자는 가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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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이후 가용한 사고완화 설계특성율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설 

계특성을 명가하고 사고 완화 기농의 적합성을 반영해야 한다. 

2. KINS 의 안전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아직 MSGTR 에 대한 규제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수로형 원천 안전심사지침 제15.6.3절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 에 단일 SGTR 사고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다. KINS 는 운영허 

가 단계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 소외 전력이 유효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전열관 따단사고에 대한 신청자의 

기술내용. 

2. 사고발생 빛 복구기간 동안의 계통상태를 운전원에게 지시하는 가용한 신호 
t:: 
을를. 

3. 발전소 고유의 사고후 열수력학적 특성 및 방사농 영향. 

4. 검토자의 독립적인 선량 계산시 대기확산인자(;tlQ 값) 

5. 초기 일차 빛 이차계통 냉각재 방사농 농도 결정. 

6. 옥소 스파이크 영향 결정. 

7. 핵연료 손상의 영향 평가. 

8. 손상되지 않은 중기 발생기의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누설율 결정. 

9. 파단된 전열관를 통한 냉각재 유량 결정. 

10.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 결정. 

11. 대기로의 옥소 수송량 결정. 

12. 제한구역과 저인구 지역의 선량 계산. 

13. 선량계산 결과 검토. 

14. 증기발생기 전열관 따단 사고에 의한 격납건물 우회 누설량을 완화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설계 개선의 명가는 SECY 93-087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검토 

된다. 

안전심사지침 제15.6.3절에서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에서 계산된 전신선량 및 

갑상선 선량이 다음의 선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상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의 방사농학적 영향에 대하여 발전소 부지와 션량감소를 위한 공학적 안전 

설비는 만촉된다고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사고전 옥소스파이크를 가정하는 경우와 최고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이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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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고착된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이 10 CFR 100. 11의 제한치 

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옥소스파이크와 연속적인 전출력 운전시의 명형 냉 

각재 옥소농도 유지상태에서의 가상사고에 대하여， 계산된 선량이 제한치의 

적은 분량， 즉 상기 지침값의 10% 또는 전신선량으로는 25 mSv(2.5 rem) 갑 

상선 선량으로는 300 mSv(30 re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방사선 영향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은 안전심사지침 2.3.4절에 의해 검토 

되는 대기확산인자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Reg. Guide 1. 4의 규제입장을 반영하여 

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DBA 인 단일 SGTR 사고 해석에 적용되 

는 내용이므로 DBA 초과 사고인 MSGTR 해석에 적용할 때에는 접근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3. EPRI URD 요건 

EPRI 는 URD Chapter 1, Section 4.2.5에서 터 빈우회 계통， RCS 감압능력 빛 증 

기발생기 2차측 설계압력을 포함한 발전소 설계는 한 개의 증기발생기 세관의 완전 

순시 따단(양단 순시따단 또는 통퉁한 면적)이 주증기 안전밸브의 작동을 초래해서 

는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세관 따단사고시 원자로트립， 터빈우회 작통계통， 

RCS의 제어된 캄압의 조합 효과는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이 주증기 안전밸브의 설 

정치 이하가 되도록 복합된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과거의 증기 

발생기 따단사고시 주증기 안전밸브의 지속적인 개방을 초래한 사고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공정취출계통， 방사성 감시계통， MMIS와 같은 발전소 설계는 운전원이 증 

기발생기 세관따단에 의한 일차측으로부터 이차측으로의 누설을 감지하고 세관 따 

단이 일어난 증기발생기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신속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 

다. 발전소 고유 PSA는 증기발생기 세관따단으로 인한 노섬손상을 최소화하고 격 

납건물 우회를 제한할 수 있는 RCS 감압계통의 대처능력을 명가해야 한다. 이 PSA 

에서는 SGTR시의 계통의 열수력， 중성자 거동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RCS 감압계통은 SGTR 사고를 종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동급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최적명가(BE)에 기초하여 설계자는 다중 SGTR 사고시 이 사고 경위가 노 

섬손상이나 사고결말 확률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성공경로가 설 

계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 분석은 모든 다중 SGTR 경위가 포함되어야 한 

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분석은 1차계통의 감압을 고려한 발전소 과도시의 거동을 

정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 

110 



4. K-URD 요건 

한국전력(주) 은 원자력발천소 사용자 입장에서 추후 건설될 원천이 가져야할 

성농 요구사항율 Korean URD 에 밝히고 있다 KURD， Chapter 3, 4.2.5.1 에서는 

설계기준사고인 단일 SGTR 사고에 대웅하여 발전소가 가져야할 성농 요건을 제시하 

고 있다. 이 절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터빈우회계롱， RCS 감 

압 용량，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 동을 포함하여 발전소의 설계는 증기발생기 세관 

하나가 갑자기 그러고 완전히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MSSV 가 열리지 않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관 하나가 완전히 파단되는 경우 원자로 정지， 터빈우 

회계통 작동， 그러고 RCS 감압 제어 퉁율 조합하여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을 MSSV 
개방 설정치보다 낮게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DBA 초과 사고인 MSGTR 사고에 

대하여서도 Chapter 3에서 증기발생기 계통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나타난다. 

Chapter 3, 4.2.5.4 에서 “최적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MSGTR 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반웅을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 발천소가 경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MSGTR 사고 경 

위가 노심손상 빛 방사농 누출 빈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단일 SGTR 사고를 완화시키는 기농을 가진 계통틀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요건도 제시하고 있다 Chapter 5, 4.5.2.2.2 에서는 안전감암 
및 배기계통(SDVS) 의 기능요건으로서 “SGTR 사고 후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SDVS 는 

일차측 압력을 이차측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낮출 수 있는 방출용량을 가져야 한 

다. 또한 방출기능은 충분히 빨리 이루어져 증기발생기 범람(overfi 11)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Chapter 2, 3.2.1.3 에서는 ”터빈 우회계통 

에서 나오는 유량은 모두 복수기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 3 철 SGTR 사고해석 

1. SGTR 사고 경위 

1997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07R의 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사고들은 20여년간 발생된 사고로서 약2-3년에 한 번 

씩 발생함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사고에서의 최대 누설률은 112-760gpm 범위이며 이 누설률은 일반적으로 RCS의 정 

상충전 유량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툴 발전소 중 CE 사의 발전소로서 차세 

대원자로와 유사한 Palo Verde Unit 2에서 발생한 세관 파단사고에 대하여 설명한 

다. 

1994년 3월 Palo Verde Uni t 2의 증기발생기 2호기에서 세관파단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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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 /min(240 gpm)의 냉각재가 유출되었다. 이 사고는 세관과 세관 간극에서 발 

생한 ODSCC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파단위치는 고온관측 수명 eggcrate 세관지지 

판에서 발생하였다. 이 ODSCC는 65 mm 길이의 길이방향 균열로 나타났다. 이 파 

단된 세관에 대한 재료역학적 분석결과는 세관의 벽 IGA와 IGSCC로 밝혀졌으며 손 

상이 진행될수록 1 GSCC 균열로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IGSCC의 명균 세관관통률은 

70.2%이며 최대 세관관통률은 98.2%로 나타났다. 

이 사고는 98%출력에서 발생하였으며 최초의 사고 징후는 가압기 수위와 압력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주증기관에 설치한 방사성 감지기의 경보가 

발생하였다. 운전원은 누설발생 4시간 전 교체한 gas stripper에서 누설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 개시 2분 후 3번째 CVCS 충전펌프를 작동시키고 가압기 

보조 heater에 전원을 연결하였다. 운전원은 또한 gas stripper로부터 격 납건불 내 

부로 누설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였다. 4분 후 보조증기 웅축수 수집탱크에 설치한 

방사성 감지기에서 경보가 발생하였다 6분 후 letdown 유통을 차단하고 방사성 

감지기의 이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위에 기술한 두 개의 방사성 감지기에서는 

경보가 발생하였으나 세관 파단시 일차적으로 작동하여야 할 증기발생기 취출라인 

과 콘댄서 출구에 설치한 방사성 감지기에서는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개 

시 13분 후 RCS압력이 1, 837 psia 이하가 되어 안전주업계통과 격납용기 격리계통 

이 작동하여 가압기 수위는 0%이하로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RSC 압력은 1, 677 psia 

이하로 낮아졌다. 이후 고압 안전주입 계통의 작동으로 가압기 수위를 4%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압력은 다시 1, 880 psia로 상승하였다. 거의 같은 시간에 운전원은 원 

자로 냉각재펌프 2대를 수통으로 정지시켰다. 이 운전원 조치 이후 10분 경에 고 

압 안전주입펌프와 충전펌프는 RSC압력을 1, 875 psia로 유지시키면서 서서히 가압 

기 수위를 상승시켰다. 사고 개시 이후 1시간 30분 경에 RCS 냉각이 시작될 수 있 

었으며 2시간 54분 후 손상된 증기발생기의 격리가 가능하였다. 사고는 6시간 후 

고온정지상태로 유지되면서 종료될 수 있었다. 

Palo Verde Unit 2 세관파단 사고가 장시간 지속되었음에도 환경적 영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차측으로부터 이차측으로 많은 누설이 발생하였 

음에도 노심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RCS에서의 방사성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으 

로 명가할 수 있다.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유출량은 2시간 배타지역에서 Thyroid 

Dose가 0.3 millirem , 8시간 저 인구밀도 지역에서 O. 04 m i lli rem 이하로 나타나 

SRP기준인 30 rem 보다는 훨씬 적은 값으로 나타났다. 

