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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한 신형원자로의 설계ㆍ해석에 활용되는 기술의 심층화 및 체계화를 통하

여 원천기술 인증을 위한 기반 확보

2. 연구결과

인허가기관 인가를 위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 증기발생기 열적크기 설계 방법론

  -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계획서

  - 원자로냉각재계통 주기기의 기계적 건전성

  - 신형원자로 경보처리 및 표시방안

  - 디지털안전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 방법

  -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TASS/SMR 코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기법, 

사용자 입력 지침서)

신형원자로 설계ㆍ해석 기술 체계화를 위한 주요 설계/해석 방법론 기술보고서 작성

  - 부수로 해석코드 MATRA 검증 기술보고서 (시험 관련 부분 제외)

  -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법론

  - 주기기 설계 방법론

  - 안전통신망 채널간 독립성 분석

  -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방법론

  -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

  - TASS/SMR 코드의 관류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검증(정상조건)

  - 표준문제를 이용한 TASS/SMR 코드 검증

  - 중대사고 해석코드 적용성 평가

  - 일체형원자로 노심손상 대표사고 경위 해석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결과를 반영한 PPS(사전실시용역) 설계개념보완

  -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해석

  - 냉각재유량완전상실사고

  - 제어봉집합체 오작동

  - SBLOCA 해석

신형원자로 기술검증을 위한 검증시험 계획 수립

검증시험계획서 작성

  - 유동분포시험

  - 제어봉구동장치 시제품 성능검증시험

  - 증기발생기 전열관 중성자 조사 시험 

  - 소형파단냉각재상실사고 모의시험

  - 디지털 MMIS 안전계통 검증시험

  - 인간공학 확인 검증시험

  - 종합열수력검증시험

검증시험요건서 작성

  - 핵연료집합체 임계열속(CHF) 측정 시험

  - 증기발생기 전열관 열전달 특성 시험 (사고조건)

  - 응축열교환기 열전달 성능시험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전 활용방안 연구

  - SAEP 코드를 이용한 가압경수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의 상용원전 적용성 평가

  - 노내계측기(ICI) 신호를 사용한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의 상용원전 적용성 평가

  -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상용원전 적용성 평가

  - 노내계측기의 Top-mounted 설치 기술 개발

  - 원자로냉각재펌프 관성 서행운전 특성 해석방법 개발

  - 소프트웨어 모듈화 방안을 적용한 상용원전 노심보호계통 개선 방안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 설비 최소화 방안

  - 원자로집합체 설계개념의 단순화 방안

  - 증기발생기 높이 축소 방안

  - 격납건물 다운사이징을 위한 핵증기공급계통(NSSS) 요건 설정

  - 원자로용기내 설치 제어봉구동장치 개념 연구

  - 고온용 canned motor pump의 설계기술 연구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증기발생기 열적 크기, 디지털안전계통, TASS/SMR, 종합

열수력시험, SAEP, 피동잔열제거계통, 소형파단냉각재상실사고

영  어

 topical report, steam generator thermal sizing, digital safety system, 

TASS/SMR, integral thermal hydraulic test, SAEP,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S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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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신형원자로 설계ㆍ해석 기술 체계화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지구 온난화 방지를 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이고 

아울러 부존자원의 보존을 해 원자력 에 지의 활용 증 를 극 검토하는 추세이다. 2007년 

발리 로드맵 채택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한 책을 수립할 

시기가 되었다. 한 개도국을 심으로 에 지 안보를 확보하기 하여 원자력 이용 요구가 

증 되고 있는 등 원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유가 불안에 따라 원자력에 지 

이용의 확 가 가장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소형원자로는 분산 원 지역이

나 력 그리드 용량이 작은 개도국,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를 고려하는 물 부족 국가 

등을 심으로 심과 수요가 증 되고 있다.

해수담수화  소용량 력생산, 지역난방 등 다목  활용이 가능한 소형원자로는 지구 온난

화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체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에 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IAEA의 

해수담수화 로그램에 따르면 물 부족 국가  개도국의 해수담수화 에 지 공 과 력 생

산을 한 소규모 원 의 수요가 증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국, 이집트, 인도, 이란, 모로코, 키스탄, 러시아, 튀니지 등이 IAEA 해수담수화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요르단은 2015년 가동을 목표로 해수 담수를 한 원자력발 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동 지역 아랍국은 각국의 원  개발 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력생

산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에 지원 활용등 원자력 이용의 다변화가 추구되고 있다.

세계 으로 원자력 에 지의 주 활용시장은 용량 발 로 심으로 형성되었지만, 2000년  

이후 비발 분야 활용을 겨냥한 소형원자로도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인 원

시장의 확장과 개방화에 따라 국제시장 선 을 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

발 인 소형 일체형원자로는 국제 으로 랜드 인지도가 높고 소형원자로  개발 정도

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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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원  도입이 불가능한 인 라 부족국가 ( 력망 크기, 국가 기반시설, GDP 규모 등의 

제약) 혹은 개도국에서의 소형 원  수요에 응하기 해서 우리 고유의 소형 원  모델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 일체형원자로 사업을 통하여 지속 으로 개발하여온 원자

로 설계기술, 설계ㆍ해석용 산코드, 설계  해석 방법론 등 원천기술에 한 개발성과  

결과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향후 활용에 비하여 지 까지 개발  연구 작업한 지식을 총 정

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지식 축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특허, 

산코드 등 원천기술을 후속 업무 혹은 상용 원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지속

인 기술 발 의 기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PPS(사 실시용역)를 통하여 개발된 

원자로 모델의 안 성을 확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표 인 설계기 사고에 한 

안 해석 결과를 반 한 개념설계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보고서는 2007년 11월 22일부터 2008년 11월 21일까지 수행된 신형원자로 설계ㆍ해석 기술 

체계화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서,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한 신형원자로의 설계ㆍ해석에 활용

되는 기술의 심층화  체계화를 통하여 원천기술 인증을 한 기반을 확보하기 하여 수행

되었다. 이를 해 본 과제에서는 설계/해석용 산코드, 기계  주기기 구조 건 성, 디지털

계통  인간공학 용 설계에 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신형원자로 설계ㆍ해석 기술 체계

화를 한 주요 설계/해석 방법론 기술보고서를 작성하 다. 한 표 인 설계기 사고에 

한 안 해석 결과를 반 한 PPS(사 실시용역) 설계개념을 보완하 으며 신형원자로 기술 검

증을 한 검증실험 계획  요건을 수립하 다. 특허, 산코드, 실험 결과  신형원자로 계

통  기기 개념에 한 원천기술  기반기술을 상용/신형 원 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

으며, 신형원자로 설계 안을 해결하기 한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신형원자로의 

기술구 성, 경제성을 증진하도록 하 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가를 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 증기발생기 열 크기 설계 방법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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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계획서

- 원자로냉각재계통 주기기(main components)의 기계  건 성 보고서

- 신형원자로 경보처리  표시방안 보고서

- 디지털안 계통 공통원인고장(CCF) 분석방법 보고서

- 일체형원자로에 한 TASS/SMR 코드 사용자 입력 지침서

- 일체형원자로에 한 TASS/SMR 코드 지배방정식  수치해석 기법

원자로계통 설계/해석 방법론  산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 체계화

- 부수로 해석코드 MATRA 검증 (시험 련 부분 제외)

- 원자로용기 건 성 평가 방법론 

- 주기기 설계 방법론 

- 안 통신망 채 간 독립성 분석 

-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 

- 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평가 

- TASS/SMR 코드의 류형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 검증(정상조건) 

- 표 문제를 이용한 코드 검증 

- 사고 해석코드 용성 평가 

- 일체형 원자로 노심손상 표 사고 경  해석 

표사고 안 해석 결과를 반 한 PPS(사 실시용역) 설계개념 보완

기술검증을 한 검증시험 계획 수립

검증시험계획서

- 유동분포시험

- 제어 구동장치 시제품 성능검증시험

- 증기발생기 열  성자 조사시험

-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모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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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MMIS 안 계통 검증시험

- 인간공학 확인  검증시험

- 종합열수력검증시험

검증시험요건서

- 핵연료집합체 임계열속(CHF) 측정 시험

- 증기발생기 열  열 달 특성시험 (사고조건)

- 응축열교환기 열 달 성능시험

원천기술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 에 활용방안 연구

- SAEP 코드를 이용한 가압경수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의 상용 원  용성 평가 

- 노내계측기(ICI) 신호를 사용한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의 상용 원  용성 평가 

-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상용 원  용성 평가 

- 노내계측기의 Top-mounted 설치 기술 개발 

- 원자로냉각재펌  성 서행운  특성 해석방법 개발 

- 소 트웨어 모듈화 방안을 용한 상용 원  노심보호계통 개선 방안 연구

신형원자로 설계 안 해결방안 연구

- 화학  체 제어계통(CVCS) 설비 최소화 방안

- 원자로집합체 설계개념의 단순화 방안

- 증기발생기 높이 축소 방안

- 격납건물 다운사이징을 한 핵증기공 계통(NSSS) 요건 설정

- 원자로용기내 설치 제어 구동장치 개념 연구

- 고온용 캔드모터펌  (canned motor pump)의 설계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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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과제 목표인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한 신형원자로의 설계·해석에 활용되는 기술의 심층화  체

계화를 통하여 원천기술 인증을 한 기반 확보 련 주요 연구 개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가를 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표 설계인가를 비하여 증기발생기 열 크기 설계방법론,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계획서, 

원자로냉각재계통 주기기의 구조 건 성, 신형원자로 경보처리  표시방안, 디지털안 계

통 공통원인고장 분석 방법, 일체형원자로에 한 TASS/SMR 코드의 사용자 입력 지침

서와 지배방정식  수치 해석 기법 등에 해 기술보고서를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  크기를 결정하기 한 종합 인 설계방법론이 

개발되었다. 주어진 운  조건  기하학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요구되는 열출력을 낼 

수 있는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  크기를 결정하기 해 ONCESG 로그램이 이용된다.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수력 설계시 운 변수의 운 제한조건, 계측기 오차, Fouling 

Factor, 막음 여유도, 해석코드의 불확실성 등이 추가 으로 고려된다. 열  길이, 

열  축방향 피치, 열  반경방향 피치, 열  오리피스 차압 등이 설계값을 심으로 

제작 편차가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수력 성능 변화에 미치는 향을 정성 으로 검토하

고 설계에 반 하기 한 방법론을 개발하 다. 류형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 측면

에서 ONCESG 로그램을 이용해 각각의 운  변수에 한 민감도 계산이 수행되었다. 

고려된 변수는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냉각재 유량과 2차측 수의 온도, 증기의 

과열도  압력이다. 한 류형 증기발생기 개수  열  외경에 한 정성 인 검토

가 이루어졌고 열  개수, 열  반경방향/축방향 피치에 한 정량 인 향 평가가 

수행되었다.

신형원자로의 원자로용기내에 설치하는 감시시편함에 한 설계요건을 교육과학기술부고

시에 따라 제시하고 감시시험계획을 작성하 다. 원자로용기에 설치되는 감시시편함, 시험

편  시험편 블록, 취  기구, 성자  온도 감시자에 한 설계 요건을 개발하 다.

제어 구동장치의 내진평가를 수행하기 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고 동특성해석을 통

해 거시  진동특성인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를 구하 으며 지진하 에 한 응답스펙트



- vi -

럼해석을 통해 제어 구동장치의 지진에 한 설계하 을 생산하 다. 증기발생기 열

의 유체유인진동 가능성을 카르만 와류에 의한 진동, 난류에 의한 불규칙 진동, 유동유인 

탄성 진동에 하여 내류와 외류가 있는 경우에 하여 평가하여 건 성을 입증하

다. 한 최  허용 외압, 균열의 거동, 소성붕괴나 좌굴에 의한 손에 한 평가를 통하

여 증기발생기 나선형 열 의 건 성을 확인하 다.

비상운 과 같은 경보 다발 상황에서도 운 원이 랜트 상태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보감축 방법  표시 방법을 개발하고 경보 감축기술에 한 유효성을 확인하

다. 개발한 탄성창형타일경보표시(ETD: elastic tile alarm display)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비교 상으로 계층구조 타일경보표시(HOTD: hierarchically overlapped tile 

alarm display) 방법을 선정하고 인지직무수행완료시간을 척도로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분석 결과 ETD 방법이 일반 인 HOTD 방법에 비해 운 원으로 하여  발생한 경보에 

조  더 신속히 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확인하 다.

공통원인고장의 신뢰도 향 분석을 통해 각 채 을 이기종의 기기로 디지털 계통을 구성

하는 것이 공통원인고장의 향을 일 수 있고, 공통원인고장에 비한 방어수단으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공통원인고장 모델로 Simplified Alpha(α) Factor 모델을 선

정하고 용 타당성을 확인하 으며 NUREG/CR-4780, NUREG/CR-5485, 

NUREG/CR-5801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과 IEC 62340 등의 표 을 참조하여 수립

된 공통원인고장 분석 차를 이용하여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공통원인고장 비분석을 

수행하 다. 

일체형원자로에 한 TASS/SMR 코드의 사용자를 한 사용자 입력 지침서를 작성하

으며, 지배방정식  수치해석 기법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 다. TASS/SMR 코드의 개

략 인 구조와 코드 입력 자료의 처리과정, 정상 상태  과도 상태의 수행 과정을 기술

하 다. TASS/SMR 코드의 기본 방정식, 차분화 방정식, 보조 방정식, 물리  모델  이

들과 련된 요한 사항들을 기술하 다. 한 노심의 출력 모델과 열 달 상 식, 주요 

부품의 물리  상을 모의하기 한 물리  모델에 하여 기술하 으며, 랜트의 제어 

모델과 이들 모델을 구 하기 한 사용자 환경  제어 논리에 하여 기술하 다.



- vii -

원자로계통 설계/해석 방법론  산 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 체계화

신형원자로의 설계/해석 방법론  산 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들을 체계 으로 정리

하여 향후 표 설계인가의 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험 련 부

분을 제외한 부수로 해석코드 MATRA의 검증, 원자로용기 건 성 평가 방법론, 주기기 

설계 방법론, 안 통신망 채 간 독립성 분석,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 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평가, TASS/SMR 코드의 류형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 검증  표

 문제를 이용한 검증, 사고 해석코드의 용성 평가, 일체형원자로 노심손상 표사

고 경  해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심 열수력장 해석에 용되는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 Version 1.0의 지배 방정식 

 주요 모델을 정비하고, 정상상태 부수로 유동  엔탈피 분포 시험 자료에 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 다. 시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MATRA 코드의 측 성능  용 한계를 

평가하 다.

원자로용기 건 성 평가 방법론 개발의 일환으로 원자로용기 원통형 동체에 필요한 구멍

을 설치하기 한 노즐 보강한계 요건을 평가하여 설계 코드에서 제시한 요건을 만족하는 

평가 차를 개발하 다. 

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 캔드모터 축류펌 , 그리고 제어 구동장치 3 종에 한 설계 

방법론을 체계화하 다. 주기기 3 종에 한 설계 차와 설계요건을 정리하여 기술하 으

며 설계 제를 통하여 설계이유  향후 개선될 설계 사항을 종합 으로 기술하 다. 

안 통신망 채 간 독립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안 통신망의 채 간 독립성을 평가하기 

하여 9가지 평가기 을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 기   응 방안을 기반으로 재 일체형

원자로 안 통신망의 채 간 통신에 한 독립성을 정성 으로 분석하 다. 

소 트웨어 해요소, 고장수목분석, 고장유형  향분석, 체크리스트 기반의 소 트웨

어 안 성 분석 방법론  지침을 제시하 다. 보호계통 소 트웨어에 해 소 트웨어 

고장유형  향분석 방법을 이용해 각 고장유형에 한 고장원인  고장결과를 정성

으로 분석하 으며, 이에 따른 검증방법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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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  축소 모형을 이용한 열 달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TASS/SMR 코드의 정상조건시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을 검증하 다. 해석 결과에 의하

면 증기발생기 1차측  2차측 입구에서의 압력, 증기발생기 1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

도와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량과 같은 주요 열수력 변수들을 TASS/SMR 코드는 시험값

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ASS/SMR 코드의 기본 인 수치해석  검증을 

한 표  평가 문제를 선정하고 이들 각각의 평가 항목에 한 검증 작업을 수행한 결

과, TASS/SMR 코드는 선정된 표 문제들의 이론 인 해들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MART 사고 해석을 한 MELCOR의 사용은 사고 노내  노외 사고 상에 

한 MELCOR 코드의 모델과 계통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기술 항목이 도

출되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세부 항목으로는 노심 손상 과정과 손상 노심의 재 임계 가

능성에 한 검토  제어 의 설계 특성에 한 검토, 노심 노출 이후 산화 이 의 연료

 온도 거동  노심 수  추 , 연료  산화 이후 재배치 이 의 피복재의 산화, 손상 

 Eutectic 형성, 원자로 하부 반구에서의 거동, 격납건물에서의 거동 등이다.

SMART 원자로의 표 노심손상 개사고를 사고 기부터 원자로용기가 손될 때까지의 

사고 개과정을 상세히 모의할 수 있는 사고 해석 최 평가용 산코드인 

SCDAP/RELAP5를 사용하여 TLOFW(Total Loss Of Feed Water)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사고 해석 결과,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기 에 원자로 용기 구

조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고온 creep으로 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

부 구조물의 정확한 모의와 고온 creep이 발생하는 치 등 차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사고 안 해석 결과를 반 한 PPS 설계개념 보완

PPS의 설계개념을 보완하여 설계완성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일체형원자로의 설계기술 검

증  표 설계에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 하

여 설계개념을 개선하 다. 한 열출력 330 MWt인 신형원자로 노심 구성안을 제시하

으며, 인간-기계 연계체계 용 방안을 제시하 다.

정상 수 유량 상실 사건에 하여 원자로 정지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능 해석을 수행

하 다. 해석 결과 과도 기간 동안 핵연료의 건 성은 확보되었으나 원자로 정지 이후 피

동잔열제거계통내 안 감압밸 의 반복 인 개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충탱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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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높이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상부에 연결된 배 에 채워지는 냉각재의 양을 

이는 것으로 설계 개선하 다. 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제한 인 사고인 원자로냉각

재펌  완 정지 사고의 분석을 통하여 핵연료 건 성을 평가하 다. 핵연료의 건 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핵연료 간극(gap)에서의 열 도도와 원자로냉각재펌 의 

성서행 시간으로 평가되었다. 본 사고시 CHF 상 식이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았으며, 

핵연료의 건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핵연료 간극의 열 도도가 3,000 W/K-m2 이상을 

유지하고, 원자로냉각재펌 의 최소 성서행 시간은 23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의 반응도 련 사고  핵연료의 건 성을 평가할 때 표 인 사건인 

"제어 집합체 오작동 사건"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사건에 한 안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시 최소 핵비등이탈률 련 여유도를 확보하

기 해서는 20 cm 이하의 제어 집합체들 간의 상  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노심 

비노출  장기냉각 에서 안 주입계통의 성능을 평가하 다. 안 주입유량  단 

치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안 주입펌 의 주입유량을 재 설계유량 (100%) 비 

2.25배 (225%)로 증가시키면 모든 단 범 에 해 노심은 노출되지 않고 장기냉각 시에

도 정지냉각계통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충분히 충수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열출력 330 MW인 원자로 노심을 구성하는 핵연료 집합체의 개수  가열 길이 변화에 

한 열  여유도 분석을 통하여 노심 유량 요구량을 평가하 다.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는 

323℃로 설정하 으며, 가열 BP를 사용하는 노심의 계통 최소유량 요구량은 2,090 kg/sec

으로 평가되었다.

일체형원자로의 인간기계연계체계(MMIS)는 안 계통 설계개념에서 안 성 향상을 해 

수행한 주요업무는 안 계통 설계기  보완을 해 디지털시스템 인허가 기   요건 평

가, 디지털시스템 특성 평가, 안 계통 연계방안, 안 계통 설계  기능요건 (심층방호요

건, 강인성요건 등), 통신망 설계/기능요건 등을 수정  보완하 다. 고 신뢰도의 소 트

웨어 개발을 한 소 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확립방안과 종합 인 확인  검증 차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시스템에 합한 신뢰도 분석방안과 선정기  수립을 통해 

안 성 향상 개선방안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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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시험 계획  요건

일체형원자로의 기기 성능  계통의 열수력  특성을 생산하고 산코드를 검증하기 

하여 유동분포시험, 제어 구동장치 시제품 성능검증시험, 증기발생기 열  성자 조사

시험,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모의시험, 디지털 MMIS 안 계통 검증시험, 인간공학 확

인  검증 시험, 종합열수력검증 시험 등에 한 검증시험 계획서를 작성하 다. 한, 

시험 특성상 외부 기 에서 수행할 정인 핵연료집합체 임계열속 측정시험, 사고 조건시 

증기발생기 열  열 달 특성 시험, 응축열교환기 열 달 성능 시험 등에 한 시험 요

건서를 작성하 다.

유동분포 시험은 축소 원자로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될 것이며 일체형원자로 유로의 압력

강하, 원자로 내부의 일차냉각재 유동  압력분포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원자로용기내의 

수력학  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제어 구동장치 시제품 성능검증 시험계획서 작성을 통해 신형원자로 제어 구동장치  

제어 구동장치 제어기의 검증시험 계획을 제공하 다. 제어 구동장치 검증시험은 운

수명시험, 낙하시험, 인양력 시험  냉각성능 시험 등으로 구성되며, 내구성  성능검증

을 수행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열 의 재료 특성 검토 결과 부분의 특성에서 alloy 690의 용 가능성이 

평가되었지만 성자 조사 취화 특성은 자료가 미비하여 시험을 통해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시험 계획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연구로를 이용하여 성자 조사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기 으로 작성되었다. 시험 재료는 alloy 690이며 시험 시편의 조사량은 

1×10
22
 n/m

2
, 1×10

23
 n/m

2
, 1×10

24
 n/m

2
의 세 가지 경우로 설정할 정이다.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SBLOCA) 모의시험은 안 해석  계통설계에서 필수 으로 요

구되는 열수력 검증시험이다. SBLOCA모의를 한 시험장치의 설계는 기존의 SMART 

원자로의 열수력 시험장치인 VISTA 시험장치에 안 계통과 증기가압기 모의계통을 추가 

설치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이다.

새로 개발하는 원자로에 용하는 디지털 시스템은 해석  방법과 시험  방법을 병행하

여 안 성을 입증해야한다. 안 성 입증은 시스템의 기능  안 성, 디지털 시스템의 소

트웨어 안 성, 하드웨어 안 성 등을 체계 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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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 확인  검증시험에서는 인간공학 원칙을 체계 으로 용하고 설계한 제어실, 

제어반 등 인간기계연계 설비로 EOG 수행이 가능한지를 실증 으로 보여 다.

SMART 원자로의 종합 인 성능  열수력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열수력검증시

험은 각 계통간 는 기기/장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종합 인 열수력  거

동을 악할 목 으로 수행되며, 그 결과는 계통 체의 성능분석이나 안 성 검증에 활

용되거나, 종합 인 운 차  사고 리 략의 개발과 최종 으로는 표 설계 인허가에 

필수 으로 활용될 정이다.

핵연료집합체 임계열속(CHF) 측정 시험의 목 은 정상상태에서 SMART 노심 연료의 

CHF 특성을 평가하기 한 집합체 CHF 시험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험집합체 기하형태 요건, 열수력 시험 범 와 test matrix를 개발하 다.

증기발생기 열 달 시험의 목 은 SMART에서 상되는 과도 상태 하에서 증기발생기 

열 달 시험을 수행하여 SMART의 성능  안  해석에 사용되는 TASS/SMR 코드의 

평가  검증을 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증기발생기 열 달 시험을 통하여 측정

되는 변수, 시험 역, 시험 수행 항목을 결정하 다.

응축열교환기 열 달 시험의 목 은 SMART에서 상되는 과도 상태 하에서 응축열교환

기 열 달 시험을 수행하여 성능  안  해석에 사용되는 TASS/SMR 코드의 평가  

검증을 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험 요건으로 측정되는 변수, 시험 역을 결정

하 다.

원천기술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 에 활용방안 연구

일체형원자로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원천기술 는 기반기술들  상용 는 신형 원 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에 한 활용 방안이 연구되었다.

기존의 발 용 가압경수로뿐만 아니라, SMART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에도 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범용의 정상운  시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코드인 

SAEP(Specific Activity Evaluation Program)를 사용하여 재 가동 인 상용 원 의 평

형노심에 하여 냉각재 비방사능을 평가하 다. 평가 결과 개발된 SAEP코드는 이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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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원자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자로의 개발단계에서부터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SMART 노심보호계통에서 사용된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

론을 국내 상용 원 에 용하고 그 용성을 평가하 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재

의 불필요한 채 트립과 원자로정지를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상용 원

에 용하기 해서는 제어 집합체를 포함한 계통구성의 변경이 제되어야 한다.

SMART 노심감시계통(SCOMS)의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인 PCM3D 

(3-Dimensional Power Connection Method)를 국내 상용원 에 해 용하고, 그 용가

능성을 평가하 다.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이 국내 상용원 에도 용 가능함을 보

으며, 기존 노심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을 PCM3D 방법론으로 체할 경우, 합성된 출력

분포의 정확도 향상으로 운 여유도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 다.

SMART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상용 원 에 용 가능한지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

가 으로 필요한 기술  과제를 도출하 다. SMART와 상용 원 의 주요 기기  그 배

치 그리고 운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 고, 이를 기 로 하여 SMART의 피동잔열제거

계통 주요 기기(응축열교환기, 보충탱크, 비상냉각탱크) 설계 방법론을 상용 원 에 용

하여 주요 기기에 한 비 용량 산정 계산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는 

SMART의 피동잔열제거계통 설계방법론이 상용원자로에 용될 수 있으며 피동잔열제거

계통이 상용원자로의 보조 수/주증기압력방출밸  계통을 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형원자로의 상부덮개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노내계측기의 설치 개념과 지지구조물을 

개발하 다. 개발된 노내계측기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덮개의 통부, 노내계측기   

계측기 안내  지지구조물로 구성된다. 

회 성이 유체의 성보다 은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성서행(coastdown) 운

특성 해석에 필요한 지배방정식을 수립하고 수치 해석의 입력 변수를 정립하여 비 성

서행 특성을 측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존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측면의 단 을 극복하기 하여 소 트웨어 

모듈화 방안을 개발하여 SMART 노심보호계통에 용하 다. 기존의 노심보호연산기와 

제어 집합체 치연산기를 4 채 의 단일 보드 상에 소 트웨어 모듈로 구 함으로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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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호계통 채  간 독립성을 확보하 고 별도의 노심보호계통 캐비넷 신 랜트보호계

통 캐비넷 각각에 한 개씩의 랙으로 구  장착할 수 있도록 하여 캐비넷 수를 감소하 다.

신형원자로 설계 안 해결방안 연구

신형원자로의 경제성, 기술구 성을 높이기 하여 화학  체 제어계통의 설비 최소화 

방안, 원자로집합체 설계개념의 단순화 방안, 증기발생기 높이 축소 방안들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격납건물 다운사이징을 한 핵증기공 계통(NSSS) 요건을 설정하고 

향후 신형원자로의 안 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인 원자로용기내 설치되는 제어 구동장치 

 고온용 canned motor pump의 기술 황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화학  체 제어계통의 설비최소화를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법령과 표 을 검토

하여 화학  체 제어계통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알아보았다. CE형의 

OPR1000, APR1400과 웨스 하우스형의 고리 3, 4와 AP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능을 서로 비교하 다. 이를 통해서 계통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이

와 함께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계통의 단순화를 이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았다. 몇 가

지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캔드모터펌 의 도입으로 원자로냉각재펌  수

주입계통을 제거한다. 2) 고압정화루 를 도입하여 체 제어탱크를 제거한다. 3) 농축붕산

을 사용한다. 4) 탈기기를 제거한다. 5) 기화학  이온교환기술이나 Electrochemical Ion 

Exchange을 도입하여 이온교환기를 체하여 수지교환  재생 등이 필요한 복잡한 설비

들을 제거한다. 6) 붕산회수계통을 제거한다.

신형원자로의 설계개념을 단순화하기 하여 설계 변수를 도출하고 설계개선 방안을 평가

하 으며 각각의 변수와 원자로집합체의 연 성을 검토하 다. 가압기 공간 확장, 원자로 

덮개  원자로 하부 경  구조 변경, 원자로 내부에 채움재 설치  노내계측기(ICI) 지

지구조물 설치 개념 변경 등이 주요한 설계변수로 평가되었다. 

SMART 증기발생기는 가동 검사를 하여 12 mm 내경으로 설계된 열 을 8～9 mm 

내경으로 바꿀 경우, 증기발생기 유효 열부의 높이를 상당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외경을 약 25% 정도 감소(17 mm→13 mm) 하면 재의 증기발생기를 6.8 m에서 

30～35% 정도 인 4.5 m 정도로 일 수 있다. 세  열  사용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체 은 략 길이에 비례하여 어들 것으로 보아 10%가량 감소가 되지만 세 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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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열  수를 증가시키므로 노즐의 크기가 커지고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할 것

이 상된다.

격납건물 다운사이징을 한 핵증기공 계통(NSSS) 요건 설정을 하여 원자로상부구조

물집합체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인출  장에 한 요건을 검토하고, 원자로내부구조

물의 크기, 인양장치의 크기, 장  높이,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인출 요건  노내계

측기 유지보수 요건이 격납건물의 설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가압경수로에 사용되는 부분의 제어 구동장치가 안고 있는 제어  이탈 사고의 가능성

을 피하기 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제어 구동장치를 원자로 내부에 설치하는 in-vessel 

개념에 하여 연구하 고, 일부 운  인 원자로도 있다. 따라서 신형원자로 제어 구동

장치의 안정성 증  방안 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in-vessel 제어 구동장치의 기술

황을 분석하 다. 

냉각기가 없는 고온용 캔드모터펌 는 일체형원자로 배  계통을 단순화 시킬 수 있으므

로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고온용 캔드모터의 기술 황을 조사하 다. 재 소용량의 캔드

모터펌 는 냉각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용량의 캔드모터펌 에는 여 히 냉각

기로 모터를 냉각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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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개발 결과 작성된 특정기술 주제보고서는 향후 SMART 표 설계인가(SDA) 추진 시 

측되는 기술  사항  원자력 안 성에 요한 기술  상세 주제에 한 기술보고서로써 

인허가 시 성 확보를 해 사  검토, 승인에 따른 인허가 효율을 제고하기 하여 활용될 

정이다. 한, 체계화된 원자로계통설계/해석 방법론은 신형원자로 설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산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은 산코드 인증에 직 인 기  자료로 사용할 정이다.

PPS 설계개념은 표사고 안 해석 수행결과를 반 하여 개선 을 보완함으로써 SMART 표

설계인가 추진을 한 원자로계통 설계개념으로 활용할 정이다. 한 신형원자로 설계 안 

해결방안 연구 결과는 SMART 원자로계통의 경제성 향상  설비 단순화에 활용될 정이며, 

제어 구동장치나 고온용 canned motor pump 등 신기술에 한 기술 황조사는 향후 신형원

자로  기기의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개발 결과 수립된 검증시험계획 SMART 기술검증시험 계획서의 기본 안으로써 직  

활용될 정이며, 검증시험 요건은 향후 기술검증시험 계획서의 요건으로 활용할 정이다. 이

러한 시험계획서  요건서는 신형원자로개발에 필요한 시험계획 수립에 구체 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MART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특허, 산코드, 시험 결과  신형원자로 계통  기기 

개념과 같은 원천기술  기반기술을 상용/신형 원 에 용성을 평가함으로써 상용/신형 원

의 설계에 입증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 으며 지속 인 기술 개발의 토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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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Systemization of Design and Analysis Technology for Advanced Reactor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Since Kyoto protocol was adopted in 1997, industrialized countries begin to consider 

positively about increase in nuclear energy utilization to reduce their collectiv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007, the Bali Roadmap (Bali Action Plan) was adopted,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agreed that there 

was a need for "deep cuts in global emissions". Increase in nuclear energy utiliz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viable option to suppress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Demand of nuclear energy also increases in developing 

countries due to the unstable oil price.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nuclear power 

plants draw attentions of the countries with small or dispersed electrical grid system as 

well as the countries that consider nuclear desalination.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s (SMRs) can be used for various industrial energy sources 

instead of fossil fuels because SMRs can be used multi-purposely for sea water 

desalination, small scale electricity generation or district heating. According to the IAEA 

sea water desalination program, demand in small sized nuclear power plants is increasing 

among water shortage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for sea water desalination and 

electricity generation, respectively. Indonesia, Korea, Argentina, China, Egypt, India, Iran, 

Morocco, Pakistan, Russia and Tunisia are involved in the IAEA sea water desalination 

program and Jordan pronounced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for sea water 

desalination aiming at the operation in 2015. Moreover, Arabian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rea operate their own nuclear power plant development programs and nuclear energy 

utilization is pursued in various areas, not only in electricity generation but sea water 

desa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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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wide market of the nuclear power plant is grown up on the large size power 

plants, but SMR market for the non-electricity area emerges since 2000. As the market 

expands and opens, international competition becomes intenser to preoccupy the market. A 

SMR developed in Korea is internationally well known and is acknowledged that it gets 

the lead in the development stage. 

Developing countries or countries with poor infrastructure - countries with limitations in 

electricity grid size, national infrastructure, GDP - cannot accommodate a large size power 

pl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our own model of SMR to meet the demand of 

such countries. Reactor design technology, design and analysis computer program and 

methodology are continuously developed through the integral reactor development program 

since 1997. To prevent such original technology and results from being kept idle but to 

prepare for the future application, acquired knowledge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organized. That is, original technology such as patents and computer programs 

should be well structured, organized and maintained for the future works or commercial 

power plant applications and for the unceasing technology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it is required to confirm the safety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Pre Project Service (PPS). Therefore the reactor design concept is 

complemented based on the safety analysis results of the typical transients and accident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is the final report for the "Systemization of Design and Analysis Technology for 

Advanced Reactor" which is studied from November 22, 2007 to November 21, 2008.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e for the licens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technology by system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technology that is indispensable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the advanced reactors including integral reactors. Technical 

reports and topical reports are prepared for this purpose on some important design/analysis 

methodology; design and analysis computer programs,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f 

main components and structures, digital I&C systems and man-machine interf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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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 design concept is complemented reflecting typical safety analysis results. And test 

plans and requirements are develop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advanced reactor 

technology. Moreover, studies are performed to draw up plans to apply to current or 

advanced power reactors the original technologies or base technologies such as patents, 

computer programs, test results, design concepts of the systems and components of the 

advanced reactors. Finally, pending issues are studied of the advanced reactors to improve 

the economics and technology realization. 

The main activities performed in this project are listed below:

● Topical report preparation

- Thermal sizing methodology development of once-through steam generator

- Reactor pressure vessel surveillance program 

-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report of main components

- Alarm process and display method of an advanced reactor

- Analysis methodology report on the common cause failures

- TASS/SMR code topical report for SMART plant - Governing equations, numerical 
methods and system models

- TASS/SMR code topical report for SMART plant - User’s guideline, input 
requirement

● Technology systemization for the license application of the system design and analysis 
methodology and computer programs

- Validation of a Subchannel Analysis Code MATRA Version 1.0

- Impact of nozzle arrangement and pattern on the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 Design procedure and methodology report of main components

- Channel independency analysis of the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 Software safety analysis methodology

- Software safety analysis of the plant protection system

- Validation of the heat transfer model in the TASS/SMR for the steam generator

- TASS/SMR verification using benchmark problems 

- Evaluation of the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s 

- Analysis of a severe accident core melt sequence for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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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 of PPS design concept reflecting analysis results of typical accidents

- DNBR correlation using safety analysis

- PRHRS performance for the reactor trip

- Fuel integrity for the complete loss of coolant flow

- Fuel integrity for the abnormal reactivity accident

- ECCS performance for the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 Test Plan Establishment for Technology Verification

Test Plan

- Reactor flow model test

- Functional Verification Test of Prototype CRDM

- Irradiation embrittlement test for steam generator tube

-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test using VISTA facility 

- Performance test of the digital MMIS safety system

- MMI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st

- Integral effect test for the SMART plant 

Test Requirements

- Critical heat flux test requirement of the fuel assembly

- Heat transfer test requirement of the helical steam generator in transient conditions 

- Heat transfer test requirement of the condensing heat exchanger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technology or fundamental technology to the 
current/advanced power reactors

- Evaluation of specific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s of PWRs by using SAEP

-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the core protection method with 4-Channel CEA 
positions to OPR-1000 plants

- Applicability examination of 3-dimensional power synthesis method using in-core 
detector signals for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 A study of the applicability of the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of SMART 
to a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 Development of the top mounted in-core instrument system 

- Pump coastdown calculation method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mercial core protection system with software 
modularization method



- xxi -

● A Study on the design issues of an advanced reactor

- A study for simplification of the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 Review of design parameters for the simplification of reactor vessel assembly design 
concept

- Evaluation: reduction of steam generator height

- Review of NSSS requirements for down-sizing of the containment building

- State of the art: in-vessel control rod drive mechanism

- State of the art: canned motor pump operating in high temperature

IV.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establishment of the base for the licens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technology by system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technology, is accomplished.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

● Topical report preparation for license applic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design approval(SDA), topical reports are prepared for 

the following topics: thermal sizing methodology development of once-through steam 

generator, reactor pressure vessel surveillance program,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of 

main components, alarm process and display method of an advanced reactor, analysis 

methodology on the common cause failures, user's guideline and input requirement, and 

governing equations, numerical methods and system models of TASS/SMR code.

Thermal sizing methodology development of once-through steam generator: an integrated 

thermal sizing methodology for the once-through steam generator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ONCESG program was utilized to calculate the heat transfer area of the 

once-through steam generator to produce the rated thermal power for the given operating 

conditions and geometry. The limiting condition of operating parameters, measurement 

errors, fouling factor, plugging margin, and the uncertainty of analysis tool were reflected 

for thermal sizing of the once-through steam generator. The tube length, the radial/axial 

pitches, and the pressure drop through tube orifice have inevitably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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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s, which have also been reflected for thermal sizing of the once-through steam 

generator. Sensitivity studies of the operating parameters for the required heat transfer 

area of the steam generator were performed using the ONCESG program. The variation of 

operational parameters such as the primary coolant temperature at the steam generator 

inlet, the coolant flow rate, feed-water temperature, and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of 

steam were considered. It was described how to choose the number of steam generators 

and the outer diameter of a tube. The number of tubes and the radial/axial pitche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the ONCESG program.

The design requirements of the reactor vessel surveillance program for an advanced reactor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Korean MES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Notice are developed. It covers the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surveillance capsule assemblies including their test specimens, test block materials, 

handling tools, and neutron fluence and temperature monitors. 

A finite element model of a control rod drive mechanism is prepared to calculate natural 

frequencies and vibration mode shapes. Loads and moments due to seismic loads are 

evaluated at the fixed point of the control rod drive mechanism. Steam generator tube 

vibrations induced by Karman Vortex and turbulence flow are evaluated. Flow induced 

elastic vibrations of steam generator tubes are also evaluated. Mechanical integrity of 

steam generator tubes containing cracks under external pressure is verified by the detailed 

elastic and elastic-plastic finite element analysis. In the case of the uncracked steam 

generator tubes, the maximum allowable external pressure according to KEPIC MNB 3133.3 

is proven to be conservative by comparing with the maximum allowable pressure based on 

existing solutions.

An alarm reduction method and an ETD(elastic tile display) method that can enable 

operators to aware plant status easier even under the situation the massive alarms were 

generated because of the plant upset condition were developed, and their usefulness were 

verified. An evaluation of the ETD with a comparative method(HOTD; hierarchically 

overlapped tile alarm display) was performed using a measure of cognitive task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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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s the result, the ETD was better than the HOTD on the aspects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Through analyzing the effects of CCF (common cause failure) on reliability, we verified 

that equipment diversity using different processor boards can reduce the CCF and can be 

applied as a defense measure against the CCF.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CCF analysis 

due to impractical size of fault tree, simplified alpha factor model is selected as a CCF 

modeling method. The appropriateness of simplified alpha factor method was performed. We 

developed CCF analysis procedure for SMART digital safety systems through surveying 

the documents such as NUREG/CR-4780, NUREG/CR-5485, NUREG/CR-5801, and IEC 

62340. The selected CCF modeling method and the established CCF analysis procedure 

were used in preliminary CCF analysis.

TASS/SMR code has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design basis 

accidents of SMART plant. Two topical reports for TASS/SMR code are written. Volume I 

describes the overall structure of TASS/SMR, input processing, and the process of a 

steady state and transients calculations. In addition, basic differential equations, finite 

difference equations, state relationships, and constitutive models are described in volume I. 

Volume II describes the user's guide and input requirements for using TASS/SMR. The 

input is categorized and described in the areas of core power, primary system, secondary 

system, wall heat, flow path, and control system.

● Technology systemization for the license application of the system design and analysis 

methodology and computer programs

Systematically organized are technologies for design/analysis methodology of an advanced 

reactor and for the verification of computer programs so that they can be utilized as 

background documents for the standard design approval application hereafter. This report 

includes validation of a sub-channel analysis code MATRA without test related subjects, 

impact of nozzle arrangement and pattern on the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design 

procedure and methodology of main components, channel independency analysis of the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software safety analysis methodology, softwa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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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plant protection system, validation of the heat transfer model in the 

TASS/SMR for the steam generator, TASS/SMR verification using benchmark problems, 

evaluation of the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s, and analysis of a severe accident core 

melt sequence for SMART.

We consolidated the governing equations and major models of the sub-channel analysis 

code, MATRA which is applied to reactor core thermal hydraulic design. MATRA is 

verified with data from sub-channel flow and enthalpy distribution tests. By the analysis 

of the test results, the predicting performance and limits of applicable ranges of the 

MATRA is evaluated.

As one of critical parts in the evalua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an effective 

procedure complying with ASME code requirements of the arrangement of openings and 

nozzle reinforcement on the reactor pressure vessel is developed. 

The design procedure and methodology of major components (once through helical steam 

generator, reactor coolant pump and control rod drive mechanism) are systemized. Not only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components but also reasons of designing the major 

components are explained. Several design items needed to be improved are presented for 

the major components.

We reviewed recent regulatory trends about the inter-channel communication through 

analyzing various requirements and guidance documents such as IEEE Std. 384, 

NUREG/CR-6082, IEEE Std. 603 IEEE Std. 7-4.3.2, NUREG-0800 and DI&C-ISG-04. And 

we produced some evaluation criteria to evaluate the inter-channel communication 

independence of SMART MMIS. To satisfy the inter-channel communication independence, 

we drew up a list of credible failures which are hazardous to the data integrity and 

reviewe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each credible failures. Based on these evaluation 

criteria and counter measures, we analyzed the inter-channel communication independence 

of SMART M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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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ftware safety analysis methodology including hazard factors, fault tree analysis,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and checklist is developed. Using th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methodology, failure causes and results of the plant protection system are 

qualitatively analyzed and a validation method against the causes are described.

The validation of the Steam Generator (SG) heat transfer model programmed in 

TASS/SMR code is performed using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from the prototype as 

well as the scaled-down test of the SG cassette. The results show the calculated major 

parameters, such as pressures at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side of SG, coolant 

temperature at the exit side of SG and heat flux through SG,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d data. Also several standard thermo-hydraulic problems were selected and the 

assesment of TASS/SMR code with the selected problems show the theoretical solutions 

are well predicted by TASS/SMR code.

MELCOR code will be used for the severe accidents analysis of SMART plant. The 

thorough understandings of the models implemented in MELCOR code for in-core as well 

as ex-core accidents phenomena promote models improvement for the proper prediction of 

SMART severe accident. Several items are to be considered. The list of these items as 

follows, the process of core damage, the re-criticality of damaged cor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control elements assembly, fuel temperature behaviour and core level 

tracking after core un-coverage, oxidization and failure of fuel cladding after fuel rod 

oxidization,

SCDAP/RELAP5, the best-estimate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is used to simulate Total 

Loss Of Feed Water (TLOFW) from the accident beginning until reactor vessel is 

collapsed. The results show reactor vessel is damaged from high temperature creep due to 

the increased temperature of reactor vessel internals before molten core is re-positioned in 

lower hemisphere of reactor vessel. The specific modelling of reactor vessel internals and 

the exact location finding of high temperature creep are to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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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 of PPS design concept reflecting analysis results of typical accidents

Design concept of PPS is improved and design completeness is enhanced through feedback 

of the safety analysis results so that it can be utilized as reference data for the technology 

verification and standard design of an integrated primary system reactor in the future. 

Furthermore, proposed are core configuration for the reactor of 330MWt and man-machine 

interface system applica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PRHR) system is 

conducted by the analysis of the loss of feed water flow acciden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integrity of fuel is maintained, but the repeated stroking of the pressure 

relief valve (PRV) installed in PRHR takes place. The re-positioning of the compensating 

tank and the reduction of the connecting pipe water inventory in the upper side of a heat 

exchanger lessen the opening/closing frequency of PRV. In concern of the minimum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DNBR), the integrity of fuel was assessed with the 

complete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 The fuel gap conductivity and the coast-down time 

of Reactor Coolant Pump (RCP) are evaluated as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determination of minimum DNBR. The influence of CHF correlations is not significant. For 

the fuel integrity cased by reactivity induced accidents, the analysis of single control 

element assembly (CEA) withdrawal accident is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show in 

order to sustain the safety margin for minimum DNBR, the reactor trip signal caused from 

the relative deviation between CEA positions is essential.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safety system of SMART is performed with SBLOCA analysis. The 

sensitivity analysis performed by varying Safety Injection (SI) flow-rate for the all break 

locations spectrum. The results show core remain covered for the all sizes of breaks with 

the increased SI flow-rate of 225%.

Required core flow rate is evaluated by thermal margin analysis on the various numbers of 

fuel assemblies and various heated lengths for 330 MWt nuclear reactor core. Finally, 

steam generator inlet temperature is set 323℃, minimum required flow rate is evaluated as 

2,090 kg/sec for the core with heated burnable poison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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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of licensing criteria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I&C systems and the 

modification of the design and function requirements of the plant protection system and the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were performed to improve the safety. Schemes to 

establish a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for developing a highly reliable software and to 

construct a total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cedure were established. Schemes to improve 

a safety of MMIS by establishing reliability analysis methods and selec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 Test Plan Establishment for Technology Verification

In order to produc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components and thermal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systems in an integral reactor and to verify the computer programs, 

verification plans are prepared for the following: reactor flow model test, functional 

verification test of prototype CRDM, irradiation embrittlement test for steam generator tube,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s test using VISTA facility, performance test of the 

digital MMIS safety system, MMI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st, integral effect test for 

the SMART plant. Also prepared are requirements of tests which will be carried out by 

other institutes: critical heat flux measurements of the fuel assembly, heat transfer test 

requirement of the helical steam generator in transient conditions, and heat transfer test 

requirement of the condensing heat exchanger.

The flow distribution will be tested by the reduced reactor model. The test results of the 

differential pressure in the flow path and the flow and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reactor 

will be produced and used for the assessment of the hydraulic effects in the reactor.

The functional verification test plan of a prototype CRDM is prepared. Test items of the 

test plan consist of operating life test, drop time test, lifting force test, cooling performance 

test, endurance test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Most of the material properties of alloy 690 are evaluated as a possible material for steam 

generator tubes. But information related to the irradiation embrittlement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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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690 is not enough so a material test plan is prepared to get irradiation embrittlement 

data for alloy 690 at HANARO in KAERI. Three neutron fluence levels, 1E22 n/m², 1E23 

n/m² and 1E24 n/m² are applied to the irradiation test.

A simulating experiment for SBLOCA phenomena is essential for the safety analysis and 

the system desig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system and saturated steam 

pressurizer upon the existing VISTA equipment will be the resonable option.

The safety of a digital I&C system applied to new reactor should be proved by using 

analytical and experimental method parallel. The functional safety, the software safety, and 

the hardware safety will be serially proved in a systematic manner.

In the test for HFE(human factors engineering)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he 

HSIs(human-system interfaces) developed using the design principles of HFE will be 

verified and validated whether it supports the operators' tasks derived from 

EOG(emergency operating guidance).

The CHF (Critical Heat Flux) test on a fuel assembly will be performed to evaluate the 

CHF characteristics of a fuel assembly of the SMART. CHF test requirement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geometries of 6 different test assemblies, test ranges, and a test 

matrix.

The purpose of the steam generator heat transfer experiments is to verify and to validate 

TASS/SMR code under the anticipated transients of SMART. The selection of measured 

parameters, the list of experiments are decided.

The purpose of the condensing heat exchanger heat transfer experiments is to verify and 

to validate TASS/SMR code under the anticipated transients of SMART. The measured 

parameters and the experiments range are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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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technology or fundamental technology to the 

current/advanced power reactors

During development of an integral reactor, original technologies or fundamental technologies 

are acquired. Studies are performed to suggest that some of these technologies can be 

applicable to the current or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s. 

SAEP (Specific Activity Evaluation Program) for the evaluation of the specific activities in 

the primary coolant of reactors due to fission products has been developed, which can be 

applied to the new concept nuclear reactor such as SMART as well as commercial PWRs 

in existence. Specific activities in the primary coolant are evaluated by SAEP against 

reactor plants which are being operated currently in South Korea. From the evaluation 

results, SAEP can be widely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specific activities in the primary 

coolant for the new concept nuclear reactor development phase as well as already 

developed PWRs.

A new core protection method with 4-channel CEA positions used in SMART core 

protection system has been applied to the domestic commercial plants and its feasibility 

has been evaluated. By adopting this method, it is expected that unnecessary channel or 

reactor trips will be decreased considerably. However, some system changes including CEA 

must be set forth as a prerequisite to apply this method.

The PCM3D method that is developed for a 3-D power synthesis method of SCOMS 

(SMART COre Monitoring System) is applied to the domestic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and then its applicability is examined. The computational results showed that the 

PCM3D method could be applicable to the domestic commercial plants and it could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the thermal margin due to the high accuracy in the 

synthesized power distribu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PRHRS) of the SMART to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was investigated. The current design method of the three 

main components of PRHRS - heat exchanger, makeup tank and emergency cool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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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size of them for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sign method of the PRHRS of the SMART can be applied 

to design the PRHRS of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and PRHRS can replace the 

auxiliary feedwater/main steam relief valve system.

The design concept for a top-mounted ICI system and its support structure are developed, 

which provides the installation of ICI system through the top of reactor vessel closure 

head. The ICI support structure is consisted of the penetrations on reactor vessel closure 

head, seal elements for ICI, and support frames for various instrument guide tubes.

Parameters influencing pump coastdown are studied to predict coastdown characteristics of 

a canned motor pump having less the polar inertia of a shaft than the fluid mass inertia in 

flow loop. The coastdown characteristics of a canned motor pump predicted by governing 

equations should be compared with the coastdown test results. 

A software modularization method for SMART COre Protection System(SCOPS) was 

developed to overcome the aspects of hardware and software weaknesses of the 

conventional core protection calculator. The independences between SCOPS channels were 

accomplished by implementing CPC(core protection calculator) and CEAC(CEA Calculator) 

as a software module on a single board. The cabinets of CPC and CEAC were eliminated 

in SCOPS because the single board can be installed as rack in four(4) Plant Protection 

System cabinets.

● A Study on the design issues of an advanced reactor

To enhance the economics and technology realization of an advanced reactor, studies are 

performed for the following areas: simplification of the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simplified design concept of reactor vessel assembly, evaluation and reduction of steam 

generator height. NSSS requirements are set up for the downsizing of a containment 

building. Literature search is performed about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required for 

the safety enhancement of an advanced reactor in the future: in-vessel control rod drive 

mechanism and canned motor pump operating in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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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cation of the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CVCS) was investigated. First 

of all, the functions that must be performed in the CVCS were found by studying the 

codes and standards. The CVCS's in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OPR1000 

and APR1400 of CE-type and Kori 3, 4 and AP1000 of Westinghouse-type, were compared. 

In doing so, we were able to get some ideas to simplify the CVCS. Adapting new 

technologies was also considered in the study. Several ways were suggested as follows: 1) 

to remove the reactor coolant pump seal inject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anned motor 

pump; 2) to remove the volume control tank by introducing the high pressure purification 

loop; 3) to adopting the enriched boron; 4) to remove the gas stripper; 5) to remove the 

equipments or systems that requires to exchange and regenerate the ion exchange resins 

by introducing the Continuous Electrodeionization or the Electrochemical Ion Exchange 

process instead of ion exchangers; 6) to remove the boron recovery system.

To simplify the general arrangement of reactor vessel assembly, critical design parameters 

are introduced and degree of association in each parameter is reviewed. The key parameter 

includes the increase in pressurizer volume, design modification of reactor closure head and 

lower head profile, introduction of displacer in the free space, and the handling scheme of 

ICI support structure. 

It is studied to reduce the steam generator height. 20~35% of steam generator height and 

at most 10% of original reactor volume can be reduced if the outer diameter of steam 

generator tube is reduced from 12 mm to 8~9 mm. But in-service inspection of the steam 

generator tubes may be difficult due to the reduced tube diameter.

To develop the design requirements to down-size the reactor building, requirements for 

withdrawal and storage of reactor head structure assembly and reactor internal structures 

are reviewed. And the impacts on the design of reactor building due to the size of reactor 

internal structures and their lifting equipments, the height of storage stands, requirements 

for reactor head structure withdrawal, and the ICI maintenance procedure a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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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technologies related to an in-vessel type control rod drive mechanism are 

investigated to get an idea of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rod ejection accidents and the 

penetration of the vessel head, which can provide a compact design of the reactor vessel 

and containment.

Technologies related to the canned motor pump without cooler are surveyed to avoid 

complexity of pipe arrangements around the reactor. There are some technologies about 

no-cooler canned motor pump for small electric power but most of the canned motor 

pumps for large electric power still use coolers to cool its motor.

V. Proposal of Applications
Topical reports will be used for the efficient licensing process of future standard design 

approval of SMART providing detail descriptions on the safety-related topics of importance 

among various expected technical issues by pre-application and review. Furthermore, 

systemized design and analysis methodology of nuclear reactor system can be used for the 

design of an advanced reactor hereafter. Technology required for the license of a computer 

program will be used directly as a background material for the license application.

PPS design concept is improved by reflecting safety analysis results and will be used as a 

reference system concept for the SMART standard design. Also the study on the design 

issues of an advanced reactor will be used for the better economics and system 

simplification of SMART. Status of art report on the control rod drive mechanism and high 

temperature canned motor pump will be useful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an 

advanced reactor and components hereafter.

As a master plan, each verification test plan developed in this project is directly applicable 

for the SMART verification. Developed test requirements will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est plan hereafter. These test plans and requirements form detailed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required test plan of an advance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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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MART project, developed are patents, computer programs, test results, and 

system/component concepts of an advanced reactor. By applicability assessment of these 

original or fundamental technologies to the current or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bases 

are established on which verified technologies can be introduced to the current/advanced 

power reactors and technology development can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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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지구 온난화 방지를 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이고 

아울러 부존자원의 보존을 해 원자력 에 지의 활용 증 를 극 검토하는 추세이다. 2007년 

발리 로드맵 채택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한 책을 수립할 

시기가 되었다. 한 개도국을 심으로 에 지 안보를 확보하기 하여 원자력 이용 요구가 

증 되고 있는 등 원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유가 불안에 따라 원자력에 지 

이용의 확 가 가장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소형원자로는 분산 원 지역이

나 력 그리드 용량이 작은 개도국,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를 고려하는 물 부족 국가 

등을 심으로 심과 수요가 증 되고 있다.

해수담수화  소용량 력생산, 지역난방 등 다목  활용이 가능한 소형원자로는 지구 온난

화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체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에 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IAEA의 

해수담수화 로그램에 따르면 물 부족 국가  개도국의 해수담수화 에 지 공 과 력 생

산을 한 소규모 원 의 수요가 증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국, 이집트, 인도, 이란, 모로코, 키스탄, 러시아, 튀니지 등이 IAEA 해수담수화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요르단은 2015년 가동을 목표로 해수 담수를 한 원자력발 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동 지역 아랍국은 각국의 원  개발 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력생

산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에 지원 활용등 원자력 이용의 다변화가 추구되고 있다.

세계 으로 원자력 에 지의 주 활용시장은 용량 발 로 심으로 형성되었지만, 2000년  

이후 비발 분야 활용을 겨냥한 소형원자로도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인 원

시장의 확장과 개방화에 따라 국제시장 선 을 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

발 인 소형 일체형원자로는 국제 으로 랜드 인지도가 높고 소형원자로  개발 정도

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량 원  도입이 불가능한 인 라 부족국가 ( 력망 크기, 국가 기반시설, GDP 규모 등의 

제약) 혹은 개도국에서의 소형 원  수요에 응하기 해서 우리 고유의 소형 원  모델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 일체형원자로 사업을 통하여 지속 으로 개발하여온 원자

로 설계기술, 설계ㆍ해석용 산코드, 설계  해석 방법론 등 원천기술에 한 개발성과  

결과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향후 활용에 비하여 지 까지 개발  연구 작업한 지식을 총 정

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지식 축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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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코드 등 원천기술을 후속 업무 혹은 상용 원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지속

인 기술 발 의 기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PPS(사 실시용역)를 통하여 개발된 

원자로 모델의 안 성을 확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표 인 설계기 사고에 한 

안 해석 결과를 반 한 개념설계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한 신형원자로의 설계ㆍ해석에 활용되는 기술의 심층화  

체계화를 통하여 원천기술 인증을 한 기반을 확보하기 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개발 범 는 

다음과 같다.

인가를 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작성한다. 제작 공차  운  조건을 고려한 종합 인 류

형 증기발생기 열  크기 설계 방법론을 개발하고, 성자 조사에 한 원자로 용기의 감시 계

획을 수립하기 하여 일체형원자로의 특성을 반 한 통합 인 감시계획을 개발한다. 원자로냉

각재계통 주기기의 기계  건 성을 확인하기 하여 제어  구동장치에 한 내진평가, 증기

발생기 열 에 한 유체유인진동 평가와 열  단에 한 외압 평가  열 거동 평가

를 수행한다. 주제어실에서 경보 다발 상황 발생 시 운 원의 랜트 상황 단 능력 하에 

비하여 신형원자로 경보 처리  표시방안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디지털 안 계통의 공통원

인고장 분석 차를 수립하고, 비분석을 수행한다. 한, 원자로 안 해석 코드인 

TASS/SMR의 코드 사용자 지침서  구조, 계통 모델링, 수치해석 방법 등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신청에 비한다.

원자로계통 설계/해석 방법론  산코드 인증에 필요한 기술 체계화를 수행한다. 노심열수력

해석에 필수 인 부수로해석코드 MATRA의 검증을 하여 기존 시험자료 수집을 통한 

MATRA 코드 검증을 수행한다. 최 화된 노즐 배치 차 개발을 하여 기술기 , 노즐 보강 

한계 요건, 가동 검사 요건을 포함하는 배치 차를 개발하고 노즐 배치 평가를 수행하며, 설

계 단계에서 증기발생기, 제어 구동장치, 원자로냉각재펌  등의 건 성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 차  이에 따른 방법, 기술, 공식 등을 정리하여 주기기 설계 방법론을 정립한

다. 안 통신망에서 한 채 의 고장이 다른 채 의 안  기능에 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안  통신망 채 간 독립성 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고, 분석을 수행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

며, 표 설계인가에 요구되는 MMIS 안  등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  지침을 개발

하고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결함을 분류하고 비 해도 목록을 작

성하며 소 트웨어 고장 유형  향분석을 통하여 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평가를 수행

한다. 안 해석 코드인 TASS/SMR 검증의 일환으로 정상상태 증기발생기 열 달 시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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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계산을 수행하고, 표 문제를 이용한 코드 검증 기술보고서를 작성한다. 한 일체형원자

로에 한 사고 해석코드의 용성을 평가하며, 수유량 완 상실사고시 노심손상 경 를 

해석한다.

표사고 안 해석 결과를 반 하여 PPS 설계개념을 보완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PRHRS: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의 성능 해석을 통하여 안 감압밸 의 개폐 반복

상을 제거하기 한 설계 개선안을 제시하고, 냉각재유량 완  상실사고 해석을 통하여 핵연료 

건 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반응도 이상사고 해석을 수행하고 핵연료 건 성을 평가하여 최

소 핵비등이탈율 (MDNBR: Minimum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여유도 확보를 

한 원자로 정지 신호 도입의 정성을 평가한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 (SBLOCA: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여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주입펌 의 주입유량을 결정한다. 

기술검증을 한 검증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시에는 필수 으로 시험에 

의한 계통/기기의 성능  안 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하여 원자로 유동 분포 시험, 제어

구동장치 검증 시험, 증기발생기 열  성자 조사 시험, SBLOCA 모의 시험, 디지털 

MMIS 안 계통 검증시험,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 종합열수력검증 시험에 한 계획서

를 작성하고, 핵연료집합체 water loop CHF (Critical Heat Flux) 시험, 사고 조건에서의 증기

발생기 열 달 시험, 한 사고 조건에서의 PRHRS 열교환기 열 달 시험 등 한원(연)에서 자

체 으로 수행하지 않는 시험에 한 요건서를 작성한다. 

원천기술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 에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범용으로 개발된 SAEP 코

드를 국내에서 가동 인 모든 원자력 발 소의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를 통하여 기존

의 원자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신형 원자로 개발 단계에서도 리 활용이 가능함을 보

인다. 4채  제어 집합체 치 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방법론이 상용 원 에 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노내계측기 (ICI: In-core Instrumentation) 신호를 사용한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

론이 상용 원 에 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국내 상용 원 을 상으로 출력분포를 계

산하고 기존 결과와 비교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상용 원  용성 평가를 하여 상용원자

로에 피동잔열제거계통 개념을 용하고 주요기기의 비 용량을 산정하며, 추가 으로 필요한 

기술  과제를 도출한다. 노내계측기를 원자로 상부 덮개에 설치하는 기술을 신형로에 용하

기 하여 ICI 지지구조물의 형상을 개발하고 용성을 평가한다. 원자로냉각재펌  (RCP: 

Reactor Coolant Pump)의 성서행 운 특성 해석 방법을 체계화하여 상용/신형 원 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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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 노심보호계통을 검토하고 노심보호계통 기능모듈 분석을 통하

여 상용 원  노심보호계통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신형원자로 설계 안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신형원자로의 경제성을 높이기 하여 화학  체

제어계통 (CVCS: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의 계통 기능  구성 등에 한 

조사 연구를 통한 CVCS 설비 최소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원자로 집합체 설계 개념의 단순

화 방안을 제안하여 경제성, 유지 보수성을 높이도록 한다. 한 원자로의 높이를 낮추기 한 

방법으로 증기발생기 높이 축소 방안을 제시하고 향을 평가한다. 격납 건물의 크기를 이기 

하여 련된 NSSS 요건을 평가하여 격납 건물 크기와 련된 주요 설계 인자를 도출한다. 

한, 원자로의 안 성 향상을 해 신형원자로 개발에 고려되는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되는 

제어  구동장치 개념  고온용 canned motor pump에 한 설계 기술 황을 조사하여 향후 

기술 개발을 한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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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1  국외 기술개발 황

원자력발 소는 1세 ( 창기, 1950~60년 ), 2세 (상용원 , 1970~80년 ), 3세 (개량형, 1990

년  이후)와 4세 로 분류한다. 3세 는 수냉각 원자로 주의 ( 체 원 의 약 70%) 원 이

며 3.5세 는 피동안  는 일체형 원자로의 특징을 가져 안 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향후 15년 이내 도입 가능한 원자로다. 4세  신형 원 은 국가별 개발보다는 국가간 연합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주도의 제4세  원 (Gen IV)과 IAEA 주도의 INPRO(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Programs)가 있다.

  
  
  
  
  

 
제 1 세대 

  
  
  
  

제 2 세대 

  
  
  

제 3세대 

  
  

 
제 3＋세대 

  

 
제 4 세대 

50, 60 년대초 

초기 원자로 

60 년대 이후 

상용화 원자로 

90 년대 이후 

표준/개량형 

원자로 

향후 15 년 이내 

도입 가능한 원자로 

미래 혁신 

원자로 2030년 

이후 상용화 

목표 

 

 

 

그림 2.1-1 세 별 원자로 개발 분류

재 세계 으로 안 성  경제성 제고에 을 둔 소형원자로(IAEA 분류기 : 기출력 

60만kW 이하 원 ) 개발은 원자력 선진국을 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목 은 소규모 력생산, 지역난방, 해수담수화와 력생산을 동시에 병행하는 열병합, 선박 

추진동력원 등 매우 다양하며 이들 부분은 안 성이 획기 으로 제고될 수 있는 피동안  

개념의 일체형 원자로 형태이다. 특히 2000년 에 들어와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와 같이 높은 

안 성과 넓은 활용범 를 가진 다목  소형원자로의 활용과 시장형성 망이 밝아짐에 따

라 경쟁 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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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90년  반 이 에는 소형원자로의 활용성에 한 인식 부족

으로 개발노력이 다소 미흡하 으나 '90년  후반부터는 향후의 원자력 기술시장 망이 소

형원자로에 해 매우 호의 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

해질 것으로 측된다. 한 이들 부분 선진국들의 기술 수 은 이미 매우 높은 수 에 이르

고 있으므로 그 개발 속도도 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 미국을 심으로 하는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의 비 에 따르면 재 32개국에 약 440기의 원자력발

소가 가동 에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약 10여 개국 이상이 새로이 원 을 도입하게 될 것인

데 부분의 새로운 원  도입국들은 력망 용량이 용량 원자력발 소를 도입하기에는 부

합하여 소형원자로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한 세계 원 시장의 확

장과 개방화에 따라 소형 원자로의 국제시장 선 을 한 경쟁 심화되고 있다. 주요국의 개

발 인 소형원자로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웨스 하우스사 주도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IRIS (350 MWe)를 다국간 력으로 

개발 이며 미국 내에서 pre-application 단계에 있다. 장주기 설계, 핵확산 항성 제고, 경

제성 향상, 피동안 개념 도입, 모듈개념 확장,  폐기물 생성량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출력을 100MWe로 인 IRIS-100의 개발 착수하 다1). 한 아이다호 국립연

구소, 오 곤 주립 , 벡텔 등 원자력 기 의 력으로 다목  소형 경수로 MASLWR를 개

발 으로 모듈 한개는 35 MWe로 30개를 한 부지에 설치하여 1,050 MWe를 발 하며 모듈별

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로부터 새로운 벤쳐회사인 NuScale Power 에서 MASLWR

에 기원한 45MWe의 자연순환로를 개발하고 있다.2)

일본은 일체형원자로인 IMR을 미쓰비시 공업 주도 하에 교토 학, 력 앙연구소, 일본 원

자력주식회사의 력으로 개발 이며, 산업계를 심으로 다양한 용량의 신 개념 소형원자

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최근 도심 지하에 건설하여 냉난방, 

온수공  등을 목 으로 하는 피동형 일체형원자로인 PSRD를 연구하고 있으며 해안 지역에 

건설하여 력을 공 하는 방안도 연구 에 있다. 비 력 분야 활용을 한 선박 추진동력원

으로 출력범  100/200/300 MWt  일체형원자로인 MRX와 심해탐사정 동력원으로 150 kWe

 DRX 개발이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집 으로 추진되어 재 기술검증을 수행하고 개발 

완료된 상태이다.

1) www.world-nuclear.org Information Papers Small Nuclear Power Reactors, World Nuclear Association, July 2008.

2) http://www.nuscalep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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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소규모 원자로 개발과 이의 활용에 가장 극 인 국가이며, 지형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 지역난방  력생산용 원자로 개발이 특징 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신

기술이 목된 지역난방용 일체형원자로인 AST의 건설을 재개할 정이며, 열병합용 분리형 

원자로인 VBER를 개발 이다. OKBM의 KLT-40S가 건설 허가된 상태이다. OKBM은 KLT 

원자로를 체할 RITM-200을 개발 이다. RITM-200은 210MWt ( 기출력 55MWe) 출력의 

일체형 가압경수형 원자로이다. OKBM은 한 열출력 45MWt의 ABV를 개발 에 있다. 

ABV의 노심은 KLT와 유사하다.

랑스의 Technicatome (Areva)는 수출을 목표로 력, 열, 해수담수화 등 다목  원자로를 

NP-300 PWR을 개발했다. 피동형 안 계통을 설치하고 기출력 100～300MWe, 해수담수화 

능력 500,000 m³/day의 용량이다.

국은 원자력기술의 자립화에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로 발 용 원자로의 독자설

계, 건설, 수출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지역난방용 원자로를 독자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기

술수 도 건설, 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수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 이 독일과 력하여 지역난방용 일체형 원자로인 NHR-5 (5 MWt)를 개발, 건

설하여 3년간에 걸친 실증시험을 성공 으로 마무리하여 련 기술을 확보하 으며, 이러한 기

술 수 을 바탕으로 용량이 격상된 지역난방용 NHR-200을 개발 완료하여 건설 비 에 있

다. NHR 원자로는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에 지원으로도 활용할 정으로 국은 

1990년  후반 모로코와 NHR-10 (10 MWt)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8,000 톤/일 담수생산에 활

용하는 랜트 건설 타당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독자 기술을 이용하여 일체형원자로인 CAREM (27 MWe)에 한 기본

설계와 주요 열수력 검증시험, 기기의 기계  성능시험 등을 완료하고 최근 건설을 계획 에 

있다. 동 원자로는 소규모 력생산, 해수담수화 에 지원, 산업용 열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

는 원자로이다. 련 시험 설비로는 임계시설과 열수력 시험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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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기술개발 황

원자력 해수담수화 에 지원으로의 활용과 소규모 력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소형 일체형

원자로에 한 연구개발을 정부 주도로 '96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연

결시켜 '97년 7월부터 본격 으로 일체형원자로 개념설계에 착수하여 '99년 3월 개념설계개발

이 완료되었고, 이후 '02년 3월 원자로계통에 한 기본설계개발이 완료되었다. 일체형원자로

는 열출력 330 MWt로 개발되었으며 인구 10만 도시에 물과 기를 공 할 수 있는 용량인 

기출력 90 MWe  담수 생산용량 40,000 톤/일로 개발되었다.

'02년 7월부터 '06년 2월까지 SMART의 종합 인 기술 실증을 한 1/5 scale SMART 연구

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기간 에 개별효과시험, 축소모델 고온·고압열수력 검증시

험, 핵심기기(증기발생기, 제어 구동장치, 냉각재펌 )의 축소규모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시

험을 수행하 다. 한편 SMART 연구로 건설을 통한 SMART 기술 검증 방안에 한 재평가

가 수행되었다. 재평가 결과 SMART 연구로를 통한 SMART 기술 검증 방안은 핵연료 등 핵

심 개념이 상이하여 기술 실증의 유효성에 한 논란이 우려되고, SMART 연구로의 건설 이

후 활용방안 불확실  운 재원 조달이 곤란하고, 건설 사업비가 당  계획보다 상당액 증가

하는 등의 문제 이 지 되어 SMART 연구로 건설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SMART 개발방향 

설정  설계개선을 한 PPS(사 실시용역)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06. 6월 과학기술 계장 회의에서 SMART 사업성 검토  추진 략 수립과 SMART 설계 

최 화 방안 도출을 하여 SMART PPS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 다. 

'06년 7월부터 '07년 6월까지 'SMART 원자로계통 설계 PPS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는 

기 수행된 기본설계 개발  SMART 연구로의 인허가시 도출된 제반 기술 안  인허가 

안의 해결방안을 평가하고, 원자로계통의 설계최 화 방안을 도출하며, 련 기기 제작성  

유지보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함으로써 기술구 성, 인허가성  경제성을 증진하는데 목

이 있었다.

해수담수용 원자로 SMART는 국제 brand화 되어 내외 으로 리 알려져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는 국내외 학술회의 는 학술지에 발표되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 IAEA

는 재 개발 인 소형원자로  SMART를 개발 진도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 

3) IAEA-TECDOC-1451, Innovative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s: Design features, safety approaches and R&D trends, IAEA, Ma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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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 으나, 향후 기술검증을 통해 해외 진출에 

필수 인 기술입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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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1  인가를 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3.1.1  류형 증기발생기 열  크기 설계 방법론 보고서

가.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  크기를 결정하기 한 종합 인 설계방법론

을 개발하는 것이다.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  크기를 결정하기 해서는 주어진 운  

조건  기하학  조건에 해 열출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류형(직   나선 열 형) 증기발생기의 열수력학  설계 

 성능분석을 해 ONCESG 컴퓨터 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

본 인 해석 로그램을 활용해 류형 증기발생기의 높이를 최소화시키고 2차측 사이클 

효율 증가 요건  터빈 유입 증기 요건의 반  등을 고려해 열  설계를 수행한다. 한

편, 추가 으로 실제 류형 증기발생기 제작 과정 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작 

오차가 열수력 성능이 미칠 수 있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열  크기 산정시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  크기를 결정하기 해 고

려해야할 다양한 인자를 검토하여 종합 인 설계방법론을 개발하 다. 

나. 연구범  

(1) 증기발생기 열 크기 평가 로그램 (ONCESG) 검증

(2) 류형 증기발생기 설계요건  운 /제작 편차 고려

(3) 류형증기발생기 설계 변수 민감도 계산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증기발생기 열 크기 평가 로그램 (ONCESG) 검증

ONCESG 로그램은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수력학  설계  성능분석을 해 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로그램이다 [3.1.1-1]. ONCESG 로그램에서는 기존에 실험 

 이론 인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열 달  압력강하 상 식이 사용되고 있다. 

ONCESG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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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류형 증기발생기 설계 자료 활용

MRX는 일본에서 개발 인 열출력 100 MWt의 선박용원자로인데 나선형 열 을 

사용하는 류형 증기발생기를 도입한 일체형원자로이다 [3.1.1-2]. MRX의 증기발생

기는 388개의 열 을 CSB (Core Support Barrel)와 PV (Reactor Pressure Vessel) 

사이에 나선형 코일 형태로 감은 구조를 갖고 있다. 나선형 코일의 배열은 반경방향으

로 25열을 감았는데, 감긴 나선형 코일의 길이를 비슷하게 하기 해 CSB쪽의 최내열

은 13개의 열 을 그리고 PV쪽 최외열은 21개의 열 을 감아올린 구조이다. 표 

3.1.1-1은 MRX 증기발생기의 제원  운 조건과 ONCESG 로그램을 이용한 수치

모의 결과를 보여 다.

(나) 고온고압열수력시험장치 시험결과 활용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것은 가압기이다. 고온고압열

수력시험장치(VISTA)는 SMART 연구로의 정상 상태  과도 상태를 모의할 수 있

도록 SMART 연구로를 기 으로 하여 높이비 1/1, 면 비 1/96, 체 비 1/96, 온도  

압력 1/1로 설계/제작되었다 [3.1.1-3]. 고온고압열수력시험장치는 종합실험장치로서 1

차계통, 2차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등의 주요계통과 보충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질

소공 계통 등의 보조계통으로 구성되었다. 각 계통에는 SMART 연구로의 열수력 특

성을 모사하기 하여 가열 , 히터, 제어밸 , 열교환기 등의 주요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고온고압열수력시험장치를 이용해 류형증기발생기의 체 열 달계수에 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표 3.1.1-2는 SMART 연구로와 고온고압열수력시험장치의 증기

발생기가 36%와 100% 유량의 정상 운  조건일 때 증기발생기의 체 열 달계수의 

비교 결과를 보여 다. 열 달계수에 한 비교 결과는 고온고압열수력시험장치의 증

기발생기가 36%와 100% 유량에서 설계값보다 각각 2.7%와 7.1%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다. 

(다) SMART 연구로 증기발생기 시험결과 활용

SMART 연구로의 류형 증기발생기에 한 열수력성능시험과 수명시험이 러시아의 

OKBM에서 수행되고 있다 [3.1.1-4]. 열수력성능시험의 목 은 정상 출력 운 조건, 

기동/냉각 운 조건, 피동잔열제거계통 운 조건에서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수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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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SMART 연구로의 류형 증기발생기에 한 열수력성능

시험이 완료된 후 그 결과는 ONCESG 로그램 검증에 활용될 수 있다. 

(2) 류형 증기발생기 설계요건  운 /제작 편차 고려

(가) 류형 증기발생기 설계요건

SMART 원자로에서는 증기발생기가 원자로 내부에 설치된다는 공간 인 제약  운

 요건을 고려하여 2차측 수가 열 의 내부로 흐르고 원자로냉각재측 냉각재가 

열  사이로 흐르는 류형 증기발생기가 도입되었다. 류형 증기발생기는 출력 

운  기간 에는 과열증기를 생산하고 원자로 냉각운  에는 원자로냉각재측의 열

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SMART의 류형 증기발생기는 정격 출력 운  시 30℃ 

이상의 과열증기를 생산한다. 류형 증기발생기는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열 , 

수헤더와 증기헤더, 그리고 열  지지물이 포함된 형태이다.

SMART 증기발생기의 설계는 기본 으로 핵증기공 계통의 설계/운  요건과 원자

로용기내/외부의 기하학  형태가 결정된 후 시작된다. 상  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열

수력학  성능을 내기 한 열 면  산정은 ONCESG 코드를 이용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서 얻어진 열 면 을 바탕으로 열  배치  증기/ 수 헤더의 형상설계가 

이루어진다. 증기발생기 주요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격출력조건에서의 열 달 성능 만족

- 1차측 압력 강하 최소화

- 원자로용기 내부 설치 가능

- 정상/비정상 상태에서의 성능 요건 만족

- 터빈 사이클의 열평형 최 화 반

SMART의 증기발생기 설계는 인허가  경제성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수

행된다. 인허가 측면에서 가동  검사가 가능하도록 열   증기/ 수 헤더가 선

택/배치되어야 한다. 이와 련되는 설계 변수는 열  직경, 열  코일링 직경, 노

즐  헤더 형상이다. 열  재료 선정 시 가능한 한 산업계 표 에 등재된 재료가 

사용할 경우 인허가 과정이 좀 더 용이해진다. 증기발생기가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어 

운  에 고장/ 손이 발생하거나 열수력학  성능이 제 로 나오지 않을 경우 보수 

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증기발생기가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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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증기발생기 높이  직경에 한 제한 요건이 존재한다. 증기발생기의 주요 설계 

요건과 련 설계 인자를 정리해 보면 표 3.1.1-3과 같다. 증기발생기 설계 과정 에 

증기발생기 련 법규  표 을 수하면서 증기발생기가 최고의 성능을 내기 한 

설계 변수 최 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류형 증기발생기 열 의 개수, 

열  ID/OD, 피치 등에 한 민감도 계산이 필요하다. 