KNGR 과 System 80+ 의 경우 사고 예가 없으므로 CESSAR-DC 에 나타난 ABB-CE 

의 해석결과를 인용하여 사고 진행과정을 간략히 보기로 한다. 표 4.2 와 4.3은 

각각 증기발생기 세관 1 개가 파단된 경우와 5 개가 따단된 경우의 과도현상을 시 

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세관이 따단되면 RCS 감압이 급격히 얼어나 

충전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압기 히터가 작통된다. 두 경우의 차이는 오로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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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세관이 파단된 경우 과도현상이 더 빨리 변한다는 것뿐이다. 이는 일차측 냉 

각수가 파단 부위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흐르는 누설량이 크기 때문이다.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1 개의 세관이 파단된 경우에는 원자로가 1289 초에 정지되고 5 개 

의 세관이 파단된 경우에는 149 초에 정지된다. 이후에 터빈이 측시 트립되고 원 

자로가 트립된지 2 초 안에 터빈 우회 계롱이 열린다. 1 개의 세관이 파단된 경우 

에는 1294 초에. 5 개의 세관아 파단된 경우에는 165 초에 RCS 저압 설정치에 의해 

서 안전주입 작통신호(Safety lnjection Actuation Signal. SIAS)가 발생된다. 결 

국 안전주입 유량으로 RCS 압력이 증가하고 안전주입 유량과 충전유량이 파단부위 

를 통한 누설유량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계산에 이용된 조건과 가정 퉁은 뒤 

에 나오는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System 80+ 의 단일 SGTR 해석 

단일 SGTR 사고는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어 있고 System 80+ 의 경우 CESAR-DC , 

Chapter 15 에 해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손되어 일 

차측 냉각수가 이차측으로 유입되는 경우， 가장 심각한 상황은 원자로가 100% 출력 

으로 운전되고 세관이 길로틴 타입으로 절단된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과 보수적인 

경계조건 빛 초기조건을 SGTR 해석에 이용하였다 Chapter 15 에서는 30 분 동안 

운전원 조작이 없고 안전동급 계통과 부품이 자통으로 작동되었다는 가정을 하여 

단일 SGTR을 해석하고 있다. 운전원은 30 분 후부터 사고를 완화하려는 조작을 수 

행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Chapter 15 에서는 

(1) SGTR without a concurrent 10ss of offsite power , 

(2) SGTR with a concurrent 10ss of offsite power , 

(3) SGTR with a concurrent 10ss of offsite power and sing1e fai1ure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1) Core and system performance , 

(2) Radiologican consequences 

의 해석 결과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1) 방사농 누출이 10CFR100 에 제시된 요건 만족， 

(2) RCS 및 이차측 압력이 설계압력 110% 이내이어서 계통의 건천성 유지， 

(3) Minimum DNBR 이 항상 1. 24 이상 이어서 핵연료 건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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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세 가지의 허용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짓고 있다 CESSAR-DC ， Chapter 

15 에 제시된 System 80+ 의 SGTR 사고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외 방사 

선 선량 허용치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적인 해석방법으로 인하여 이차 

측의 주증기안전밸브(MSSV)가 열려 일차측 냉각수가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System 80+ 의 다수 SGTR 해석 

ABB-CE의 System 80+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따단 결과로 인한 환경으로의 방사 

성물질 유출 결말을 완화시키기 위한 발전소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설계개선 사항을 명가한 결과와 SGTR 사고시의 계통거통 분석결과， 그리고 기 

반영된 설계개선 사항 이외에 SGTR 사고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11가지의 잠재적 설 

계개선 제안사항에 대한 펑가결과를 CESSAR-DC Appendix 5F에 제공하고 있다. 계 

통거동 분석에서는 11가지의 잠재적 설계개선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기 반영된 설계 

개선사항만을 고려하여 1-5개의 세관파단 경우에 대해 최적 명가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 분석은 System Performance 관점에서 운전원 조치 없이 안전퉁급 계통과 

비 안전동급 계통 모두가 자통모드로 작동되는 것을 가정하여， 안전주입작통 신호 

(SIAS) 후 MSSV가 최초로 개방되는 시점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SIAS 발생 이후 터빈우회계통이 지속적으로 운전되어 모든 터빈우회유 

량이 콘덴서로 방출되도록 한 설계변경사항을 포함하였다. 계통설계에 N-16 방사 

능감지기의 추가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진단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분석에서는 MSSV 개방 이전 운전원 조치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4.2 와 4.3에 각각 세관이 1 개 파손된 경우와 5 개 따단된 

경우에 대하여 해석한 결과를 시간경과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 평가결과 MSSV 

가 개방되기 전까지 운전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단일 rupture일 경 

우 4시간 이상， 5 rupture일 경우 30분이 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개선 명가 

에서는 추가적인 설계개선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Base case와 11가지의 잠재적 설계 

변경과의 비교검토 및 Benefit/Limitation 명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K1NS/HR-239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고 이러한 

해석을 수행할 때 채택한 초기조건， 경계조건 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CESSAR-DC Appendix 5F에서 System 80+ 의 SGTR 사고해석을 위해 모델렁한 일 

차측 빛 2 차측 계통도를 그림 4.1 과 4.2 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 분석모델에서 

는 중기발생기， 원자로 용기 빛 노섬， 고온관 및 저온관， 가압기， 그러고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같은 주요 NSSS 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압기 살수 및 

가열기， 가압기 방출 빛 안전밸브， SI펌프， CVCS 충전/취출 계통과 원자로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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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의 일차계통이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 이차계통의 주급수 밸브로부터 Turbine 

Admission & Stop Valve까지의 주요기기틀이 분석모텔에 또한 포함되었다. 중기발 

생기는 주급수 및 비상급수계통으로부터 급수를 공급받으며 증기발생기 방출계통도 

작몽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주증기관에는 대기방출밸브 (atmospheric dump 

valve , ADV). 주증기안전밸브 (main steam safety valve, MSSV) , 주중기차단밸브 

(main steam isolation valve , MSIV) , 터빈정지밸브 (turbine stop valve) , 그리고 

터빈우회밸브 (turbine bypass valve) 퉁이 달려있다. 

해석은 최적예측 방법과 가정틀을 이용하였고， 초기조건으로는 표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2%의 초기출력을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 변수는 전 출력조건으로 가정 

하였다. 이 외에 분석에 사용된 최척명가 가정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 과도기간 동안 소외전원은 가용함 

2) 모든 제어계통은 자동모드로 작동됨 

3) 운전원 조치는 없음 

4) 정상적인 발전소 보호계통은 가용합 

5) 과도기간 동안 제어계통은 정상 설정치에서 작동함 

6) 터빈우회밸브 통해 방출되는 중기와 중기발생기 취출배관 (blowdown 

piping)을 통해 흐르는 중기발생기 냉각수는 콘덴서에서 수집 가능함 

7) 과도기간 중 발전소보호계통은 자동으로 작통됨 

SGTR 사고시 분석은 117]-지의 설계개선 제안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MSSV의 위협 

을 최소화하고 MSSV의 개방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이 분석에서는 1개의 증기발생기에서 1개의 세관파단이 일어나는 경우와 5개의 세 

관따단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고려하였다. 표 4.5에는 117]-지의 설계개선 제안 

사항의 효과 및 제한 요건들이 요약되어 있으며 표4.6에는 일부의 설계개선 제안 

Case에 대한 MSSV의 개방시간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계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ABB-CE 사는 MSGTR 사고의 허용기준으로서 MSSV lift 시 간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MSSV 1 i ft 까지 걸리는 시간이 세관 파단사고 이후 발전소의 거동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작통을 운전원이 취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으로서 이용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KNGR 의 MSGTR 해석 

현 단계의 KNGR 설계는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통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계통들의 설계 기저는 SGTR 사고를 완화시키거나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작통하여 MSSV 가 열럴 확률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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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아래의 계통들은 SGTR 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 운전원은 가합기 살수기와 보조살수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살수기가 작동 

되면 일차측 압력이 감소하여 얼차측 냉각수의 누설량을 감소시킨다. 

2) 운전원은 일차측 압력을 낮추기 위하여 안전주입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기능을 가압기의 살수기 조작과 병용하면 일차측 압력을 낮추어 냉각재 

의 누설량을 거의 zero 까지 줄일 수 있다. 

3) 운전원은 대 용량 증기발생기 취출(blowdown) 계통을 작동시켜 이차측 재고 

량을 줄이고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취출계통은 액상의 SG 냉각수를 복수기 

로 텀프시킨다. 

4) 운전원은 수통으로 대기 방출밸브 (Atomospheric 뻐mp Val ve , ADV)를 작통 

시킬 수 있다. 이 밸브틀을 MSSV 와는 탈리 증기를 대기중으로 방출시킬 

때 제어가 가능하다. 

5) 비-안전 계통인 주 및 보조 살수기가 작몽하지 않는 경우 운전원은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 RCGVS)를 작동시켜 일차측을 감압시킬 

수 있다. 

6) MSSV 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RCS를 급속히 감압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운전원은 안전감압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 System, 

SDVS)을 작동시켜 일차측 재고량을 IRWST 로 방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 

여 일차측 냉각수가 이차측으로 누설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KNGR은 KSNP를 바탕으로 설계 변경을 통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개량형 경수로 

이다. 계통과 부품의 변경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KNGR 의 

설계 특정 중에서 MSGTR 사고로 인한 격납용기 우회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틀이 있다. 

1 ) 자동으로 작동되는 증기우회제어계통 (steam bypass and control system, 

SBCS)이 SGTR 사고 시 증기를 복수기로 럼프시키고 이차측 압력을 낮춘다. 

SBCS 는 이차측 압력이 MSSV 개방 설정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절하며， 증 

기발생기 고수위 신호에 의해 MSIS 가 작동될 때까지 유효하다. 

2) 기존의 방사능 감지 계통에 더하여 증기발생기 당 한 대씩 N-16 측정기가 

설치되어 사고를 감지한다. 

3) 주급수제어계통 (Feedwater Control System, FWCS) 은 일차냉각수 온도감 

소와 함께 원자로가 트립되면 주급수 공급을 차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차측 냉각수 누설량을 보상하고 이차측이 냉각수로 채워지는 시간을 연장 

시킨다. 

- 116 



4) MSSV 가 위협을 받으면 운전원은 SDVS률 작동시켜 일차축 재고량을 1 RWST 

로 방출시킨다. 

5) KNGR 의 IRWST 는 안전주입수 수원과 blowdown f1uids률 격납용기 내부에 

가두어두는 quench tank 역 할을 한다. 

m3) 이상의 붕산수를 보유하고 있고， 

1 RWST 는 500, 000 gallons (1893 

CVCS 에 의하여 280, 000 gallons 

(1 060 m3) 의 붕산수를 가지고 있는 붕산수저장조에서 보충된다. 

6) KNGR 의 증기발생기 이차측은 부피가 매우 커서 MSSV 가 위협받기 전에 운 

천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킨다. 

7) RCS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어서 SGTR 가능성을 낮추었다. 

KOPEC 은 KNGR 의 MSGTR 사고 해석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KNGR 의 이차측 설 

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그 자세한 결과는 아직 문서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내용만을 가지고서 KNGR 에대한 KOPEC 의 MSGTR 

사고해석 내용을 설명한다. MSGTR 사고는 최적에측 해석방법과 가정틀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KOPEC 이 MSGTR 해석에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코드는 RELAP5/MOD3 이 

다. 이 때 “최적 예측” 이란 용어는 MSGTR 사고 경과통안 일어나는 열수력학적 현 

상과 계통의 운전을 현실적으로 모사함을 의미한다. 해석 대상의 일차측 빛 이차 

측 계통은 CESSAR-DC Appendix 5F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해석에 사용한 초기조건으로는 표4.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2%의 초기출력 

을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 변수는 전 출력조건으로 가정하였다. 이 외에 분석에 사 

용된 최적평가 가정사항틀은 다음과 같다. 

1) 과도기간 동안 소외전원은 가용함 

2) 모든 제어계통은 자몽모드로 작동됨 

3) 운전원 조치는 없음 

4) 정상척인 발전소 보호계통은 가용함 

5) 과도기간 동안 제어계통은 정상 설정치(표 4.7)에서 작동함. 

6) 터빈우회밸브 통해 방출되는 중기와 증기발생기 취출배관 (blowdown 

piping)을 통해 흐르는 증기발생기 냉각수는 콘덴서에서 수집 가능함 

7) 과도기간 중 발전소보호계통은 자동으로 작동됨 

이러한 가정들은 CESSAR-DC Appendix 5F에서 취한 것들과 동일하다. 이러한 가 

정틀을 사용하여 현 단계의 KNGR 이 MSGTR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명가하였 

다. 또한 4 가지 경우의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각각의 잠재적 설계변경이 MSGTR 사 

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처능력을 명가하였다. 세관 1, 2, 3, 4, 5 개가 파손된 경 

우에 대하여 각각 해석을 수행하여 MSSV 가 열리는 시간율 비교하였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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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세관이 파손된 경우 해석 범위의 시간동안 MSSV 가 열리지 않았으며 5 개의 

세관이 파손된 경우 세관이 따손된 지 1920 초 후에 MSSV 가 열렸다. 보다 자세한 

계산 결과와 해석에 이용한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틀은 KOPEC 으로부터 문서화된 

보고서가 외부로 공개된 후에야 분석이 가농하며， 현재 MSGTR 사고를 분석하는 연 

구 결과가 문헌에 발표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KOPEC 의 해석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 

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MSG’I’R 사고해석 시 고려사항 

1. 해석 방법 

증기발생기 세관이 따손되면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일차측 냉각수가 이차측으로 

유입된다. 이차측 계통은 상대적으로 이차측 냉각수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엄 

격히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세관이 따손되면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기가 쉽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단일 SGTR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류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소가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기발생기 세관 

이 한 개 이상 따손이 되는 경우인 MSGTR 사고는 DBA 초과사고로서 단일 SGTR 사고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상학적으로 볼 때 MSGTR 사고는 SGTR 사 

고에 비하여 단지 일차측 냉각수 누출량이 증가한다는 차이 뿐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고의 진행 시간이 탈라질 뿐 현상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DBA 인 SGTR 사 

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설비 빛 계통이 작몽하면 그 기능은 MSGTR 사고 완 

화를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이다 SGTR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구비된 계통은 MSGTR 

사고 시 그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System 80+ 및 KNGR 에서도 MSGTR 사고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MSGTR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계변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계산보다 

는 발전소의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펄요하다. 그래야만 각각의 설계 변 

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다 향상된 설계 변경을 제안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세관 파단 사고 중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단일 SGTR 사고에 대해서 

는 DBA 로 분류하여 엄격하고 보수적인 해석으로 SGTR 사고에 대한 대웅력이 검증 

되어 있기 때문에， MSGTR 사고는 보수적인 해석보다는 최적예측 방법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SECY-93-087 에서는 PWR 에 대한 설계인중(DC)을 신청할 때 MSGTR 사고시 격납 

용기 우회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특성 틀을 명가하도록 할 것을 위원회에 요 

청하고 있다. 또한 AP600 설계인증을 신청하는 Westinghouse 에게 2-5 개의 세관 

이 파손되는 MSGTR 사고를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을 수행할 때 

보수적 모델(EM 코드)을 사용할 것인지 최적예측 모델 (BE 코드)를 사용할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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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고 있다 System 80+ 에 대한 CESSAR-DC Appendix 5F 의 내용을 살펴 

보면 NRC 가 ABB-CE 에게 MSGTR 해석을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내 

용이 수록된 Reference 가 펀지이고 원본율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NRC 가 해석방법 

으로서 보수적 모텔 과 최척예측 모텔 충 어느 것을 사용하도록 추천했는지는 분명 

하지 않다. 현재 KINS 는 단일 SGTR 사고를 DBA 로 분류하여 해석을 요구할 뿐 

MSGTR 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요건은 없다. 즉. MSGTR 사고를 해석할 때 최적예 

측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보수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 

장은 아직 정립되어있지 않다. 

EPRI URD 에서는 최적평가(BE) 방법에 기초하여 설계자는 다중 SGTR 사고시 이 

사고 경위가 노심손상이나 사고결말 확률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성공경로가 설계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Korean URD 에서 

는 Chapter 3에서 증기발생기 계통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4.2.5.4 절에 “최적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MSGTR 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반웅을 분석해야 한다. 그 결 

과 발전소가 경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MSGTR 사고 경위가 노심손상 빛 방사능 누출 

빈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두 

나라의 사업자들은 모두 MSGTR 사고를 해석할 때 최적예측 방법을 사용할 것을 추 

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펀. ABB-CE 논 System 80+ 의 MSGTR 사고 대웅능력을 명가 

할 때 최적예측 방법 (CEPAC 코드)을 사용했다고 CESSAR-DC 에 밝히고 있으며 KNGR 

에 대한 KOPEC 의 해석에도 최적예측 모델인 RELAP5/MOD3 가 이용되고 있다. 

MSGTR 사고와 DBA 인 SGTR 사고와의 관계， 그리고 기존의 MSGTR 사고해석 관례 

를 살펴보아 판단하기로. MSGTR 사고해석은 최적예측 방법을 이용하고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을 최적 혹은 보수적으로 취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채관 파단 수 

다수 세관 파단사고에서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 

에서도 파손된 세관의 숫자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파손된 세관의 

숫자는 일차측 냉각수가 이차측으로 흘러가는 누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MSGTR 사고 해석시 몇 개의 세관이 따손된 경우까지 계통의 

셜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CESSAR DC 에서는 세관이 5 개까지 파손된 경우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고 

KNGR 에 대한 KOPEC 의 해석에서도 세관이 5 개까지 따손된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ABB-CE 가 세관 파손율 5 개까지 가정하여 해석하는 근거는 다음 

과 같다. 세관이 파손되는 경우 그림 4.3 에 도시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 

다. 실제의 원자력발전소 SGTR 사고 조사결과. (a) 에 나타낸 Fishmouth opening 

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림 4.3 의 (c) 경우 일차측 냉각수의 누설량은 최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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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누설되는 냉각수가 주변의 세관에 가하는 기계적 부하는 상대적으로 적다. 

Fishmouth opening 형태로 세관아 파손되면 일차측 냉각수가 이차측으로 누설될 때 

분사되어 주변의 세관에 기계적 부하를 가하여 주변의 세관이 파손될 가농성이 있 

다. 이 때 분사되는 각도는 120。 이하가 될 것이고 최대 180。 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따손된 세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관을 

그림4.4 에 나타내었다. 분사 각도를 120。 라고 생각하는 경우 총 3 개의 세관이 

파손될 수 있으며 최대 180。 로 생각하는 경우 총 4 개의 세관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MSGTR 사고 해석은 4 개의 세관이 따손된 경우까지 수행하면 된다. 이때 2 

차 및 3차 영향으로 연쇄반웅식의 세관파단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ABB-CE 가 

System 80+ 에 대하여 MSGTR 사고를 해석한 결과 세관이 5 개가 파손된 경우에도 

NRC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서 ABB-CE 는 NRC 

에 MSGTR 사고해석 결과를 수락하도록 주장했으며 NRC 도 세관따단 숫자를 정할 수 

있는 뚜렷한 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ABB-CE 의 해석결과를 수 

용했다고 한다. 

SECY-93-087 에서는 Westinghouse 에게 2-5 개의 세관이 따손된 MSGTR 사고에 

대하여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CRS 는 2-5 개의 세관이 따손된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라는 NRC Staff 의 요구가 적절하다고 동의하고 있다. 