(나) 류형 증기발생기 운  편차 반  방법

SMART의 증기발생기는 정격출력운  조건(100% 출력)을 기 으로 설계된다. 즉 

100 % 출력운  조건에서 운 변수의 불확실성, 막음 여유도 등을 고려하여 30℃의 

과열도를 가지는 증기가 생성되도록 설계된다. 증기발생기의 열수력설계 설계시 고려

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운 변수의 운 제한조건

- 계측기 오차

- Fouling Factor

- 막음 여유도

- 해석코드의 불확실성

SMART의 증기발생기 설계시 사용된 정격출력운 은 표 3.1.1-4와 같다. 표 3.1.1-4

에 서술된 원자로냉각재 최소유량에서 증기발생기 우회유량 4%를 고려하여 설계에 

사용한다. 재 설계에서 노심 우회유량이 4%로 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증기발생

기 설계 련하여 동일하게 4%를 가정된다. 각각의 증기발생기는 정격출력조건 

(100% 출력)에서 운 편차를 고려해 과열도 30℃의 증기를 생산해야한다. 기존 C/E 

방법론에서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시 운  변수의 편차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다. 증기발생기 열 면 은 계약 조건(일반 으로 정격 조건)에서 증기 압력이 정격 

값이 나오도록 결정된다. 즉 증기발생기 설계자는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시 1차측

/2차측의 모든 변수의 운  편차에 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 련 운  변수는 다음과 같다.

-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 1차측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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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측 압력

- 2차측 증기 압력

- 2차측 유량

- 2차측 수 온도

- 증기발생기 열출력

증기발생기 열 면  계산은 기본 으로 정격 출력 운  조건에서 수행된다. 한편 증

기발생기 열 면  산정시에 운  변수의 편차에 의한 열 면  증가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오른쪽의 첫 번째 세 항은 1차측 운  변수의 편차(1차측 냉각재 온도, 1차측 압력, 1

차측 유량)에 해당하고 그 다음 세 항은 2차측 운  변수의 편차( 수 온도, 증기 압

력, 수 유량)에 해당한다. 의 식에서 각 변수의 편차에 의한 열 면 의 증가율은 

선형 이라고 가정하고 ONCESG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증기발생기의 

열 면  증가량은 각 변수의 운 편차  계측기 오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하

지만 계측기 오차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요구되는 열 면 이 무 크기 때문에 운  

편차만을 고려해 열 면 을 산정한다. 각각의 운  변수 측면에서는 각각의 변수는 

운  편차에 계측기 오차 값을 더한 값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운  에 체 

랜트가 물리 으로 열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고 한 각각의 변수가 1차측 열평형 계

산, 2차측 열평형 계산을 통해 지속 으로 보정되므로 특정 운  변수 값이 과도하게 

정격 값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류형 증기발생기를 장기간 운 할 경우 열  표면에 오염물질이 축 되어 열 달 

성능이 감소될 수 있다. CE의 경우 울링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반면 W/H의 경우 

울링 인자를 반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류형 증기발생기는 주기 으로 가동 

 검사를 수행하여 설이 발생하 거나 설 가능성이 큰 열 을 막음 한다. 기

존의 상용 원자로에서는 이러한 막음을 고려하여 8~20 %의 추가 인 막음 여유

도를 가지고 증기발생기 열 면 을 결정하 다. SMART에서는 10%의 막음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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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진 증기발생기 열 면 을 산정한다.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시 해석 모델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CE의 경우에는 기존에 팔로버디 발 소 운  

자료와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 코드 결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열 면 을 산정한 

바 있다. SMART의 경우 SMART 연구로 개발 과정  수행된 증기발생기 성능시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해석 모델의 불확실성을 평가할 정이다. 

(다) 류형 증기발생기 제작 편차 반  방법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 면  산정은 설계 변수의 공칭 값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반

면 실제 제작된 증기발생기는 공칭 값을 심으로 특정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계 변수 분포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증기발생기의 성능이 하될 수 있으며 설계시 

이를 반 할 필요가 있다. 편차의 증가에 의해 류형 증기발생기의 성능에 향을  

수 있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열  길이

- 열  축방향 피치 

- 열  반경방향 피치

- 열  오리피스 차압

열 면  산정 계산 시에 모든 열  길이는 동일하다고 가정된다. 하지만 실제 제

작 과정  최내곽 열부터 최외곽 열까지 코일링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에 각각의 

열에 할당되는 열 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열 의 길이가 부분 으로 달라질 

수 있다. 열  길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열 에서의 열 달량이 달라지며 결과

으로 실제 증기발생기의 증기 과열도가 열수력학 인 성능 평가에서 계산된 증기 과

열도 값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반 하여 제작 과정  허용되는 최  열  길이 

편차를 미리 정하고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 시에 이를 고려한다.

류형 증기발생기 제작 과정  열 의 축방향 피치는 스트랩에 의해 제어된다. 

부분의 유효 열지역에서 축방향 피치는 비교  정확하게 제어됨으로 그 편차는 크지 

않다. 하지만 SMART의 설계 축방향 피치가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국부 으로 이

웃한 열 이 된 상태로 코일링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열 달 성능이 격히 감

소됨으로 코일링 과정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유효 열지역에서 라우  

역으로 천이 되는 역에서 축방향 피치의 제어가 힘들 수 있다. SMART의 설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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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축방향 피치의 편차에 의한 열 달 성능의 변화는, 두 이웃한 열 이 하

지 않은 이상 상 으로 크지 않다. 

류형 증기발생기 제작 과정  열 의 반경방향 피치는 스트랩에 의해 제어된다. 

하지만 코일링 과정  인장력 제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열 이 완 한 원형으로 

코일링 되지 못하고 부분 으로 각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 으로 반경방향 피치가 불

균일해질 수 있다. 반경방향 피치의 불균일성은 1차측 냉각재의 유량이 국부 으로 불

균일해지는 것을 유발하고 결과 으로 증기발생기의 열 달 성능이 하될 수 있다. 

반경방향 피치의 불균일성이 유발시키는 추가 인 문제는 최외각 열 의 외경이 균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외각 열 의 외경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최외각 

열 과 외통 사이의 우회유량이 증가하여 증기발생기의 열 달 성능이 하된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반경방향 피치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한편으로는 

외통의 내경을 최외각 열 의 외경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우회유량을 감소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제작 과정  허용되는 최  반경방향 피치의 편차를 열 면  산정 시

에 고려한다.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  입구에는 2차측 유량의 진동을 방지하기 해 열  오

리피스가 설치된다. 열  오리피스의 설계 차압은 출력 운   열  내부에서 유

동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큰 값으로 설계된다. 류형 증기발생기의 

열  오리피스는 이  나사선 형태로 제작되며 정격 유량 조건에서 설계 차압이 나오

도록 열  오리피스의 길이가 조정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 차압의 약 70%는 열

에 의해 발생되며 오리피스 차압의 편차는 곧바로 2차측 유량의 편차로 나타난다. 각

각의 열 에 유입되는 2차측 유량의 편차가 커지면 열 을 통해 배출되는 증기의 

과열도 편차를 유발해 결과 으로 평균 과열도를 감소시킨다. 증기발생기 설계 시에 

열  오리피스의 차압은 공칭 값을 심으로 특정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최  허용 편차를 제한한다.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 시에 각 열 의 유량 편차

를 고려한다. 

열  길이, 열 의 축방향/반경방향 피치가 불균일할 경우 류형 증기발생기의 1

차측 차압 한 불균일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류형 증기발생기의 1차측 차압의 불

균일성에 비해 류형 증기발생기의 하단부에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제작된 

각각의 류형 증기발생기에 해 수력학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류형 증기발생기

의 1차측 차압이 일정해지도록 오리피스의 K 값을 조정한다. 증기발생기 설계 시에 

유효 열지역의 압력 강하에 추가하여 이러한 각각의 증기발생기의 차압을 균일하게 

만들기 해 요구되는 차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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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류형증기발생기 설계 변수 민감도 계산 

(가) 증기발생기 운  변수 민감도 계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운 변수는 노심 련 안  요건  성능 최 화 에서 결정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운  변수가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고자 한다. 증기발생기의 열 면  산정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운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증기발생기 열출력

-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 1차측 압력

- 1차측 유량

- 2차측 수 온도

- 2차측 증기 과열도

- 2차측 유량

- 2차측 증기 압력

의 변수 에서 증기발생기의 열출력은 상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1차측 운

 압력이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 그림 3.1.1-1은 1차

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면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가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에 매우 큰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율 인 증기발생기 설계를 해서는 1차측 증기발생

기 입구 온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가 무 높을 경

우 열 의 부식이 가속화되어 증기발생기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따라서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는 열  재료  기존에 운  인 원자력발 소의 설계 자료

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1차측 냉각재 유량은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에 크게 향을 주는 설계 인자이다. 

1차측 유량은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를 어떻게 유지시키는가에 따라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에 다른 향을 다. 그림 3.1.1-2는 1차측 냉각재 유량의 변화에 따른 증기

발생기 열 면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은 각각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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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1차측 냉각재 평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수행

되었다.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1차측 유량을 증가시

킬 경우 필요한 증기발생기의 열 면 이 크게 감소한다. 반면에 1차측 냉각재 평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1차측 유량을 증가시킬 경우 필요한 증기발생기의 

열 면 이 약간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1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

키면서 1차측 유량을 증가시킬 경우 필요한 증기발생기의 열 면 이 증가한다. 그림 

3.1.1-3은 1차측 냉각재 유량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1차측 압력 강하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상되는 바와 같이 세 경우 모두 1차측 냉각재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기발생기 1차측 압력 강하가 증가한다. 1차측 냉각재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1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가 고정되었을 경우 압력 강하의 증가가 가장 큰 반면 1차측 증

기발생기 입구 온도가 고정되었을 경우 압력 강하의 증가가 가장 작다. 증기발생기 1

차측 압력 강하의 증가는 원자로냉각재 펌 의 양정 증가를 유발함으로 특정 값 이하

로 제한된다. 증기발생기 설계 시에 유효 열지역  라우  역에서 유발되는 압력 

강하와 증기발생기 압력 강하를 균일하게 만들기 해 요구되는 증기발생기 오리피스

에 의한 압력 강하를 더한 값이 체 인 증기발생기 압력 강하에 해당한다. 

2차측 수 온도는 2차측의 다른 변수를 어떤 조건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증기발생

기 열 면  산정에 다른 향을 다. 그림 3.1.1-4는 2차측 수 온도의 변화에 따

른 증기발생기 열 면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은 증기 과열도를 일정하게 유

지시키면서 수 온도 변화에 따른 수 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3.1.1-4에서 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증기발생기의 열 면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 면 의 증가는 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수 유

량이 증가하고 결과 으로 설계 증기 과열도를 얻기 한 과열 역의 길이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수 온도는 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 측면 보다는 2차측 

사이클 효율 최 화 측면에서 결정된다. 

2차측 증기 과열도의 증가는 증기발생기 열 면 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림 3.1.1-5는 

2차측 증기 과열도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면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 3.1.1-5에서 증기 과열도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증기발생기의 열 면 이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과열 역에서의 열 달 계수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증기발생기의 열 면  산정 측면에서는 설계 증기 과열도를 작게 하는 것

이 유리하다. 하지만 설계 증기 과열도를 무 작게 할 경우 과도 상 증에 일시 으

로 증기발생기 출구에서 이상유동이 형성되어 터빈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설계 증

기 과열도는 특정 값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2차측 증기/ 수 온도, 증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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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격 출력 조건에서 요구되는 수유량은 2차측 열평형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2차측 증기압력을 증가시킬수록 2차측 효율은 증가하는 반면에 요구되는 증기발생기

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높이  직경 제한요건을 만족시키면서 증기 압력을 최

한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3.1.1-6은 2차측 증기 압력의 변화에 따른 증기

발생기 열 면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은 증기 과열도  수 온도를 일정

하게 유지시키면서 증기 압력 변화에 따른 수 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3.1.1-6에서 증기 압력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증기발생기의 열 면 이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SMART의 증기압력 설계 기 값으로서 5.2 MPa를 선정하 다. 그

림 3.1.1-7은 기존에 운  이거나 새로이 개발 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에서의 2차

측 운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분리형 원자로인 경우에는 략 4.5 MPa로부터 7 MPa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일체형원자로인 경우에는 략 4.8 MPa로부터 6.4 MPa 사

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 

(나) 증기발생기 설계 변수 민감도 계산

SMART의 증기발생기 설계 변수는 인허가  경제성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해 결정된다. 인허가 측면에서 가동  검사가 가능하도록 열   증기/ 수 헤더

가 선택/배치되어야 한다. 이와 련되는 설계변수는 열  직경, 열  코일링 직

경, 노즐  헤더 형상이다. 증기발생기가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어 운  에 고장/

손이 발생하거나 열수력학  성능이 제 로 나오지 않을 경우 보수 는 교체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증기발생기가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므로 증기발생기 

높이  직경에 한 제한요건이 존재한다. 증기발생기 설계변수는 이러한 다양한 제

한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 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결정된다. 요하게 고려된 설계 

변수는 증기발생기  열  개수, 열  ID/OD, 피치 등이다.

증기발생기는 노심지지배럴(CSB) 바깥쪽과 원자로용기 사이에 형성되는 환형의 공간

에 설치된다. 증기발생기 외통의 크기는 노심지지배럴  원자로용기 직경과 류형 

증기발생기의 개수에 의존한다. 이론 으로는 다양한 개수의 류형 증기발생기 배치

가 가능하지만 제작가능한 원자로용기 직경과 안 계통의 다 성 요건을 고려할 경우 

류형 증가발생기의 개수는 최소한 8 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노심 직경  제작 가

능한 원자로용기 직경을 고려하여 류형 증가발생기 개수 8개와 12개의 설치 가능성

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원자로용기의 직경이 클 경우에는 환형의 공간에 45°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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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류형 증기발생기 8 가 설치되는 것이 공간 이용률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원자

로용기의 직경이 작을 경우에는 환형의 공간에 30° 간격으로 류형 증기발생기 8

가 설치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에 SMART-330에서는 외경 12 mm의 열 이 사용되었다. 일반 으로 열 달 

측면에서 작은 직경의 열 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열  직경을 감소

시킬 경우 증기발생기 가동  검사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유동유발진동 등의 원인에 

의해 기계 인 건 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기존의 증기발생기 가동  검사 장비 성

능  요건에 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SMART의 열  직경을 결정한다. 한 

동일한 요건에 근거하여 류형 증기발생기의 최소 내통의 직경을 결정한다.

류형 증기발생기가 최 의 열역학  특성을 가지기 해서는 한 류형 증기발생기 

내부에 설치되는 열 의 개수가 히 선정되어야한다. 열  개수가 무 감소

하면 열  내부에서의 유속이 증가하여 압력강하가 커지고 이상 역에서의 증기압

력의 증가에 의해 열 달 효율이 감소한다. 반 로 열  개수가 무 증가하면 유속

의 감소에 의한 2차측 열 달계수의 감소 효과가 커져 열 달효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열  개수 결정시에 증기발생기 성능해석 로그램을 활용하여 최 의 열  개수

를 찾는 것이 요구된다. 류형 증기발생기 설계 과정 에 류형증기발생기 열 면

 산정 코드인 ONCESG를 이용하여 최 의 열  개수를 결정한다. 그림 3.1.1-8은 

열  개수의 변화에 따른 유효 열 면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유효

열 면 은 열  개수가 250 개 정도일 경우 최소값을 가지고 있다. 이 결과는 재

의 SMART 운  조건에서 열  개수가 250 개일 경우 수의 질량 유속이 2차측 

차압  열 달계수 측면에서 최 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다. 이 게 찾아진 

열  개수는 류형 증기발생기의 수/증기 헤더 설치 요건과의 연계업무를 통해 수

정될 수 있다. 

류형 증기발생기의 외경이 결정된 상태에서 열 의 반경방향 피치를 감소시킬수

록 보다 많은 열  열을 감을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열 달 효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열  피치의 감소는 1차측의 압력손실을 증가시킨다. 1차측 압력손실의 증

가는 원자로냉각재펌 의 요구 헤드를 증가시키고 원자로비상정지 이후의 자연순환 

유량을 감소시킨다. 류형 증기발생기에서의 압력강하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체

인 압력 강하에서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므로 정격출력운  조건에서 증기발생기의 

압력강하를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열 의 반경방향 피치를 찾기 

해 이에 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 으며 그림 3.1.1-9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경 방향 피치를 증가시킴에 따라 1차측 유로면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1차측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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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한다. 결과 으로 반경방향 피치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 강하는 크게 감소한다. 

류형 증기발생기 설계 시에 원자로냉각재펌 의 헤드  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반경방향 피치를 선정한다.

유효 열지역의 높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축방향 피치를 감소시키면 설치되는 열

의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어 결과 으로 증기발생기에 할당된 공간을 좀 더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 축방향 피치를 선정하기 해 ONCESG 코드를 이

용하여 축방향 피치의 변화에 따른 유효 열  높이/길이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 다. 

ONCESG에서 기본 으로 사용되는 열 달 상 식에는 축방향 피치에 한 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축방향 피치의 향을 반 하기 해 

Heat Exchanger Design Handbook에 나와 있는 상 식을 이용하여 ONCESG의 1차

측 열 달 상 식을 수정하 다[3.1.1-5]. 수정된 열 달계수를 ONCESG에 반 하여 

축방향 피치의 변화에 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 으며 그림 3.1.1-10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축방향 피치를 감소시킴에 따라 증기발생기 열  사이의 축방향 공

간이 감소하고 유동이 일부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한다. 그 결과 1차측 열 달계수가 

감소하여 정격출력을 내기 해 요구되는 유효 열 의 길이가 증가된다. 하지만 이

러한 열 달계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으며 축방향 피치가 감소함에 따라 유효 열

의 길이가 증가하는 정도에 비해 유효 열지역의 높이가 감소하는 정도가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후속사항

(1) ONCESG 로그램 검증: SMART 연구로 증기발생기 시험 완료 후 추가 인 검증 

수행 정

(2) 류형 증기발생기 설계요건:  설계자료에 근거한 설계요건 검토 완료

(3) 류형 증기발생기 운 /제작 편차 반  방법: 운 /제작 편차에 의한 열 면  산

정 향 평가 방법론 개발 완료

(4) 류형증기발생기 설계 변수 민감도 계산: 열  설계변수  운 변수의 민감도 계

산에 근거한 설계최 화 방법론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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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X 수치모의 결과

입력

열용량 [MWt] 100 100 100

열 수 388 375 400

열  재질 Inconel-800 Inconel-800 Inconel-800

열  내경/외경 [mm]    14.8/19    14.8/19    14.8/19

열  배열 25x(13~21) 25x15 25x16

반경방향pitch [mm] 25 25 25

수직방향pitch [mm] 25 25 25

Do,CSB [m] 2.07 2.07 2.07

Di,PV 3.32 3.32 3.32

1차측 유량 [kg/sec] 1250 1250 1250

2차측 유량 [kg/sec] 46.67 46.67 46.67

Phot [MPa] 12 12 12

Thot [℃] 297.5 297.5 297.5

Psteam [MPa] 4 4 4

Tsteam [℃] 289 289 289

출력

Tcold [℃] 282.1 282.6 282.6

Tfeed [℃] 185 184.9 184.9

열 달면  [m2] 754 677.8 671.5

유효높이 [m] 2.1 1.7 1.7

층수 77 68 68

평균 열  길이 [m] - 38.9 36.1

1차측압력손실 [kPa] 9 27.9 27.7

2차측압력손실 [MPa] 0.64 0.590 0.504

표 3.1.1-1  MRX 증기발생기의 제원  운 조건과 수치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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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출력 (kW) 36 % 100 %

SMART 

연구로 설계치
실험결과

SMART 

연구로 설계치
실험결과

열 달 면  (㎡) 282.5 2.94

노심 출구 온도 (℃) 303.6 301.3 310.0 308.0

노심 입구 온도 (℃) 291.7 290.1 276.9 276.4

증기 온도 (℃) 293.0 292.6 300.0 301.0

수 온도 (℃) 40.0 39.8 40.0 40.0

LMTD 76.1 71.9 71.7 65.1

열 달계수 (U) 1095.9 1124.8 3232.3 3461.9

표 3.1.1-2  출력별 증기발생기 열수력 조건  열 달계수 비교

증기발생기 설계 요건 증기발생기 설계 인자

가동  검사 가능 - 열  직경, 코일링 직경

-노즐  헤더 형상

막음 여유도 10% - 열 면  증가

원자로용기 내부 설치 -증기발생기 높이  직경 제한

터빈사이클 효율 증가 -증기 압력, 수 온도 증가

인허가 용이성 - 열  재질

-가동  검사

A/E 연계  보수/유지 용이성 -증기/ 수 노즐 치

-고장, 손, 기능 하시 교체 가능

표 3.1.1-3  증기발생기의 주요 설계요건과 련 설계 인자

운 변수 값

 원자로냉각재 유량, kg/sec  2090

 원자로냉각재 SG 입구 온도, ℃  323

 원자로 운  압력, MPa 15

 증기 압력, MPa 5.2

 수 온도, ℃ 200

 수 유량, kg/sec 161

표 3.1.1-4  SMART 정격출력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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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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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1차측 냉각재 유량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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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1차측 냉각재 유량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1차측 압력강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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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2차측 수 온도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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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2차측 증기 과열도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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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2차측 증기 압력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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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2차측 운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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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열  개수의 변화에 따른 유효 열 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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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반경방향 피치 변화에 따른 1차측 압력강하와 열 

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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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  축방향 피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유효 열지역의 

높이/ 면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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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계획서

가.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신형원자로 압력용기 감시 로그램에 하여 행 국내 규제요건과 개

정된 미국의 기술기 을 만족할 수 있는 원자로 감시시험계획을 제시하고 감시시험계획

에 합한 원자로 감시시편함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기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나. 연구범

(1) 법령  기술기 의 정리

(2) 온도감시자  성자감시자의 설계

(3) 시험편 블록의 채취

(4) 시험편의 선정

(5) 감시시편함의 구성  감시시험 계획

(6) 감시시편함 배치  운용기기

다. 연구수행 내용 

(1) 법령과 기술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계획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우리나라는 원자력법 시

행령 제 102조의 제 1항 제 7호의 규정[3.1.2-1]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4항 그리고 제 63조 제 1항 제 3호[3.1.2-2]에서 발 용 원자로 운 자

가 성자 조사로 인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성능이 취화되는 정도를 교육과학

기술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는 10CFR 50 Appendix H[3.1.2-3]에서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감시시험을 수

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법 시행령 제 102조의 제 1항 제 7호의 규정

[3.1.2-1]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4항 그리고 제 63

조 제 1항 제 3호[3.1.2-2]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3.1.2-4]에서 원자

로 감시시험 시행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술기 에서 원자로는 노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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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압력용기의 설계수명말기 성자 조사량이 1×10
17
n/cm

2
를 과할 경우, 감시시

험계획에 따라 시험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온도감시자

(가) 온도감시자의 요건

성자에 조사된 감시시험편의 기계 인 성질과 충격특성이 조사온도에 따라서 달라

지기 때문에 원자로 가동 에 겪는 원자로 압력용기와 시험편의 온도를 알아야 할 필

요가 있다. 미국 ASTM E 185[3.1.2-5]에서는 온도감시자로서 온 용융 함 을 사용

하여 시험편의 최고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STM E 185는 온도감

시자의 설계에 하여 ASTM E 1214-06[3.1.2-6]의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3.1.2-4] 제 3조에서는 압력용기 내부에 

있는 시험편이 받는 최고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온도감시자를 삽입하도

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체형원자로 감시시편함에 장착될 

온도감시자에 한 설계는 ASTM E 1214-06을 용하 다.

(나) 온도감시자의 종류  선정 

ASTM E 1214-06[3.1.2-6]에서 추천하고 있는 온도감시자 후보로 사용되는 합  는 

순수 속의 용융온도의 범 는 266°C부터 321°C까지를 포함하는데 제시된 후보재료 

에서 원자로의 운 온도를 고려하여 일체형 원자로 감시시편함에 들어갈 온도감시

자를 선정하 다. 표 3.1.2-1에 일체형 원자로 온도감시자의 용융온도와 온부  고

온부의 온도를 상용원자로의 경우와 비교하여 제시하 다. 표 3.1.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는 323°C이고 증기발생기 출

구온도는 292.7°C이다[3.1.2-9의 표 3.5-7]. 일체형 원자로의 압력용기 온부와 고온

부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상용원자로의 경우보다 약 3～4°C 낮다. 상용원자로나 일체

형 원자로 모두 감시시편함은 온  는 증기발생기 출구온도에 노출된다. 따라서 

온  온도를 기 으로 볼 때, 울진 3, 4호기와 APR1400 원자로에서 비정상 인 열

과도 상이 없다면 온도감시자 2개는 녹고, 2개는 녹지 않도록 선정되었다. 감시시

편함 주 를 지나는 냉각재의 온도는 원자로 온 의 온도 는 증기발생기 출구온

도와 거의 같을 것으로 상되는데 감마선의 조사로 인하여 감시시편함 내에 있는 

속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감시자나 감시시험편의 온도는 온  는 증기발생기 

출구온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5개의 감시자 에서 하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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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에 맞추고 나머지 4개는 증기발생기 출구온도를 기 으로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에 각각 2개씩 배치하 다. 

(다) 온도감시자의 순도

온도감시자의 성분과 불순물의 양은 속의 용융 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ASTM E 1214-06[3.1.2-6]에서는 온도감시자를 이루는 각 주요 성분이 99.9% 이상의 순

도를 유지하거나, 측정된 용융온도가 표 3.1.2-2에서 명시하고 있는 온도로부터 ± 3°C 이

내에 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온도감시자 재료의 각 로트 (lot)를 이용하여 

실제 용융온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용융시험을 수행하려면 ASTM E 

794-06[3.1.2-10]을 따라야 하고 용융시험에 따라서 감시자의 설정온도를 조정해야 한다.

(라) 온도감시자의 개수

상용원자로에서 하나의 감시시편함에 5개의 감시자로 이루어진 1조(1 set)의 온도감시

자가 삽입된다. 일체형 원자로의 정상상태 운 온도가 상용원자로 원자로의 운 온도

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심 의 축방향 온도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단

되기 때문에 일체형 원자로 각각의 감시시편함에도 1조의 온도감시자가 삽입된다.

(마) 온도감시자의 개수  온도감시자 보호용기

상용원자로의 경우와 같이 일체형 원자로 감시시편함에는 원자로 운  온도를 추정하

기 하여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용융 을 갖는 온도감시자 1조가 삽입된다. 온도감시

자는 5개가 1조로 구성되며 온도감시자 보호용기 안에 삽입되고, 보호용기는 온도감

시자집(housing)에 삽입된다. 온도감시자 보호용기와 온도감시자집의 크기  형상은 

그림 3.1.2-1에 나타나 있고, 온도감시자집의 크기는 략 22.0 mm × 34.0 mm × 50.0 

mm이다.

(바) 온도감시자의 형상

온도감시자에는 된 보호용기 안에 온용융 합 선이 나선 형태로 들어가게 된

다. 주  온도가 이 합 의 용융 에 도달하면 스테인 스강으로 만들어진 추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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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서 자 으로 온도감시자인 합 선이 손된다. 감시시편함 인출 후에 온도감

시자인 합 선의 손여부를 확인하여 감시시험편이 겪은 최  온도를 추정하게 된

다. 온도감시자 보호용기는 스테인 스강으로 제작된 온도감시자집의 드릴 구멍 속에 

장착된 후 감시시편함 내부에 설치된다.

(사) 온도감시자 보호용기

각각의 온도감시자는 보호용기 안에 삽입되고 된다. 온도감시자 보호용기는 수정

(quartz)으로 제작되며, 각 온도감시자의 용융온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보호용 수정 

용기의 길이가 다르게 제작된다. 온도감시자 보호용기는 순도 99.9%이상의 산화규소

(SiO2)로 제작되어야 하며 불순물의 최 허용치는 1000ppm이다.

(3) 성자감시자

(가) 성자감시자의 설치요건

원자로용기 재료의 기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는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성자 에

지 스펙트럼과 여러 성자 조사량의 수 에 노출된 시험편들로부터 얻는다. 원자

로용기의 기  무연성 천이온도를 정확하게 측하기 해서는 감시시편함에 담긴 시

험편들의 성자속 에 지 스펙트럼과 조사온도에 한 완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3.1.2-4]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성자조사

량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성자감시자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자감

시자 선정에 한 상세규정은 없다. 따라서 미국 ASTM E 185-02[3.1.2-5]에서 제시

하고 있는 ASTM E 482-07[3.1.2-11]과 ASTM E 844-06[3.1.2-12]에 따라서 성자

감시자를 선정하 다.

(나) 성자 감시자의 재료선정

일체형 원자로의 감시시편함에 들어갈 성자감시자는 ASTM E 1005-03[3.1.2-13]의 

Table 1과 ASTM E 844-06[3.1.2-12]의 Table 1, Table 3,  Fig. 1에서 제시하고 있

는 후보재료 에서 원자로의 수명말기 성자조사량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표 

3.1.2-3에서 제시된 고속 성자속 문턱감지기들 (threshold detectors)과 열 성자 감

시자들은 일체형 원자로 감시시험편에 조사되는 열 성자와 고속 성자 스펙트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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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감시자는 한 반감기와 요구되는 성자 에 지 범 를 

포함하는 성자흡수 단면  (neutron absorption cross section)을 갖고 있다. 

(다) 성자속의 측정

각각의 감시시편함에는 성자속 스펙트럼 감시자들이 3조(3 set)씩 들어간다. 감지기

로 사용된 물질을 구분하여 확인하고 다루기가 용이하도록 각각의 감지기는 보호용기 

속에 보 된다. 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한 물질들 즉, 우라늄, 니 , 구리, 코발트 

등은 열 성자 차폐체로 된다. 시험편에 도달하는 성자 조사량에 한 축방향 

분포를 측정하기 하여 각각의 감시시편함 속에서 성자감시자들이 축방향으로 세 

군데에 치하게 되며, 그림 3.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자감시자들은 스테인

스강으로 제작된 감시자집(housing)에 있는 구멍에 삽입된다. 성자 조사를 받은 각

각의 감시시편함이 인출되고 나서, 문턱감지기가 들어 있는 성자속 감시자가 분해

된 다음, 문턱감지기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성자 조사량과 스펙트럼을 알아보기 

해서 측정된 값이 분석된다. 시험과 계산방법의 일 성을 유지하고, 방사능의 측정  

문턱감지기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하는데 ASTM E 1005-03[3.1.2-13]이 용된다. 

(라) 성자감시자의 개수  성자감시자집

상용원자로에는 감시시편함당 3조의 성자감시자가 삽입되었다[3.1.2-14]. 일체형 원

자로의 감시시편함에도 3조의 성자감시자가 삽입되어 감시시편함의 상단, 간부, 

그리고 하단의 성자를 계측하게 된다. 성자감시자 세트는 4개가 1조로 구성된 것

과 5개가 1조로 된 것이 있다. 각각의 성자감시자는 스테인 스강으로 만들어진 

성자감시자 보호용기에 담겨서 성자감시자는 보호용 감시자집(housing)에 삽입되는

데 성자감시자집의 크기는 그림 3.1.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2 mm × 34.0 mm × 

25.0 mm 이다.

(마) 성자감시자의 선정

성자감시자로부터 생성된 동 원소는 조사기간 동안 받은 성자조사량의 정확한 

평가를 하여 충분히 긴 반감기를 가져야 한다. 철(Fe), 티타늄(Ti), 니 (Ni) 감시자

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성자 조사기간이 5 핵주기 이상이면 감시자의 요도가 

하되지만, 우라늄(U), 넵투늄(Np)  니오 (Nb) 감시자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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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조사이력 평가에 필수 이다. 하지만 우라늄과 넵투늄의 경우, 통제핵물질

로서 사용  보 상의 제약으로 미국에 있는 성자감시자 제조업체에서도 생산을 

단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이를 체하는 감시자로 니오 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감시자의 경우 액체섬 계수기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측정하고 있지만 재까지는 측

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ASTM 1297-02[3.1.2-15]에서도 40년 수명까지는 니오  감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형 원자로의 원자로용기가 수명말기에 받는 성자조사량

이 상용원자로가 수명말기에 받는 성자조사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형 표 원 에서 사용된 성자감시자를 사용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된다. 표 

3.1.2-3에는 일체형 원자로 감시시편함의 성자감시자로 사용될 재료를 나열하 다.

(바) 성자감시자의 순도 요건

감시자에 함유된 불순물은 핵종간 간섭을 발생시켜서 시험편에 조사된 성자량의 정

확한 측정을 방해하고 성자감시자의 순도는 성자 조사량을 평가하는데 매우 요

하기 때문에 성자감시자의 순도요건이 필요하다. 표  상용원 에서 사용 인 

성자감시자의 최  순도요건은 철(Fe)의 경우는 99.845%이고, 우라늄(U), 카드뮴(Cd), 

니오 (Nb)의 경우는 99.950%, 코발트(Co)는 99.800%, 티타늄(Ti)은 99.750%, 니

(Ni)은 99.940%, 구리(Cu)는 99.990%이다[3.1.2-14]. 일체형 원자로의 성자감시자로 

사용되는 재료도 99.99% 이상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단된다. ASTM E 

844-06[3.1.2-12]에서 요구하고 있는 불순물에 한 요건과 한국형 표 원 의 성자

감시자에 한 불순물 요건[3.1.2-14]을 고려하여 일체형 원자로 성자감시자의 불순

물에 한 요건을 표 3.1.2-4에 제시하 다. 여기서 코발트의 경우는 자기차폐(self 

shielding)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 합 형태로 제작된다. ASTM E 844-06[3.1.2-12]

은 요구하고 있는 불순물에 한 요건에서 티타늄에 한 정량 인 불순물 요건은 없

지만 핵종간 간섭으로 향을 주는 원소를 기술하고 있다.

(사) 성자감시자 보호용기의 요건

성자감시자를 담는 보호용기는 성자감시자 보호용기는 조사시험의 기능을 방해하

지 않아야 하며, 감시자 보호용기는 한 세트를 이루는 각각의 성자감시자가 노심으

로부터 동일한 치에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용기 안으로 성자감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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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거나 보호용기로부터 성자감시자를 인출할 때 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과도하게 성자 환경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ASTM에서는 성자감시자의 보호

용기로 황동, 스테인 스강, 바나듐, 구리, 알루미늄, 수정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성자 조사된 감시시편함을 인출하고 나서 성자감시자의 종류를 확인해

야 하기 때문에 외 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성자감시자 보호용기에 원주방향으로 

다수의 홈을 내서 성자 감시자의 종류를 외 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 열 성자의 차폐

표 3.1.2-3에는 열 성자 차폐가 필요한 성자감시자가 제시되어 있다. 차폐를 한 

카드뮴 박막의 두께는 ASTM E844-06[3.1.2-12]에서 0.51 mm ~ 1.27 mm 정도를 사

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뮴(Cd)의 경우 용융 이 321°C로 원자로 운 온

도가 이 온도에 가깝기 때문에 카드뮴 차폐재가 성자감시자와 융착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화카드뮴, 붕소, 는 가돌리늄의 차폐재가 사용될 수도 있다.

(4) 시험편 블록의 채취

(가) 시험편 블록의 채취 요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8-18호[3.1.2-4] 제 4조에서는 해당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 역

을 제작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압연재 는 단조재 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편 제

작을 한 용 방법  열처리는 압력용기 노심 역 제작과정과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편을 채취하기에 앞서 시험편 채취할 수 있는 블록 형태의 재료를 압력용기 

단조재로부터 채취하게 된다. 모든 시험편을 채취하기 한 블록의 재료는 노심 역

에 해당되는 하단부 셸단조 는 간부 셸단조의 단면으로부터 채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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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편 블록의 채취 치

모재에서 시험편 블록을 채취할 때, 그림 3.1.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로 담 질한 

면 (quenching edge)으로부터 최소한 단조 두께만큼 떨어진 곳으로부터 시험편 블록

을 채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용 재 시험편 블록도 그림 3.1.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로 담 질한 면으로부터 최소한 단조 두께만큼 떨어진 곳으로부터 채취해야 한다. 

(다) 시험편 블록의 기록

감시시험 블록 재료는 제작과정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자로압력용기 

제작 과정과 최 한 동일해야 한다. 감시시험편 블록 면에 다음 사항이 펀치로 기록되

어야 한다.

     1) 제작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쪽면의 구분

     2) 주가공방향

     3) 단조번호

     4) 용 재와 용 열 향부(HAZ) 속부에 용  심선

     5) 재료의 사용 (모재, 용 재, 용 열 향부)

(5) 시험편의 선정

원자로용기 노심 역을 제작할 때 사용된 실제의 재료가 감시시험 재료로 사용된다. 시

험재료는 완성된 원자로용기 재료를 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제작과정을 따른다. 시험

편들은 속학 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재료 즉, 모재, 용착 속, 그리고 용 열 향부 

재료로 만든다. 원자로용기 노심 역의 원통구조물 제작에 쓰이는 단조재에서 모재의 시

험재료를 얻는다. 단조재를 모재 시험재료로 선택할 경우에 기 인성치[기  무연성 천

이온도와 같은 표지온도(index temperature)로 나타나는 값], 그리고 원자로 운 으로 

괴인성치에 미치는 화학성분과 성자 조사량의 상효과가 고려된다. 일반 으로 수명

말기의 조정된 표지온도[ 기의 표지온도 ＋ 성자 조사에 따른 표지온도의 증가]가 가

장 높은 단조물이 모재의 시험재료로 선택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압력-온도 운 한계곡선에 미치는 각각의 향이 감시될 수 있을 때, 하부원

통 단조재와 상부원통 단조재로부터 나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조물로부터 시험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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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할 수 있다. 용 부의 시험재료는 원자로용기의 노심 역에서 채취한 단조물을 용

하여 만들며, 열 향부 시험재료는 모재 시험재료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조재에서 채

취하여 만든다. 용착 속의 시험재료는 원자로 노심 역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용  자

재와 용 조건에서 제작된다.

(가) 시험편의 종류와 용도

감시시험에는 성자 조사  시험과 조사후 시험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시험편이 사용된다. 조사  시험에서는 낙 시험편, Charpy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괴인성시험편이 사용되고, 성자 조사후 시험에는 Charpy 충격시험편, 인장시

험편  괴인성시험편이 사용된다. 그림 3.1.2-5에는 감시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의 

형상과 크기가 나타나 있다. 낙 시편은 조사  감시시험편 재료의 무연성천이온도

(Nil-Ductility Transition Temperature)를 결정하기 해서 사용되며, 이 자료는 성

자 조사로 인한 기  무연성천이온도 RTNDT (Reference Nil-Ductility Transition 

Temperature)에 한 기  값으로 제공된다. 재료의 괴인성은 재료에 가해지는 응

력으로 괴될 때 재료가 갖는 고유의 괴 항치를 의미한다.

재료의 괴인성 특성 [KIC, JIC, J-R곡선]은 일반 으로 CT(Compact Tension) 괴

인성시험편을 이용하여 구한다. 그리고 괴인성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괴가 일

어날 때 충격에 의해 흡수되는 에 지를 얻는 것이다. 충격으로 시험편이 흡수하는 에

지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로써 연성-취성 천이구역이 나타난다. 일반 탄소강

의 경우 최 흡수에 지와 최소흡수에 지의 평균에 해당되는 온도 (RTNDT)가 재료

의 괴인성치(KIC)에 해당되므로 간단한 Charpy 충격시험으로 재료의 괴인성을 구

할 수 있다. Charpy 충격시험 방법은 CT 괴인성시험편을 이용해서 구한 괴인성

치(KIC)와 같이 일반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 시험편은 CT 괴인성시험편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감시시편함 내에 많은 시험편을 넣을 수 있는 장 이 있고 간단한 

시험으로 괴인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ASME 코드[3.1.2-22] Appendix G는 충

격시험 결과로부터 KIR(Reference Stress Intensity Factor)를 계산하여 원자로 압력용

기 구조건 성 평가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가 성자 조사를 

받아 취화되는 정도에 따라 원자력발 소 수명말기까지 건 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기 은 기 무연성천이온도와 최 흡수에 지(upper shelf energy)의 측정

값을 련 규격의 기 치와 비교·평가하여 건 성 여부를 단하게 된다. 인장시편은 

상온과 원자로 운 온도 그리고 간온도에서 인장강도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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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편의 방향

모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세로방향 모재 시험편을 제작하기 해서 시험편의 주축이 

단조하는 주가공방향(principal working direction)과 평행한 방향이 되고 동시에 단조 

면에 평행이 되도록 채취해야 한다. 반면에 가로방향 모재 시험편을 제작하려면 시험

편의 주축이 단조하는 주가공방향과 수직한 방향이 되고 동시에 단조 면에 평행이 되

도록 채취해야 한다. 가로방향 용 재나 가로방향 열 향부 시험편을 제작하려면 시

험편의 주축이 용  심선에 수직이 되고 용 면에 평행해야 한다. 일반 으로 가로

방향의 시험편이 괴역학 인 면에서 볼 때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기 에서는 가로 

방향의 시험편을 사용한 시험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다) 시험편의 채취 치

1) 낙 시험편의 채취

모재와 열 향부의 낙 시험편을 채취할 때에는 그림 3.1.2-6과 그림3.1.2-8에 나타

나 있는 것처럼 양쪽 단조 면으로부터 최소 1/4 T(두께)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낙

시험편을 채취해야 한다. 용 재 낙 시험편을 채취할 때에는 그림 3.1.2-7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양쪽 단조 면으로부터 최소 31.8 mm(1.25 inch)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채취해야 한다. 열 향부의 낙 시험편 노치는 용 선으로부터 1.6 mm(1/16 inch)가 

떨어져야 한다. 

2) Charpy 충격시험편의 채취

모재  열 향부의 Charpy 충격시험편의 채취 치는 그림 3.1.2-9와 그림3.1.2-11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양쪽 단조 면으로부터 최소 1/4 T(두께)가 떨어져야 한다. 

용 재 Charpy 충격시험편의 채취 치는 그림 3.1.2-10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양

쪽 단조 면으로부터 최소 31.8 mm(1.25 inch)가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열 향부 

Charpy 충격시험편의 노치는 용 선으로부터 1.6mm(1/16 inch)가 떨어져야 한다. 

모든 Charpy 충격시험편을 제작할 때, 노치의 축은 단조 면이나 용 면에 수직이 

되도록 채취해야 한다. 한 시험편을 채취할 때, 최외곽 시험편의 채취 치가 화염

단면으로부터 어도 31.8 mm(1.25 inch) 이상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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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장시험편의 채취

모재 인장시험편의 채취 치는 그림 3.1.2-1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양쪽 단조 면

으로부터 최소한 1/4 T(두께)가 떨어져야 한다. 용 재 인장시험편의 채취 치는 

그림 3.1.2-1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양쪽 단조 면으로부터 31.8mm (1.25 inch)가 

최소한 떨어져야 한다.

4) 괴인성시험편의 채취

모재 괴인성시험편(CT 시험편)의 채취 치가 그림 3.1.2-14에 나타나 있는 것처

럼 양쪽 단조 면으로부터 최소한 1/4 T(두께)가 떨어져야 한다. 용 재 괴인성시

험편의 채취 치는 그림 3.1.2-1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양쪽 단조 면으로부터 31.8 

mm (1.25 inch)가 떨어져야 한다. 그림 3.1.2-1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용 재 괴

인성시험편은 균열이 진 되는 방향의 평면과 용 방향이 평행해야 하고 단조 면과

는 수직을 이루도록 채취해야 한다. 용 재 괴인성시험편의 균열개시 노치는 용

면과 수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라) 시험편의 시험

낙 시험편, Charpy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괴인성시험편은 조사  시험에 사

용된다. 낙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D 0285[3.1.2-23] 는 ASTM E 208[3.1.2-24]

에 따라서 수행된다. Charpy 충격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10[3.1.2-25] 는 

ASTM E 23[3.1.2-26]과 ASTM A 370[3.1.2-27]에 따라서 수행된다. 특히 용착 속에 

한 Charpy 충격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21[3.1.2-28]에 따라서 수행된다. 인장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02[3.1.2-29]와 KS D 0026[3.1.2-30]  한국산업규격 

KS B 0821[3.1.2-28]에 따라서 수행되거나 ASTM E 8[3.1.2-31]  ASTM E 

21[3.1.2-3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KS B 0821[3.1.2-28]은 용착 속에 한 

인장시험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KS D 0026[3.1.2-30]  ASTM E 21[3.1.2-32]은 고

온에서 수행하는 인장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괴인성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ISO 12737[3.1.2-33]과 KS B ISO 12135[3.1.2-34]에 따라서 수행되거나 ASTM E 

399[3.1.2-35]와 ASTM E 1820[3.1.2-36]  ASTM E 1921[3.1.2-37]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한다. 기  무연성천이온도를 결정하기 한 낙 시험과 Charpy 충격시험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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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은 KEPIC 코드 MNB 2300[3.1.2-38]을 따른다. 성자 조사후 시험에는 

Charpy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괴인성시험편이 쓰인다. 시험편의 시험방법에 

한 규정은 표 3.1.2-5에 요약되어 있다.

(마) 시험편의 수량

1) 조사  시험편의 수량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3.1.2-4]에는 조사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의 

종류  재료는 조사후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수량에 한 구체 인 규정이 없이 재료의 성질이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개수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ASTM E-185[3.1.2-5]에서

는 조사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의 종류와 개수가 명시되어 있다. 표 3.1.2-6에는 

ASTM E-185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사  시험편의 종류  개수가 나타나 있다. 모

재  용 재의 무연성천이온도와 최 흡수에 지 선도를 결정하기 하여 조사  

시험에 각각 최소 15개의 Charpy 시험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모재  

용 재의 인장특성을 악하기 하여 최소 6개의 인장시험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 

에 2개는 상온, 2개는 원자로 운 온도, 나머지 2개는 간온도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도록 하여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을 미리 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

온도 To를 결정하기 하여 ASTM E 1921[3.1.2-37]에 따라서 8개의 괴인성시험

편을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괴인성시험은 ASTM E 1820[3.1.2-36]에 따라 수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자 조사  일체형 원자로용기 재료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편의 종류와 개수가 표 3.1.2-7에 나타나 있다. 표 3.1.2-7에서 제시

된 시험편의 종류와 개수는 ASTM E 185[3.1.2-5]에서 제시한 최소 시험편 개수와 

종류를 충분히 만족하며, 성자 조사  재료의 정확한 물성치를 산출하는데 충분한 

시험편의 개수가 제공된다. 일체형 원자로 성자 조사  시험용 시험편은 5종으로 

시험편의 체 수량은 236개다. 이 성자 조사  재료의 물성치는 원자로용기 재료

의 성자 조사로 인한 재료특성의 변화를 결정하기 한 기 자료로 쓰인다.

2) 조사후 시험편의 수량

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용기 재료의 정  그리고 동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 성자 조사후 시험편들이 사용된다. 조사후 시험편의 종류와 수량은 교육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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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고시 제 2008-18호에서 명시한 최소 시험편 개수를 만족해야 한다. 표 3.1.2-8

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8호에서 요구하는 최소 시험편의 개수와 시험

편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표 3.1.2-9에는 ASTM E 185[3.1.2-5]에서 요구하

는 시험편의 개수와 시험편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원자로 제작시에 주가공방향에 

수직인 가로방향의 Charpy 충격시험편이 일반 으로 주가공방향에 평행인 세로방향

의 시험편보다 약하기 때문에 조사   조사후시험에서 더 많은 수량의 시험편을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용기 제작시에는 조사  시험편과 조사후 시험편

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표 3.1.2-10에는 하나의 일체형 원자로 감시시편함에 들

어가는 시험편의 종류와 수량이 제시되어 있고, 표 3.1.2-11에는 성자가 조사된 일

체형 원자로 용기재료의 특성을 알아내는데 필요한 조사후 시험편, 즉 모든 감시시

편함에 들어가는 시험편의 종류와 수량이 나와 있다.

(바) 비용 시험편을 한 비

원자로용기 제작시에는 조사  시험편과 조사후 시험편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감시시편함 2회분에 해당하는 보 재(archive material)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각각의 재료 즉 모재, 용착 속, 그리고 열 향부에 하여, 추가로 2개의 감시시편함

에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시험편을 만들 수 있도록 보 재를 비하고, 고유의 분류번

호를 부여하며 이에 한 기록을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

고 보  에 보 재의 과도한 부식을 방지하기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한 하

나의 감시시편함에 해당되는 보 재로 제작된 비용 시험편이 삽입된 새로운 감시시

편함은 첫 번째 감시시편함이 인출된 장 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머지 1회분에 해당

되는 보 재는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보 되어야 한다.

(사) 시험편의 종류  크기

조사 과 조사후 시험에 쓰이는 시험편은 한국산업규격이나 ASTM에서 제시하고 있

는 표  시편을 사용한다. 조사후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은 제한된 공간에 삽입되어

야 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제한된다. 감시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의 종류와 크기가 그

림 3.1.2-5에 나타나 있다. 이 시험편은 표 3.1.2-12에서 제시된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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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균열 (Precracking)

괴인성시험편의 비균열은 KS B ISO 12135[3.1.2-34]와 KS B ISO 

12737[3.1.2-33]을 제작규정에 따라서 마련되거나 ASTM E 399[3.1.2-35]와 ASTM E 

1820[3.1.2-36]에 따라서 시험편에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 에서 부식에 의한 균열선

단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감시시험편의 비균열 제작시 과 조사 시험 그리고 감시

시험편의 비균열 제작시 과 감시시편함 조립시  사이의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짧

아야 한다. 

(자) 시험편의 구분 (Identification)

감시시험편은 인출후 구분을 해서 시험편에 원자로를 포함하는 고유번호가 인식표

시되어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숫자와 문자는 서로 혼동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하며 hot cell에서 창문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의 문자나 숫자를 기

입해야 한다.

(차) 시험편의 도포 (Coating)

모든 감시시험편에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부식을 막기 하여 방습 효과가 있으며 

사용후 쉽게 제거가 가능한 보존용 도포를 사용해야 한다.

(6) 감시시편함의 구성  감시시험 계획

(가) 감시시편함의 설치 치

1) 감시시편함의 설치 치에 한 요건

감시시편함의 설치  취 에 한 사항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

[3.1.2-4]에 나타나 있다. 이 고시의 규정은 감시시편함의 부착 치는 될 수 있으면 

노심 역에 부착하되 선배율(lead factor)이 1부터 3의 범 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ASTM E 185-02[3.1.2-5]에서도 선배율이 1부터 3의 범 에 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노심 의 원자로용기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에 감시시편함

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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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시편함의 수평방향 설치 치 선정

상용원자로의 경우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에 다른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감시시편함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는 노심

지지배럴과 원자로용기 사이에 증기발생기카세트, 원자로냉각재펌 , 유동혼합헤더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감시시편함이 이들 구조물과 간섭이 생기지 않아야 되며, 감

시시편함의 설치와 인출시에도 이들 구조물과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수직방

향으로 노심 에 치하는 감시시편함의 원주방향 치는 증기발생기카세트와 간

섭이 없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펌 와의 간섭이 일어

나지 않도록 감시시편함의 치를 선정해야 한다. 증기발생기카세트를 피하여 감시

시편함이 설치될 수 있는 치는 그림 3.1.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방향으로 

22.5°, 67.5°, 112.5°, 157.5°, 202.5°, 247.5°, 292.5°, 337.5°가 된다. 이 원주방향에서 증

기발생기카세트를 지나 노심방향의 안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원

자로 압력용기 벽으로부터 감시시편함이 멀리 떨어져 지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노

심지지배럴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데 첫 번째 문제 은 원자로 내벽에 비하여 성

자조사가 과도하게 받게 되므로 감시시편함을 무 일  인출해야 하고 나 에 인

출하는 감시시편함의 경우는 과도한 성자 조사로 인해서 의미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감시시편함을 인출했다가 다시 재삽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있다. 두 번째 문제 은 노심지지배럴의 구조상 노심지지배럴 상부 랜지를 통

해서 노심지지배럴하부 외벽에 부착된 감시시편함에 근하기가 불가능한 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카세트 바깥쪽 여유 공간 쪽으로 감시시편함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수평방향 고속 성자속의 분포를 참고하여 에서 제시된 8개

의 원주방향 후보 치에서 원주방향 성자 조사량이 최 가 되는 지  6곳을 감시

시편함 설치 치로 선정해야 한다.

3) 감시시편함의 수직방향 설치 치 선정

원자로에 감시시편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려운 은 일체형원자로 구조특성상 설

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감시시편함을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외부원통을 잘라내

고 설치할 경우,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강도가 약화되고, 인출통로 확보를 해 내부

구조물의 형상을 왜곡하며, 냉각재의 유로를 잠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  향을 

미친다. 한 감시시편함을 인출하기 해서 유동혼합헤더를 제외한 원자로내부구조

물을 미리 인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작업 소요시간을 늘리고  경제  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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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감시시편함을 부착하기에 합한 지역은 유동혼합

헤더집합체 외부원통의 안쪽 치가 된다. 감시시편함은 그림 3.1.2-17에서 표시한 

것처럼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외부원통의 치에 길이방향으로 노심  역과 일치하

도록 설치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감시시편함의 수직방향 치는 가능하면 

감시시편함의 앙이 노심 앙과 일치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가 

설치되지 않는 일체형 원자로에서도 원자로용기 내벽에 부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고 단된다. 감시시편함의 반경방향 치를 결정할 때 선배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

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3.1.2-4]에서 제시된 선배율이 1부터 3의 

범 에 있도록 감시시편함의 부착 치를 설정해야 한다. 감시시험편이 받는 성자

조사량이 압력용기의 성자조사량보다 충분히 과하여 감시시편함의 측 기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성자조사량이 무 과되어서 감시시편함을 추가로 재삽입

하지 않을 수 있는 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나) 감시시편함의 개수 선정

1) 감시시편함의 개수에 한 설계요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3.1.2-4]에서 인출하는 감시시편함의 개수를 3개 

이상부터 5개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시시편함의 개수는 원자로용기 내

벽면의 상 무연성천이온도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ASTM E 185-02[3.1.2-5]에서는 

상 무연성천이 온도가 56°C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2개의 감시시편함을 설치하고 

상천이 온도가 높을 경우는 최  4개까지 감시시편함을 설치하되 비용 감시시

편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Chemistry Factor

참고문헌 [3.1.2-9]에 따르면 일체형 원자로용기는 SA508 Low Alloy Steel, Class 3

로 제작된다. 한편 참고문헌 [3.1.2-9]에서 구체 인 원자로용기의 화학  요건을 언

하지 않았지만 기존 상용원자로인 울진 3, 4호기 압력용기가 제작될 때의 기술수

 이상으로 화학  불순물이 충분히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울진 

3, 4호기 원자로 용기 설계시방서[3.1.2-7]에 따르면 단조재의 구리와 니 에 한 

화학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Cu : 0.06 % Max

  Ni : 1.00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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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Guide 1.99 (Rev.02)[3.1.2-41]의 Table 2를 근거로 에서 정의한 화학

요건에 해당하는 chemistry factor는 다음과 같다.

  CFB = 37°F

울진 3, 4호기 최종안 성분석보고서[3.1.2-7]에 따르면 용 재의 구리와 니 에 

한 화학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Cu : 0.06 % Max

  Ni : 0.20 % Max

Regulatory Guide 1.99 (Rev.02)[3.1.2-41]의 Table 1을 근거로 에서 정의한 화학

요건에 해당하는 chemistry factor는 다음과 같다.

  CFW = 52°F

3) 성자조사량과 Fluence factor

SMART 연구로의 원자로용기 내벽이 받는 수명 말기에 상되는 최  성자조사

량은 1.0609 × 1019 n/cm2으로 상된다[3.1.2-42]. 수명 말기에 상되는 최  성

자조사량은 원자로의 노심배치와 원자로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의 

시를 하여 참고문헌 [3.1.2-42]를 참고하 다. Regulatory Guide 1.99 

(Rev.02)[3.1.2-41]의 식(2)를 이용하면 fluence factor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 = 1.0609

  s = 0.28 –0.10 × log(f) = 0.28 – 0.10 × log(1.0609) = 0.27743

  Ff = fs

  Ff = (1.0609) × 0.27743 = 1.0165

4) △RTNDT

Regulatory Guide 1.99 (Rev.02)[3.1.2-41]의 식(2)를 이용하면 원자로용기 수명 말기

에 상되는 △RTND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단조재 (모재)의 △RT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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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B × Ff = 37°F × 1.0165 = 37.611°F = 20.89°C

  용 재의 ΔRTNDT

  = CFW × Ff = 52°F × 1.0165 = 52.858°F = 29.37°C

5) 감시시편함의 개수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3.1.2-4]에서 원자로용기 내벽면의 상 천이온도 

△RTNDT가 56°C 보다 작은 경우, 인출하는 감시시편함의 수를 3개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고, ASTM E 185-02[3.1.2-5]에서는 상천이 온도가 56°C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2개의 감시시편함을 설치하고 비용으로 1개를 더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규정 로라면 최소한으로 3개의 감시시편함을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앞서 언

한 규정이 모두 40년 수명을 기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형 원자로의 60년 

수명을 생각한다면 최소 4개의 감시시편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여기

에 2개의 비용 감시시편함을 추가하여 총 6개의 감시시편함이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감시시편함 2회분에 해당되는 보 재로부터 1회분의 보 재를 사용

하여 시험편을 만들고 이미 설치된 감시자와 동일한 온도감시자  성자감시자를 

공 받아 감시시편함을 제작한 후에 원자로 상업 가동 후에 최 로 인출하는 감시

시편함 장 에 체하여 삽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감시자  감시시험편의 배치

1) 감시시험편의 크기

감시시편함에 삽입되는 시험편은 그림 3.1.2-5에 나타난 크기의 시험편이 사용될 것

이며 시험편의 규격은 표 3.1.2-12에 기술되어 있다. 감시시편함에 삽입되는 시험편

의 략 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Charpy 충격시험편 : 10 mm× 10mm × 55mm

  - 인장시험편 : 최 직경 11mm × 체길이 75mm

  - 1/2 T 괴인성 시험편 : 12.5mm × 32.0mm ×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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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자의 크기

감시시편함에 삽입되는 온도감시자  성자감시자의 형상  크기는 그림 3.1.2-1

과 그림 3.1.2-2에 각각 나타나 있다. 감시시편함에 삽입되는 온도감시자집과 성자

감시자 집의 략 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온도감시자 : 22mm × 36mm × 50mm

     - 성자감시자 : 22mm × 36mm × 25mm

3) 감시시험편  감시자의 배치

감시시편함에서 시험편이 들어가는 부분은 3개의 분리된 보 통으로 나뉘어 있다. 

치에 따라 상부는 상부시험편보 통 (upper compartment assembly)이 있고 간

에 간시험편보 통 (intermediate compartment assembly)이 있으며 하부에는 하

부시험편보 통 (lower compartment assembly)이 있다. 각각의 시험편보 통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3개의 시험편보 통에는 표 3.1.2-10에서 명시된 82개의 시험편과 

1조의 온도감시자  3조의 성자감시자가 삽입된다. 성자감시자는 감시시편함의 

상부, 앙부, 하부에 배치하여 수직방향의 성자 조사량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그리고 온도감시자는 감시시편함의 앙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

록 간시편보 통에 장착하 다. 일반 인 시험편의 배치원칙은 감시시편함의 앙

부에 요한 시험편이 배치되도록 설계하 고, 감시시편함의 조립시 시험편보 통 

내에 시험편이나 감시자가 용이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고려하 다.

상부시험편보 통에는 그림 3.1.2-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단으로부터 차례로 5개

의 성자감시자 1조, 12개의 열 향부 Charpy 충격시험편, 12개의 세로방향 모재 

Charpy 충격시험편, 그리고 용착 속  모재의 1/2T CT 괴인성시험편 3개씩이 

삽입된다. 그림 3.1.2-1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Charpy 충격시험편들은 길이 방향

으로 2 × 3 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시험편의 노치는 노심 쪽을 향해야 한다. 1/2T 

CT 괴인성시험편의 노치는 윗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된다. Charpy 충격시험편과 

1/2T CT 괴인성시험편의 경우는 그림 3.1.2-19에 나타난 것처럼 시편함보 통 안

에서 시험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긴 자와 같은 형상의 덧쇠를 넣어야 한다. 이 덧

쇠는 열 달을 도와서 시험편과 원자로냉각재 사이의 온도차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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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시험편보 통에는 그림 3.1.2-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단으로부터 차례로 5개

의 온도감시자 1조, 12개의 가로방향 용착 속 Charpy 충격시험편, 12개의 가로방향 

모재 Charpy 충격시험편, 9개의 성자감시자 1조, 그리고 용착 속 1/2T CT 괴

인성시험편 3개  모재의 1/2T CT 괴인성시험편 2개가 삽입된다. 시험편보 통

에 삽입되는 시험편의 단면 형상은 그림 3.1.2-19에 나타나 있다.

하부시험편보 통에는 그림 3.1.2-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단으로부터 차례로 모재 

 용착 속의 인장시험편이 3개씩 삽입되고, 6개의 가로방향 모재 Charpy 충격시

험편, 6개의 가로방향 용착 속 Charpy 충격시험편, 그리고 모재의 1/2T CT 괴

인성시험편 3개  용착 속 1/2T CT 괴인성시험편 2개가 삽입된다. 그리고 최

하단에는 5개의 성자감시자 1조가 삽입된다. 시험편보 통에 삽입되는 시험편의 

단면 형상은 그림 3.1.2-19에 나타나 있다.

인장시험편들은 보 통에 맞도록 기계 가공된 시험편집(housing) 안에 들어간다. 시

험편의 표 거리 부분과 원자로냉각재 사이의 온도차를 최소화하기 해서 시험편

의 표 거리 부분 둘 에 분리형 덧쇠를 넣는다.

(라) 감시시험편 보 통의 설계

감시시험편 보 통은 감시시험편과 온도  성자감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

며,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나 원자로냉각재의 유동으로 기인한 하 에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자로냉각재의 유동으로부터 감시시험편과 온도  

성자감시자를 격리시켜 감시시험편의 산화  부식을 방지한다. 일반 으로 감시시험

편 보 통은 얇은 원통형 셸구조물이나 사각형 통으로 설계된다.

(마) 감시시편함 인출시기의 결정

감시시편함 장  안에 들어 있는 원자로감시시편함은 미리 정해진 시기까지 성자

에 노출된 후 인출되고 감시시편함 내에 들어 있는 감시재료가 평가된다. 감시시편함

의 인출시기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3.1.2-4]의 규정을 따르며, 시험편으

로부터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 에 인출된다. 이 인출시기는 재장

 보수정지에 맞도록 조정되거나 인출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가동정지 시기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에서 원자로용기 수명을 32 

유효 출력 가동년수로 가정하고 시험시기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 인출시기가 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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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ASTM E 185-02[3.1.2-5]의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의 

규정과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호의 인출시기는 ASTM E 185의 1998

년도 개정 과 동일하지만 2002년도 개정 의 인출시기와는 다르다. 따라서 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 2008-18호가 ASTM E 185-02에 따라서 개정이 된다면 인출시기는 재

조정되어야 한다.

(바) 선배율의 평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8[3.1.2-4]과 ASTM E 185-02[3.1.2-5]의 규정은 가능

한 한 선배율이 1～3의 범 에 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명말기 성자조사량이 계산

되면 감시시편함의 시험편 치별로 선배율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 감시시험편의 온도평가

노심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의 조사로 인한 시험편의 온도상승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평가된 온도분포에서 온도감시자와 감시시험편의 온도가 원자로 내벽의 온도와 

14°C(25°F) 온도 오차범 에 들어야 한다. 

(7) 감시시편함의 구조

(가) 감시시편함의 구조  크기

감시시편함은 그림 3.1.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잠 뭉치, 상부시험편보 통, 간시

험편보 통, 하부시험편보 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핀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

각의 감시시편함은 원자로의 고온기능시험 후에 감시시편함 장 에 삽입된다. 감시

시편함의 략 인 길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체 기부의 길이 : 75mm × 4 = 300mm

상부시험편보 통 시험편부 길이 : 482mm (그림 3.1.2-18 참조)

간시편함보 통 시험편부 길이 : 500mm (그림 3.1.2-20 참조)

하부시편함보 통 시험편부 길이 : 490mm (그림 3.1.2-21 참조)

잠 뭉치의 체 길이 : 35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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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감시시편함 상길이 = 300 + 482 + 500 + 490 + 358 = 2130mm

감시시편함 기부의 크기는 시편함보 통의 크기보다 각 방향으로 5mm 더 크다. 따

라서 그림 3.1.2-19의 시편함보 통 크기인 25mm × 37mm에서 양쪽으로 5mm씩 늘

려서 고려하면 감시시편함 기부의 크기는 35mm × 47mm가 된다. 잠 뭉치의 하우

징 크기는 기부보다 약간 더 커야 하는데, 양쪽으로 0.5mm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

면 감시시편함의 최  단면 크기는 36mm × 48mm가 된다.

(나) 감시시편함의 설계

감시시편함에서 하 을 받는 구조물은 냉각재 수력하 을 포함하는 외력에 하여 

력산업기술기 [3.1.2-43]의 MNF-3550 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NF-3550[3.1.2-44]의 응력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감시시편함의 설치  인출

감시시편함 상부의 잠 뭉치와 감시시편함 장 는 감시시편함을 원자로용기내에 장

착하고 인출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인 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장착된 감시시편함은 감시시편함 장 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감시

시편함이 감시시편함 장 에 쉽게 장착되고 인출공구를 사용하여 원격조정으로 쉽게 

인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3.1.2-23에는 감시시편함 상부의 잠 뭉치와 

하는 설치공구 형상이 나타나 있고, 그림 3.1.2-24에는 감시시편함 장 의 형상

이 나타나 있다. 감시시편함 인출시에는 이미 감시시편함이 방사능 오염 때문에 감시

시편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인출해야 한다. 그래서 원자로 장조

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핵연료재장 기(refueling machine) 에서 감시시편함을 인

출하려면 10～15m의 매우 긴 인출공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게 긴 인출공구

를 사용하려면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고 인출공구를 취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따

라서 감시시편함의 잠 뭉치와 하는 체결나사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재료를 선

택할 때 가벼운 소재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인출공구는 비틀림 하 을 달해야 하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는 구조물이 유리하다. 그래서 그림 3.1.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이 찬 막 형 보다는 속이 빈 튜 형 구조물을 사용하게 된다. 한 깊은 장조 물

속에서 감시시편함 인출공구가 지정된 감시시편함 장 의 치로 정확하게 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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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심지지배럴의 상부 랜지에 마련된 직경 70mm 인출구멍을 

이용하여 감시시편함이 있는 정확한 치로 인출공구가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감시시편함 장 의 구조  크기

감시시편함 장 는 그림 3.1.2-24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 튜 로 제작되며, 

원자로용기 내벽의 피복(cladding)에 장 지지 를 사용하여 용 된다. 장 의 상

부는 감시시편함이 체결되는 걸쇠구멍이 180° 간격으로 나있고, 그 아래로 감시시편함

장 를 따라 올라온 원자로 냉각재가 원활하게 흘러 감시시편함 장  바깥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12개의 유동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감시시편함 장  단면의 내

부는 38mm × 50mm가 된다. 사각튜  형상을 갖는 감시시편함 장 의 략 인 길

이는 약 2180mm다. 그리고 감시시편함 장  두께는 약 8mm로 정했다. 이 장 의 

두께는 냉각재의 수력하 과 스 링하  등이 결정되면 검증되어야 한다. 감시시편함

장  하부에는 두 개의 다웰핀(Dowel pin)이 설치되어 있어 감시시편함 하부시험편

보 통의 기를 지지한다. 이 다웰핀 사이로는 틈이 있어 원자로냉각재가 원활하게 

감시시편함 주 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 다.

(마) 감시시편함 장 의 설계

감시시편함 장 는 외부충격  냉각재 수력하 을 포함하는 외력에 하여 력산

업기술기 [3.1.2-43]의 MNF-3550 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NF-3550[3.1.2-44]의 응력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감시시편함의 설치시기

모든 감시시편함은 반드시 고온기능시험 (hot functional test) 후에 설치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고온기능시험 도 에 온도감시자가 용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 감시시편함의 구분 (Identification)

모든 감시시편함은 상호 구분을 해서 펀치를 이용해서 감시시편함 기부에 반드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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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속사항

(1) 법령  기술기 의 정리 : 본 연구에서 완료되었으나 법령이나 기술기 이 개정될 

경우 검토가 필요함.

(2) 온도감시자  성자감시자의 설계 : 본 연구에서 완료

(3) 시험편 블록의 채취  시험편의 선정 : 본 연구에서 완료

(4) 감시시편함의 구성 : 본 연구에서 완료

(5) 감시시험 계획  감시시편함 배치 : 원자로집합체의 성자 분포에 한 상세한 정

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기존 SMART 연구로를 근거로 감시시험계획을 수립하 기 때문

에 신형원자로가 개발되면 원자로집합체의 성자 분포와 원자로의 구조 형상에 따라 감

시시험 계획과 원자로 내에서의 감시시편함 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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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3, 4호기 APR1400 일체형 원자로

온  운 온도 295.8°C 295.8°C 292.7°C

고온  운 온도 327.3°C 327.3°C 323°C

온도감시자 온도
280°C, 292°C,

304°C, 310°C

280°C, 292°C,

304°C, 310°C

266°C, 280°C, 292°C,

304C, 314°C

표 3.1.2-1  온도감시자의 용융온도 범 와 원자로 운 온도의 비교

재료 성분 (Weight %) 용융  (°C)

Cd + 17.4 Zn 266

Au + 20.0 Sn 280

Pb + 5.0 Ag + 5.0 Sn 292

Pb + 2.5 Ag 304

//Cd + 1.2 Cu 314

표 3.1.2-2  감시시편함 온도감시자로 사용되는 재료의 성분과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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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

재료
반응식

문턱에 지

(MeV)
반감기 참고문헌

카드뮴 

차폐여부

니오 93Nb (n, n') 93mNb 0.5 5890 일
ASTM E 1297 

[3.1.2-15] 
차폐안함

우라늄
238
U (n, f)

137
Cs 1.5 30.0 년

ASTM E 704 

[3.1.2-16]

차폐 는

차폐 안함

철 54Fe (n, p) 54Mn 2.2 312.1 일
ASTM E 263 

[3.1.2-17]
차폐안함

니
58
Ni (n, p) 

58
Co 2.1 70.86 일

ASTM E 264 

[3.1.2-18]
차폐

구리 63Cu (n,α) 60Co 5.0 1925.1 일
ASTM E 523 

[3.1.2-19]
차폐

티타늄
46
Ti (n, p) 

46
Sc 4.4 83.81 일

ASTM E 526 

[3.1.2-20]
차폐안함

코발트 59Co (n,γ) 60Co 열에 지 1925.5 일
ASTM E 481 

[3.1.2-21]

차폐 는

차폐 안함

표 3.1.2-3  성자감시자에 사용되는 재료

감시자 재료 불순물에 한 요건 참고문헌

니오  (Nb) Ta (10 ppm maximum)

ASTM E 844-06 [3.1.2-12]

설계시방서 [3.1.2-14]

ASTM E 1297-02 [3.1.2-15]

우라늄 (U)
235
U (40 ppm maximum) ASTM E 844-06 [3.1.2-12]

철 (Fe) 특별한 요건 없음 해당 없음

니  (Ni) Co (30 ppm maximum) 설계시방서 [3.1.2-14]

구리 (Cu) Co (1 ppm maximum) ASTM E 844-06 [3.1.2-12]

티타늄 (Ti) Sc, Ta, Zn에 유의 ASTM E 844-06 [3.1.2-12]

코발트 (Co)
0.10–1.00% Cobalt-Aluminum

코발트 함량에 한 오차 0.005%
설계시방서 [3.1.2-14]

표 3.1.2-4  성자감시자의 불순물에 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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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우리나라의 기술기 미국의 기술기

낙 시험 KS D 0285 [3.1.2-23] ASTM E 208 [3.1.2-24]

Charpy

충격시험

KS B 0810 [3.1.2-25]

KS B 0821 [3.1.2-28]

ASTM E 23 [3.1.2-26]

ASTM A 370 [3.1.2-27]

괴인성

시험

KS B 0810 [3.1.2-25]

KS B 0821 [3.1.2-28]

ASTM E 399 [3.1.2-35] 

ASTM E 1820 [3.1.2-36]

ASTM E 1921 [3.1.2-37]

인장시험
KS B 0802 [3.1.2-29]

KS D 0026 [3.1.2-30]

ASTM E 8 [3.1.2-31]

ASTM E 21 [3.1.2-32]

표 3.1.2-5  조사 시험  조사후시험용 시험편의 시험방법에 한 기술기

시험편의 종류
수량

비고
모재 용착 속

Charpy 충격시험편 15 15 고온, 온, 온

괴인성 시험편 8 8 기 온도 T° 설정을 한 목

인장시험편 6 6
2개는 상온, 2개는 원자로 운 온도, 

나머지 2개는 간온도에서 수행

표 3.1.2-6  ASTM E-185에서 요구하는 조사  시험편의 종류  최소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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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의 

종류
방향

수량

모재 용착 속 열 향부 합계

낙 시험편 가로 12 12 12 36

Charpy 충격 

시험편

가로 24 24 24 72

세로 24 - - 24

비균열

Charpy

시험편

가로 12 12 - 24

세로 12 - - 12

괴인성

시험편

1T 가로 8 8 - 16

1/2T 가로 4 4 - 8

1T 세로 4 - - 4

1/2T 세로 4 - - 4

인장시험편
가로 12 12 - 24

세로 12 - - 12

합계 128 72 36 236

표 3.1.2-7  성자조사  시험편의 수량  종류

Charpy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괴인성시험편

모재 (세로)

(주가공방향에 평행)
12 3 4

모재 (가로)

(주가공방향에 수직)
12 3 4

용착 속 12 3 4

용 열 향부 12 - -

표 3.1.2-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8호에서 요구하는

감시시편함당 시험편의 종류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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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py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괴인성시험편

모재 15 3 8

용착 속 15 3 8

표 3.1.2-9  ASTM E 185-02의 에서 요구하는 감시시편함당 시험편의 종류와 개수

시험편의 종류
시험편의 

방향

수량

모재 용착 속 열 향부 합계

Charpy 충격 

시험편

가로 18 18 12 48

세로 12 - - 12

괴인성시험편

(1/2T)
가로 8 8 - 16

인장시험편 가로 3 3 - 6

합계 41 29 12 82

표 3.1.2-10  감시시편함에 들어가는 시험편의 수량  종류

시험편의 종류
시험편

방향

수량

모재 용착 속 열 향부 합계

Charpy 충격 시험편
가로 108 108 72 288

세로 72 - - 72

괴인성 시험편(1/2T) 가로 48 48 - 96

인장시험편 가로 18 18 - 36

합계 246 174 72 492

표 3.1.2-11  감시시편함에 들어가는 조사후 시험편의 총수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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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의 종류 우리나라 기술규격 미국의 기술규격

Charpy 

충격시험편

KS B 0809 [3.1.2-39]

V노치 시험편

ASTM A 370 [3.1.2-27] 

표 시험편,

ASTM E 23 [3.1.2-26]

Type A 시험편

인장시험편
KS B 0801 [3.1.2-40]

4호 시험편

ASTM A 370 [3.1.2-27], 

ASTM E 8 [3.1.2-31]

원형단면 인장시험편

괴인성

시험편

KS B ISO 12135 [3.1.2-34],

KS B ISO 12737 [3.1.2-33]

컴팩트 시험편

ASTM E 399 [3.1.2-35],

ASTM E 1820 [3.1.2-36]

CT 시험편

낙 시험편
KS D 0285 [3.1.2-23]

P-3 시험편

ASTM E 208 [3.1.2-24]

표  시험편

비균열 

Charpy시험편

(굽힘 시험편)

KS B ISO 12135 [3.1.2-34]

굽힘시험편,

KS B ISO 12737 [3.1.2-33]

굽힘시험편 

ASTM E 399 [3.1.2-35],

ASTM E 1820 [3.1.2-36]

굽힘시험편

표 3.1.2-12  조사  시험  조사후 시험편의 형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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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50.0

22.0

온도감시자
(저온용융합금)

추

온도감시자
보호용기
(수정튜브)

온도감시자

온도감시자집

단위 : mm

그림 3.1.2-1  온도감시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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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감시자

25.0

34.022.0

중성자감시자집

25.0

34.022.0

(5개 감시자용)

중성자감시자

보호용기

(스테인레스강 튜브)

중성자감시자

중성자감시자

중성자감시자

열중성자

차폐체

중성자감시자

보호용기
(스테인레스강 튜브)

중성자감시자집

(4개 감시자용)

단위 : mm

그림 3.1.2-2  성자감시자의 구성



- 66 -

주가공방향

내부단조면

b = 시험편 블록의 폭

a = 시험편 블록의 길이

T = 셸단조의 두께

화염절단면

담금질 노출면

2T+b

그림 3.1.2-3  모재 시험편 블록의 채취 치

내부단조면

담금질 노출면

b = 시험편 블록의 폭

a = 시험편 블록의 길이

T = 셸단조의 두께

주가공방향

화염절단면

담금질 노출면

용접중심선

c = b/2

그림 3.1.2-4  용 재 시험편 블록의 채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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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감시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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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공방향

내부단조면

주가공방향에 수직방향

그림 3.1.2-6  모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낙 시험편의 채취 치

주가공방향

단위 : mm

내부단조면

그림 3.1.2-7  용 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낙 시험편의 채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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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공방향

내부단조면

열영향부 (HAZ)

그림 3.1.2-8  열 향부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낙 시험편의 채취 치

주가공방향

세로방향

가로방향

내부단조면

그림 3.1.2-9  모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Charpy 충격시험편의 채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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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m

주가공방향

내부단조면

그림 3.1.2-10  용 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Charpy 충격시험편의 채취 

치

주가공방향

열영향부(HAZ)

내부단조면

그림 3.1.2-11  열 향부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Charpy 충격시험편의 채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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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공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내부단조면

그림 3.1.2-12  모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인장시험편의 채취 치

주가공방향

단위 : mm

내부단조면

그림 3.1.2-13  용 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인장시험편의 채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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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  모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괴인성시험편의 채취 치

그림 3.1.2-15  용 재 시험편 블록으로부터 괴인성시험편의 채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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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시편함
설치 후보 (8곳)

노심지지배럴

노심

그림 3.1.2-16  감시시편함의 수평방향 배치 후보지역

감시시편함

노심

노심지지배럴

원자로

용기

유동혼합헤더

그림 3.1.2-17  감시시편함의 수직방향 배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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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감시자

Charpy 충격시험편

파괴인성시험편

끼움쇠

하부쐐기

단위 : mm

상부쐐기

(24개)

(6개)

열영향부

(가로방향, 12개)

모재

(세로방향, 12개)

245

용착금속

(가로방향, 3개)

모재

(가로방향, 3개)

192

482

(5개 1조)

그림 3.1.2-18  상부시험편보 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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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  시험편보 통의 단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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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py 충격시험편

파괴인성시험편

끼움쇠

하부쐐기

단위 : mm

상부쐐기

(24개)

(5개)

중성자감시자

온도감시자

용착금속

(가로방향, 12개)

모재

(가로방향, 12개)

용착금속

(가로방향, 3개)

모재

(가로방향, 2개)

245

210

500

(9개 1조)

(5개 1조)

그림 3.1.2-20  간시험편보 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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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험편

파괴인성시험편

끼움쇠

하부쐐기

단위 : mm

상부쐐기

(6개)

(5개)

중성자감시자

Charpy 충격시험편
(6개)

용착금속

(가로방향, 3개)

모재
(가로방향, 3개)

모재

(가로방향, 3개)

용착금속

(가로방향, 2개)

Charpy 충격시험편
(6개)

모재
(가로방향, 6개)

용착금속
(가로방향, 6개)

(5개 1조)

240

205

490

그림 3.1.2-21  하부시험편보 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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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뭉치

상부시험편
보관통

중간시험편
보관통

하부시험편
보관통

상부체결나사

상부막음쇠

하우징

스프링

용접

상부쐐기

하부쐐기

끼움쇠

끼움쇠

끼움쇠

그림 3.1.2-22  감시시편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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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

감시시편함
예비설치공구

감시시편함
설치공구

나사부

나사부

체결구멍

가로쇠

그림 3.1.2-23  감시시편함 설치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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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저장대지지대

감시시편함 저장대

다웰핀

단위 : mm

50

60

TH 5

29

2180

TOP VIEW

SECTION A-A

AA

38

48

TH 5

13

(48)

(60)

걸쇠

구멍

유동

구멍

그림 3.1.2-24  감시시편함 장 의 구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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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용 볼트

튜브 (알루미늄)

체결부 (스테인레스강)

가로쇠

연결용 마개

(알루미늄)

체결부 구멍

체결나사부

튜브

연결핀

그림 3.1.2-25  감시시편함 인출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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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원자로냉각재계통 주기기의 기계  건 성 보고서

가. 주기기 내진평가

(1) 목

제어 구동장치는 제어 의 삽입량을 조 하여 원자로의 출력을 조 하고 비상시 제어

을 긴  삽입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한 기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 구동장치

의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고 동특성해석을 통해 제어 구동장치의 거시  진동특성인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를 구하고 지진하 에 한 응답스펙트럼해석을 통해 제어 구동

장치의 지진에 한 설계하  생산을 목 으로 한다.