한편， SECY -93-087 관계자 들은 2-5 개의 세관따손에 대한 사고해석 결과를 제출하 

면 그 결과를 보고서 따단 개수를 몇 개까지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여 위 

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NRC 도 MSGTR 사 

고시 몇 개의 세관따단을 고려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SECY-93-087에서 NRC Staff 은 2 개 이상의 SG 세관에서 자발 

적인 세관파단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나 이차측에 이물질이 있어서 세 

관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MSGTR 이 일어날 활률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예시한 것처럼 현재까지의 MSGTR 사고해석은 2-5 개의 세관이 파단된 

경우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세관 파단 수에 대한 물리적 근거가 아직 

정립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6 개 이상의 세관이 동시에 따단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0 개 이상의 SG 세관이 통시에 파단될 확률을 

검토한 연구결과는 NUREG/1NEL-95에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기인 

사고에 NUREG-0844에서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여 유발적인 원인으로 SG 세관이 따단 

될 확률을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4.8에 나타내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2-10 

개의 세관이 파단될 확률은 세관 1 개가 따단될 확률과 같으며 세관이 10 개를 초 

과하여 파단될 확률은 앞선 값의 약 1150 정도로 명가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세관 파단수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발생확률 검토결과 

와 SECY-93-087에서 제시한 분석요건 사이에서 큰 차이점이 없어 SECY-93-087에서 

제시한 5 개의 따단수를 해석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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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SECY-93-087에서 밝혔듯이 NRC Staff 틀은 Westinghouse 가 MSGTR 사고해석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검토하여 세관 파단수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SECY-93-087 이후 MSGTR 사고와 관련하여 진행된 새로운 연구 결과 들에 대한 문헌 

조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세관 파단 위치 

세관 파단 부위가 고옹관에 가까운 부분인가 저온관에 가까운 부분인가에 따라 

일차측 냉각수의 열수력학적 조건이 다르므로 MSGTR 사고 해석 시 세관의 따단 위 

치는 중요하다. 세관파단이 발생하는 부위는 표 4.1에서 보듯이 다양하다. 따라 

서 세관 파단 부위를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세관 따단 위치는 지금까지 발 

생한 사고경험에 기초하여 발생 가농한 위치를 선정하고， 이들 중 사고 진전 측면 

에서 보수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977 년 

Steam Generator Owners' Group (SGOG) 이 설 립 되 어 증기 발생기 손상과 이 의 방지 

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있었다. 이 들의 연구 결과에서 세관이 파단된 경우는 아 

니지만 그 전단계로서 세관이 손상된 경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1980 년 한 

해통안 37 개의 원자로에서 1842 개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plugging 동의 방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다 1842 개의 세관이 손상된 부위는 대부분 세관지지판 과 튜브 

쉬트 근방에서 얼어났다. 손상 부위에 대한 통계를 표 4.9에 나타내었다. 표 4.9 

에 나타난 세관 손상 부위 중 Within tube sheet , Near tube sheet , Tube support 

plate 는 증기발생기 이차측 냉각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flow stagnat region 

으로서 AVT 에 이용되는 화학물질의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 

러한 발견으로 이후에 제작되는 중기발생기는 f1 0w stagn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 곳이다. 

이제 사고 진전 측면에서 보수적인 계산을 유도하는 파단 위치 선정이 필요하 

다. 보수적인 파단 위치 선정을 위해서는 세관 파단에 대한 많은 해석 경험을 요 

구한다. 현재까지의 문헌조사에서 사고 경과에 미치는 세관 따단 위치의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고온관 측 세관지지판 (Tube 

Support Plate)의 윗 부분， 저온관 측 세관지지판의 윗 부분， U-bend 상단， 그러고 

CE 형 증기발생기와 유사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각으로 쩍인 부분 틀을 대상으로 해 

석을 수행하여 그 증 가장 보수적인 결과률 주는 경우를 MSGTR 해석의 대상으로 하 

는 것이 현 단계에서 추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보다 구체적이 

고 보수적인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따단 위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 

헌조사 및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관파단 위치에 따른 발전소의 

거동 분석 결과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문헌에서 찾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RELAP5 

그리고 CATHARE 둥과 같은 최척예측 열수력 코드를 이용하여 직접 해석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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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는 Vendor 들이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문을 구한다고 해도 요구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내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면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운전원 조치시깐 

SGTR 사고후 운전원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발전소 운전 및 비상계통을 사용하여 
파단된 증기발생기에서의 유출유량을 최소화하고 일차측 빛 이차측의 압력 및 수위 
를 제어하는 일이다. 만일 운전원이 MSSV 개방 이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하거나 터빈우회계통의 작동이 실패하여 MSSV가 조기에 개방되었을 경우 
System80+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비상조치를 취 
하도록 EOG에 반영하고 있다. 이중 하나는 RCGV 기능 또는 급속감압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조치에서 운전원은 수동적으로 급속감압 밸브를 개방하여 일차측 
냉각채를 IRWST로 방출시키게 된다. 이 작동에 의해 MSSV가 다시 닫히게 되면 일 
차측 압력은 SGTR 따단 위치에서의 차합이 거의 Zero가 될 때까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일차측 냉각재의 이차측으로의 유입은 정지되게 된다. RCGV, 급속감압밸브 
또는 HPSI 펌프의 압력 조절기능을 조합함으로서 운전원은 이차측압력을 MSSV 개방 
설정치 이하로 유지하면서 일차측 과냉도 빛 세관 따단에서의 최소 차압을 유지시 
킨다. MSSV가 개방되 었을 때의 또 다른 운전원 비상조치는 S/G 취출계통(Blowdown 
System)을 이용하여 사고를 완화하도록 EOG에서 반영하고 있다 System80+의 최대 
S/G 취출용량은 전출력 증기 유량의 8%이며 운전원은 이 계통을 이용하여 S/G 최대 
수위를 제한하고 이차측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MSSV가 고착개방되었을 때의 
운전원 비상조치는 이차측 압력을 급속 갑압시키고 방출유량을 최소화하며 고착 개 
방된 MSSV를 다시 닫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틀을 취하게 하고 있다 1996 년까지 
실제 SGTR 사고를 경험한 10 개의 발전소에서 발전소의 과도기간통안 일어난 일과 
운전원 조치를 표 4.10에 정리하였다. 운전원이 SGTR 발생을 인식하는데 걸린 시 
간을 보면 Palo Verde-2 외에는 모두 30분 이내이다 Palo Verde-2 의 경우 사고 
후 약 1 시간이 지나서야 증기발생기 세관이 따단되었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모든 조치가 늦어져 1시간 30분 후에 RCS 감압을 시작하였고 약 세 
시간이 지나서야 SGTR 이 발생한 증기발생기를 격리시켰다. 

CESSAR-DC Appendix 5F를 보면 2-5 개의 세관이 파손된 경우 다양한 설계 변경 
과 결합하여 MSSV가 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 다양한 계산을 
수행하지만 결국 MSSV 가 열릴 때까지 30 분의 여유가 있으면 성공이라고 판단하며 
30 분 미만이면 실패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운전원 조치시간으로서 30 분을 설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CY-93-087 에서는 Westinghouse 관계자가 AP600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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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는 단일 SGTR 사고후 ADS 작동없이 30 분을 지낼 수 있는 여유도를 가지고 설 

계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Westinghouse 관계자는 운전원 

이 안전계통과 가용한 비-안전 계롱을 작동시켜서 RCS 압력을 낮추고， 사고발생 SG 

를 차단하고， 그리고 사고를 종료시키는데 30 분 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지척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NRC Staff 은 MSGTR 이 발생하였 

을 경우 단일 SGTR 사고에 비하여 일차흡 냉각수 누출량이 크므로 운전원 조치시간 

이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축. MSGTR 사고 발생시 운전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30 분보다 짧율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 운전원 

조치시간으로서 30 분이면 충분하다는 Westinghouse 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 

타내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MSGTR사고에 대한 운전원 조치시간율 몇 분으로 정한다는 규제기관의 

입장은 서있지 않다. 그러나 SECY-93-087에서 NRC 는 30 분의 운전원 조치시간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KINS 의 경우 MSGTR 사고에 대한 규제입장 

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MSGTR 사고에 대한 운전원 조치시간에 대한 규제입장도 

없다. 한펀. MSGTR 사고시 일차흑 냉각수 누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측 압력 

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안전감압 및 배기 계통(SDVS)이 이러한 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SDVS 는 완전급수상실(TLOFW) 사고에 대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계 

통인데 TLOFW 사고 발생 시 RCS 압력을 감소시켜 충전유출(feed and bleed)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KINS 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5.4.16절에서 안전감압 

계통의 설계요건을 통해 SDS 설계에 사용하여야 하는 운전원 조치시간들은 

ANSI/ANS-51.1-1983 빛 ANSI/ANS-58.8-1984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다른 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SGTR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운전원 대처시간도 ANSI/ANS-51.1-1983 및 

ANSI/ANS-58.8-1984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단부위를 통한 냉각수의 누셜량 

SGTR 사고 발생 시 증기발생기 세관의 판단부를 통해 일차측 냉각수가 이차측으 

로 빠져나가는 누설률은 일차측의 감압율. SIAS 발생시간， 증기발생기 압력 증가율 

그러고 MSSV 열리는 시간 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따 

라서 누설율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각종 설계변경의 효과와 사고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DBA 초과 사고인 MSGTR 에서도 일차측 누설량이 매우 중요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관 파손부위를 통한 일차측 냉각수 유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는 파 

손부위의 면적과 누설량 예측 모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손상되어 일차측 냉각수가 이차측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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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경우， 가장 심각한 상황은 원자로가 100% 출력으로 운전되고 세관이 길로틴 

타입으로 절단된 경우이다. 이 경우 냉각수가 통과할 수 있는 면적은 세관 단면적 

의 2 배이다. 그림 4.3 에 파단된 세관의 모형과 따단 부위의 면적을 나타내었다. 

그림 4.3 의 (a)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증기발생기 세관이 축 방향의 fishmouth 

opening 형태 (slot break) 로 파손되어 파손부위 면적이 세관 단면적의 2 배 이상 

이 된다 하더러도 이는 허수이며， 최대한 세관 단변척의 2 배， 즉， 2A 인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파손 부위 면적이 2A 이상이라 하더러도 냉각수는 증기발생기 세 

관을 통해 공급되므로 세관의 고온관 쪽 단면적과 저온관 쪽 단면적을 더한 면적 

이상의 유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MSGTR 사고 해석을 수행할 때 세 

관 따손은 그림 4.3 의 (c) 경우처럼 길로틴 파단 형태를 고려하여 파손부위의 면 

적을 세관 단면적의 2 배로 가정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다. 

SGTR 사고 시 세관 파손 부위를 통한 일차측 냉각수의 누설량을 예측하는 모텔 

에 대한 KINS 의 입장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KINS 는 

안전심사지침 제15.6.3절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에서 DBA 

사고인 단일 SGTR 사고와 관련하여 파단된 전열관의 양끝단을 통한 누설률은 적합 

한 유량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적절하다면 임계유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제안은 MSGTR 사고에도 필요하다 KNGR 의 경우 일차측 압력이 2250 

psia 이고 이차측이 1000 psia 이므로 압력비가 약 0.44 이다. 이는 단상 증기의 

임계 압력비 0.545 그리고 이상유체의 임계 압력비 0.55 보다 낮은 값으로 증기발 

생기 세관이 따단된 후 초기에는 임계유통을 이루고 냉각수가 누설될 것으로 판단 

된다. 시간이 경과하여 일차측 압력이 감소하고 이차측 압력이 증가하면 임계 조 

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단상 흑은 이상 유통이 될 것이다. 따라서 SGTR 해석에는 

임계 유량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따단 유량 W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W(t) = min { Gl(t) , G2(t) } * Area 

where , Gl=Mass flux obtained from momentum balance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f1 0w condi tions. 

G2=Critical mass flux (at the upstream flow condition) 

단일 SGTR 사고를 포함하여 MSGTR 사고의 경우 이차측으로 누설되는 냉각수 유 

량이 클수록 보수적인 예측을 하게되므로 모델을 선정할 때 임계유량을 과소명가하 

는 모델은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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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TR 사고 해석율 수행하여 발전소가 MSGTR 사고에 대하여 안전함을 보이기 위 

해서는 이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MSGTR 사고가 가지는 특정은 냉각재 

상실로 인해 원자로심의 용융율 초래하는 충대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는 점과 발전 

소 외부로 방사농이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뻐GTR 사고에 대한 허용기 

준을 설정할 때 이 두 가지 륙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중대사고와 관련된 허용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대사고와 관련된 허용 

기준의 형태는 첫째， PSA를 통한 중대사고 확률의 기여도， 툴째， 노섬용융을 방지 

하는데 필요한 IRWST 재고량 유지， 2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충 PSA를 통한 

중대사고 확률의 기여도는 최적예측 코드로 계산되는 결정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확 

률론적인 방법으로 계산되는 값이므로 제외한다. 다만 MSGTR 사고에 대한 PSA 방 

법은 다른 절에서 다룬다. MSGTR 사고 발생 시 가농한 모든 사고 시나리오에서 일 

차측 냉각채 손실이 발생한다. 이차측으로 흘러간 냉각재는 일차륙으로 재순환되 

는 경로가 없으므로 영구히 손실되는 것이다. 일차측 냉각재 손실이 계속되고 압 

력감소가 이루어지변 안전주업계통에 의해서 1 RWST에 저장되어 있먼 냉각재가 일차 

측에 공급된다. 운전원이 일차측 냉각재의 누설량율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절 

히 취하지 않으면 얼차측 냉각재 손실은 계속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RWST 재 

고량도 감소하게 된다. 만약 IRWST 재고량이 바닥나면 일차측 냉각수의 재고량이 

부족하여 노심이 노출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된다 Los Alamos National Lab. 

(LANL) 에서는 MSGTR 사고 발생 시 RWST 재고량이 소진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중， CE 형 발전소인 Calvert Cliffs 발전소에서 MSGTR 사 

고가 발생하고 동시에 가장 제한적인 결과를 주는 주중기관 파단사고 (MSLB) 가 발 

생한 경우에 대하여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of tubes RCS le와‘age(gpm) Hours to deplete RWST 

1 191 34.9 

5 765 8.7 

10 1200 5.6 

RWST 용량 : 400,000 gallons 

위 표에 나타난 계산결과를 보면 MSGTR 사고경과 시간에 비하여 RWST 재고량 소 

진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NGR 의 경우 IRWST 의 용량이 Calvert 

Cl i ffs 발전소보다 25% 증가한 500 , 000 gallons 이고 CVCS 에 의하여 280 , 000 

ga l10ns 용량의 붕산수저장조에서 보충되므로， MSGTR 사고 시 1 RWST 재고량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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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대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MSGTR 사고 해석 
시 참조가 되는 허용기준 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 관점에서 살펴본다. ABB-CE 는 CESSAR-DC Appendix 

5F에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옵션을 해석하였다. 이틀은 각 옵션의 장단점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운전원의 조작 없이 사고 시작 순간부터 MSSV 가 열릴 때까 
지 걸리는 시간율 이용하고 있다. MSSV 가 열럴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운 
전원이 사고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KOPEC 이 KNGR을 해석할 때에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설계기준사고 
를 해석할 때에는 DNB, 방사선 선량， 그리고 압력 퉁이 관심사가 되므로 SSAR 
Chapter 15 (DBA 해석 )에서 단일 SGTR 사고를 해석할 때에는 mimum DNBR, RCS 빛 
이차측 압력， 그리고 소외방사선 선량을 허용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DBA 초 
과 사고인 MSGTR 사고 해석 시 허용기준으로서 MSSV 1 i ft 시간을 채택할 것인가 아 
니면 소외방사선량과 같은 DBA 해석의 허용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가 필요 
하다. 이는 다른 DBA 초과사고에 비하여 MSGTR 사고의 시나리오가 방사능의 대기 
중으로의 방출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발전소의 이차측에서 
증기가 대기중으로 직접 방출되는 경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4.5 에 
System 80+ 의 주중기 및 터빈우회 계통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주증기관에는 
MSSV 와 ADV 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틀을 통하여 대기중으로의 방출 경로를 이룬다. 
MSIS를 지나면 터빈 상류의 헤더에 이르러서 두 개의 증기발생기에서 나오는 증기 
가 합쳐지고 터빈 흑은 터빈우회밸브로의 경로를 가진다. 8 개의 터빈우회밸브 하 
류는 모두 복수기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System 80+ 는 중기우회제어계통 (SBCS) 
에 의해서 터빈 정지밸브가 닫히면 증기는 모두 터빈우회밸브를 통하여 복수기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System 80+ 설계에서는 대기중으로 방출경로를 가 
지는 증기 배관은 MSSV 와 ADV 뿐이다. 그런데 ADV 는 운전원이 열리고 닫힘을 조 
작할 수 있는 제어밸브이고 MSSV 는 스프링으로 작동되는 안전밸브이므로 실질적인 
방출경로는 MSSV 뿐이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Main Condenser Evaculation System 
이 작몽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맞는 말이다. 이러한 설계는 KNGR 에도 채택 
되 었을 것으로 판단되 는데 이 것은 Korean URD, Chap.2, 3.2.1.3에서 fAll of the 
turbine bypass system flow shall be directed to the condenser.~ 라고 요구하 
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발전소 중에는 터빈우회밸브틀 중의 하나 흑은 하나 이 
상이 대기중으로 연결된 하류배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발전소의 터빈우 
회계통의 배관을 살펴야 비교가 되겠다. 또한， MSGTR 사고가 일어나서 증기가 
MSSV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되는 경우 최적예측방법으로 해석하였을 때 파단된 세관 
의 개수에 따라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 결과 
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 결과를 제시하거나 비교 
분석한 문헌을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허용기준으로서 MSSV lift 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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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으로 충분한지 혹은 외부 방사선원량도 허용기준으로서 채택해야 하는지 판 

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헌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7. PSA 혜석의 필요생 

지금까지 PSA를 이용한 중대사고 명가에서는 단일 세관파단사고 만을 고려하였 

다. 특히， 다른 사고로 인해 중기발생기 세관파단이 유발되는 사고는 고려되지 않 

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자발적인 세관파단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사 

고에 의한 유발적인 세관파단 발생확률이 다른 사고에 비해 낮지 않으며 특히 방사 

성 물질 유출 측면에서 이들 사고가 심각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격납건물 

우회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할 경 

우 사고결말 해석을 수행하여 공공의 위해도를 펑가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수 

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로부터 노섬손상을 최소화하고 

격납건물 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고완화계통의 대처농력을 명가하기 위해 PSA를 

수행하고 각 사고경위에 대한 노섬손상빈도 빛 소외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PSA를 수행할 경우 자발적인 중기발생기 다수 세관 

따단사고뿐만 아니라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기인사고 빛 사 

고경위가 분석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틀 사고의 확률 빛 이들 사고로 인한 증기 

발생기 세관파단 사고의 확률， 세관 파단수， 사고경위， 분석방법， 위해도 명가 퉁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PSA 결과를 보고하는 문헌이 흔치 않으므 

로 MSGTR 사고에 대한 PSA 분석의 필요성 빛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절 해석요건 설정방향 

1. 요건설정 배정 

증기발생기 세관의 손상은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경험하고 있다. 증기발생기의 

세관은 두께가 앓을 뿐만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50% 이상의 면척을 

차지하고 있어 세관의 건전성 유지는 원전의 안전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 

되어 왔다. 세관의 따단은 안전밸브， 콘덴서， 또는 다른 이차계통 경로를 통해 격 

납건물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20년간 10 회의 자발적인 증기발생기 파단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사고는 

세관 내/외벽 웅력부식균열， 고주파 피로， 이탈물에 의한 마멸동 다양한 손상메카 

니즘이 원인이 되었다. 이 열 번의 사고에서는 약 425 1!min(1 2gpm) - 2,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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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n(760gpm)의 냉각재가 유출되었으며 복잡한 발전소 사고 진행과정은 운전원이 

제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지금까지 증기발생기 세관따단사고는 명균 2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 

적으로 거의 모든 발전소가 증기발생기 세관손상을 경혐하고 있다. 매년 펑균 

0.15%-0.47%의 세관이 Plugging 되거나 Sleeving 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운전이력 

이 증가할수록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수 세관파단 발 

생확률이 10-3차수로 명가되고 있어 LOCA와 같은 설계기준사고와 동일하거나 높은 

확률을 지나고 있다. 특히， 증기발생기 다수 세관 파단사고는 이 사고 발생시 격 

납건물 우회를 통한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아 사고의 심각성이 더 

욱 크다고 할 수 있다. SECY-93-087에서도 신형원자로는 증기발생기 다수 세관 따 

단사고를 완화시키 위한 명가를 수행하고 설계특정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 지금까지 증기발생기 다수 세관 파단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요건안이 수립 

된 예는 없으나 SECY-93-087 빛 EPRI URD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일반적 수준 

의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틀안전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하고 

NRC의 r\JUREG 보고서， INEEL의 연구결과， SRP , KURD, 기존 발전소의 사고경험， 

System80+ 해석， 신형원자로의 단일 빛 다수 세관따단 사고해석 방법 동을 참고하 

여 안전해석요건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해석요건안 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해석에 이용하는 코드 

는 최적예측 모델을 이용하고， 계산시 필요한 초기조건과 경계조건틀을 보수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MSGTR 사고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 

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해석 요건안은 더 폭넓은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내용을 가진 요 

건이 필요하다는 점만 밝히고 있다. 