(2) 제어 구동장치 유한요소모델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은 해석목 과 모델의 세 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구조  형상을 기술하는 세 도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상세모델과 단순모델로 구

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구조물의 거시  동특성해석과 내진설계하  생산에 있

으므로 제어 구동장치의 형상을 단순화시킨 단순모델을 작성하 다. 제어 구동장치는 

원자로용기 덮개에 있는 제어 구동장치 노즐에 설치되며 작성한 제어 구동장치 해석

모델은 제어 구동장치 노즐 상단에 설치되는 제어 구동장치 본체를 상으로 한다. 단

순모델의 작성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로 제어 구동장치의 형상을 

단순화 시켜 표 인 단면 형상과 치수를 도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한다. 해석모델은 3차원 보요소를 이용해 구성하 다. 

그림 3.1.3-1은 제어 구동장치의 외형과 유한요소모델 정보를 도시한 것이다. 제어 구

동장치 외형도에는 형상단순화 과정에서 고려한 주요치수를 기입하 다. 제어 구동장치

의 하우징은 제어 구동장치 상부를 구성하는 Rod travel housing과 하부에 치하며 

Latch 집합체를 포함하고 있는 Latch housing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제어 구동장

치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하우징의 내경과 외경, 그리고 단면의 형상이 불연속되는 지

의 높이정보에 기 하여 제어 구동장치 형상단순화 작업을 수행하 다. 제어 구동장치

의 하우징을 총 9개의 단면형태로 분류하고 각 단면의 치와 단면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의 치수 그리고 단면을 표하는 등가 도를 표 3.1.3-1에 정리하 다. 단면의 등가 도

는 개별 단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질량 합을 압력경계인 하우징의 부피로 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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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atch를 구동하는 자석집합체는 3개의 개별 인 집 질량으로 가정하 으며 각 집

질량체의 질량을 표 3.1.3-2에 정리하 다. 

제어 구동장치 유한요소모델의 구성요소로는 원통형 단면을 갖는 보요소를 채택하 으

며, 입력에 사용한 보요소의 단면은 제어 구동장치의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하우징의 내

경과 외경이다. 압력경계 하우징 이외의 부분은 단순 부가질량으로 가정하여 표 3.1.3-1

에서 구한 등가 도를 유한요소모델구성을 한 입력으로 사용하 다. 한 자석집합

체는 3개의 집 질량으로 모델링하 다. 작성한 유한요소모델의 형상을 그림 3.1.3-1에 

수록하 으며 번호를 표기한 그림도 함께 수록하 다. 유한요소모델의 총 수는 

52개이며 51개의 보요소와 3개의 집 질량요소로 구성하 다. 모델의 총 질량은 684kg이

다. 경계조건은  1에서 완 고정으로 하 다. 

(3) 제어 구동장치 동특성해석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인 ABAQUS Ver.6.8을 이용하여 제어 구동장치의 동특성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을 통해 차 30개 진동모드의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를 계산하 다. 동

특성해석에는 Langzos method가 사용되었다. 제어 구동장치의 고유진동수와 모드별 유

효질량(Effective Mass)을 표 3.1.3-3에 정리하 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어 구동장치 

진동모드의 유효질량은 6번째 모드 이하에 집 되어있다. 그림 3.1.3-2는 제어 구동장치

의 12개 차 고유진동모드의 모드형상을 그린 것으로 모두 굽힘진동모드이다. 종방향 

진동모드는 250Hz이상에서 시작되므로 30Hz이하인 내진해석의 주요 심 진동수 역에 

속하지 않는다.

보요소를 사용한 단순모델의 합성을 검토하기 해 3D solid 요소를 사용한 상세모델

을 추가로 작성하여 동특성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상세모델의 형상과 

해석결과를 수록한 그림 3.1.3-3에서 알 수 있듯이 보요소를 사용한 단순모델의 진동수 

 진동모드형상해석결과가 상세모델을 사용한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4) 지진하

그림 3.1.3-4에 기술된 X, Y, Z 방향에 한 SSE 응답스펙트럼 하 을 고려하 다. 각 그

림은 SSE 하 시 원자로에 장착된 기기가 받는 하 의 응답스펙트럼이다. 이는 설계자

료(연계업무통신문, "SGC, CRDM, RCP 동응답 해석을 한 지진응답스펙트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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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65-ME-05001, 2005/01/06)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쇠 1% 인 경우의 응답스펙트럼이

며, 해석을 해 몇 개의 직선으로 단순화하 다.

(5) 제어 구동장치 내진해석

그림 3.1.3-4에 기술된 X, Y, Z 방향에 한 단순화된 응답스펙트럼을 하 입력으로 하여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인 ABAQUS Ver.6.8에서 CRDM의 내진해석을 수행하 다.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을 사용하 으며 방향 별 응답의 조합에는 SRSS를 사용하 으며 모드 

별 응답의 조합에는 Ten Percent Method를 사용하 다. CRDM 유한요소모델의 좌

표와 의 최  변  해석결과를 표 3.1.3-4에 수록하 으며, 고정 에서의 반력은 표 

3.1.3-5에 수록하 다. 개별 유한요소의 심면에서 구한 내력은 표 3.1.3-6에 수록하

다. 

표 3.1.3-5의 반력은 체좌표계에서 정의되는 반력이다. 표 3.1.3-6에서 요소의 단면내력 

SF1, SF2, SF3과 요소 내력모멘트 SM1, SM2는 보요소의 요소축인 1, 2, 3 축에 한 내

력이다. 요소의 축은 요소를 구성하는 에 의해 정의되는 축으로서 요소 j에서 요소 i

방향이 3축이며 이에 직각인 두 방향이 1축과 2축이다. 

(6) 결론

제어 구동장치의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고 동특성해석을 수행하 으며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으로 제어 구동장치의 내진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는 상용 로그램인 

ABAQUS Version 6.8을 이용하 으며 Ten Percent Method와 SRSS를 이용해 개별 모

드의 효과를 고려하 다.

동특성해석결과 제어 구동장치의 요 고유진동수는 략 4.7Hz, 26Hz, 51Hz이며 이들

은 모두 제어 구동장치의 굽힘진동모드이다. 내진해석결과 CRDM이 원자로 덮개의 노

즐에 고정되는 1에서 발생하는 최  반력은 약 6500N, 최  모멘트 반력은 약 

18000Nm로 나타났다. 최  변 는 CRDM의 상부 끝에서 발생하는 횡방향 변 로 약 

72mm이다. 본 해석은 CRDM 내부의 고압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운   

실제 내력을 측하기 해서는 압력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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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발생기 열 의 FIV 평가

(1) 열  외부 유동에 한 해석

(가) 고려 상이 되는 유동유인 진동

열 의 외부 유동에 의한 유동유인 진동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3.1.3-2]. 다음 에서 (d)는 그 크기가 향을 주기에 미미한 진동이므로 검토하지 않

는다. 

(a) 카르만 와류에 의한 진동

(b) 난류에 의한 불규칙 진동

(c) 유동유인 탄성 진동

(d) 음향 진동

(나) 열  재료

SMART 증기발생기의 열 은 요건에 따라 상용원자로에서와 같은 Alloy 690 

(UNS N06690)을 사용한다. 

(다) 설계자료 생산

열  고유 진동수의 산출은, 고유진동수가 낮아 카르만 와류(vortex) 방출 진동수와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최외층의 열 에 해 산출한다. 열  고유진동

수는 지지구조물의 간격 혹은 지지 수 n을 변수로 하여 진동수를 구했으며, 나선형 

열 을 링 형태로 가정하고 계산하 다. 부분-링 형태의 열 이 원주 방향으로 2

에서 고정-지지되어 있는 경우의 열  직교방향, 즉 유동 방향 진동의 고유 진동

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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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1 :  부분 링의 직교방향으로의 고유진동수 (Hz) : 고정단 경계조건

α0 :  지지  간 각도, 부분 링의 각도 (rad)

R :  열 의 굽힘반경 (m)

I :  단면 2차 모멘트 (m
4
)

E :  탄성계수 (N/㎡)

ν :  Poisson 비

w :  단  길이당 량 (kg/m)

여기서

139.5492.2
2

0
4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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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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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αβ

 식을 이용하여 SMART 증기발생기 열 에 하여 각각의 변수  고유진동수

를 계산하면 다음 표 3.1.3-7과 같다:

증기발생기 최외곽의 열 은 지지 이 8개인 경우 고유진동수가 237 Hz로 계산된

다. 부분-링 형태의 열 이 원주 방향으로 2 에서 핀-지지되어 있는 경우로 가정

할 경우, 열  직교방향 즉, 유동 방향 진동의 고유 진동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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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2 :  부분 링의 직교방향으로의 고유진동수 (Hz) : 핀 지지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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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0 :  지지  간 각도, 부분 링의 각도 (rad)

R :  열 의 굽힘반경 (m)

I :  단면 2차 모멘트 (m
4
)

E :  탄성계수 (N/m2)

ν :  Poisson 비

w :  단  길이당 열  량 (kg/m)

 식을 이용하여 SMART 증기발생기 열 에 하여 각각의 변수  고유진동수

를 계산하면 다음 표 3.1.3-8과 같다.

지지 의 간격이 재 SMART 증기발생기 열 의 설계 값인 0.622m (n=8)경우에 

열 의 고유진동수는 97～237 Hz가 되며, 간격이 증가할수록 진동수는 감소한다. 

SMART의 증기발생기와 같이 지지 에 의해 마찰력으로 지지되는 열 을 고정지

지와 핀-지지로 가정하 는데 열 의 경계조건의 향이 작지 않으며, 그 범 가 넓

어 이 부분에 하여는 유한요소해석이나 실험 등과 같은 추가 인 해석과 실험이 필

요하다.

(라) 칼만 와류에 의한 진동

흐름에 수직으로 하나의 원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방에 와류가 교 로 방출되어 칼

만 와류를 형성한다. 이 와류의 토출에 의해 원통은 주기 으로 변동하는 유체에 의한 

힘을 받게 되는데, 원통의 고유진동수와 와류 토출 진동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진

을 일으키게 되어 크게 진동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으로 이 두 가지의 진동수가 충

분히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SMART 증기발생기의 열 은 사각배열과 

삼각배열이 조합된 형태일 것이므로 두 가지 배열방식에 해서 모두 계산하 다.

1) 와류 방출 진동수

가) 의 유로 단면  (카세트 당)

증기발생기 카세트 단면에서 열  면 과 지지 의 면 을 빼면 1차측 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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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을 구할 수 있다. SMART 증기발생기에서는 열  지지 로 인한 유로

의 감소가 10%로 가정한다. 열 을 사각배열로 모델링 할 경우 단면 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1(})(
4

{
1

22
spt

n

k
koio RddDDA −⋅−−= ∑

=

ππ

여기서

A  : 유로단면  (m2)

Do :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통의 내경 

Di : 내통의 외경 

do : 열 의 외경

dk : 나선형 열  열 직경

Rspt : 열  지지  혹은 지지물의 단면  비 (10%)

n  : 코일 층 총수

k  : 코일 층 번호

재의 설계에서 사각배열과 삼각배열의 유로 면 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사각배열: 0.386248 m
2

나) 일차냉각수 유속

일차냉각수의 유량이 주어지면 평균유속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
W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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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  : 일차냉각수 유속 (m/s)

A  : 가)에서 구한 유로단면  (m
2
)

W  : 일차냉각수 유량, 

사각배열 : V=1.845 m/s

실제로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내의 각 부 에서 유속이 일정한 값을 갖지 않으므

로 유속에 한 정확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유속분포에 한 계산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유속으로 계산을 수행했다.

다) 칼만 와류 토출 진동수

열 이 조 하게 배열되어 있을 때, 칼만 와류의 생성 진동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o
tk d
VSf =

여기서

fk : 칼만 와류 생성 진동수

V  : 직행류의 속도

St : Strouhal수(무차원)

do : 열  외경

열교환기의 과 같이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열 에 해서 칼만 와류

는 Chen에 의해 실험되어 다음 수식과 같은 Strouhal 수의 계를 얻었다

[3.1.3-4]. SMART 증기발생기의 경우 열 을 사각 배열하여 설계하는 것을 가

정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열 이 사각으로 배열되었다고 가정한 모델에 한 계

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다른 도식 인 실험 결과인 그림 3.1.3-5  그림 

3.1.3-6 [3.1.3-5, 6]에서도 Strouhal 수가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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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ln1.0 +−= XTAS t

계산 결과에 의하면 칼만 와류에 의한 진동수는 약 74Hz가 된다. 그림 3.1.3-5와 

그림 3.1.3-6에서 찾으면 St가 0.46범 에 있으므로 칼만 와류에 의한 진동수는 

50Hz가 되는데 이와 같이 칼만 와류에 의한 진동수는 Strouhal수를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도표나 수식  실험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지지  개수에 한 검토

8개 지지 을 갖는 경우 열 의 고유진동수는 지지형태를 핀-지지로 가정하면 97 

Hz로 계산된다. 이 경우 열 의 지지 간 길이는 π☓(1.584)/8 = 0.622m 이다. 사

각배열로 열 을 배치하 을 때 와류 방출 진동수는 50～74 Hz로 계산이 되므로 

공진에 의하여 열 이 손상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열 의 고

유진동수는 열 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아지게 되며 지지정도가 확실할수록 높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열 의 지지 간 거리를 최  0.622m로 정의함으로써 열

의 고유진동수를 97 Hz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칼만와류에 의한 진동 손상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내각의 열 은 나선경이 0.572m 이므로 4개의 지지 만을 설

치해도 지지 간 거리 0.450m로 요건을 충족  된다. 

(마) 난류에 의한 불규칙진동

난류에 의한 불규칙진동은 열  바깥쪽 1차측 냉각재의 심한 난류에 의해 열 에 

작용하는 변동하 에 의해 발생한다. 이 때 불규칙 진동수는 [3.1.3-7]에 의한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사용하 다.

Hz
T
d

LT
dVf ooc

tb

8.32

]28.0)1(05.3[ 2

=

+−=

여기서

ftb : 난류에 의한 불규칙진동의 진동수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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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 열 을 통과하는 직행유속

L  : 길이방향 열 의 피치(m)

t  : 횡방향 열 의 피치(m) 

do : 열  외경

SMART 증기발생기의 불규칙진동수는 32.8Hz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열 의 고유

진동수 97 Hz의 40%정도의 작은 값이므로 난류에 의한 불규칙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

은 희박하다. 

(바) 유동유인 탄성 진동

1) 개요

유동유인 탄성 진동이란, 유속이 어떤 한계치 이하에서는 구조물의 진동에 한 감

쇠력으로서 작용하는 유동유인탄성력이 존재하지만 그 한계치를 넘을 경우에는 마

치 감쇠력(유동유인탄성력)이 음(陰)이 되어 진동을 조장하는 것처럼 작용함으로써 

(大) 진폭의 진동을 발생시키는 상이다. 한계 유속은 무차원 값으로서 핑 

라미터와 실험에 의해 정해지는 정수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지만, 나선형 열 처

럼 곡 군에 용 가능한 식은 찾을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직 군에 한 평가 식

을 이용한다.

2) 한계 무차원 유속

한계 무차원 유속의 계산은 핑 라미터를 고려한 다음의 Connors의 식[3.1.3-8]

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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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C:  (유동유인탄성진동의) 한계 무차원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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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수

m:  유체를 포함하는 열 의 단  길이 량 (kg/m)

ρ: 일차냉각재의 평균온도에서의 유체의 도 (kg/㎥)

d0:  열  외경(m)

δt:  정지 유체 에서의 열 의 수 감쇠율

윗 식의 호 안의 수식이 핑 라미터이며, 수 감쇠율 δt는 가진 시험에 의해 

얻어지는 값이다. 그러나 SMART 열 에 하여는 가진시험 등이 수행되지 않았

으므로 MRX에서 사용한 [3.1.3-2]의 값인 δt=0.04를 지지  수를 고려한 모든 계산

에 사용한다. 한편 Connors는 실험 결과를 윗 식으로 정리하 는데, 정수 C가 9.1인 

경우에 무차원 유속이 유동유인 탄성 진동의 발생 한계이며 그 이하에서는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  역이라 주장하고 있다. 

3) 평가

외 유체의 무차원 유속 Un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o
n df

VU
⋅

=
2

여기서,

V:  일차 냉각수 유속(m/s)

f2:  열  고유 진동수(Hz)

의 2가지 식을 놓고 계산한 결과는 Uc = 4.084, Un = 1.123이 된다.

 식에 의한 진동 발생 한계 Uc  Un의 평가 결과를 그림 3.1.3-7에 핑 라미

터와의 계로서 나타내었다. 그림 3.1.3-7로부터 SMART 증기발생기는 핑 라

미터가 모두 안  역 내에 있으므로 유동유인 탄성진동은 발생하지 않음을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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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단, 수 감쇠율 0.04는 MRX의 값을 인용하여 계산한 바 Mock-up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내 흐름에 의한 유동유인 진동

(가) 개요

열교환기 열 과 같은 곡 (헬리컬 코일)에서는 내 흐름에 의해 자체진동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 내 흐름의 압력, 유속의 향을 받아 외견상의 강성이 

하하여 고유진동수가 낮아져 발생하는 불안정 상으로서 설명되고 있다[3.1.3-9].

본 계산에서는 이러한 상이 발생한 경우에 주요한 진동이 되는 열  면외 진동에 

하여 설계 조건에서 무차원 유속을 구해 이것이 불안정 진동을 발생시키는 한계 무

차원 유속 이하이면 불안정 진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

1) 무차원 유속

곡 의 면외 진동에 한 무차원 유속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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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N: 무차원 유속

E:  탄성계수 (N/m
2
)

I:  단면 2차 모멘트(m4)

mf: 내유체의 단 길이 당 질량 (kg/m)

vi: 내유체의 유속 (m/s)

R: 의 곡률 반경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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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유량 (㎥/s)

n: 열  총수

2) 한계 무차원 유속

내 흐름에 의한 자체진동을 평가하기 해서 요한 인자는 진동모드와 지지조건

이다. SMART 증기발생기 열 에 하여서 요한 진동모드는 열과의 길이가 

비교  긴 최외곽 열 의 면외평면에 한 일차모드일 것인바, 내 유체흐름에 

의해 겉보기 강성 하에 의한 곡 의 불안정진동이 생긴다고 하면 설계유속이 최

차 모드에 한 한계속도보다 낮음을 보여주면 진동발생에 한 험성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열 에 한 지지조건은 양단고정으로서 가정하여 평가한다.

한계 무차원 유속 VC는 열 의 지지 간 각도 K(rad), 양 지지 의 구속조건  

주목하는 진동 모드에 의해 정해진다. 그림 3.1.3-8은 한계 무차원 유속 VC와 지지

간 각도 K와의 계를 나타내는데[3.1.3-10] 무차원유속 VN이 이 그림에서 구한 

한계 무차원 유속 VC 이상 ( cN VV ≥ )이 되는 경우에 불안정진동이 발생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 

그림 3.1.3-8에서 볼 때 최외곽 열에 하여 지지 간 각도 K=0.393(45°)가 되며, 일차

모드에 한 무차원 한계속도 Vc는 략 3.5가 되고 있다. 한 최내곽 열에 하여는 

지지 간 각도 K=0.785(90°)가 되어, 일차모드에 한 무차원 한계속도VC는 략 1.3

의 값을 가진다. 내유속 vi의 무차원 유속을 앞서 언 한 식으로 구한 결과를 표 

3.1.3-9에 나타냈다. 이때 2차측 유속은 8.0～40.2 kg/s의 유량에 하여 구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SMART 증기발생기 열 은 내 흐름에 의한 유동유인 진동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단한다. 

(3) 결론

이상의 계산  평가 결과에 따르면 SMART의 증기발생기 열 은 외류에 의한 카

르만 와류에 의한 진동, 난류에 의한 불규칙 진동, 유동유인 탄성 진동  내류에 의한 

불안정 진동 등 각각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유동유인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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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에 련하여 사용한 열 의 수 감쇠율에 해 Mock-up 등으로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 96 -

다. 증기발생기 열  단 평가

(1) 서론

증기발생기 열 은 수력학   수화학 으로 특성이 매우 다른 1차계통과 2차계통의 

경계부를 이루고 있기에 운  환경이 열악하여 다른 기기에 비해 다양한 열화 상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는 증기발생기의 건 성과 운  수명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상용원자로의 경우 고리 1호기  울진 1, 2호기에서 열  문제로 인해 증

기발생기를 교체하거나 운   감시를 강화한 바 있다. 

열 의 열화는 증기발생기 내의 수력학 , 수화학   구조  조건에 따라 발생 가능

한 상이 달라지기에 열  재료, 구조  형상, 운  조건 등과 한 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EPIC MNB-3120(혹은 ASME Code Sec. III, NB-3120)[3.1.3-11, 

3.1.3-12]에서는 가동 에 상되는 열화 기구를 고려하여 열   지지 구조물을 설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 개발 인 일체형원자로의 경우는 증기발생기의 구조  운

 환경이 상용원자로와 상이하기에 상용원자로에 한 기존 열  유지/ 리 로그램

을 용할 수 없으며, 열 의 구조 건 성 확보를 해서는 고유의 특성을 반 한 설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원자로의 운  환경  설계 특

성을 반 하여 열 에서 발생 가능한 표 인 손 모드에 한 비 평가를 수행하

다.

(2) 일체형원자로 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손 모드

열 의 손상은 일반 으로 화학  부식과 기계  결함으로 구분된다. 화학  부식에는 

감육(wastage), 식(pitting), 1차냉각수 응력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입계부식/응력부식균열(IGA/IGSCC)  덴 (denting) 등이 있으며, 

기계  결함에는  마모(fretting wear), 피로(fatigue) 등이 있다. 일체형원자로 증

기발생기는 원자로용기 내부에 설치되며 압력이 높은 1차 냉각재가 열  외부로 흐르

고 압력이 상 으로 낮은 2차 냉각재가 열  내부로 흐르는 류형 증기발생기이다. 

한 U-tube 형이 아닌 나선형으로 감긴 형태의 열 을 사용하는 등 상용원자로 증기

발생기와는 운  환경  형상이 상이하다. 따라서 열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손상 

기구도 상용원자로와는 다르며 본 에서는 열 에서 일반 으로 고려되는 손상 기구 

가운데 일체형원자로 열 에서 고려해야 하는 손상 기구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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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WSCC 등에 의한 균열 거동 평가 (균열형 결함, crack-like flaws)

최근 열 에서 발생하는 표 인 손상 형태는 PWSCC와 2차측에서 발생하는 입계 

부식 등으로 원주방향 균열과 불연속 인 축방향 균열이 발견되고 있다. PWSCC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기 해서는 높은 인장응력이 존재해야 하며 재료가 PWSCC 환경

에 취약해야 한다. 재료의 경우 일체형원자로는 Ni계 합 인 alloy 690을 열  재료

로 사용한다. Alloy 690은 1989년 D.C. Cook-2, Indian Point-3 등의 증기발생기에 

용된 이후  세계 약 74호기에서 용 이며 기존 alloy 600 합 과는 달리 재까

지 20여 년간의 운  경험 동안 PWSCC 등에 의한 손상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한 

alloy 690은 1990년 이후  세계 약 90여개 원 에서 pressurizer heater sleeves, 

pressurizer instrument nozzle, reactor vessel head CRDM nozzles/welds, hot leg 

piping nozzles 등에도 용되고 있다. 따라서 용 상  사례를 기반으로 보면 재

료 측면에서 부식에 의한 균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단된다. 뿐만 아니라 일체형원

자로 열 은 하  측면에서도 내압이 작용하는 상용원자로와는 달리 외압이 작용하

기에 SCC에 의한 균열 발생 가능성은 히 낮으며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균열이 닫

히는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1차 냉각수가 설될 확률도 히 낮아진다. 

그러나 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 비하여 균열 발생과 이에 따

른 열/ 설 거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손상 특성에 근거한 평가 기 을 

정립하기 해서는 균열의 형상에 따른 열 압력(임계균열길이  허용균열길이), 그

리고 균열 길이에 따른 설률 간의 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상용원자로 

증기발생기의 경우 열  재료의 인성이 높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주요 손 모드는 

소성붕괴(plastic collapse)이며, 한계하 법을 사용하면 소성붕괴하 을 잘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리 알려져 있다[3.1.3-13]. 한 정상운   비상운  조건하에서의 증

기발생기 열 의 재료 거동에 미치는 온도의 향은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일체형원자로의 경우는 술한 바와 같이 열 에 외압이 작용하기에 균열 발

생에 따른 열/ 설 거동이 상용원자로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설의 경우에는 균

열 닫힘 거동이 발생하며 열 거동의 경우에는 외압 작용과 단면의 비 칭성으로 인

한 좌굴(buckling)을 추가 인 손 모드로 고려해야 한다. 

(나) 마모  감육 평가 (체 형 결함, volumetric flaws)

체 형 결함에는 마모, 감육 등이 있으며 감육은 주로 화학  부식에 의해 발생한다. 

마모는 유체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 FIV)  열  지지 와의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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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with supports)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최근 들어 FIV에 의한 열

의 마모 상이 국내 증기발생기에서 큰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마모(혹은 충격  마모)로 인한 열  손과 냉각수 유출, 이로 인한 발 소

의 가동 지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열 의  마모 상을 이해하기 해서

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열 과 지지구조물 사이의 FIV를 일

으키는 기하학 인 배열  두 물체 사이의 상호 작용력, 진동수 그리고 진동폭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두 물체의 표면 거칠기  

표면 형태, 재질 특성뿐만 아니라 유체의 종류  가동 온도, 가동 시간 등도 마모 

거동에 큰 향을 미친다[3.1.3-14]. 이와 같은 체 형 결함이 발생할 경우 열  단

면의 비 칭성과 외압으로 인해 좌굴이 손 모드가 될 수 있다.

(3) 증기발생기의 설계 특성 (평가 상)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원자로 열 의 손상 기구 가운데 균열에 의한 설  열 거동

을 평가하기 해 열 에 축방향  원주방향 통균열(through-wall cracks)을 가정

하 다. 그리고 ASME Sec. III에 입각한 열  설계 하 의 보수성을 평가하기 해 이

론식에 입각한 최  외압과 ASME Sec. III에 입각한 최  외압을 균열이 없는 열 에 

해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660MWt 용량의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가 고려되었으며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열  설계온도

열 의 설계온도는 360˚C(680˚F)이다. 이는 원자로용기 설계온도와 동일한 값이다.

열  설계압력

열 에 가해지는 외압과 내압은 각각 17MPa과 2MPa이다.

열  외경

열 의 외경과 두께는 각각 17mm, 2.5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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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재료

열 의 재료는 alloy 690이다. 이는 ASME 재료목록에서 Spec. No. SB-163이며 UNS 

No. N06690이다. 

열  재료의 설계응력강도

설계온도 360˚C(680˚F)에서 열  재료인 alloy 690의 설계응력강도 Sm은 

160.6MPa(23,300psi)이다. 이는 ASME Sec. II, Part D, Subpart 1의 표 2B에서 구한 값

이다.

열  재료의 항복강도

설계온도 360˚C(680˚F)에서 열  재료인 alloy 690의 항복강도 Sy는 

212MPa(30,720psi)이다. 이는 ASME Sec. II, Part D, Subpart 1의 표 Y-1에 수록된 온도 

650˚F에서의 항복강도와 700˚F에서의 항복강도를 선형 보간한 값이다. 표 3.1.3-10에 평

가 시 필요한 재료 물성치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4) 균열이 없는 열 의 최  허용 외압

일반 으로 ASME Sec. III, NB-3100 혹은 KEPIC MNB-3100에 입각한 외압 열  설

계는 매우 보수 인 두께 혹은 설계 압력 값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 의 

경우 1차 냉각재와 2차 냉각재 사이의 열 달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두께가 지나

치게 두꺼워질 경우에는 열 달 효율이 하되며  두께 증가로 인해 열 의 체

인 형상이 커진다는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균열이 없는 

열 의 최  외압을 ASME Sec. III  이론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ASME Sec. III를 이

용하여 결정된 최  외압의 보수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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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EPIC MNB-3133.3에 입각한 열  최  외압

"KEPIC MNB-3133.3 원형 동체  제품" 설계 기 에 따른 열 의 최 허용외압 

결정 차는 다음과 같다. 

외경과 두께의 비(Do/t)가 10 이상인 경우

Step 1: 열  두께 t를 이용하여 L/Do  Do/t를 구한다. 여기서 L은 열 의 길이

이다. 

Step 2: L/Do  Do/t를 이용하여 KEPIC MDP, 부록 VIII의 그림 G에서 계수 A값을 

찾는다. 만약 L/Do 값이 50보다 큰 경우는 50으로 하며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0.05로 

한다. Do/t의 간 값에 해서는 보간법을 사용한다. 증기발생기 열 의 경우는 길

이 L이 매우 크므로 L/Do 값으로 50을 용한다. 

Step 3: 상재료/온도에 하여 KEPIC MDP, 부록 VIII의 해당 재료도표로부터 앞에

서 구한 계수 A 을 가지고 계수 B를 구한다. 

Step 4: Step 3에서 구한 B값을 다음 공식에 입하여 최 허용외압 Pa를 결정한다.

 


                                     (3.1.3-1)

외경과 두께의 비(Do/t)가 10 미만인 경우

Step 1: Do/t가 10 이상인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수 A와 B를 결정한다. 다만 Do/t

가 4 미만인 경우에는 A 결정 식이 달라지지만 본 660MWt 용량의 증기발생기는 Do/t

가 6.8이므로 Do/t가 4 이상인 역만 고려한다.

Step 2: Step 1에서 구한 B값을 이용하여 다음 공식으로 pa1을 계산한다.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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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다음 공식으로 pa2를 계산한다.

 
 

                                (3.1.3-3)

여기서, S는 설계 온도에서 구한 응력강도의 1.5배 는 항복강도의 0.9배  작은 값

으로 표 3.1.3-10에 정리하여 나타낸 바와 같다. 

Step 4: Step 2와 Step 3에서 구한 pa1과 pa2를 비교하여 작은 값을 최 허용외압 pa로 

사용한다. 

(나) 이론식에 입각한 열  최  외압

열 이 완 한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 외압을 받는 (균열이 없는) 열 은 탄성 좌

굴(elastic buckling)이나 소성붕괴에 의해 손되며 두 기  가운데 작은 값으로 손 

하 이 결정된다.

탄성 좌굴의 경우 최  허용 압력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3.1.3-15].

  






 






                               (3.1.3-4)

여기서, 는 탄성 좌굴 외압을 의미한다. E는 탄성 계수, 는 포아송의 비(Poisson's 

ratio) 이다. 한 Do는 열 의 외경이며 t는 열 의 두께이다.

소성붕괴의 경우 최  허용 외압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3.1.3-16].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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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소성붕괴 외압이며 는 재료의 항복 강도이다. 

만약 두께가 얇아 평면 응력(plane stress) 조건을 용할 수 있는 경우에 식 (3.1.3-4)

와 식 (3.1.3-5)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3.1.3-6)

(다) 계산 결과

그림 3.1.3-9(a)는 KEPIC MNB-3133.3으로 구한 열  최  허용 외압과 이론식으

로 구한 최  허용 외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3-9(b)는 허용 외압을 식 

(3.1.3-7)과 같은 평균 원주 응력(average hoop stress)으로 나타낸 것이다. 

  




                                   (3.1.3-7)

최  허용 외압은 배 의 두께 변화가 손 모드  최  허용 외압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 해 4<Do/t<50 역에 해 계산하 다. 그림 3.1.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Do/t가 ～30 이하인 역에서는 소성붕괴가 열 의 지배 인 손 모드 으며 Do/t

가 약 30 이상인 역에서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좌굴이 주요 손 모드로 나타났다. 

이론식의 경우 Do/t가 약 20 이상인 경우에는 후 (thick cylinder)의 경우에 한 결

과와 박 (thin cylinder)에 한 결과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9에 나타

난 바와 같이 KEPIC MNB 3133.3(혹은 ASME Sec. III, NB-3133.3)에 입각하여 결정

한 최  허용 외압은 이론식으로 구한 결과에 비해 최  5.4배 정도 작았으며, 평가 

상 증기발생기(Do/t=6.8)의 경우에는 이론식에 비해 약 3.3배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열 의 ovality에 의한 향, 부식 등 고려하지 않은 설계 변수에 의한 

향 등을 고려하더라도 KEPIC MNB 기 에 의한 설계 값은 매우 보수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03 -

(5) 가상 통균열이 존재하는 열 의 설  손 거동

술한 바와 같이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는 외압이 작용하는 류형 증기발생기이며 

재료도 alloy 690으로 SCC 항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균열 발생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설 가능성이 히 낮지만 설계 기 을 정립하기 해서는 균열 발생과 이에 따른 

열 압력(임계균열길이  허용균열길이), 그리고 설률 간의 계를 종합 으로 고려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으로 가정된 가상 통균열에 해 설 거동, 

열 압력 등에 한 비 평가를 수행하 다.

(가) 해석 상

균열 발생에 따른 열 압력  설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표 인 형상의 축방향

과 원주방향 통균열을 열 에 가정하 다. 균열의 치에 따른 거동 특성을 악

하기 해 그림 3.1.3-10(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  상부 심(center), 최외곽

(extrados), 최내곽(intrados)에 각각 균열을 가정하 다. 한 코일링(coiling) 직경이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해 열  코일링 직경으로 572mm, 1144mm 그리고 

1584mm의 세 가지 값을 고려하 다. 코일링 각(helix angle)은 모든 경우에 해 평균

값인 9.5°를 용하 다. 

그림 3.1.3-10(b)  그림 3.1.3-10(c)는 각각 원주방향과 축방향 통균열의 기하학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원주방향 통균열의 경우 a는 균열길이의 1/2을 의미하며 는 

균열각의 1/2을 의미한다. 그리고  ,  , 는 각각 열 의 외반경, 평균반경, 내반

경이며 t는 두께이다. 축방향 통균열의 경우도 a는 균열길이의 1/2을 의미한다. 원주

방향 통균열의 경우에는 균열 길이가 2a=11.4mm(


 , , 그림 

3.1.3-10(b) 참고)이며 축방향 통균열의 경우에는 균열 길이가 2a=8.5mm

(

 , 그림 3.1.3-10(c) 참고)인 경우를 고려하 다. 표 3.1.3-11에 본 연구에서 

고려된 해석 상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나) 유한요소해석

그림 3.1.3-10  표 3.1.3-11에 나타낸 축방향  원주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열

에 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표 인 균열 열  형상에 해 설 



- 104 -

거동  열 거동에 한 비 평가를 수행하 다. 설 거동의 경우에는 3차원 탄성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균열 열림(혹은 닫힘) 거동을 평가하 다. 열 거동의 경우에는 

재료의 인성이 높고 두께가 얇은 열 은 소성붕괴가 주요 손 모드이며 특히 외압

이 작용하는 균열 열 의 경우는 좌굴에 의해서도 열될 수 있기에 3차원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소성붕괴 거동과 탄성 좌굴 해석(elastic eigenvalue buckling 

analyses)을 이용한 좌굴 거동을 비 평가하 다. 

그림 3.1.3-1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균열 열 의 표 인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

델을 나타낸 것이다. 유한요소해석에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3.1.3-17]가 이용되었다. 기하학  형상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1회 된 열

만을 고려하 다. 요소망 구성을 해 20  등계수 사각주요소(20-nodes 

isoparametric brick reduced integration element, C3D20R in ABAQUS element 

library)를 사용하 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균열 구조물 유한요소망 작성 로그램인 

FEACrack 로그램[3.1.3-18]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축방향 통균열의 경우에는 

각각 52,864개의 요소와 238,206개의 이 사용되었으며 원주방향 통균열의 경우

에는 각각 49,728개의 요소와 224,364개의 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열 의 경우는 두께가 얇고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요소의 길이비(aspect ratio) 등

을 고려하여 조 하게 요소망을 구성하 다. 균열 선단은 기 형태(focused wedge 

type)의 요소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술한 바와 같이 하  조건으로는 외압을 열

 외부 표면에 분포 하 의 형태로 작용시켰으며 균열 면에는 외압의 50%를 작용시

켰다. 해석 시 구속 조건으로는 열 의 양 끝단을 완  구속 하 다. 

탄성 유한요소해석으로 설 거동을 평가하는 경우, 열 의 재료는 균질 등방성 탄

성(homogeneous, isotropic linear elastic) 재료로 가정하 다. 탄성 응력확 계수

(elastic stress intensity factor) 계산을 한 분 경로는 4개이며 두께 방향으로는 7

개의 요소가 사용되었다. 탄성 응력확 계수는 ABAQUS 로그램의 역 분법

(domain integral method)을 이용하여 직  계산되며 본 연구에서 고려된 열  균열

의 경우에는 균열 끝단이 2개이므로 양쪽 균열 끝단에서 탄성 응력확 계수 값을 계

산하 다(그림 3.1.3-11 참고). 한 균열 선단에서 탄성 특이성(elastic crack-tip 

singularity)을 고려하기 해 균열 선단 요소의 간 은 균열 선단의 1/4 지 으

로 옮겨졌으며 ABAQUS 로그램의 MPC-TIE 옵션을 이용하여 균열 선단의 은 

동일하게 변형하도록 하 다. 최종 으로 3차원 탄성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탄성 응

력확 계수는 최  차이가 1% 내에서 경로 독립성(path independence)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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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열림(혹은 닫힘) 거동을 평가하기 한 균열 열림 변 (crack opening 

displacement)는 유한요소해석에서 얻어지는 변  값으로 직 으로 평가된다.

열 거동을 평가하기 한 소성붕괴 해석도 표 3.1.3-11에 나타낸 균열 열 에 

해 수행하 다.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탄성 응력확 계수 해석에 사용

된 모델과 동일하다. 다만 이 경우, 재료는 탄성완 소성(elastic-perfectly plastic) 조

건으로 고려되었으며 소규모 변형률 해석(small strain analysis)을 용하 다. 한 

탄성완 소성 해석 시 해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렴 문제를 고려하여 ABAQUS 

내에서 지원하는 수정 RIKS(modified RIKS) 옵션을 사용하 으며 수정 RIKS 옵션을 

이용하면 소성한계하  결과가 쉽게 계산될 수 있다.

열 거동을 평가하기 한 탄성 좌굴 해석 역시 표 3.1.3-11에 나타낸 균열 열 에 

해 수행하 다. 이 경우, 열 의 재료는 탄성 응력확 계수 계산의 경우와 동일하

게 균질 등방성 탄성 재료로 가정하 으며, 가장 의미가 있다고 단되는 첫 번째～세 

번째까지의 좌굴 모드를 계산하 다. 좌굴 해석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체 형상, 좌굴 

후 거동(post buckling behaviour), 비선형 좌굴 진  거동(non-linear buckle 

propagation)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좌굴이 개시되는 하

(buckle initiation load)만을 평가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체 54가지 경우에 한 유한요소 탄성 괴역학 해석, 소

성붕괴 해석, 탄성 좌굴 해석을 수행하 다.

(다) 해석 결과

그림 3.1.3-12는 축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열 의 균열 변형 거동을 나타낸 것이

며, 그림 3.1.3-13은 원주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열 의 균열 변형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3-12와 그림 3.1.3-13 모두 코일링 직경이 572mm인 열 에 한 

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압이 작용하는 열 에 존재하는 통균열은 

균열의 방향(축방향/원주방향), 균열의 치(center/extrados/intrados, 그림 

3.1.3-10(a) 참고)에 계없이 모두 닫히는 거동을 나타냈다. 따라서 SCC 등의 요인에 

의해 기치 않은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한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코일링 직경이 각각 1144mm, 1584mm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균열 닫힘 거동을 나타내어 균열 거동( 설 거동)은 코일링 직경에도 무 하

다. 표 3.1.3-12는 균열의 방향, 균열의 치, 코일링 직경 등 본 연구에서 고려된 해석

변수에 따른 탄성 응력확 계수값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3.1.3-12에 나타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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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탄성 응력확 계수값도 모두 음(-)의 값을 보여주어 균열 열림 상은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석 변수에 따른 값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균열의 방향, 균열의 치, 코일링 직경 등의 변수에 계없이 모두 균열 닫힘 거

동을 보여 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탄성 유한요소해석 결과 외압 열 의 통균열은 균열 닫힘 거동을 보이며 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설의 사  검출을 통한 균열 

탐지나 이를 이용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사  징후 없이 균열의 갑작스런 

단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균열 열 의 열 거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균열/ 설 거동뿐만 아니라 소성붕괴  좌굴 거동 평

가를 통한 통균열 열 의 열 거동도 평가하 다. 그림 3.1.3-14는 축방향과 원주

방향 통균열이 존재하는 열 의 소성붕괴 하 을 계산한 결과로 코일링 직경이 

572mm인 경우에 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열 의 소성붕괴 하 을 설계압력으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 3.1.3-1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축방향 혹은 원주방향 통균열이 존재하여도 소성붕괴를 발생시키는 외압은 설계압

력에 비해 축방향 통균열의 경우는 약 3배, 원주방향 통균열의 경우는 약 4.5배 정

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균열의 치는 소성붕괴 하 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

다. 이론 으로 외압이 작용하는 실린더형 구조물의 소성붕괴 하 은 내압이 작용하

는 실린더형 구조물의 소성붕괴 하 과 같다. 따라서 내압이 작용하는 실린더형 균열 

구조물의 소성붕괴압력[3.1.3-19]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 으며, 계산 결과는 이론

식으로 구한 내압 균열 구조물의 결과와 잘 일치하 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외압이 작용하고 균열이나 마모 등으로 인해 단면의 비 칭

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좌굴이 주요 손 모드가 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균열 

열 에 한 탄성 좌굴 해석을 통해 좌굴이 개시되는 외압을 비 평가 하 다. 

ABAQUS 로그램을 이용하여 좌굴 개시 하 을 계산하는 경우 해석 결과로부터 얻

어지는 eigenvalue()를 이용하여 임계 좌굴 하 (critical buckling load)은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                                   (3.1.3-8)

여기서, 은 임계 좌굴 개시 압력이며, 는 좌굴 해석 시 작용시킨 압력(15MPa)이다.



- 107 -

표 3.1.3-13은 탄성 좌굴 해석으로 구한 식 (3.1.3-8)의 값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3.1.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계 좌굴 압력은 설계 압력에 비해 코일링 직경에 따

라 약 2~1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일링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반 인 열

의 강성 하로 인해 좌굴 압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설계 압력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용된 형상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균열 닫힘 거동을 보여 기치 않은 균열이 존재하더라도 설은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된 길이의 통균열이 존재하여도 소

성붕괴나 좌굴에 의한 격한 불안정 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

구의 방법론은 향후 보다 다양한 경우에 한 해석을 통해 열 의 임계균열길이와 

허용균열길이를 결정하는데 용될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의 경우는 열  사이의 을 방지하고 

운   열 의 치를 고정하기 해 열 에 여러 지지 가 설치된다. 이로 인해 

FIV  열  지지 와 열 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마모 결함(체 형 결함)이 발

생할 수 있다. 마모 결함이 발생하면 열 의 하  지지 능력이 하되므로 이와 같

은 마모 결함이 열 의 구조 건 성에 미치는 향이 엄 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열 에 마모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부 인 응력 집 으로 인해 열 이 소성붕

괴 될 수 있다. 한 외압이 작용하게 되면 단면의 비 칭성(마모 결함으로 인한)과 외

압으로 인한 좌굴이 주요 손 모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마모 결함에 한 

소성붕괴/좌굴 해석을 통해 임계 마모 깊이를 평가해야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통균열이 존재하는 열 에 한 비 설 거동 평가, 소성붕

괴  좌굴 거동 평가를 수행하 는데 SCC 등에 의해 축방향  원주방향 표면균열

(surface crack)이 발생할 경우도 마모 결함과 마찬가지로 열 의 하  지지 능력이 

하되며 따라서 표면균열에 한 소성붕괴  좌굴 거동 측 모델도 개발되어야 한

다. 그리고 설 실증 시험 등을 통한 검증  균열 길이와 설률 간의 계 도출도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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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ame

Components
Start
(mm)

End
(mm)

Length
(mm)

ID
(mm)

OD
(mm)

Volume
(mm3)

Mass
(kg)

Equiv. Density
(kg/mm3)

Rod 
Travel 

Housing

Rod travel housing

1400 5020 3620 

64 96 1.456E+07 115 

1.07E-05
Position Indicator (2) 17 20 6.312E+05 4.99 

Drive rod 0 35 3.483E+06 27.51 

Water 　 　 8.163E+06 8.16 

Latch 
Housing 

0

Latch housing

1282 1400 118 

130 188 1.709E+06 13.50 

1.41E-05
Rod travel housing 64 130 1.187E+06 9.37 

Drive rod 0 35 1.135E+05 0.90 

Water 　 　 2.661E+05 0.27 

Latch 
Housing 

1

Latch housing

1192 1282 90 

130 188 1.304E+06 10.30 

1.48E-05
Drive ratch assembly 46 130 1.045E+06 8.26 

Drive rod 0 35 8.659E+04 0.68 

Water 　 　 6.298E+04 0.06 

Latch 
Housing 

2

Latch housing

1012 1192 180 

130 162 1.321E+06 10.44 

2.15E-05
Drive ratch assembly 46 130 2.090E+06 16.51 

Drive rod 0 35 1.732E+05 1.37 

Water 　 　 1.260E+05 0.13 

Latch 
Housing 

3

Latch housing

900 1012 112 

130 188 1.622E+06 12.82 

1.48E-05
Drive ratch assembly 46 130 1.300E+06 10.27 

Drive rod 0 35 1.078E+05 0.85 

Water 　 　 7.838E+04 0.08 

Latch 
Housing 

4

Latch housing

760 900 140 

130 162 1.027E+06 8.12 

2.15E-05
Drive ratch assembly 46 130 1.626E+06 12.84 

Drive rod 0 35 1.347E+05 1.06 

Water 　 　 9.797E+04 0.10 

Latch 
Housing 

5

Latch housing

636 760 124 

130 188 1.796E+06 14.19 

1.48E-05
Drive ratch assembly 46 130 1.440E+06 11.37 

Drive rod 0 35 1.193E+05 0.94 

Water 　 　 8.677E+04 0.09 

Latch 
Housing 

6

Latch housing

496 636 140 

130 162 1.027E+06 8.12 

2.15E-05
Drive ratch assembly 46 130 1.626E+06 12.84 

Drive rod 0 35 1.347E+05 1.06 

Water 　 　 9.797E+04 0.10 

Latch 
Housing 

7

Latch housing

405 496 91 

130 188 1.318E+06 10.41 

1.48E-05
Drive ratch assembly 46 130 1.057E+06 8.35 

Drive rod 0 35 8.755E+04 0.69 

Water 　 　 6.368E+04 0.06 

Latch 
Housing 

8

Latch housing

0 405 405 

130 203 7.732E+06 61.09 

1.31E-05
Drive ratch assembly 46 130 4.703E+06 37.15 

Drive rod 0 35 3.897E+05 3.08 

Water 　 　 2.834E+05 0.28 

표 3.1.3-1  제어 구동장치 치 별 치수정보  등가질량

Lumped
Mass Part

Elevation
(mm)

Width
(mm)

Depth
(mm)

Height
(mm)

ID
(mm)

Volume
(mm3)

Density
(kg/mm3)

Mass
(kg)

Lift Coil 1102 275 275 200 188 9.573E+06 8.94E-06 85.58

Movable
Gripper Coil

830 275 275 180 188 8.616E+06 8.94E-06 77.03

Stationary
Gripper Coil

566 275 275 180 188 8.616E+06 8.94E-06 77.03

표 3.1.3-2  자석집합체의 집 질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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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Natural Frequency (Hz)
Effective Mass (kg)

X Y Z

1 4.8 116.33 0.00 0.00 

2 4.8 0.00 0.00 116.33 

3 26.0 0.00 0.00 137.27 

4 26.0 137.27 0.00 0.00 

5 51.1 2.00 0.00 196.89 

6 51.1 196.89 0.00 2.00 

7 94.3 18.16 0.00 32.48 

8 94.3 32.48 0.00 18.16 

9 163.1 12.59 0.00 25.71 

10 163.1 25.71 0.00 12.59 

11 227.4 21.48 0.00 25.72 

12 227.4 25.72 0.00 21.48 

13 259.0 0.00 311.26 0.00 

14 303.8 5.86 0.00 9.87 

15 303.8 9.87 0.00 5.86 

16 411.4 0.99 0.00 6.87 

17 411.4 6.87 0.00 0.99 

18 499.7 0.00 260.59 0.00 

19 515.7 5.59 0.00 2.95 

20 515.7 2.95 0.00 5.59 

21 620.7 4.99 0.00 0.00 

22 620.7 0.00 0.00 4.99 

23 746.3 2.53 0.00 1.08 

24 746.3 1.08 0.00 2.53 

25 852.7 1.79 0.00 0.38 

26 852.7 0.38 0.00 1.79 

27 911.2 0.00 12.78 0.00 

28 995.9 0.36 0.00 0.09 

29 995.9 0.09 0.00 0.36 

30 1181.1 0.24 0.00 0.35 

Total Effective Mass (kg) 632.23 584.63 632.33 

Percent Fraction 92.4% 85.4% 92.4%

표 3.1.3-3  제어 구동장치 고유진동수  모드별 유효질량



- 112 -

Node
Elevation

(mm)

Max. Displacement (mm)
Node

Elevation
(mm)

Max. Displacement (mm)

X Y Z X Y Z

1 0.0 0.00 0.000 0.00 28 2506.1 13.4 0.002 13.4 

15 101.3 0.01 0.000 0.01 29 2606.7 15.1 0.002 15.1 

16 202.5 0.03 0.000 0.03 30 2707.2 16.9 0.003 16.9 

17 303.8 0.06 0.000 0.06 31 2807.8 18.8 0.003 18.8 

2 405.0 0.10 0.000 0.10 32 2908.3 20.8 0.003 20.8 

3 496.0 0.15 0.000 0.15 33 3008.9 22.9 0.003 22.9 

4 566.0 0.21 0.000 0.21 34 3109.4 25.0 0.003 25.0 

5 636.0 0.28 0.001 0.28 35 3210.0 27.2 0.003 27.2 

6 760.0 0.44 0.001 0.44 36 3310.6 29.4 0.003 29.4 

7 830.0 0.54 0.001 0.54 37 3411.1 31.7 0.003 31.7 

8 900.0 0.66 0.001 0.66 38 3511.7 34.1 0.003 34.1 

9 1012.0 0.87 0.001 0.87 39 3612.2 36.4 0.003 36.4 

10 1102.0 1.06 0.001 1.06 40 3712.8 38.9 0.003 38.9 

11 1192.0 1.27 0.001 1.27 41 3813.3 41.3 0.004 41.3 

12 1282.0 1.50 0.001 1.50 42 3913.9 43.8 0.004 43.8 

13 1400.0 1.81 0.001 1.81 43 4014.4 46.3 0.004 46.3 

18 1500.6 2.17 0.001 2.17 44 4115.0 48.8 0.004 48.8 

19 1601.1 2.68 0.001 2.68 45 4215.6 51.3 0.004 51.3 

20 1701.7 3.35 0.001 3.35 46 4316.1 53.8 0.004 53.8 

21 1802.2 4.16 0.002 4.16 47 4416.7 56.4 0.004 56.4 

22 1902.8 5.11 0.002 5.11 48 4517.2 58.9 0.004 58.9 

23 2003.3 6.19 0.002 6.19 49 4617.8 61.5 0.004 61.5 

24 2103.9 7.40 0.002 7.40 50 4718.3 64.1 0.004 64.1 

25 2204.4 8.72 0.002 8.72 51 4818.9 66.6 0.004 66.6 

26 2305.0 10.2 0.002 10.2 52 4919.4 69.2 0.004 69.2 

27 2405.6 11.7 0.002 11.7 14 5020.0 71.8 0.004 71.8 

표 3.1.3-4  제어 구동장치 유한요소모델 좌표  변

Boundary

Node

Reaction Force (N) Reaction Moment (Nm)

RF1 RF2 RF3 RM1 RM2 RM3

1 6458 2391 6458 18033 0.00 18033

표 3.1.3-5  제어 구동장치 고정  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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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ode Center Section Elevation

(mm)
Section Force (N) Section Moment (Nm)

i j SF1 SF2 SF3 SM1 SM2

1 1 15 50.6 2391 6458 6458 17747 17747 

2 15 16 151.9 2382 6454 6454 17180 17180 

3 16 17 253.1 2365 6444 6444 16619 16619 

4 17 2 354.4 2339 6422 6422 16065 16065 

5 2 3 450.5 2309 6391 6391 15548 15548 

6 3 4 531.0 2284 6362 6362 15121 15121 

7 4 5 601.0 2090 6148 6148 14756 14756 

8 5 6 698.0 2041 6091 6091 14260 14260 

9 6 7 795.0 1985 6012 6012 13773 13773 

10 7 8 865.0 1704 5601 5601 13430 13430 

11 8 9 956.0 1648 5512 5512 12995 12995 

12 9 10 1057.0 1585 5395 5395 12519 12519 

13 10 11 1147.0 1290 4806 4806 12107 12107 

14 11 12 1237.0 1252 4720 4720 11703 11703 

15 12 13 1341.0 1209 4611 4611 11242 11242 

16 13 18 1450.3 1185 4541 4541 10762 10762 

17 18 19 1550.9 1176 4519 4519 10324 10324 

18 19 20 1651.4 1166 4495 4495 9889 9889 

19 20 21 1752.0 1155 4468 4468 9456 9456 

20 21 22 1852.5 1142 4438 4438 9025 9025 

21 22 23 1953.1 1128 4403 4403 8599 8599 

22 23 24 2053.6 1112 4364 4364 8176 8176 

23 24 25 2154.2 1095 4320 4320 7757 7757 

24 25 26 2254.7 1076 4270 4270 7342 7342 

25 26 27 2355.3 1055 4215 4215 6933 6933 

26 27 28 2455.9 1033 4153 4153 6530 6530 

27 28 29 2556.4 1010 4086 4086 6132 6132 

28 29 30 2657.0 984 4012 4012 5742 5742 

29 30 31 2757.5 958 3931 3931 5358 5358 

30 31 32 2858.1 930 3845 3845 4982 4982 

31 32 33 2958.6 900 3752 3752 4614 4614 

32 33 34 3059.2 868 3653 3653 4255 4255 

33 34 35 3159.7 836 3549 3549 3905 3905 

34 35 36 3260.3 801 3440 3440 3564 3564 

35 36 37 3360.9 765 3325 3325 3233 3233 

36 37 38 3461.4 728 3205 3205 2913 2913 

37 38 39 3562.0 689 3079 3079 2604 2604 

38 39 40 3662.5 649 2948 2948 2307 2307 

39 40 41 3763.1 608 2810 2810 2022 2022 

40 41 42 3863.6 565 2664 2664 1751 1751 

41 42 43 3964.2 520 2509 2509 1494 1494 

42 43 44 4064.7 475 2344 2344 1252 1252 

43 44 45 4165.3 428 2167 2167 1027 1027 

44 45 46 4265.9 380 1978 1978 819.2 819.2 

45 46 47 4366.4 332 1775 1775 631.2 631.2 

46 47 48 4467.0 282 1556 1556 464.2 464.2 

47 48 49 4567.5 232 1319 1319 319.8 319.8 

48 49 50 4668.1 181 1064 1064 200.1 200.1 

49 50 51 4768.6 130 789 789 106.8 106.8 

50 51 52 4869.2 78 492 492 42.3 42.3 

51 52 14 4969.7 26 172 172 8.75 8.75 

표 3.1.3-6  제어 구동장치 유한요소모델 요소정보  요소별 단면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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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α0=π) n=4 (α0=π/2) n=6 (α0=π/3) n=8 (α0=π/4) n=16 (α0=π/8)

β 3.647 4.579 4.874 4.987 5.1

f1 (Hz) 12.7 56.0 131.3 237.3 965.8

표 3.1.3-7  고정단 지지 열 의 고유진동수

n=2 (α0=π) n=4 (α0=π/2) n=6 (α0=π/3) n=8 (α0=π/4) n=16 (α0=π/8)

f2 (Hz) - 17.5 50.1 96.6 417.8

표 3.1.3-8  핀 지지 열 의 고유진동수

R(m) 급수
상태

mf

(kg/m)
vi

(m/s) VN Vc 판정

최외곽 0.792
물

증기

0.098

0.00293

0.572
100%

0.0057 3.5 안전

19.172 0.032 3.5 안전

0.114
20%

0.0011 3.5 안전

3.815 0.0064 3.5 안전

최내곽 0.286
물

증기

0.098

0.00293

0.572
100%

0.0020 1.3 안전

19.172 0.012 1.3 안전

0.114
20%

0.0004 1.3 안전

3.815 0.0023 1.3 안전

표 3.1.3-9  내류에 의한 유동유발진동 검토

항목 값

재료 Alloy 690

설계응력강도(Sm) 160.6MPa(23,300psi)

항복강도(Sy) 212MPa(30,720psi)

S=min(1.5Sm, 0.9Sy) 191MPa(27,648psi)

표 3.1.3-10  열 의 재료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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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종류
균열 길이

(mm)
균열 치

코일링 직경

(mm)

축방향 통균열 8.5
Center, Intrados, 

Extrados
572, 1144, 1584

원주방향 통균열 11.4
Center, Intrados, 

Extrados
572, 1144, 1584

표 3.1.3-11  본 연구에서 고려된 해석 상

 

코일링

직경

(mm)

축방향 통균열 원주방향 통균열

Center

(Tip1/Tip2)

Extrados

(Tip1/Tip2)

Intrados

(Tip1/Tip2)

Center

(Tip1/Tip2)

Extrados

(Tip1/Tip2)

Intrados

(Tip1/Tip2)

572 -252/-259.6 -260.3/-260.2 -251.3/-251.3 -150.1/-152.2 -159.4/-159.4 -154.4/-154.4

1144 -252.1/-259.6 -258.5/-258.3 -253.7/-253.6 -149.7/-152.0 -159.6/-159.7 -157.7/-157.6

1584 -252.2/-259.7 -257.7/-257.8 -254.1/-254.4 -149.8/-151.7 -159.9/-159.9 -158.5/-158.5

표 3.1.3-12  해석 매개변수에 따른 응력확 계수

(단 :  )

코일링

직경

(mm)

축방향 통균열 원주방향 통균열

Center Extrados Intrados Center Extrados Intrados

572 14.993 10.598 11.615 12.327 14.142 14.390

1144 5.315 3.841 4.024 4.414 5.051 5.102

1584 3.264 2.374 2.455 2.720 3.112 3.136

표 3.1.3-13  탄성 좌굴 개시 압력을 결정하기 한 eigenvalue

(식 (3.1.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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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제어 구동장치 형상도면과 유한요소모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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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제어 구동장치 진동모드형상



- 118 -

그림 3.1.3-3  제어 구동장치 3D-Solid model  진동수해석결과 요약

그림 3.1.3-4  SSE 응답스펙트럼 (감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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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사각배열된 열 의 피치변화에 따른 Strouhal 수

그림 3.1.3-6  사각배열된 열 의 피치변화에 따른 Strouhal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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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유체탄성진동의 평가

그림 3.1.3-8  유체를 운반하는 곡 의 면외진동과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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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3-9  균열이 없는 열 의 최  허용 외압 비교

        

       (a) 균열의 치                (b) 원주방향 통균열의 형상 매개변수

(c) 축방향 통균열의 형상 매개변수

그림 3.1.3-10  가상 균열의 치  형상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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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방향 통균열               (b) 원주방향 통균열

그림 3.1.3-11  가상 통균열이 존재하는 열 의 표 인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 (균열이 center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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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b) Extrados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c) Intrados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 3.1.3-12  축방향 통균열의 표 인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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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b) Extrados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c) Intrados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 3.1.3-13  원주방향 통균열의 표 인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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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  소성붕괴압력 계산 결과 (코일링 직경이 572mm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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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신형원자로 경보처리  표시방안 보고서

가. 연구목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은 컴퓨터 기술을 주로 하는 디지털형 제어실이다. 기존의 아날

로그형 제어실은 "계측  표시"  "Actuator  제어기"를 일 일 응 개념으로 설계

하여 수천여개의 감시기  제어기가  제어실에 걸쳐 려 있는 것에 비해 일체형원자

로 제어실은 다 일 개념으로 운 원이 랜트와 상호작용하는 VDU 형태의 각종 감시

장비  제어장비를 제어반에 주로 설치하여 착석식의 컴팩트한 주제어실을 형성한다. 

이러한 컴팩트한 주제어실 설계는 기존 재래식 제어실과는 달리 운 원의 동선을 최소화

하여 착석한 상태에서도 운 을 가능하게 하여 운 원의 수행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일체형원자로의 경보계통은 주제어실의 감시정보 구성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통

으로 운 원의 직무수행도를 극 화하기 해서는 인간공학 안 문제를 극 으로 해

결해야 한다. 지  까지 제기되었거나 는 제기되고 있는 안은 크게 경보다발 상황에

서 어떻게 유용한 경보를 운 원에게 제공할 것인가와 같은 경보 처리의 문제와 한정된 

경보표시 역에 다량의 경보를 어떻게 효과 으로 표시할 것인가와 같은 표시의 문제로 

나 어지고 있다. 

이러한 안을 해결하기 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운 원이 상황을 단하는 데 불필요한 

일시 인 경보나 결과 경보를 억제하여 운 원이 주의가 특별히 필요한 경보에 집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 기반의 경보처리를 수행하는 개량형 경보처리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 효용성 있는 경보감축은 운 원의 인지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감축되어야 할 

경보가 잘 감축되고, 감축되지 않아야 하는 경보가 운 원에게 시에 잘 제공되어 운

원의 의사결정 상태에 유용한 정보를 경보계통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HALDEN의 최근 보고서[3.1.4-1]에 따르면 효용성 있는 경보감축을 해 경보의 

이차  기능을 권고하고 있다. 경보계통의 이차기능은 경보와 사건 로그를 제공하는 것

이다. 로그 기능은 운 원이 발생한 사건의 재 혹은 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지원

하기 한 것으로서 경보 주표시기에 표시되지 않는 사건들, 억제된 경보 그리고 그 외

의 다른 정보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오 라인 조사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야 한다. 한 경보로그는 경보계통의 감시  성능 향상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경

보계통은 랜트의 공정 지식(process expertise)과 운 경험정보들을 기반으로 경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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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표 을 최 화하기 해 경보계통에 정립되어야 할 많은 공정 지식을 쉽게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재래식 제어실은 표시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타일 경보를 특정한 공간에 고

정 으로 표시하는 Annunciator 기반의 공간 고정식 타일경보표시방법(그림 3.1.4-1 참

조)을 사용하 다. 각각의 타일 경보를 고정된 공간에 표시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운용에 

따른 표시 치 학습효과로 인하여 정보에 한 근성이 높으며 인간의 직무수행 장 인 

패턴인식이 가능한 설계특성이 있다. 

반면에 착석식 형태의 제어반으로 된 컴팩트한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은 표시 공간이 제

한 인 VDU에 많은 타일형 경보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그림 3.1.4-1과 같은 병렬 표시가 

불가능 하다. 표시해야 할 경보양은 많고 표시할 공간은 제한 이므로 일반 으로 계층

구조 인 특성이 있는 표시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표시 방식은 결국 경보 정보에 

보에 한 운 원의 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인간공학 안을 해결하기 하여 일체형원자로 경

보계통에 용할 기법의 타당성을 보이는데 주된 목 이 있다.

-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에서 경보 다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랜트 상황 단 하문제

-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에서 VDU 기반 표시장치에 타일경보를 표시할 때 나타나는 경

보 정보에 한 근성 문제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은 디지털 기반 경보처리를 수행하기에 효용성 있는 경보감축 기

법을 용한다. 경보 련 로깅정보의 통계  분석과 경보상 계 분석과 같은 이차기능

이 경보 일차기능과 독립 으로 수행된다. 경보생성  감축의 성능을 분석하여 기존 감

축처리  새로운 감축 방안 도입의 객  평가 자료를 생성하여 능동 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하여 경보감축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은 발생된 경보에 신속히 근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탄성창형타

일경보표시(ETD: elastic tile alarm display) 방법을 개발하여 용한다. 개발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비교 상으로 계층구조 타일경보표시(HOTD: hierarchically 

overlapped tile alarm display) 방법을 선정하고, HCI 분야에서 User Interface 설계의 사

용성 평가에 리 사용되고 있는 CPM-GOMS 방법을 용하여 표시의 유용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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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범

(1) 일체형원자로 경보감축 임워크 개발

(2) 일체형원자로 탄성창형타일 경보표시방법 개발

(3) 일체형원자로 경보감축  표시의 검증 방법  분석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일체형원자로 경보감축 임워크 개발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은 표 3.1.4-1과 같이 개량형 경보계통으로서 능동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능동  경보감축을 수행하고, 운 이력 로깅정보를 기반으로 경보감축정보의 검

증자료  감축성능 자료를 생성하는 경보 이차 기능을 지원한다. 한 운 원이 개량형 

경보계통의 기능을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경보감축기술의 체 임워크

일체형원자로 경보감축의 체 임워크는 그림 3.1.4-2와 같다. 체 임워크는 

데이터베이스 모듈과 일차 기능모듈로 구성되고, 이들과 독립 인 이차 기능모듈로 

구성된다. 

o 데이터베이스모듈 : 경보감축처리를 하기 한 경보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경보감축

에 필요한 조건평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다.

o 경보 일차기능모듈 : 데이터베이스 모듈의 정보를 기반으로 능동 제어를 통해 불필

요한 경보를 필터링하고, 경보 구조화 기반의 경보억제를 통해 운 원에게 요한 

경보, 억제경보 그리고 모든 경보를 제공한다. 운 원에게 제공된 정보는 운 원 요

구에 의해 표시  제어된다. 

o 경보 이차기능모듈 : 일차기능모듈로부터 경보정보를 입력받아 로깅  장 후 분

석에 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통계  상 계를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는 한 

동  변경 차에 따라 사용자 연계모듈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변경하여 경

보처리에 반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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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능동  경보감축의 세부 임워크

능동 데이터베이스는 련된 상태를 감시하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 을 때 한 

방법으로 이에 응되는 응답을 트리거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와 같이 사건에 

한 응답 행 는 ECA (사건-조건-동작: Event-Condition-Action) 규칙으로 정의되고, 

이 규칙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ECA 규칙은 시스템에 따라 정의를 다르게 하

고 있으나 일반 으로 "on 사건 if 조건 then 동작"과 같이 표  된다. 이런 규칙들은 

데이터베이스 갱신이나 특정 시간의 도달 등의 이벤트에 의하여 자동 으로 트리거되

며 이벤트에 정의된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규칙 내에 선언된 특정 동작을 개시한다. 

일반 인 능동 데이터베이스 기술 안별로 일체형원자로 경보감축을 한 능동 데이

터베이스 용기술 결정사항은 표 3.1.4-2와 같다. 표 3.1.4-2와 같은 각 안별 결정사

항으로 "능동데이터베이스 규칙의 동  거동과 무한조치 가능성" 등의 성능문제를 해

결한다. 한 상용 소 트웨어 사용을 최소화한다. 능동  경보감축의 세부 임워

크는 그림 3.1.4-3과 같다. 

(다) 이차 기능의 세부 임워크 

잘 설계되지 않은 경보는 운 원을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운 의 비효율을 야기하

며 운 원이 가끔 요 경보를 무시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

보다 비효율 인 경보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이며, 경보의 실 인 발생 패

턴과 경보들 간의 연 성, 빈도수, 경보원인  결과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경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경보계통에 피드백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경

보처리에 효율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은 경보 로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한 경보간 그리고 공정 값과의 상

계를 분석하여 결과를 반 한다. 경보 이차기능의 세부 임워크는 그림 3.1.4-4

와 같다. 이차 기능의 세부 임워크의 용 략은 다음과 같다. 

o 경보 이차기능은 로깅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  기법과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기법을 용하여 운 원에게 로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를 그래픽이나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데이터를 데이터의 특성과 데이터 항목이나 속성들 간의 계가 가지는 특징들을 

분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가시 인 형식으로 변환하여 운 원이 신속히 정보를 

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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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석한 정보는 운 원에게 경보감축을 한 조건평가 규칙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자

료로 활용되고, 한 조건평가 규칙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o 경보의 일차 기능 수행과 독립 인 환경에서 운 원 인터페이스를 통해 운 원의 

선택 기능을 선택하여 정보를 분석한다.

o 이차 기능결과의 용은 비정상 운 모드가 아닐 때, 운 원이 분석을 참여하고 최

종 단하여 조건평가정보에 결과를 반 한다. 이 상황은 NUREG-0700 규제지침에 

따라 변동사항에 한 행정 인 차  이행이 요하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시스템 설계에 반 한다.

(2) 일체형원자로 탄성창형타일 경보표시방법 개발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은 착석식 제어반과 형정보표시화면(large display panel)으로 

구성되는 컴퓨터 기술 기반의 인간기계연계 기술 심의 주제어실 형태로 경보표시는 기

존 재래식 제어실의 경보창(annunciator) 기반 타일 경보표시 방법과 같이 타일형 경보표

시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수용한다. 본 에서는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의 타일형 경보

표시 방법인 탄성창형타일경보표시(ETD : elastic tile alarm display) 방법에 한 개발

내용을 기술한다.

(가) VDU에서 타일형경보 표시 요건 도출

그림 3.1.4-1과 같은 경보창(annunciator) 기반 공간 고정식 타일 경보 표시 방법의 장

은 인간의 정보처리 특성 의 하나인 패턴인식 특성을 잘 지원하는 방법임을 앞에

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장 을 반 하기 하여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은 타일경보 

표시 방법을 주제어실의 원자로  터빈 운 원용 착석식 제어반에 1식씩 설치한다. 

타일경보표시 방법으로 공간이 제한 인 VDU에 다량의 타일 경보를 표시하는 방법

은 이러한 인간의 패턴인식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시요건-1 : VDU용 타일경보 표시 방법은 패턴인식의 장 을 잘 살리기 하여 모

든 경보를 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운 원이 공간제약이 있는 VDU 기반 인간기계연계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랜

트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부차 인 직무부하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편한 직무가 될 

수도 있고 원활한 직무도 될 수 있다. 부차 인 직무는 주로 정보 순항과 같은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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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운 원 행 로 정보 는 랜트 상황 인지  제어와 같은 일차 인 직무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인자다. 어떤 인간기계연계 설계가 부차 인 직무수행에 작

은 수의 행 로 는 은 인지  자원을 소비하면서 수행 될 수 있다면 그 지 않은 

설계에 비해 운 원의 직무수행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좋은 인간기

계연계 설계는 부차 인 직무수행에 한 부담이 작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표시요건-2 : VDU용 타일경보 표시 방법에서 운 원이 일차 인 직무에 보다 많은 

인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인지  자원으로 정보순항과 같

은 부차 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일형 경보표시와 같은 정보표시에서 정보 도에 한 기 은 잘 정의되어 있다. 

NUREG-0700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보 행렬의 도는 최  50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표시요건-3 : VDU용 타일경보 표시 방법에서 타일 경보 행렬의 도는 5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운 원의 경보 인지는 타일 경보의 라벨로 나타나는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완료된다. 

그러므로 경보 인지를 확인하기 한 제어기(acknowledgement control)는 경보 라벨

을 읽을 수 있는 화면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한다[NUREG-0700]. 경보 라

벨을 읽을 수 없는 화면에서는 경보인지제어기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표시요건-4 : VDU용 타일경보 표시 방법에서 경보인지제어기는 경보 라벨을 읽을 수 

있는 화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나)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 방법

의 1)에서는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에서 타일형 경보를 표시시하기 한 네 개의 

핵심 인 타일경보표시 요건을 도출하 다. 이들 요건에 근거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

도록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ETD : elastic tile alarm display) 방법을 고안하 다[그

림 3.1.4-5a, 3.1.4-5b 참조].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이란 명칭은 그림 3.1.4-5a와 3.1.4-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거동과 계가 있다. 경보가 발생하면 그림 3.1.4-5a와 같은 타일 경보 표시 화면에 

발생한 경보가 멸한다. 운 원은 그룹핑된 경보를 인지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보 

라벨은 표시되지 않으므로 인지할 수 없다. 멸하고 있는 경보를 인지하기 하여 운

원은 멸하고 있는 경보창(경보그룹)을 클릭하여야 한다. 클릭 이벤트에 하여 경

보표시화면은 그림 3.1.4-5b와 같이 클릭된 경보창이 확장한다. 경보창이 확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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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 한 경보창은 어드는 반면에 클릭된 경보창은 경보 라벨을 읽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 각각의 타일 경보는 개별 클릭을 함으로써 멸을 멈추고 인지상

태로 표시된다. 모든 타일 경보를 인지한 후에는 자동으로 그림 3.1.4-5a화면으로 회귀

한다. 

1) 표시요건-1 부합성

탄성창형 경보표시 방법은 2.2.1 에서 기술한 네 개의 핵심 인 표시요건을 모두 

만족한다. 먼  그림 3.1.4-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요건-1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모든 타일형 경보를 라벨(메시지)없이 표시한다. 패턴 인식은 각각의 

타일이 표시하는 라벨과 상 이 없으므로 장시간의 사용에 따른 패턴 인식을 충분

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악된다. 더욱이 일렬로 늘어선 재래식 타일경보 표시 

방법에 비하여 4X4 행렬의 타일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래식 설계에 비하여 좀 

더 패턴 인식의 학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패턴이 나타내는 의미도 훨씬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표시요건-2 부합성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에서 정보순항 직무에 따른 부차  직무 수행 방법은 

멸하는 경보창을 클릭하고 멸하고 있는 타일경보가 라벨을 읽을 수 있을 때까

지 시선을 추 하여 인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반면에 재래식 제어실에서 경보인지

는 운 원이 직  해당 제어반에 이동하여 라벨을 확인한 후 인지제어기를 사용하

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차  직무는 비교의 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부하가 높

게 나타난다. 본 보고서에서 같은 VDU 기반 타일 경보표시 방법으로 계층구조형 

타일경보표시(HOTD : Hierarchically Overlapped Tile alarm Display) 방법(그림 

3.1.4-6a  3.1.4-6b 참조)의 경우 재래식 설계와 같이 직  이동하여 확인하지는 

않으나, 재 발생하여 멸하고 있는 타일 경보가 숨어 있으므로 세부 경보창(그림 

3.1.4-6b 참조)으로 화면이 환된 후 멸하고 있는 타일 경보를 찾아 인지해야 한

다. 이러한 행 는 ETD 방법에 비하여 운 원에게 훨씬 많은 주의(attention)를 요

구하게 되고 상 으로 높은 직무부하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탄성창형 타일경

보표시 방법이 여타 방법에 비하여 표시요건-2를 만족하는 설계라 할 수 있다.

3) 표시요건-3 부합성

NUREG-0700에서는 타일형 경보표시 방식을 채택할 경우 행렬로 표시된 타일 개수

를 50개로 제한하고 있다[3.1.4-2].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의 경우 그림 

3.1.4-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핑된 경보창이 4X4 행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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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다만 각 경보창을 확 했을 때 그림 3.1.4-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6X12 행렬로 구성되어 있어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이는 비교 평가 상

으로 일반 인 형태인 계층구조형 타일경보표시 방법과 비교연구를 해 일시 으

로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일체형원자로에 구 할 때는 본 요건에 맞게 구 할 것이

다. 결국 기존의 재래식 제어실과 비교 상 설계인 계층구조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임을 알 수 있다.

4) 표시요건-4 부합성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은 식 터치스크린 기술을 이용한다. 경보인지는 

멸하고 있는 타일을 직  클릭하여 인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인지제어기는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시요건-4에 부합한다.

앞서 설정한 네 개의 핵심 인 타일경보 표시 요건을 기반으로 일체형원자로 주제

어실의 VDU에서 사용할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을 개발한 과정과 그 설계 개

념이 이 요건에 어떻게 부합하는 가를 보 다. 일반 으로 경보표시 설계는 

NUREG-0700의 4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나, 본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타일형 경보표시 방법에 한 것이므로 라벨용 텍스트 크기, 

코딩 방법, 그룹핑 방법, 라벨 설정 방법 등과 같은 요건은 제외하 다.

(3) 일체형원자로 경보감축  표시의 검증 방법  분석

본 에서는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에 사용할 경보 감축 방법  타일형경보표시 방법에 

한 검증 방법과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가) 경보 감축 방법에 한 검증 방법  분석 결과

일체형원자로의 경보감축  표시방안에 한 개발 개념의 확인( 비 시험)을 목 으

로 먼  가용한  3호기를 상으로 만들어진 인간공학 시험설비(KAERI-ITF : 

KAERI-Integrated Test Facility)를 이용하여 경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LOCA사고 

시 발생한 경보정보를 입력으로 일체형원자로 경보감축방안의 성을 시험하여 

랜트 운 경험이 있는 문가가 감축된 경보리스트로 명확하게 공정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먼 , 경보감축의 양상  유효성을 분석하고자 "상태경보 

분리  그룹핑", "다 설정치 경보분석", "원인-결과 경보 분석", "우선순  분석"을 

수행하여 LOCA 경보 목록에 용하여 지면상의 모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2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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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보 수  102개가 감축되어 약 43%의 감축률을 보 다.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억

제된 경보만으로 LOCA 사고임을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감축되지 않은 경보 발

생 상황보다 요 경보에 더 집 할 수 있음이 밝 졌다. 경보감축 비율은 표 3.1.4-3

과 같다. 본 시험으로 우선순 와 상태경보분리가 경보감축에 가장 유의한 방법임이 

밝 졌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차 기능의 도입으로 경보의 률과 경보감축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나) 타일형경보표시 방법에 한 검증 방법  분석 결과

타일경보 표시에 있어서 정보 근성의 문제는 경보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발생한 

타일경보에 근하여 이를 읽고 인지하는 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안에 한 평가 

방법으로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인간기계연계 설계 분야의 가장 뛰어난 정량 분석

법 의 하나가 Card, Moran, Newell 등이 개발하여 1980년 부터 심을 모으기 시

작했던 목표, 작용자, 방법, 규칙 선택 모델(model of goals, operators, methods, and 

selection rules : GOMS)이다[3.1.4-3]. 본 연구에서는 "경보인지 완료 시간"을 척도로 

하고 이를 측하기 하여 CPM-GOMS 모델을 사용하 다.

개발한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의 정보 근성을 비교평가하기 하여 조 방법

으로 계층구조형 타일경보표시(HOTD : Hierarchically Overlapped Tile alarm 

Display) 방법(그림 3.1.4-6a, 3.1.4-6b 참조)을 설정하 다. 계층구조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간공학 통합시험설비(Integrated Test 

Facility : ITF)의 타일경보표시 체계로 표 원  범  경보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비교 평가에 사용될 시나리오로 ITF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발생되는 경보신호를 취득하 다.

     o 냉각재상실사고 : 온  단 냉각재 50% 설

     o 냉각재상실사고 : 냉각재펌  seal 50% 설

     o 증기발생기세 단사고 : SG1 50% 설 

취득한 세 가지 시나리오의 경보 목록을 사용하고 CPM-GOMS 방법을 사용하여 

ETD 방법과 HOTD 방법에 한 경보인지직무 수행 모델을 작성하 다. 경보인지 직

무 수행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으므로 모델링을 원활이 하기 하여 Template를 

그림 3.1.4-7과 같이 개발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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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나리오 별로 원자로 운 원용 경보 목록과 터빈운 원용 경보 목록을 구분하고 

각 표시 방법 별로 CPM-GOMS 측 값을 산출하 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원자로에 용할 경보계통의 경보 처리 방법  타일형경보표시 

방법을 개발하고 서면분석(paper and pencil analysis)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비 검

증하 다. 경보억제방법으로 "상태경보 분리  그룹핑", "다 설정치 경보 분석", "원

인-결과 경보 분석"  "우선순  분석" 등의 기술이 타당함을 확인하 으나 경보처

리 기법의 검증방법에 한 서면분석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경보감축기술의 체

임워크  일차기능에 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수 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경보 이

차기능이 포함된 검증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타일형경보표시 방법의 경우 최종 인지직무수행완료시간에 한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 ETD 방법이 일반 인 HOTD 방법에 비해 운 원으로 하여  발생한 경보 좀 

더 신속히 근할 수 있게 하여 부차  직무수행의 부담을 여주는 것을 확인하 다. 

정보 순항과 같은 부차 인 직무부담을 여 으로써 일차  직무에 보다 많은 시간

의 확보가 가능해지므로 직무수행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상되나 이로 인한 실제

인 직무부하 감소정도는 실험 인 방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후속사항

(1) 일체형원자로 경보감축 임워크 개발 : 본 연구에서 완료

(2) 일체형원자로 탄성창형타일 경보표시방법 개발 : 본 연구에서 완료

(3) 통합시험환경에서 인간공학  합성 분석 필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성 검증 방법은 서면 분석을 통한 비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에 한 한계를 보인다.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에 용하기 하여 개발한 

경보 감축 방법과 탄성창형 타일경보표시 방법이 보다 보편 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실험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추후 NUREG-0711에서 요구하는 

통합시험검증 환경을 구축하고 검증시험을 수행하여 인간공학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

다[3.1.4-4].



- 136 -

참고문헌

[3.1.4-1]  HPR-354, "Recommending to Alarm Systems and Lessons Learned on Alarm 

System Implementation, OECD HALDEN Reactor Project".

[3.1.4-2]  NUREG-0700, Rev.2,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2002.

[3.1.4-3]  Bonnie E. John, David E. Kieras, "The GOMS Family of User Interface Analysis 

Techniques: Comparison and Contrast". 1996.

[3.1.4-4]  NUREG-0711, Rev.2,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2004.



- 137 -

도출 기능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의 경보감축

경보감축의 효율성 

감시 기능 필요

o 이차기능의 도입 

- 경보의 일차  기능과 독립 으로 경보 로그정보를 기반으로 

통계   성능 측정 자료를 생성하는 성능감시를 도입하여 

경보계통을 감시하고 성능을 확인함

- 경보의 일차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운 원 요구

에 따라 경보감축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정보 제공함

- 통계분석자료, 경보간의 상 계, 경보와 운 원 행 의 효율

성 등을 정보 시각화로 보임 

- 경보감축정보 추가를 한 검증자료 확보

자동 , 동  변경 

가능한 특성 필요

o 능동  경보감축

- 기 정립된 경보감축정보에 따라 경보발생 상황에 따라 능동

으로 경보를 감축

- 경보로그기반의 경보분석 결과를 객  검증자료로 활용하여 

경보감축정보 변경을 운 원의 선택, 분석, 확인을 통해 온라

인으로 반 하여 능동성 확보

-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련 정보 변경만으로 변화수용

운 원 선택 기능

o 운 원 기능 선택

- 경보계통의 이차 기능과 능동  경보감축 련 기능들은 리 

화면의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으로 활용함 

표 3.1.4-1  일체형원자로 경보계통의 경보감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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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능동 

데이터베이스 기술
능동  경보감축을 한 기술 결정

계층 (Layered) 구조 

(상용DBMS+능동특징층 

추가) 

- 주기억장치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

- 사건, 조건평가, 활동모듈과 같은 능동특징을 소 트웨어 

템 릿 모듈 층으로 구성 (그림 3.1.4-4 참조)

- 각 모듈의 입력 값 변화에 따라 능동  처리 

규칙기술언어(SQL3사용)

- 사건 : 일정 주기로 발생하는 경보입력처리모듈의 결과

와 기존 발생 경보결과 리스트

- 조건 : 조건평가 리스트 

- 활동 : 조건평가결과별 호출되는 로시듀어

규칙 수집

- 개발 기 : 경보폭주 상황의 경보를 분석하여 규칙 수

집

- 운   : 이차기능결과를 통해 새 규칙 가능성 확인 후 

반  

규칙

실행기

사건 신호 - 주기 인 경보 정보 입력, 발생경보 체를 기반으로 트

리거링 수행 사건 트리거링

규칙실행 순서
- 발생한 경보의 발생 순서 로 결정론 이고 순차 인 수

행

규칙평가 - 각 경보별 조건평가 정보 사용

규칙실행 단 - 규칙 실행도 발생 경보 체 단 로 같이 실행 함 

조건 평가기

- 각 경보별 조건평가정보를 기반으로 조건평가기를 수행

함. 이 조건 평가기의 각 차는 변함이 없고, 해당 라

미터 값만 달라짐. 이는 형 인 차를 가짐.

표 3.1.4-2  랜트 경보감축을 한 능동 데이터베이스 용기술 결정사항

감축처리방법 감축수 감축률

상태경보분리  26 11%

다 설정치 1 0.4%

원인-결과 19 8 %

우선순 57 24 %

표 3.1.4-3  감축처리 방법별 감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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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Annunciator 기반의 공간고정식 타일 경보 

그림 3.1.4-2  경보감축기술의 체 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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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이차 기능의 세부 임워크

그림 3.1.4-3  능동  경보감축의 세부 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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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a  원자로운 원용 

타일경보표시 화면  - 수축

     
그림 3.1.4-5b  원자로운 원용 

타일경보표시 화면  - 확

그림 3.1.4-6a  형 인 계층구조형 

타일경보표시 방법 - 체

       
그림 3.1.4-6b  형 인 계층구조형 

타일경보표시 방법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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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CPM-GOMS Template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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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디지털안 계통 공통원인고장(CCF) 분석방법 보고서

가. 연구목

공통원인고장은 어떤 공통된 원인에 의해 하나 이상의 기기가 동시 는 비슷한 시기에 

고장 나는 사건을 의미한다. 원자력발 소 안 성 확보를 한 기본 설계원칙은 다 성과 

다양성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외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PSA) 결과에 

의하면 공통원인고장은 원 의 다 성에 치명 인 손상을 주어 계통 이용 불능도와 노심

손상빈도(Core Damage Frequency : CDF)에 큰 향을 주어 원 의 안 성을 해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안 계통의 설계에서부터 공통원인고장의 잠

재성  그 향을 평가하여 설계의 취약요소를 찾아내어 공통원인고장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공통원인고장에 처하여 설계에서부터 공통원인고장 방어개념을 용하

여 분석  평가를 수행하여 한 방어수단을 선정하고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과 같이 4  채 이 그 내부에서 다시 2 화되어 총 8 의 다 성

을 가진 계통의 경우 공통원인고장을 정확히 모델링하기 해서는 247개의 공통원인고장 

기본사건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기존의 방법으로 모든 공통원인고장을 기본사건화 하여 

고장수목 모델을 구축할 경우 비 실 으로 거 한 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최 한 이론

인 값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면서도 실 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단순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목 은 디지털 계통의 높은 수 의 다 화에 따라 구축하기가 어려워지는 

공통원인고장 모델을 최 한 이론 인 값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면서도 실 으로 모델

링이 가능하도록 단순화 알 펙터 방법의 용성을 분석 검증하여 일체형원자로 계측제

어 안 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용하는데 있으며, 한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 안

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용될 차를 수립하고, 단순화 알 펙터 모델을 용하여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공통원인고장에 한 비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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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범

본 보고서는 디지털 안 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 방법에 한 보고서로서 연구범 는 다

음과 같다.

(1) 공통원인고장의 신뢰도 향분석

(2) 일체형원자로 디지털 안 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분석을 한 분석 모델의 선정  

용 타당성을 부여하기 한 분석 모델의 검증

(3) 디지털 안 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 차의 개발

(4)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비분석  이용 불능도 분석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공통원인고장의 신뢰도 향 분석

공통원인고장이 계통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동일 기기로 구성된 디지

털 계통과 이기종 기기로 구성된 디지털 계통을 분석하 다. 

그림 3.1.5-1과 같은 두개의 채 로 구성된 디지털 계통이 있다고 가정하자. 동일 기기로 

채 을 구성한 디지털 계통의 경우, 고장수목은 그림 3.1.5-2와 같이 모델링되며, 디지털 

계통의 고장확률은 1.34E-07로 계산되어 계통을 다 화한 결과가 크게 상실되었다. 동일 

기기로 계통을 구성할 경우, 아무리 높은 수 의 다 성을 사용할지라도 계통 신뢰도는 

공통원인고장, 즉 종속  고장의 확률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게 됨을 확인하 다.

이기종 기기로 각 채 을 구성한 경우, 그림 3.1.5-1은 그림 3.1.5-3과 같은 고장수목으로 

모델링된다. 이기종 기기 간에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각 채 이 이기종

의 기기로 구성된 디지털 계통의 고장확률은 1.80E-14로 계통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공통원인고장의 신뢰도 향 분석을 통해 각 채 을 이기종의 기기로 디지털 계통을 구

성하는 것이 공통원인고장의 향을 일 수 있고, 공통원인고장에 비한 방어수단으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공통원인고장에 비한 다양성의 

수단으로서 기기 다양성, 즉 이기종의 기기를 용하여, 각 채 을 구성하고 일체형원자

로 보호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비 분석을 수행했다.



- 145 -

(2) 디지털 안 계통 공통원인고장 모델 분석  선정

원 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안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은 그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하여 다 성 원칙을 용하여 다 의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 이며, 특히 디지털 안

계통은 다 화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높은 다 성을 갖추고 있다. 를 들어 16 의 다

성을 가진 계통의 경우 공통원인고장을 모델링하기 해서는 65519개의 공통원인고장 

기본사건을 모델링하여야 하므로, 높은 다 성을 가진 디지털 안 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분석을 한 고장수목에 알 펙터 모델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알

펙터 모델과 최 한 이론 인 값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면서도 실 으로 모델링이 가능

하도록 하는 모델링 방법을 선정하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알 펙터 모델

을 단순화한 알 펙터 모델에 한 용 타당성을 재 확률론  안 성 평가에서 사용

되고 있는 알 펙터 모델과 비교분석을 통해 모델 검증을 수행하 다.

바이스테이블 모듈은 4개의 채 로 구성되며, 각 채  내부는 다시 2 화 되어 있다. 총 

8개가 하나의 공통원인고장그룹으로 처리된다. 4채   2 채 만 성공하면 되는 성공기

을 가지는 경우에는 Top Logic이 다음의 그림 3.1.5-4와 같이 구성된다. 만일 8 화에 

해 완 한 알 펙터 모델을 도입한다면 각 채 별 고장수목이 그림 3.1.5-5와 같이 변

경된다. 

각 채 에 있는 기기별로 공통원인고장이 알 펙터 방법에 따라 모델 된다. 따라서 각 기

기마다 2에서 8개의 모든 기기들의 조합에 한 공통원인고장이 모델 된다. 그림 3.1.5-6

은 2에서 8개의 조합이 모델 된다는 것과, 그리고 2개 조합에 해 A1 기기를 포함하는 

모든 조합의 사건들을 보여 다. 8개 기기가 공통원인고장 그룹이므로 총247개의 공통원

인고장 사건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공통원인고장 그룹을 모델하기 해서 247개의 사건을 모델 해야 한다. 

각 조합(2개의 기기가 고장 나는 공통원인고장 사건, 3개의 기기가 고장 나는 공통원인고

장 사건 등을 표 함)에 속하는 공통원인고장 사건 수  각 조합에서 특정 기기와 련

된 공통원인고장 사건 수는 표 3.1.5-1과 같다. 하나의 특정 기기 고장을 모델하기 해서 

127개의 공통원인고장 사건을 모델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단순화된 알 펙터 방법을 용하게 되는데, 각 기기 종

류별로 다양한 성공 조건에 해 공통원인고장 특성을 검토하여 공통원인고장 모델을 단

순화시키는 것이다. 선행연구[3.1.5-6]의 결과 단일 공통원인고장 사건이 단 집합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고려한다면 정량화 결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단순

화된 단일 공통원인고장 사건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알 펙터 모델에서 나타나는 단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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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인고장 단 집합의 값을 더하여 사용한다면 모델은 단순하면서 정량화에 거의 오차

가 없게 된다.

8개 각 기기의 고장확률이 2.57E-03이고 알 펙터 방법의 일반모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

자. 알 펙터 모델을 사용한 경우, 정  사건에 한 값은 2.033E-04로 평가되어 체가 

고장 나는 것(8개의 기기의 공통원인고장이 발생한 경우)만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25%

가 증가한다. 알 펙터를 이용하여 상세 모델을 했으므로 3개 채  이상이 고장 나는 공

통원인고장 사건들이 단일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 집합으로 나타나게 되어 보다 실제에 

가까운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단 집합으로 인한 바이스테이블 모듈 이

용 불능도가 체의 부분(99.9%)을 차지하는 것을 표 3.1.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일 사건이 단 집합이 되는 공통원인고장 사건들의 합은 2.03E-04이므로 에 언 한 

바이스테이블 모듈의 이용 불능도 2.033E-04와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바이스테이블 

모듈의 이용 불능도에 직  큰 향을 주는 공통원인고장 사건들의 확률을 모두 합하여, 

한 개의 공통원인고장 사건으로 모델 한다고 해도 체 모델에서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이

다. 이것이 단순화 알 펙터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계통의 성공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성공 조건에 따른 

효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계통 분석과 성공 조건 분석에 따라 단일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 집합에 해당하는 범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단순화 알 펙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장 은 체 랜트 모델이나 상  

계통 모델에서 지나친 복잡성을 피하면서도 상세 모델에 가까운 정량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방법의 단 은 상세 계통 분석과 성공 조건을 미리 분석하여 단

일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 집합에 해당하는 범 를 미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공통원인고장 분석 차 수립

NUREG/CR-4780[3.1.5-1], NUREG/CR-5485[3.1.5-2], NUREG/CR-5801[3.1.5-4]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과 IEC 62340[3.1.5-5] 등의 표 을 참조하여 일체형원자로 디지털 

안 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용될 분석 차를 수립하 다.

공통원인고장 분석을 해서는 첫째, 계통 논리모델 개발을 한 비를 해야 한다. 둘째, 

공통원인고장의 가능성이 있는 기기그룹을 선별한다. 그리고 셋째, 고장 수목에 모델할 

공통원인고장 기본사건에 한 정의를 하고 확률모델을 선택한 후, 이들 기기에 한 

상 발 소의 공통원인고장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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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가지고 계통정량화를 수행한다. 그러나 공통

원인고장 사건은 매우 희귀한 사건으로서 한두 개의 발 소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

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발 소로부터 구해진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므로 제한된 자료의 

활용을 해 상 발 소의 상태를 반 하도록 발 소 자료를 반 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3.1.5-7은 공통원인고장 분석 차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공통원인고장을 포함하는 계통 논리모델 개발은 계통을 숙지하고 문제 을 악하여 개

발한 다음 정성   정량  선별과정을 거쳐 공통원인고장으로 고려할 공통원인 기기그

룹을 선별한다. 그리고 공통원인고장을 고장수목에 모델하기 해, 공통원인고장 기본사

건을 정의하고 기본사건에 한 확률모델을 선택하여 정해진 공통원인고장 방법  차

에 따라 공통원인고장 사건을 모델 한다. 공통원인고장 기본사건에 한 확률값 계산을 

해, 데이터를 분류하고 선별하여 공통원인고장 모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각 공통원

인고장 사건에 해서는 방법론에 따라 공통원인고장 모수를 사용하여 확률값을 계산한

다. 그리고 계산된 확률값을 모델된 각 공통원인고장 기본사건에 입력하고 정량화를 수

행한 후,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3.1.5-7에서 공통원인고장 향벡터(impact vector)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발 소로

부터 구해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분석 상 계통이 주어지면 

향벡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발 소  계통 특성을 고려하여 향벡터를 수정하고 채

수에 따라 mapping up 는 mapping down을 수행하여 새로운 향벡터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한다. 이후 이 향벡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로 하는 공통원인고장 모수를 

계산한다. 계통 고장수목에서는 정해진 공통원인고장 방법  차에 따라 공통원인고장 

사건을 모델하고, 각 공통원인고장 사건에 해서는 방법론에 따라 공통원인고장 모수를 

이용하여 확률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최종 으로 이 고장수목을 분석하여 계통의 신뢰도

를 계산한다.

(4)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공통원인고장 비분석

디지털 기기들로 구성된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바이스테이블 모듈, 동시논리모듈, 원

자로정지 개시 모듈, 디지털 출력 모듈  계측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비 분석을 수행하

다. 추가 으로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비 분석을 해 신뢰도 자료 수집  여러 가

지 가정 사항들을 설정하 고, RELEX 신뢰성 도구를 사용하여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가압기 고압력 정 사건에 한 고장수목을 개발하 다. 그리고 개발된 고장수목을 가지

고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비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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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 알 펙터 방법을 이용하여 m 개의 공통원인 기기그룹에서 k 개 이상의 기기가 

동시에 고장날 사건의 확률()은 아래의 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3.1.5-6].

 
 



×


  : m 개의 기기 에서 k 개의 기기가 동시에 고장나는 경우의 수

    : 에서 계통 기능상실을 유발하는 경우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


   : m 개의 기기 에서 k 개의 기기가 동시에 고장날 사건의 확률

단순화 알 펙터 방법과 알 펙터 방법에서 
의 계산식은 같으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비순차시험일 경우)


    , (순차시험일 경우)

참고로 비순차(Non-Staggered) 시험과 순차(Staggered) 시험은 한 번의 시험을 수행할 

때 계통내의 다  기기를 모두 시험하는지 그 지 않은지로 구분하며, 한 번에 모든 기기

를 시험하는 경우를 비순차 시험이라 하고, 시험주기를 기기수로 나 어 기기별로 시험

을 수행하는 경우를 순차시험이라 한다. 일반 으로 순차시험을 수행할 경우 공통원인 

고장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진다.

디지털 기기는 운  경험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디지털 기기 고유의 알 펙터 모

수 값의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모수 값을 이용하여 (공통원인고장 계수)를 계산

하 다. 그리고 시험은 순차시험을 한다고 가정하 다.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개략

인 구조도가 그림 3.1.5-8에 나타나 있다. 바이스테이블 모듈((BSM), 동시논리모듈

(CCM), 원자로정지 개시 모듈(RIM), 디지털 출력 모듈(DO)의 각 채 은 이 화 이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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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측계통은 이 화되어 있지 않다. 이기종의 기기 간에 종속성

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각 모듈의 공통원인기기 그룹은 {A1, B1, C1, D1} 그룹과 {A2, 

B2, C2, D2} 그룹으로 나  수 있다. 단순화 알 펙터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공통원인

고장 확률이 표 3.1.5-3에 나타나 있다.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비 분석은 작성된 고장수목의 정량화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며, 크게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나  수 있다. 정성  분석의 결과는 최소

단 집합에 한 정보를 의미하며, 최소단 집합은 해당 정지변수에 하여 요구시 원자

로 정지 실패를 유발하는 기기 고장의 조합을 말한다. 최소단 집합은 일체형원자로 보

호계통의 이용불능도, 민감도  불확실성 분석과 같은 정량  분석의 기 가 된다.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고장수목의 정성  평가결과인 최소단 집합은 표 3.1.5-4에 제

시하 으며, 1.00E-09 이상의 최소단 집합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이용 불능도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순서로 일부만을 기술하 다. 고장수목의 정량  분석결과 가압기 

고압력 원자로 정지 변수의 이용 불능도(그림 3.1.5-9)는 4.06E-05로 나타났다. 정성 , 

정량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바이스테이블 모듈, 동시논리모듈, 원자로 정지 개시모듈 

등 각 채 을 이기종 디지털 기기로 이 화할 경우, 디지털 기기의 이용 불능도는 크

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이용 불능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공통원인고장은 계측기 

센서의 공통원인고장, 원자로 정지 차단기의 공통원인고장이었으며, 계측기 센서의 

고장이 그 뒤를 이었다. 

(3) 운 원의 수동개시 실패, 원자로 정지변수 설정 값의 부정확한 설정 등 운 원 오류로 

인한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이용 불능도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편,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설계  분석에 해 다음과 같은 

논의 을 제시한다.

- 공통원인고장에 비한 설계 처방안으로서 기기 다양성은 이용 불능도를 크게 감소

시켜 주므로 설계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

- 계측기 센서  원자로 정지 차단기의 공통원인고장은 일체형원자로계통의 디지털 기

기의 설계 개선만으로 그 빈도가 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측기 센서  원자로 

정지 차단기의 공통원인고장 회피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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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원의 수동개시 실패, 원자로 정지변수 설정 값의 부정확한 설정 등 인  오류를 

이기 한 방어 책이 요구된다.

(5) 결론 

공통원인고장은 원자력발 소의 안 성 확보를 한 기본 설계원칙인 다 성에 치명

인 손상을 주어 계통 이용 불능도와 노심손상빈도에 큰 향을 주어 원 의 안 성을 

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통원인고장의 신뢰도 향 분석을 통해 각 

채 을 이기종의 기기로 디지털 계통을 구성하는 것이 공통원인고장의 향을 일 수 

있고, 공통원인고장에 비한 방어수단으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디지털 안 계통에서는 다 화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수 의 다 성을 가짐에 

따라 구축하기가 어려워지는 공통원인고장 모델을 최 한 이론 인 값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면서도 실 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단순화 알 펙터 모델에 하여 일체형원자로 

디지털 안 계통에 한 용성을 분석하 다. 

단순화 알 펙터 모델을 이용한 일체형원자로 디지털 안 계통에 용될 공통원인고장 

분석 차를 수립하고, 선정된 공통원인고장 모델인 단순화 알 펙터 모델과 수립된 차

를 이용하여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비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기 다양성은 신뢰도 측면, 즉 이용 불능도를 크게 감소시킴으로 공통원인고장에 

비한 설계 처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안 계통의 설계에 활용성이 입증되었다.

2) 계측기 센서  원자로 정지 차단기의 공통원인고장은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디지

털 기기의 설계 개선만으로 그 빈도가 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측기 

센서  원자로 정지 차단기의 공통원인고장 회피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3) 운 원의 수동개시 실패, 원자로 정지변수 설정 값의 부정확한 설정 등 인  오류를 

이기 한 방어 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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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속사항

(1) 공통원인고장의 신뢰도 향분석 : 본 연구에서 완료

(2) 일체형원자로 디지털 안 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분석을 한 분석 모델의 선정  

용 타당성을 부여하기 한 분석 모델의 검증 : 본 연구에서 완료

(3) 디지털 안 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 차의 개발 : 본 연구에서 완료

(4)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공통원인고장 비분석  이용 불능도 분석 : 본 연구에서 

완료

(5) 제시된 공통원인고장 분석 모델과 개발된 공통원인고장 분석 차는 일체형원자로 

MMIS 인허가에 필요한 디지털 안 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활용

(6) 단순화 알 펙터 모델에 한 민감도 분석은 추후 수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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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수
각 조합에 속한 공통원인고장 

사건 수

각 조합에서 특정 기기와 련된 

공통원인고장 사건 수

2 28 7

3 56 21

4 70 35

5 56 35

6 28 21

7 8 7

8 1 1

계 247 127

표 3.1.5-1  8개의 다 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 공통원인고장 사건

  

No 단 집합 값 F-V 치 단 집합

1 1.62E-04 0.7967 0.7967 BSM-A1A2B1B2C1C2D1D2

2 4.32E-06 0.0212 0.8180 BSM-A1B1B2C1C2D1D2

3 4.32E-06 0.0212 0.8392 BSM-A2B1B2C1C2D1D2

4 4.32E-06 0.0212 0.8604 BSM-A1A2B1B2C1C2D2

5 4.32E-06 0.0212 0.8817 BSM-A1A2B1C1C2D1D2

6 4.32E-06 0.0212 0.9029 BSM-A1A2B1B2C1C2D1

7 4.32E-06 0.0212 0.9242 BSM-A1A2B2C1C2D1D2

8 4.32E-06 0.0212 0.9454 BSM-A1A2B1B2C2D1D2

9 4.32E-06 0.0212 0.9667 BSM-A1A2B1B1C2D1D2

10 1.62E-06 0.0080 0.9746 BSM-B1B2C1C2D1D2

11 1.62E-06 0.0080 0.9826 BSM-A1A2B1B2D1D2

12 1.62E-06 0.0080 0.9906 BSM-A1A2C1C2D1D2

13 1.62E-06 0.0080 0.9985 BSM-A1A2B1B2C1C2

표 3.1.5-2  이용 불능도와 단 집합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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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고장확률

{A1, B1, C1, D1} 

그룹의 공통원인고장 

확률

{A2, B2, C2, D2} 

그룹의 공통원인고장 

확률

바이스테이블 모듈 2.224E-06 7.13E-08 7.13E-08

동시논리모듈 2.224E-06 1.03E-07 1.03E-07

원자로정지개시 모듈 2.224E-06 1.03E-07 1.03E-07

디지털 출력 모듈 1.663E-06 7.69E-08 7.69E-08

계측계통 2.224E-06
{A, B, C, D} 그룹의 공통원인고장 확률

7.13E-08

{A1, B1, C1, D1} 그룹과 {A2, B2, C2, D2} 그룹은 이기종 디지털 기기이나 이들의 고장률은 같다고 가정하여 각 그룹

에 속하는 기기의 고장확률을 표에는 한 번만 기술하 다.

표 3.1.5-3  디지털 기기의 공통원인고장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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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description) 사건 확률 단 집합확률

1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1.95E-05
CCF OF PZR PRESSURE INST. SENSORS 3.90E-04

2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1.25E-05
OPERATOR SETS BSM SETPOINT INCORRECTLY 2.50E-04

3 RPRBW 2.50E-06 2.50E-06

4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1.01E-06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A 4.50E-03

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B 4.50E-03

5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1.01E-06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A 4.50E-03

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D 4.50E-03

6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1.01E-06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A 4.50E-03

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C 4.50E-03

7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1.01E-06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B 4.50E-03

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C 4.50E-03

8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1.01E-06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B 4.50E-03

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D 4.50E-03

9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1.01E-06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C 4.50E-03

FAILURE OF PZR PRESSURE SENSOR IN CH D 4.50E-03

10
CCF OF UV DEVICES 3.02E-04

6.19E-09
CCF OF SHUNT DEVICE 2.05E-05

11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5.15E-09
CCF OF PIS DSPS 1.03E-07

12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3.94E-09
CCF OF PIS A/D CARDS 7.88E-08

13
OPERATOR FAILS TO MANUALLY INITIATE RX TRIP 5.00E-02

2.25E-09
CCF OF PIS SC CARDS 4.50E-08

14
TCB A FAILS TO OPEN 4.50E-05

2.03E-09
TCB C FAILS TO OPEN 4.50E-05

15
TCB B FAILS TO OPEN 4.50E-05

2.03E-09
TCB D FAILS TO OPEN 4.50E-05

표 3.1.5-4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의 주요 단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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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A1

디지털  기기  A2

디지털  기기  B1

디지털  기기  B2

입력신호 출력신호

채널 A

채널 B

그림 3.1.5-1  두 개의 채 로 구성된 디지털 계통

     

SYSTEM

 계통 고장

Q:1.34e-007

A

A 채널

Gate11

A1  기기 고장

A1

A1  기기 독립고장

Q:2.224e-006

CCF

A1, A2, B1, B2  의

공통원인고장

Q:1.34e-007

Gate12

A2  기기 고장

A2

A2  기기 독립고장

Q:2.224e-006

CCF

A1, A2, B1, B2  의

공통원인고장

Q:1.34e-007

B

B  채널 고장

Gate17

B1  기기 고장

B1

B1  기기 독립고장

Q:2.224e-006

CCF

A1, A2, B1, B2  의

공통원인고장

Q:1.34e-007

Gate18

B2  기기 고장

B2

B2  기기 독립고장

Q:2.224e-006

CCF

A1, A2, B1, B2  의

공통원인고장

Q:1.34e-007

그림 3.1.5-2  동기종 기기로 구성된 계통의 고장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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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계통 고장

Q:1.79573e-014

A

A  채널 고장

Gate11

A1 기기고장

 A1

A1  기기 독립고장

Q:2.224e-006

CCF1

A1, B1의공통원인고장

Q:1.34e-007

Gate12

A2 기기고장

A2

A2  기기 독립고장

Q:2.224e-006

CCF2

A2, B2의공통원인고장

Q:1.34e-007

B

B  채널 고장

Gate17

B1 기기고장

B1

B1  기기 독립고장

Q:2.224e-006

CCF1

A1, B1의공통원인고장

Q:1.34e-007

Gate18

B2 기기고장

B2

B2  기기 독립고장

Q:2.224e-006

CCF2

A2, B2의공통원인고장

Q:1.34e-007

그림 3.1.5-3  이기종 기기로 구성된 계통의 고장수목

BISTABLE MODULE 
(ONE CCF ONLY)

GRPBI-BETA

3Page  1

CHANNEL A FAILURE

GRPBI-A
Page  2

CHANNEL B FAILURE

GRPBI-B
Page  3

CHANNEL C FAILURE

GRPBI-C
Page  4

CHANNEL D FAILURE

GRPBI-D
Page  5

그림 3.1.5-4  2/4 성공기 의 바이스테이블 모듈 Top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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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A FAILURE

GRPBI-A

Page  1

Page  2

BSM DSP A1 FAILS TO 
GENERATE TRIP

GRPBI-A1

FAILURE OF BSM DSP A1

RPBIR-A1

CCF EVENTS FOR 1-TH 
EVENT

GRPBICCF-1
Page  6

BSM DSP A2 FAILS TO 
GENERATE TRIP

GRPBI-A2

FAILURE OF BSM DSP A2

RPBIR-A2

CCF EVENTS FOR 2-TH 
EVENT

GRPBICCF-2
Page  14

그림 3.1.5-5  알 펙터 방법을 이용하여 CCF를 모델할 경우 바이스테이블 

모듈 채  A의 고장수목

     

CCF EVENTS FOR 1-TH 
EVENT

GRPBICCF-1

Page  2

Page  6

2-TH COMBINATION FOR
1-TH EVENT

GRPBICCF-1-2
Page  7

3-TH COMBINATION FOR
1-TH EVENT

GRPBICCF-1-3
Page  8

4-TH COMBINATION FOR
1-TH EVENT

GRPBICCF-1-4
Page  9

5-TH COMBINATION FOR
1-TH EVENT

GRPBICCF-1-5
Page  10

6-TH COMBINATION FOR
1-TH EVENT

GRPBICCF-1-6
Page  11

7-TH COMBINATION FOR
1-TH EVENT

GRPBICCF-1-7
Page  12

8-TH COMBINATION FOR
1-TH EVENT

GRPBICCF-1-8
Page  13

2-TH COMBINATION FOR
1-TH EVENT

GRPBICCF-1-2

Page  6

Page  7

CCF(2/8): BSM DSP

RPBIW-12

CCF(2/8): BSM DSP

RPBIW-13

CCF(2/8): BSM DSP

RPBIW-14

CCF(2/8): BSM DSP

RPBIW-15

CCF(2/8): BSM DSP

RPBIW-16

CCF(2/8): BSM DSP

RPBIW-17

CCF(2/8): BSM DSP

RPBIW-18

그림 3.1.5-6  알 펙터 방법을 이용한 CCF 모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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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기기 그룹 선별

고장수목에서 
공통원인고장 사건 모델

계통논리모델 개발

영향벡터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영향벡터 
데이터베이스

공통원인고장 모수 
도출

공통원인고장 
기본사건 확률값 계산

계통 정량화와 해석

공통원인고장 기본사건 
확률 모델 선정

공통원인고장 
기본사건 정의

정성적 선별
정량적 선별

알파펙터 
방법론

영향벡터 
변경/mapping 
up or down

민감도 분석 
보고서

그림 3.1.5-7  공통원인고장 분석 차



- 160 -

그림 3.1.5-8  원자로 보호계통 구조 개략도

GRPTOP-TRIP

PPS FAILS TO TRIP

Q:4.06184e-005

GRPBUS1

DPPS FAILS TO 
INTERRUPT CEDM BUS1

GRPRB-A

TCB A FAILS TO 
DE-ENERGIZE

GRPRBS-A

FAILURE OF UV AND 
SHUNT TRIP SIGNAL FOR ..

RPRBD-A

TCB A FAILS TO OPEN

Q:4.5e-005

RPRBW

CCF OF TCBS

Q:2.5e-006

GRPRB-C

TCB C FAILS TO 
DE-ENERGIZE ...

RPRBD-C

TCB C FAILS TO OPEN

Q:4.5e-005

RPRBW

CCF OF TCBS

Q:2.5e-006

GRPRBS-C

FAILURE OF UV&SHUNT 
TRIP SIGNAL FOR TCB C

GRPBUS2

DPPS FAILS TO 
INTERRUPT CEDM BUS2

그림 3.1.5-9  일체형원자로 보호계통 고장수목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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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일체형원자로에 한 TASS/SMR 코드 지배방정식  

수치해석 기법

가. 연구목

일체형원자로인 SMART의 안 해석에 사용되는 계통 사고해석코드인 TASS/SMR 산

코드의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코드 구조, 계통 모델링  수치해석 기법에 련된 내용

을 기술하는데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TASS/SMR 코드의 일반 인 구조

(2) 보존방정식, 차분화 방정식  열수력 보조식

(3) 노심모델, 부품모델, 특수모델  제어계통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일체형원자로에 한 TASS/SMR 코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목 은 나선형 증기발생기

와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잔열을 제거하는 SMART의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TASS/SMR 코드를 원자력법 제 104의 2  동 시행규칙 제 128조에 제시된 특정기술주

제보고서의 요건에 합하도록 작성하는 것이다. TASS/SMR 코드와 련된 보고서는 

모두 4권으로 구성될 정이다. 제 1권에는 기본 방정식, 보조 방정식, 수치 해석 방법 

 물리  모델링이 기술되어 있고, 제 2권에는 TASS/SMR 코드의 입력 자료에 한 

사용자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제 3권에는 TASS/SMR 코드의 물리  모델 검증을 한 

개별효과  종합효과에 한 검증 결과를, 제 4권에는 TASS/SMR 코드를 SMART에 

용하기 한 보수  해석 방법론과 안  해석에 요구되는 연계 사항들에 하여 기술

할 정이다. 본 에서는 제 1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제 1 권에는 TASS/SMR 코드의 개략 인 구조와 코드 입력 자료의 처리과정, 정상 상

태  과도 상태의 수행 과정을 기술하 다. 한, TASS/SMR 코드의 기본 방정식, 차

분화 방정식, 보조 방정식, 물리  모델  이들과 련된 요한 사항들을 기술하 다. 

그리고 TASS/SMR 코드에서 사용된 보존 방정식과 수치 해석을 한 차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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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열수력 상태식에 하여 설명하 다. 한 과도 기간 동안 계통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노심의 출력 모델과 열 달 상 식, 주요 부품을 모의하기 한 물리  모델에 

하여 설명하 으며, 랜트의 다양한 제어와 정지를 한 제어 모델과 이들 모델을 구

하기 한 사용자 환경  제어 논리에 하여 체계 으로 기술하 다.

(1) 일반 인 구조

TASS/SMR은 로그래  언어인 Fortran 90을 사용하여 마이크로소 트 도우즈 운

체제에서 컴 일  실행된다. 로그래 은 국제 표  단 계(Standard International 

unit)를 기반으로 하며, 입출력은 사용자 입력 선택에 따라 국 단 계(British unit)도 

사용 가능하다. 로그래 에 사용되는 변수의 정 도는 정수는 32 비트, 실수는 64 비트

를 사용한다. 입력 기능은 정상상태  과도상태 계산에 필요한 입력을 읽어 들이는 기능

과 계산 과정에서 장된 재시동(restart) 일을 읽어 들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입력 

일은 미리 정의된 입력 카드 번호에 따른 값을 읽어 들여서 코드의 입력 변수에 값을 

장한다. 입력 일은 자유 형식(free format)으로, 카드 입력은  당 200 칸까지 읽어 

들인다. 입력이 200 칸을 넘거나, 사용자 편의를 하여 다음 에 입력하고자 할 경우 연

속 지시자인 "\"를 사용하여 여러 의 입력을 하나의 카드 입력으로 읽어 들인다. 재시

동 일은 아스키 (ASCII) 일 형식으로 생성하고, 직  근(direct access) 방식으로 

쓰고, 읽어 들이며 출력 일도 아스키 일 형태로 생성된다. 출력 일의 생성 주기, 재

시동 일의 생성 시 은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정해진다. 

TASS/SMR 코드의 실행에 필요한 일을 다루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미리 정해진 일

의 확장자를 사용하여 입력 일을 읽고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과 일  작업(batch job) 

으로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이다.

TASS/SMR 코드의 개략 인 구조는 그림 3.1.6-1과 같다. 즉, 부 로그램 TASSEXEC

가 구동됨으로써 시작된다. TASSEXEC가 수행되기 시작하면, 기능상 3 과정으로 분류

되는 2단계 부 로그램들이 순차 으로 진행된다. 부 로그램 INIT_TASS에서는 

TASS/SMR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비 상태가 되도록 로그램 기화 과정이 수행

되고, 부 로그램 INPUT_PROCESSING과 CARD_INPUT_CHECK에서는 입력을 처리

하고, 입력 오류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이 순차 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정상상태 는 과

도상태 계산이 부 로그램 MODELS에서 수행된다.

로그램 기화 과정을 수행하는 INIT_TASS는 4개의 부 로그램 LOGO, 

INIT_GLOBAL_VAR, SET_DEFAULT_VALUES, ANALYZE_ARGUMENTS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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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LOGO는 코드의 이름과 version을 출력에 표시하며, INIT_GLOBAL_VAR는 

TASS/SMR 코드에서 사용되는 역 변수(global variable)에 한 정보를 재시동 일

(restart  file), 데이터(plot) 일 생성 등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정리한다. 

SET_ DEFAULT_VALUES는 0이 아닌 기 값이 필요한 변수에 기 값을 할당하며, 

ANALYZE_ARGUMENTS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입력, 출력, 데이터(plot), 재시동

(restart) 일 등을 TASS/SMR 코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INPUT_PROCESSING과 CARD_INPUT_ CHECK는 입력을 처리하고, 입력 오류 검사

를 수행한다. 입력 처리 과정이 끝나면  입력에서 지정한 시간에 따라 정상/과도 상태 계

산 과정을 MODELS에서 수행한다. TASSEXEC에서는 상기 3 과정을 수행하고 입력 선

택 사항에 따라 재시동 일(restart file)을 생성하며 지정된 계산 종료 시간이 경과되면 

로그램 계산을 종료한다. 

(2) 열수력 모델

TASS/SMR 코드는 SMART 랜트의 정상 상태  과도 상태 열수력 거동을 모의하기 

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2차계통의 열수력 해석에 동일한 보존 방정식을 용한다. 

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이 이상 유동(two‐phase flow)이 발생하는 과도 상 해

석에는 드리 트 럭스 (Drift‐flux) 모델을 각각의 유로에 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TASS/SMR 코드는 일차원 (one dimensional) 계통 해석 

코드로서, 원자로의 1차계통  2차계통을 노드와 유로로 모의하여 해석한다. 유로는 노

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운동량 유로(momentum path)와 출구 유로가 지정되지 않는 경계 

조건으로 사용되는 비 운동량 유로(non‐momentum path)가 있다. TASS/SMR 코드에

서 사용하고 있는 6 개의 기본 보존 방정식은 혼합체 질량 보존, 액체 질량 보존, 비응축

성 가스 질량 보존, 혼합체 운동량 보존, 혼합체 에 지 보존, 증기와 비응축성 가스 엔탈

피 보존 방정식으로 아래와 같다.

혼합체 질량 보존 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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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축성 가스 질량 보존 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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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체 운동량 보존 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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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체 에 지 보존 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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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증기와 비응축성 가스) 엔탈피 보존 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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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존 방정식을 선형화하여 차분화하면, 최종 으로 유량 변화율에 한 다음의 차

분 방정식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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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B, CEST_MMR, CC_ML, CC_MN, CC_E, CC_HS 항은 이  차분 시간 값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각 운동량 유로에 하여 상기 식을 사용하여 유량 변화량을 미지수로 계통 행렬을 구성

한다. 계통 행렬을 구성할 때 차분화 식은 연결 유로를 고려하여 코드 내에서 각 항들을 

재배열하여 삼  각(tri‐diagonal) 형태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계통 행렬을 구성한다. 

계통 행렬을 Gauss 블록 소거법(block elimination)으로 계산하여 각 유로에서 유량 변화

량을 구한다. 유량 변화량 값을 구한 후 계산된 유량을 사용하여 각 노드의 총 질량, 비응

축성 가스 질량, 총 에 지를 계산하며 이를 이용하여 압력, 엔탈피와 같은 물성치(노드

의 열수력 상태)를 계산한다. 물성치 계산에는 IAPWS(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perties of Water and Steam)의 IAPWS‐IF97 (IAPWS Industrial Formulation 

1997)을 사용한 증기표 로그램을 이용한다. TASS/SMR 코드에서 증기표 로그램은 

IF97_ELE, IF97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유량 변화량을 구하는 수치 해석 방법은 세 종류가 있으며 사용자가 

NUMERICAL_SCHEME 변수 값을 입력하여 각각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산시 사용되는 차분 시간(TIME_SCALE) 결정은 먼  모든 운동량 유로에서 Courant 

limit를 계산하여 최소값과 사용자 입력 차분 시간 값을 비교해서 두 값  작은 값을 차

분 시간 값으로 설정한다. 이 외에 각 노드에서 최  물성치 변화율(노드 압력 변화율, 노

드 엔탈피 변화율)이 사용자가 입력한 수치보다 큰 경우에는 차분 시간을 반으로 이고 

이  시간에서 물성치를 복구하여 계산을 다시 수행한다. 

유량 변화량에 한 행렬식을 계산할 때 블록 소거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의 정확성과 계

산 효율을 높이기 하여 TASS/SMR 코드는 유로와 노드로 이루어진 열수력 계통의 유

로에 한 노드 참조 번호를 내부 으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한다. 결과 으로 유로 연결

이 K개인 운동량 유로로 연결되어 있고   ⋯의 길이를 갖는 s개의 분리된 체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면 계통 행렬 C의 형태는 다음 그림의 모양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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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인 삼  각 행렬이며, V는 q x q 행렬이 된다.   ⋯의 크기

는 각각   ⋯이고 V의 크기 q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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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다. 삼  각 행렬   ⋯은 

각각 Gaussian 소거 방법으로 먼  계산되고, 성긴 행렬(sparse matrix) 형태를 갖는 V 

행렬의 풀이는 "IMSL math. library"에서 제공하는 부 로그램인 DLSARG를 사용하여 

구한다.

차분 방정식에서 시간에 련된 항의 선택 방법에 따라서 상기 행렬식을 구성하는 각 인

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TASS/SMR 코드에서는 One‐step semi‐implicit 방법

이나 측자/수정자(predictor/corrector) 방법을 사용한다. 측자/수정자

(predictor/corrector) 방법은 One‐step semi‐implicit 방법으로 계산된 값을 측자 단

계의 값으로 정의하고 수정 계산을 하는 수정자 단계를 두는 방식이다. 즉, 측자 단계

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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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f  은 )( nYf 의 Jacobian 이다. 상기 식에서 1~ +nY  에 한 값을 구한다. 수정자 단계

에서는 측자 단계에서 계산된 1~ +nY 의 값을 사용하여 
)(Yf

dt
dY

=
 식을 1~ +nY 에서 선형

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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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계산함으로서 최종 으로   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노드의 열수력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은 노드 내에 존재하는 물, 증기, 비응축성 가스 질량 

유무에 따라서 노드 상태를 "normal", "liq_nonc", "stm_nonc", "nonc_only", "stm_liq", 

"liq_only", "stm_only", "vacuum"으로 구분하여 노드 상태를 측하고, 상태식을 호출하

여 물성치를 계산한다. 물성치 계산에 기본 으로 사용되는 증기표 로그램은 IAPWS‐

IF97(IAPWS Industrial Formulation 1997)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IAPWS‐IF97은 그림 

3.1.6-2와 같이 5개의 역으로 나 어져 있고 각 역마다 방정식이 정의되어 있다.

기본 식을 통하여 계산된 비체 , 엔탈피, 정압 비열, 음속, 포화 온도는 IAPWS IF95 식

의 값과 비교하여 열역학  데이터의 오차 범  내에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본 식 

외에 backward equation이 있다. 역 1과 2에서는 T(p, h), T(p, s)의 형태이다.  p(h, 

s) 형태의 식도 제공된다. 이 식들은 기본 식과 수치 으로 일 성 있게 작성되었으며 

p(h, s) 식은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물성치로 주어졌을 때 반복 계산을 한 기치로 유

용하게 사용된다.

차분 방정식에는 운동량 유로와 연결된 노드의 압력에 한 미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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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응축성 가스가 없는 경우 (=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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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값은 0.0으로 한다. 평형 상태에서 

압력에 한 미분 값의 계산은 비응축성 가스의 존재 유무, 물의 존재 유무, 증기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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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삼  (Ps = 611.657 Pa)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에 따라 계산을 수행한다. 비응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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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증기, 비응축성 가스가 있으며 혼합물의 온도가 증기 부분압에 한 포화 온도이고 

증기 부분압이 물의 삼 보다 높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 되며 Cramer’s rule을 사

용하여 에 한 편미분 값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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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비응축성 가스가 있으면 혼합물의 온도가 증기 부분압에 한 포화 온도보다 크며 

증기 부분압이 물의 삼 보다 높은 경우 아래와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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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축성 가스가 있으면 증기 부분압이 물의 삼 보다 낮은 경우 평형 온도를 273.16 

K로 고정하여 물, 증기, 비응축성 가스 혼합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비

응축성 가스가 있으며 증기 부분압이 삼  압력보다 낮고, 온도가 삼  온도보다 높

을 경우 증기 부분압을 611.657 Pa로 고정하고, 증기, 비응축성 가스 혼합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3) 노심 모델

TASS/SMR의 노심모델은 크게 노심에서 생성되는 출력을 모사하는 노심 출력모델과 생

성된 출력을 일차 냉각재로 달하는 과정을 모의하는 노심 열 달 모델로 구성된다. 노

심 출력은 기본 으로 근사 모델(point kinetics model)로 계산하며, 반응도 궤환에 의

한 노심 출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의한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에 의해 노심의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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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도 있고, 노심이 정지된 상황에서는 붕괴열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사고시에 핵연료 피복재인 지르코늄과 물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하는 모델

이 포함되어 있다.

노심 열 달 모델은 모든 열 달 모드에서 한 열 달 상 식을 이용하여 각 노드의 

냉각재 조건을 기본으로 핵연료 표면의 온도와 열유속을 계산한다. 이때 임계열유속  

그 이후 조건에서는 10CFR 50 appendix K의 모델을 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되어 있다.

근사 모델에 의해 노심 출력을 계산할 경우에는 핵분열에 의한 즉각 인 출력과 핵분

열 생성물의 붕괴에 의한 출력을 고려하여 노심 출력을 계산한다. 노심 핵분열에 의한 출

력 계산시 6개의 지발 성자(delayed neutron) 그룹을 고려하며, 사용자 입력에 의해 유

효 지발 성자 비율 (effective delayed neutron fraction)과 붕괴상수(decay constant)를 

변경할 수 있다.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11개의 핵분열생성물 그룹

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한다. 기조건은 원자로가 기 출력으로 무한시간 동안 운 되

었다고 가정함으로써 정해진다.

근사 모델은 다음의 지배방정식으로 모델링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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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j j jI D D D
j

P t n t E E C t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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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j j j jD D D D

d C t n t C t
dt

γ λ= −

여기서,

P(t) : 시  t 에서 노심출력

n(t) : 노심의 총 핵분열률

EI : 핵분열에 의한 즉각 인 에 지 방출

jD
λ : j 번째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상수

jD
E : j 번째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 에 지

jD
C : j 번째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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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γ : j 번째 핵분열 생성물의 생성률

핵분열률과 지발 성자 선행핵(precursor)의 농도는 다음의 근사 동특성 방정식을 통

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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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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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ρ β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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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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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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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t
n t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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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 즉발 성자 수명

ρ : 총 반응도

ip
λ : i 번째 지발 성자 선행핵 그룹의 붕괴 상수

ip
C : i 번째 지발 성자 선행핵 그룹의 농도

iβ : i 번째 지발 성자 선행핵 그룹의 유효 지발 성자 비율

S : 생성항

근사 모델에서 핵분열률을 계산하기 해서는 시간에 따른 총 반응도가 주어져야 한

다. TASS/SMR 코드에서는 냉각재 내의 붕소 농도, 냉각재 온도, 핵연료 온도  제어  

치 변화에 따른 반응도 궤환의 모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궤환 효과는 사용

자에 의해 선택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표의 형태로 입력된다. 과도기 동안 노심이 정

지되어 노심 출력이 사용자 설정 값 이하로 떨어지면 근사 모델 신 붕괴열 모델을 

이용하여 노심의 출력을 결정할 수 있다. 붕괴열 모델에서는 시간에 따른 붕괴열을 사용

자가 코드의 입력 일에 표의 형태로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근사 모델에 의해 계산하

는 노심 출력모델 신 사용자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간에 따른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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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입력할 수도 있다. 속물 반응에 의한 열 생성률은 Baker와 Just 의 속물 반응

률 상 식을 이용한다. Baker와 Just의 포물선 상 식(parabolic relationship)은 주어진 

시간 간격에 해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속 표면 산화 속도를 계산하는 상 식

이다.

노심 냉각재의 열수력 상태가 결정되면 열 달 상 식과 열 도 방정식을 함께 고려하여 

각 노심 노드에 해 핵연료 의 반경 방향 온도 분포와 표면에서의 온도  노심 열유

속을 동시에 계산한다. 노심 열수력 조건에 한 열 달 계수 상 식들이 표 3.1.6-1에 정

리되어 있다. 단상 액체의 경우 열 달 모드는 유동양식에 따라 강제순환과 자연 류 두 

가지 경우에 해 다른 상 식을 사용한다. 강제순환의 경우 Re 수에 따라 

Dittus-Boelter 상 식과 Collier 상 식, 는 이 두 상 식의 내삽을 이용하고, 자연 류

의 경우 Churchill-Chu 상 식을 사용한다. 최종 인 열 달 계수는 두 열 달 모드에서 

계산된 값  큰 값을 선택하도록 하 다.

핵비등 열 달 모드에서는 Chen 상 식(강제순환)을 이용한 열 달 계수와 

Foster-Zuber 상 식(수조비등)에 의해 계산된 열 달 상 식  큰 값을 채택한다.

임계열유속의 측은 AECL lookup table에 의한 값과 W-3  Macbeth 상 식에 의해 

계산된 값  큰 값을 이용한다.

천이비등과 막비등 상 식은 10 CFR 50 부록 K에서 요구하는 LOCA 해석을 한 모델

을 용했다. 천이비등에서는 MaDonough, Milich and King의 상 식을 사용하 고, 막

비등에서는 Groeneveld와 Dourgall Rohsenow 상 식에 의해 계산된 열 달 계수  작

은 값을 취하도록 하 다.

(4) 부품 모델

TASS/SMR에서 다루는 부품모델에는 원자로냉각재펌  모델, 가압기 모델, 증기발생기 

모델, 피동잔열제거계통 응축열교환기 모델, 열구조물 모델 그리고 밸  모델이 있다. 

원자로냉각재펌  모델에서는 펌 의 속도  체  유량을 무차원화하여, homologous 

curve로 불리는 펌 특성곡선을 이용하여 펌 의 수두  토크를 계산한다. 원자로냉각

재펌  입구에 기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두 하(head degradation)도 고려한다.

Homologous curve는 수두 (H), 토크 (), 체 유량 (Q)  속도() 데이터에 의해 제공

되는 펌  특성 곡선을 무차원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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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logous head/torque curve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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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 RH H  (정격 조건에 한 펌  수두 비)

 : Rω ω  (정격 조건에 한 펌  속도 비)

 : RQ Q  (정격 조건에 한 펌  체  유량 비)

 : R RT Tρ ρ  (정격 조건에 한 펌  토크 비)

2 2,h hα ν : 펌  수두에 한 무차원 변수

2 2,β α β ν : 펌  토크에 한 무차원 변수

수두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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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m : 이상유동 보정 계수(degradation 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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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TP TP

h h
α ν
⎡ ⎤ ⎡ ⎤
⎢ ⎥ ⎢ ⎥⎣ ⎦ ⎣ ⎦ : 이상유동 펌  수두에 한 무차원 변수

그리고 토크의 값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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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모델에는 가압기 냉각기 모델, 가압기 열기 모델과 가압기 벽면 열 달 모델이 

있다. 가압기 냉각기 모델은 가압기 주변 공동에 치한 냉각기를 통해 제거되는 열을 계

산하기 한 모델이다. 그리고 가압기 열기 모델은 가압기 내부에 설치된 열기에 의

한 열 달을 모사하기 한 모델이고 가압기 벽면 열 달 모델은 가압기 벽면에서 냉각재 

 격납용기로의 열 달을 한 모델이다. 가압기 냉각기는 열교환기 형태의 열 구조체로 

모의한다. 가압기 냉각기의 냉각 유량, 냉각기가 치한 주변 공동의 온도, 냉각수의 열용

량  열 달 계수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열교환기의 열평형 조건을 용하여 냉각기

의 열제거 성능을 계산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설정값 이하로 내려갈 경우 열

기를 가동하여 가압기 내부의 냉각재를 가열/비등시킴으로써 압력을 증가시킨다. 

Hysteresis를 가지는 on/off 열기인 backup 열기와 일정압력 변화에 선형 으로 변하

는 proportional 열기 두 가지에 의한 열 달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델되어 있다. 가압기 

벽면의 열 달은 lumped 모델을 사용하며 벽면에서 가압기 내부로의 열 달과, 벽면에서 

가압기 외부의 격납용기로의 열 달을 고려한 벽면에서의 열균형 방정식으로부터 가압기 

벽면에서의 온도와 가압기 벽면에서 내부와 외부로 달되는 열량을 계산한다. 

TASS/SMR 코드는 일체형 원자로에 용하기 한 헬리컬 튜 를 이용한 류형 증기

발생기 열 달 모델을 가지고 있다. 류형 증기발생기의 shell 부분(동체측)은 1차측의 

냉각재가 로부터 유입되어, 튜 를 통해 아래에서 로 흐르는 이차 냉각재에 열을 

달한다. 이때 정상 운  조건에서는 1차측 냉각재는 과냉상태를 유지하고 2차측 냉각재

는 과냉액체 상태에서 과열증기 상태까지 변하게 된다. 헬리컬 튜 에 한 열 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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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1차측에 해서는 단상 열 달 계수, 2차측에 해서는 각 열 달 모드

마다 옵션을 두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차측 단상

0 기본(Zukauskas)

1 Zukauskas

2 Miheev shell(SKBK) 

3 Churchill Bernstein

‐ 2차측 과냉액체

10 기본(Mori Nakayama)

11 Mori Nakayama

12 Kutateladze(SKBK)

13 Seban McLaughlin 

‐ 2차측 비등

20 기본 (Modified Chen)

21 Modified Chen

22 Miheev(SKBK) 

23 Guo 

24 Modified Schrok Grosssman 

25 Thom

‐ 2차측 과열증기

40 기본(Mori Nakayama)

41 Mori Nakayama

42 Kutateladze(SK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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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odified Bishop

‐ 응축 열 달

Nusselt 응축 열 달계수와 Shah 열 달계수  큰 값 사용

헬리컬 코일에 해서는 천이 비등  막비등 역에서 당한 상 식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비등 상 식과 과열증기 상 식을 임계건도와 건도 1.0을 기 으로 하여 건도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내삽하여 사용한다.

( )
5

tran sup_ steam nuc_boiling sup_steam
1.0

1.0 DNB

xh h h h
x
−⎛ ⎞= + −⎜ ⎟−⎝ ⎠

증기발생기 1차측과 2차측의 열 달 모드를 선정하는 주요 결정 인자는 노드의 압력, 압

력에 따른 포화 온도와 벽면 온도, 기포율, 그리고 건도이다. 를 들어 벽면 온도가 포화 

온도보다 낮고 기포율이 0이면 단상 액체 열 달 모드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열 달 상

식에 의해 열 달 계산이 이루어진다.

TASS/SMR 코드의 피동잔열제거계통 모델에서는 열교환기 튜   동체측에서의 열

달계수와 열교환기 튜  반경 방향의 온도  열교환기 노드에서의 열 달량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체 열교환기에 한 열 달량이 구해진다. 열교환기를 통한 

열 달량을 계산하기 해서는 노드에서의 열 달 모드를 우선 으로 선정하고, 각 열

달 모드에 해당하는 열 달 상 식  열 달 면 을 이용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

기를 통한 열 달량을 계산한다. 열 달 상 식으로는 단상 열 달, 비등 열 달, 응축 열

달 상 식들을 사용하고, 천이 비등 역에서는 비등 열 달 상 식과 단상 증기 열

달 상 식을 이용하여 열 달 계수를 내삽한다. 단상 열 달 상 식으로는 

Dittus-Boelter 상 식  Churchill-Chu 상 식을 사용하며 두 상 식을 이용해 계산된 

열 달 계수  큰 값을 사용한다. 비등 열 달 상 식으로는 증기발생기 모델에서와 같

이 Chen 상 식을 사용한다. 다만 이때에는 상 식의 류항 계산을 한 상 식으로 원

래의 Chen 상 식에서 제안된 Dittus-Boelter 상 식을 이용한다. 응축 열 달 상 식으

로는 층류 막응축 열 달 상 식인 Nusselt 모델과 난류 막응축 열 달 상 식인 Shah 

상 식을 사용한다. 두 상 식을 이용해 계산된 열 달 계수  큰 값을 이용한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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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모드 선정 논리는 증기발생기에서의 열 달 모드 선정 논리와 유사하게 벽면 온도, 기

포율, 건도 등을 기 으로 열 달 모드를 나 다.

TASS/SMR의 열구조물 모델에서는 heat slab과 냉각재 사이의 열 달 계수, 냉각재와 

열구조물 사이의 열 달량, 열구조물의 시간에 따른 온도를 계산한다. 이를 한 열구조

물 모델로는 노드 내에 lumped된 벽이 있다고 가정하고 열 달 계산을 수행하는 lumped 

열구조물 모델과 노드와 노드 사이에 heat slab을 두어 일차원 인 온도 구배를 계산하는 

heat slab 모델이 있어 사용자가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Lumped 열구조물 모델에서는 일정한 열용량을 가진 lumped된 벽이 있다고 가정하여 벽

면과 냉각재 사이의 열 달을 계산한다.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열 달이 열 구조물 내부의 

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heat slab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에서는 평  는 원

통에 한 1차원 열 도 방정식을 용해 구조물 내부의 온도 분포를 결정한다. 그리고 

해당 열 구조물과 하는 노드의 유동 조건으로부터 열 달 계수를 결정한다. 열 도 계

산 모듈에서는, 열 도 방정식을 차분화한 방정식을 푼다. 차분 방정식을 구성할 때 차분 

시간 간격에 해 안정 인 해를 얻기 해 Crank‐Nicolson 방법을 용한다. Lumped 

열구조물 모델에서는 열 달 계수가 입력으로 주어지고 이를 이용해 열 달률을 계산하

지만, heat slab 모델에서는 일차원 열구조물과 냉각재 사이의 열 달 계수를 내부에서 

계산한다. 열 달 계수 계산을 한 열 달 모드는 노드 압력, 유체의 온도, 유동의 기포

율, 질량 건도, 벽면의 온도를 근거로 결정한다. 열 달 상 식으로는 단상 열 달 상

식, 비등 열 달 상 식, 응축 열 달 상 식들을 사용하고, 천이 비등 역에서는 비등 

열 달 상 식과 단상 증기 열 달 상 식을 이용해 계산된 열 달 계수를 내삽하여 사

용한다. 단상 열 달 상 식으로는 Dittus-Boelter 상 식  Churchill-Chu 상 식을 사

용하고, 두 상 식에서 계산된 값  큰 값을 열 달 계수로 사용한다. 자연순환에 의한 

열 달이 지배 인 조건에서는 Churchill-Chu 상 식을 사용한다. 비등 열 달 조건에 

해서는 Chen 상 식을 사용하고, 응축 열 달 모드에서는 Nusselt 모델과 Shah 모델

로 계산된 값  큰 값을 열 달 계수로 사용한다.

TASS/SMR에서 밸 의 특성은 다음의 식으로 표 한다.

,
22

g k
valve v k k

k k

K
p C W W

A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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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는 방출계수, 는 사용자 입력 상수이다. 밸 의 면  는 TASS/SMR의 

제어모델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조 할 수 있다. 따라서 밸 의 특성에 따라 격리 밸 , 

제어 밸 , 안 밸 , 방출 밸  등을 모의할 수 있다.

(5) 특수 모델

일부 열수력 상은 TASS/SMR의 기본 열수력 방정식으로 풀기에는 상이 무 복잡

하거나 계산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한 경험 , 수치 , 해석  모델을 사용해서 해

석한다. TASS/SMR은 임계유량, 혼합체 수 , 외부유량에 해 특수모델을 사용한다.

임계유량 모델은 단부나 운동량 유로에서 임계유동(choked flow) 조건이 발생할 때 목

압력(throat pressure)과 임계 질량유속(critical mass flux)을 계산한다. 유동 조건과 선택 

모델에 따라 임계 질량유속을 계산하고 임계 질량유속과 유동면 을 곱해 임계유량을 계

산한다. TASS/SMR은 이상유동 는 과냉액체 유동에 해 네 가지 임계 질량유속 계

산 모델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역변수 CRITICAL_FLOW_MODEL을 설정해 원하는 모

델을 선택한다(표 3.1.6-2). 과열 증기에 해서는 이상기체의 등엔트로피 팽창식을 사용

한다.

비응축 기체가 없으면 임계 질량유속을 정체압력과 엔탈피만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미

리 압력과 엔탈피를 인자로 임계 질량 유속표를 작성하고 필요할 때 보간하는 방식으로 

임계 질량유속을 구한다. 비응축 기체가 있으면 수증기와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가정하

고, 비응축 기체로 인한 기체상의 물성치와 포화조건의 변화를 고려한다. 비응축 기체가 

있는 경우의 균질 평형 모델  Moody 모델은 비응축 기체,‐물,‐수증기가 평형을 이룬

다. 따라서 기존의 모델에서 기체상을 수증기로 취 한 것과 달리 비응축 기체‐수증기 

혼합물을 기체상으로 취 하여 질량 유속을 계산한다. Henry-Fauske 모델은 3가지 항

목, 즉 수증기와 비응축 기체 혼합물의 팽창과 련된 사항, 액체상의 flashing에 한 사

항  비응축 기체,‐수증기 혼합물의 flashing에 련된 사항에 해 수정되었다. 

2상유동 모델에 따른 임계 질량유속과 과열증기에 해 계산한 질량유속은 1x = x 에

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 조건에서 계산 모델에 따라 임계 질량유속이 다른 것을 

막기 해 출구 건도가 0.5 이상이면 2상유동 조건에 해 단상 기체 등엔트로피 팽창식

을 계산하고 이상유동 모델 계산 값과 비교해서 질량유속이 큰 값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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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SMR에서 혼합체는 액상의 물과 기포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본다. 비균질 노드에 

해 혼합체는 노드의 하부에, 수증기‐비응축 기체 혼합물은 노드의 상부에 있는 증기 

역에 존재한다. 혼합체에 존재하는 기포는 증기 역에 있는 수증기‐비응축 기체 혼

합물과 같은 조성을 갖는다. 혼합체 수  모델은 노드의 열수력 상태로부터 혼합체가 존

재하는지 검하고 노드 내에 생기는 혼합체 수 를 계산한다. 노드에 연결된 유로와 혼

합체 수 의 상 인 치는 유로를 흐르는 유체의 열역학  상태를 결정하는데 필요하

다. 따라서 혼합체 수  계산은 유로 상태 계산 부함수인 FIND_PATH_TH_ 

CONDITION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외부 유량 모델은 TASS/SMR의 열수력 지배 방정식으로 풀지 않는 유동 경계의 유량을 

결정한다. TASS/SMR에서 외부 유량 모델을 통해 유량을 달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 BOP계통 (주 수 계통, 주증기 계통)

-‐ 정지냉각 계통

-‐ 안 주입 계통

-‐ 보충수 계통

-‐ 단

외부 유량 모델은 에 나열한 계통과 TASS/SMR의 주계통을 연결하는 유로에서 유량

과 엔탈피를 정한다. 외부 유량 모델은 열수력 지배 방정식에 따라 운동량 보존을 고려해 

유량을 결정하는 유로와는 달리 별도의 계통 모델이 계산한 결과나 사용자가 제공한 값

으로 비운동량 유로(non‐momentum flow path)를 흐르는 유량을 설정한다. 단 유동

을 제외한 외부 유량은 부함수 EXTERNAL_FLOW에서 설정하고 단 유동은 부함수 

EXTERNAL_PATH_BREAK_FLOW에서 별도로 계산한다.

주 수 모델은 수 유량과 엔탈피를 나타내는 FW_FLOW와 FW_HEADER_ENTH를 

계산한다. 주 수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계 조건으로 입력해야 한

다. 주증기 계통의 유량은 BOP증기 계통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TASS/SMR에

서는 별도의 BOP계통 모델 없이 증기량이 계통에 미치는 향을 계산하도록 증기량을 

지정할 수 있다.

SMART는 정지냉각 계통 2계열을 갖추고 있고, 각 계열 당 1개의 유출유로와 2개의 주

입유로를 갖는다. 각 계열의 2개 주입유로는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모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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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입 계통에는 계열 당 1개의 주입유로가 있으며 유량(SIS_RCS_FLOW)과 엔탈피

(SIS_RCS_ENTH)는 안 주입 계통에서 계산하거나 사용자가 입력으로 제공한다. 안

주입 유량(SIS_RCS_FLOW)은 안 주입 계통에서 노드로 흘러드는 유량이므로 계산상 

음의 부호를 갖는다. 안 주입 계통 4 계열과 정지냉각 계통 2계열의 주입유로 개수는 같

고, 각 주입유로는 4 개의 주입노드를 공유한다. 즉, 안 주입 계통과 같은 주입노드에 정

지냉각 계통 주입유로도 연결된다.

보충수 계통의 유량(MAKEUP_FLOW)과 엔탈피 (MAKEUP_FLOW_ENTH)는 보충수 계

통 모델에서 계산하거나 사용자 입력으로 제공한다. 보충수 계통은 1개 계열만 고려한다.

단 유동 모델은 단지 에서 임계 질량유속을 구하고, 여기에 단 면 을 곱해 단 

유량을 구한다. 단 유량은 단 지 의 노드 압력이 단 외부보다 높을 때만 계산하

고, 단 노드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낮거나 같으면 단 유량은 없다고 본다. 단 유동

의 건도와 엔탈피는 노드의 수 와 단 유로의 치, 그리고 노드 비균질 상태 옵션에 

따라 결정한다.

외부 유로를 거쳐 유체가 노드에서 흘러 나가면 연결된 노드의 상태로부터 유동의 엔탈

피와 건도를 구한다. 노드로 흘러드는 유량에 해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엔탈피를 사용

한다. 단 유동이 아닌 경우에 유로와 노드의 상 인 치에 따라 노드에서 흘러나가

는 유체의 엔탈피와 건도를 결정한다. 유로의 높이가 혼합체 수면의 높이와 같거나 낮으

면 흘러나가는 유체는 혼합체의 엔탈피, 건도를 갖는다. 유로가 혼합체 수면보다 높은 곳

에 치하면 유출 유체의 엔탈피는 노드 기체의 엔탈피와 같고, 건도는 1.0이 된다.

(6) 제어 계통

TASS/SMR은 SMART 모사에 필요한 제어계통 모델을 제공한다. 제어계통 모델은 코

드에 내장한 몇 가지 구동장치와 이에 연결한 제어기 할당 계를 제외하고는 부분 사

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 

제어그룹은 제어요소를 이용해서 구성하고 각 제어요소는 상수, 해당 제어그룹 내 제어

요소의 실행 결과, 는 역 변수를 입력으로 특정 연산을 수행한 후 결과를 내보낸다. 

제어그룹의 최종 결과는 마지막으로 수행한 제어요소의 결과와 같다. 제어그룹의 출력은 

실수형 배열 CTRL_GROUP_RESULT에 장한다. 최  200개의 제어그룹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제어그룹은 제어요소를 최  20개까지 가질 수 있다. 제어요소는 제어그룹을 구

성하는 기본 단 로 주어진 입력에 해 특정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돌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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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SMR은 32개의 표 3.1.6-3과 같은 제어요소를 제공한다. SMART의 제어계통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을 로 들어 제어모델 구 을 설명한다. 원자로출력제어계통은 정상

상태 유지와 부하추종이 가능하도록 제어  치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출력운   노

심출력 제어 논리는 그림 3.1.6-3과 같다. SMART의 증기발생기는 증기발생기 수유량

에 비례해 증기발생기 입구에서 원자로냉각재의 온도가 참조 온도에 따라 변하도록 제어

한다. 참조 온도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N%는 백분율로 표시한 노심출력이다.

323 309.24 ( %) 309.24
100refT N−

= × +

출력 제어 논리는 수유량, 노심출력,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온도를 입력으로 사용한

다. SMART의 운  상태는 다음 역변수에서 얻을 수 있다.

FW_FLOW : 수유량 [kg/s]

FW_RATED_FLOW : 정격 수유량 [kg/s]

CTL_CORE_POWER_FRACTION : 노심출력 분율

       THOT  : 증기발생기 입구에서 구한 냉각재 평균 온도

먼  %노심출력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400100  1  1  "% Power"

400101  mult  CTL_CORE_POWER_FRACTION  100.0  ! N

% 수유량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400200  2  2  "% Feedwater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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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01  div   FW_FLOW FW_RATED_FLOW

400202  mult  1  100.0                        ! Nref

제어  집합체 이동 제어기에 입력할 %노심출력 오차는 다음과 같다.

400300  3  2  "% Power error"

400301  sub  ctrl_group_result(1)  ctrl_group_result(2)

400302  div  1  2.0           ! U1 = ( N – Nref ) / 2

온도오차는 출력에 따른 기 온도와 재 고온냉각재 온도의 차이다. 출력에 따른 기

온도는 아래처럼 구한다.

400400  4  2  "Reference coolant temperature"

! 0.1376 = ( 323.0 – 309.24 ) / 100.0

400401  mult  0.1376  ctrl_group_result(2)

400402  sum  1  309.24        ! Tref

기 온도와 실제 고온냉각재 온도 오차는 다음과 같다. 

400500  5  2  "Temperature error"

400501  sub  THOT  ctrl_group_result(4)

400502  div  1  1.5           ! U2 = ( THOT – Tref ) / 1.5

제어  집합체 이동 제어기 입력은 두 오차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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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00 6 1 "Sum of T and %N error"

400601 sum ctrl_group_result(3) ctrl_group_result(5) ! = U1+U2

오차 신호의 합으로부터 제어  이동 속도를 계산하는 제어  이동 제어기는 다음과 같

이 계단함수 2개의 합으로 표 할 수 있다.