2. 안전해석요건안 

가. 목적 

본 요건의 목적은 중기발생기 다수 세관 따단사고로부터 발전소를 보호하고 방 

사성 물질 방출로 인한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고해석 및 

설계명가를 수행하는데 있다. 

나. 범위 

증기발생기 세관의 손상은 이 세관이 RCS 압력 경계의 일부이며 세관손상이 냉 

각재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위해도와 격납용기 우회를 통한 외부로의 냉각재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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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안전현안이다. 본 안전해석요건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 

로 인한 사고결과에 영향을 주는 계롱의 초기조건과 경계조건 그러고 해석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다. 해석요건 

(1)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는 원자로냉각재 정상유량 변화를 초과하는 일차측 

으로부터 이차측으로의 냉각재 유출을 유발하는 단일 또는 다수 세관 손상 

사고로 정의한다. 

(2) 사업자는 증기발생기 다수 세관 따단사고와 단일 세관파단 사고와의 발전소 

거통 및 위해도 관점에서 정량적 차이점을 명가하기 위한 해석을 최척명가 

방법에 기초하여 수행해야 한다. 

(3) 초기 원자로 출력은 100% 정격출력으로 가정한다. 

(4) 해석에서는 하나의 증기발생기에서 세관 파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할 경우 최소 5개까지의 세관 동시파단을 고려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증 

기발생기에서 세관 파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각 중기발 

생기에서 최소 이의 절반 이상까지의 세관 통시파단을 고려해야 한다. 

(5) 세관파단 발생위치는 세관따단 발생확률이 높고(예: 고온관측 세관지지판 

상부， 곡률 반경이 작은 U-bend 지점， 세관지지판과 세관사이의 팽창-천이 

지점， 세관이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 격납용기 우회를 통한 방사성 물질 누 

출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점(예: 일차측으로부터 이차측으로 

의 냉각재 유출이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따단된 전열관의 양 끝단을 통한 누설률은 적합한 유량 모델을 사용하여 계 

산하고 적절하다면 임계유량을 사용할 수 있다. 임계유량 모텔은 최적예측 

모델을 추천하며 임계유량을 과소 명가하는 모텔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사고해석에서는 사고완화에 요구되는 모든 일차 빛 이차 계통， 안전 빛 비

안전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석에 사용된 가정은 합리 

적으로 설정되고 성취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8) PSA 해석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의 개발이 필요하다. 

라. 허용기준 

(1) 중기발생기 다수 세관파단 사고해석은 ANSI/ANS-51.1-1983 빛 

ANSI/ANS-58.8-1984에 근거하여 운전원 조치시간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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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건물 우회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경우 운전원 조치시간에 근거한 MSSV lift 시간 여유도를 만족시켜 

야한다. 

(3) 격납건물 우회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적명가 방법에 기초한 사고결말 해석을 수행하여 경 

수로형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3절에 규정한 방사선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해석에서 격납건물 우회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유출(ADV ， MSSV 또는 TBV)이 

초래될 경우 이 방사성 물질의 방출로 인한 사고결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 

다. 그 결과 경수로형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5.6.3절에 규정한 방사선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 6 절 결론 

증기발생기 다수세관파단사고(MSGTR) 는 지금까지 발생한 경험은 없지만 단일 세 

관파단사고(SGTR)는 2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 확률론적안전성평가에 의한 다 

수세관따단사고는 사고 발생 확률도 냉각채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사고와 비슷하다 

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다수세관파단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대웅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수세관따만사고 발생 시 발전소 경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때 이 

용해야 할 초기 조건 및 경계 조건 에 대한 요건 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요건들은 

해석 방법， 따단된 세관 수의 범위， 세관 파단 위치， 운전원 조치 시간， 냉각수 누설 

량， 그러고 허용 조건 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수세관따단사고는 발생 이력도 없 

고 해석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문헌도 적어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혔다. 

제시된 해석요건 안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서 보다 구 

체적이고 정확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MSGTR 사고 해석요건 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완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과 프랑스 동 유럽 국가틀의 규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입장과 연구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 그러고 운전 중 혹은 설계 및 건설 중인 원전의 

MSGTR 사고에 대한 철학 및 대응방법 동을 분석한다. 

2. 제안된 해석요건 안은 MSGTR 사고 해석에 최적예측 코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 

고 있다. 현재 매우 많은 해석 코드틀이 존재하며 BE 코드로 구분되는 코드틀 

- 130 



도 매우 다OJ'하다. BE 코드로 인정되는 코드 중 OBA 초과 사고의 해석에 사용 
할 수 있는 코드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제시된 해석요건 안은 BE 코드를 사용하면서 보수적인 초기조건 빛 경계조건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 

한 해석요건을 제시하였다. 요건으로 제시된 각 안들이 결과에 대하여 얼마만 

한 보수성을 가지는지， 즉， 보수적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각 요건이 가지는 보 

수성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다면 해석에 

이용할 보수적 조건의 중요도 서열을 세울 수 있다. 

4. MSGTR 사고시 이차축으로 손실되는 냉각재 누설량을 줄이기 위해 일차측을 감 
압시켜야 하는데 일차측의 급속 감압은 안전감압계통(SOS)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안전감압계통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bleed line을 

통한 방출량이다 Cri tical f1 0w 모텔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최적예 

측 모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현재까지의 증기발생기 세관 따단 이력과 세관 손상 이력을 분석함으로 

써 세관이 파단될 가농성이 높은 부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석에서 

는 가장 보수적인 사고경과를 보이는 따단 위치를 선택하여 해석을 수행 

하여야 한다. SGTR 사고 발생 시 가장 보수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세관 파단 
위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는 RELAP5/M003 그리고 CATHARE 와 같은 BE 코드를 이용하여 따단 부위를 변 

경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6. MSGTR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평가할 때 따단된 세관의 수는 제일 중요한 변 
수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USNRC 는 Westinghouse 에게 피통형원자로의 

MSGTR 사고해석을 요구할 때 5 개의 세관파단 경우에 대하여 해석하도록 요구 

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 세관 따단 수 5 개가 적절한 개수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7. 허용기준으로서 MSSV lift 까지의 시간을 이용할 것인지 혹은 외부 방사 

선원량도 허용기준으로서 채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헌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8. MSGTR 사고에 대한 PSA 분석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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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국 PWR에서 SGTR사고 경 력 

Plan~ 
M때mum 

RM용어I31adnaidsmm St:r않았sar띠 Date Leak Rate Rupture Size Rupture 따ation 
SG Mxlel GMP Cootributing Fa::tors 

벼2빼 ag외dgngl때t gd11 Slightly above the 
벼gIene 잉，tt띠e다gIVee 때lξ 따l'JìI75 

Point Beach-l 125 Wastage tubeshee~ 
W-44 αlter row on the hot 1앵 

없anmdn 에 lαde1g side 
cl얹ning 

High stres앉~and 
ovalization 

00/15176 
바rry-2 

3애 PWSCC 
1l4.3mm long Top of U-뼈d (따JeX) in caus어 by inwanl 

W-51 a외aI\ crack Row 1, Column 7 movement of the legs 

pldaltEe t doefo sumImBhrαt1 
High 빼du메 

%짧/깨 
lli가 2 

135 PWSCC 
1따mn long a찌al Top of the U-bend in s!:resses due to 

ACE-44 αæk Row 1, Column 갱 ovalization during 
fabrication 

Tube bundle outer surfa::e, 

Prairie IS.-l Loose 웠πn long 없ial 
76mm above the 잉udge 1뻐ong 

10/(079 W-51 3쩌 Parts 
fishmouth o~ning tubesh않t on the hot ff]uiprrmt left 

W얹r l멍 side, Row 4, Column in the steam generator 

Loose 
127mm above the Iipse mlelftts (bag1e plate 

Parts 1삐mn long axial tuEgfleet on m[ beluhIomt le 또g debris) left in the steam 
이짧182 Ginna W-44 700 si(dtξhI Row 42, 55 gIeenngpahteomr,1 wear of Wear, fishmouth o~띠ng rd row in from the tubes’ Fretting bundle 없iph메r) fretting of inner tubes 

Horizontal run at the top, Tubes deforrnation 
않mn long axi왜 betw없1 the VI없ical 떠us벼 by cormSlOn 1 

QJ/I뼈4 
Fort CaJhαm 

112 ODSCC 
crack bat배ng sUW)π 뼈IS on of the verti때 

CE (small fighmouth thCeOI hl1Iomt l앵 29, Sl tdhRe r Ruopwtur 8e4 batwing suppoπ 벼IS， 

o~미ng) caustic impurities on the! 
fac어 down secon때ry side 

Top of the 7th Upt:ff tube High-cycle vibration, 
07/15187 North 씨ma-l fill fiFgaht￡jgyJecle 2ß) 'ciπurnferenti on SU마 m1ear cto pldlat leeg denting, 