400700 7 3 "Limiter – CRDM controller"

400701 step ctrl_group_result(6)   0.0  1.0  0.0  1.0  0.0

400702 step ctrl_group_result(6)  ‐1.0  0.0 ‐1.0  0.0  1.0

400703 sum 1 2

TASS/SMR 사용자 입력에서 CRDM_CTRLR = 7 로 입력하면  7번 제어그룹의 출력

이 제어  집합체 이동 제어기의 출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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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1  노심열 달 모델을 한 열 달 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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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_FLOW_MODEL 사용 모델

0 균질 평형 모델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1 Modified Henry‐Fauske 모델

2 Moody 모델

3 LOCA 계산
Moody 모델과 Henry‐Fauske 모델 중 큰 값

표 3.1.6-2  TASS/SMR의 임계 질량유속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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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소 이름 기 능 입력수 기록수

01 PASS pass value 1 0
02 SUM add 2 0
03 WSUM weighted add 4 0
04 MULT multiply 2 0
05 DIV divide 2 0
06 COMP compare 2 0
07 MIN minimum 2 0
08 MAX maximum 2 0
09 LIM limited value 3 0
10 SUB subtract 2 0
11 PI proportional‐integral control 5 2
12 PID proportional‐integrated‐differential control 6 2
13 DERV filtered derivative 3 2
14 LAG lag (filter) 2 2
15 L/LG lead‐lag 3 2
16 STEP step with hysteresis 5 1
17 RAMP ramp value 5 0
18 FUNC user‐defined function 2 0
19 SVLV safety valve handler 7 6
20 BRCH block if command handler 4 0
21 AND boolean and 2 0
22 OR boolean or 2 0
23 XOR boolean xor 2 0
24 NOT boolean not 1 0
25 CRAT valve handler : constant rate, direction signal 2 1
26 LRAT valve handler : rate limited, direction signal 3 1
27 ACBL valve handler : accumulation and blowdown 5 1
28 SR valve handler : step open, ramp closed 5 1
29 LAGC valve handler : lag compensation 3 2
30 NLOG natural log 1 0
31 SELC selectively pass value 4 1
32 PUT global variable value change 2 0

표 3.1.6-3  제어요소 기능  입출력 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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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IAPWS IF97의 역 구분

N %
Reactor Power

W %
Feedwater flow rate

TH(oC)

U1 = (1/2)*(N-Nref)

U2 = (1/1.5)*(TH-Tref)

Limiter CEDM

Reference
temperature

curve

Tref

Nref

+
-

+-

+
+

+1 : insert
0 : hold
-1 : withdraw

Input

Output

1.0
-1.0

1.0

-1.0

그림 3.1.6-3  출력운   노심출력 제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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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일체형원자로에 한 TASS/SMR 코드 사용자 입력 지침서

가. 연구목

일체형원자로인 SMART의 안 해석에 사용되는 계통 사고해석코드인 TASS/SMR 산

코드의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코드의 입력  출력 구조, 사용자의 입력 작성 지침서와 

련된 내용을 기술하는데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TASS/SMR 코드의 입력 일 구조  입력 정보

(2) 코드의 출력

(3) 코드 실행방법  기본 제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TASS/SMR 코드는 원자로의 1/2차측에 동일한 지배 방정식을 용함으로써 원자로의 

구조  특성에 계없이 용할 수 있으며, 랜트의 안  해석 코드에서 요구되는 요건

들을 만족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보고서는 TASS/SMR 코드의 사용자를 한 사용 지침

과 입력 작성 시 요구되는 일반 인 제한사항(restriction)과 주의(caution)를 요하는 항목

들을 기술하고 있다. 한 본 보고서는 SMART의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TASS/SMR 코

드 사용자가 사용 목 에 합한 입력을 작성하여 타당한 해석결과를 얻도록 하기 하

여 코드의 응용과 검증 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축 된 경험을 코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한 안내서이다.

본 보고서는 SMART 랜트를 히 모델하고 랜트에서 나타나는 물리  상들을 

분석하기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7.1에는 열수력과 련하여 노드와 유로에 

한 입력, 구조물 입력, 노심 입력, 각종 부품 등과 같은 랜트의 기본 인 입력방법에 

하여 기술하고, 1.7.2에는 표 출력의 형태와 련 변수들에 하여 기술하고, 1.7.3에는 

TASS/SMR 코드의 실행방법에 하여 기술하 다. 그리고 TASS/SMR 코드에서 사용

되는 모든 입력변수는 참고문헌 [3.1.7-1] 부록 A에 수록되어 있고, 코드 실행에 사용되

는 역변수(global variables)들은 참고문헌 [3.1.7-1] 부록 B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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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SS/SMR 코드 입력

(가) 입력 일의 구조

TASS/SMR 코드에서 입력 일은 미리 정의된 카드 번호에 따른 입력을 읽어서 코드

의 변수에 값을 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력 일은 일반 텍스트 일과 동일

한 ASCII 정보를 갖고 있으며, 확장자는 편의상 case deck의 임말인 ‘._cd’를 사용한

다. 

코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입력 값은 실수(real), 정수(integer), 논리값(logical), 문자

(character)이다.

실수 값 : 실수 값은 소수 을 갖고 있는 숫자로 다양한 형식으로 입력이 가능하다. 

를 들어 123.45는 123.45, 1.2345E2, 1.2345E+2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정수 값 : 정수 값은 소수 이 없는 숫자이다.

논리 값 : 입력 가능한 논리 값은 .t., .t, t, .f., .f, f 형태이다( 소문자 구분 안함).

문자 값 : 문자열은 문자 띄움 없이 입력하거나 인용부호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최  

문자 70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주석(comment)은 입력 열 어디에서나 ‘!’ 표시 후 사용이 가능하며 ‘!’표시 이후의 값

은 모두 주석으로 처리된다. 한 열에서 읽을 수 있는 최  자 수는 300자이다. 

카드 번호로 입력된 내용은 코드 실행 시 일 으로 읽어 들이며 카드번호가 동일한 

입력이 여러 개 입력된 경우, 마지막으로 입력된 카드의 값을 최종 입력으로 인정하

고, 그 이 에 입력된 값은 무시된다. 카드번호의 치는 입력 일 내에 어떤 곳에 

치해도 처리가 가능하나, 번호순서로 입력하는 것이 카드를 찾기 쉽다. 입력의 처리는 

입력 일 종료 지시자인 ‘end’가 입력되면 종료하게 된다. 카드 입력의 번호별 특징을 

표 3.1.7-1에 요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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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정보 입력

1) 역변수 기화

TASS/SMR 코드의 역변수는 코드 실행 기에 문자열은 공백, 정수는 0, 실수는 

0.0, 논리형 변수는 ‘거짓(false)’으로 기화된다. 따라서 입력이 없을 경우 기화된 

값을 그 로 갖고 있게 된다. 별도의 기값으로 기화되는 변수  일부를 표 

3.1.7-2에 나타내었다.

2) 입력 일에 내용 입력(카드번호 10 ~ 14)

TASS/SMR 코드 실행에 필요한 입력 일에 한 정보를 기록한다. 코드 수행에는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다. 입력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고 공백을 포함하여 알

벳 70자가 넘지 않도록 한다. 

3) 문제 유형 정의(카드번호 100)

반드시 입력해야 할 카드이다. 정상상태 계산 는 과도상태 계산을 결정한다. 정상

상태 계산이 과도상태 계산과 다른 은 다음과 같다.

기에 120, 130번  카드 입력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Big volume (노드의 상

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한 방법), 증기발생기 Area Factor 조정, 펌 의 기

치 유지 등의 일을 수행

벽면 열 달 모델에서 Heat Slab 벽면에 인 해 있는 유체의 상태 (압력, 온도, 유

량 등)에 따라서 정상상태 온도 계산 

코드 계산 기에 일시 으로 차분시간 제어 지

과도 계산 기에 일시 으로 Drift 모델의 계산 지

안 해석 련 주요 변수 추  지

정상상태 계산시에는 기본 으로 제어 모델을 활성화시키고 열유체 모델과 제어 모

델의 기화 옵션(CTRL_INIT_OPTION)을 ‘참(true)’으로 만든다. 

Snapshot 일이 필요한 경우 Snapshot 일명을 는다. Snap 일명은 확장자를 

붙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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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드 모델 활성화 옵션(카드번호 101~106)

TASS/SMR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모델의 활성화/ 기화 여부를 설정한다. 101번 

카드와 102번 카드는 열수력모델, 제어모델, 노심출력 모델의 활성화  기화를 

결정한다. 103번에서 106번 카드는 열수력 모델의 일부인 각종 기기 모델의 활성화

를 결정한다.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 피동잔열제거계통 열 달 모델, 원자로냉각재

펌  모델, 열구조물 모델 등의 활성화를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모델을 

선택한다. 

5) 주증기 밸  자동 제어 옵션(카드번호 108)

정상상태 계산 시 요구되는 압력손실을 계산하기 하여 주증기밸 의 

formloss(minorloss)값의 자동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한다. 옵션이 참일 경우 

4514, 128005, 128006번 카드입력이 필요하다.

6) 펌  기 유량  붕산 기 농도(카드번호 110)

세 가지 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RCP_INITIAL_FLOW, RCP_INITIAL_SPEED, 

BORON_INITIAL_CONCENTRATION이다. 펌  모델이나 붕산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값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

7) Big volume 설정(카드번호 120~129)

정상상태 계산 시 임의의 노드 물성치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카드이다. 일시 으

로 노드의 면 을 크게 바꾸어 노드의 부피를 크게 만든다. 총 9개의 Big volume 

노드를 설정할 수 있다. 120번 카드에 Big volume 노드의 개수를 입력하고 121~129

번 카드에 노드 번호  Big volume 노드를 환원시킬 시간

(RESTORE_TIME_NODE) 값을 입력한다. 각각의 카드마다 시간을 입력하도록 되

어 있지만 동일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과도상태 계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8) 증기발생기 면 과 RCP 기화 옵션(카드번호 131, 132)

정상상태 계산 시 증기발생기의 Area factor를 조정하거나 펌 의 기 유량을 유지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과도상태 계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9) 계산 단  결정(카드입력 500)

코드의 입출력에 사용하는 단 의 종류(SI unit, British unit)를 정의한다. 기본 값은 

SI un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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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분시간 제어(카드입력 900)

차분 시간(time step) 제어 기법을 조 하는 카드이다. Default 값을 사용할 것을 추

천하며, 계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값을 조 한다.

11) 최  차분시간 정의(카드입력 1000~1100)

사용자가 원하는 최  차분시간을 결정하는 카드이다.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Snap

일이 필요할 경우 확장자 없이 Snap 일 명을 입력하면 입력한 시간에 snap 

일을 생성한다.

12) 출력 변수(카드입력 2000~2499)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는 역변수 값을 출력하기 한 입력이다. 최  499개를 입력

할 수 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13) 콘솔 화면 출력 옵션(카드입력 2500)

코드 실행 시 화면에 나타나는 Console의 출력 련 입력이다. 화면 출력 빈도

(CONSOL_OUTPUT_INTERVAL)를 설정한다.

(다) 노드 입력

노드 입력은 카드번호 200000 에 입력한다. 카드 200000에는 총 노드의 개수

(NODE_NO)를 입력한다. 각 노드마다 6개의 카드가 존재한다. 노드번호는 세 자리 정

수(XXX)로 표 되며 2XXX01~2XXX06의 카드를 사용한다. 

(라) 유로 입력

유로 입력은 카드번호 300000 에 입력한다. 카드 300000에는 총 운동량 유로의 개수

(PATH_MOM_NO)를 입력한다. 운동량 유로의 최  개수는 250이다. 각 유로마다 7

개의 카드가 존재한다. 노드번호는 세 자리 정수(XXX)로 표 되며 3XXX01~3XXX07

의 카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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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품  특수모델 입력

일반 인 유로가 아닌 유로들, 를 들어 펌 , 밸  등의 부품 모델과 임계유량과 같

은 특수 모델에서의 입력이 주어진다. 련 입력은 노심열 달 모델 입력, 증기발생기 

모델 입력, 피동잔열제거계통 응축열교환기 모델 입력, 펌  모델 입력, 가압기 모델 

입력, 열구조물 모델 입력, 밸  모델 입력, 임계유동 모델 입력 그리고 드리 트 럭

스 모델이다.

(바) 동특성 모델 입력

TASS/SMR에서는 노심 출력을 계산하기 해 기본 으로 근사 방정식 (Point 

Kinetics)을 사용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  출력을 입력할 수도 있고 붕괴열 수 에

서의 노심 출력을 계산하기 해 붕괴열 곡선을 표의 형태로 입력할 수도 있다.

(사) 경계조건 입력

경계조건 입력으로 단(break), 수(feedwater), 그리고 안 주입 계통 (Safety 

Injection System)에 해 기술한다.

1) 단에 련된 입력

단 모델은 LOCA 발생 시 단 부 를 모사하기 한 모델로 단에 련된 카

드번호는 100000~100050 이다. 100000카드에는 단 유로 개수와 격납용기 압력을 

입력하고, 100001~100050카드에는 단 유로 노드번호, 단 유로 면  그리고 단 

유로 높이를 기술한다. 한 단이 발생한 부 에서는, 4002 카드의 참 거짓과 

계없이 330000카드에 명시된 임계유동 모델을 이용해 임계유량을 계산한다. 

2) 수에 련된 입력

수에 련된 카드번호는 110000이다. 이 카드에는 수 line 개수, 연결노드, 정격

유량  엔탈피 등과 같이 주 수에 한 일반 인 사항이 입력된다. 그리고 수의 

엔탈피는 유량과 제거하려는 열량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3) 안 주입계통에 련된 입력

안 주입계통에 련된 카드번호는 340050~340075이다. 주요 입력변수는 안 주입계

통의 트 인 수, 펌  개수, 신호지연시간, 주입유량 분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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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SMR 코드의 외부 유로 개수(NUM_PATHS_EXT)는 주 수 유로(1), 주증기 

유로(2), 정지냉각계통의 유로(입구=SDC_OUTLET_NO_MAX 출구

=SDC_OUTLET_NO_MAX*2), 안 주입계통의 유로(SIS_INLET_NO), 보충수계통

(1)의 단유로 합으로 이루어진다. 수, 증기 유로 개수는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통의 입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유로는 251부터 시작된다.

정지냉각계통의 주입 유로는 유출 유로의 2배수로 설계되어 있으며, 정지냉각계통의 

주입 노드는 안 주입계통의 주입 노드와 공유된다. 주 수 유로와 주증기 유로는 

각각 한 개씩 고정되어 있으며 정지냉각계통, 안 주입계통, 보충수계통의 유로 개

수는 입력으로 처리된다. 

(아) 제어 모델 입력

101번 카드 입력의 제어모델 옵션이 활성화되면 제어기 련 모델이 필요하다. 제어기

는 최  200개까지 사용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제어기를 그룹 (group)으로 부른다. 

총 제어기의 개수는 400000번 카드에 입력한다. 각 제어기마다 최  20개의 제어요소

(element)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제어요소들은 32개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표 

3.1.7-3과 같다. 제어요소에 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A의 TASS/SMR 입력카드 설명

(No 199)을 참고한다.

제어기 제어요소  ‘FUNC(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사용할 표의 입력은 450000번 의 

카드 입력을 사용한다. 450000번 카드에는 총 표의 개수를 입력한다. 총 30개의 표를 

정의할 수 있다. 1차원 배열을 사용하며 코드 내부에서는 표에서 제공하는 값을 이용

하여 선형내삽(linear interpolation)을 한다.

(2) TASS/SMR 코드 출력

TASS/SMR 코드에서 생성하는 출력 일은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출력 일은 사용

자 입력(1000번  카드입력)에 의하여 정의되며 차분시간 간격마다 주요 계통 변수의 열

수력 상태 값을 어 주는 주 출력 일(*.out) 이다. 주 출력 일의 기본 명칭은 ‘tass.out’

이다. 코드의 실행 시 인수(-o)를 이용하여 출력 일의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 주 출력

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사용 일 (입력, 주 출력 일, 보조 출력 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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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일의 내용 

• 오류 는 경고 메시지

• 제어기 출력  명칭

• 모든 노드와 유로의 주요 계통변수 값

에서 제어기 계산 결과  주요 계통변수 값은 사용자가 정의한 시간 간격마다 반복하

여 기록한다.

두 번째 출력 일은 보조 출력 일이다. 사용자 입력(2000번  입력)으로 정의된 요구변

수를 입력된(1000번  카드입력) 시간 간격마다 계산된 시간과 함께 표의 형태로 출력한

다. 보조 출력 일의 기본 명칭은 ‘plot.dat’이다. 코드 실행시 인수(-p)를 이용하여 출력

일의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 

세 번째 출력 일은 안 해석(safety analysis) 련 주요 시스템 거동을 출력하는 일

이다. 일 명칭은 입력 일과 동일하며 일의 확장자는 ‘.salog’를 사용한다. 과도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만 생성된다. 안 해석 련 주요 변수(핵비등이탈률(DNBR), 노심출력비, 

평균 연료 온도, 노심 입구 유량,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가압기 압력, 1차측 최  압력, 

2차측 증기발생기 헤더 압력 등)값의 변화를 추 한다. 출력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 해석 련 주요 변수 기값

• 냉각재의 기 질량

• 주요 밸 의 개폐 상태  시간

• 원자로 정지 조건 도달 시 안 해석 련 주요 변수 값

•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시간

• 안 해석 련 주요 변수의 최소/최 값  발생 시간

네 번째 출력 일은 안 해석 결과를 정리하는 ‘SA_summary.dat’ 일이다. 다른 출력

일들은 코드 실행 때마다 새롭게 작성되는 것에 비하여 안 해석 결과 정리 일은 일

이 존재할 경우 해석 결과를 계속 덧붙여 기록하게 된다. 기록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력 일 명

• Snap 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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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일자

• 계산 시간

• 기 안 해석 련 주요 변수 값

• 원자로 정지 시간  신호 지연 값

• 원자로 정지 시 안 해석 련 주요 변수 값

• 최소 핵비등이탈률  발생 시간

• 최  노심 출력  발생 시간

• 최  평균 연료 온도  발생 시간

• 최  가압기 압력  발생 시간

   - 최  1차측 압력  발생 시간, 발생 노드 번호

   - 최  증기발생기 헤더 압력  발생 시간, 발생 섹션 번호

• 기 냉각재 질량

첫 번째와 두 번째 출력 일은 일반 인 해석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며, 세 번째

와 네 번째 출력 일은 안 해석 시 결과를 분석할 때 보조 인 역할을 하는 일이다.

(3) TASS/SMR 코드 실행방법

TASS/SMR 코드는 입력 일을 처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 번째 방법은 코

드를 실행한 후 입력 일이 정해지면 미리 정해진 기본 일 명칭을 사용하여 출력 일

을 생성하는 것이다.

코드에서 사용하는 입력 일의 확장자는 ‘._cd’이다. 코드의 작업 폴더에 ‘autotass._cd’ 

일이 있는 경우 실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autotass._cd’ 일의 내용을 입력으로 읽어 

들여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 작업폴더에 ‘autotass._cd’ 일이 없는 경우 코드는 

prompt(‘TASS>’)를 화면에 표시하며 사용자는 ‘TASS> do 입력 일명’을 입력하여 코

드를 실행시킨다. 이 때 입력 일에서 정의된 특정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보조 출력 일은 ‘plot.dat’ 일로, 입력 처리 결과와 특정 시 에서 계통의 주요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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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거동을 보여주는 주 출력 일은 ‘tass.out’ 일로 생성된다. 이미 ‘plot.dat’ 일 

는‘tass.out’ 일이 있을 경우 기존 일을 삭제하고 일을 새롭게 생성한다.

두 번째 방법은 코드의 인수를 이용하여 입력 일과 출력 일의 명칭을 지정하는 방법으

로 일 작업(batch)으로 코드를 실행시킬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인수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tass_smr.exe -i ‘입력 일명’ -p ‘plot 일명’ -o ‘output 일명’ -r ‘snap 일명’ 

이 때 사용되는 각각의 일 명칭의 길이는 28자로 한정된다. 일  작업으로 

TASS/SMR 코드를 실행시키려할 때, -i 지시자가 있을 경우 작업폴더에 ‘autotass._cd’ 

일이 있더라도 ‘입력 일명’으로 지정된 일의 내용이 실행된다. -p, -o, -r을 통한 보

조 출력 일, 주 출력 일 지정은 선택 으로 이루어진다. -p와 -o 지시자가 사용되지 않

을 경우 각각 기본 일 명칭인 ‘plot.dat’와 ‘tass.out’ 일을 생성하게 된다. -r 옵션을 지

정할 경우 snap 일명은 확장자를 생략한다. 카드입력 100에서 snap 일을 지정했더라도 

-r 옵션이 사용되면 -r 옵션에서 정의된 snap 일을 사용한다.

plot 일의 변수 값 기록 주기와 output 일의 기록 주기는 사용자 입력에 의해 조 된

다(카드번호 1000 ~ 1100).

다음은 TASS/SMR 코드의 여러 가지 실행 를 보여 다.

1) 작업 폴더에 ‘autotass._cd’ 일이 있고 코드를 실행시킨 경우

tass_smr.exe 

출력 일 ⇒ ‘plot.dat’, ‘tass.out’

2) 작업폴더에 ‘autotass._cd’ 일이 없고, ‘smart_FLB._cd’ 일이 있는 경우

tass_smr.exe 

TASS> do smart_flb

출력 일 ⇒ ‘plot.dat’, ‘tass.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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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작업의 는 다음과 같다.

3) tass_smr.exe -i ‘smart_ATWS._cd’ -p ‘smart_ATWS.dat’ -o ‘smart_ATWS.out’

입력 일 ⇒ ‘smart_ATWS._cd’

출력 일 ⇒ ‘smart_ATWS.dat’, ‘smart_ATWS.out’

4) tass_smr.exe -i ‘smart_ATWS._cd’ -p ‘smart_ATWS.dat’

입력 일 ⇒ ‘smart_ATWS._cd’

출력 일 ⇒ ‘smart_ATWS.dat’, ‘tass.out’

5) tass_smr.exe -i ‘smart_ATWS._cd’

입력 일 ⇒ ‘smart_ATWS._cd’

출력 일 ⇒ ‘plot.dat’, ‘tass.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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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범 내 용

10 ~ 14 입력 일에 한 안내

100 문제 유형 정의  사용 스냅 일명

101 ~ 106 코드 모델의 활성화 옵션

108 주증기 밸  자동 제어

110 ~ 132 정상상태 계산 시 사용

150 ~ 184 노심 열 달 모델 입력

200 ~ 203 가압기 모델

500 단  결정

900 차분 시간 제어

1000 ~ 1100 사용자가 정의하는 최  차분시간

2000 ~ 2499 출력 일에 값을 출력할 변수 결정

2500 콘솔 화면 출력 옵션

2520 노심의 최 고온 유로 데이터 출력 옵션

3000 ~ 3350 노심 출력 모델 입력

4000 ~ 4001 제어  옵션  입력

4002 임계유량 계산 옵션

4500 ~ 4514 각종 제어기 번호

5000 ~ 5010 원자로냉각재펌  서행 커

6000 ~ 6052 임계열속 계산을 한 입력

7000 ~ 7740 노심 반응도 련 입력

8000 ~ 8399 가압기 입력

9000 노심 막비등 열 달 옵션

100000 ~ 100010 LOCA 계산을 한 단 부  입력

110000 ~ 110033 수 유로 련 입력 ( 수 , 수제어밸 , 수격리밸 )

111000 ~ 112499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 입력

113000 ~ 114415 피동잔열제거계통 열 달 모델 입력

121000 ~ 128006 각종 제어 밸  입력

150000 ~ 150501 펌  모델 입력

200000 ~ 225006 노드 정보 입력

300000 ~ 325007 운동량 유로 정보 입력

330000 임계유량 모델 입력

340010 ~ 340080 정지냉각계통, 안 주입계통, 보충수계통 입력

350000 ~ 350150 안 밸   체크밸  입력

400000 ~ 420020 제어기 입력, 제어기의 개수를 200개로 제한하 음.

450000 ~ 453002 제어기 표 입력

500000 ~ 515003 Heat Slab 모델 입력

표 3.1.7-1  카드 번호별 입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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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0.0

T_MAJ_INTERVAL  = 0.0

T_PLOT_INTERVAL = 0.0

TIME_SCALE = 1.0

DELT = 1.0

NUM_PATHS      = N_PATH

RCS_NUMMAX_MOM = N_MOM_PATH

FUEL_CHF_MULT  = 1.0

FUEL_CONDUCTIVITY_MULT   = 1.0

PATH_FLOW_SUPERCRIT_MULT = 1.0

RCS_SUBCRIT_FLOW_MULT    = 1.0

PATH_KLOSS_MULT (1:N_MOM_PATH) = 1.0

TH_MODEL_ON = .TRUE.

CTRL_MODEL_ON  = .TRUE.

POWER_MODEL_ON = .TRUE.

SMR_SG_AREA_FACTOR(:) =  1.0

NODE_VOID_FRAC (:) = -1.0

DT_CTRL_DP_ERR_UPPER_LIMIT = 5.E-3

DT_CTRL_DP_ERR_LOWER_LIMIT = 1.E-3

DT_CTRL_DP_CHNG_RATE_LIMIT = 0.05

DT_CTRL_DP_CHNG_OFFSET_PRESS  = 5.e5

! 반응도 련 변수 기화

SDF  = 1.0

XRPF = 1.0

FR_LIMIT = 1.66

POW_SUM_AVG_FZ = 5.03426

표 3.1.7-2  별도로 기화되는 변수  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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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기 능

type 01 PASS pass value

type 02 SUM add

type 03 WSUM weighted add

type 04 MULT multiply

type 05 DIV divide

type 06 COMP compare

type 07 MIN minimum

type 08 MAX maximum

type 09 LIM limited value

type 10 SUB subtract

type 11 PI proportional-integral control

type 12 PID proportional-integrated-differential control

type 13 DERV filtered derivative

type 14 LAG lag(filter)

type 15 L/LG lead-lag

type 16 STEP step with hysteresis

type 17 RAMP ramp value

type 18 FUNC user-defined function

type 19 SVLV safety valve handler

type 20 BRCH block if command handler

type 21 AND boolean and

type 22 OR boolean or

type 23 XOR boolean xor

type 24 NOT boolean not

type 25 CRAT valve handler: constant rate, direction signal

type 26 LRAT valve handler: rate limited, direction signal

type 27 ACBL valve handler: accumulation and blowdown

type 28 SR valve handler: step open, ramp closed

type 29 LAGC valve handler: lag compensation

type 30 NLOG natural log

type 31 SELC selectively pass value

type 32 PUT global variable value change

표 3.1.7-3  제어기 제어요소의 종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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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자로계통 설계/해석 방법론  산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 

체계화

3.2.1  부수로 해석코드 MATRA 검증 (시험 련 부분 제외)

가. 개요

부수로 해석 코드(subchannel analysis code)는 원자로의 안 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안  

여유도 평가에 사용되는 핵심 인 코드로서, 가압경수로 노심 설계 시 연료집합체 내부

의 부수로 단  유동장 특성  DNBR 해석에 사용되고 있다. 안  여유도를 결정하는 

여러 인자들 에서 일반 으로 DNBR 여유도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안  여유

도는 흔히 DNBR 여유도로 표 되기도 한다. DNBR에 한 여유도를 평가하려면 

한 고온 부수로 해석이 필요하며, 고온 부수로의 국부 인 열수력장을 측하기 하여 

서로 개방된 집합체 수로 간의 열혼합 효과와 노심 출력 분포 향, 그리고 노심 압력 

분포의 향 등이 부수로 해석 코드를 통하여 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 DNB 평가

에 사용되는 CHF 해석 체계 개발에도 부수로 해석 코드가 필요하다. 

부수로 해석 코드에 사용되는 열수력장 지배 방정식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보조 

계식, 열수력 상 식  모델 상수 등은 개발에 용된 여러 가지 가정이나 시험 자료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측 불확실도를 갖는다. 한 연료 집합체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을 모사하는 시험 장치가 갖는 한계와 실제 노심을 그 로 모사하지 못하

는 척도(scaling) 제한, 그리고 실제 운  조건을 완벽히 재 하지 못하는 시험 matrix에 

한 제약 등은 모두 부수로 해석 코드가 불가피하게 갖게 되는 측 불확실도의 원인으

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 불확실도는 코드 검증을 통하여 정량화 될 수 있다.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노심은 기존 가압 경수로 핵

연료와 유사한 정방형 집합체로 구성된다. 부수로 해석 코드는 원자로 노심 열수력장 해

석에 용되는 핵심 인 코드로서, 재 웨스 하우스사의 THINC-IV와 CE사의 TORC 

등이 국내 가압경수로의 노심 열수력 설계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부수로 해석 코드들

은 부분 SEM(Slip Equilibrium Model) 혹은 HEM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로에 한 축방향 유속에 비하여 횡방향 유속이 상 으로 작은 

경우를 가정한 일차원  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부수로 해석 코드들은 부분 2상유동 

조건에서 열  평형을 가정하고 있으며, 수치 해법이나 횡방향 운동량 방정식에 한 모

형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 으로 코드 측 성능은 서로 비슷하다. 웨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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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THINC 코드는 COBRA 계열 코드와는 달리 3 차원 지배 방정식을 풀지만 횡방향

에 해서 섭동 방법론을 용하여 방정식을 단순화시키므로 기본 으로 COBRA 계열 

코드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코드는 횡방향 유속에 하여 보다 정확

한 계산 능력이 있고 노심 내에서의 유량 재순환(recirculation)을 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수로 해석 코드의 열  평형  일차원  근 방법이 갖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보완하기 하여 온도  속도의 비평형을 고려한 최  부수로 해석 코드들도 다수 개발

되었다. 이러한 모형을 용할 경우 풀어야 할 방정식 수가 늘어나므로 계산 시간이나 

필요한 기억 용량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 산기의 용량  계산 속도

가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형을 용하는 추세이다. 이  ASSERT-4 

코드는 실제로 CANDU 원자로심 설계에 용 단계에 있다. 이러한 열  비평형 모형은 

보다 정확한 부수로 해석을 하여 개발해 나가야 할 방향이지만, 이를 해서는 액체와 

기체간의 경계면에 한 여러 가지 달 모형들의 정확도 향상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

다. 이러한 코드들이 아직은 원자로심과 같은 복잡한 구조에 용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으나, 국부 인 열수력 조건에 한 기 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나. MATRA 코드 모델  구조

(1) 부수로 해석 코드 지배 방정식

MATRA 코드의 지배 방정식은 2상 유동 혼합물에 한 분식 형태로 표 되며, 미포화 

비등 모델  슬립 모델을 용하여 열  비평형 효과  상 간의 속도 비균일 효과를 고

려할 수 있다. 부수로 해석 코드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질량 보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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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운동량 보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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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운동량 보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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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

MATRA에서 2가지 수치해법이 부수로 해석을 해 사용된다. 첫 번째는 음해법

(implicit)으로 부분의 정상상태(steady-state)의 부수로 해석 시 사용된다. 제한된 과도

해석이 가능하고 축방향 유동은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하고 횡방향 유동에 비해 항상 

커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다. 두 번째는 재순환 유동처럼 축방향 유동이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경우를 해석하기 한 양해법(explicit)으로 ACE method[3.2.1-1]를 기반으로 한

다. 이 방법은 CFL(Courant-Friedrich-Levy) 제한조건에 의해 시간 간격의 크기가 제한

되나 음해법을 용할 수 없는 문제들에 해서 음해법의 값을 기 조건으로 하여 양해

법을 사용하여 정상상태 해를 얻을 수 있다. 이들 방법들은 COBRA-IV-I 코드[3.2.1-2]

에서 사용한 방법을 기 로 하여 개발되었다. 

음해법과 양해법의 비교는 표 3.2.1-1과 같다. 음해법은 2상유동의 slip 모델이 가능한 알

고리즘인 반면 양해법은 HEM만 가능하다. 양해법은 액상-기상의 계면에서 도변화를 

안정 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하여 개발되었다. 이런 목 에서 양해법은 HEM이 

용되었고 향후 과도해석을 하여 slip 모델을 용할 필요가 있다. 

두 방법론 모두 동일한 연료모델을 사용하며 orthogonal collocation 방법을 용한 가

유수(weighted residual)법으로 연료의 온도해를 구한다. 연료모델은 표면 열 달계수값

을 통해 열수력장과 온도정보를 교환한다. 재 MATRA에서 구 하는 열 달계수 모델

은 Relap-4 열 달계수 체계[3.2.1-3]를 사용한다. 두 방법 모두 압력조건에 하여 옵션

에 따라 기  압력(reference pressure)이나 국부 압력(local pressure)을 용한다. 국부 

유체 도는 국부 엔탈피와 기  압력의 함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국부 운동효과나 정수

력압에 하여는 유체 물성치 계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 가정은 계의 압력이 국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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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변화보다 매우 클 경우에 유용하다. 경수로의 경우 150 bar의 운 조건이므로 이 조

건을 충분히 만족한다. 

음해법에 의한 체 인 계산순서는 그림 3.2.1-1과 같이 개된다. 그림의 바깥쪽 경계

의 반복계산은 입구 쪽에서 출구 쪽으로 개되면서 축방향으로 국부변수들을 순차 으

로 계산한다. 계산되는 국부변수의 순서는 엔탈피, 도, 횡방향 유량, 축방향 유량 그리

고 압력 순이다. 여기에는 3개의 내부 반복계산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연료모델을 통

한 핵연료 온도와 열속의 계산이다. 만약 이 값이 경계조건으로 주어질 경우 이 계산은 

생략된다. 다른 2개의 내부 반복계산은 항상 수행되며 에 지 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의 

계산수행과정 에 발생한다. 이들 두 방정식은 음 으로 표 된 수방정식에 의해 각

각 energy matrix (AAH)와 momentum matrix (AAA) 행렬식을 가지며 이들 행렬연산

을 해 반복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3) 코드 구조

MATRA 코드는 CDC CYBER mainframe 에서 실행되던 COBRA-IV-I 코드를 토 로 

PC 콘솔 환경에서 실행되도록 개발되었다. 기존 COBRA-IV-I 코드에 비하여 MATRA 

코드에서 개선된 내용은 코드 구조의 개선, 코드 기능의 개선, 코드 모델의 개선, 그리고 

코드 수치해법의 개선 등이며 그림 3.2.1-2에 요약하 다. 

우선 코드 구조의 개선 내용으로는 기존 COBRA-IV-I 코드의 불필요한 부 로그램들을 

제거하고 코드 구조를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로그래  언어로는 기존의 Fortran 66 

신 Fortran 90을 사용하여 코드의 유연성과 가독성을 높 으며, 계산에 자주 사용되는 

요한 상수들의 유효 숫자를 증가시키고 모든 실수들을 배정도(double precision)로 그 정

도를 높여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5자리 숫자를 입력하

던 것을 10자리로 늘려서 보다 정 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 출력 자료의 정

도도 높 다. 라미터문을 도입하여 해결할 문제의 크기에 따라 SPECSET, SPECSPL

과 같은 연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크기를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코드 기능의 개선으로는 COBRA-IV-I 에서는 코드의 입출력 단  체계로 British 단

를 사용했으나, MATRA 에서는 SI 와 British 단 를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

력 단  체계의 환 기능을 제공했다. 유체의 물성치에 한 계산 방법으로 

COBRA-IV-I 는 포화(saturated) 상태의 물성치로부터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

에 의하여 과냉(subcooled) 상태의 물성치를 계산함으로써 상당한 오차를 야기했었다. 

MATRA 에서는 유체의 물성치 계산 라이 러리로 Siemens 의 TAF 와 NIS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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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database 라이 러리를 이식하여 과냉 상태의 물성치를 직  계산함으로써 물성

치 계산에 따른 오차를 상당량 일 수 있도록 했다. 물성치 라이 러리 사용시 과도한 

계산 시간을 이기 해 입력자료로부터 한 범 의 포화 물성치표를 생산하고 이로

부터 선형 보간법을 통해 물성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COBRA-IV-I 에서는 계산에 

사용되는 축방향 노드를 균일하게 분할할 수밖에 없으나, MATRA 에서는 flow 

blockage 와 같은 문제 분석 시에 가변 인 축방향 노드 생성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 으

로 조 한 노드를 사용함으로써 축방향 노드 개수를 최 화할 수 있도록 했다. 

COBRA-IV-I에 서는 유체의 모든 물성치들을 기  압력인 계통 출구 압력에 해서 계

산하고 있다. 가압 경수로의 정상 상태와 같은 고압의 단상 유동(single-phase flow) 

역에서는 축방향 압력 강하가 유체의 물성치에 미치는 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

기 때문에, 계통 압력을 이용한 이러한 계산 방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

나 낮은 압력, 혹은 2상 유동(two-phase flow) 조건에서는 국부 압력이 유체의 물성치에 

미치는 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MATRA 

에서는 유체의 물성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유동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계통 압력 혹은 

국부 압력을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드 모델 개선 사항  주요 내용은 2상 유동 조건에서의 난류혼합 모델을 개선한 것이

다. MATRA 코드에서는 기존 COBRA-IV-I 코드의 동일 질량 교환 모형과 달리 2상 유

동 조건에서 동일 체  교환에 의한 난류혼합  기포 이동 모델을 용하여 부수로 열

수력장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코드 수치해법 개선 내용으로는 교차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COBRA-IV-I 는 

SOR(Successive Over-Relaxation)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속 조건과 같은 특정 조

건에서 코드의 수렴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가우스 소거법(Gaussian Elimination)을 추가

하여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으로 가압 경수로의 열출력을 제한하는 

가장 요한 열수력 인자는 최소 핵비등 이탈율(Minimum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MDNBR)이다. MDNBR은 운  여유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결

정된 한계 DNBR 에 한 운  가능 역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MATRA 에서는 주어진 부 로그램 ITDNBR을 통해서 MDNBR 에 한 열출력, 의 반

경 방향 첨두치  유량의 값을 찾아내는 MDNBR 추  계산 기능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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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TRA 코드 검증 계산

(1) CNEN 4x4 집합체 유동 분포 자료[3.2.1-4]

본 시험 자료는 Studsvik Laboratory에서 수행한 비가열 4×4 다발 집합체에서의 부수

로별 축방향 속도 분포를 측정한 자료이다. 시험부는 길이가 55.12 인치 외경이 0.593 인

치의 들을 0.760 인치 간격으로 설치한 4×4 다발 집합체이다.

 집합체의 횡단면과 MATRA 코드의 부수로 입력 모형을 그림 3.2.1-3에 나타냈다. 

CNEN-Studsvik 시험자료  5가지 유량에 해서 MATRA 코드 해석을 수행했다. 

TDC 값을 0.005와 0.02로 바꿔가면서 5가지 유량(0.46, 0.96, 1.9, 2.8, 3.8 Mlbm/hr-ft2)의 

시험자료에 해서 MATRA 코드 해석을 수행하고, corner 에 치한 부수로 #1의 축방

향 질량 유속을 시험 결과, CNEN의 측 결과, 그리고 THINC-IV 코드 해석 결과와 함

께 그림 3.2.1-4에 비교하 다. 

TDC 값이 0.005일 때보다 0.02 일 때 MATRA 코드 해석결과와 시험결과와 잘 일치했

다. 이것은 난류 혼합 인자가 증가할수록 부수로간의 에 지  운동량의 혼합이 많이 발

생하여 각 부수로의 열수력  특성이 균일해지면서 부수로별 유량 변화량이 어들기 때

문이다.

(2) CU 4x4 집합체 유동  엔탈피 분포 자료[3.2.1-5]

Columbia 학에서 수행된 4x4 다발 집합체 부수로 출구에서의 질량유속  엔탈피 

측정 시험결과를 MATRA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MATRA 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MATRA 코드의 계산 결과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계산

한 결과, 난류 혼합 인자와 난류 혼합 모형이 해석결과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수로 출구 질량유속 변화량에 한 MATRA 코드의 측오차는 과냉조건에서 

5%, 체 비등조건에서 –25∼+5%로 나타났다. 부수로 출구 엔탈피 변화량에 한 

MATRA 코드의 측 오차는 -20∼+5%로 나타났다.

시험부는 그림 3.2.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4×4 다발 집합체이며, 집합체의 기하형태는 

형 인 경수로 핵연료집합체와 비슷하게 제작되었다. 다발 집합체의 횡단면은 

2.383×2.383 인치의 정사각형이고 16개의 가열 들이 피치 0.555 인치의 4×4의 사각형 배

열을 이룬다. 가열 은 직경 0.422 인치의 스테인리스-347 튜 이다. 집합체의 16개 가열

 에서, 왼쪽 8개와 오른쪽 8개 가열 들의 열유속이 서로 달라서 횡방향으로 불균일

한 열유속 분포를 갖는다. 왼쪽 8개 가열 들의 열유속은 평균 열유속보다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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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ter/Average=1.08), 오른쪽 8개 가열 들의 열유속은 평균 열유속보다 낮다 

(Colder/Average=0.92).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Columbia 학에서 수행한 44 다발 집합체의 부수로 출구 

질량유속  엔탈피 측정 시험결과를 해석하 다. MATRA 코드의 해석 모형은, 15개의 

부수로들로 구성된 1/2 집합체 다발이고, 가열길이 60 인치를 60개의 축방향 노드들로 

균일하게 나 었다. MATRA 코드의 부수로 해석 모형은 집합체 상부의 1/2을 상으로 

하 다. Columbia 학의 출구 유동분포  엔탈피 분포 시험  단상유동 시험자료에 

해서 MATRA 코드 해석을 수행하고 시험 자료와 비교하 다. 출구 건도 변화에 따른 

질량 유속 분포를 비교한 결과 그림 3.2.1-6에서 보듯이 단상유동 조건에서 5% 오차 이

내에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엔탈피 분포에 해서는 그림 3.2.1-7에서 보듯이 MATRA 코드 해석결과가 시험 

결과에 하여 -20∼+5%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체로 엔탈피 변화량을 시험결과보다 

작게 측하 다. MATRA 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MATRA 코드의 계산 결과

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한 결과, 난류 혼합 인자와 난류 

혼합 모형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PNL 2x6 집합체 유속 유동분포 자료[3.2.1-6]

압, 유량 조건에서 부수로 코드들은 잘 수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수로 

코드의 axial direction dominant 가정을 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압, 

유량 조건 에서도 혼합 류 (mixed convection) 조건에서의 부수로 온도분포와 유량

분포에 한 일련의 시험들이 LMFBR의 노심열수력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되었

다. 이들 시험  하나인 PNL 2X6 시험은 부수로의 혼합 류조건에서의 온도, 유동장의 

분포 측성능을 평가하기 한 시험이다. 혼합 류조건의 특성을 평가하기 한 무차원

수 Gr/Re2 을 도입했고 각 부수로의 엔탈피 증가분이 동일하도록 부수로의 면 을 설계

했다. 12개의 가열 은 6개씩 두 개조로 구성하여 비균일 출력상황을 모사할 수 있다. 속

도장은 Laser Doppler Anemometer (LDA)를 사용하여 유동방향으로 9개의 가시창을 통

해 측정된다. 속도장 측정에 사용한 동일한 시창에 7개의 열 를 장착한 모듈을 사용하

여 7개의 부수로 심의 온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PNL 2X6 시험은 강제 류 지배조건과 

혼합 류 지배조건에서 축방향으로 발달하는 부수로의 온도장과 속도장을 제공한다.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두 류조건에서의 온도장과 속도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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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유속 조건에서의 부수로 코드의 측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PNL 2X6 시험자료

를 활용하 다. 시험은 상온, 상압조건에서 수행하 고 시험부 제어체   부수로 형상

은 그림 3.2.1-8과 같으며 각 부수로의 엔탈피 상승이 동일하도록 면 을 고려하 다. 참

고문헌 [3.2.1-7]에 의하면 Gr/Re2의 값이 0.05보다 클 경우 혼합 류가 발생하며 자연

류에 의한 향을 무시할 수 없다. PNL 시험에서는 case 2 가 이와 같은 역에 속한다. 

유체의 속도는 LDA를 사용하여 9개의 시창부 에서 측정했고 온도는 유속측정 후 시창

부 에 7개의 열 로 이루어진 모듈을 삽입하여 부수로별 온도를 측정했다. 측정부

는 앙의 8번에서 14번까지의 부수로에 한정되었다. 속도와 온도측정에 한 불확실도

는 각각 ±0.005 ft/sec 와 ± 1.414 °F 이다. 다발 형태의 유로에서 LDA를 사용한 속도

측정은 이 시험이 최 의 시도이다. 그림 3.2.1-9  그림 3.2.1-10은 유속 조건 

(case-2)에서 9 번째 시창에 한 MATRA 계산 결과와 시험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계

산된 결과는 시험값의 경향성을 잘 추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CE 15x15 집합체 입구 비균일 유동분포 자료[3.2.1-8]

불균일한 입구유속이 어떻게 분포하고 진행하는지 평가하기 하여 Combustion 

Engineering (이하 CE)은 입구제트에 의한 유량분포와 배분에 한 시험을 수행하 다. 

15x15의 사각형 격자구조를 갖는 핵연료채 에서의 축방향에 따른 부수로에서의 유량분

포를 측정했다. 두 개의 피토 을 이용하여 집합체의 수력지름으로 무차원화한 축방향길

이(L/De)가 0.5, 21, 44인 3지 에 하여 유속을 측정했다. 횡단면에 하여는 노즐을 가

로지르는 반경방향과 노즐에 인 한 방향에 하여 측정했다. 유입되는 유량은 평균유량 

2000 gpm, 평균유속, 6.7 fps, 평균유량면 에 한 수력지름에 한 이놀즈수는 47,000 

이다. 유동 역은 내 유동형태이므로 완 발달한 난류유동이다. 측정결과, 수력지름의 

21 이상인 하류에서 반경방향의 정압분포가 균일해지고, 44 이상에서는 유량분포도 균일

해진다. 노즐에 의한 기 유속분포를 알고 있을 때 축방향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을 

MATRA가 모사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기 유속에 한 부분 인 자료를 이용하여 

기 유속에 어떤 분포를 가정하고 이를 토 로 유속분포의 진행과정을 축방향에 따라 평

가했다. MATRA 코드에 의해 계산된 축방향에 따른 유속분포는 시험결과와 일치하 다. 

CE에서 수행한 제트에 의한 입구 유속 비균일 분포 시험은 상온, 상압 조건에서 15x15 

연료집합체를 1.5 scale-up한 시험부로 시험하 다. 연료집합체의 형상은 그림 3.2.1-11처

럼 입구노즐과  아래 각 한 개씩 두 개의 header plate와 축방향에 평행하게 그리드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리드는 연료  한 개에 4개의 반구가 물려있는 형상이다. 횡단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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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에 하여 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6개의 부수로를 가지고 있다. 반경방향의 

비균일 유속분포는 1/4 칭이기 때문에 시험결과는 1/4 분포에 하여만 수행되었다.

입구에서의 비균일 유량조건을 입력자료로 제공하여 시험자료에 한 MATRA 코드의 

모사능력을 평가했다. 측정된 자료는 제트의 앙을 가로지르는 자료와 제트 경계면에 

해있는 부수로에 하여 측정한 2종류이다. 노즐 앙에 가로지르는 유속에 하여 반

경방향에 한 측정자료와 계산한 결과는 그림 3.2.1-12와 같다. L/De=0.5인 자료 비교결

과에서 보듯이 기 유속분포를 잘 추정하여 MATRA 코드의 입력자료에 기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축방향으로 유동이 진행함에 따라 유동분포는 반경방향의 유속분포 기

울기가 어드는 방향으로 횡방향 유동이 발생하여  균일해진다. 시험에서 측정된 

이러한 경향은 MATRA 코드에서 동일하게 모사되었다. 노즐 앙에서의 부수로 평균 

최  유속은 10.649 fps 고 계산 결과는 10.659 fps 로 약 0.09% 높게 MATRA가 계산

했다. 벽면에 인 한 side와 corner 역의 부수로에서 측정값과 최  10.55% 차이를 보

다. 그림 3.2.1-13의 노즐에 해 있는 역에 한 계산에서도 노즐 앙과 유사한 결

과를 보여 다. 최  유속은 노즐 앙에 바로 해있는 부수로에서 7.65 fps 다. 

MATRA에 입력된 자료는 약 7.84 fps 으며 약 2.4% 높게 평가했다. 최  오차는 부수

로의 혼합 역 근처의 131번 부수로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축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이 

오차는 감소했다. 여기서 MATRA와 측정값의 비교오차는 14.7% 다. 

(5) PNL 7x7 집합체 유로막힘 유동분포 자료[3.2.1-9]

PNL 유로막힘 측정 시험은 다발 집합체 모형에서 가상의 슬리 로 유로가 막혔을 때 

막힌 유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난류 유동 상을 조사하기 한 것이다. 슬리  유로막힘

은 가압경수로에서 냉각재 손실사고(LOCA)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연료 피복 의 팽윤

(swelling) 는 팽창(ballooning) 상을 모사하기 한 것이다. 이 시험을 통하여 조사

된 가상의 유로막힘 근처의 유동 상 시험 자료는 노심 열수력장 해석 코드의 검증  

냉각재 손실 사고에 한 안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지지격자 상류와 하류에서 난류강

도와 속도분포는 LD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험부는 그림 3.2.1-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7×7 다발 집합체이고 길이가 57 인치이고 

외경이 0.392 인치인 들을 0.539 인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집합체는 상부와 하부

의 체결 과  간에 3개의 단순한 달걀 (egg crate) 형태의 지지격자로 조립되어 있

다. 가로 4 인치, 세로 2 인치의 측창을 시험부 앞뒷면에 6 인치 간격으로 9개씩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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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LDA로 유속을 측정했다. 유로막힘 비율이 70% 일 때, 상온(85 °F)의 물을 이놀즈

수 2.9×104 , 유속 5.7 ft/sec 조건에서 시험을 했다. 

PNL 유로막힘 시험부에 해서 1/8 집합체 모형을 만들고 MATRA 코드 해석을 수행했

다. MATRA 코드에는 축방향 노드의 크기를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가변 노드 

크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한 MATRA 코드 해석 결과와 고정된 노드 크

기를 갖는 COBRA-IV-I 코드의 해석 결과를 비교했다. 다발 집합체의 길이는 50 인치

이며, 노드의 개수는 양쪽 모두 25개로 고정했다. COBRA-IV-I 코드 해석에서는 2 인치 

길이의 노드이고, MATRA 코드 해석에서는 입력에는 50 인치 길이의 10개 구간으로 나

어 각각 노드의 크기를 그림 3.2.1-15와 같이 다르게 설정했다. 그 결과 MATRA 코드

의 가변 크기 노드에 의해서 은 수의 노드를 가지고서 유속 변화가 심한 구간에서도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시험 결과를 더 잘 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3.2.1-16).

(6) WH 14x14 집합체 유로막힘 유동분포 자료[3.2.1-10]

이 시험은 인 한 두 다발 집합체  하나의 다발 집합체 입구에 유로막힘이 발생했

을 때 두 집합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동 재분배 상을 조사하기 한 것이다. 두 집합

체의 입구측에 설치된 밸 로 입구 유량을 조 하여 유로막힘 상을 모사했다. 완  유

로막힘 상은 각 집합체 입구 유량을 1500/0 gpm으로, 부분 유로막힘 상은 1100/550 

gpm으로 모사했다. 본 분석에서는 부분 유로막힘 상을 분석했다.

시험부는 두 개의 14×14 다발 집합체가 나란히 설치된 형태이다. 의 외경은 0.426 인

치이고,  간 간격  외경의 비(P/D)가 1.28, 의 길이는 38 인치이며 지지격자는 설치

되지 않았다(그림 3.2.1-17). 그림 3.2.1-17과 같이 5 인치 간격으로 7개 축방향 치에서 

피토 튜 를 이용하여 횡방향(그림 3.2.1-18)의 국부 유속과 정압 분포를 측정했다. 두 개

의 집합체 에서 왼쪽과 오른쪽 집합체의 입구유량을 각각 1,100 gpm 과 550 gpm 으로 

다르게 설정하여, 오른쪽 집합체 입구의 유로막힘을 모사했다. 축방향에 따른 집합체별 

유량과 횡방향 유속분포를 측정했다.

보고서에서 각각의 집합체를 하나의 채 로 해석한 것과 달리 MATRA 코드에서는 부수

로 해석을 하고 부수로별 유량을 합산하여 각 집합체 유량을 계산했다. MATRA 해석 결

과를 시험결과와 THINC-IV 코드 해석 결과와 함께 비교했다(그림 3.2.1-19). 보고서의 

그래 를 스캔한 후 디지털화하면 THINC-IV 코드의 입구 유량이 66.7%와 33.3%가 아

닌 약 70%와 30%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집합체 출구까지 이어졌다. 시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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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형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높지는 않으나, 반 으로 

MATRA 해석 결과가 THINC-IV 해석 결과보다 시험결과를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횡방향 유속은 그림 3.2.1-18의 row 1∼3 에 해당하는 부수로의 유속분포를 평균하여 

비교했다. 3 가지 축방향 치  최상부인 벨 7에 한 횡방향 유속의 비교 결과는 그

림 3.2.1-20에 제시했다. MATRA 코드 해석결과가 축방향에 따른 부수로별 유속분포 경

향을 체 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TRA 코드의 부수로별 유속분포

가 시험 자료  THINC-IV 코드 해석 결과보다 체 으로 작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비교한 부수로의 치가 다르거나, 1100/550 gpm으로 보고된 자료가 근사

치여서 입구 유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단된다.

(7) GE 3x3 집합체 부수로 2상 유동 분포 자료[3.2.1-11]

원자로 노심의 열수력  특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집합체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 내의 

유량  엔탈피 분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CHF와 같은 열수력 성능 

변수를 국부 으로 측할 때 보다 정확한 국부 열수력 조건을 제공하여 신뢰도를 향상

시킨다. GE에서 수행한 3x3 정방형 집합체 시험은 가열 을 사용한steam-water 2상 유

동 조건에서 부수로 출구의 유속  엔탈피 분포를 측정한 것이다. 시험은 형 인 

BWR 운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부수로에서의 압력 강하 측정 자료도 수집되었다. 시

험 자료는 부수로 단 의 국부 열수력장 측 모델 개발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시험

은 9개의 기 가열 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반경 방향 출력 분포가 부수로 국부 조건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균일 출력 분포와 비균일 분포를 용한 시험 집합체

에 하여 각각 시험을 수행했다.

 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합체 내에서 유량  온도 분포의 변화가 부수로 형태에 따

라 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COBRA 계열 부수로 해석 코드는 2상 유동 조건

에서의 국부 열수력장 거동을 제 로 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차류

의 엔탈피는 일반 으로 donor 수로의 엔탈피보다 크고 유동장 패턴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찰되었다. 단상  2상 유동 조건에서 측정된 압력 강하 시험 자료를 분석

한 결과 단상 유동 마찰압력 손실 계수는 원형 에 한 마찰계수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상 유동 마찰 증배계수는 Martinelli- Nelson 모델을 사용하여 히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부 단면 형태는 그림 3.2.1-21에 제시하 다. 가열 은 니  튜 를 사용했으며 별 

출력 분포를 조 하기 하여 peaking transformer를 사용했다. 간 간격  -벽면 간



- 216 -

격은 3.2 mm S/S 핀을 사용하여 유지했으며, 이러한 핀은 채 을 따라서 축방향으로 여

러 치에 부착했다. 부수로 유량은 isokinetic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본 분석에는 2상 유동 조건에서 부수로 간의 난류혼합 모형이 요한 역할을 한다. 단상 

유동 조건에서 사용되는 Equal Mass exchange(EM) 모델에 의하면 부수로 간의 난류 유

속은 아래와 같다.

'ij ij avgw s Gβ= ⋅ ⋅  

2상 유동 조건에서는 Equal-Volume exchange and Void Drift (EVVD) 모델을 용하여 

난류혼합 유속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난류 혼합에 의해 채  i 에서 j 로 이동하는 순 

유량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 ) ( ) ( )
' ' ' ' j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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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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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서 기포 이동 계수 (KVD)는 여러 가지 모델을 용할 수 있는데, 본 분석에서

는 THERMIT 코드에 용된 바 있는 1.4를 용하 다. MATRA 분석 결과와 시험 자

료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2.1-22에 제시하 다. EVVD 모델을 용할 경우 2상 유동 조

건에 한 부수로 코드의 측 정확도는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corner 채 의 질량 유속의 경우 난류 모델을 개선한 경우에도 코드 정확도가 크게 나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ISPRA 4x4 집합체 부수로 2상 유동 분포 자료[3.2.1-12]

부수로 해석 코드의 2상 유동장 해석 능력을 검증하기 하여, 4X4 배열의 16개 가열

으로 구성되는 시험집합체에 한 부수로 출구의 엔탈피  질량 유량 분포 측정 자료를 

수집하 다. 시험집합체는 축방향  반경방향으로 균일한 출력 분포를 갖는 16 개의 가

열 으로 구성된다. 부수로 출구의 엔탈피  유량을 측정하기 하여 isokinetic 

sampling 방법이 용되었으며, 5 개의 부수로 출구에 sampling tube를 동시에 용하여 

각 부수로의 엔탈피  유량 측정 자료를 획득했다. 시험집합체 형태는 표 인 PWR 

 BWR 집합체 형태를 모사한 두 종류로서 각각 EUROP  PELCO-S로 명명되었으

며, 압력 조건도 PWR  BWR 운  조건을 고려하여 160 bar  70 bar 조건에서 시험

을 수행했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BWR 압력 조건에서 corner의 물성치가 2상 거동을 나

타내었으며, PWR 압력 조건에서는 이러한 거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2상 거동은 

압력 조건에 의존하며 집합체 기하 형태와는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로 해석 코드

를 사용하여 부수로 출구 엔탈피  유속을 계산하고 이를 시험 자료와 비교했다. 부수로 

간의 난류혼합 모델은 코드 측 결과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2.1-13]. 

BWR 조건의 경우 기존의 부수로 해석 코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EM 신 EVVD에 

근거한 void drift 모델을 사용하여 시험 자료를 하게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PWR 조건의 경우에는 기존의 EM의 측 성능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부는 그림 3.2.1-23에 보인바와 같이 4x4 정방형 격자구조를 갖는 집합체이다. 

Isokinetic sampling 방법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채  (sample channel)에 probe

를 설치하여 sampling을 하게 되는데, 이 때 probe 삽입으로 인하여 채 의 압력 손실 특

성이 달라지면 유량 분포에 향을 주게 되므로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이를 하여 

자료 수집 부수로의 출구 근처에 압력 탭을 설치하여 압력을 측정하고, 이를 보정하기 

한 참조 압력치는 집합체 벽면 근처의 부수로 치에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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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유동 부수로 출구 엔탈피에 한 MATRA 코드의 측 성능을 평가한 결과 center 

 side 채 에 한 측 성능은 반 으로 우수하며 corner 수로의 경우 압력이 낮은 

BWR 조건에서는 측 성능이 난류혼합 모델에 따라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WR 조건에서는 기존의 EM 모델이 한 측 성능을 보인데 비하여 BWR 조건에서

는 void drift를 고려한 EVVD의 측 성능이 우수했다. EUROP-PWR은 160 bar 조건에

서 PWR 집합체 형태를 갖는 시험집합체를 사용하여 수행한 시험 자료로서 그림 

3.2.1-24는 EUROP-PWR의 corner 수로에 한 출구 건도  질량 유속 측 결과를 시

험 자료와 비교한 것이다. EM 모델의 측 성능과 비교한 결과 corner 채 에서의 측 

성능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부수로 질량 유속의 경우에는 엔탈피에 비하여 MATRA 

코드의 측 오차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난류혼합모델의 향을 크게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WR 운  조건에서 수행된 EUROP-BWR과 PELCO-S 시험 

자료의 corner 수로에 하여 EVVD로 측한 부수로 출구 건도  질량 유속을 측정치

와 비교하여 각각 그림 3.2.1-25  그림 3.2.1-26에 제시하 다. BWR 조건에서는 

EVVD의 측 성능이 EM 모델에 비하여 하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수로 

질량 유속의 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2상 유동 조건 부수로 압력손실 모델에 

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라. 요약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 Version 1.0에 한 지배 방정식 형태  수치해법 알고리즘, 

그리고 코드 구조에 하여 정리하 다. 단상유동 부수로 유동  온도 분포 자료로서 

CNEN 4x4 집합체 유동분포 자료, CU 4x4 집합체 유동  엔탈피 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상 유동 조건에서 부수로 유동 분포는 MATRA 코드가 비교  잘 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PNL 2X6 집합체의 유속 유동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역은 부수로 

해석 코드의 용 범 를 벗어나므로 MATRA 코드 측 오차가 비교  크게 나타났다. 

단상유동 집합체 입구유동 비균일 분포 자료로서 CE의 15X15 집합체 입구 비균일 유동

분포 자료를 분석했으며, 단상유동 집합체 부분 유로 막힘 자료로서 PNL 7X7 집합체 유

로막힘 유동분포 자료와 WH 14X14 집합체 유로막힘 유동분포 자료를 분석하여 

MATRA 코드의 측 성능이 함을 확인하 다. 2상 유동 부수로 엔탈피  유동 분

포 자료로서 GE의 3X3 집합체 자료와 ISPRA 4X4 집합체 부수로 2상 유동 분포 자료를 

분석하 다. MATRA 코드의 2상 유동 난류혼합 모델  하나인 EVVD 모델을 용하면 

압력이 낮은 조건에서도 부수로 엔탈피 분포를 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상 

유동 유속분포에 한 측 성능은 엔탈피 분포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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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MATRA 알고리즘의 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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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음해법의 계산 수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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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MATRA 코드의 특징



- 224 -

11.13  R

80.16

15.06 19.30 3.59

1 2

3

Corner Side

Center

Unit : mm

4

5

6

그림 3.2.1-3  CNEN-Studsvik 4×4 다발 집합체 형상 

 부수로 해석 모형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TDC=0.005

TDC=0.02

  Measured
  LEUCIPPO
  THINC-IV
  MATRA

N
or

m
al

iz
ed

 S
ub

ch
an

ne
l E

xi
t M

as
s 

V
el

oc
ity

(G
co

rn
er
- G

bu
nd

le
) /

 G
bu

nd
le

Bundle Average Mass Velocity  (kg/sec-m2)

그림 3.2.1-4  부수로 #1(corner)의 출구 질량유속 비교



- 225 -

 

H H C C

H H C C

H H C C

H H C C

2.383"

1 131074

2 5 8 11 14

3 6 9 12 15

1

2

3

4

5

6

7

8
0
.5

5
5
"

0
.1

4
8
"

2
.3

8
3
"

Channel 5

Pressure Tap

Channel 11

Reference Tap

Channel 5

Reference Tap

Channel 11

Pressure Tap

0
.4

2
2
"

5 11

0
.1

3
3
"

그림 3.2.1-5  4×4 다발 집합체 횡단면  부수로 모형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0.4

-0.3

-0.2

-0.1

0.0

0.1

0.2

Exp. Condition 2
Gavg=1x106 lb/hr-ft2

Qavg=0.38x106 Btu/hr-ft2

P=1200 psia

 

 

(G
i-G

av
g)

/G
av

g

xavg

Exp. Condition 4
Gavg=2x106 lb/hr-ft2

Qavg=0.58x106 Btu/hr-ft2

P= 1200 psia

 

 

(G
i-G

av
g)

/G
av

g

xavg

Hotter  Colder
CHN5    CHN11

     EXP.
      EM
      EVVD

Exp. Condition 1
Gavg=2x106 lb/hr-ft2

Qavg=0.58x106 Btu/hr-ft2

P= 500 psia

 

 

(G
i-G

av
g)

/G
av

g

xavg

Flow redistribution, β = 0.005, EM & EVVD

Exp. Condition 3
Gavg=1x106 lb/hr-ft2

Qavg=0.58x106 Btu/hr-ft2

P= 1200 psia

 

 

(G
i-G

av
g)

/G
av

g

x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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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부수로 출구 엔탈피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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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시험체 부 제어체   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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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Case 2의 7번째 시창에서의 속도분포 비교 

(부수로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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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Case 2의 9번째 시창에서의 온도분포 비교 

(부수로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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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시험핵연료의 횡단면과 핵연료집합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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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  CE 입구분사류 시험에 한 MATRA 해석결과 (노즐 

앙을 가로지르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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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3  CE 입구분사류 시험에 한 MATRA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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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9  축방향 치에 따른 집합체별 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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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Corner 채  (#1) 출구 건도  질량 유속 비교 (EUROP-PWR, EV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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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5  Corner 채  (#1) 출구 건도  질량 유속 비교 (EUROP-BWR, 

EV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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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6  Corner 채  (#1) 출구 건도  질량 유속 비교 (PELCO-S, EV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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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원자로용기 건 성 평가 방법론

가. 연구목

본 연구는 신형 원자로의 형화 추세를 반 하여 국내 원자로용기의 제작 가능한 사이

즈와 원자로용기의 벽 두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질변경 사례를 검토하

며, 국내 제작성을 고려한 원자로용기에 다수의 구멍이 동일 축방향 선상에 배치되는 경

우에 해 각 통구멍의 노즐 보강한계 계산을 통하여 원자로용기 건 성 평가 차를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국내 설비 용량  제작 가능한 용기 사이즈 조사 

(2) 원자로용기 재질변경 사례  상되는 문제  평가

(3) 설계코드 요건에 따른 노즐 배치 가능성 평가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국내 설비 용량  제작 가능한 용기 사이즈 조사[3.2.2-1]

국내 련 업체에서 생산 공 되는 원자로집합체의 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다.

(가) 핸들링 장비 용량

1) Shop crane : 800톤

2) Turning roller : 800톤

3) Cladding positioner : 250톤

(나) 수압시험을 한 Upending

1) 공장 crane hook까지 높이 : 2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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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pending 장비 소요 높이 : 4.0m

3) 인양장비 소요 높이 : 4.0m

4) Upending 가능 원자로 높이 : 14.0m(원자로 head를 제외한 원자로용기 높이)

5) Upending 후 수압시험 시설 높이 : 17.5m

(다) 주단 제작 용량

1) 무게 제한 : 240톤

2) 외경 제한 : 6500.0mm

3) 외경  두께 제한 계 : 그림 3.2.2-1 참조

재 국내에서 건설된 한국표 형원 (KSNP)의 원자로용기 재질은 탄소강인 SA508 

Grade 3 Class 1이며, 이를 토 로 표 3.2.2-1은 제작능력을 고려한 완제품 사이즈를 정

리한 것이다. 

(2) 원자로용기 재질변경 사례  상되는 문제  평가

신형 원자로의 형화에 따른 원자로용기 사이즈의 증가는 용기 벽 두께의 증가로 이어

져 제작성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단조품 가공을 한 무게 제한을 고려할 때 원

자로용기의 두께 증가는 제작할 수 있는 단조품의 길이를 상 으로 짧게 한다. 한 동

일한 길이를 가진 원자로용기에 비하여 완성품의 무게 증가로 인하여 운반과 시험 등의 

후처리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 사용되고 있는 재질에 비하여 기계  

강도가 우수한 유사 강종을 조사하고 재질변경 시 상되는 문제 을 검토하 다. 

(가) 재질변경 사례

국내에서는 SA508 Grade 3 Class 1이외에 다른 재질에 한 용사례가 없다. 해외사

례로 미국에서 개발 인 IRIS의 경우에 기존의 SA508 Grade 3 Class 1에 비하여 기

계  강도가 높은 SA508 Grade 3 Class 2를 원자로용기 재질로 선정하여 설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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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바 있으며[3.2.2-2], SA508 Grade 4N은 일부 터빈로터에 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2.2-3].

(나) 상 문제 [3.2.2-3]

1) SA508 Grade 3 Class 1에서 Grade 4N으로 소재 변경시 물성 측

가) 물성 측

SA508 Grade 4N 소재에 한 코드에서의 요구물성은 국내 제작업체의 유사 강

종(B50A373B9, B50A373M7)의 제작경험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

다. 기 무연성천이온도는 SA508 Grade 3 Class 1 강종의 최소 -30℉보다 우수

한 성질을 나타낼 것으로 상되며, 유사강종인 B50A373B9를 통해 상할 경우 

실제 값이 략 -100℉가 상된다. 표 3.2.2-2는 유사 강종의 화학성분을 비교한 

것이다.

나) 성자 조사 취화 상 

성자 조사취화에 한 자료는 부분 SA508 Grade 3 Class 1 강종에 한 것

으로 SA508 Grade 4N에 한 자료는 수집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SA508 

Grade 3 강종에 한 자료를 분석하면 성자 조사취화에 큰 향을 주는 화학

성분은 Cu, P, S의 함량으로 이들 성분에 하여 SA508 Grade 3 Class 1 강종

과 유사하게 화학성분을 제어할 경우 큰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 

2) 용 성

가) SA508 Grade 3 Class 1

재 한국표 형원  등에 용되고 있는 재질로서 용 방법(Narrow Gap 

Submerged Arc Welding, NG-SAW)  용 용가재의 조달 등에 문제가 없다.

나) SA508 Grade 3 Class 2

Class 2 재질은 최소 인장강도가 80 ksi로서 Class 1에 용되고 있는 70 ksi의 

용가재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Class 2 재질의 용을 해서는 정 용가재

를 개발하고 용 차 인정(Welding Procedure Qualification, WPQ) 등의 차를 

거쳐야 된다.

용  이음부가 노심 역에 존재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성자 조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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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특성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용가재의 Cu 성분을 규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 Class 2 재질과 같이 높은 인장강도를 가지는 경우 용 용가재에 

Cu 성분이 포함되는 않은 용가재를 사용한 자동용 은 기술 으로 어려운 실정

이다.

에 기술한 사항의 제한으로 인해  용 부를 피복 아크용 (Shield Metal Arc 

Welding, SMAW) 방법으로 용 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서 머지드 아크용

(Submerged Arc Welding, SAW) 방법에 비해 최소 6배 이상의 용 사가 필요

하며 제작기간도 3배 이상이 상된다. 한 용 품질이 자동방법에 비해 격하

게 떨어져서 2∼3차에 걸친 보수용 이 상되며, 이 경우 용 부 를 재가열하

게 됨으로 해서 기계  특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용 부 의 응력도 증가하여 

상치 못한 문제 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

다) SA508 Grade 4N Class 1 & 2

상기 SA508 Grade 3 Class 2와 유사한 문제가 상된다.

(3) 설계코드 요건에 따른 노즐 배치 가능성 평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한 원자로용기에 설치되는 구멍의 배치 가능성 평가를 ASME 

NB-3332  3334[3.2.2-4]의 요건에 따라 수행하 다. 노즐 배치는 원자로용기 원통형 동

체에 증기발생기 증기노즐과 원자로냉각재 펌 를 한 구멍이 동일 축방향 선상에 배치

되는 경우를 해석 상으로 하 다. 증기발생기 증기노즐 설치시 구멍의 크기는 동일 원

주 상에 12개가 배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하 으며, 원자로냉각재 펌  설치를 

한 구멍은 동일 원주 상에 4개가 배치되는 경우를 고려하 다. 각 통구멍의 크기와 원

자로용기의 형상 치수는 다음과 같다.

- 증기발생기 설치를 한 구멍 직경 : 450.0mm

- 원자로냉각재 펌  설치를 한 구멍 직경 : 520.0mm

- 안 주입 배  연결을 한 구멍 직경 : 50.0mm

- 원자로용기 원통형 동체 내반경 : 2546.0mm

- 원자로용기 벽 두께 : 3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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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식에 의한 설계(Design By Formula, DBF)

주어진 원자로용기의 형상에 해 각 통구멍의 크기에 한 노즐형상 설계  용기 

벽방향과 용기 벽에 수직한 보강한계를 ASME 코드에 따라 각각 계산하 다. 그림 

3.2.2-2는 계산결과에 의한 각 노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나) 해석에 의한 설계(Design By Analysis, DBA)

DBF방법에 의해 계산된 노즐형상을 포함한 원자로용기에 해 설계압력 조건에서 두 

노즐간 보강한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 응력강도한계 

만족여부를 평가하 다. 그림 3.2.2-3은 구 된 3차원 유한요소 모델로 노즐부분을 나

타낸 것이며, 그림 3.2.2-4는 응력선형화 계산을 한 응력분류선의 치를 나타낸 것

이다. 표 3.2.2-3은 해석결과로 두 조건 모두 코드에서 제시한 응력강도한계

( )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석 후 경계조건에 따른 원자로

용기 노즐 간 Tresca 응력분포는 그림 3.2.2-5와 같다.

라. 후속사항

(1) 노즐 배치에 따른 원자로용기의 건 성 평가 방법론 : 본 연구에서 완료

(2) 공식에 의한 설계 기  평가를 한 해석 방법 : 본 연구에서 완료

(3) 노즐 피로해석  련 건 성 평가 차 개발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차를 용하

여 노즐 배치를 수행하고 운  조건을 고려한 노즐의 피로해석  운  곡선 개발에 필

요한 건 성 평가와 차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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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유형 외경 (mm) 내경 (mm) 높이 (mm) 무게 (ton)

완제품 사이즈 6500.0 5856.0 2935.0 144

필요 단조 사이즈 6600.0 5756.0 3735.0 240

표 3.2.2-1  제작성을 고려한 최  단조 사이즈

Chemical 

Composition (%)

SA508 Grade 3 

Class 1

SA508 

Grade 4N
B50A373B9* B50A373M7*

C 0.25 max. 0.23 max. 0.22 ∼ 0.3 0.26 ∼ 0.33

Mn 1.20 ∼ 1.50 0.20 ∼ 0.40 0.20 ∼ 0.45 0.20 ∼ 0.45

P 0.025 max. 0.020 max. 0.012 max.

S 0.025 max. 0.020 max. 0.012 max.

Si 0.40 max. 0.40 max. 0.10 max.

Ni 0.40 ∼ 1.00 2.80 ∼ 3.90 3.25 ∼ 4.00 2.75 ∼ 3.25

Cr 0.25 max. 1.5 ∼ 2.0 1.5 ∼ 2.0 1.5 ∼ 2.0

Mo 0.45 ∼ 0.60 0.40 ∼ 0.60 0.25 ∼ 0.50 0.25 ∼ 0.50

V 0.05 max. 0.03 max. 0.07 ∼ 0.15 0.07 ∼ 0.15

Nb 0.01 max. 0.01 max.

Cu 0.20 max. 0.25 max.

Ca 0.015 max. 0.015 max.

B 0.003 max. 0.003 max.

Ti 0.015 max. 0.015 max.

Al 0.025 max. 0.025 max.

표 3.2.2-2  유사 강종의 화학성분 비교

      * 국내 제작경험이 있는 SA508 Grade 4N과 유사한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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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보강한계 요건 만족 보강한계 요건 불만족

  ()    ()   ()    ()

A-A 28 45 27 44

B-B 21 47 20 46

C-C 158 210 164 227

표 3.2.2-3  응력선형화 결과 (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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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용기 직경에 따른 최  단조 높이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안전주입

그림 3.2.2-2  코드 요건에 따른 노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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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3차원 유한요소 모델

그림 3.2.2-4  응력선형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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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Tresca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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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주기기 설계 방법론

가. SGC 설계방법론

일체형원자로는 증기발생기를 원자로 내부에 설치하여 일차냉각수계통을 원자로 내부로 

한정하는 원자로개념이다.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는 증기발생기는 일반 가압경수로의 설

계조건과 상이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 SMART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

는 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로서 일차수가 의 외부로 흐르고 이차수를 의 내부로 

흘려 증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의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술하고 설계방법론을 체계 으로 정리하 다.

(1)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설계 차

증기발생기와 같은 기기의 설계단계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의 3단계 업무로 분

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개념설계에서는 기기에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비롯한 기본 인 

요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기기의 기 개념과 형상을 개발하고, 기본설계에서는 기기의 

주요부 치수를 결정하게 되며, 상세설계에서는 기기의 세부 형상  치수를 결정하며 성

능이 검증된 최종 설계안 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림 3.2.3-1은 증기발생기의 반 인 설

계 차를 개략 으로 도시하고 각 설계단계에서의 설계내용을 첩하여 분류한 것이다.

기기의 설계과정에서는 기본 으로 생산해야할 문서들이 있으며 증기발생기의 설계과정

에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설계문서들이 필요하다. 설계의 목표와 제약사항들을 수록한 

설계요건서(Design Requirements), 설계의 방향과 설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인 운 환경

과 하 조건들을 수록한 설계시방서(Design Specifications), 그리고 기기와 기기를 구성

하는 각 부 의 형상과 기능을 기술하는 계통설명서(System Descriptions)는 각 설계단

계에서 설계작업을 일 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요한 문서이다. 도면으로는 기기의 

체 인 형상을 나타낸 집합체 도면과 기기의 역무경계를 기술하는 연계도면 등이 있

다.

설계시방서는 환경, 성능, 하 , 재료, 등 증기발생기 설계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설계목

표 등을 보다 구체 으로 기술하는 설계문서로서 열 설계, 헤더설계, 응력해석 등과 

같은 구체 인 설계업무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그림 3.2.3-2는 설계시방서에 

수록되는 내용과 설계보고서에 활용하는 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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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는 ANSI/ANS 51.1.에 의해 안 등  1등 기기로 분류되어 압력경계를 이루

는 부분은 KEPIC MNB(혹은 ASME B&PV Section III, Subsection NB)에 따라 건 성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건 성 평가를 한 증기발생기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

은 응력해석(stress analysis)과 피로해석(fatigue analysis)으로 나  수 있다. 응력해석에 

의한 증기발생기 건 성 평가는 KEPIC MNB3000 혹은 ASME NB3000에 따르며 design 

condition, test condition, service level C&D에서의 일차응력과 이차응력을 주요 평가

상으로 한다. Service level A&B에서 발생하는 반복하 은 피로해석의 상이 된다. 그

림 3.2.3-3은 증기발생기 구조해석 과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증기발생기의 건 성 평가를 한 구조해석에 고려되는 표 인 하 은 압력하 , 유체

하 , 열하 , 지진하 , 지지하  등이 있다. 이들 하 은 타분야에서 생산되거나 별도의 

해석 혹은 실험을 거쳐 생산되어 구조해석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상용원자로 증기발생기

의 진동해석에서는 유동유발진동에 한 열 의 안정성을 주요 평가 상으로 하며, 

열 의 고유진동특성과 유동유발진동의 특성을 비교하여 안정성을 평가한다. 일체형원자

로 증기발생기는 상용원자로 증기발생기와 구조 으로 상이한 면이 많지만 열 의 진

동특성과 유동유발진동이라는 상 인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유사한 해석 차가 용된

다. 증기발생기는 고온의 일차냉각수의 열을 상 으로 온인 이차냉각수로 달하는 

기기이므로 온도차에 의한 열하  역시 건 성 평가를 한 주요하 에 포함된다. 그림 

3.2.3-4는 증기발생기 설계분야에서 담당하게 되는 증기발생기 진동해석과 열해석 과정

을 정리한 것이다.

증기생산이라는 증기발생기 고유의 기능을 히 구 하고 수명기간 동안 그 성능을 유

지하기 해서 증기발생기 설계에서는 건 성 설계와 함께 기능  측면에서의 설계역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 설계된 증기발생기의 정상상태  각종 운 조건에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기발생기 열 설계(thermal sizing)는 원자

로 계통변수와 한 계가 있으므로 기기설계분야에서 제공하는 개념형상과 설계시

방서에 기 하여 계통설계분야에서 해석을 수행하고 열  설계치수 등을 도출하여 기기

설계분야에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작업을 진행한다. 한 계통설계분야에서 생산

한 설계치수와 변수를 고려하여 기기설계분야는 증기발생기 형상설계  건 성 평가작

업에 반 하여 증기발생기 설계를 수행한다. 증기발생기 성능평가는 개념설계된 혹은 최

종설계된 증기발생기를 상으로 하며 다양한 운 조건에 따른 증기발생기의 기능  성

능을 평가하는 설계작업으로 원자로시스템 체의 기능  성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

된다. 그림 3.2.3-5는 증기발생기의 열 설계 차와 성능해석에 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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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체형 증기발생기 설계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설계 로서 SMART PPS 증기발생기의 설계결과를 기술하고 

설계과정에서 고려한 이유와 차후 설계에서 고려할 개선 을 설명하 다.

(가) SMART PPS 증기발생기

SMART PPS 증기발생기는 8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SGC: Steam Generator 

Cassette)로 구성되며 이들은 노심지지원통(Core Support Barrel)과 원자로압력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사이의 환형 공간에 설치된다. 각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외

형은 상부와 하부에 증기헤더(Steam Header)와 수헤더(Feedwater Header)를 갖고 

있는 원통형이며 원통 내부에는 수헤더와 증기헤더를 이어주는 700여개의 열 이 

나선형으로 감겨있다. 증기발생기의 상부로 유입된 일차냉각수는 열 의 외부를 흘

러 증기발생기 하부로 빠져나가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부에 있는 수헤더로 유입

된 이차냉각수는 열  내부를 통해 상승하면서 일차냉각수의 열을 달받아 증기로 

변환된 후 증기발생기 카세트 상부에 있는 증기헤더를 통해 원자로 외부로 배출된다. 

그림 3.2.3-6은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형상을 도시한 것이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원자로 하부에 있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FMHA; Flow Mixing 

Header Assembly) 에 놓이며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하부와 상부에 있는 수헤더와 

증기헤더는 지 방식으로 원자로용기와 체결된다. 수헤더와 증기헤더는 Y자 형

상을 하고 있으며 각 헤더에는 열  집속을 해 두개의 사각형 이 설치된다. 

열 은 카세트 내통을 심으로 나선형으로 감겨있으며 총 24개의 열을 이룬다. 각 

열의 나선방향은 교번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한 나선방향을 갖는 열에 속한 열 은 

동일한 에 집속된다.

(나)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  보수공간 측

원자로 냉각재펌  보수  증기발생기 열  가동 검사를 하여 필요한 작업공간

을 기에 측하고 기타설계에 제공한다. 증기발생기 가동 검사 장비의 구성과 작

업형태에 따른 작업공간 평가내용을 표 3.2.3-1, 표3.2.3-가-2, 표 3.2.3-3에 정리하

다. 평가를 거쳐 결정된 보수 작업공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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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P 작업공간 (개별) : 폭 2000 mm, 길이 4500 mm, 체  18m2

- SGC 작업공간 (개별) : 폭 4000 mm, 길이 7350 mm, 체  118m
2

- RCP 작업공간 (종합) : 원자로 심에서 반경 7750 mm 원, 높이 2000 mm

- SGC 작업공간 (종합) : 원자로 심에서 반경 10300 mm 원, 높이 4000 mm

(다) 증기발생기 열  배치설계

SMART PPS 기단계의 증기발생기의 크기를 계산하고 증기발생기 열 을 배치

하는데 기본이 되는 열  다발의 배치- 개수, 열수, 피치 등을 계산하 다. 설계에는 

Helix-Design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Helix-Design에 사용되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 TYPE OF TUBE-ARRAY

- NUMBER OF SUPPORT PLATE

- TUBE OD(mm), TUBE ID(mm)

- RADIAL PITCH(mm), AXIAL PITCH(mm)

- APPROXIMATE TUBE LENGTH(mm), TUBE BUNDLE HEIGHT(mm)

- TOTAL HEAT TRANSFER AREA(㎟)

- OUTER DIAMETER OF INNER FLOATING SHROUD

(라) 가동 검사가 가능한 증기발생기 개념

가동 검사가 가능한 증기발생기설계를 하여 고려해야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 입구 Tube Sheet의 최외각 열 과 하우징과의 Interface, ② Tube Sheet 부터 

증기발생기까지의 최소각 Bending, ③ 증기발생기 코일링, ④ 오리피스 유무, ⑤ 열

의 이음 용 부 유무, ⑥ 열 의 두께, ⑦ 열  내경, ⑧ 열 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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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KEPIC MNB에 따른 증기발생기의 열  두께 산정

KEPIC MNB 3133.3에 따른 설계순서는 열  두께를 가정하고 최  허용외압을 구

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열  두께를 다시 가정하여 반복수행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2.3-7은 설계순서에 따라 열  내경이 10, 11, 12, 13mm인 

경우에 두께에 따른 최  허용외압을 도시한 것이다.

(바) 증기발생기  두께 산정

증기발생기 은 평 에 다수의 다공형상이 존재하기에 다공형상이 존재하는 평

의 응력 해석 차인 "ASME Code Sec. III, Div. 1, Appendix A, Article A-8000 

(Stress in Perforated Flat Plate)"에 따라 응력 해석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ASME Code에서는 다공형상의 평 의 강도를 수식 으로 평가하는 경우, 구멍이 없

는 등가 실 개념을 이용한다. 이 방법에서 다공형상의 평 은 기하학 으로 유사

한 거동을 하는 실 으로 치되며, 이때 수정된 탄성 물성치가 용된다. 술한 

바와 같이 탄성 계수와 포아송의 비는 다공 평 에 한 유효탄성계수와 유효포아송

의 비로 치되며, 등가 실 의 변형과 응력 상태를 결정하기 해 평 에 한 일

반식이 용된다. 유효 탄성 물성치는 리가먼트 효율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며, 이 방

법을 용하기 해서는 다음 5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구멍은 정삼각형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② 구멍은 원형이다, ③ 평 에는 19개 는 그 이상의 구멍이 존재

한다, ④ 리가먼트 효율은 5% 이상이다, ⑤ 평  두께는 구멍 피치(pitch)의 2배 이상

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ASME Code Sec. III, Div. 1, Appendix A, 

Article A-8000 (Stress in Perforated Flat Plate)"에 따른 증기발생기  두께 설계 

차는 다음과 같다. ① Step 1: 수정 탄성 물성치 결정, ② Step 2: 등가 실 의 응

력 해석, ③ Step 3: 다공 평 의 응력 강도 계산  응력 한계 평가.

(3) 증기발생기 항목별 설계이유와 설계미완 사항

SMART PPS 증기발생기의 설계를 해 결정된 사항과 설계이유를 표 3.2.3-4에 정리하

으며 추후 설계가 개선되어야 할 항목을 표 3.2.3-5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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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RDM 설계 방법론

제어 구동장치(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는 원자로가 정상운 일 때 제

어 의 삽입량을 조 하여 노심 반응도를 히 제어하며, 한 원자로 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 한 출력정지가 요구될 때 제어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심 내부로 삽입시

켜 운 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CRDM 설계방법론으로 마그네틱 잭 방식 제어 구

동장치의 설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술하고 설계방법을 체계 으로 정리하 다.

(1) 제어 구동장치 설계 차

(가) 기  설계 차

제어 구동장치를 개발하는 차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와 같이 3단계로 생

각할 수 있다. 개념설계에서는 인양 하   행정거리와 같은 성능요건과 핵연료 특성 

등 노심 련 요건을 고려하여 제어 구동장치의 형식과 기본 형상을 결정해야 한다. 

기본설계에서는 구동기구의 주요부 치수와 재질을 결정하게 되며, 상세설계에서는 세

부 형상  치수를 결정한다. 그림 3.2.3-8은 제어 구동장치의 반 인 설계 차를 

나타낸 것이며 각 설계단계에서의 설계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개념설계는 제어 구동장치에 한 설계요건을 규정하고, 원자로와의 연계요건에 

따라 설계 개념을 정립한다. 개념설계 단계에서 제어   연료 자료, 노심 제어변수, 

원자로 계통변수를 유 부서로부터 입력받으면 제어 구동 개념을 설정하고 기본 인 

형상을 설계한다. 한 핵연료 배치를 고려하여 원자로 덮개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

간 요건을 검토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제어 구동장치의 기본 치수를 결정하고 구동기구의 요소설계를 

수행하며, 원자로 계통과의 연계치수를 타부서에 알리기 한 연계도면을 작성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압, 내진해석을 통한 압력하우징 설계를 수행하며, 자기해석 

 열해석을 통해 자석집합체를 설계한다. 기본설계에서 요한 일 에 하나는 설

계시방서 작성이다. 일체형원자로 운  에 제어 구동장치에 작용하는 모든 운 하

을 기술하여 상세설계 단계에서 응력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상세설계의 주요 업무는 응력해석을 통해 구조  건 성을 입증하고 성능시험을 통하

여 성능검증을 하는 것이다. 설계시방서에 기술된 하 을 사용하여 제어 구동장치의 

구조건 성 평가를 한 응력해석을 수행한다. 응력해석을 통하여 수정 는 보완된 

치수를 반 하여 집합체도면을 작성한다. 제어 구동장치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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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도면에 반 하여 시작품을 제작하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은 다시 설

계에 반 한다. 

제어 구동장치의 성능과 안 성을 검증한 후에 최종설계를 확정한다. 엄격한 품질보

증 계획아래에서 원형을 제작하고 합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 최종설계에 반 한다. 제어 구동장치의 운 략과 수명기간동안 

겪게 되는 모든 환경하 을 성능시험 시 고려하여 락되는 사항이 없어야하며 성능

시험제작에 련된 모든 사항은 품질보증 차에 따라 문서로 남긴다. 

상기에 기술된 설계 차는 기본 인 사항을 심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실제 설계 과정

에서는 보다 상세한 설계 차가 수행되어야한다.

(나) 설계문서

제어 구동장치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문서는 설계요건서 (Design Requirements), 

설계시방서 (Design Specifications), 계통설명서 (System Descriptions) 등 이 있으며, 

설계 도면으로는 연계도면과 집합체 도면이 있다. 이들 도면과 문서는 각 설계 단계에

서 추가 보완하여 개정 을 작성하도록 한다. 한 이들 문서 이외에 설계 진행에 따

라 설계 과정  결과를 정리하고 기술하는 다양한 문서들이 있다.

설계요건서는 성능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운 요건(operational 

requirements), 계측  제어요건(instrumentation and control requirements), 시험요

건(test requirements)에 근거하여 제어 구동장치의 설계요건을 제시하여야한다.

제어 구동장치의 기본형상과 크기가 결정되면 타설계 분야와 연계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연계도면을 작성한다. 

설계시방서는 설계요건서에 명시된 여러 가지 보다 상세한 하 요건을 추가하여 제어

구동장치 각 부품의 상세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각 부품의 상세설계는 주

어진 하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분석하여 상세치수를 검토 는 보완하는 것

이다. 형상설계  상세설계 결과로 결정되는 치수를 이용하여 제어 구동장치의 집

합체도면을 작성하며 이 집합체도면은 제작도면을 작성할 때 활용한다.

계통설명서는 제어 구동장치의 성능, 기능, 형상, 연계사항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이

다. 주요부품의 설계자 는 타 분야의 설계자는 계통설명서로부터 원자로 계통에서 

제어 구동장치의 성능과 기능을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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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 구동장치 설계 요건

(가) 기술기   설계코드

CRDM은 국내외 원자력시설에 한 기술기 과 규제지침 등을 용하여 설계, 구매, 

제작, 검사  공 된다. 국내 공 품은 과학기술부고시( : 제2005-4호)에 따라 

KEPIC( 한 기 회 력산업기술기 )을 용하며, 해외공 품은 ASME 코드 는 

IEEE와 같은 해외기 을 용하고 있다.

CRDM 구성품은 압력경계부품과 비압력경계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압력경계부품

은 모터하우징과 상부압력하우징으로 지진 등 사고발생 시에도 구조  건 성과 원자

로냉각재 압력유지기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원자력안  1등  기기로서 국내 공 품은 

KEPIC MNB, 해외 공 품은 ASME 코드 Section III, NB를 용한다. 압력하우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비압력경계부품인데 이들  모터집합체와 제어 연장축은 

사고발생 시 원자로긴 정지(Scram)를 해 요구되는 시간 내에 제어 을 낙하시켜

야 하므로 안 성 련 부품으로 분류된다. 제어 치지시기(RSPT) 한 사고발생 

시에도 제어 치지시기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안 등  부품으로서 IEEE Class 1E

로 분류된다.

상기 부품들을 제외한 코일집합체, 상부슈라우드, 냉각슈라우드는 원자력 비안 성

련 부품들로, 원자력안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단, 상부슈라우드는 안 성 부품인 

RSPT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내진성능이 요구되므로 KEPIC MNF(ASME Section III, 

NF)에 따라 설계된다. 원자력 기기에 한 내진  내환경 검증은 KEPIC END(IEEE 

323, 344)에 따라 수행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CRDM의 각 부품별 등 분류  용 기술기 을 정리하면 표 

3.2.3-6과 같다. 제시된 기술기 은 부품별 주요 기 이며, 이 외에 KEPIC 

QAP(ASME NQA-1), ANSI/ANS 51.1 등이 공통 으로 용된다.

(나) 제어 구동장치의 요구 조건

1) 기본설계 요구조건

① 구동장치가 설계되는 환경요건으로 온도와 압력  냉각수 특성, 즉 냉각수의 화

학  조성상태, 가스함유량  마모나 부식물질의 함유상태 등을 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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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의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습도조건, 윤

활유 유 상태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② 구동장치의 냉각계통  선들의 공간제한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공 원계통의 압과 주 수 등의 변동에 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④ 냉각수단으로 공기나 물의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냉각매체의 소요량, 압력  

온도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⑤ 원자로 압력용기에 구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압력경계 부분에서 특별한 장치

를 사용할 것인가 용 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한 결정이 필요하다.

⑥ 노심 구조물과 제어  사이의 공간이 많아 이 기울게 되어 구동장치에 편심하

이 발생할 가능성에 비하여 노심 상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⑦ 구동장치와 연계 부품들에 한 리, 보수요구사항과 검사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야 한다.

⑧ 핵연료 재장  시에 필요한 차가 비되어야 한다.

⑨ 제어   구동장치의 연계 부품들에 한 정 도, 직진도 등에 한 정렬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정상가동상태 혹은 비정상상태에서 마찰력과 성력 등에 한 평가가 요구된다.

2) 기능상 요구조건

① 제어  하 : 구동장치를 설계함에 있어 정상상태나 비정상상태 아래에서 제어

에 가해지는 하 이 먼  고려되어야 한다.

② 운  속도: 제어 의 최고인출속도는 원자로 기가동사고 분석에 기 가 되며, 

이 속도는 비상정지운 의 구동속도 보다는 낮게 설정된다. 기가동사고 분석

은 사고발생 상황, 즉 출력상태와 임계출력상태에 따라 원자로의 거동은 상당

한 차이가 있다.

③ 치조정: 제어 이 핵반응도에 미치는 민감한 향 때문에 제어 의 치조정 

범 는 허용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동장치는 지나친 backlash가 없

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운 할 때 요구되는 치 이상 과속 이송이 없도록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지한 후에 성이나 시스템 내의 다른 하 으

로 인해 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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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치지시: 치조정에서 요구하는 정 도 범  내에서 치가 지시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일반 으로 원자로 조건에서 엄격한 정 도가 보장되기는 쉽지 않

다. 따라서 원자로 조건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범 의 치지시 정 도를 보장하

는 치지시장치가 필요하다.

⑤ 비상정지능력: 제어 구동장치는 사고 시 노심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어

을 신속하게 노심 내로 삽입시키는 비상정지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비상정

지 운 에는 기 가속장치뿐만 아니라 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충격흡수장치와 

같은 감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⑥ 장치의 내구성: 구동장치는 가동 에 부식  마모 상이 발생하므로 장치가 감

당할 수 있는 수명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⑦ 기타 사항: 

  - 설계 공간의 제한 범

  - 제어 과 구동장치의 원격조작 분리방법

  - 구동장치에의 작업자 근성

  - 외  충격하  조건 등

(3) 제어 구동장치의 기능  특징

제어 구동장치(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는 원자로가 정상운 일 때 제

어 의 삽입량을 조 하여 노심 반응도를 히 제어하며, 한 원자로 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 한 출력정지가 요구될 때 제어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심 내부로 삽입시

켜 운 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어 구동장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어 구동장치는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CRDMCS)으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노심 내에서 제어 의 치를 제어(삽입 는 인출)하여 원자로 출력을 제어한다.

- 제어 구동장치는 원자로가 운  일 때는 제어 이 인출된 치에, 그리고 원자로가 

정지 일 때는 완 히 삽입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제어 구동장치는 운 원이 항상 제어 의 치를 알 수 있는 제어  치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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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구동장치는 원자로보호계통으로부터 수동 는 자동으로 발생된 원자로 트립신

호에 따라 원이 상실되면 자 에 의하여 노심 내로 제어 을 삽입시키는 비상정지

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4) 기술 황  설계 차

(가) 기술 황

원자로에 용되는 제어 구동장치  표 인 구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Rack and Pinion 구동장치

  나) Nut and Lead Screw 구동장치

  다) Magnetic Jack 구동장치

  라) Cable and Drum 구동장치

  마) Hydraulic/Pneumatic 구동장치

(나)  CRDM 형식 선정

SMART에 한 CRDM 형식을 선정하기 하여 각각의 형식이 설계요건  개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 선정 요건  허용하  

 설치공간, 행정거리 등에 정한 제어 구동장치 형식에 기 하여 Latch type 

Magnetic Jack 형식 CRDM이 선정되었다.

특히 미세조정성을 고려하여 3코일형 마그네틱 잭 방식 CRDM이 가장 한 형식으

로 선정되었으며, 설계 목표  요건은 표 3.2.3-6과 같다.

(다) 설계 검토 사항

제어 구동장치의 주요 설계 항목은 자석 설계, 래치 기구  하 설계, 압력용기 

설계, 낙하특성 설계, CRDMCS(CRDM Control System) 설계 등이 있다. 각 항목 별

로 설계 경험과 개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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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석 추력  발열량 설계

자석 추력  CRDM 인양력을 측하기 해 그림 3.2.3-9와 같은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 변수를 도

출하고, 최 화 설계에 용한다.

코일에 발생하는 열을 측하기 해 그림 3.2.3-10과 같이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코

일 내 온도분포를 측한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열 설계 방안  열 달을 최

화할 수 있는 설계 인자를 도출한다.

2) 래치 기구  하  설계

래치기구의 설계는 반복하 에 의한 하 형태를 분석하고 응력분포  피로 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래치기구에 작용하는 하 을 분석하고, 력 해석을 통해 래치기구에 

발생하는 하 을 측하여 설계에 반 한다.

3) 압력용기 설계

가) 제어 구동장치 설치기구 설계

OPR1000  APR1400원자로는 CRDM을 원자로덮개의 CRDM 노즐에 설치하기 

해 나사체결  시일용 (omega seal welding)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체결 구조는 한국에서 원자로를 운 한 이후 설 는 기타 손상이 발

생하지 않을 만큼 안 한 구조로 명되었으나, 응력부식 크랙킹 등의 설계 개선 

요구를 반 하여 제어 구동장치 계결부에 한 보완 설계를 수행한다.

나) 내진기 을 만족하도록 압력용기  설치부 설계 보완

안 성 향상을 해 내진기 을 만족하는 제어 구동장치 내진평가  압력용기 

설계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표 설계 용을 한 0.3g 하에서의 내진평가  설

계보완이 필요하다.

다) 제작성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압력용기 설계 보완

제어 구동장치 압력용기는 크게 래치하우징과 구동축안내하우징으로 나  수 

있는데 조립, 자성체  반자성체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으로 나 어 

가공한 후 용 하여 하우징을 완성하게 된다. 긴 압력하우징을 용 으로 연결하

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따라서 생산성이 하될 수 있다. 설계 개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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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용 부 감소를 고려한 설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낙하특성 설계

제어 구동장치의 낙하 특성은 원자로 안 에 매우 요한 변수이다. 제어 구동장

치의 스크램 특성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구동부  제어 /구동축 마찰, 잔류 자

기, 그리고 유체 항 등이 있다. 이 인자들의 향은 해석 인 방법으로의 근 뿐 

아니라 시험 인 방법으로의 검증이 필요하다.

5) CRDMCS 설계

CRDMCS는 CRDM의 운  효율, 발열 등 운  특성 뿐 아니라 스크램 특성에 많은 

향을 미친다. 스크램 시 잔류자기에 의해 래치가 구동축 지지력을 완 히 상실하

기까지 시간(delay time)이 필요하며, 이는 CRDMCS 설계의 요 특성  하나이

다. 따라서 이에 한 해석  시험 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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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냉각재펌  설계 방법론

일체형원자로 내부에 설치되는 원자로 냉각재펌 는 캔드모터 (canned motor)로 작동하

는 축류 펌  형식이다.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는 회 축이 일차냉각수 내에서 작동하

기 때문에 회 축  실이 없는 구조로서 일반 상용원자로 냉각재펌 의 구조와 매우 

다르다.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는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펌 의 크기에 제약

이 많으며 펌 와 원자로 내부구조물과의 간섭 사항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일체형원자

로 냉각재펌 의 설계 차  설계요건은 상용원자로 냉각재펌 의 설계 차  설계요

건은 서로 다른 이 많다.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설계 차에는 각 설계단계마다 수행해야하는 사항을 기술하

다. 설계자는 설계 차에서 최 로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를 설계할 때 원자로계통

과의 연계사항으로 인한 설계사항과 펌  자체의 설계사항을 악할 수 있다. 설계 차

에 따라서 설계한 SMART PPS 원자로 냉각재펌 의 개념설계 사항을 기술하 으며, 일

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주요 설계변수, 설계개선 사항,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설계사항

을 기술하 다.

(1) 일체형원자로 원자로냉각재펌  설계 차

(가) 설계 차

최 의 원자로 냉각재펌 를 개발하는 차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와 같이 3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개념설계에서는 원자로 냉각재펌 의 유량, 수두와 같은 성능

요건과 원자로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최 의 형상으로 개발 한다. 기본설계에서는 주

요부 치수를 결정하게 되며, 상세설계에서는 세부 형상  치수를 결정한다. 그림 

3.2.3-11은 원자로 냉각재펌 의 반 인 설계 차를 나타낸 것이며 각 설계단계에서

의 설계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개념설계는 일체형원자로 원자로냉각재펌 에 한 설계요건을 규정하고, 유 부서

와의 연계요건에 따라 펌 의 개념을 정립한다. 그림 3.2.3-11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펌

의 유량, 수두, 운 환경을 유 부서로부터 입력받으면 펌 의 비속도에 따라 임펠

러를 설계한다. 캔드모터 (canned motor)의 기동 시 필요한 동력에 따라 모터의 크기

와 형상을 설계하고 원자로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한다. 특히 개념설계 

단계에서 펌 의 코스트다운 (coastdown) 유지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라이휠 

(flywheel)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 회 축이 압력용기 내부에 있기 때문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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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비  센서의 활용 방안과 펌 의 감시  

보호를 한 각종 센서에 한 개념을 정립하여야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유 부서와 조하여 원자로 냉각재펌 에 의해 강제 유동하는 

일차냉각수의 유로를 최 화하여야 한다. 개념설계단계에서 수행한 임펠러의 치수와 

캔드모터의 치수를 사용하여 압력용기의 크기를 결정하여 원자로냉각재펌 의 기본 

치수를 결정하고 원자로 계통과의 연계치수를 타부서에 알리기 한 연계도면을 작성

한다. 그리고 회 축계와 라이휠의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펌 의 코스트다운 유지시

간을 평가하여 필요 시 안 해석 입력으로 제공한다. 기본설계에서 요한 일 에 하

나는 설계시방서 작성이다. 일체형원자로 운  에 원자로 냉각재펌 에 작용하는 

모든 운 하 을 기술하여 상세설계 단계에서 응력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상세설계의 주요 업무는 응력해석을 통해 구조  건 성을 입증하고 성능시험을 통하

여 성능검증을 하는 것이다. 설계시방서에 기술된 하 을 사용하여 원자로 냉각재펌

의 구조건 성 평가를 한 응력해석을 수행하며, 응력해석을 통하여 수정 는 보

완된 치수를 반 하여 집합체도면을 작성한다. 원자로 냉각재펌 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집합체도면에 반 하여 냉각재재펌 를 제작하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NCR (non-conformance report) 사항은 다시 설계에 반 한다. 

(나) 설계문서

원자로 냉각재펌 의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문서는 설계요건서 (Design 

Requirements), 설계시방서 (Design Specifications), 계통설명서 (System 

Descriptions) 등 이 있으며, 설계 도면으로는 연계도면과 집합체 도면이 있다. 

설계요건서는 다른 설계문서보다 먼  작성하여 원자로 냉각재펌 를 설계함에 있어

서 반 인 기 을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요건서에 명시된 성능요건, 수명요건, 원자

로계통과의 연계요건에 근거하여 원자로 냉각재펌 의 개념설계와 형상설계를 할 있

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펌 의 기본형상과 크기가 결정되면 타설계 분야와 연계 사

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연계도면을 작성한다. 

설계시방서는 설계요건서에 명시된 여러 가지 보다 상세한 하 요건을 추가하여 원자

로냉각재펌  각 부품의 상세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각 부품의 상세설계는 

주어진 하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분석하여 상세치수를 검토 는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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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형상설계  상세설계 결과로 결정되는 치수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펌

의 집합체도면을 작성하며 이 집합체도면은 제작도면을 작성할 때 활용한다.

계통설명서는 원자로 냉각재펌 의 성능, 기능, 형상, 연계사항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

이다. 주요부품의 설계자 는 타 분야의 설계자는 계통설명서로부터 원자로 계통에

서 원자로냉각재펌 의 성능과 기능을 악할 수 있다.

(다) 설계자료 생산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는 장기간 고장 없이 고온 고압의 일차냉각수를 강제순환 시

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기기로서 원자로 냉각재펌  수명기간동안 유량과 수두

와 같은 성능을 유지하고 기계건 성을 유지해야한다. 원자로 냉각재펌 의 설계는 

그림 3.2.3-12와 같이 크게 유체설계분야, 구조설계분야, 회 축계 설계분야, 그리고 

기타 동기 설계분야, 센서설계분야로 나  수 있다. 

원자로 계통에서 요구되는 유량과 수두요건으로부터 임펠러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

다. 원자로 내부의 제한된 공간에 설치되는 임펠러는 가능한 작을수록 좋지만 유량과 

수두 성능요건을 종합하여 임펠러의 형식과 크기를 설계해야한다. 

회 축계는 베어링과 회 축으로 구성된다. 베어링은 수 (water) 윤활로 작동하는 유

체동역학 베어링으로서 회 축 지지할 수 있는 형상의 베어링으로 설계해야한다. 회

축은 동기의 로터 (rotor)와 임펠러의 회 축이 일체이다. 로터는 동기의 자기

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하며 회 축의 성모멘트 (moment of inertia)

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회 축과 베어링으로 구성된 회 축계의 

험속도가 펌 의 운 속도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회 축계를 설계해야한다. 

펌  구조물은 일차냉각수의 압력경계로서 KEPIC MNB (ASME NB) 설계기 에 따

라 기계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어야한다. 원자로 냉각재펌 는 

원자로 내부구조물과의 간섭 때문에 사이징 설계에 제한 이다. 펌  이싱 외경과 

랜지 외경은 원자로 구조물과 간섭이 심한 부품이므로 구조설계와 설치에 따른 간

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한다. 

캔드모터 (canned motor)는 로터와 고정자를 얇은 캔 (can)으로 하여 일차냉각수

가 로터나 고정자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 다. 캔의 두께를 고려한 자기  특

성을 설계하여야하며 과도상태운 으로 발생하는 열하 에 의한 피로를 고려하여 캔

을 설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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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재펌 를 설치하는 형상에 따른 펌 의 지지구조물에 한 내진 설계를 

수행해야한다. 안 정지지진 (SSE) 하 이 작용할 때 원자로 냉각재펌 는 사고 없이 

코스트다운 하여 원자로의 안 에 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물 구조물과 회 축계를 

설계하여야한다. 회 축의 회 속도를 측정하는 회 속도센서는 기 1E 등 센서로 

설계하고 검증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여야한다. 

(2) 일체형원자로 원자로냉각재펌  설계요건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설계업무는 캔드모터, 임펠러, 임펠러 이싱 (casing)을 포

함하는 모든 설계 업무를 말한다. 원 입력단자 연결부(connector)의 속단자, 펌 에 

부착된 각 계측기의 연결부(connector)의 속단자, 그리고 펌  기기냉각수(component 

cooling water: CCW)의 연결부에서 타설계 분야와 연계업무가 이루어진다. 

과기부 고시 2002-21호, 원자로 시설의 안 등 과 등 별 규격에 한 규정에 따라 원

자로냉각재펌 의 기기등 을 분류하며 력산업기술기 (KEPIC), 원자력기계 기술기

에 따라 설계하며 설계된 일체형원자로 원자로 냉각재펌 는 가동  검사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임펠러 이싱은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므로 원자로 내부 구조물과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펌 의 랜지는 원자로 용기의 랜지 체결부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랜지 체결부에서 수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펌 의 수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의한 압력손실, 임펠러 이싱 (casing)에 의한 압력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야 하며, 압력손실은 정압 (static pressure) 손실과 동압 (dynamic pressure) 손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원자로 정상운 동안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히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자로 내부의 수두 손실을 고려하여 원자로 냉각재펌 의 수두를 설계 

한다. 냉각재펌 는 원자로 용기의 측면 벽에 냉각재펌 를 수평으로 설치되며 증기발생

기 상단에 냉각재펌 가 치한다. 펌 의 회 성은 원 상실사고 시 한 

coastdown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펌 는 원자로 냉각

재계통의 정지냉각운 시 필요한 자연순환능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펌 의 회

에 의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원자로 냉각재펌 의 부품 에서 일차냉각재 압력경계인 경우에 안 등  1로 분류하

며, 안 등  1에 속하지 않으면서 안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의 내압부분  그 지지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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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상응하는 안  등 을 부여한다. 내진범주는 Reg. Guide 1.26에 따라 분류하며, 

원자로 냉각재계통 기기의 안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구조체, 지지체, 구속체는 내진

범주 I 으로 분류한다. KEPIC MN 기술기 에서 규정하는 설계하 을 용한다. 원자

로계통의 과도운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 조건에서도 RCP는 수명 기간 동안 운 되

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펌  동기의 회 축과 임펠러의 회 축이 동일하므로 수 방지를 한 

기계  실 장치가 필요 없는 캔드모터 펌 이다. 랜지에 설방지 가스킷을 설치

하여 원자로냉각재가 수 되는 것을 방지해야하며 필요 시 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가 있어야한다. 원자로의 기동을 하여 원자로냉각재를 충수할 때 펌  내부의 가스를 

배출할 수 있어야하며 펌  운  에 펌  내부로 가스가 포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

다. 회 축의 험속도는 펌  운 속도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펌  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하여 기동 에 반드시 냉각기에 기기냉각수가 우선 공

되어야 하며, 운  에는 기기냉각수의 출구온도를 지속 으로 감시해야 한다. 펌  

내부의 공간은 가능한 게 설계하여 최소의 냉각수만 해야 한다. 펌  해체 시 일차

냉각수가 완 히 배수 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정상운  에 권선의 허용온

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냉각기 유량과 온도를 설계해야 하며 냉각기의 냉각수가 공

되지 않더라도 일정시간 이상 동기는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펌  수명 설계수명은 30년 이며, 소모성 부품은 주기 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요 부품의 조립을 한 안내 표시가 있어야 한다. 냉각수와 하는 체결 부품의 손상

으로 편(debris)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해체  설치 시 취  장치가 펌 를 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회 속도 측정기는 손상되면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랜지 체결 시 스터드 볼

트  트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stud tensioner의 사용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KEPIC MO 시험요건에 명시된 변수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감시계통을 설계하여야 한다. 

작동시험에서 측정되는 변수는 KEPIC MO 시험요건에 명시된 성능한계를 과하지 않

도록 RCP를 설계한다. KEPIC MI 수압시험 요건에 따라 수압시험을 수행한다.

동기 입력 원은 3상 교류이며 입력 주 수는 60Hz±5% 이다. 권선입력단자는 외부

원을 동기로 공 하는 통로로서 수방지 설계가 되어져야 한다. 펌 의 회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물리 , 기 으로 독립된 4 채 의 안 등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펌 는 정상운  는 사고 시 고방사선  고습도 환경에서 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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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와 하는 펌 의 부품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서 KEPIC에 등재된 재질을 

사용한다. 회 자는 자기 특성과 내부식성  강도가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고정자

는 고온에서 자기 특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고정자 캔  회 자 캔의 재질은 

용 성, 열팽창계수, 기계 강도, 와 류(eddy current) 손실 등과 같이 여러 변수를 고려

하여 선택한다. 권선 피복재는 펌  수명기간동안 고온  내방사선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권선 피복재를 사용한다. 베어링 재질은 물을 윤활유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서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일체형원자로 원자로냉각재펌  설계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설계요건에 따라 설계된 SMART PPS 원자로냉각재펌 의 

개념설계 설계결과와 주요설계 변수에 하여 설명하 다. 향후 원자로 냉각재펌 의 상

세설계 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 다. 

(가) SMART PPS 원자로냉각재펌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를 설계할 때 주요 요건인 펌 의 유량  수두, 상온 기동, 

원자로 연계, 코스트다운, 재료 요건을 고려하여 SMART PPS 원자로냉각재펌 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그림 3.2.3-13은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개념형상으로서 

원자로 상단에서 보면 그림 3.2.3-14와 같이 8 의 원자로 냉각재펌 가 설치되어있

다. 그림 3.2.3-15는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에 장착된 축류형 캔드모터 형식의 원자로 

냉각재펌 이며 비 설계자료는 표 3.2.3-8에 수록되었다. 원자로 냉각재펌 의 성능

인 유량, 수두, 회 속도에 따라 펌 의 비속도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SMART PPS 

원자로 냉각재펌 는 축류형 펌 로 설계된 것이다. 다음은 SMART PPS의 설계이유

를 기술하 으며 표 3.2.3-8에 그 내용을 정리하 다.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크기는 매우 제한 이기 때문에 펌 의 상온 는 고온 

기동요건 용을 신 히 검토해야한다. 상온에서 기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력의 모

터를 설계하던지 인버터 등을 이용하여 속에서 기동할 수 있는 모터를 설계하여 상

온 기동 시에도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공간에 장착되는 펌 의 임펠러 크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

부구조물의 치수(dimension) 사이에 민감한 간섭을 일으키는 변수이다. 한 유로 형

상에 따라 원자로 내부 유동 항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임펠러 크기가 달라진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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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설계 에서 임펠러의 크기가 작으면 좋지만, 유량과 수두 성능에 따라 임펠러

의 크기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임펠러의 크기를 작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펌 의 회 속도에 따른 임펠러의 크기를 구한 후 환형 공간과의 간섭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회 축 집합체는 압력용기 내부에서 회 하기 때문에 회

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별도의 라이휠(flywheel)을 부착할 수 없다. 원상실 

사고 시 펌 의 작동이 순간 으로 정지하면서 발생하는 코스트다운 시간이 짧기 때

문에 펌 의 회 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일체형원자로 원자로냉각재펌  설계개선  추가설계 사항

일체형원자로 펌 는 코스트다운 시간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기하학 형상을 가지고 있

다. 이다. 회 축의 회 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coastdown 시간을 증가

시키는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열수력 항, 반응도 피드백 그리고 열 여유도

(thermal margin) 등을 개선하여 짧은 시간의 coastdown 특성만으로 원자로의 DNBR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압력용기 측면에 설치된 임펠러 흡입구  토출구의 유로 설계는 펌  수두에 큰 여향

을 주는 변수이다. 재 수두 손실 큰 구조로 설계된 토출구의 유로를 개선하여 원자

로 계통의 유체 항을 여야 한다. 유로의 변경을 하기 해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형상 변경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유  분야와 조하여 최 의 유로를 설계하여야 한

다. 

펌 의 모터를 냉각하기 하여 장착한 수냉식 냉각기와 연결되는 배  때문에 원자

로 주변이 복잡한 구조가 될 수 있다.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고온용 모터를 설계하거

나 냉각기 배 을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여 펌 나 원자로 계통의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되어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측면의 노즐과 체결되는 펌  랜지 사이에 실이 설치된다. 규제기

에서는 이 실은 일차냉각수의 설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이  실을 설치하고 실과 

실 사이의 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한다. 이  실에 한 규제 사항을 조사

하고 필요하면 이  실 설계를 구 하여야 한다.

재 펌 의 요한 부품에 한 상세설계  지진설계를 한 하 이 평가되지 않았

고 수평 설치된 펌 에 작용하는 단력과 모멘트에 한 향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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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펌 에 작용하는 하 을 평가하여 펌  구조설계  펌 지지 설계에 한 상세설

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펌 의 압력용기를 통하지 않고 회 축의 진동 측정 센서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재 회 축 진동을 감시할 수 없다. 회 축 진동감시를 한 별도의 설계를 수

행하여야 하며, 펌  임의 진동 감시를 한 설계도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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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수평길이

포함유무
상 수평길이

노즐

부착

azimuthal moving gear

coupling device and conduit tube
○

25(피치 포함한 열  직경) x 

20(열수)= 500mm

수평/회  drivers ○ 500mm x 2 = 1,000mm

shielding parts ○ 300mm x 2 = 600mm

bearings ×

수평 wheels /수평 이동 기어 ○ 200mm x 2 = 400mm

inspection probe push - puller 

+storage/winding/anti-torsion 

devices

○ 800mm x 3 = 2,400mm

ISI nozzle adapter ×

노즐

주변

ultrasonic DAS/visual systems ×

hydraulic/control systems ×

총 합계 4,900mm

총합계 x 1.5 7,350mm

표 3.2.3-1  구성요소별 수평길이 계산과정

구성요소 상 폭 길이

ultrasonic DAS/visual systems 1,600mm

hydraulic/control systems 1,000mm

총 합계 2,600mm

총합계 x 1.5 3,900mm≒4,000mm

표 3.2.3-2  증기발생기 가동 검사 장비의 수평길이 계산결과

구성요소 설계치수 확보율 상 작업 길이

펌 높이 3,000mm

1.5

4,500mm=4.5m

펌 직경
가로 1,300mm 1,950mm≒2m

세로 1,300mm 1,950mm≒2m

작업공간체 18m2

표 3.2.3-3  원자로 냉각재펌  보수를 한 작업공간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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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설계사항 설계이유

1
증기발생기는 열 을 나선형으로 감은 류

식 증기발생기로 한다.
좁은 공간에서 최 의 열면  확보

2
원자로 일차냉각수는 열 의 외부로 흐르고 

이차냉각수는 열 의 내부로 흐른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내부에 설치됨

3 열  설계압력은 15MPa로 한다.
증기발생기 운  열 에 부과되는 최  

압력차를 고려함

4 열  재료는 Inconel 690으로 한다.
내부식성, 열특성, 강도 등을 고려하여 재

료를 선정하 음

5
증기발생기 카세트 내통의 직경은 550mm로 

한다.

가동  검사를 한 최소 곡률반경을 고려

한 결과임

6
카세트 내통의 내부에는 다수의 분리 을 설

치한다.

일차냉각수의 직 인 우회유로를 제거하

고 분리 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충수  

배수를 가능하게 하고 국부 인 압력증감을 

방지함

7

증기헤더와 수헤더의 기본 인 형상은 동일

하며 각각에는 2개의 열  을 설치한

다.

개별 의 크기를 제작과 설치가 용이한 

크기로 제한한 설계임

8

각 헤더에 설치된 두개의 사각형 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361개의 열  설치구

가 있다.

열  집속을 용이하게 하고, 열  라우

지역의 열  곡률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가동  검사장비의 센서가 통과하기 쉽게 

하 음

9
이웃한 열(layer) 간의 열  winding 방향

은 상호 반 가 되도록 한다.

동일한 방향으로 감긴 열 은 동일한 

으로 집속된다.

10
열  유효 열지역 상하부에 열  지지보

를 설치한다.

카세트 내통과 열 의 량하 을 카세트 

외통으로 달함

11
카세트 외통의 하단이 FMHA 에 놓이도록 

한다.

증기발생기는 FMHA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

계하 음

12
카세트 외통의 하단부에 원통형 짧은 스커트

를 설치하고 FMHA에 끼워지도록 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통과한 일차냉각수의 

정상 인 유로를 형성함

13

카세트 외통의 상부와 하부에 증기헤더와 

수헤더의 설치를 한 사각형 통부를 두며 

상단부 일부를 경사지게 한다

증기헤더와 수헤더의 노즐부는 카세트 외

통을 통과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와 연결되며, 

카세트 외통의 경사 개부는 core support 

barrel과의 간섭을 배제하기 한 형상임

14

수헤더와 증기헤더는 원자로 압력용기 통

부 내부에 설치되는 스터드에 의해 착고정

된다.

카세트 외통을 통한 증기헤더와 수헤더

의 돌출부를 최소화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

의 수직방향 삽입설치  해체가 가능하도

록 하는 설계임

표 3.2.3-4  SMART PPS 증기발생기 설계사항과 설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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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추가설계 필요사항

1

내통 내부에 설치되는 분리 의 개수와 설치방법에 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

리 에 있는 구멍의 크기에 한 검토가 없었다. 이 구멍은 일차냉각수 우회유로의 원인

이 된다.

2

열  배열설계는 용 소 트웨어인 Helix-Design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Helix-Design을 돌리기 한 입력은 유체계통설계분야에서 제공하는 열 달면  요건과 

열  기  개수이다. 설계된 열  개수와 열면 은 기 요건에 비하여 다소 큰 값

으로 설계되었으나 열  strap 설치로 인한 열면  손실량이 평가되지 않았다. 한 

카세트 상/하부에 있는 열  라우 지역에서의 열 달이 고려되지 않았다.

3
모든 은 동일한 형상으로 설계되었으나 동일한 개수의 열 이 분배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4
가동 검사에 필요한 최내곽 열 의 최소 곡률반경에 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증기발생기 카세트에는 총 24 개의 열  layer가 있으며 각 layer 사이에는 열 의 반

경방향 피치와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한 strap이 설치된다. 그러나 열  strap의 

형상과 설치개수에 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열  라우 지역에서 열  배열형상과 열  지지방법에 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7

유효 열지역에서 모든 열 의 길이를 동일하게 설계한 계로 유효 열지역에서 각 

layer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를 보정하기 해 열 지지보를 comb 형상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8

카세트 외통을 일체형으로 제작할 경우 열  집합체 조립 후 외통에 삽입하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외통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제작해서 열  집합체 둘

에 착하여 각 조각을 합 조립하는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9

FMHA와의 연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카세트 외통의 아래쪽인 지지부의 형상이 명확

하지 않다. 한 원자로압력용기에 고정되는 수헤더와 증기헤더가 외통을 통하는 부

분에 한 충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직방향 열팽창으로 인한 상 변 를 수용

할 수 있는 방안과 일차냉각수 유회유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0

헤더의 제작성에 한 고찰이 이루이지지 않았으며 사각 과 헤더의 합방식에 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 두께에 한 건 성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일한 개수의 연결구를 갖는 원형 에 한 비평가결과 200mm정도면 가능할 것으

로 단되었다.

11
각 헤더는 원자로용기 벽면에 착 고정되도록 설계된다. 스터드를 이용한 고정방식이 고

려되고 있으나 헤더고정을 한 스터드와 실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
안 해석 입력자료 생산을 해 사용한 라우 지역의 열  길이는 가정된 값이다. 라우

지역에서 열  유체 비를 유효 열지역의 반이라 가정하고 자료를 생산하 다.

표 3.2.3-5  SMART PPS 증기발생기 추가설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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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안 등  코드등  내진등 기등   련 주요 기술기

Motor
Housing
Assembly

1 Class Ⅰ Ⅰ -
KEPIC MNB

(ASME Section Ⅲ, NB)

Upper
Pressure
Housing

1 Class Ⅰ Ⅰ -
KEPIC MNB

(ASME Section Ⅲ, NB)

Motor
Assembly

2 - Ⅰ - -

ESA 2 - I - -

Coil Stack
Assembly NNS - Non-Seismic - -

Shroud
Assembly

NNS - Ⅱ -
KEPIC MNF

(ASME Section Ⅲ, NF)

Cooling
Shroud

NNS - Non-Seismic - -

RSPT 3 - Ⅰ Class 1E
KEPIC END

(IEEE 323, 344)

표 3.2.3-6  CRDM 부품 등 분류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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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설계요건 (목표)
상용원자로 CRDM과의 

비교 (WEC 형식)

- Type
Latch Type 

Magnetic Jack 
←

- Design Pressure 17 MPa1) 172.3 bar

- Design Temp. 370℃
1)

343℃

- Operating Pressure 15 MPa1)

- Operating Temperature (later)

- Dimension, 

  (최 폭 x 높이) mm
275 ☓ 5800 이하

1)
←

- Step 10 mm
15.875 mm

(5/8 inch)

- Overall Stroke 3,750 mm
1)

3,734 mm (nominal)

- Payload Max. 2,000N
1)

1,602N

- Configuration Vertical ←

- Drop time

 4.0 sec(max)
1)

(0.5sec. delay time 

포함)

0.15sec. delay time

- Cooling 강제공냉식 ←

- 구동모터 설계온도 (later) 200℃

- 치지시기 형식 RSPT
DRPI (Digital Rod 

Position Indicator)

- 치지시 정 도 ± 20 mm

- 안 등  센서 ch.수 4 (RSPT)

- 비안 등 센서 ch. 수 2(한계스 치)

- 설계수명 60년 40년

표 3.2.3-7  CRDM 설계 목표/요건

       주 1) 원자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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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sign Value Remark

Design Pressure 17 MPa
Design condition

Design Temperature 360℃

Operating Pressure 15 MPa Operating 

conditionOperating Temperature 310℃

Working Media Water

Flow Rate at Operating 

Condition
550 kg/sec

Head at Operating Condition 50 m

Speed of Pump
3600 or 1800 rpm

(is up to supplier)

Water Temperature at Pump 

Start
60℃ Preliminary value

Design Life 30 years

Coastdown Duration
40% flow rate at 10 

sec later
Preliminary value

Material for Pressure Container Stainless Steel

Neutron Fluence × Preliminary value

Motor Type Canned Motor

Configuration Horizontal

Grid Power
3 Phase, 60 Hz

440 V
Preliminary value

Cooler for Motor

- cooler inlet temperature
60℃

Possible Operating Duration 

without Coolant Supply
30 minutes

Lubricator for Bearing Water

Anti-Rotational Device Required Preliminary value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of Shaft
Required

Motor Vibration Level 

(NEMA MG 1)

Vibration limit 

according to code

표 3.2.3-8  SMART PPS 원자로 냉각재펌  비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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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항목 설계 내용 설계이유 비고

임펠러/디퓨  설계 수평작동 축류펌 로 설계
사류펌 보다 회 속도가 높은 축류펌 로 설계한 

이유는 임펠러의 직경을 일 수 있기 때문임
검증시험 필요

회 축계 상세설계 시 수행
회 축계 설계 진행과 더불어 코스트다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동기
상온 기동 동기 용량 설정

동기 상세 설계 미수행

펌 의 상온 고속 기동 펌  설계를 해서 상온 기동 

동기로 설계하 음

코스트다운
SMP65 펌 의 코스트다운 

시간으로 가정

펌  정지 시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는 유량을 제공해야 

함
검증시험 필요

펌  sizing
냉각기 sizing 설계

랜지 sizing 설계

동기의 권선 허용 온도를 넘지 않도록 냉각 함

원자로 구조물과의 간섭 배제  stud tensioner 사용

펌 감시계통 설계 상세설계 시 수행
회 축 진동 감시 필요

펌  진동  온도 센서를 통한 펌  보호 필요

하 설계 상세설계 시 수행

요 부품의 상세설계를 한 하 이 필요

펌 지지 설계를 한 하  입력

지진설계를 한 하 입력

재질설계

압력경계 부품, 임펠러: 

STS321

로터: STS430

압력경계부품: 내부식성  고온 강도

로터: 내부식성  자기 특성

회 속도측정기 설계 상세설계 시 수행 안 등 의 센서로서 독립된 4개의 센서가 필요 환경시험 필요

이 실 (double seal) 설계 상세설계 시 수행 일차냉각재의 설방지 규제요건 검토

표 3.2.3-9  SMART PPS 원자로 냉각재펌  설계사항과 설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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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설계 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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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설계시방서 수록사항과 설계보고서 활용 

그림 3.2.3-3  증기발생기 구조해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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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증기발생기 진동해석 차와 열해석 차

그림 3.2.3-5  증기발생기 열 설계 차와 성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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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증기발생기 카세트



- 279 -

그림 3.2.3-7  열  내경과 두께에 따른 최  허용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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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유로/냉각관련 

연계입력/설계

그림 3.2.3-8  CRDM 설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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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자기장해석 유한요소모델

그림 3.2.3-10  인양코일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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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일체형원자로 원자로냉각재펌  설계 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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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2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설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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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3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개념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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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View

(b) Side View

그림 3.2.3-14  일체형원자로에 설치된 원자로 냉각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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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안 통신망 채 간 독립성 분석

가. 연구목

원 은 안 성 확보가 가장 요한 심사이므로 다양성  다 성을 채택한 보호개념으

로 설계가 되고 있다. 이를 하여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은 원 에서 이상상태가 발

생할 때 원 의 상태를 감시하는 각각의 변수에 하여 기 /물리 으로 격리된 4개의 

측정 채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값을 이용하여 트립신호를 발생시키기 하여 

안 계통은 4 채 로 구성된다. 4 채 의 보호계통은 하나의 기기가 안 기능 수행능력

을 상실하는 단일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계통이나 기기에 한 최소 다 성을 확보하여 

발 소의 이용율을 확보하기 함이다. 즉, 단일고장 는 하나의 안  채 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잘못된 트립 계산(트립이 아닌 상황에서 트립으로 결과를 내는 상황)으로 인하

여 잘못된 발 소 트립을 방지하기 하여 사용되기도 하며, 채  우회 인터락은 한 순

간에 단지 하나의 채 만이 우회 상황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장하기도 한다. 

채 간 통신에 있어서 요한 것은 한 채 의 고장이 다른 채 의 안  기능에 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채 간 독립성을 하여 물리  독립성, 기  독

립성, 통신 독립성 측면을 모두 만족해야함을 요구하면서, IEEE Std. 603[3.2.4-1], IEEE 

Std. 7-4.3.2[3.2.4-2]를 통하여 기술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U.S.NRC는 IEEE 

7-4.3.2, 2003의 내용을 Reg. Guide 1.1.52, Rev.2[3.2.4-3]에서 승인하면서 부록 E 

"Communication independence"는 충분한 통신독립성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 다. 

한 NUREG 0800 "Standard Review Plan"[3.2.4-4]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언 하고 있

다. 이러한 활동은 2007년 9월28일 ISG(Interim Staff Guidance) Task Working Group 

#4 "Highly-Integrated Control Rooms- Communications Issues(HICRc)"[3.2.4-5]를 통하

여 U.S.NRC의 입장을 표명하 다.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KINS는 일체형원자로 (연구로) 건설․운  허가 신청 과정 에

서 계측제어계통의 안 통신망의 설계와 련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 다. 기존 일체형

원자로 (연구로) 안 통신망은 여러 계통을 하나의 Sub-network Switch(SS)를 통해 채

을 구분(A, B, C, D)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한 채 의 SS에 다른 채 의 SS로부터

의 송 신호가 연계되고 있다. KINS 질의  검토 의견은 하나의 장비(SS)를 통하여 

동시논리의 2/4논리에 필요한 신호, 핵증기공 계통 공학 안 설비 작동신호 생성모듈

의 선택  2/4작동논리를 한 신호  트립 채  우회를 한 인터락 신호 등 다수의 

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하므로 안  기능에 큰 향을  수 있는 단일 고장원(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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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of failure)  공통원인고장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과 한 캐비닛에서 각 채

의 SS  SIS(Sub-network Integration Switch)가 장착되므로 기  독립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는 에서 독립성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규제요건  기술기 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채 간 독립성을 만족하기 하여 기  격리, 물리  분리, 통신 

독립성  정리한 평가기 에 따라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의 부합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정리하고, 통신 독립성을 해하는 해 요소에 한 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 이다.

나. 연구범

(1) 채 간 통신 련 동향  해요소 분석

(2)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 설계상황 검토

(3) 채 간 교환되는 데이터  송경로 분석

(4) 채 간 독립성 평가기  도출  부합성 평가

(5) 채 간 통신구조의 개선사항 도출

(6) 채 간 통신 독립성 해요소 응방안 도출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채 간 통신 련 동향  해요소 분석

안 계통의 다 화된 채 간에 독립성에 련된 규제요건, 기술기   산업체 등의 최

근의 동향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3.2.4.-1과 같다. 

먼  안 계통의 다 화된 채 간에 독립성을 만족하기 한 규제 요건으로서 IEEE Std. 

603-1998,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3.2.4-1]은 "5.6. Independence" 섹션을 통하여 안  계통의 다 화된 시스템간

의 독립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 에서는 설계기 사고(DBE : Design basis 

Event)가 발생하는 동안  설계기 사고 후에도 다 화된 채 간에 독립성  물리  

격리를 통하여 다 화된 채 간의 안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한 IEEE Std. 384, "IEEE Standar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1E 

Equipment and Circuits"[3.2.4-8]에서는 7.2  "Instrumentation and control Circuits"를 



- 288 -

통하여 I&C 회로의 기  격리는 Class 1E와 non-Class 1E 회로, associated circuits 

 non-Class 1E 회로 는, 다 화된 디비 의 Class 1E 논리 회로의 상호연결에 용

된 Class 1E 격리 장치를 통하여 성취된다고 기술하 다. 

IEEE Std. 603-1998  IEEE Std. 384-1992가 디지털 시스템이 요건이 아닌 아날로그 

시스템에 한 요건인 반면, IEEE Std. 7-4.3.2-2003,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3.2.4-2]는 디지털 시스템의 요

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 E에서는 통신 독립성을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IEEE 

Std. 7-4.3.2는 IEEE Std. 603과는 다르게 기  격리와 통신의 격리 확립을 통하여 안

 계통의 독립성이 이루어진다고 제시한다. IEEE Std. 7-4.3.2는 안  채 과 안  채

사이의 안  계통의 통신 사이에 로드캐스트(broadcast) 통신 방식에서 단방향 송 방

식을 기술하고 있다. 단방향 송은 소 트웨어 격리 (a point of software isolation)을 

제공하며, 안 계통간의 물리  링크는 기  격리 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기  격리

는 이블이나  격리기 등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고 통신의 격리는 로드캐스트 방

식을 통하여 제공된다. 버퍼링 회로를 사용하 을 경우, 안  채 사이에 안  계통의 통

신이 양방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버퍼링 회로는 채 간 데이터 교환시에 통신링

크와 안  기능 사이에 안  기능의 건 성을 보장하는 속 을 제공한다. 버퍼링 회로

는 안 기능을 수행하는 로세서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로세서, 메모리 카드 

등이 될 수 있다. 버퍼링 회로 사이의 물리  링크는 기  격리 을 제공한다. 안 기

능과 버퍼링 회로 사이의 로드캐스트 통신링크는 안 계통의 의해 송되는 데이터의 

경로 역할을 수행하며, 안  기능 로세서가 다른 채 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한다. 

최근 U.S.NRC는 RG. 1.152 Rev. 2-2006, "Criteria for Use of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3.2.4-3]은 IEEE Std. 7-4.3.2-2003을 승인하 지만 

통신 독립성에 한 내용의 부록 E는 승인하지 않았다. RG. 1.152에서 담고 있는 

U.S.NRC의 입장은 IEEE Std. 7-4.3.2-2003의 Annex E 가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인 지침은 NUREG 0800[3.2.4-4]의 Appendix 7.0-A, "Review Process f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와 Appendix 7.1.C, "Guidance for 

Evaluation of Conformance to IEEE Std 603"  Section 7.9, "Data Communication 

Systems"에서 제공한다고 하 다. 

 NUREG-0800(SRP)에서는 IEEE 7-4.3.2-2003의 Annex E가 통신 독립성을 제공하기 

한 허용 가능한 방법들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평가결과 NUREG- 0800은 IEEE 

7-4.3.2-2003의 Annex E 이상의 어떤 지침도 인정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U.S.NRC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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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술기  문서간의 불일치에 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 다. 

따라서 최근의 인허가 상황에서는 다  안  채 간의 통신 는 안  등 과 비안  등

 간의 통신에서는 채 간 독립성과 련하여 반드시 모든 가능한 고장 모드에 한 상

세한 분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06년 12.11일 NEI(Nuclear Energy Institute)는 "Communication 

Between Redundant Safety Divisions and Between Safety and Non-Safety 

Systems"[3.2.4-6]의 white paper를 통하여 다 화된 안  채 간에 통신 요건을 제시하

다. NEI는 이 안을 통하여 IEEE Std. 7-4.3.2의 부록 E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 으며, 

U.S.NRC에게 NUREG 0800(SRP)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입력을 제시하 다. NEI는 

IEEE 7-4.3.2의 부록 E에서 제시한 버퍼링 회로의 허용성을 단하는 충분한 기 이 생

략되었다고 기술하고, 여러 가지 버퍼링 회로 요건을 따를 것을 제안하고, IEEE Std. 

7-4.3.2-2003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함을 추천하고 있다. 한 NEI는 다 화된 안  채

간에 고품질의 통신을 보장하기 한 추가 인 설계 practice가 확인되어야 함을 주장하

며 IEEE Std. 7-4.3.2-2003에 반 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Invensys는 NEI의 draft에 하여 검토  응답 문서인 "Review and response to NEI 

submitted draft on Communications"[3.2.4-9]를 통하여 NEI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

을 표명하 고, 잠재 인 해요소  이에 한 처 방안에 해서 기술하 다. 먼  

잠재 인 해요소로는 발생 가능한 고장을 로서, corruption, unintended repetition, 

incorrect sequence, loss, Unacceptable delay, Insertion, Masquerade로 들고 있으며, 이

러한 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채 간 독립성에 한 U.S.NRC와 NEI,  Invensys ( 재는 IPS : Invensys Process 

Systems)의 일련의 토론, 회의  여러 활동의 경험을 토 로 U.S.NRC는 NUREG 

0800(SRP)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슈 사항을 다루고 명확히 하기 한 ISG(Interim staff 

guidance)문서를 발간하 다. U.S.NRC staff는 여러 ISG 문서 에서 "Highly-Integrated 

Control Rooms—-Communications Issues" 문서를 통하여 채 간 통신 지침을 제시하

다.

(2)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 설계상황 검토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계통은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에 포함되는 모

든 안 계통 간의 안 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환 기능을 수행하며, 비안 계통으로 

데이터를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은 Fully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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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System을 채용하고, 4채   이 화로 구성되며 결정론  특성을 지원

하기 하여 통신참여 노드의 공평한 송권한 부여를 통하여 통신링크의 충돌 제거하도

록 설계되었다.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의 구조도는 그림 3.2.4-2와 같다. 안 통신망은 기본 으로 단

일 통신망을 사용하며, 이러한 단일 통신망이 이 화로 구성하여 하나의 통신망의 고장 

는 오류로 체 통신계통에 향이 없도록 설계하 다. 한 채 의 통신에 참여하는 모

든 노드(데이터를 송신  수신하는 모든 노드)는 단일 통신망에 연결되며, 채  내의 통

신, 채  간의 통신  비안 통신망으로의 계 송은 SS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4개의 

SS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 메쉬(mesh) 망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SS는 비안 통신망으

로 계 송하기 해 SIS에 데이터를 송한다. SIS는 비안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송하게 되며, 안 과 비안 의 경계 기기로서 안 과 비안 의 격리 기능을 가진다. 데

이터 송방식은 간단하고 명료한 시분할 방식, 즉 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 

방식을 사용하며 통신 노드 간 임 도착은 결정론 (deterministic)으로 이루어진다.

통신 데이터의 오류 탐지  무결성을 한 32비트의 CRC- 기능으로 신뢰성 향상을 꾀

하 으며, 오류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자동 복구를 한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규

제요건  상태기반 송(state-based transmission)요건을 따르고 있다. PPS, 

SCOPS(Smart COre Protection System), ESFAS 등 주요 안 계통의 요구 응답시간을 

만족하도록 설계하 으며, EMI  RFI에 우수한 이블 송매체 사용으로 신뢰성 향

상을 꾀하 다. 그리고 로토콜의 불필요한 기능을 배제하기 하여 데이터 흐름 제어 

 재 송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채 간 교환되는 데이터  송경로 분석

재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 간 통신이 이루어지는 데

이터 교환은 1) BSM(Bi-Stable Module)  CCM(Coincidence Module) 간의 채 간 통

신, 2) EIM(ESFAS Initiation Module)과 SGCS의 NASGM(NSSS ESFAS Actuation 

Signal Generation Module)간의 채 간 통신, 3) 트립 채  우회  운 우회 상태 채

간 통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는 이러한 채 간 통신에 해서 간략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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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BSM  CCM 간의 채 간 통신

동시논리 로세서의 기능은 2 개 이상의 바이스테이블이 트립 상태에 있을 때 동시

논리 트립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다. 이를 해서 각 동시논리 로세서는 변수별로 동

일한 채 에 속해 있는 바이스테이블로부터 1 개, 나머지 3 개의 채 에 있는 바이스

테이블 각각으로부터 1 개씩 총 4개의 바이스테이블 트립신호를 받는다. 한 동시논

리 로세서는 각각의 바이스테이블과 련된 트립채  우회상태신호를 제공 받는다. 

동시논리 로세서는 동시논리트립 상태를 결정할 때 트립우회의 입력상태를 고려한

다. 

  (나) EIM과 NASGM 간의 채 간 통신

랜트보호계통 캐비넷에 있는 동시논리모듈의 동시논리는 완 한 2/4 동시성을 제공

한다. 각 동시논리모듈의 트립신호는 공학 안 설비 개시모듈(EIM)의 개시논리를 작

동시킨다. 공학 안 설비 개시모듈의 출력들은 주어진 기능을 해 논리 으로 조합

된 안 등 제어계통 캐비넷에 있는 핵증기공 계통 공학 안 설비 작동신호 생성모

듈(NASGM)의 선택  2/4작동논리로 보내진다. 선택  2/4작동논리를 만족하는 개시

신호에 의한 출력은 핵증기공 계통 공학 안 설비 기기제어모듈을 통하여 작동시켜

야 하는 밸 나 펌 의 기기제어카드에 작동신호를 제공한다.

  (다) 트립 채  우회  운 우회 상태 채 간 통신

- 랜트보호계통 트립채  우회

보수  시험을 하여 1개의 트립채  작동을 제거시키기 하여 트립채  우회가 

제공된다. 따라서 동시논리는 우회로 인하여 2/3 트립논리로 변경되고 4개의 채   

우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4 트립논리를 그 로 유지한다. 이 우회는 수동으로 

개시되고 수동으로 제거된다. 트립채  우회를 수행하는 논리는 각 형태의 트립에 

해 용되고 한 개의 트립에 하여 한 번에 한 채 씩 우회시키는 연동장치를 포함한

다. 연동장치는 운 원이 한 개의 트립변수에 하여 한 번에 한 채 이상 우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다른 형태의 트립 변수들은 한 채  는 다른 채 들 간

에서 동시에 우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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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등 제어계통 트립 채  우회 

공학 안 설비작동계통에 해당 채 의 트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트립채  우회기능이 

있다. 동시논리 트립채  우회는 채 의 보수  시험을 해 제공되는 면에서 원자로

보호계통의 트립채  우회와 동일하다. 트립채  우회는 수동으로 개시되고 수동으로 

제거된다. 트립채  우회를 수행하는 논리는 각 형태의 트립에 해 용되고 한 개의 

트립에 하여 한번에 한 채 씩 우회시키는 연동장치를 포함한다. 트립 채  우회를 

사용하는 신호는 핵증기공 계통 공학 안 설비의 원자로건물격리작동신호, 재순환 

작동신호, 피동잔열제거 작동신호 등이 있다.

- 안 등 제어계통 운 우회

가압기 압력, 주증기 압력, 수 유량 우회는 보호동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호동작

을 발생시키지 않기 하여 제공된다. 우회는 사 에 정의된 우회설정치보다 낮으면 

수동으로 우회를 개시할 수 있고 우회설정치보다 높아지면 자동으로 우회가 제거된

다. 운 우회를 한 수동요구는 랜트보호계통의 보수시험반과 주제어실의 안 등

 소 트제어기에서 가능하다. 가압기 압력 우회의 경우 원격정지실의 안 등  소

트제어기에서도 가능하다.

와 같은 채 간 통신은 SS(Sub-network Switch)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SS는 의 

3가지 채 간 통신 뿐만 아니라 채  내의 통신 리  비안  통신망으로 송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림 3.2.4-3은 Sub-network Switch 기능을 보여주는 간략화한 논

리  구성도이다.

그림 3.2.4-3에서 보여지는 SS의 기능 구조도에서와 같이 SS는 내부 통신을 한 처

리, 채 간 통신을 한 처리, SIS를 경유한 비안 통신망으로의 모든 신호 송을 

한 처리는 모두 SS 내부의 CPU  내부 버스 상에서 이루어진다. 

(4) 채 간 독립성 평가기  도출  부합성 평가

규제요건, 허용기   지침등에서 도출된 11가지의 채 간 독립성 련 평가기 에 근

거하여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의 채 간 독립성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표 3.2.4-1은 평

가항목에 해서 재의 설계상황  만족성을 평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S는 물리 으로 분리된 버퍼회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로

세서에 의한 경로배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자기채 , 다른 채   비안 통신망(SIS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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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송되어지는데, 이때 채 간 독립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한 채 의 

SS에서 여러 채 의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은 발 소 안 에 많은 향을  수 있는 단

일 고장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표 3.2.4-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SS를 이용한 채 간 통신은 point-to- point 방식

의 채 간 통신에 비해서 신호의 복잡도  기능의 복잡도가 높은 계로 신뢰성  정

당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SS의 기능에서 만족성 평가에 따라 

U.S.NRC의 DI&C-ISG-04의 지침을 용하여 채 간 통신을 하는 부분은 

point-to-point 방식으로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SS의 기능 에서 안  기능을 한 통

신, 2/4 voting논리를 한 채 간 통신, 비안 통신망으로 송을 한 통신 등 통신 데

이터 특성  기능에 따라 통신망을 구분하도록 하고 SS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

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5) 채 간 통신구조의 개선사항 도출

의 평가와 같이 기존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은 안 기능을 한 통신, 채 간 통신 

 시험을 한 트립채  우회 신호의 채 간 통신 등을 해서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져

야한다. 특히 2/4 voting 논리를 한 통신망은 point-to-point 방식을 사용하여야 함을 

지침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일체형 원자로 안 통신망을 1) 안  기능을 수행하

는 통신망 부분, 2) PPS 계통의 2/4 voting 논리를 한 채 간 통신망 부분, 3) PPS 계

통의 공학 안 설비 개시모듈(EIM)과 안 등 제어계통의 핵증기공 계통 공학 안

설비 작동신호 생성모듈(NASGM)의 선택  2/4작동논리를 한 채 간 통신망 부분, 4) 

트립 채  우회  운 우회 상태 채 간 통신, 비안 통신망으로 데이터 송  시험 

수행 시에 사용될 IP(interface Processor) 연계망으로 각각 구분하 다. 

각각의 통신망은 1) 안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망 부분은 기존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

과 동일한 구성이며 2) PPS 계통의 2/4 voting 논리를 수행하기 한 BSM  CCM 간

의 채 간 통신과 3) EIM과 SGCS의 NASGM 간의 채 간 통신은 DI&C-ISG-04 문서

의 20가지 지침  14번째 지침을 반 하여 point-to-point 방식으로 연결하 다. 이외에 

트립 채  우회  운 우회 상태 채 간 통신은 IP간의 point-to-point 방식의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IP는 한 채  내의 모든 노드와 연결되도록 구성하 고, 

비안 통신망으로 보내지는 모든 신호는 IP를 경유하여 계 송되도록 변경하 다. 변

경된 통신망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 3.2.4-4는 변경된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의 

구조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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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기능 통신망(SGDN, Safety Grade Data Network)

안  기능 통신망은 기존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의 단일 통신망을 그 로 사용하게 

된다. SGDN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는 SGDN 용의 통신카드가 존재한다. 추후 

SGDN망은 계통 구성에 따라 추가 인 하부망 구성이 가능하다. 

(나) BSM  CCM 간의 채 간 통신(PPCL, Point-to-Point Channel Link)

랜트보호계통(PPS)의 BSM과 CCM 간의 채 간 통신, 즉 2/4 voting 논리를 한 

채 간 통신 구성은 DI&C-ISG-04의 지침을 용하여 point-to-point 방식으로 연결

한다.

(다) EIM  NASGM 간의 채 간 통신(PPCL, Point-to-Point Channel Link)

공학 안 설비 개시모듈(EIM)의 출력은 안 등 제어계통 캐비넷에 있는 핵증기공

계통 공학 안 설비 작동신호 생성모듈(NASGM)의 선택  2/4작동논리를 하여 

채 간 통신이 필요하며, 이를 한 통신 구성은 DI&C-ISG-04의 지침을 용하여 

point-to-point 방식으로 연결한다.

(라) 트립 채  우회  운 우회상태 채 간 통신(IDN, IP Data Network)

랜트보호계통과 안 등 제어계통의 보수  시험을 한 트랩채  우회 신호 제공

을 하여 채 간 통신이 필요하다. IP 모듈은 이러한 보수  시험을 한 신호를 

송하는 계역할을 하도록 각 채 마다 한 개씩 존재한다. 그리고 각 IP(Interface 

Processor) 모듈은 서로간에 point-to-point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IDN 망에는 안  

기능 통신망의 모든 통신 참여노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IDN 용의 통신 로세서  

카드가 존재한다. IDN망은 비안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계 송하는 역할도 수행한

다.

이와 같이 각각 구분된 통신망을 해서 특정 모듈, 를 들어 랜트보호계통(PPS)

의 CCM 모듈은 자기 채 의 SGDN 망과 연결된 NIC카드 1개, 다른 채 과의 통신을 

한 PPCL망과 연결된 NIC 카드 3개, IDN 망과 연결된 NIC 카드 1개 등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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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랜트보호계통(PPS)과 2/4 voting 논리를 수행하는 모듈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모듈들은 SGDN망과 이 화를 하여 NIC 카드 2개, IDN망과 이 화를 하여 NIC 

카드 2개가 장착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카드는 안 기능 로세서와 기능 으로 분

리되어 있으며, NIC 카드 간에도 서로 간에 기능 으로 분리되어 있고, 안 기능 로

세서에 어떠한 인터럽트를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NIC카드는 각각의 

연결된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버퍼에 쌓아두고 안 기능 로세서에서 수신

한 데이터를 가져가기를 기다린다. 안 기능 로세서는 송신을 해서 처리한 데이

터를 NIC카드의 버퍼에 송하면 NIC 카드는 송신포트를 통하여 송하는 구조를 가

진다. 한 NIC카드는 통신을 사용하는 각 안 계통에 슬롯으로 삽입되며, 이때 해당 

안 계통의 분리된 원 사용 요건에 따라 분리된 원을 사용한다. 한 채 내의 모

든 통신에서 이블을 사용하며, 이블을 제외한 신호 송을 한 어떠한 매체

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채  간에 신호 송  원 공유를 해서는 

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며, 동 이블(Copper cable)  선 (Wall Conduit)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  내의 통신  채 간의 통신에 있어서 기 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 기존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에 사용되는 캐비닛은 기기기실에 1개가 존재

하는 걸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설계상황으로 통신을 사용하는 각 계통에 슬롯으로 삽

입되는 NIC(Network Interface Card)를 제외한 통신 장비(SS  SIS)는 하나의 캐비

닛에 장착되는 것으로 하 다. 물론 이 캐비닛에는 4채 의 모든 통신장비  통신망 

이 화에 따른 통신장비가 장착된다. 즉 A, B, C, D 채 에 각각 한 의 SS와 각 채

의 신호를 비안  계통으로 송하기 한 SIS가 있다. 4 의 SS  1 의 SIS가 

통신망 이 화에 의하여 8 의 SS  2 의 SIS가 존재하며, 이 장비들이 한 의 캐

비닛에 설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비들이 이격거리를 두고 물리 으로 분리  보호 

장벽을 반 한 설계가 반 된다고 해도 한 캐비닛에 다채 의 장비를 장착하는 것은 

독립성이 상실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물리  분리에 한 불만족 사항

은 통신망을 구분하여 설계 변경됨에 따라 SS의 기능을 IDN 망의 IP가 신하게 됨

으로서 SIS에 경우만을 고려하면 된다. SIS는 이 화된 안 통신망에 따라 2개가 존

재하게 되는데, 물리  분리  공간  분리까지 고려하여 기기기실 1과 2에 각각 

한 개씩 배치되며, 장착되는 캐비닛은 추후 검토를 통하여 결정된다. 아울러 IP의 배

치 장소  장착 캐비닛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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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 간 통신 독립성 해요소 응방안 도출

와 같이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신호의 건 성을 통한 통신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

는다면, 다른 채 의 통신 노드 는 자기 채 의 다른 통신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받는 통신 노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채 의 통신노드 는 자기 채 의 통신

노드로부터 정상 인 데이터가 송되는 과정에 해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한 응방안이 필요하다. 아래는 각 해요소에 한 응방안을 간략 정리한 것

이다.

- Corruption : CRC-32 에러검출 코드 외에 기기내부, 송매체, 외부의 간섭 등으로 데

이터가 계속해서 corruption 상태일 경우, 이에 따른 처리 방안 설계 ( 를 들면, 3번 이

상 계속해서 CRC-32 코드가 에러를 검출할 경우, 해당 링크/기기를 에러상태임을 표

시하고 다른 체 수단(을 통하여 기능 수행)

- Unintended repetition : time stamp 기능에 따라 수신 임의 시간 순서를 확인하고 

동일할 경우 해당 임은 폐기하도록 함.

- Incorrect Sequence : 부정확한 시 스, 는 순서가 뒤바  시 스의 경우를 단하도

록 설계하며, 단 후에는 에러 상태 표시하고 이 화된 다른 통신망의 데이터 사용(복

잡성 배제하기 하여)

- Loss : 안 통신망에 참여하는 계통은 25ms 주기로 임 수신, 안 기능 수행, 

임 송신의 순서로 스 쥴되어 동작함. 임 수신되지 않거나 는 CRC32 에러검출 

코드에 의하여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당 주기의 임 송신은 null data를 송신하거나 

는 이  주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안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안

 계통 설계자 검토 필요). 임의 상실 여부를 단하기 하여 sequence number 

구 이 완벽히 구 되어야 하고, 임 상실이 계속 될 경우(3번 이상) 이에 한 

처 방안( 를 들어, 임 송신시 2번 반복 송신)이 강구되어야 한다.

- Unacceptable delay : time stamp를 이용하여 허용가능한 지연시간(사 에 결정된 값)

을 넘어서 수신되는 경우, 수신오류 카운터를 1 증가하고, 이 화된 통신망에서 수신된 

데이터 사용. 송신 임에 다른 통신망이 에러가 있음을 표시. 

- Insertion : 침입 등에 의하여 불필요한 임이 삽입될 경우 시 스 넘버를 사용하여 

단하고 해당 임을 사용하지 않음.

- Masquerade : 데이터 송시 CRC 32 계산값을 삽입하여 송된다. 만약 CRC 32 계산 

에 데이터가 유효한 속성이 아니었다가 송 에 유효한 속성으로 변경되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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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RC32 값은 유효한 속성 값으로 변경될 확률이 극히 다.(32 비트의 CRC 이용하

여 CRC 32 값 계산) 따라서 송  고장이나 간섭에 의해서 유효한 데이터로 처리되지 

않음.

- Addressing : MAC 주소를 사용하여 목 지 주소 표기  NIC 수신부의 펌웨어에 의

하여 자기주소의 데이터만 수신하도록 설계됨. 

이러한 통신독립성을 한 해요소 응 방안은 통신 로토콜 소 트웨어  펌웨어 

설계하고 개발할 때 고려되어 구 되어야 한다.

 라. 후속사항

(1) 채 간 통신 련 동향  해요소 분석 : 본 연구에서 일부 완료

원 환경에서 최근 통신에 련된 지침 는 이슈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한 꾸 한 

동향 악  반 하기 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함.