W-51 외 break 
side, Row 9, Column 51 lack of A VB su다Xlrt 

cfrEarcrkuTl in lo ang 64 a5Xnl외m 7lImm above the 

M떠JÏre-l 
tubesheet at the lower 

m Iρsnsgibl shallow g1mvR 03/07/ffi 5xl oα3CC 9.5n lomng 삐 grdmeV aRt me tukd sl l1앵야n 잉tdξ pla Rteow on 1 me W-D2 cold leg side, Row 18, y a contarrnnarJt 

maxJmum (Xlmt Column 엉 

Mìh때Ja-2 fEFghad-C밍ylecle 2ß) 'ciπurnferenti 
T(oup야 ogf) m teLIt 6eth 

High-cycle vibration, 
αν'00/91 

MHI-44 
700 

alb뼈k si$,o Rn SoLIw띠 th]e3 1r4 ct,d p [dlbaltlmeegm 45 lack of A VB suW)rt 

Ft없he$ 쨌mnf r a앵nd1O %r1H &t tWukEen 
Tube-to-tube cre띠ce 

ffimm long axi메 

d b잉여5e(πn찌I@sb찌@yabqiγ s b @mh %md@인tjgtUng비 C 03/1얘3 
P때o Verde-2 

잉O ODSCC 
fishmouth 뼈띠ng 

suppoπ structures on the 
CE-ff) ma 짧mn long 

hα l명 side, Row 117 
axial crack Column 144 

I1Jate미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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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System 80+ 의 SG 세관 1 개가 파단된 경우 사고경과 

Time (sec.) Event Setpoint 

0.0 Tube Rupture Occurs 

Pressurizer Backup Heaters Actuated on Low 
1100 2200 

Pressurizer Pressure, psia 

1289 Reactor Trips on Hot Leg Saturation Trip Signal 

1290 Turbine Trips 

Turbine Bypass System Actuated on High Steam 
1291 1078 

Generator Pressure, psia 

Pressurizer Pressure Reaches Safety Injection 
1294 1835 

Actuation ISIAS) Setpoint, psia 

1295 Main Feedwater Terminated on Low T avg 

1296 Peak Steam Generator Pressure occurs, psia 1138 

Emergency Feedwater to Intact Steam Generator 
2370 20.09 

Actuated on Low Level, ft. above tube sheet 

Emergency Feedwater to Intact Steam Generator 
5680 40.46 

Terminated on High Level, ft. above tube sheet 

Main Steam Isolation Signal (MISI) Generated on 

[1] High Level in the Damaged Steam Generator, % wide 98 

range level 

Main Steam Safety Valves (MSSV s) on Damaged 

[2] Steam Generator Actuated on High Steam Generator 1200 

Pressure, psia 

[1] Event does not occur during the 10,000 seconds of transient simulation 

[2] Event does not occur during the first 10,000 seconds of transient simulation 

n J 
퍼
 



표 4.3 System 80+ 의 SG 세관 5 개가 따단된 경우 사고경과 

I Time Event Setpoint 

0.0 Tube Rupture Occurs 

Pressurizer Backup Heaters Actuated on Low 
130 2200 

Pressurizer Pressure, psia 

149 Reactor Trips on Hot Leg Saturation Trip Signal 

150 Turbine Trips 

Turbine Bypass System Actuated on High Steam 
152 1078 

Generator Pressure, psia 

Pressurizer Pressure Reaches Safety Injection 
165 1835 

Actuation ISIAS) Setpoint, psia 

166 Main Feedwater Terminated on Low Tavg 

Main Steam Isolation Signal (MISI) Generated on 

1590 High Level in the Damaged Steam Generator, % wide 98 

range level 

Main Steam Safety Valves (MSSVs) on Damaged 

1800 Steam Generator Actuated on High Steam Generator 1200 

Pressure, 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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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System 80+ SGTR 분석에 사용된 변수 

I띠뼈 Conditions & Setpoints 

1. lnitial RCS Pressure, psia 2껑O 

2 Initial SG Pressure (100% Power), psia 1αm 

3 I띠뼈 Power Level 102% 

4 lnitial Core I띠et Temperature 5580 F 

5 I띠디al RCS Flow Rate 100% of Design flow 

6 Initial Steam Generator Level 76.4% Wide Range 

7 SIAS Setpoint Pressure, psia 1잃5 

8 Charging Pump Shutoff Pressure, psia 3025 

g Safety Injection Pump Shutoff Pressure, psia 1잃5 

10 SBCS Setpoint Pressure, psia 1078 

11. MSIS Seφoint - SG Low Pressure, psia 870 

12. MSIS Setpoint - SG High Level, % Wide Range 98 

13. MSSV Setpoint Pressure for First Valve Bank, psia 1200 

System/Component Capacities 

SGTR Flow, lbm/sec - 1 Tube 44 @ 1800 psia 
l 

5 Tubes 173 @ 1600 psia 

2 
Safety Injection Flow Per Pump, lbm/sec 25 @ 1800 psia 

168 @ 1600 psia 

3 Charging Pump Flow, lbm/sec 17 @ 2250 psia 

4 Aux. Spray Flow, lbm/sec 17 @ 2250 psia 

5 RCGV Flow, lbm/sec 14 @ 2500 psia 

6. RD Flow, lbm/sec 238 @ 2500 psia 

7 ADV Flow Per Valve, lbm/sec (min) 264 @ 1000 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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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System 80+의 잠재적인 설계변경의 이득/제한요소 분석 

No DesÎgn Change Benefit(s) Limitation(s) 

AbMyISnpIoaSsmsa odnca hlIlgyh SG Extends MSSV lift time Redesign of the turbine bypass 
from 때 to 50 minutes S sytestem is nffessaIY 

leveI. for 5 tubes ruptur벼. team llnes will floodd caamuasgineg. 
significant equipment 

AutomaticaIly VMeSrySV sm liaftll extenslon of 
2 

i띠tiate auxiIiary time (1 Reduces RCS subcooIing. 
pressunzer minute) for 5 tubes Increases pressurizer level early 
spray (APS). ruptured complicating diagnosis 

Amueto Rmeaactltcoarlly Co ooIlfannt VMeSrySV small extension of 

3 
lift time (3 Reduces RCS subcooling. 

Gas Vent(RCGV) minutes) for 5 tubes Increases pressurizer level early 

function. ruptured. complicating diagnosis. 

Amueto SmGat llicqaullidy oRn MSSV will not lift for New single faiIure safety analysis 

4 5 ruptured tubes beyond concems. 

blowdown system. 10 αlO seconds. 
New containment penetration 
piping and valves 

AutomaticaIly reduce Small extension of Pressure reduction limited to posHrip TBS MSSV lift time (3 
5 pressure to 900 psia minutes) for 5 tubes remain above the low SG pressure 

(vs. 1100 psial ruptured. MSIS setpoint (850 psial 

AoSoffyust T MoteumSmrIabSti alnCne odn O BIf B lyoprywllapnsagsss 
Corducts Wlth reqlured sallfneety 

May extend MSSV lift function for main steam 
6 breaks 

steam generator 
tIme High steam generator level MSIS 

pressure. still occurs 

ADt(hReueDptor R)emas FapsutuildnrcclaZtlaiIoytnio on opnen 
Will prevent MSSV lift Core Subcooling lost 

7 for 
> 10,000 seconds for a Large reverse flow of unborated 

the pressurizer. five tube rupture. water. 

Will require a redesign of steam 
Small extension of Increase main steam generator and secondary systems 

8 safety valve set MSSV lift (5 minutesl Higher RCS temperatures and 
pressure for a five tube rupture pressures for decreased heat 

removal events. 

Automatic blowdown MSSV will not lift for 
New vaIves, .tpi opflng k siunpdports, 
extensive first of a 

9 of steam generator 5 ruptured tubes beyond 
Iiquid to IRWST. 10 ，αlO seconds 

eCqnuhgaallIrilfle많incgaI1teniog tno. environmental 
of containment 

eqUlpment 

Automatic initiation 
Minimal hardware 

Steam lines wiII flood causing changesn re oqfuired. 10 of the atmospheric Extension of MSSV lift equipment damage. 
dump valves. 

time. 
Vents to atmosphere. 

Passive secondary Extension of MSSV lift 
Steam lines will flood causing 

11 equipment damage. 
cooling system time. Extensive redesign of containment 

and design of suppression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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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System 80+의 다수 세관에 대한 경우분석 

# of [1] 
ABuyptoa[s2s] [3] [4] [5] [6] [7] MSSV Approximate 

#Case Tubes SBCS MSIS 
Auto Auto Auto SG Auto Auto Lift MSSV Lift 

(HSGL) 
APS RCGV Blowdown RD ADV Se야lOint Time 

(psia) (minutes) 

1 
Auto @ 

11α)psia 
no no no no no no 1200 167+ 

2 5 
Auto @ 

11α)psia 
no no no no no no 1200 30 

3 
Auto @ 

11α)psia 
yes no no no no no 1200 167+ 

4 5 
Auto @ 

1100psia 
yes no no no no no 1200 167+ …SG over-

fill at 50 minutes 

5 1 
Auto @ 

1100psia 
no yes no no no no 1200 167+ 

6 5 
Auto @ 

1100psia 
no yes no no no no 1200 31 

7 1 
Auto @ 

1100psia 
no no yes no no no 1200 167+ 

8 5 
Auto @ 

1100psia 
no no yes no no no 1200 33 

9 1 
Auto @ yes, high 167+… SG 

no no no 1200 
1100psia capacity no no empties at 30 

rmnutes 

10 5 
Auto @ yes, high 167 十 ... SG nearlv 

1100psia 
no no no capacity no no 1200 empties at 10 

rmnutes 

11 
Auto @ 

900 psia 
no no no no no no 1200 167+ 

12 5 
Auto @ 

1100psia 
no no no no no no 1200 ‘33 

13 5 
Auto @ 

1100psia 
no no no no yes no 1200 167+ 

14 5 
Auto @ 

yes, 

ll00psia 
no no no blowdown no no 1200 167+ 

to IRWST 

15 5 
Auto @ No MSSV lift 

ll00psia 
no no no no no yes 1200 ADV lifts at 28 

minutes 

16 5 
Auto @ 

1100psia 
no no no no no no 1400 35 

-
[1] SBCS ... Steam Bypass Control System 

[2] Auto Bypass MSIS <HSGU ... Automatic Bypass of the HiGh SG Level lnitiation of 