(2)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 설계상황 검토 : 본 연구에서 완료

(3) 채 간 교환되는 데이터  송경로 분석 : 본 연구에서 완료

(4) 채 간 독립성 평가기  도출  부합성 평가 : 본 연구에서 완료

(5) 채 간 통신구조의 개선사항 도출 : 본 연구에서 완료

(6) 채 간 통신 독립성 해요소 응방안 도출 : 본 연구에서 일부 완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응방안은 실제 하드웨어  소 트웨어 구   시험을 통하여 

성을 분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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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설계 상황 만족성 평가

1. 안 채 간의 통신시에는 

point-to-point 통신방식을 사

용하는가? 만약 point-to- 

point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신뢰성과 정당화

가 증명되어야 한다.

재 2/4(2-out-of-4) voting 논리를 한 

채 간 통신은 2개의 SS를 거쳐서 수행

함으로써 point-to-point 통신방식이 아니

다. 그리고 SS 를 이용한 구조는 SS 자

체의 복잡도(기능  신호의 복잡도)로 

인하여 동일한 신뢰성이나 정당화를 증명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불만족

2. 통신망의 구조도는 확정되었

는가? 

기존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은 단일 통

신망  SS를 이용한 구조도가 존재하나 

상세설계가 진행되지 않았음.

일부 불만족

3. 안  채  간에는 broadcast 

통신방식  단방향 송으로 

이루어지는가?

채 간 통신을 해서 SS를 사용하며, 

SS의 TX port에서는 단방향으로 데이터

를 송하도록 설계되었음

만족

4. 안  채 간의 통신시에 다른 

채 의 동작에 해로운 향을 

 수 없도록 한 통신 격

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 채 의 고장이 다른 채 에 향을  

수 없도록 버퍼회로를 채용하고, CRC 등

을 통하여 데이터의 건 성을 검사하여 

사용하도록 함. 그러나 해요소에 한 

추가 인 설계가 필요함.

일부 불만족

5. 안  채 간의 물리  연결에

서 기  격리를 하여 

학 인 기기(optical device)를 

사용하는가?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은 모든 송매

체가 이블을 사용함
만족

6. 안  채 간에는 원이 공유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

통신카드가 장착되는 각 안 계통은 채

간에 원이 공유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있

음. 그러나 4채 의SS  SIS등이 장착

되는 캐비닛은 이 화된 원만으로는 만

족할 수 없는 설계임. 

일부 불만족

7. 안  채 간에는 물리  분리

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는가?

단일망으로 이루어지는 통신망은 물리

으로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으나, SS  

SIS는 기기기실 1에 존재하는 하나의 

캐비닛에 존재함으로써 물리  분리가 고

려되지 않았음

불만족

표 3.2.4-1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 채 간 독립성 만족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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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망은 복잡한 구조를 배제

하고 단순하게 설계되었는가?

단일 통신망  SS를 이용하여 복잡한 

구조를 배제하 으나, SS에서 모든 데이

터가 집 됨으로서 SS 구조의 복잡도 증

가  데이터 분석 복잡도가 증가함

불만족

9. 통신망은 핸드쉐이킹  외부

의 인터럽트가 없도록 설계되

었는가?

통신계통은 핸드쉐이킹을 사용하지 않도

록 설계되며, 안 기능 로세서와 통신

로세서의 분리하고 통신 로세서는 데

이터 수신기능만 구 하여 인터럽트는 발

생되지 않음.

만족

10. 안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로세서와 통신 로세서

는 기능 으로 분리되었는

가?

안 기능 로세서와 통신 로세서는 별

도의 보드 형태로 분리되도록 설계되었

음.

만족

11. 통신망은 에러 검출 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건 성

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었는

가?

CRC-32 방식의 에러검출 코드를 사용함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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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채 간 독립성 련 동향

그림 3.2.4-2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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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Sub-network Switch 기능 구조도

그림 3.2.4-4  채 간 독립성 고려한 일체형원자로 안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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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

가. 연구목

IEEE Std 603 [3.2.5-1] 표 에 의거 설계되어야 하는 안 등  계측제어계통은 그 계통

이 달성하여야 하는 정성  는 정량  신뢰도 목표를 산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분석  확인하여야 한다. 신뢰도 분석 지침에 한 표 은 IEEE Std 352 

[3.2.5-2]와 IEEE Std 577 [3.2.5-3]이 있다. 디지털시스템으로 설계되는 계측제어계통 설

계기 은 IEEE Std 7-4.3.2 [3.2.5-4]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표 은 RG 1.152 [3.2.5-5]에

서 인 하고 있다. IEEE Std 7-4.3.2는 디지털시스템으로 설계되는 안 등  계측제어계

통이 만족하여야 할 제반 설계기 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시스템의 안 성요건 

용범 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디지털시스템 체 으로 용된

다. 따라서 소 트웨어의 안 성 확인도 디지털시스템 안 성 확인과정에 포함되어야 한

다. 소 트웨어 자체 으로 범 를 한정하여 안 성요건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것은 소

트웨어에 한정된 것이므로 디지털시스템 안 성 확인과정에서 소 트웨어를 포함하여 

체 으로 안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하드웨어의 고장은 주로 운   노화로 

인한 무작 성 고장특성을 보이는 반면 소 트웨어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소

트웨어의 고장은 개발과정 에 인  실수에 의해 사 에 내재된 결함이 동작됨으로써 

고장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  실수를 얼마나 이며 소 트웨어가 개발되

었는가가 소 트웨어 안 성에 결정  향을 미친다. 물론 인  실수가 없더라도 잘못

된 기능을 원천 으로 개발하 다면 이 역시 안 하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안 등  계측제어계통 소 트웨어 결함을 유발하는 해요소 규명은 필수

이며 이를 한 방법론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 기능을 완결해야 하는 

안 등  계측제어계통의 소 트웨어에 내재될 수 있는 결함  해요소를 찾아내고 제

거하거나 사 에 방지하기 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있다.

나. 연구범

(1)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요건 정립

(2)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기술 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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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서의 안 성 분석 활동 정립

(4)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계획 수립 지침 개발

(5)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 개발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요건 정립

IEEE Std 7-4.3.2 [3.2.5-4]는 소 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 한 

일 수 있는 방법으로 IEEE/EIA Std 12207.0 [3.2.5-6]에 따라 소 트웨어 개발, 변경, 수

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품질보증계획은 IEC Std 60880 [3.2.5-7]과 IEEE Std 730 [3.2.5-8]을 참조하여 수

립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소 트웨어 품질 메트릭(metric) 사용

- 소 트웨어 도구에 한 형상 리(CM, Configuration Management) 수행

- 확인  검증(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수행

- 독립 확인  검증(IV&V, Independent V&V) 수행

- 소 트웨어 형상 리

- 소 트웨어 사업 험 리

소 트웨어 품질 메트릭 사용은 아래와 같이 소 트웨어 개발 수명주기(SDLC,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며 그 메트릭이 달성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요건단계: 정확성  완 성

- 설계단계: 요건에 한 설계내용의 부합성

- 구 단계: 설계에 한 구 내용의 부합성

- 시험  통합단계: 요건에 한 기능의 부합성

- 설치  확인단계: 장상황에서 요건에 한 기능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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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보수단계: 성능이력

소 트웨어 개발이나 확인  검증을 해 도구가 사용될 수 있으며 도구의 버   기

능에 한 이력이 형상 리 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 도구를 사용하기 에 그 도구가 사

용하기에 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방법으로는 아래와 같다. 

- 그 도구에 요구된 기능이 동작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그램 사용

- 그 도구에 의해 발견되지 못할 결함은 확인  검증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로그램 

사용

소 트웨어 확인  검증은 시스템 리조직  시스템 엔지니어링조직과 동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확인  검증활동을 통해 요건, 성능, 품질 등의 만족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활동 에 발견된 결함은 문서로써 기록  보 되고 그 결함이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보 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 확인  검증에 용될 수 있는 표 으로는 IEEE 

Std 1012 [3.2.5-9]가 있다. 

독립 확인  검증을 수행하는 조직은 개발조직과는 기술 , 리 , 경제 으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독립 확인  검증활동은 IEEE Std 1012에 기술되어 있다.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은 IEEE Std 828 [3.2.5-10]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소 트웨어 사업 험 리는 소 트웨어 품질 등이 제 로 리되지 못해 소 트웨어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소 트웨어 사업에 지장을 래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 수

행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 사업 험 리는 기술, 일정, 자원 등의 성을 리하여야 

한다.

와 같은 소 트웨어 개발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소 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하여도 그 

소 트웨어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소 트웨어 개발요건부터 근본 으로 내재된 

해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의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요소가 

소 트웨어에 내재될 수 있다.

소 트웨어 해요소는 소 트웨어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  결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은 소 트웨어가 IEEE Std 7-4.3.2에서 요구하는 개발과정을 

수하여 개발되었을지라도 그 소 트웨어에 내재될 수 있는 해요소를 규명하고 해결되

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IEEE Std 

1228 [3.2.5-11]을 참조할 수 있다. 소 트웨어 해요소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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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EEE Std 7-4.3.2 Annex D에 기술되어 있다. IEEE Std 7-4.3.2 Annex D에는 해요

소는 사고의 선행조건이며 이것은 안 기능을 해하는 잠재  험요소로 정의하고 있

다. 이러한 해요소는 안 등  계측제어계통이 장에서 동작되기 에 규명되어 제거

되어야 한다. 해요소는 컴퓨터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소 트

웨어 내부에 잠재될 수 있다. 소 트웨어 해요소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소 트웨어 고

장수목분석(SFTA, Software Fault Tree Analysis)과 소 트웨어 고장유형  향분석

(SFMEA, 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이 있다. 해요소 규명은 

SDLC 체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규명된 해요소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제거되

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규명된 해요소는 확인  검증 활동  신뢰도 계산에 입력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요소는 계통설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를 들어 설계 기 , 계통을 구성하는 

구성품들의 고장 유형, 인  오류 등이다. 한 해요소는 구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를 들어 하부 계통들 간의 연계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 버퍼 오버 로우, 입출력 

타이 , 기 상태의 불확정성, 순차성을 벗어나는 경우 등이다.

안 성 분석은 계통이 정확하게 동작하는가에 을 두기보다는 계통의 고장 메카니즘

에 을 두어 수행하여야 한다. 해요소는 심각성이 구분되어야 하며 가장 치명 인 

해요소에서부터 허용 가능한 해요소까지 구분되어야 한다.

해요소 규명을 해 아래와 같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 소 트웨어 비 해요소 분석(SPHA, Software Preliminary Hazard Analysis)

- SFTA  SFMEA

- 계통 모델링

- 소 트웨어 요구명세서 해요소 분석

- 워크스루 ( 를 들어 설계 검토  코드 검토)

- 시뮬 이터 는 랜트 모델 테스

SDLC의 요건, 설계, 구  단계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한 해요소 규명은 아래와 같

다.

소 트웨어 요건 해요소 규명은 안 기능을 이행하는데 필수 인 요소를 규명하고 평

가하는 것이다. 실행시간과 동기화 같은 타이  요건과 메모리 할당과 같은 크기 요건이 

최악조건과 최  재조건 등을 고려하 는지 평가한다. 다 의 소 트웨어 시스템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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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될 경우 각 시스템들 간의 의존성  연 성을 고려하 는지 평가한다. 의도되지 않은 

기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한 상할 수 없는 외부  내부 반응 조건이 없

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개발 지원에 사용된 부분이 동작 시에도 필요한

지 규명되어야 하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설계 해요소 규명은 계산 로직 문제, 방정식 오류, 유효자리 수 부족, 스캔 

주기 오류, 부호 변환 오류 등이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요소이다. 를 들어 아래 

오류가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요소이다.

- 로직 오류  오차 오류

- 계산 과정의 불충분함

- 로직의 복성

- 최악 조건 고려가 부족함

- 불필요한 기능 존재

- 요건의 잘못된 해석

- 조건 시험에 한 락

- 잘못된 변수를 사용 는 확신함

- 반복 순환의 오류

그 외에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조 사용에서 해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 

로토콜, 하부 계통 등에서 일어나는 연계에 해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클럭 발생기, 버

스 래치 등과 같은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해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 

호환에서 해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소 트웨어 구  해요소 규명은 방정식, 알고리즘, 제어 로직 등에서 해요소가 존재

할 수 있다. 를 들어 계산 로직 문제, 락된 경우나 과정, 복된 로직, 최악 조건 락, 

불필요한 기능, 요건의 잘못된 해석, 조건 시험의 락, 확인하지 않는 변수 사용, 부정확

한 순환문 사용 등이다. 알고리즘의 정확도, 유효자리 수, 방정식의 단 성, 범 를 벗어

남, 단 , 잘못된 입력 사용, 스캔 주기 오류 등이 잠재  해요소이다. 잘못된 데이터 

구조  사용이 해요소이다. 외부 하드웨어  소 트웨어와의 호환성에서 해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요건, 설계, 동작될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부여된 제한사항에서도 동작

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필수 인 부분이 필수 인 부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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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필수 인 부분은 비필수 인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타이 과 크기에 한 제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코드 크기를 제한하여야 하며, 다  사용 지스터를 피해야 하며, 재사용 코드는 통제되

어야 하며, 코드의 기화가 결정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기술 황 조사

울진 5,6호기 디지털 기반의 발 소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작동계통의 소 트웨어에 

한 안 성계획은 IEEE Std 1228에 의해 수립되며, 소 트웨어 개발은 USNRC Reg. 

Guide 1.152 [3.2.5-12]  USNRC Reg. Guide 1.168 [3.2.5-13]부터 1.173 [3.2.5-18]을 

수하며 이러한 RG에서 인 하는 IEEE 소 트웨어 련 표 들을 수하며 개발자가 자

체 으로 수립한 개발 계획  차를 수하여 이루어진다. 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작동계통에 한 시스템 수 의 SFMEA가 수행되었으며 이 SFMEA는 보호계

통의 감지기, 동시논리  작동논리에 한 것이며 출력조건의 가능한 모든 원인을 제공

하지는 않지만 를 들면 통신고장과 같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가능한 모든 출력을 언

하고 있다. SFMEA는 모든 컴퓨터에 하여 하드웨어 연계수 에서 컴퓨터 출력의 최악

의 경우를 고려한 모든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울진 5,6호기 SFMEA가 이를 만족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진출력에 하여 열리고 닫힌 상태가 언 되며 디지털

화한 자료에 하여 자료 송에 한 고장, 오류자료의 통신  자료 수신에 한 고장

이 분석되어 기술하고 있다. 울진 5,6호기의 소 트웨어 안 성  개발 계획은 이후 호

기의 소 트웨어 안 성  개발 계획에 동일하게 용되고 있다. SFMEA도 동일하게 

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까지 국내 상용 발 소에 용된 디지털 기반의 발 소보호

계통  공학 안 설비작동계통 사례를 검토하 을 때 소 트웨어 독자 으로 안 성 

분석이 수행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시스템 FMEA에 포함되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 트웨어 안 성은 SDLC의 철 한 수  이행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신규 원 의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작동계통을 국내 기술  제

품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연구한 KNICS 과제의 경우, 소 트웨어 개발 수명주기를 수

립하고 이에 의거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이 수행되었다. 안 성 분석 수행을 해 안

성 분석 차서가 수명주기 단계별로 작성되었다. 분석 방법의 주요 골격은 비 안 성

분석 합성 검토, 분석 입력자료 확인, 공정 특성에 한 안 성 검토, 소 트웨어 

HAZOP(Hazard and Operability) 분석, SFTA, SFMEA으로 이루어져 있다. KNICS 과

제에서 사용한 HAZOP은 소 트웨어의 정성  기능 특성이며, 이러한 기능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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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0800/BTP HICB-14 [3.2.5-19]에 나타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정확도, 성능, 

기능성, 신뢰성, 강인성, 안 성, 보안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HAZOP은 구문 기반의 체

크리스트 기법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NUREG/CR-6430 [3.2.5-20]에서 제시한 구문을 바

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국내 원  디지털 안 등 계통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은 SPHA, SFTA, SFMEA 기술

을 토 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한 소 트웨어 

안 성 지침서에는 SPHA, SFTA, SFMEA 기술을 이용하여 소 트웨어 안 성을 평가 

 확인할 수 있도록 련 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과정과 소 트웨

어 개발 과정을 응시켜 개념  요건 반 단계에서 SPHA를 수행하고 이후부터는 단

계별로 안 성 분석을 수행하는 수명주기를 그림 3.2.5-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SPHA는 

안 성 분석 과정의 기 과정에서 수행되며 시스템 는 소 트웨어에 해 기 해 

상태를 규명  분석하는 과정이다. 소 트웨어 SPHA 수행 에 시스템 SPHA가 수행

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 SPHA는 시스템과의 상호 연 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SFTA는 하향식 분석 방법이며 SFMEA는 상향식 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들은 상호 연

성을 갖고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들은 제거

되어야 하며 제거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NASA는 소 트웨어 안 성 보장을 한 

방법으로 정형기법(FM, Formal Method) 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법을 통해 소

트웨어 안 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으론 FM 용성 문제에 해서 

개발자가 요건을 논리 으로 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 기법이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 트웨어 신뢰도를 정량 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그러한 

방법이 원자력 안  소 트웨어 안 성 는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

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의 정량  측정 방법에 한 내용은 

NUREG/CR-0019 [3.2.5-21]에 기술되어 있다.

(3) 소 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서의 안 성 분석 활동 정립

일체형원자로 MMIS 소 트웨어 개발은 KEPIC QAP-1 [3.2.5-22] 는 ASME NQA-1, 

Part I [3.2.5-23]과, KEPIC QAP-2 II.7 [3.2.5-24] 는 ASME NQA-1, Part II와, 

Subpart 2.7 [3.2.5-25], KEPIC ENB 6370 [3.2.5-26] 는 IEEE 7-4.3.2에서 엄격히 요구

하는 소 트웨어 품질보증요건  설계기 을 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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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수립  이행하며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기 에 따라 개발된 소

트웨어일지라도 그 소 트웨어에 고장을 유발하는 결함과 같은 해요소는 존재하게 

된다. 안 등  MMIS 소 트웨어가 오동작하게 되면 랜트가 해(hazard)한 상태로 

이될 수 있다. 따라서 소 트웨어에 내재될 수 있는 해요소를 제거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계통에 미치는 험요소  험도 분석을 수행한다든가, 고장

수목분석, 고장유형  향분석 등의 분석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리, 품질보증, 확인  검증활동 등에 입력되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 등을 통해 발견된 해요소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 모든 활동은 기

록  보 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 개발을 해 소 트웨어 개발 련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SDLC가 수립되

어야 한다. 소 트웨어 개발 련 조직은 기본 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소 트웨어 리: 사업 리, 기술 리, 험 리, 품질 리 등의 업무 수행

- 소 트웨어 개발: 요건, 설계, 구 , 시험 등의 업무 수행

- 소 트웨어 형상 리: 변경, 버 , 기록  보  등의 업무 수행

-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독립 인 검토, 시험, 분석 등의 업무 수행

-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해요소 규명  분석 등의 업무 수행

SDLC는 KEPIC QAP-2 II.7 는 ASME NQA-1, Part II, Subpart 2.7과 IEEE Std 1074 

[3.2.5-27]를 기반으로 그림 3.2.5-2와 같이 8단계로 수립하며, SDLC의 각 단계별 활동 

 산출물은 그림 3.2.5-3과 같다.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소 트웨어 개발 사업이 계약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소 트웨

어 개발 범 가 개략 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는 소 트웨어 개발을 한 비단계로서 

SDLC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소 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련 조직을 

구성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소 트웨어 개발과 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 수립 시 소 트

웨어 개발에 한 일정 리를 한 일정표를 작성하며, 업무수행 조직  재원을 언 하

며,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명하여 명시한다. 

요건단계에서는 계통의 설계요건, 연계요건, 설계사양 등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개발

하여야 하는 소 트웨어의 요건  기능을 명확히 악하고 수립하는 단계이다. 요건단

계에서는 소 트웨어 요건명세서(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작성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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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소 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한 요건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소 트웨어 요건분

석은 구조  분석기법을 용하여 수행하며, 가능하다면 소 트웨어 개발지원 도구를 이

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요건단계에서 생산한 SRS를 바탕으로 구 단계를 한 소 트웨어 구

조, 모듈 간 연계 계, 모듈의 알고리즘이 명시된 소 트웨어 설계사양서(SDS,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를 작성한다. 소 트웨어 설계사양서는 소 트웨어 구조도를 포함

하며, 로그래 이 가능할 정도의 모듈을 작성한다. 설계단계에서 소 트웨어 설계 윤곽

이 형성되므로 소 트웨어 설치 매뉴얼, 훈련 매뉴얼, 운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을 시작한다.

구 단계에서는 SDS를 바탕으로 로그래 ( 는 코딩)하는 단계이다. 구 단계에서는 

단 모듈이 구 되며 몇몇 단 모듈들이 통합되어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소 트웨어가 

구 될 수도 있다. 구 단계에서는 구 된 단 모듈들에 해서 단 시험을 수행한다. 

통합  검증단계에서는 구 단계에서 구 된 소 트웨어 단 모듈의 통합  검증이 이

루어지는 모듈통합을 수행하며, 제작 는 구매가 완료된 하드웨어와 구 이 완료된 소

트웨어가 하나의 계통으로서 통합  검증되는 계통통합을 수행하며, MMIS 모든 계통

이 통합  검증되는 활동을 수행한다. 통합  검증단계에서는 검증된 소 트웨어를 기 

수립된 시험계획, 설계, 차 등에 따라 모듈통합시험, 계통시험, MMIS 통합시험을 수행

한다. 시험수행 에 발견되는 오류는 한 차에 의해 시정하며 시험과 련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한다. 통합  검증단계에서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며, 설치단계를 한 설

치 매뉴얼  훈련 매뉴얼을 완성한다.

설치단계에서는 통합  검증단계에서 MMIS 통합시험까지 통과되고 완성된 계통을 

랜트 장에 설치한 후, 장에서 시험하는 단계이다. 설치단계는 랜트 장에 설치된 

계통을 기 수립된 시험계획, 설계, 차 등에 따라 장시험을 수행한다. 장시험은 계통

시험  MMIS 통합시험과 유사한 내용이 수행될 수 있는데 시험조건이 장이라는 차

이가 있다. 설치단계에서 설치 보고서  훈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운   유지보수단계

를 한 운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을 완성한다.

운   유지보수단계에서는 MMIS 소 트웨어가 장에서 운  매뉴얼에 의해 동작되

고, 운   는 정기 검 에 유지보수 매뉴얼에 의거 유지보수 활동이 수행되는 단계

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유지보수 보고서를 작성한다.

와 같이 정의된 SDLC 각 단계에서의 활동 가운데 소 트웨어의 오류를 일 수 있는 

표 인 활동이 V&V와 안 성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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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의 안 성은 SDLC 각 단계의 충실한 활동에서 보장된다. 그러한 활동 가운데 

특히 확인  검증 활동은 소 트웨어 안 성 확보에 가장 필수 인 활동이다. 확인

(verification)은 생산되는 출력물이 자신의 단계에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생산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며, 검증(validation)은 개발이 완료된 소 트웨어 생산물이 소 트웨어 

요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확인은 SDLC 각 단계의 활동에서 "소 트웨어가 

올바르게 생산"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을 두고 수행하는 활동이며, 검증은 최

종 으로 "올바른 소 트웨어가 생산"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을 두고 수행하는 

활동이다. 

SDLC 단계별 활동에서 소 트웨어 결함을 발견하기 한 활동은 주로 V&V 활동이다. 

SDLC 단계별 활동에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활동은 V&V 활동과 한 계를 가

진다. 따라서 이 두 활동의 계가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

안 계통의 안 기능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 조건  사건(ACE, Anomaly 

Condition and Event)을 식별하고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소 트웨어 결함  해요소

를 안 성 에서 최 한 분석하는 것이 소 트웨어에 한 안 성 분석이다. 안 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비정상  조건  사건과 결함  해요소는 소 트웨어의 V&V 활

동에서 확인할 검사목록(checklist)을 작성하기 한 입력으로써 활용된다.

안 성 분석을 수행하는 안 성 분석가는 비정상  조건  사건 식별과 결함  해요

소를 도출하고 소 트웨어의 V&V 활동을 한 검사목록을 작성하여 소 트웨어 V&V 

활동의 입력으로 제공한다. 소 트웨어에 한 안 성 분석을 완료한 안 성 분석가는 

SDLC 각 단계별 V&V보고서를 분석하여 최종 으로 소 트웨어에 비정상  조건  사

건과 결함  해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각 단계별 안 성 분석보고서를 작

성한다. 

비정상  조건  사건(ACE)을 식별하기 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으로는 

SFTA와 SFMEA 방법을 따른다.

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SDLC와 안 성 분석 활동이 계가 있고 안 성 분석과 V&V 

활동이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DLC와 안 성 분석 활동의 계는 NUREG/CR-6430을 참조하면 그림 3.2.5-4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2.5-4에서 해도 분석은 FTA와 FMEA 수행을 의미한다.

안 성 분석과 V&V 활동의 계는 그림 3.2.5-5와 같다. 각 SDLC 단계에서 생산된 산

출물은 안 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 분석 결과는 V&V 활동의 입력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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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계획 수립 지침 개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은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계획서가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계획 수립은 IEEE Std 1228 [3.2.5-11]을 참조

할 수 있다. 이 표 에 따르면 안 성 분석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으로 소

트웨어 안 성 리와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에 한 것이다. 안 성 리 항목에는 조

직, 재원, 자격  훈련, 수명주기, 형상 리, 문서 등에 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안 성 분석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

든 계통은 잠재 인 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  험은 원자력발 소 계통에 

이상상태를 야기하여 일반 의 건강과 안 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험  일

부는 소 트웨어의 오동작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소 트웨어 개발자는 잠재  험

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이러한 잠재  요소를 완화시키고 배재시킬 수 있는 소

트웨어 설계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활동은 아래와 같은 내용

을 포함해야 한다.

- 소 트웨어 비 해도 분석(SPHA)

- 소 트웨어 안 성 요건 분석

- 소 트웨어 안 성 설계 분석

- 소 트웨어 안 성 코드 분석

- 소 트웨어 안 성 시험 분석

- 소 트웨어 안 성 변경 분석

SPHA는 계통의 해한 상태목록, 해 원인, 해 연계신호를 명시하고 있는 비 해

도 목록(SPHL, Software Preliminary Hazard List)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 트웨

어 수명주기의 요건 단계의 분석을 해 비 해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명시하

여야 한다.

- 계통의 해한 상태

- 계통 소 트웨어의 해한 상태

- 소 트웨어 비 해도 분석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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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A는 SPHL과 계통 기능수 의 SFMEA의 작성을 통해 수행되며 다음의 확인사항을 

포함한다.

- 사고해석 설계문서의 검토를 통한 계통 동작 요구사항 작성

- 사고 시 계통 수행 요구사항에 따른 비 해도 목록 작성

- 분석 상 계통  기능의 정의

- 모든 잠재 인 기능 수 의 고장형태 명시

- 최악의 잠재  사건을 고려한 고장형태의 계통 향 평가

- 고장 검출 방법  고장 시 보상설비의 명시

- 해요소의 리  제거를 한 조치  설계 권고 사항 도출

- 분석상의 문서화  확인되지 않은 험요소의 요약

소 트웨어 안 성 요건 분석은 SDLC의 요건 단계 동안 생산된 소 트웨어 요건 명세서

에 해 해요소가 히 기술되어 있는지 계통설계 명세서  비 해도 분석 결과

와 비교 검토된다. 소 트웨어 안 성 요건 분석 수행내용은 SPHA 보고서에 기술된 

SPHL의 사고조건 해도 요소, 시스템 기능 SFMEA의 분석 권고 사항들과 소 트웨어 

요건 명세서 내용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안 성 련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 되었는지 확

인한 내용이다. 검토 결과와 추가반  요구내용은 확인  검증 과 안  소 트웨어 개

발 에 달되며 확인  검증 은 확인  검증 계획의 포함여부를 독립 으로 검토한

다. 소 트웨어 안 성 요건 분석은 안  련 소 트웨어의 메모리 할당  수행 시간에 

련된 시간(timing), 성능(throughput)  규모(sizing)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시간

(timing)  규모(sizing) 분석업무 최  메모리 유율 등과 같은 형 인 로그램의 

제한사항에 을 두어 수행한다. 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재원이 하게 

할당되는 지 평가한다.

소 트웨어 안 성 설계 분석은 SDLC 설계 단계에서 소 트웨어 구조 설계 차는 소

트웨어 요건을 구 하기 한 수  높은 설계를 개발할 수 있는 구조 인 설계 차를 

보유해야 한다. 소 트웨어 안 성 설계분석으로 해요소와 련된 소 트웨어 안 성 

요건이나 안 필수 혹은 안 에 요한 요소와 연계된 소 트웨어 요소를 식별하게 된

다. 설계 차 는 소 트웨어 안 성 요건을 구 하기 해 사용되는 설비  방법을 

포함한다. SPHA 과정에서 작성된 시스템 기능 SFMEA를 소 트웨어의 세부 구조  설

계 내용의 확인을 하여 소 트웨어 고유 고장유형  향을 용한 SFMEA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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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소 트웨어 고장유형은 소 트웨어의 변수입력 오류, 연산결과 오류, 무한루  

 데이터 교착상태, 타이  오류 등 상 가능한 소 트웨어  고장 형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 소 트웨어 오류  고장이 계통에 미치는 향을 평가해야 하며 분석에 따라 

도출되는 추가 인 해요소에 하여 소 트웨어 구   시험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해요인 회피 방법과 확인 사항을 권고한다. 

소 트웨어 안 성 코드 분석은 SDLC 구  단계 동안 상세한 소 트웨어 코드가 작성되

어 안 성 분석이 수행된다. 작성된 로그램이 정확하게 소 트웨어 설계  소 트웨

어 안 성 요건에 따라 구 되었음을 코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의 안 성 요건 분석과 설계 분석과정을 통해 코드 구 단계에 권고된 요구사항을 정

확하게 반 하 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분석의 주요 수행내용이며 설계단계에서 확인

되지 못한 소 트웨어의 추가 반  요소가 안 성에 미치는 향을 SFMEA의 개정을 통

하여 추가 분석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안 성 코드분석의 확인 작업 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불일치 해요소는 확인  검증 에 의하여 추 되어야 하며 안  소 트웨어 개

발 으로 통보해야 한다.

소 트웨어 통합  검증단계에서 수행되는 소 트웨어 안 성 시험 분석은 비안 성 

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이 시험을 통해 명확히 검증되었는지, 험요소를 완화

하기 한 권고사항이 시험을 통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소 트웨

어 통합 검증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행된다.

- 해요소 리  회피를 한 시험 계획의 성 검토

- 해요소 리  회피 시험수행 내용의 성 검토

- 해요소 리  회피 시험결과 보고서 검토

- 소 트웨어 안 성 시험 분석 보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요구사항에서 요건, 설계, 코드, 시험까지의 추  메트릭스

- SFMEA의 최종 개정사항  유지 리를 한 기능시험 권고사항

소 트웨어 안 성 변경 분석에서 소 트웨어의 변경이 체 계통에 미치는 향을 고려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소 트웨어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 된 해요소 회피 기법이 

붕괴되거나 새로운 해요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 

소 트웨어 변경 차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소 트웨어의 변경은 승인된 소 트웨어 변

경 차서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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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 개발

NUREG/CR-6430 [3.2.5-20]에는 SDLC의 요건, 설계, 구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소

트웨어 해도 분석에 한 흐름도를 그림 3.2.5-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흐름도에 의

하면 소 트웨어 해도 분석은 시스템 안 성 분석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은 시스템 안 성 분석 과정의 일부분으로 수행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련 업무가 시스템 안 성 분석 조직에서 

수행될 수 있다. SDLC 각 단계마다 안 성 분석 조직은 SAR(Safety Analysis Report), 

SPHA, SPHL을 생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 트웨어 생산물을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보

고서에 기록하여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SAR는 시스템 에서 

안 성 분석에 활용되며 소 트웨어에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안  기능을 완수하는지 확

인하기 해 활용된다. SPHA와 SPHL은 소 트웨어 해 는 결함요소를 정리하기 

해 필요한 활동이다.

일체형원자로 MMIS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 수립을 해 IEEE Std 7-4.3.2 

Annex D에 기술된 바와 같이 SFMEA와 SFTA 기법 용 고려  SDLC의 요건, 설계, 

구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해요소를 참조하고, NUREG/CR-6430에 기술된 바와 같

이 SPHL, SPHA 기법 용을 고려한다. 한 체크리스트 기반 안 성 분석기법도 용

한다. 이를 종합하여 일체형원자로 MMIS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의 활동이 그림 3.2.5-6에 나타난 차에 따라 수행된다.

- 소 트웨어 결함요소  해요소 규명 

- 소 트웨어 비 해요소 분석

- 소 트웨어 고장 유형  향 분석

- 소 트웨어 고장 수목 분석

-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 성 분석

(가) 소 트웨어 결함요소  해요소 규명 

소 트웨어 결함요소  해요소 규명의 목 은 소 트웨어 해요소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체계 으로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기 함이다. 소 트웨어에서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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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수하게 발생하는 결함요소에 한 정보를 체계 으로 분류함으로써 소 트웨어 

안 성 분석가가 이를 참조로 해요소를 규명하는데 보다 효과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결함요소  해요소 규명은 SPHL 활동의 일부분으로 인정

될 수 있다.

NUREG/CR-6101 [3.2.5-28]을 참조로 소 트웨어 결함요소 분류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로직 결함

    •타이  결함

    •동기화 결함

    •스 쥴링 결함

- 인터페이스 결함

    •데이터 포맷 결함

    •데이터 크기 결함

    • 로토콜 결함

    •데이터 정의 결함

    •데이터 기화 결함

    •데이터 타입 정의 결함

- 데이터베이스 결함

    •데이터 포맷 결함

    •데이터 오버 로우 결함

    •데이터 처리 순서 결함

- 입력 결함

    •데이터 입력 스캐닝 결함

    •데이터 오버 로우 결함

    •데이터 락 결함

- 출력 결함

    •데이터 출력 포맷 결함

    •데이터 정확성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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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데이터 출력 결함

- 계산 결함

    •계산에 참여하는 데이터 타입 결함

    •오버 로우 는 언더 로우 결함

    •계산 오차 결함

- 데이터 처리 결함

    •데이터 장 메모리 사용 결함

    •데이터 포맷 결함

    •데이터 크기 결함

    •데이터 처리 순서 결함

- 기타 결함

    • 외처리 락 결함

와 같이 규명된 결함요소를 참조함으로써 소 트웨어에 어떠한 종류의 결함이 발생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 과정은 최상  해요소 규명이다. 이것은 분석 상 시스템의 동작이 잘못되었

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를 가정하여 수행한다. 안 등  제어  보호계통의 최

상  해요소는 오동작과 련된 것이다. 즉 그러한 계통이 요구된 동작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은 결국 일체형원자로 안 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상  해요소가 규명될 수 있다.

- 요구된 시간 내에 출력이 발생하지 않음

- 요구된 시간 내에 잘못된 출력이 발생함

요구된 시간 내에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 소 트웨어 으로 고려될 수 있

는 일반 인 해요소로는 아래와 같다.

- 소 트웨어 동작이 멈춤

- 소 트웨어 특정 부분의 동작이 무한히 반복됨

요구된 시간 내에 잘못된 출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 소 트웨어 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일반 인 해요소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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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데이터 사용

- 계산 오류

와 같이 규명된 결함요소와 해요소를 바탕으로 소 트웨어 비 해요소 분석을 

수행한다.

(나) 소 트웨어 비 해요소 분석 

SPHA는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활동  기에 시작하는 활동으로써 그 소 트웨

어에 발생할 수 있는 해요소를 규명하는 활동이다.

해요소 규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과거이력 해요소 데이터를 참조

- 유사 는 동일한 상 소 트웨어로부터 발표된 해요소 데이터를 참조

- 로토타핑(prototyping)을 통해 발견된 해요소 데이터를 참조

- 인스토 (brainstorming) 등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해요소 데이터를 참조

- 문가 등을 인터뷰하여 도출된 해요소 데이터를 참조

SPHA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양식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 리번호: SPHA 리를 해 고유 식별자 는 번호를 부여한다.

- SDLC: 재 수행하고 있는 분석이 계획, 요건, 설계, 구 , 통합  검증, 설치, 운  

 유지보수 단계  어느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표시한다.

- 시스템: 해요소 분석 상을 기술한다. 시스템, 모듈, 일, 라이 러리, 매크로 등

의 상 이름을 기술한다.

- 구성품: 분석 상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품 이름을 기술한다. 시스템에 속한 하  

부품, 구성품, 모듈, 서 루틴, 일의  번호, 기능 번호 등 세부 상이 필요한 경

우 그 상 이름 는 번호 등을 기술한다.

- 분석가/검토자/승인자: 각 담장자의 이름, 직책, 소속, 서명, 서명한 날짜, 각 담당 업

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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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정도: 발견한 해요소가 얼마나 해한 것인지 그 정도를 상, 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상은 시 히 시정되어야 할 해요소이며, 하는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

고 시정해도 되는 해요소이다.

- 해결 상황: 발견된 해요소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의 리번호를 기술한

다.

- 결함 요소: 해요소를 유발한 결함요소를 결함요소 분류체계로부터 선택하여 기술

한다.

- 해 요소: 해요소 분류체계로부터 선택하여 기술한다.

- 해 요소 설명: 발견한 해요소에 한 개략 인 설명을 기술한다.

- 해 시나리오: 해요소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되는 결과에 해 기술한다.

와 같이 비 해요소 분석을 통해 해요소가 발견되면 그 해요소에 한 검토

가 필요하며 검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락된 해요소는 없는가?

- 규명된 해요소가 정말 해요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해요소 작성 항목이 모두 기술되었으며 내용은 한가?

(다) 소 트웨어 고장 유형  향 분석

FMEA는 시스템을 하부 는 개별 구성품 는 요소로 구분 는 세분화 하여 각각

의 고장 유형(mode), 원인(cause), 향(effect) 등을 상향식(bottom-up)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의 고장 유형, 원인, 향 등을 찾아내기 해 고장이력 조사, 문가 

회의, 유사 시스템의 자료 획득, 분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FMEA 수행에 한 설명

은 MIL-STD-1629A [3.2.5-29]에 기술되어 있다. FMEA 수행 차는 시스템  하  

시스템의 구성과 임무 확인, 분석 수  결정, 기능별 블록 결정, 신뢰성 블록도 작성, 

블록별 고장유형 열거  검토, FMEA에 효과 인 고장유형의 선정, 선정된 고장유형

에 한 추정원인 열거, FMEA 양식에 요약 기입, 고장등  평가  결과 정리, 고장

등 이 높은 것에 한 검증 책  개선 제안과 같은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FMECA(Failure Mode, Effect and Criticality Analysis)는 FMEA에 치명도 해석을 

포함한 방법이다. 치명도 해석이란 FMEA 수행 결과 고장등 이 높은 고장유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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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나 기기의 고장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 가를 정량 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치명도 해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정량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

법을 활용하기 해서는 고장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장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FMEA 는 FMECA를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에 용하는 경우, 시스템  구성품

이 소 트웨어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모듈  하  세부 모듈과 같이 모듈로 응된다. 

그 외의 분석 개념은 시스템과 소 트웨어에서 거의 유사하게 용될 수 있다. 다만 

소 트웨어에 한 고장율은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치명도는 분석가의 단에 의

한 정성 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일체형원자로 MMIS를 한 SFMEA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양식을 이용하

여 수행한다.

- 리번호: SFMEA 리를 해 고유 식별자 는 번호를 부여한다.

- SDLC: 재 수행하고 있는 분석이 계획, 요건, 설계, 구 , 통합  검증, 설치, 운  

 유지보수 단계  어느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표시한다.

- 시스템: 해요소 분석 상을 기술한다. 시스템, 모듈, 일, 라이 러리, 매크로 등

의 상 이름을 기술한다.

- 구성품: 분석 상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품 이름을 기술한다. 시스템에 속한 하  

부품, 구성품, 모듈, 서 루틴, 일의  번호, 기능 번호 등 세부 상이 필요한 경

우 그 상 이름 는 번호 등을 기술한다.

- 분석가/검토자/승인자: 각 담장자의 이름, 직책, 소속, 서명, 서명한 날짜, 각 담당 업

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을 기술한다.

- 고장유형: 설계문서 는 논리흐름도 ( , flowchart)에 기술된 출력변수의 정상 출

력 여부를 기 으로 작성한 고장유형을 기술한다. 결함요소 는 해요소가 고장

유형이 될 수도 있다.

- 치명도 : 고장유형이 시스템의 기능에 끼칠 해도를 상, , 하 등 으로 기술한다.

- 고장 향: 고장유형에 기술된 고장으로 인하여 시스템에 끼치는 향 는 결과를 

기술한다.

- 고장원인: 출력변수 이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직 인 원인을 기술한다. 논리흐름

도에 기술된 해당 변수값 할당부와 이를 한 논리식(해당경우에만)을 포함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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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고장원인에 논리식이 포함될 경우, 이에 한 고장원인들을 기술한다. 따라서 고

장원인이 계층  는 하  고장원인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 검출방법: 고장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한다. 다음은 검출방법의 를 

보여 다.

    • 실시간 검증 코드 작동을 통해 검출: 코드 내에 검증을 한 코드를 삽입하여 

이 코드가 실시간 으로 수행함으로써 검출되는 경우이다.

    • 코드 검토를 통해 검출: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상  요건이 하  설계에 올바르

게 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검출되는 경우이다.

    • 시험을 통해 검출: 단 시험 등의 입출력 데이터를 통한 시험을 통해서 검출되

는 경우이다.

- 제거방법: 고장원인을 제거하기 한 방법을 기술한다. 

SFMEA 수행은 시는 신뢰성 블록도에 나타나 있는 모든 블록에서 고장 모드를 선정

하여 SFMEA 기입용지에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상으로 하는 시스템에 한 

SFMEA의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1) 상 소 트웨어의 분석

시스템은 여려 개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구성요소들이 상호 계를 가지면

서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떤 목 을 수행한다. 한 그러한 요소들은 여러 개의 소

트웨어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구성요소들의 연결과 기능을 악하

고, 시스템이나 소 트웨어의 임무를 분석한다.

2) 소 트웨어의 분해 수  결정

소 트웨어를 어떤 수 까지 분해할 것인가를 신 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반 으로 

단 모듈까지 분해한다.

3) 모듈별 블록도 작성

시스템의 소 트웨어를 분해한 모듈들로 구성된 블록도를 작성한다. 이 블록도에는 

소 트웨어 모듈들의 기능동작과 상호연계 는 종속 계가 나타난다.

4) 블록별 고장유형의 열거

블록별로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열거한다. 블록별 구성요소의 고장

이력, 유사 사례, 문가 지식 등을 참고하여 고장유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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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장유형의 선정

열거한 고장유형을 정리하여 SFMEA의 수행에 효과 인 고장유형을 선정한다. 고

장유형 선정 시에는 요한 고장유형을 락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유사제품의 고장정보를 활용하여 고장유형을 선정한다.

6) 치명도 결정

선정된 고장유형의 치명도를 결정한다. 이 치명도에 따라 고장의 제거 우선순 가 

결정된다.

7) 고장원인의 기입

선정된 고장유형별로 SFMEA 양식에 따라 고장 원인, 향, 검출 등을 추정하여 열

거한다.

8) 고장제거 제안

고장의 치명도에 따라 설계 변경여부, 코드 재작성, 고신뢰성 상용 소 트웨어 사용 

등을 결정하고. 운용상의 책을 세운다.

(라) 소 트웨어 고장수목 분석

FTA는 고장 발생원인의 인과 계를 정상사상(top event)으로부터 하향식

(top-down)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FTA는 시스템의 고장발생 확률을 정량 으로 

해석하여 고장원인을 정확히 도식화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고장원

인 분석과 책 방안을 체계 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 으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

다. 경우에 따라서 정성  해석에 국한하거나 시스템이나 구성요소의 직  원인과 같

은 보 인 해석에만 국한할 수 있다. 반 로 복잡한 시스템을 상세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고장에 한 모든 내용을 악하거나 시스템 고장원인을 규명

하는데 사용되며 신뢰성, 안 설계 는 그 책을 평가할 때 효과 인 방법이 된다. 

FTA에 한 기본 개념은 NUREG-0492 [3.2.5-30]에 기술되어 있다. FTA에서 정상

사상은 시작 이며. 한 정상사상을 선정해야만 FTA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므

로 정상사상을 신 하게 선정해야 한다. 

FTA는 약속된 논리  기호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상 논리는 하  논리에 의해 결정

된다. FTA를 바탕으로 SFTA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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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소 트웨어의 분석

소 트웨어에 한 구조와 기능을 악하고, 작동방법 등을 조사하여 정상사상과 정

상사상을 유발하는 하 사상 등을 SFTA를 통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분석한다.

2) SPHA  SFMEA 결과 검토

소 트웨어 내의 험한 요소가 어떤 험상태에 있는가를 정성 으로 평가하는 

SPHA 결과와 정상사상의 지침이 될 수 있는 SFMEA 결과를 실시한다. 

3) 정상사상 선정

정상사상의 선정은 시스템이나 구성요소의 바람직하지 않은 한 사상을 결정하

게 되는데, 한 범  안에서 정상사상을 선정해야 한다. 부 한 정상사상의 선

정은 불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거나,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정상사상을 정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한다.

4) 고장수목 세분화

고장수목을 작성하는데 있어 부분 인 수목을 연결해서 차 체의 고장수목을 구

성해 나가며, 간 사상의 선정과 표 은 간단명료한 표 을 사상의 블록 내에 나타

낸다.

5) 고장수목 간략화

고장수목이 작성되면 최소단 (minimal cut set)과 최소경로(minimal path set)를 구

함으로써 고장수목 간략화가 가능하다. 하드웨어 으로 고장율 데이터가 주어지면 

정상사상의 발생확률을 구함으로서 정량 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소 트웨어 으

로 고장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고장수목 간략화를 통해 분석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장 만 취할 수 있다.

6) 고장제거 방안 강구

고장수목이 작성되면 고장원인  결과를 분석하고, 신뢰성과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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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 성 분석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이 SPHA, SFTA, SFMEA 기법을 용하여 수행된다 할지라

도 체크리스트 기법 용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MMIS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은 체크리스트 기법을 용하여 수행한다. 체크리스트는 

NUREG/CR-6430 [3.2.5-20]을 참조한다. NUREG/CR-6430은 소 트웨어 품질이 잠

재  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소 트웨어 품질요소로 아래와 같이 7

가지를 정의하고 있다.

1) 정확도 (accuracy)

센서  운 원 입력에 오차(error)가 없는 정도, 측정 는 근사화에 내재된 정확

도, 출력에 오차가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용량(capacity)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제한사항 하에서 주어진 목표 는 기능을 달성할 수 있

는 소 트웨어의 능력을 의미한다. 실행(시간)과 장이 용량의 주요 요소이다. 

3) 기능성(functionality)

소 트웨어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operation)을 의미한다. 기능은 일반 으로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신뢰도(reliability)

소 트웨어가 고장 없이 동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신뢰도는 고장의 결말을 고려하

지 않으며 오직 고장의 존재만을 고려한다. 신뢰도는 일반 으로 시스템 신뢰도로부

터 소 트웨어 신뢰도가 결정된다.

5) 강인성(robustness)

부정확한 입력 는 환경의 격한 변화(stress)에서도 소 트웨어가 기능을 정확히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세서에서 가정한 상황들이 실제 상황에

서 깨졌을 경우에도 기능이 정확히 완료될 수 있음을 포함한다.

6) 안 성(safety)

소 트웨어가 시스템에서 고려된 안 성에 직 으로 향을 주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성질(property) 는 특성(characteristics)을 의미한다. 소 트웨어 안 성이 시

스템 안 성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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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성(security)

소 트웨어가 비안가 되고 기치 않은 침입으로부터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의 7가지 품질속성들은 소 트웨어가 만족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들이다. 그러

한 품질속성이 만족되었는지 안 성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각각의 품질속성이 

제 로 만족되었는지 확인하기 한 세부 지침은 NUREG/CR-6430 [3.2.5-20] 에서 

제시하고 있다. 

라. 후속사항

(1)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요건 정립 : 본 연구에서 완료

(2)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기술 황 조사 : 본 연구에서 완료

(3) 소 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서의 안 성 분석 활동 정립 : 본 연구에서 완료

(4)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계획 수립 지침 개발 : 본 연구에서 완료

(5)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 개발 : 본 연구에서 완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안 등  계측제어계통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론은 일체형

원자로 시험검증설비 개발에 용함으로써 방법론의 효용성을 검증할 것이며, 표 설계

인가 시 규제기 에서 요구하는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계획에 한 자료로 제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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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NASA에서 제시한 시스템, 소 트웨어 수명주기에 따른 안 성 분석

확 인 및 검 증 , 형 상 관 리 , 안 전 성 분 석 * 수 행

프 로 토 타 이 핑

폭 포 수 모 델

반 복 /증 가 모 델

* 안 전 성 분 석 은 안 전 -필 수 소 프 트 웨 어 에 만 해 당

계 획

사 업 착 수

통 합 및 검 증

요 건

설 계

구 현

설 치

운 전 및 유 지 보 수

그림 3.2.5-2  SDLC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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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계획

통합 및 검증 계획

설치 계획

훈련 계획

운전 계획

유지보수 계획

형상관리 계획

안전성분석 계획

확인 및 검증 계획

통합 보고서

설치 보고서

훈련 보고서

설치 매뉴얼

훈련 매뉴얼

운전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유지보수 보고서

각 단계별 형상관리 보고서

각 단계별 확인 및 검증 보고서

품질보증 계획 각 단계별 품질보증 보고서

각 단계별 관리 보고서

사업착수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8 단계I 단계

사업계약

조직구성

자원할당

SDLC 수립

그림 3.2.5-3  SDLC 활동  산출물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L: Preliminary Hazard List

SAD: Software Architecture Description SAR: Safety Analysis Report

SDD: Software Design Description 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그림 3.2.5-4  NUREG/CR-6430에서 제시한 SDLC와 안 성 분석 활동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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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안 성 분석과 V&V 활동의 

계

 

SDLC의 각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시작

결함요소 및 위해요소 규명

예비 위해요소 분석

고장 수목 분석

고장 유형 및 영향 분석

체크리스트 분석

SDLC의 각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종료

그림 3.2.5-6  일체형원자로 MMIS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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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평가

가. 연구 목

원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라 컴퓨터 소 트웨어의 안 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소 트웨어 개발공정 각 단계별 안 성 분석 수행을 인허가 기 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SMART 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안 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도출

된 결함  해요소를 확인하고, 설계기   요건에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3.2.6-1, 3.2.6-4].

SMART 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안 성을 분석하기 하여 소 트웨어 결함요소 분류체

계  규명을 해 NUREG/CR-6101에 제시된 로직결함, 인터페이스결함, 데이터 정의결

함 등 9가지의 결함을 기 으로 비 해도 목록(Preliminary Hazard List)을 작성이 필

요하며, 작성된 비 해도 목록에는 보호계통 내부 소 트웨어 모듈 뿐만 아니라 펌웨

어  메모리 연계  외부연계사항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3.2.6-3].

소 트웨어의 안 성을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는 소 트웨어 고장유형  향분석

(Software Failure Mode Effect Analysis)을 이용해 각 고장유형에 한 고장원인  고

장결과를 정성 으로 분석하 으며, 이에 따른 검증방법을 기술하 다. 검증방법으로는 

software testing, code inspection, validation test가 추후에 수행될 수 있으며, 통합단계

에서는 test  simulation을 통하여 정성 인 소 트웨어 고장유형  향분석에 한 

확인을 수행할 정이다.

나. 연구 범

(1) 소 트웨어 개발수명주기  설계단계에 한 안 성 분석 수행 

- 소 트웨어의 안 성 분석을 해 preliminary hazard list의 작성

- 소 트웨어의 안 성분석은 UNREG/CR-6430의 소 트웨어 개발수명주기 (SDLC)에 

따른 각 단계별 안 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SMART 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안

성 분석은 설계단계에서의 안 성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단계에서의 안 성분석을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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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 바이스테이블 모듈의 preliminary hazard list를 바탕으로 software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수행

다. 연구수행내용  결과

(1) SMART 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소 트웨어 수명주기 단계별 해도 분석은 특정한 계통의 해요소들을 정의하고 평가

하여 그 해요소를 제거하거나 허용가능한 정도로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

시 는 제안하는 과정이다. 종래에는 해도 분석은 소 트웨어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

다. 그러나 소 트웨어가  더 많은 계통에 포함되고 그 고장이 계통에 향을 주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 트웨어 해요소를 정의하는 것이 요하게 되었다. 계통에서 요

구하는 기능을 구 하기 해서는 하드웨어에 연계된 신호들이 소 트웨어에 의해 이용

되므로, 계통과 소 트웨어를 분리하여서 안 성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 트

웨어 해도 분석은 소 트웨어 안 성분석의 일부분이다. 소 트웨어 안 성을 한 공

정은 크게 소 트웨어 해요소 는 소 트웨어와 계통사이의 연계(interface)와 련된 

해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제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소 트웨어 해도 분석은 요구사

항, 설계, 코드, 사용자연계  변경에 한 분석을 포함한다. 소 트웨어 해요소는 소

트웨어가 부 하게 개발되거나, 부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거나 는 정보를 달해

야 하지만 달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일반 으로 제안되는 소 트웨어 안 성 로그램은 요건단계부터 시험단계까지 단계별

로 험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3.2.6-1]. 즉, 미국 원자력 안 원회에 의해 제

시된 NUREG-6430의 요구되는 로그램의  역을 분석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

다.

(2) SMART 보호계통 소 트웨어 비 해도 목록(Preliminary Hazard List) 

보호계통 바이스테이블 모듈의 소 트웨어는 모두 표 3.2.6-1과 같이 구성되며, 모든 소

트웨어가 어셈블러로 구 되어 있다. 운 체계의 기능을 신하는 Scheduler를 기반으

로 Send signal, Test Selection, Range Check, Bypass Check, Trip Logic, Test Result 

Processing, Heart-bit Gen. Send Signal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335 -

보호계통 소 트웨어 모듈 내에서 결합은 NUREG/CR-6101을 참조로 9개의 범주로 분류

되며, 여기서는 다음의 분류 범주를 참조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한다. 보호계통 바이스

테이블 모듈의 소 트웨어 해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3.2.6-2].

(가) 논리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수식 결함 :공식  방정식 오류(Range check, Bypass check, Pretrip Logic, Trip 

Logic)

- 타이  결함

- 동기화 결함

- 스 쥴링 결함

(나) 인터페이스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데이터 포맷 결함: Data conversion (16bit→32bit, 32bit→16bit) 결함, VME Bus 

interface 결함, 외부환경 장애 결함( 자 , 서지, 정 기)

- 데이터 크기 결함: Data conversion 결함, VME Bus interface 결함,. 외부환경 - 장

애 결함( 자 , 서지, 정 기)

- 로토콜 결함: CRC-32 결함

(다) 데이터 정의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데이터 기화 결함

- 데이터 타입 정의 결함: Pretrip, Trip setpoint 수치  데이터 타입오류

(라) 데이터베이스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데이터 포맷 결함

- 데이터 오버 로우 결함: DSP 연산수행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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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처리 순서 결함

(마) 입력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데이터 입력 스캐닝 결함: 실행주기 오류, .DSP clock 결함, 데이터 장 메모리 결함

- 데이터 오버 로우 결함: DSP 연산수행오류

- 데이터 락 결함: 실행주기오류, 인터페이스 결함, 메모리결함

(바) 출력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데이터 출력 포맷 결함

- 데이터 정확성 결함

- 잘못된 데이터 출력 결함

(사) 계산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계산에 참여하는 데이터 타입 결함

- 오버 로우 는 언더 로우 결함

- 계산 오차 결함: Floating point 계산오류

(아) 데이터 처리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데이터 장 메모리 사용 결함: 메모리 자체결함, 잘못된 명령어 사용

- 데이터 포맷 결함

- 데이터 크기 결함

- 데이터 처리 순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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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결함은 아래와 같은 결함을 포함한다.

- 외처리 락 결함

와 같이 규명된 결함요소와 해요소를 바탕으로 소 트웨어 비 해요소 분석을 수

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2.6-2에 제시되어 있다.

(3) 고장 유형  향 분석 기술

고장유형  향분석(FMEA) 기술은 고장수목 분석기술과 함께 계통의 안 성과 신뢰

도를 분석  확인하기 하여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설계자가 첨단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같은 새로운 계통을 설계할 경우에도 설계 의 계통에 하여 

고장유형  향분석과 고장수목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그 계통의 성능과 안 성을 악

하여, 취약 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한다.

고장유형  향분석은 계통내에서 기기의 마모, 결함 는 운 원의 실수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가능한 모든 고장유형을 악한 후, 그 고장유형의 발생이 계통의 성능과 안

에 끼치는 향을 체계 으로 악, 분석  문서화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FMEA는 기기

의 고장유형이 계통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기술이므로 일종의 "Bottom-Up 

Analysis"라고 할 수 있다.

FMEA는 규제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일고장기 (Single Failure Criterion)의 만족을 

증명하기 해 사용될 수 있는 표  방법이다. 그러나 FMEA에서는 단일 고장유형의 

발생만 가정하므로, 계통내의 기기들에서 두 개 이상의 고장유형이 동시에 는 짧은 시

간 내에 발생할 경우에 해서는 FMEA 기술을 사용하여 그 향을 쉽사리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FMEA 분석기술의 이러한 고유의 단 을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같은 계통의 경우, 원칙 으로는 FMEA에서 단일 하드웨어 

고장뿐 아니라 단일 소 트웨어 고장유형  단일 인간오류( , error of commission)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 트웨어와 인간오류 분석의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상 으로 FMEA에서 하드웨어의 고장만을 고려하여 왔다.

FMEA는 보통 표의 형태로 수행되며, 표  양식이 없으므로 수행 기  는 상계통에 

따라 분석항목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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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ART 보호계통 소 트웨어 고장 유형  향 분석 

보호계통 소 트웨어 고장 유형  향 분석은 소 트웨어 설계사양서의 소 트웨어 흐

름도 그림 3.2.6-2를 기반으로 표 3.2.6-2와 같이 분석되었으며 고장유형, 고장원인, 고장

결과, 검증방법에 해 기술하 으며, 기술된 항목  분류체계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

다.

(가) 고장 유형

- 보호계통 소 트웨어 설계사양서에 기술된 Flow Chart  표 3.2.6-2의 각 모듈의 

정상출력여부를 기 으로 작성한 고장유형을 기술한다. 

- 소 트웨어의 고장유형은 바이스테이블 세부   모듈의 비정상 인 상태를 야기

한다.

(나) 고장 결과

소 트웨어의 고장유형은 입력변수의 정상출력여부, 비트립출력, 트립출력을 기

으로 고장유형이 설정되기 때문에, 고장결과는 해당변수의 생성  락이 있을 수 있

다.

(다) 고장원인

- 고장원인 1 : 만약 고장유형에 논리식이나 고장유형을 유발하는 원인이 포함될 경

우, 이에 한 고장원인들을 기술한다.

- 고장원인 2 : 고장원인 1을 유발하는 고장원인들을 기술한다.

- 고장원인 3 : 고장원인 2를 유발하는 고장원인들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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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증방법

검증방법은 고장유형을 야기하는 고장원인 1, 고장원인 2, 고장원인 3에 기술된 사항

에 한 소 트웨어, 하드웨어, 주변장치에 한 확인  검증내용을 기술하 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은 기본 으로 software testing, code inspection, validation test를 통하

여 수행된다.

통합단계에서는 test  simulation을 통하여 SFMEA에 의한 정성  분석을 확인한

다. 표 3.2.6-2에는 코드 내에 검증을 한 코드를 삽입하여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In 

Code 검증여부를 기술하 다.

라. 후속사항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시스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을 해 수명주기 동안에 수행되어

야 할 안 성 분석 차를 기술하 고, 비 해도 목록을 작성하 다. 

안 성을 분석하기 해 비 해도 목록을 바탕으로 설계단계에서의 SMART 보호계통 

바이스테이블 모듈의 Software Failure Mode Effect Analysis를 수행하여, 해요소의 

향  결과를 분석하 다.

추후, 소 트웨어 수명주기의 구 단계, 즉 코딩단계에서의 이  단계와 다른 방법을 통

한 안 성 분석을 수행하여, 해요소를 확인 제거해야 하며, 시험단계에서는 정성 인 

SFMEA를 보완  확인하기 한 각 트립변수별 시뮬 이션 는 시험을 통하여 잠재

인 해요소를 확인한 후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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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dule Description

1

Scheduler

Receive_Signal
Signal Receive Module through 

Safety Network, Operator Module

2
Test_Selection(

1) Test Selection Module

3 Range_Check
Signal Range Check Module from In-

strumentation System

4 Bypass_Check

Required Bypass Check & Operate 

Mo-

dule from OM

5 TRIP LOGIC

H_PZR_PRESS High Pressurizer Pressure

L_PZR_PRESS Low Pressurizer Pressure

L_POWER_DOUBLE_TIME Low Power Double Time

H_CORE_POWER High Core Power

H_SG_INPUT_TEMP
High Steam Generator Input 

Temperature

L_RCP_SPEED Low Main Coolant Pump Speed

H_MAIN_STEAM_PRESS High Main Steam Pressure

L_MAIN_STEAM_PRESS Low Main Steam Pressure

L_FEEDWATER_FLOW Low Feedwater Flow

L_CRIT_HEAT_FX_RATIO Low Critical Heat Flux Ratio

H_LINEAR_POW_DENSITY High Linear Power Density

COMP_COOL_WATER_FLOW Component Cooling Water Flow 

COMP_COOL_WATER_TEMP
Component Cooling Water 

Temperature 

H_CONTAINMENT_PRESS High Containment Pressure

H_VARIABLE_OVERPOWER High Variable Overpower

L_REFUELING_WATER_TAN

K
Low Refueling Water Tank Level

6

T E S T 

RESULT(1)

PROCESSING

Test Result Processing Module

7
H e a r t - b i t 

Gen.(2) Heart-Bit Generating Module

8 Send_Signal
Send signal through the Safety 

Network and Digital output

표 3.2.6-1  Software Module in Bistable Module

Note (1) : 시험방법에 한 상세 설계가 진행 이며, 체 시스템의 시험모듈에 한 

종합 인 안 성 분석을 별도로 실시한다.

     (2) :  Heart-bit를 이용한 자가진단은 시스템의 건 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험모듈과 함께 안 성 분석을 별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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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가압기 저압력

고장유형 고장원인1 고장원인2 고장원인3 고장결과 검증방안 in Code

가압기압력 입력오류 출력오류가

발생함

LPP_Value,

LPP_Bypass_req.,

LPP_Reset_req. 인터페이스결함

데이터포맷결함

Data conversion 

결함

잘못된 가압기 압력 입력오류 출력

연계소자내의 연산논리 확인

VME Bus interface

결함
VME Bus 건전성 확인

외부 환경장애 결함

데이터크기결함

Data conversion 

결함
연계소자내의 연산논리 확인

VME Bus interface

결함
VME Bus 건전성 확인

외부 환경장애 결함

프로토콜결함 CRC-32 결함 CRC-32 수행모듈 수행논리 확인

LPP_Value,

LPP_Bypass_req.,

LPP_Reset_req. 입력결함

데이터 입력스캐닝 결함

실행주기 오류 프로그램 실행주기 확인

DSP clock 결함 clock frequency 확인

데이터저장 메모리결함 메모리 결함 확인

데이터 오버플로우 결함 DSP 연산수행오류

데이터 누락결함

실행주기 오류 프로그램 실행주기확인

인터페이스 결함 DSP-NIC 간 연계통신 확인

데이터저장 메모리결함 메모리 결함 확인

LPP_Value_error 입력결함
잘못된 값 입력

잘못된 대입범위 LPP_Value_error 입력범위 확인 o

LPP_Range_High > LPP_Value 논리결함 수행논리 확인

LPP_Value < LPP_Range_Low 논리결함 수행논리 확인

(LPP_Value - LPP_Prevalue) > LPP_Rate

논리결함
수행논리 확인

LPP_Range_High,

LPP_Range_Low,

LPP_Rate 데이터 정의결함

HPP_Range_High,

HPP_Range_Low,

HPP_Rate 정의값 확인

LPP_Prevalue 데이터 처리결함

메모리 자체결함

데이터저장 메모리 

사용결함
잘못된 명령어 사용 명령어 확인 o

표 3.2.6-2  보호계통 바이스테이블 모듈 SF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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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압력 상승/하강계산

신호 오류가 발생함

LPP_Value - LPP_Prevalue > 0

논리결함

잘못된 가압기압력 상승/하강계산

신호 출력

수행논리확인

LPP_Value > Max_set 논리결함 수행논리확인

Max_set 데이터 정의결함 Max_set 정의값 확인

LPPR_Trip_Set = 11.92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1

데이터 정의결함

LPPR_Trip_Set 정의값 확인

LPPR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Pre_LPPR_Trip ==0 && 

Pre_LPP_

Bypass ==0) && (LPP_Value - 

LPPR_

Trip_SET > 2) 논리결함

수행논리확인

LPPR_Trip_Set = LPP_Value - 2,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 1 

데이터 정의결함

LPPR_Trip_Set 정의값 확인

LPPR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LPP_Value > Max_set 논리결함 수행논리확인

LPP_Reset == 0

LPP_Reset_req == 1

Pre_LPPR_Trip == 0  논리결함

LPP_Reset 

LPP_Reset_req 

Pre_LPPR_Trip 수행논리 확인

LPP_Reset_req = 0 데이터 정의결

함
LPP_Reset_req 정의값 확인

LPP_Reset == 1 데이터 정의결함 LPP_Reset 정의값 확인

LPP_Time_Cnt == LPP_Time_Set

논리결함
수행논리확인

LPP_Rest == 0

LPP_Time_Cnt = 0 데이터 정의결

함

LPP_Rest, LPP_Time_Cnt 

정의값 확인

LPP_Time_Cnt = LPP_Time_Cnt 

+ 1
LPP_Time_Cnt 정의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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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의결함

LPPR_Trip_Set = 11.92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 1 

데이터정의결함

L P P R _ T r i p _ S e t , 

LPPR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LPP_Value > Min_Set 논리결함 수행논리확인

LPPR_Trip_Set = LPP_Value - 2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 1

데이터 정의결함

L P P R _ T r i p _ S e t , 

LPPR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LPPR_TRIP_Set = 1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 1

데이터 정의결함

L P P R _ T r i p _ S e t , 

LPPR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LPPE_Trip_Set = LPPR_Trip_Set 

-2

LPPE_Pretrip_Set = 

LPPE_Trip_Set + 1 

데이터정의결함

L P P E _ T r i p _ S e t , 

LPPE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가압기 저압력 운전우회

신호 출력오류가 발생함

LPP_Bypass_Req == 1 논리결함

잘못된 가압기 저압력 운전우회신

호 출력

수행논리확인

LPP_Bypass_Preper == 1 논리결

함
수행논리확인

LPP_Value > Max_Bypass_Set 논

리결함

잘못된 수행논리 수행논리확인

Max_Bypass_Set 

데이터정의결함

Max_Bypass_Set 

정의값 확인

LPP_Bypass = 0  데이터정의결함 LPP_Bypass 정의값 확인

LPP_Bypass_Per = 0

LPP_Bypass = 0 데이터정의결함

LPP_Bypass_Per,

LPP_Bypass 정의값 확인

LPP_Bypass_Per = 

LPP_Bypass_Preper

LPP_Bypass = Pre_LPP_Bypass

데이터정의결함

LPP_Bypass_Per, 

LPP_Bypass 정의값 확인

LPP_Value > Max_Bypass_Set 잘못된 수행논리 수행논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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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결함
Max_Bypass_Set 

데이터정의결함

Max_Bypass_Set 

정의값 확인

LPP_Value > Min_Bypass_Set 

논리결함

잘못된 수행논리 수행논리확인

Min_Bypass_Set 

데이터정의결함

Min_Bypass_Set 

정의값 확인

LPP_Bypass_per = 0

LPP_Bypass = 0 데이터 정의결함

LPP_Bypass_per, LPP_Bypass 

데이터 정의결함

LPP_Bypass_per = 

LPP_Bypass_Preper

LPP_Bypass = Pre_LPP_Bypass 

데이터 정의결함

LPP_Bypass_per, LPP_Bypass 

데이터 정의결함

LPP_Bypass_per = 1

LPP_Bypass = 1 데이터정의결함

LPP_Bypass_per, LPP_Bypass 

데이터 정의결함

LPP_Bypass_req = 0 데이터정의결

함
LPP_Bypass_req 정의값 확인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정

지 예비트립신호 출력오

류가

발생함

(LPP_Value <LPPR_Pretrip_Set) 

&&

(LPP_Bypass==0) 논리결함

잘못된 수행 논리

잘못된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정지 

예비트립신호 출력

LPP_Value, LPPR_Pretrip_Set

논리 확인

LPPR_Pretrip_Set 

데이터정의결함

LPPR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LPP_Value 대입오류
잘못된 값 입력

잘못된 대입범위 대입범위 확인 o

LPP_Bypass 입력결

함

가압기 저얍력 원자로정

지 트립신호 출력오류가 

발생함

(LPPR_Value < LPPR_Trip_Set) 

&&

(LPP_Bypass == 0) 논리결함

잘못된 수행논리

잘못된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정지 

트립신호 출력

LPP_Value, LPPR_Trip_Set

 논리확인

LPPR_Pretrip_Set 

데이터정의결함

LPPR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LPP_Value 대입오류
잘못된 값 대입

대입범위 초과 LPP_Value 대입범위 확인 o

LPP_Bypass 입력결

함

가압기 저압력 공학적안

전설비 예비트립 출력오

(LPP_Value <LPPE_Pretrip_Set) 

&&
잘못된 수행논리

잘못된 가압기 저압력 공학적안전

설비 예비트립 출력

LPP_Value, LPPE_Pretrip_Set 

논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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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발생함
(LPP_Bypass==0) 논리결함

LPPE_Pretrip_Set 

데이터정의결함

LPPE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LPP_Value 대입오류
잘못된 값 대입

대입범위 초과 LPP_Value 대입범위 확인 o

LPP_Bypass 입력결

함

가압기 저압력 공학적안

전설비 트립 출력오류가 

발생함

(LPP_Value <LPPE_Trip_Set) &&

(LPP_Bypass==0) 논리결함

잘못된 수행논리

잘못된 가압기 저압력 공학적안전

설비 트립 출력

LPP_Value, LPPE_Trip_Set 

논리확인

LPPE_Pretrip_Set 

데이터정의결함

LPPE_Pretrip_Set 

정의값 확인

LPP_Value 대입오류
잘못된 값 대입

대입범위 초과 LPP_Value 대입범위 확인

LPP_Bypass 입력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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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소 트웨어 수명주기 활동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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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P_Value ,
LPP_Bypass_req,

LPP_Reset_req  입력

LPP_Value - LPP_Prevalue  >  0

LPP_Value  > Max_Set

(Pre_LPPR_Trip == 0 && Pre_LPP_Bypass == 0)
&&  (LPP_Value - LPPR_Trip_Set > 2)

LPPR_Trip_Set = 11.92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 1

LPPR_Trip_Set = LPP_Value - 2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 1

START

A

LPP_Reset == 0

LPP_Reset_req == 1

LPP_Time_Cnt =
LPP_Time_Cnt + 1

LPP_Time_Cnt ==
LPP_Time_Set

LPP_Reset = 0
LPP_Time_Cnt = 0

Pre_LPPR_Trip == 0

LPP_Value  > Max_Set

LPPR_Trip_Set = 11.92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 1

LPP_Value  >
Min_Set

LPPR_Trip_Set = 1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 1

LPPR_Trip_Set = LPP_Value - 2
LPPR_Pretrip_Set = LPPR_Trip_Set+ 1

YES

LPP_Reset = 1

YES

LPP_Reset_req = 0

NO

No

Yes(상승)
No(하강)

No

Yes

Yes

No

YES

NO

YES

YES

NO

NO

NO

YES

LPPE_Trip_Set = LPPR_Trip_Set - 2
LPPE_Pretrip_Set = LPPE_Trip_Set + 1

LPP_Range_High > LPP_Value

LPP_Value < LPP_Range_Low
NO

YES

|(LPP_Value - LPP_Prevalue)|
> LPP_Rate

YES

LPP_Value_error = 1

YES

NO

LPP_Value_error = 0LPP_Value = LPP_Range_High,
LPP_Value_error = 1

LPP_Value = LPP_Range_Low,
LPP_Value_error = 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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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P_Value < LPPR_Pretrip_Set)
&& (LPP_Bypass == 0 )

LPPR_Pretrip = 0 LPPR_Pretrip = 1

(LPP_Value < LPPR_Trip_Set)
&& (LPP_Bypass == 0 )

LPPR_Trip = 0 LPPR_Trip = 1

LPP_Prevalue = LPP_Value
LPP_Bypass_Preper = LPP_Bypass_per

Pre_LPP_Bypass = LPP_Bypass
Pre_LPPR_Trip = LPPR_Trip

END

A

No Yes

No Yes

(LPP_Value < LPPE_Pretrip_Set)
&& (LPP_Bypass == 0 )

LPPE_Pretrip = 0 LPPE_Pretrip = 1

(LPP_Value <LPPE_Trip_Set)
&& (LPP_Bypass == 0 )

LPPE_Trip = 0 LPPE_Trip = 1

No Yes

No Yes

LPP_Bypass_per = LPP_Bypass_Preper
LPP_Bypass = Pre_LPP_Bypass

LPP_Bypass_per = 1
LPP_Bypass = 1

Yes

No

Yes

No

No

Yes

LPP_Bypass_req == 1

LPP_Value  >
Max_Bypass_Set

LPP_Value  >
Min_Bypass_Set

LPP_Bypass_per = 0
LPP_Bypass = 0

LPP_Bypass_Preper == 1

LPP_Bypass = 0

No

LPP_Value >
Max_Bypass_Set

Yes

LPP_Bypass_per = 0
LPP_Bypass = 0

Yes

No

LPP_Bypass_per = LPP_Bypass_Preper
LPP_Bypass = Pre_LPP_Bypass

LPP_Bypass_req =0

그림 3.2.6-2  보호계통 바이스테이블 모듈 가압기 압력 소 트웨어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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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TASS/SMR 코드의 류형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 검증 

(정상조건) 

가.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  축소 장치를 이용한 열 달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다.

 

나. 연구범

(1)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의 정상상태 시험을 이용한 검증

(2) VISTA 시험장치의 열수력 특성시험자료를 이용한 검증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일체형원자로인 SMART의 성능 평가  안 성 분석을 하여 

TASS/SMR 코드를 개발하 고, SMART의 과도 상 분석  소형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설계기 사고의 해석에 TASS/SMR 코드를 용하여 왔다. SMART 일체형원자

로에 한 TASS/SMR 코드의 용성을 평가하고 TASS/SMR 코드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해서는 기본 문제, 개별효과 실험(Separate Effect Test)  종합효과 실험(Integral 

Effect Test)을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재까지 기본 문제를 통한 TASS/SMR 코드의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고[3.2.7-1], 개별효과 실험  종합효과 실험을 통한 TASS/SMR 

코드의 검증을 하여 일련의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들  하나가 증기발생

기 열 달 특성을 악하기 한 실험인데,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에서는 65 MWt 

SMART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과 축소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상 상태 조건하에

서 증기발생기 열 달 특성을 악하 다.

(1)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을 이용한 열 달 실험

SMART 증기발생기에서의 열 달 상을 악하기 하여 65 MWt SMART의 증기발

생기 카세트 원형을 이용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열 달 실험에 사

용된 실험 설비를 그림 3.2.7-1에 나타내었다[3.2.7-2].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내경 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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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1.5 mm인 96개의 헬리컬 코일로 구성되고, 열 달이 발생하는 헬리컬 코일의 체 

길이는 10.34 m이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효 열 달 높이는 1.5 m, 열 달 면

은 26.2 m
2
이다. SMART에는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원자로 용기 내부에 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차측  2차측 유량은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에 균일하게 분포된

다. 따라서 개별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열수력학 인 특성은 거의 동일하다. 이에 반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1개 증기발생기 카세트만을 이용하 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을 이용한 실험의 100% 정격 조건하 1차측  2차측의 

유량은 SMART 유량의 1/12 규모인 28.29 kg/s와 2.0 kg/s이다. 실험에서는 1차측  2

차측 입구 냉각재 온도와 유량, 그리고 2차측 압력을 변화시켜가며 헬리컬 코일에서의 열

달 특성을 악하 다. 이에 반하여 1차측 압력은 15.0 MPa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그림 3.2.7-2에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을 이용한 실험 장치를 모의하기 한 

TASS/SMR 코드의 Nodalization을 나타내었는데,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  2차측을 

27개의 Node와 25개의 Path로 구성하 다. Nodalization에서 증기발생기 1차측/2차측 입

구(Node 번호 1과 13)와 출구(Node 번호 12와 27)는 각각 유동 경계  압력 경계로 고

려하 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으로부터 2차측으로의 열 달을 고려하기 

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 열구조물이 고려되었다.