Main Steam Line Isolation 

[3] Auto APS ... Automatic Initiation of Auxiliary Pressurizer Spray 

[4] Auto RCGV ... Automatic Initiation of the Reactor Coolant Gas Vent Function 

[5] Auto SG B1owdown ... Automatic Initiation of the SG Liquid Blowdown System 

( to condenser ) 

[6] Auto RD .... Automatic lnitiation of the Rapid Depressurization Function(to IRWST) 

[7] Auto ADV ... Automatic Initiation of the ADV on High SG Pressure (setpoint of 1160 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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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 KNGR MSGTR 분석에 사용된 변수 

lnitiaI Conditions & Setpoints 

1. lnitiaI RCS Pressure, psia 껑50 

2 I띠tiaI SG Pressure (HlO% Power), psia 1αm 

3 I띠tiaI Power LeveI, % 102 

4 lnitiaI Core Inlet Tem많rature， OF 또5 

5 lnitia1 RCS Flow Rate, % of Design flow 100 

6 InitiaI Steam Generator LeveI, % Wide Range 76.4 

7 Backup Heaters Actuation setpoint Pressure, psia 2200 

g SIAS Setpoint Pressure, psia 1825 

9 Safety Injection Pump Shutoff Pressure, psia 1825 

10. SBCS Setpoint Pressure, psia 1100 

11. AFW Actuation Setpoint, % Wide range 23.4 

12. AFW Tennination Setpoint, % Wide range 50 

13. MSIS Setpoint - SG High LeveI, % Narrow Range 90.8 

14. MSSV Setpoint Pressure, psia 1195 

System/Component Capacities 

SGTR Flow, Ibm/sec - 1 Tube 38 @ 1800 psia 
l 

5 Tubes 173 @ 1600 psia 

Safety Injection Flow Per Pump, Ibm/sec 25 @ 1800 psia 
2 

36.64 @ 1600 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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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SGTR 기인사고와 세관파단수에 대한 세관파단 확률 

FREQUENCY OF RUPTURING FOR 
V ARIOUS NUMBERS OF TUBES 

TOTAL TUBE 
INITIATING EVENT IDENTIFIER RUPTURING 

FREQUENCY 
1 TUBE 2 TO 10 MORE THAN 

TUBES 10 TUBES 

Loss of nonnal feedwater 9.5E-4 9.5E-4 2.0E-5 1.9E-3 

Turbine generator trip 8.7E-4 8.7E-4 1.8E-5 1.8E-3 

Reactor coolant system flow 9.3E-5 9.3E-5 2.lE-6 1.9E-4 loss in one loop 

Altelornsasti snegco cnudrarreynt si pdoewer 2.4E-4 2.4E-4 5.0E-6 4.9E-4 

Inadvertent opening of a secondaη 4.4E-5 4.4E-5 9.0E-7 8.9E-5 
sidesafety relief valve 

Steam line rupture 6.6E-6 6.6E-6 1.4E-7 1.3E-5 

Main feedwater line ruture 6.6E-6 6.6E-6 1.4E-7 l.3E-5 

Feedwater failure that results 2.8E-6 2.8E-6 5.6E-8 5.7E-6 
in a flow increase in one loop 

Transient with failure to scram 1.8E-6 1.8E-6 3.6E-8 3.6E-6 

Loss of offsite power 1.7E-6 1.7E-6 3.5E-8 3.4E-6 

Inadvertent opening of a PORV 3.6E-7 3.6E-7 7.4E-9 7.3E-7 

Large or medium loss 7.4E-8 7.4E-8 1.5E-9 1.5E-7 of coolant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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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1980년 손상된 세관의 손상 위치 

Location # of Tube defects 

of Reactors 

Defects affected Number Percentage 

Within tube sheet 11 179 9.7 

Near tube sheet 17 509 27.6 

Tube support plate 10 565 30.7 

U-bend 8 128 6.9 

Undetermined 9 46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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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SGTR 사고 시 원전의 과도현상 

First Time 

Plant indication r oepcSeoGrgaTntioRzresd 
of rupture 

Point mr e)ector 24-28 min. Beach-l rad. 

pressure, 
Suπy-2 alr e)ector < 5 min. 

rad 

Doel-2 pressure '" 9 min 

Prairie air ejector 5-18.5 
Is.-1 rad. rrnn 

Ginna air ejector < 1 min. rad. 

Fort pressure '" 32 min. Calhoun 

North main steam < 5 min. Anna-l line rad. 

McGuire main steam < 1 min. line rad. 

Mihama mr e)ector "5 min -2 rad. 

Palo pressure, 
mam steam < 57 min Verde-2 line rad. 

DSG Defective steam generator 
MFV Main feedwater valve 

Letdown DSG isolated 
line Manual 

MSIV c10sed RCS 감압 Rx. trip isolated MFV c10sed 

58 min. 
8 min. 47 min. 48 min. 51 min. 

58 min. 

18 min. 
5 min. 10 min 18 min. 16 min. 

11 min. 

9.4 min. 68-88 
2.4 min. N/A c10sed mm. c10sed 

27 min. 
No 27 min. 42 min. 

10.15 min. 

15 min. 
2, 

3 min No 15 min. 
3 min. 

73 min. 

40 min. 
24 min N/A 40 min. 30 min. 

cJosed 

18 min. 
3 min. 5 min 16 min 16 min. 

5 min 

11 min 
5 8/9 min. " 11 min 14 mm. {reducedl 

,, 9 min. 

22 min. 
No 22 min 22 min. 

10 min. 

2 hr 54 min lhr 30 
6 min 13 min 2 hr 54 min 

13 mi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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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e pqrueaslsure 

'" 7 hrs 

'" 1 hr 

? 

61 min. 

? 

34 min. 

47 min. 

1 hr 8 min. 

3 to 4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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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증기발생기 세관의 파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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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따손된 세관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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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ystem 80+ 의 주중기 빛 터 빈우회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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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표는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도 

출된 핵심기술 현안틀에 대해 한국형 차세대원자로에 적용하여야 할 안전규제 방향 

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5차년도 연구에서는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완전급수 

상실사고 및 증기발생기 다수세관 따단사고의 3개 다중고장사고 현안에 대한 안전 

요건 수럽 방향을 제시하였다.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 요건수럽에 있어서 핵심기술 현안은 심충적 분석과 정책 

적/기술적 결정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IAEA 및 원자력 선진국들의 안전기준 
빛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안전요건에 대한 검토룰 수행하고， 국 • 내외 차세 

대원자로 개발동향을 분석하여， 한국형 차세대원자로에의 적용을 목표로 안전기술 

기준 및 안전규제방향율 설정하였다. 특히 다중고장사고와 같이 중대사고와 관련 

된 핵심기술현안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의 제한과 적용 경험 부족 동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규제방향 설정은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요건 수립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SBO)는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발생 경험이 있는 사고 

로서， 사고 발생시 노심용융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격납용기로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중 사고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쿄류전원상실사 

고는 KINS 차세대원차로 안전규제요건내 상세안전요건안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세안전요건 검토 결과 완전교류전원상실사고 대처 절차서 및 

운전원의 훈련이 사고 진행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안 

전요건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별원전 대처능력 명가시 고 

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초기 조건， 허용기준 빛 RCP Seal을 통한 냉각재 누 

설량에 대한 부가적인 해석)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발전소정전사고 관련 

요건에 있엇 주요 항목들， 즉 소외전원상설빈도-지속 시간의 상관 관계 파 

악을 위한 방법론， 비상디젤발전기 산뢰도 예측 방법과 완전교류전원상실사 

고 해결을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시 비용-효과 예측 방법론 

에 대한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완전급수상실사고(TFLOW)는 노심용융을 초래할 수 있는 잔열제거원 상실 사 

고이다. 완전급수상실사고시 일차측의 잔열 제거를 위해 Feed & Bleed 운 

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 감압 및 배기 계통(SDVS)을 이용한 

급속 감압 기능과 고압안전주입계통(HPSI)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S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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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급수상실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해석 작업 수행 시 요구되는 해석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요건에는 최적 예측 코드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원자로 열출력과 잔열， 

원자로 트립 시간. RCP 트립 시간， 운전원 조치시간， 가압기 및 중기발생 

기， 그리고 열수력 모델 동에 대한 추천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SDVS를 통 

한 방출유량을 결정하는 임계 유통(Critical Flow) 모델은 10CFR 50. 

Appendix K에서 제시한 Moody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 

였다. 

3. 증기발생기 다수세관따단사고(MSGTR) 는 지금까지 발생한 경험은 없지만 단 

일 세관따단사고(SGTR)는 2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 확률론적안전성 

명가에 의한 다수세관따단사고는 사고 발생 확률도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사고와 비숫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다수세관파단 

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대 웅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수세관따단사고 발생 

시 발전소 경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때 이용해야 할 초기 조건 빛 경계 

조건 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요건들은 해석 방법， 따단된 세 

관 수의 범위， 세관 파단 위치， 운전원 조치 시간， 냉각수 누설량， 그리고 

허용 조건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수세관파단사고는 발생 이력도 없 

고 해석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문헌도 적어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세 

관 따단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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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BO 관련 국내외 규제요건안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현재 KINS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세요건안에서 추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SBO 대처 절차서 및 운전원의 훈련이 추가적으로 포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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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등을 포함한 사항들이 개별발전소 대처 능력 요건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녔다. 그리고 
SBO 관련 주요 항목들에 대한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완전급수상실사고(TFLOW)와 관련해서는 SDVS 가 완전급수상실사고에 대처 성능 해석시 요구되는 해석 
요건을 재시하였다. 이 요건에는 최적 예측 코드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원자로 열출력과 잔열， 원자로 
트립 시간， RCP 트립 시간， 운전원 조치시간，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그리고 열수력 모델 등에 대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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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수세관파단사고는 발생 이력도 없고 해석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문헌도 적어 몇 가지 항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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