수행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TASS/SMR 코드 증기발생기 모델 검

증을 한 계산을 수행하 는데, TASS/SMR 코드에 한 검증 계산은 표 3.2.7-1에 제

시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 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 입구 경계에서의 압력은 그림 3.2.7-3에 나타내었다. 1차측 유

량이 큰 경우(Experiment Index가 1, 2, 3, 4, 5, 18, 20, 21  22인 경우), TASS/SMR 코

드로 계산된 1차측 계통 압력은 실험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측 유량이 

은 경우에는 TASS/SMR 코드가 실험에 비하여 다소 낮게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차측 냉각재 온도는 과냉 상태이기 때문에 1차측을 통한 압력 강하는 1차측 유량이 증가

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TASS/SMR 코드 계산에서는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험에

서는 그림 3.2.7-4에 보이는 바와 같이 1차측 유량이 29.0 kg/s으로부터 4.4 kg/s까지 변

하더라도 1차측 압력 강하는 0.2 MPa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추후 실험에서는 1차측 압력 강하를 측정하기 한 정 한 측정 장치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 2차측 입구에서의 압력은 TASS/SMR 코

드가 실험값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7-3).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  2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그림 3.2.7-5에 나타내었는

데,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  2차측 출구는 각각 그림 3.2.7-2에서 노드 번호 11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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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TASS/SMR 코드는 증기발생기 1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

도는 비교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기발생기 2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

는 다소 높게 계산하 다. 이러한 온도 계산에서의 차이는 2차측 냉각재가 증기발생기 카

세트 2차측 출구로부터 냉각재 온도가 측정되는 치로 이동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손

실에 의해서 기인할 수 있으나, 재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명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

운 상태이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통한 열 달량은 그림 3.2.7-6에 나타내었는데, 실험에서 열 달량

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입구에서의 냉각재 유량과 증기발생기 카세트 입/출구에서의 엔탈

피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TASS/SMR 코드는 증기발생기 카

세트를 통한 열 달량을 잘 측함을 알 수 있다.

(2) 증기발생기 카세트 축소 모형을 이용한 열 달 실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SMART 일체형원자로의 성능  안  특성에 한 실증 실험 

자료를 생산하기 하여 VISTA(Experimental Verification by Integral Simulation of 

Transients and Accidents) 실험 장치를 구축하 다. VISTA 실험 장치는 크게 1차계통, 

2차계통, PRHRS 등의 주요 계통과 보충수 계통, 기기 냉각수 계통 등의 보조 계통으로 

구성된다. VISTA 실험 장치는 기  원  비 높이비가 1/1, 면 비가 1/96, 체 비가 

1/96이다. 그리고 VISTA 실험 장치의 계통 압력  냉각재 온도는 65 MWt의 SMART 

정상 상태를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최  818.75 kW를 낼 수 있는 기 가열기를 

이용하여 노심을 모의하 다. 일체형원자로인 SMART와는 달리 VISTA 실험 장치는 주

요 부품인 원자로용기, 원자로냉각재펌 , 증기발생기와 가압기가 이 로 연결되어 있

다. VISTA 실험 장치의 증기발생기는 SMART 원자로의 증기발생기 1개 카세트의 1/8 

규모로 제작되었으며, 내경  두께는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2차측은 1개 트 인으로 구

성되어 1차측으로부터 열제거를 하도록 구성하 으며, PRHRS 한 1개 트 인으로 구

성되었다.

VISTA 실험 장치에서도 증기발생기 열 달 특성을 악하기 하여 증기발생기 1차측 

 2차측 입구 냉각재 온도, 계통 압력  유량을 변화시켜가면서 열 달 실험을 수행하

는데,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 Matrix를 표 3.2.7-2에 나타내었다[3.2.7-3]. 그림 3.2.7-7

에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축소 모형 실험 장치를 모의하기 한 TASS/SMR 코드의 

Nodalization을 나타내었는데, Nodalization에서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2차측 입구

(Node 번호 1과 13)와 출구(Node 번호 12와 24)는 각각 유동 경계  압력 경계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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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으로부터 2차측으로의 열 달을 고려하기 하

여 증기발생기 카세트 열구조물 한 고려되었다.

수행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TASS/SMR 코드 증기발생기 모델 검

증을 한 계산을 수행하 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  2차측 입구에서의 압력은 그

림 3.2.7-8에 나타내었는데, TASS/SMR 코드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입구에서의 압력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3.2.7-9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  2차측

의 압력 강하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험에 의하면 질량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 강하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SS/SMR 코드 계산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10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  2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를 보여주는

데,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측  2차측 출구는 각각 그림 3.2.7-7에서 노드 번호 11과 23

이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TASS/SMR 코드는 증기발생기 1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

도는 비교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기발생기 2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

는 다소 높게 계산하 다.

그림 3.2.7-11은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통한 열 달량을 보여주는데, 실험에 있어 열 달

량은 냉각재 유량과 입구  출구에서의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해석 결과

에 의하면 TASS/SMR 코드는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통한 열 달량을 잘 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결론

65 MWt SMART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  축소 모형을 이용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을 검증하 다. 

TASS/SMR 코드를 이용한 검증 계산에서 증기발생기 카세트 입구  출구를 각각 유동 

경계  압력 경계로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검증 해석 결과에 의하면 증기발생기 1차측  2차측 입구에서의 압력, 증기발생기 1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와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량과 같은 주요 열수력 변수들을 

TASS/SMR 코드는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2차측 출구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TASS/SMR 코드가 높게 측하 는데, 이는 증기발생기 2차측 출구에서

부터 냉각재 온도가 측정되는 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에 의한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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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TASS/SMR 코드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 검증 계산에서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  축소 모형을 이용한 정상 상태 조건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TASS/SMR 코

드의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을 검증하 기 때문에, 과도 조건하에서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의 합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 다. 따라서 추후 과도 상태 실험을 통해서 획득

되는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의 추가 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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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d e 

No.

Exp.

Index

Parameters

Primary side Secondary side

t1, K P1, MPa G, kg/ Tfw, K Pfs, MPa Q, kg/s

18.4 1 583.2 15.0 29.0 423.2 3.45 0.02

18.3 2 583.2 15.0 29.0 423.2 3.45 0.04

18.2 3 583.2 15.0 29.0 423.2 3.45 0.06

18.1 4 583.2 15.0 29.0 423.2 3.45 0.08

18 5 583.2 15.0 29.0 423.2 3.45 0.1

1 6 574.2 15.0 14.5 323.2 1.6 0.2

1.1 7 574.2 15.0 14.5 323.2 1.6 0.2

2 8 574.2 15.0 10.44 323.2 1.6 0.2

3 9 574.2 15.0 7.25 323.2 1.6 0.2

7.6 10 583.2 15.0 4.4 323.2 3.45 0.36

5 11 575.2 15.0 10.44 323.2 1.6 0.4

6 12 575.2 15.0 7.25 323.2 1.6 0.4

7 13 583.2 15.0 4.4 323.2 3.45 0.4

7.1 14 583.2 15.0 4.4 323.2 3.65 0.4

7.2 15 583.2 15.0 4.4 323.2 3.25 0.4

7.3 16 586.2 15.0 4.4 323.2 3.45 0.4

7.4 17 580.2 15.0 4.4 323.2 3.45 0.4

4 18 575.2 15.0 29.0 323.2 3.45 0.4

7.5 19 583.2 15.0 4.4 323.2 3.45 0.44

8 20 576.2 15.0 29.0 323.2 3.45 0.6

9 21 577.2 15.0 29.0 323.2 3.45 0.8

10 22 578.2 15.0 29.0 323.2 3.45 1.0

11 23 583.2 15.0 14.5 323.2 3.45 1.0

12 24 583.2 15.0 7.25 323.2 3.45 1.0

표 3.2.7-1  증기발생기 원형을 이용한 열 달 실험 Matrix

 

      * Mode No.: 실험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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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index

Parameters

Primary side Secondary side

Tin, K Pin, MPa
Flow, 

kg/s
Tin, K Pin, MPa

Flow, 

kg/s

H-P10-Q25 1 574.8 15.5 1.02 353.0 3.51 0.025

H-P10-Q36 2 571.2 15.7 1.42 340.4 3.66 0.026

H-P10-Q50 3 565.9 14.9 2.02 346.8 3.56 0.025

H-P10-Q75 4 565.9 14.8 3.01 350.7 3.48 0.025

H-P10-Q100 5 565.6 14.5 4.00 352.2 3.52 0.025

H-P20-Q33L 6 578.5 15.7 1.40 328.8 3.79 0.049

H-P20-Q100H 7 572.6 15.2 4.25 328.7 3.77 0.050

H-P25-Q100 8 577.7 14.8 3.52 338.3 4.00 0.062

H-P36-Q100* 9 574.4 14.8 4.20 327.8 3.97 0.090

H-P50-Q50M 10 582.0 15.9 2.35 336.1 4.01 0.126

H-P50-Q100* 11 573.9 15.1 4.20 325.2 4.05 0.126

H-P50-Q100H 12 577.0 15.9 4.25 341.1 4.01 0.125

H-P75-Q75* 13 576.2 15.6 3.15 321.0 4.40 0.188

H-P75-Q100* 14 572.6 15.2 4.20 319.6 4.46 0.188

H-P100-Q100* 15 581.1 15.3 4.20 323.4 4.93 0.250

H-P100-Q100H 16 582.2 16.1 4.20 335.4 4.80 0.251

표 3.2.7-2  증기발생기 카세트 축소 모형을 이용한 열 달 실험 Matrix

      *: 1차측 유량이 측정되지 않은 이유로 설계 유량 4.20 kg/s에 출력 비율을 고려한 값을 1

차측 유량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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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을 이용한 열 달 실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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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2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 열 달 실험을 한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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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3  증기발생기 카세트 입구에서의 압력 (원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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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통한 열 달량 (원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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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1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통한 열 달량 (축소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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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표 문제를 이용한 코드 검증

가. 연구목

TASS/SMR 코드의 기본 인 수치해석 역량과 신뢰도 검증을 목 으로 기본 인 평가 

문제를 선정하고 이들 각각의 평가 항목에 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 다.

나. 연구범

(1) 질량  에 지 보존

(2) Local loss  복합 유로에서의 압력구배

(3) 단순 진동 문제

(4) 이론 인 자연순환 문제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SMART는 기존 상용원자로와 다른 일체형원자로이며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안

련 계통  부품설계에 다양한 신기술을 용하고 있다. 한, SMART 해석을 하여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의 열 달 모델 등과 같은 

SMART 고유의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TASS/SMR 코드를 SMART의 안 해석

에 사용하기 해서는 기본문제에 의한 로그램 확인  타당성 검증, 사고 시나리오 

련 열수력 상을 모사한 개별효과  종합효과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이 요구된

다.

본 보고서에서는 TASS/SMR 코드의 기본 인 수치해석 역량과 신뢰도 검증을 목 으로 

기본 인 평가 문제를 선정하고 이들 각각의 평가 항목에 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 다. 

코드 평가를 한 기본 문제들을 선정하기 해 먼  TASS/SMR의 기본 인 보존 방정

식과 세부 모델들을 검토하 으며, TASS/SMR 코드의 수치해석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

는 기본문제들을 선정하고 이들 선정된 문제들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각 문제들에 

한 해석 결과는 단순화된 이론식에 의한 계산결과 는 reference solution과 비교하여 

TASS/SMR 코드에 한 검증을 수행하 으며, 수행에 사용된 산코드는 TASS/SMR 

2.0 Version이다.



- 366 -

(1) TASS/SMR 코드 검증을 한 표  문제 선정

(가) TASS/SMR 코드의 기본방정식

TASS/SMR 코드는 원자로냉각재 계통을 노드(node)와 유로(flow path)들로 연결된 

network으로 모의한다. 노드는 유체의 질량  에 지를 정의하는 제어 체 이며, 유

로는 유체의 운동량을 정의하기 한 노드 사이의 연결부이며 체 은 정의되지 않는

다. TASS/SMR 코드의 지배 방정식은 Drift-flux 모델에 의한 6개의 보존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보존 변수로는 액체와 수증기의 혼합 질량, 액체 질량, 혼합 에 지, 수증기 

에 지  혼합 운동량 그리고 비응축성 기체 질량이다. 액체와 수증기의 질량과 에

지는 각 노드에서 계산되고, 운동량은 각 유로에서 계산된다. TASS/SMR 코드의 지

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혼합체 질량 보존 방정식 :

     A
∂
∂t

(ρm)+
∂
∂x

(Wm) =  0 (3.2.8-1)

 - 액체 질량 보존 방정식 :

     A
∂
∂t

[ ( 1-α)ρ l] +
∂
∂x

[ ( 1- x f )Wm] =  -Γ
g

(3.2.8-2)

 - 비응축성 기체 질량 보존 방정식 :

     A
∂
∂t

(αρ
N) +

∂
∂x (

ρ
N

ρ
g
x fWm) =  0  (3.2.8-3)

 - 혼합체 운동량 보존 방정식 :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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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체 에 지 보존 방정식 :

     A
∂
∂t

(ρmem)+
∂
∂x

[x fh g+(1-x f)h l]Wm =  q'w (3.2.8-5)

 - 증기 엔탈피 보존 방정식 :

     A
∂
∂t

(αρ
gh g)+

∂
∂x

(x fh gWm) =  Γ
g․h sg+q

'
wg+q

'
ig

(3.2.8-6)

에서 쓰인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다.

 







ρ
m =  αρ

g+(1-α)ρ l

hm =  
1

ρ
m
[αρ

gh g+(1-α)ρ lh l]

em =  
1

ρ
m
[αρ

ge g+(1-α)ρ le l]

Wm  : 혼합체 유량

ρ
g, ρ l,  ρN  : 증기, 액체  비응축성 기체의 도

hg, h l  : 증기  액체 엔탈피

v r  : 상  속도

α  : 기포율

A  : 유로 면

P  : 압력

K  : 압력 손실 계수

Φ 2  : 이상유동 마찰증배계수

g  : 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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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g
 : 단  길이 당 증기 생성률

hsg  : 증기 포화 엔탈피

q'wg  : 단  길이 당 벽면에서 증기로의 열 달률

q
'
ig
 : 단  길이 당 액체-기체 경계면의 열 달률

q
'
w
 : 단  길이 당 벽면을 통한 열 달률

 xf : 유동 건도

(나) 표  문제 선정

TASS/SMR 코드의 기본 방정식 모델의 검증에 을 맞추어 표 문제들을 구성하

다.

기기  부속 계통 모델들은 실제 SMART의 설계 제원을 바탕으로 한 실험  자료와 

비교 검증이 할 것으로 단하여 제외하 다. 특수 목  모델 에 임계 유량 모

델의 검증은 독립 인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검증 상에서는 제외

되었다. 노심과 련된 열 도 방정식  point kinetics, 반응도 련 모델의 검증에 

해서는 원자로 사고 해석 결과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단하여 본 연구의 검증 

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치 해석  안정성(stability)의 문제는 TASS/SMR 코드의 입력에서 사용자가 시간

 별로 각 문제마다 한 time step을 용하여 stability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코

드 자체에 한 일반 인 검증 상이 아닌 것으로 단된다. 

유체의 질량  에 지의 보존을 검증하기 해 간단한 계통을 구성하여 질량 오차  

에 지의 오차를 평가하 으며, 운동량 보존 방정식 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서는 력효과와 국부 인 압력 강하(local pressure loss)  복합 유로에서의 체

인 압력 구배 등에 한 문제를 구성하 다. U자형 유로에서의 유체 진동 문제를 알려

진 해석해와 비교 검증하는 문제와 일체형 원자로의 주요 냉각 기능  하나인 자연

류의 메커니즘에 한 측 정확성을 평가하는 문제도 포함시켰다. 에 지 보존에 

한 문제로 가열 유로에서의 유체의 온도 구배를 평가하는 문제를 포함하 다. 

TASS/SMR 코드의 검증을 해 선정된 표 문제들을 정리하면 표 3.2.8-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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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문제 검증 내용  결과

(가) 질량  에 지 보존

1) 개념  목

보존방정식의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문제로서 특히 TASS/SMR 코

드의 질량 보존식 식(3.2.8-2)  에 지 보존식 식(3.2.8-5)의 검증에 을 둔다.

2) 검증 상 항목

단순화된 system에 inlet flow나 exit flow를 설정하고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한 

계산을 수행하여 한 노드에 해서, 한 체 시스템에 해서 질량  에 지 보

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한다.

• 외부로부터 에 지 공 이 없는 경우 

• 외부로부터 에 지 공 이 있는 경우

• 비응축성 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3) 결과

외부 에 지 공 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그리고 비응축성 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에 해 질량  에 지 보존에 해 검증하 다. Mass error는 비응축성 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과도 기에 -2.5×10-4를 나타내었으나 곧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외부 에 지 공 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6x10-6 ~ ±6x10-5 오차

범 에 있다. Energy error는 비응축성 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기에 2.7×10-4를 나

타내었으나 곧 0으로 수렴하 고, 외부 에 지 공 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8x10-7 ~ ±1x10-5 오차범 에 있다. 그러므로 TASS/SMR 코드는 질량  에

지를 잘 보존함을 확인하 다.

(나) Nine Volume

1) 개념  목

Nine volume 문제는 9개의 노드로 구성된 수직 에서 상부 3개의 노드는 물로 채

워져 있고 나머지 하부의 6개 노드에는 증기로 채워져 있을 때에 상부 노드의 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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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의 효과에 의해 하부로 이동하여 물과 증기가 재배치되는 상을 모사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통하여 이상(two-phase)유동조건에서 TASS/SMR 코드의 력 효과 모

사능력에 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기에 물과 증기가 분리된 상태로 분포하다가 이들의 경계를 없애면 두 상이 섞이

게 되는데 물과 증기가 homogeneous하게 혼합되는 것과 heterogeneous하게 혼합되

는 거동에 있어서 두 상의 혼합의 정도가 다르게 된다. 한 여기에 력의 효과가 

작용하도록 문제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재배치되는 형상이 두 상의 혼합 

는 분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직의 nine volume으로 구성

된 본 문제를 통해 이상류에 있어서 노드의 열수력 상태를 homogeneous와 

heterogeneous로 입력한 상태에서 각각에 해 력의 효과가 타당하게 반 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다.

2) 검증 방법

수직으로 연결된 9개의 노드를 구성하고 기에 상부 3개의 노드는 물로 채워져 있

고 나머지 6개 노드는 증기로 채우고 경계의 flow path를 차단했다가 과도 해석 조

건으로 path를 연결하여 상단의 물과 하단의 증기가 시간에 따라 재배치되는 형상

을 통해 력의 효과를 검증한다. 동일한 기하학  조건에서 homogeneous 조건과 

heterogeneous 조건에 해 각각 동일한 차로 과도해석을 수행하 다.

3) 결과

본 문제를 통하여 TASS/SMR의 력에 의한 효과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Homogeneous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물과 증기가 혼합되기는 하지만 력의 효

과에 의해 하단의 노드일수록 상단의 노드들 보다 작은 값의 void fraction을 갖는 

것으로 수렴하 다. 본 문제를 통해 TASS/SMR의 력의 효과는 타당하다고 결론

을 내릴 수는 있지만 homogeneous  heterogeneous 라는 조건이 사용자의 입력에

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  상을 히 측하기 해서는 문제에 따라 

사용자가 이러한 물리 인 조건 부여를 할 때 보다 신 을 기해야 한다. 한, 수

가 존재하는 과도기인 경우에는 heterogeneous 옵션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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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ocal loss에 의한 압력 구배

1) 개념  목

이 문제는 운동량 방정식에서 wall friction  form loss에 의한 압력강하 는 운

동량 소실을 히 다룰 수 있는지에 해 검토하기 한 문제이다. 

식 (3.2.8-4)의 혼합체 운동량 방정식의 항 에서 특히 form loss와 wall friction 

loss에 련된 
││


항의 반 이 한 가를 검증하는 문제이다.

본 문제는 수평 채 에서의 pressure drop 는 운동량 손실을 다루는 문제 에서

도 loss에 의한 압력강하를 다루는 문제이다 따라서 각 노드의 개별 압력 강하는 비

슷할 것으로 단되므로 각 노드의 압력강하의 평균을 가지고 이 해석해가 수치해

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보기 한 계산이다. 그러므로 본 문제에서 요하게 다

루어야 할 변수는 form loss에서는 mass flow rate와 forward loss 이고, wall 

friction loss에서는 mass flow rate와 길이와 직경의 비 (L/d)이다.

2) 검증 방법

8개의 노드로 구성된 수평 채 을 구성하 으며 inlet flow를 주입시켜 flow의 흐름

에 따른 압력 강하를 살펴보았다. Form loss에 해서는 inlet flow의 mass flow 

rate 변화에 따른 TASS/SMR의 해석해와 수치해의 비교 분석, forward loss 변화

에 따른 TASS/SMR의 해석해와 수치해의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 한 wall 

friction loss에 해서는 mass flow rate 변화와 길이와 직경의 비 (L/d) 변화에 따

른 TASS/SMR의 해석해와 수치해의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

 3) 결과

TASS/SMR의 단상류에 한 운동량 방정식의 계산결과는 차분화 이 의 방정식에 

의한 계산과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인다. 형상손실계수 forward loss coefficient (k)와 

유량 (Wm)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그리고 유량 변화와 길이와 직경의 비 (L/d) 변

화에 따른 마찰손실 (friction loss)에 의한 압력강하가 TASS/SMR의 수치해와 해석

해의 비교 분석 결과 오차는 0.031% 이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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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합 유로에서의 압력 구배

1) 개념  목

Momentum equation에 의한 pressure gradient 결과의 타당성과 유로벽면의 유동 

항의 계산 타당성 검증을 한 문제이다. 

TASS/SMR의 unheated channel 에서의 력에 의한 pressure drop과 form loss에 

의한 pressure drop의 복합  효과를 검증하기 한 문제로서 수평과 수직채 의 

혼합채 로 구성된 노드를 만들고 수직채 에서 수평채 로 환하는 노드와 수평

채 에서 수직채 로 환하는 노드에 foward loss를 주어 각 노드에서의 drop of 

pressure elevation과 drop of loss의 TASS/SMR의 계산값과 간단한 이론식을 통한 

해석해를 비교하 다.

2) 검증 방법

본 문제에서는 pressure drop을 검증하기 해서 12개의 node로 구성된 채 을 구

성하 다. 높이 5m의 가장 높은 node에서 inlet flow를 주입시켜 flow의 흐름에 따

른 pressure drop을 살펴보았으며 아래 node에서는 수평채 로 구성하여 수평채

에서의 pressure drop에 해서도 검증을 수행하 다. 

3) 결과

TASS/SMR 코드는 수직 수평의 복합 인 유로에 한 압력 강하 계산 시 력에 

의한 압력강하와 압력 손실 계수에 의한 압력강하의 결과가 각각 높은 신뢰성을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격한 기하학 인 변경에 의한 압력강하를 코드 내에서 계산 하지 않고 사용자

가 압력 손실 계수 입력으로 측해야하기 때문에 입력 구성 시에 이러한 에 유

의하여 타당한 압력 손실 계수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마) Manometric Oscillations

1) 개념  목

Manometric oscillation 문제는 반이 물로 채워진 manometer 내에서 유체의 력

에 의한 진동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TASS/SMR 해석을 analytical reference 

solution과 비교함으로써 계산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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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를 통하여 TASS/SMR 코드의 운동량 방정식에서 력의 향이 얼마나 정

확하게 반 되는지, 그리고 유체와 기체의 경계면이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

다.

2) 검증 방법

Manometric oscillation에 한 문제는 알려진 해석 인 해와 TASS/SMR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반 인 운동량 방정식에 의한 운동량 진동 거동의 측 가능성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한 문제이다.

3) 결과

Manometric oscillation의 문제에 한 TASS/SMR의 결과는 해석  해와 비교해볼 

때 정확한 결과를 측하 다. 

본 검증문제에서 TASS/SMR의 운동량 방정식의 력 련 부분에 문제 은 발견

되지 않았으며, 유체와 기체의 경계면이 지속 으로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oscillation의 주기를 통해 TASS/SMR의 계산 정확도에 상당한 신뢰성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 자연 류 문제

1) 개념  목

폐회로에서 에 지의 유입과 유출이 각각 채 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에 유체의 

도 변화에 따른 자연 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 류 상은 SMART 원자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요한 메커니즘이므로 이에 한 해석 능력 검토가 필요하다. 

부분 으로 채 이 가열  냉각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내부 유체의 도 차이에 

발생할 경우 력 효과에 의한 자연 류 문제에 한 TASS/SMR 코드의 해석능력 

검증이 필요하다.

2) 검증 방법

TASS/SMR 코드의 자연 류 해석능력을 검증하기 해서 8개의 node로 구성된 채

을 구성하 다. 부분 인 가열을 해 1번 node에 3가지 case로 서로 다른 heat를 

가해주었으며 5번 node에서 그만큼 열을 제거 하 다. 1번 node에서 에 지의 유입

으로 인한 유체의 도의 감소와 5번 채 에서 에 지 유출로 인한 도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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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유량의 변화를 모사하고 이를 이론식을 통한 해석해와 비교하여 TASS/SMR 

의 자연 류 상에 한 역량을 검증하 다.

3) 결과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채 에서 각 다른 부 에 에 지의 입출력이 존재할 경우 

자연 류에 의한 유량은 유입  유출되는 에 지양과  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을 본 문제를 통해 검증하 다. 검증결과 기본조건에서와 고온고압 조건에서 

TASS/SMR의 계산 정확성이 유지됨을 확인 하 다.

(사) 가열 유로에서의 온도 구배

1) 개념  목

사용자 정의의 direct energy input의 용성과 주어진 열량에 따른 energy 

convection을 통한 온도 구배의 성을 평가하기 한 문제이다. 노드별로 에 지

의 입력을 주고 거시 으로 입구와 출구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엔탈피 차이와 채  

체에서 받은 에 지의 계식을 이용해 계산된 온도 구배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본 문제는 식 (3.2.8-5)의 에 지 보존 방정식을 검증(verification)하기 한 문제이

다.

에 지 보존 방정식에서 qw' 에 의한 에 지 convection을 검토하는 것에 을 

맞추었다. 단상 유동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상간의 에 지 달은 고려하지 않았다.

2) 검증 방법

10개의 노드로 구성된 수직 채 에 각각의 노드에 해 동일한 에 지 입력을 주고, 

하단의 노드에 일정량의 inlet flow를 공 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도 상에 의한 

입구 에 지와 출구 에 지의 차이가 주어진 에 지 입력에 해 타당한 결과를 나

타내는지 검토하 다. 한 에 지 입력과 inlet flow rate를 변화시켜보고 이들에 

해서도 동일한 차로 에 지 보존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3) 결과

노드 체의 에 지 입력과 입구와 출구에서의 유체의 엔탈피 차이를 이용한 에

지 보존을 검토해본 결과, 해석해와 TASS/SMR의 계산 결과가 매우 유사했으며 입

구 유량의 변화에 따른 온도 구배의 수렴 시간도 물리 으로 타당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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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TASS/SMR의 기본  코드 평가를 해 선정된 표 문제들에 한 해석을 수행 하 다. 

질량  에 지 보존에 한 평가 결과 질량  에 지의 보존 오차는 매우 작았고, 운동

량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압력 강하 메커니즘 한 타당하게 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Manometric oscillation 문제의 해석 결과 유체의 진동 주기가 알려진 해와 

잘 맞았으며 자연 류 유량 한 타당한 결과를 보 다. 가열 유로에서의 온도 구배에 

한 계산 결과는 에 지 보존에 의한 물리 으로 타당한 온도 구배를 보임으로써 

TASS/SMR 코드는 선정된 표 문제들을 잘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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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본 선정 문제 주요 련 방정식 련 검증 가능 상

1 질량  에 지 보존
질량 보존 방정식

에 지 보존 방정식

 - mass error

 - mass convection

 - energy error

 - energy convection

2 Nine volume 운동량 보존 방정식

 - gravity

 - interface boundary

 - mass conservation

3 Local loss에 의한 압력구배 운동량 보존 방정식
 - local losses

 - geometrical variation

4 복합 유로에서의 압력구배 운동량 보존 방정식

 - local losses

 - gravity

 - frictional loss

5 Manometric oscillation
운동량 보존 방정식

질량 보존 방정식

 - mass convection

 - gravity

 - momentum flux

 - oscillatory frequency

 - interface boundary

6 자연 류

운동량 보존 방정식

질량 보존 방정식

에 지 보존 방정식

 - energy convection

 - mass convection

 - direct energy input

 - natural convection flow rate

7 가열유로에서의 온도 구배

운동량 보존 방정식

질량 보존 방정식

에 지 보존 방정식

 - energy convection

 - mass convection

 - energy conservation

표 3.2.8-1  TASS/SMR 코드의 검증을 해 선정된 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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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사고 해석코드 용성 평가

가. 연구목

SMART 랜트의 사고 해석 체계화  방법론 개발을 하여 기존의 사고 해

석코드의 모델을 심으로 일체형 원 에 용가능성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MIDAS 산코드의 분석

(2) MELCOR 산코드의 분석

(3) SMART 사고 해석코드 확보방안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상용 원 을 상으로 국내에서 사고 기부터 격납건물 외부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까지 

다룰 수 있는 사고 진행분석용 종합 코드로는 미국 FAI사가 개발하여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MAAP4[3.2.9-1]와 미국 NRC가 개발한 MELCOR 산코드 [3.2.9-2]가 있다. 

MAAP4는 상 발 소의 일차/이차/증기발생기 등 주요 계통이 이미 코드 로그램에 

내장되어 손쉽게 사용하고 빠른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사용자가 입력을 이용

하여 임의로 발 소 계통을 구성할 수 없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상 으로 

MELCOR는 모델이 상세한 반면 입출력 처리가 불편하고 계산 시간이 길어 연구기 에

서 주로 검증 계산을 해 사용되지만, 사용자가 입력을 이용하여 상 원 을 일차원 

노드와 유로로 구성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SMART는 기존의 분리형 원자로와는 달리 일체형 원자로로, 원자로 용기 내부에 펌

와 가압기, 그리고 증기발생기가 포함되어 있고, 피동 안 개념 등의 신 개념 설계가 

반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체형 원 에서의 사고 경  해석을 해 

기존 코드를 바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SMART 원자로에 한 사고 해석을 

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MAAP4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효

율 인 수행을 해 MAAP4 코드 개발기 인 미국의 FAI사와 연계하여 MAAP4/SMR 

(가칭)을 개발하는 것으로, MAAP4 기반으로 가면 FAI의 상황과 용역비에 따라 다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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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에 맞추어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기술 수에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MELCOR 기반의 MIDAS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MIDAS는 로그램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SMART 노형에 맞추어 사용자 입력

으로 원자로 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다만 세계 으로도 일체형 원 에 

한 분석 경험이 없으며, 기존 내장 모델로 SMART에서의 사고 진행 과정들을 제

로 모의할 수 있는지에 한 어려움을 상할 수 있다. 한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없

는 문제에 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3.2.9-1에는 SMART 사고 분석에 

사용이 가능한 두 참조 코드에 한 검토 의견을 수록하 다.

MIDAS는 MELCOR 1.8.4를 참조코드로 하고 사용 언어는 FORTRAN90을 사용하여 개

발되었다. 데이터 달 구조는 코드 개발자나 사용자로 하여  코드 내부의 이해가 쉽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장  달 체계를 기존 MELCOR의 데이터 타입별 단일 

배열에서 FORTRAN90 언어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도출변수 형태(derived data type)

로 환하고, 패키지별로 모듈화 하 으며, 동  할당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 효율을 높

다. 개편된 MIDAS는 MELCOR 1.8.4와의 계산 결과 비교 검증을 수행하 고, 한 동역

학 모델과 하부반구에서의 간극 냉각 모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편 작

업이 완료된 MIDAS는 코드 내 모델의 개선  추가가 용이해지고 사용자의 편의성(

근성  이해도)이 크게 향상되어 기존의 상용 원 과 다른 SMART에 용하기 한 

좋은 장 을 가지고 있다. 

SMART 사고 분석을 해 가장 먼  필요한 과정은 SMART 원자로에 한 정상

상태 입력 마련이다. 일체형 원 의 경우는 경험이 없지만, 기존의 분리형 원자로에 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쳐 입력을 비한다. 정상 상태 입

력은 크게 계통 련 물리  자료 비, 기 운  조건 련 자료 확보, 그리고 계통을 

제어체 과 유로로 발 소 설계에 맞도록 노드를 구성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발

소의 이러한 반 인 자료는 이미 SMART의 설계기 사고에 한 안 해석을 해 사

용한 TASS/SMR 입력을 활용한다. MIDAS와 TASS/SMR 모두 일차원 노드(제어체 )

와 유로로 발 소를 모의하므로, TASS/SMR에서 사용했던 기본 입력을 활용하여 

MIDAS 분석을 한 입력을 구성한다. 그림 3.2.9-1은 TASS/SMR 코드로 SMART 분

석을 해 작성한 계통 노드 구성도로, 제일 왼쪽 부분은 노심과 노심 상부 공간, 가압기

이고, 두 번째 부분은 노심으로 냉각수를 공 하는 증기발생기 1차측이다. 그 다음 부분

은 수계통으로부터 공 되는 냉각수가 증발하여 터빈으로 달되는 증기발생기 2차측

을 보여 다. 여기에는 각 회로마다 피동 안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TASS/SMR에서는 

설계기 사고 해석을 해 179개 노드와 194개의 유로가 정의되었다[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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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석을 한 MIDAS/SMR 입력은 TASS/SMR의 입력을 바탕으로 구성하되, 

계산 시간을 최소화하기 하여 열수력 거동에 크게 향을 미치는 않는 범 에서 가

 노드와 유로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9-2는 MIDAS/SMR 계통입력 안으

로, 115개의 제어체 과 124개의 유로를 사용하 다. 최종 입력은 정상상태 분석과 사고

분석을 통해 사고 진행 분석에 큰 향을 주지 않는 범 에서 제어체  수를 더 

일 정이며, 특히 4개의 수직 제어체 으로 구성된 증기발생기와 노심 상부의 제어체

에 해서는 더 일 수 있는지를 상세 검토할 정이다.

사고 분석은 일차/2차계통 뿐 아니라 격납건물 외부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원자로에서 격납건물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침 , 부착  이송 거동을 모의하기 해서는 격납건물에 한 입력도 비해야 하며, 

일반 으로 격납건물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유로, 구역의 기하학  정보, 그리고 일차

/2차계통과의 연결을 한 유로가 포함된다. SMART 격납건물의 기 구성은 그림 

3.2.9-3에 나타나있으며, 이를 참조로 격납건물에 한 사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격납

건물 입력을 비한다. 격납건물 구역의 수와 연결통로는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사고 

진행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TASS/SMR 입력을 기반으로 한 발 소 계통에 한 MIDAS 기본 입력이 작성되면, 다

음 단계는 주어진 기조건으로 SMART 열수력 거동이 정상조건을 만족하는 가를 확인

하는 정상상태 분석 과정이다. 정상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사고해석을 해 매우 요

한 단계로, 정상 상태가 유지되기 해서는 노심에서 나오는 열출력과 증기발생기를 통

해 2차계통으로 달되는 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과정을 통해 기 입력에 

한 검증  검토가 수행된다. 이를 해 SMART에서의 정상상태 분석 자료 등 가용한 

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한다[3.2.9-4]. 

정상상태가 만족되면 사고 모의를 한 입력을 마련한다. 이때에는 정상상태에서는 요

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기 핵분열생성물 재고량과 사고 상 련 기본 변수 입력, 

그리고 주요 안 계통 등이 추가된다. 단 면 이나 치, 손 시 , 밸  개방, 원 

상실 등의 사고 기조건과 안 계통 작동을 해 제어논리를 이용한 입력을 추가하면

서, 사고 진행을 통해 계통이 제 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궁극 으로 사고경 별 최

종 MIDAS/SMR 입력을 완성한다. MIDAS/SMR은 PSA용으로 사용될 정이므로, 다양

한 사고에 해 안정 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코드 개발  테스트 시

기부터 다양한 기 사고에 한 해석 능력을 확인하고, 각 사고경 별 입력을 통합하되 

사용자가 기사건을 선택할 수 있는 제어논리 입력을 포함하는 종합 입력을 만들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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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를 이용하여 사고 모의를 할 경우 추가 인 고려사항은 MIDAS 개발 이후 

개선된 사고 상 모델의 반  여부이다. 표 3.2.9-2에서 보듯이 MELCOR 1.8.4 이

후의 가장 큰 모델 개선은 노심에서의 용융 풀 형성 모델의 도입과 반구 모양의 하부 용

기 모사 능력이다. 반구 모양의 하부용기 모델 개선은 필요한 모델이긴 하나 노심 손상 

과정에 큰 향을 주는 요소로는 단되지 않지만, 노심에서의 용융 풀 거동 련 모델

은 용융물 거동에 향을  수 있는 상 모델로 단되며, 특히 핵분열생성물의 거동 

측면에서는 향이 클 것으로 상하고 있다. 그러나 MIDAS를 1.8.6 버 의 수 으로 

개선하기 해서는 추가 인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에서 언 한 노심 용융 풀 형

성과 반구 모양의 하부반구모델에 하여 버  1.8.6을 이용한 독립 인 향 평가를 수

행하고, 이 상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면 MIDAS를 보완하는 방안을 심각

하게 검토할 정이다. 

MIDAS는 경수로 사고 상에 한 기본 모델들이 내장되어 있어, 따로 기본 모델

을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SMART 노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고유 상

에 해서는 추가 인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로, SMART는 가압기와 펌 , 그리고 

증기발생기가 원자로용기 내부에 치하여 그 구성이 기존 상용 원 과 다르다. 증기발

생기는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로 구성되며, 각 카세트는 상부의 증기헤더와 하부의 

수헤더를 갖는 원통형으로 원통 내부에는 상하 헤더를 이어주는 250여개의 열 이 

나선형으로 감겨있다. 증기발생기의 상부로 유입된 원자로냉각재는 열 의 외부를 흘

러 증기발생기 하부로 빠져나가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부에 있는 수헤더로 유입된 

수는 열  내부를 통해 상승하면서 원자로냉각재의 열을 달받아 증기로 변환된 후 

증기발생기 카세트 상부에 있는 증기헤더를 통해 원자로 외부로 배출된다. 이와 같이 독

특한 증기발생기의 형상과 열 달을 모의하기 해서는 이에 맞도록 기존 모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가압기는 노심 상부에 치하며, 외부와의 열 교환이 없는 기존 

발 소와는 달리 가압기 외부로부터의 복사  류 열 달이 가능하므로 이에 한 모

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통과 사용 모델에 한 기본 입력은 안 해석코드인 

TASS/SMR로부터 필요한 모델  입력을 활용할 정이며, 이를 MIDAS에 용하여 

SMART 고유의 상을 모의할 수 있는 MIDAS/SMR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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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 (MELCOR) 기반 MAAP4 기반

국내 

기술

활용

- 국내 인력 활용 가능

  (MELCOR의 특성 상 입력으로 원자로 

모의 가능, MIDAS기반을 활용하면 모델 

수정/보완이 용이)

- MAAP4를 개발한 미국 FAI에 개발 

용역을 주거나, 혹은 공동연구 형식 

(KAERI 연구원 견)으로 수행 

가능

- MAAP4는 원자로별로 고정된 

1차계통을 사용하므로 MAAP4/SMR 

버 을 새로이 개발해야 함. 국내 

인력이 부 담당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큼

성공 

가능성

- SMART 원 에 한 사  검토 

(feasibility study)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치 않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열수력 거동은 

소내 DBA 사고 해석 경험 인력의 도움과 

사고 련 문제는 자체 인력과 미국 

SNL의 문가와의 의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단함

- MELCOR는 코드 특성 상 로그램을 

고치기보다는 입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 가 넓고, 한 데이터 달 구조를 

화한 MIDAS를 활용하므로 새로운 

모델이나 기존 모델 개선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단됨

- 문가들로 구성된 FAI사는 혹시 

MAAP4/SMR 개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단됨.

- 한 계약조건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코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단됨

수출

- MELCOR 기반의 MIDAS는 상용 목 의 

원자로설계에는 사용될 수 없지만, 안 해석 

목 으로는 사용가능함 (NRC 확인사항)

- 구매국이 MIDAS를 사용하려면 미국 

NRC와 약을 맺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SMART 구매국이 MAAP4 

사용권을 구입하면 MAAP4/SMR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함 

유의

사항

- SMART 고유의 특성을 모의하기 한 

모델 개선이나 모델 개발을 해서는 

MIDAS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MIDAS는 

MELCOR 1.8.4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 재 

2.1 버  (실제 으로는 1.8.6)까지의 개선 

사항에 한 보완이 필요함

- FAI로부터의 새로운 코드 개발에 

한 기술 이 이 필요 

표 3.2.9-1  SMART 원자로 사고 해석을 한 참조코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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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COR 1.8.5 [3.2.9-5] MELCOR 1.8.6 [3.2.9-2]

- PAR 모델 추가

- 하부반구 조기진입 

모델 도입 (BH 패키지 

사용에 따른 불일치 

결과를 없애기 해 

core plate가 손상된 후 

BH 패키지로 

연결시킴)

- 반구형 하부 반구(curved lower head) 모의 가능

   

- 노심과 하부반구 모두 용융 풀 모의 모델

        

- 재충수 냉 모의 (노심내 부분  재충수시 열 달 모의)

- 새로운 Silver-Indium-Cadmium 방출 모델

- B4C 독극  산화  방출 모델 

- 장기간 서있는 핵연료 의 조기 붕괴 모의를 한 제어 

함수 보완

- 재배치된 노심물질 내 유동 항 모의 모델에 다양성 

부여(핵분열생성물 방출에 의한 다공성 변화 가능)

- 유량이 작은 조건에서 국부 인 유체 온도 측을 한 

dT/dz 모델 개선(안정된 COR/CVH 연결)

- 노심 내 물질의 방사율(emissivity)을 코드 내장형태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민감도 카드 형태로 수정

표 3.2.9-2  MELCOR 1.8.5와 1.8.6 버 에서의 주요 모델 개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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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3  SMART 격납건물 상 단면도

       참고문헌 [3.2.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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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일체형 원자로 노심손상 표 사고 경  해석

가. 연구목

SMART 원자로의 완  수유량 상실사고인 경우 노심노출, 핵연료피복재 산화  

손, 노심 물질의 용융, 노심용융물의 원자로 하반구에 재배치 등을 분석하기 함이다. 

나. 연구범

(1) 주요 특성  노심손상 사고

(2) 해석을 한 입력 모델

(3) 수 완 상실사고 해석  고찰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원자로에서 냉각재 상실 등의 기사고 발생시 노심에 충분한 냉각재가 공 되지 않으면 

노심물질이 손상되는 사고(severe accident)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노심에서 용융된 노심물질을 효과 으로 냉각하지 않으면 노심용융물(corium)은 

사고 개에 따라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melt relocation)된다[3.2.10-1].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을 효과 으로 냉각하는 방안이 없다면 원자로용기가 손

되어 노심용융물이 격납건물로 방출된다. 격납건물 내로 방출된 노심용융물을 냉각하는 

효과  방안이 없고 노심용융물의 격납건물로 직 가열(DCH: Direct Containment 

Heating),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반응(MCCI: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수소연

소 등에 의한 격납건물의 압력상승을 제어할 수 없다면 격납건물의 건 성(containment 

integrity)이 될 수 있다. 

원자로에서 사고 발생시 노심노출(core uncovery) 시간, 핵연료 피복재 산화

(oxidation)  손 시간, 핵연료 용융시간, 노심용융물의 원자로용기 하반구로의 재배치 

시간, 원자로용기 손시간, 격납건물 손시간 등 주요 사고 개 경 를 정확하게 악

하면 원자로 계통을 히 응시켜 원자로용기 손을 방지하거나 격납건물 손을 방

지하여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출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다. SMART 원자로 경우에

도 노심손상  용융 등의 사고 개과정을 정확하게 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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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원자로 계통을 히 응시켜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출되게 함이 없이 사고를 

종결시킬 수 있다. 

SMART 원자로의 표 기사고에 의한 노심손상 개과정을 사고 기부터 원자로용기

가 손될 때까지의 사고과정을 상세히 모의할 수 있는 사고 해석 최 평가용 산

코드인 SCDAP/RELAP5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본 해석에서는 SMART 원자로의 비 

제 1단계 확률론  안 성 분석(PS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결과, 노심손상 빈

도(CDF: Core Damage Frequency)가 가장 높은 사고로 나타난 수 완 상실 사고인 

LOFW(Loss Of Feed Water)-3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LOFW-3는 수완  상실과 

더불어 피동 잔열제거계통(PRHRS: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의 작동이 

실패되고 원자로냉각재계통내 냉각재 주입  방출(F&B: Feed and Bleed) 운 이 실패

되는 사고이다. 본 해석에서는 SCDAP/RELAP5/MOD3.3 산코드[3.2.10-2]를 사용하여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에 의한 사고 개과정인 노심노출, 핵연료 피복재 

산화  손, 핵연료 등의 노심 물질의 용융, 노심용융물의 원자로용기 하반구로의 재배

치, 원자로용기 손 등을 상세히 분석하 다. 한 SMART 원자로는 일체형 원자로로

서 원자로용기 내에 주요 component 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component 구조물들이 

사고 개과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1) SCDAP/RELAP5 산코드 특성  SMART 원자로 해석 입력모델

SCDAP/RELAP5 산코드는 경수로 원 을 상으로 냉각재 상실과 같은 기사고로부

터 원자로용기가 손될 때까지의 노심손상 과정을 보다 상세히 모의할 수 있는 사

고 해석 최 평가용 산코드이다. 이 산코드는 주요 해석 모듈로 사고 기부터 핵연

료 물질의 손상까지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상세하게 모의할 수 있는 RELAP5 산코드

[3.2.10-3], 노심노출 이후 핵연료 과 제어  등 노심물질의 손상 거동을 상세히 모의하

는 SCDAP 산코드[3.2.10-4],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의 노심 용융물과 반구물질과의 

열 달 과정을 모의하는 COUPLE 산코드[3.2.10-5]로 구성되어 있다. 1986년에 

SCDAP/RELAP5/MOD0 산코드가 개발된 이후 2000년에 SCDAP/RELAP5/MOD3.3이 

개발되어 재 MOD3.3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SCDAP/RELAP5/MOD3.3 산코드를 사용하여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에 의한 노심손상의 사고 개과정을 분석하기 하여 입력모델을 설정하 다. 

SCDAP/RELAP5 입력모델은 각각 해석모듈 별로 RELAP5 부분, SCDAP 부분, 

COUPLE 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LAP5 입력부분에서는 그림 3.2.10-1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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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SMART 원자로의 원자로용기, 1차계통, 증기발생기, 가압기, 주냉각재 펌 , 2

차계통의 수 배 과 주증기 배  등을 모의하 다. 노심 손상 과정과 련하여 요한 

노심 입력에서 노심은 1개의 channel을 축 방향으로 10개의 volume과 core bypass로 모

의하 다. 가압기 상부에는 수 완 상실 사고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압을 조 하기 

한 3 개의 PSV를 모의하 다. PSV는 SMART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17.5 MPa

에서 개방되고 13.9 MPa에서 폐쇄된다고 모의하 다. 증기발생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

력에 따라 변화되도록 모의하 다.

SMART 원자로의 make-up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의 감소로 가압기 수 가 

감소하여 수 에 도달하면 자동 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수 완 상

실 사고 시에 2차측 열제거가 없어지면 사고 기에 1차측 냉각재의 가열에 의한 팽창으

로 냉각재 수 가 상승하게 되어 makeup pump가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

서 본 수 완 상실 사고 해석에서는 make-up 계통의 작동을 모의하지 않았다. 

SCDAP 입력부분에서는 노심의 57 개의 핵연료  다발을 1개의 핵연료 component와 1

개의 제어  component 등 2개 component로 구성하 고 축 방향으로는 10개의 node를 

설정하 다. SMART 원자로의 핵연료는 UO2와 UO2+Gd2O3를 사용하고 핵연료 피복재

는 Zircaloy-4를 사용한다. SCDAP 입력에서 Gd2O3를 모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본 입

력에서 핵연료는 모두 UO2 핵연료로 가정하 다. SMART 원자로의 제어  물질은 

B4C-Al2O3이나 본 SCDAP 입력에서는 모두 B4C라고 가정하 다. 이와 같이 복합 물질

로 구성된 핵연료 과 제어 을 정확하게 모의하기 해서는 이들 물질에 한 정확한 

열물성치를 입수하여 입력하고 련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심의 각 component는 핵연료 인 경우에는 6개, 제어 인 경우에는 2개의 반경방향 

node를 각각 설정하 다. 핵연료 과 제어 의 각 component는 RELAP5의 노심 volume 

들과 열 달을 하고 각 component는 복사열 달을 하도록 모의하 다. 

COUPLE 입력부분에서는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었을 때 열 달을 

모의하기 하여 원자로용기 하반구를 유한요소로 설정하여 입력하 다. 원자로용기 하

부 vessel은 고온 크립(creep)으로 손되는 것을 모의하 다.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해석에서는 모든 수가 상실되어 증기발생기 2

차측 수 가 격히 감소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2차계통의 압력이 격히 상승한다. 

이에 따라 원자로, 터빈 등이 정지되고 주냉각재 펌 도 정지된다고 모의하 다. 

SCDAP/RELAP5/MOD3.3 산코드를 사용하여 수 완 상실 사고를 모의하기 에 본 

입력이 SMART 원자로의 정상운 을 잘 모의하는 가를 평가하기 하여 정상상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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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하 다. 표 3.2.10-1은 SMART 원자로의 정상상태 운  시 주요 열수력 인자

들에 한 SCDAP/RELAP5/MOD3.3 해석결과를 설계값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DAP/RELAP5/MOD3.3의 정상상태 해석결과는 SMART 원자로

의 설계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1차측 유량과 온도  2차측 유량과 온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SMART 원자로는 증기발생기에서 열 달을 진시키기 하여 나

선형 증기발생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재의 SCDAP/RELAP5/MOD3.3 산코드에는 열

달을 진시키는 모델이 없어 기존의 열 달 모델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

상상태 계산값과 설계값이 약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2) 수 완 상실 사고 해석결과  고찰

표 3.2.10-2는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주요 사고경 에 한 

SCDAP/RELAP5/MOD3.3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 에 증기발생기 2차측에 수 공 이 완 히 단되어 

발생한다. 증기발생기 2차측에 수공 이 완 히 단되면 증기발생기 2차측과 1차측 

압력이 격히 상승하여 사고 시작 1  후에 원자로와 터빈이 정지되게 된다. 1차측 압력

이 상승되면 가압기의 PSV가 2 에 작동하여 1차측 내에 있던 냉각재가 방출되면서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조 된다. 1차측 내의 냉각재가 가압기 상부에 치하고 있는 

PSV를 통하여 방출되기 때문에 가압기 수 가 상승하여 2,786 에는 가압기가 거의 냉

각재로 가득차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조 하기 한 PSV의 계속 인 개폐작동으로 원자로용기내 

냉각재가 계속 방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심이 5,896 에 노출되어 핵연료 온도가 상승

하기 시작한다. 이후 7,634 에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가 1,000 K에 도달하여 핵연료 피

복재가 증기와 산화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핵연료 피복재가 산화되면 산화반응으로 발생

되는 산화열 때문에 핵연료 온도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PSV를 통한 계속 인 냉각재 방

출과 노심에서의 비등으로 8,830 에는 노심에 냉각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고 

시작 후 9,896 에는 핵연료 온도가 2,500 K를 상회하여 소량의 핵연료 물질이 용융 

열되고 이에 따라 소량의 핵분열 생성물들이 1차계 내로 방출되었다. SMART 원자로는 

일체형이기 때문의 원자로용기가 고압인 상태에서 노심의 온도상승은 내부 구조물들의 

열 달로 원자로용기내 모든 구조물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에 따라 많은 핵연료가 용

융되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기 에 원자로용기 온도가 상승되어 33,145 에 

고압 고온 creep으로 원자로용기가 손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노심용융물이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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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된 이후 원자로용기가 손되는 기존의 가압경수로 해석결과

[3.2.10-6]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SMART 원자로 LOFW-3의 기본사고 해석결과, SMART 원자로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원자로용기 내 내부 구조물들의 열 달이 노심용융부터 원자로용기 손까지 향을 많

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 구조물의 향을 악하는 해석을 추가로 수행하 다. 추

가해석에서는 원자로용기 구조물  노심,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용기 만을 모의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기해석 결과는 원자로용기 내 구조물을 모두 모의하지 않

았기 때문에 반 인 사고경 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을 

모의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경수로의 수 완 상실 사고와 같이 많은 노심용융물이 원

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된 이후 바로 원자로용기가 고온 creep으로 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후 SMART 원자로의 LOFW-3 모의에서는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

들의 열 달 과정을 보다 더 정확하게 모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온 creep이 발생하는 

치에 한 정확한 평가와 creep 손 후 노심용융물 거동 등의 사고 개과정에 

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LOFW-3 기본 해석 경우에 한 주요 해석 결과를 정리하 다. 그림 3.2.10-2는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1차측과 2차측 압력변화 곡선으로, 수 완

상실로 증기발생기가 열제거원(heat sink) 역할을 완 히 상실하면 1차측과 2차측 압력은 

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측 압력은 PSV의 개방압력인 17.5 MPa에 도달하여 

밸 가 개방된다. PSV의 개방으로 1차측 압력은 감소하고 13.9 MPa로 감소하면 이 밸

가 닫 서 1차측 압력이 다시 상승한다. 이후 1차측 압력은 PSV의 개폐작용에 따라 개방

압력인 17.5 MPa와 폐쇄 압력인 13.9 MPa 사이를 유지하게 된다.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

력에 따라 17.5 MPa 이하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V를 통하여 원

자로냉각재계통내 많은 냉각재가 방출되기 에는 PSV 개폐 빈도가 높으나 많은 냉각재

가 방출된 이후에는 증기의 방출에 의해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조 되기 때문에 

PSV 개폐 빈도가 높지 않다.

그림 3.2.10-3은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노심 유량변화에 한 

SCDAP/RELAP5/MOD3.3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 완

상실로 원자로와 원자로냉각재펌  작동이 단되면 노심 유량이 격히 감소된다. 이

후 PSV를 통한 1차측 냉각재 상실로 노심 유량은 더욱 감소하고 10,000  이후에는 원

자로냉각재계통내 냉각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증기만 유동하게 된다. 10,000  이후의 

노심 유량은 가압기 등에 있던 냉각재가 비등하여 발생한 증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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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4는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노심의 수  변화에 한 

SCDAP/RELAP5/MOD3.3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후 

약 1,000 에 노심의 상부에서 냉각재가 비등하여 기포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심의 수

는 조 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PSV의 개폐작용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내 냉각재 방

출은 노심의 수 를 진동하게 하 다. PSV를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내 냉각재가 많

이 방출된 이후에는 노심의 기포분율이 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 도 격히 

감소한다. 사고 시작 후 8,830 에는 수 가 0이 되었다.

그림 3.2.10-5는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핵연료의 온도변화에 한 

SCDAP/RELAP5/MOD3.3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후 

5,896 에 노심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후 7,634 

에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가 1,000 K에 도달하여 핵연료 피복재가 증기와 산화반응을 일

으키게 된다. 핵연료 피복재가 산화되면 산화반응에 따라 발생되는 산화열 때문에 핵연

료 온도는 더욱 상승하여 사고 후 9,896 에는 2,500 K 에 도달하여 소량의 핵연료 물

질이 용융된다. SMART 원자로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노심의 격한 온도상승은 내부 구

조물로의 열 달로 핵연료 온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핵연료의 온도감소는 

내부 구조물의 온도상승과 더불어 지하게 되고 이후 내부 구조물과 같이 차 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3) 결과 토의

일체형 SMART 원자로에서 노심손상 확률이 가장 높은 기사고로 나타난 수 완 상

실 사고에 하여 SCDAP/RELAP5/MOD3.3 산코드를 사용하여 주요 사고 경 를 상

세히 해석하 다. SCDAP/RELAP5 해석결과, 수 완 상실 사고 후 7,634 에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가 1,000 K에 도달하여 피복재가 증기와 산화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 다. 

사고 시작 후 9,896 에는 핵연료 온도가 2,500 K를 상회하여 소량의 핵연료 물질이 용

융되어 소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원자로냉각재계통 내로 방출되었다. SMART 원자로는 

일체형이기 때문의 원자로용기가 고압인 상태에서 노심의 온도상승은 원자로용기 내 모

든 구조물의 온도를 상승시켜 많은 양의 핵연료가 용융되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

되기 에 원자로용기 온도가 상승하여 33,145 에 고압 고온 creep으로 원자로용기가 

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기 에 원자로용기가 손되는 해석결과는 많

은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된 이후 원자로용기가 손되는 기존의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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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해석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해 SMART 원자로의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을 모두 모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 민감도 해석 결과에서는 기

존 가압경수로의 수 완 상실 사고와 같이 많은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

배치된 이후 원자로용기가 고온 creep으로 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로용기가 

고압인 상태에서 노심의 온도가 격히 상승할 때 원자로용기 내 구조물들의 열 달이 

사고 개과정에 많은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해석 결과가 일체형 원 의 설

계 특성에 기인함을 확증하기 해서는 차후 원자로용기 내 구조물들의 열 달을 보다 

정확하게 모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온 creep이 발생하는 치의 정확한 평가와 손 후

의 노심용융물 거동 등의 사고 개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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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 Design Value
SCDAP/RELAP5 

Results

Primary System 

Operating Pressure
15.0 MPa 15.0 MPa

Core Inlet Temperature 543 K 551 K

Core Outlet Temperature 584 K 590 K

Mass Flow at Core 1,550.1 kg/s 1,495.1 kg/s

Feed Water Mass Flow Rate 152.5 kg/s 153.9 kg/s

Feed Water Pressure 5.2 MPa 5.5 MPa

Feed Water Temperature 453 K 453 K

Steam Water Pressure 3.0 MPa 3.3 MPa

Steam Water Temperature 547 K 537 K

표 3.2.10-1  SMART 원자로의 정상상태 운  시 주요 열수력 인자에 한 

SCDAP/RELAP5 해석결과

 

 Sequence
LOFW-3 Base Case 

(sec)

No Simulation of 

Internal Vessel 

Structure (sec)

Transient Initiated 0.0 0.0

Reactor Tripped 1.0 1.0

Initial Water Release through PSV 2.0 2.0

Full Liquid of Pressurizer 2,786.0 1,352.0

Core Uncovery 5,896.0 4,600.0

Fuel Cladding Oxidation Begins 7,634.0 6,086.0

No Water in the Core 8,830.0 -

Fuel Melting 9,896.0 7,072.0

Corium Relocation to the Lower 

Plenum
- 8,496.0

Reactor Vessel Failure by Creep 33,145.0 8,545.0

표 3.2.10-2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시 주요 사고경 에 한 

SCDAP/RELAP5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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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1  SMART 원자로의 사고 해석을 한 SCDAP/RELAP5 

입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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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2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1차측과 

2차측 압력변화에 한 SCDAP/RELAP5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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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3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노심 

유량 변화에 한 SCDAP/RELAP5 해석결과



- 399 -

Time (sec)

0 2000 4000 6000 8000 10000

H
ei

gh
t (

m
)

0.0

0.5

1.0

1.5

2.0

그림 3.2.10-4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노심 수  변화에 한 SCDAP/RELA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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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5  SMART 원자로의 수 완 상실 사고 시 핵연료 

온도변화에 한 SCDAP/RELAP5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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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사고 안 해석 결과를 반 한 PPS 설계개념 보완

3.3.1  안 해석에 사용된 핵비등이탈률 상 식

가. 연구목

SMART 원자로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 사고에 하여 핵비등이탈률을 측하기 하여 

CHF 상 식 체계를 개발하기 함이다.

나. 연구범

(1) CHF 상 식 시험자료 분석

(2) 국부 열수력 조건  CHF 상 식 평가

(3) 상 식 한계 DNBR 평가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CHF 상 식 체계

원자로 노심의 열  성능 해석에 요하게 사용되는 CHF 상 식 체계는 CHF 상 식 모

델과 국부 열수력장 해석 코드, 그리고 한계 DNBR로 구성된다. 한계 DNBR은 CHF 상

식  열수력장 해석 코드가 갖는 각각의 불확실도를 포함하여 결정되므로, CHF에 

한 설계 기  평가 시 CHF 상 식 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항상 일 성 있게 

용되어야 한다. 표 사고 조건에서 노심 최소 DNBR 평가에 사용된 CHF 상 식 체계는 

modified EPRI CHF 상 식과 MATRA 코드, 그리고 한계 DNBR 1.1 이다[3.3.1-1]. 이 

상 식 체계는 웨스 하우스의 표  MV(Mixing Vane) 그리드 가열  집합체  

IFM(Intermediate Flow Mixer)이 부착된 그리드 가열  집합체에 한 CHF 시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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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HF 시험 자료

웨스 하우스 표  MV 그리드 집합체에 한 CHF 자료는 EPRI 보고서[3.3.1-2]로부

터 수집하 으며, IFM이 부착된 집합체에 한 시험 자료는 자료 조사를 통하여 입수

하 다. 수집된 시험 자료의 기하 형태 특성은 표 3.3.1-1에 정리하 다. 주요 기하형

태 변수들의 범 는 아래와 같다.

• 가열  직경 = 9.14 ∼ 9.5 mm

•  피치 = 12.6 mm

• 가열 길이 = 2.44 ∼ 4.27 m

• 지지격자 간격:

- MV to MV = 508 ∼ 660 mm

- MV to IFM = 241 ∼ 254 mm

• 축방향 출력 분포 = 균일분포, central peak 분포

• 반경방향 출력 분포 = 비균일 분포

국부조건 CHF 상 식 평가를 하여 실험 자료에 한 부수로 해석을 수행하 다. 본 

분석에는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3.3.1-3]를 사용하 다. 부수로 해석에 사용되는 

주요 입력 자료는 난류혼합인자와 지지격자 압력손실 계수이다. 난류혼합인자는 아래

와 같이 정의되는 무차원수이다.

'ij
ij

w
s G

β =
⋅

지지격자가 있는 집합체의 경우 이 값은 일반 으로 열혼합 시험자료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혼합날개가 부착된 웨스 하우스 표  MV 그리드 집합체의 경우 이 값은 

략 0.05 근처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FM 그리드 집합체의 경우 열혼합 

시험자료에 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β=0.05로 가정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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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압력 손실 계수는 부수로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웨스 하우스 표  

MV 그리드 집합체의 경우 압력손실 계수는 채  형태와 무 한 평균값을 사용하 으

며, IFM 그리드 집합체의 경우에는 부수로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압력손실 계수를 

분석에 용하 다.

(나) 국부 열수력 조건 분석  CHF 상 식 평가

SMART 노심에 한 국부조건 CHF 상 식은 핵연료 집합체 사양이 결정된 이후 

CHF 시험을 통하여 확보되는 집합체 CHF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DNBR에 한 비 평가를 하여 기존의 5 가지 국부조건 CHF 상 식

과 수집된 집합체 CHF 시험 자료를 평가하여 최  CHF 상 식을 선정하 다. 평가

에 사용된 CHF 상 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SR-1 상 식[3.3.1-4]은 SMART-330 

노심의 열  여유도 비 분석에 용된 국부조건 상 식이다. 상 식 개발에는 IFM 

그리드 없이 표  지지격자 간격을 갖는 기존의 집합체 CHF data base가 사용되었으

며, MATRA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된 국부 열수력 조건을 사용하여 상 식 계수들을 

결정하 다. SR-1 상 식에는 SMART-330의 유속 운  조건에 용하기 한 보

정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WRB-1 상 식[3.3.1-5]은 웨스 하우스 가압경수로의 노심 

열수력 설계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국부조건 CHF 상 식이며 THINC-IV 코드를 사

용하여 상 식 계수가 평가되었다. 시험 자료는 IFM 그리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WRB-2 상 식[3.3.1-6]은 웨스 하우스의 VANTAGE-5 연료 집합체에 용하기 

하여 개발된 국부조건 CHF 상 식이다. 상 식 개발에 사용된 시험집합체는 상부에 

약 250 mm 의 지지격자 간격을 갖는 5 개의 IFM 그리드가 부착되어 있다. 상 식 개

발에는 THINC-IV 코드가 사용되었다. EPRI-1 상 식[3.3.1-7]은 PWR BWR 조건

에서 수행된 235개 시험집합체에 한 11,000 여개의 CHF 시험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

되었다. 국부 열수력 조건은 COBRA-3C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가열 길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국부조건 상 식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부조건 상 식

과 달리 격한 과도상태에는 제한 으로 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 식을 정상상

태 여유도 평가에 용하는 것은 타당하며, 재 VIPRE 코드에 용되어 원자로 설계

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ECL과 IPPE의 원형  CHF data base를 사

용하여 개발된 1995-CHF Table[3.3.1-8]은 30,000 여 개의 수직원형 에 한 CHF 

시험 자료를 도표 형태로 정리한 측 모델이다. 원형 과 집합체의 CHF 특성이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한 보정 인자를 사용하면 CANDU  경수로 집합체

에 한 CHF 측에 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분석에서는 부수로 해석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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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평가된 국부 열수력 조건과 아래와 같은 보정 인자를 용하여 집합체 CHF를 

측하 다. 보정 인자들은 채  직경(K1), 지지격자 향(K3), 가열 길이 향(K4), 

그리고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 향(K5)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정인자를 용하면 

최종 으로 CHF는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8 1 3 4 5" "CHF CHF mmq q K K K K= × × × ×

집합체 CHF 상 식의 경우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로 계산되는 국부 열수력 조건

을 사용한 DSM(Direct Substitution Method) 방법으로 CHF를 평가한다. 축방향 출력 

분포가 균일한 시험 집합체의 경우, 모든 부수로 채 의 출구 조건에 하여 DNBR을 

평가하여 최소 DNBR 치를 찾아낸다. CHF lookup table의 경우에는 HBM(Heat 

Balance Method)을 용하여 최소 DNBR을 평가하 다. 축방향 출력 분포가 비균일

한 경우에는 시험 집합체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 자료로부터 고온 부수로의 치를 미

리 선정한 후 축방향으로 최소 DNBR이 발생하는 치를 평가하 다. 이 때 CHF에 

한 축방향 출력 분포 보정 인자는 상 식 특성에 따라 한 모델을 용하 다. 

본 분석에서 수집한 자료와 기존 상 식에 한 평가 결과는 표 3.3.1-2에 정리하 으

며, EPRI-1 상 식이 가장 한 측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FM 그리드

가 부착된 집합체의 경우 EPRI-1 상 식의 P/M 평균은 1.0에 하여 약 10% 정도 

bias되어 있으나 표  편차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IFM 그리드가 부착되지 않은 집합

체에 한 CHF 측 성능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PPS 노심 열  여유도 비 

평가를 한 CHF 상 식 체계의 기본 모델로서 EPRI-1 상 식을 선정하 다. IFM 

그리드 부착 시험집합체에 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EPRI 상 식에 ‘IFM 그리드에 

한 CHF 증배계수’ 를 도입하고 그 값을 일단 1.1로 용하여 열  여유도 비 평가

에 사용하기로 하 다. 그림 3.3.1-1은 수정된 EPRI 상 식의 CHF 측 성능을 나타

낸 것이다.

(다) 상 식 한계 DNBR 평가

CHF 상 식의 한계 DNBR은 핵연료  표면에서의 CHF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

인 기 치로서, 이는 CHF 상 식의 측 불확실도를 통계 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다. 원자로심에 한 열  설계 기 에 의하면 CHF 상 식의 한계 DNBR은 9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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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신뢰도 수 에서 CHF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95/95 설계 기 ’). 

DNBR은 CHF 측치(=P)와 실제 국부 열유속(=A)의 비로 정의된다. 즉, DNBR=P/A

이다. CHF 실험 조건에서는 실제 국부 열유속이 CHF 측정치(=M)와 동일하므로 

DNBR은 P/M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일정한 국부 열수력 조건에서 상 식으로 측

되는 CHF(P)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계산되지만, 이 조건에서 실제 측정되는 CHF(M)

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에서 DNBR에 한 

통계  평가를 한 난변수(random variable)는 일반 으로 M/P로 선정한다. 

CHF에 한 설계 기 을 만족시키려면 임의의 운  조건에서 실제 국부 열유속이 그 

조건에서 측정된 임계 열유속보다 작아야한다. 즉,

     A < M

여기서, M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면 ‘95/95 설계 기 ’에 따라  조건은 아래와 같이 

된다.

     A < M(95/95 lower limit) 

 식의 양변을 P로 나 고 DNBR=P/A를 용하면,

     ( )95/95 lower limit

1  DNBR
M P

>

이 된다. 이로부터 상 식 한계 DNBR (즉, DNBRCL)은 

     ( )95/95 lower limit

1  CLDNBR
M P

≡

로 정의된다. 

상 식의 한계 CHFR을 결정하는 M/P의 공차 한계를 평가하는 방법은 M/P의 돗수 

분포 특성에 따라 한 방법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그림 3.3.1-2는 집합체 CHF 시

험 자료군에 한 M/P의 돗수 분포 형태를 정규 분포 곡선과 비교한 것이다. 체 시

험 자료에 한 M/P의 정규분포 검사를 수행한 결과 Kolmogorov-Smirnov 검사에서

는 정규분포로 정되었으나, 보다 엄격한 검사 방법인 D'-test 결과는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분포에 한 공차 한계 평가 방법과 비정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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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한 평가 방법을 모두 용한 후, 이 에서 보수 인 값을 최종 인 공차 한계

로 결정하 다. 

M/P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 공차 한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될 수 있다.

     / 95/95

1Tolerance Limit 
M PX k s

=
− ⋅

여기서 one-sided tolerance limit factor(k95/95)는 1.7355 이며, 따라서  식에 의한 

공차 한계는 1.077로 평가되었다. 한편, M/P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공차 

한계를 비모수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1.07로 나타났다. 상 식 한계 DNBR은 두 가

지 방법론에 의한 공차한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1.1로 결정하 다. 

상 식 형태는 표 3.3.1-3에 제시하 으며, 상 식 용 범 는 아래와 같다.

• 가열  직경 : 9.14 ∼ 9.5 mm

•  피치 : 12.6 mm

• 가열 길이 : 2.44 ∼ 4.27 m

• 지지격자간격: 241 ∼ 660 mm

• 압력 : 103.1 ∼ 170.6 bar

• 질량 유속 : 1328 ∼ 6165 kg/m2-sec

• 국부 건도 : -0.04 ∼ 0.41

(2) 표사고 조건에 한 CHF 상 식 향 평가

사고 시 DNBR 감소량은 CHF 상 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특정 변수에 

한 CHF 변화 특성, 즉 민감도 계수가 CHF 상 식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SMART 노심 DNBR 계산을 한 비 모델로 선정된 modified EPRI CHF 상 식의 경

우 사고 기 조건 DNBR이 타 상 식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열출력에 한 

CHF 상 식의 민감도가 상 식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기 DNBR의 크기가 열  여유

도와 직  비례하지는 않는다. 본 분석은 설계 기  표 사고에 하여 CHF 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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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DNBR이 열  여유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검토 상 표사고

는 PPS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상실 사고이며, 이 사고 조건에 하여 앞에서 기술한 5 

가지 CHF 상 식에 따른 DNBR 특성 변화를 검토하 다. 이를 하여 CHF 상 식에 

따른 사고 기 DNBR의 차이, 사고 진행에 따른 DNBR 감소량, 그리고 각각의 상 식 

한계 DNBR 까지의 거리를 정량 으로 비교하 다[3.3.1-9].

안 해석 분야에서 제공한 PPS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상실 사고에 따른 주요 노심 열수

력 변수(즉, 압력, 입구온도, 질량유속, 열유속)의 변화에 하여 modified EPRI CHF 상

식으로 계산한 노심 최소 DNBR의 변화 추이는 그림 3.3.1-3과 같이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이후 8.96 가 지난 시 에서 최소 DNBR이 발생하 다.

본 분석에서는 5 가지 CHF 상 식을 상으로 검토하 다. CHF 상 식의 향 검토를 

하여 기조건 DNBR 비교, 사고 조건에 한 노심 최소 DNBR 감소량 비교, 그리고 

상 식 측 불확실도에 의한 한계 DNBR 추정  이에 따른 DNBR 여유도 비교를 수행

하 다. 

본 분석에서는 동일한 국부 열수력 조건에 하여 CHF 상 식들이 계산하는 최소 

DNBR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 다. 사고 기 조건의 최소 DNBR을 비교한 결과 표 

3.3.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mixed-type 상 식의 경우 1.48∼1.63, local-type의 경우 

2.14∼2.86 정도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소 DNBR 발생 조건에서 DNBR

의 감소량(DDNBR=DNBRt=0-DNBRt=8.96)은 mixed-type 에서는 0.36∼0.40, local-type 

에서는 0.59∼0.96으로서, local-type 상 식의 DNBR 감소량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상 식의 불확실도 평가는 표 3.3.1-1에 제시된 집합체 CHF 시험 자료를 상으로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각각의 상 식에 하여 평가된 95/95 tolerance limit은 표 

3.3.1-4의 limit DNBR과 같다. WRB-2 상 식의 경우 정상상태 최소 DNBR을 가장 크게 

측하 으나, 상 식의 측 경향이 bias되어 있어서 한계 DNBR도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표사고 조건에 하여 CHF 상 식에 따른 최소 DNBR 특성을 검토한 결과 EPRI-1 

상 식은 기  상 식(modified EPRI 상 식)과 유사한 거동 특성을 보이며, CHF 

lookup table의 경우 기 DNBR은 2.19로서 크지만 사고에 따른 DNBR 감소량이 기  

상 식에 비하여 약 2배 정도로 크다. 그 결과 사고 시 열  여유도는 기  상 식과 유

사할 것으로 상된다. SR-1 상 식의 경우 SMART-330 노심 DNBR 해석을 하여 개

발된 유속 조건 CHF 보정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상 식의 기 DNBR은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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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up table과 유사한 2.14로 평가되었으며, 사고  최소 DNBR 조건에서는 유속 보

정 인자가 용되어 DNBR 감소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결과 사고 시 열  여유도

는 SR-1 상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가장 작을 것으로 상된다. WRB-2 상 식의 경

우 기 DNBR을 2.86으로 가장 높게 측하 으나, 상 식 측 불확실도에 따른 한계 

DNBR도 1.71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고에 따른 DNBR 감소량은 기  상 식에 비

하여 약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WRB-2 상 식의 용 범 가 고 유속 조건에 해

당하므로 최소 DNBR 발생 시 의 유속 조건에 한 한 보정인자를 용할 경우 

DNBR 감소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기 DNBR이 큰 WRB-2 상 식을 

용하더라도 사고 시 열  여유도에는 이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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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to-wall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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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MV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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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  CHF 시험 집합체 특성 자료

(표  MV 그리드)

   (IFM 그리드)

R-1 R-2 V-1 V-2

Rods

 - OD, heated

 - OD, unheated

 - Pitch

 - Heated length

 - No. heated rods

Rod-to-wall gap

Grids

 - No. MV grids

 - No. IFM

 - No. Simple supports

Grid spacing

 - MV to MV

 - MV to IFM

Axial power distribution

TDC

9.5

NA

12.6

4.27

25

2.54

8

5

4

508

241

NU

0.05

9.5

12.0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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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0.05

9.1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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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0.05

9.14

NA

12.6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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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4

508

254

NU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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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1 WRB-1 WRB-2 EPRI-1
1995-CHF 

Table
Modified 
EPRI

W/O IFM grid

Mean P/M 0.990 1.154 1.386 0.971 1.008 0.971

Std. dev. 0.126 0.144 0.194 0.057 0.063 0.057

No. data 601 601 601 601 601 601

With IFM grid

Mean P/M 0.587 0.793 0.983 0.891 0.876 0.980

Std. dev. 0.119 0.086 0.082 0.044 0.049 0.048

No. data 230 230 230 230 230 230

All data

Mean P/M 0.879 1.054 1.274 0.949 0.971 0.973

Std. dev. 0.219 0.208 0.248 0.064 0.084 0.055

No. data 831 831 831 831 831 831

표 3.3.1-2  CHF 상 식 측 성능 평가

Functional form:   

( )"

"

in IFM
CHF

in
NU

loc

A F
q

C C
q

χ
χ χ

− ×
=

⎡ ⎤−
× + ⎢ ⎥

⎣ ⎦

( )5 72
1

ra a Pa
rA a P G += , 

( )6 84
3

ra a Pa
rC a P G +=

a1 = 0.5328, a2 = 0.1212, a3 = 1.6151,

a4 = 1.4066, a5=-0.3040, a6 = 0.4843,

a7 =-0.3285, a8 =-2.0749

Correction factor for IFM grid;

1.1IFMF =

Correction factor for nonuniform APS;

11
1NU
YC
G
−

= +
+

Applicable ranges:

       Pressure ( 103.1 to 170.6 ) bars,

       Mass velocity ( 1328 to 6165 ) kg/m
2
/s, 

       Local quality ( -0.04 to 0.41 ) , 

       Heated length ( 2.44 to 4.27 ) m, 

       Rod diameter ( 9.14 to 9.5 ) mm.

Parameters:

q"CHF= critical heat flux, MBtu/h/ft2

q"loc= local heat flux, MBtu/h/ft
2

G = local mass velocity, Mlb/h/ft
2

Pr = reduced pressure (P/Pcritical)

ZCHF = distance from inlet to CHF location

χ = local thermodynamic quality

χin= inlet thermodynamic quality

표 3.3.1-3  Modified EPRI CHF 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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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EPRI EPRI-1

1995 CHF 
lookup table SR-1 WRB-2

Correlation type Mixed Mixed Local Local Local

MDNBR 

at t=0.0 sec

at t=8.96 sec

DDNBR

1.63

1.23

0.40

1.48

1.12

0.36

2.19

1.40

0.79

2.14

1.18

0.96

2.86

2.27

0.59

Limit DNBR(*) 1.1 1.06 1.12 1.26 1.71

DDNBR (to limit) 0.13 0.06 0.28 0.08 0.56

Applicable range of mass flux 
(kg/m2-sec)

1328

∼6165

271

∼5560

0

∼8000

470

∼4973

1220

∼5018

표 3.3.1-4  CHF 상 식에 따른 최소 DNBR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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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Modified EPRI 상 식의 CHF 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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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Modified EPRI CHF 상 식의 M/P 돗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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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표 사고 (PPS 유량상실사고) 조건에 한 노심 최소 

DNBR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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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원자로정지시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

가. 연구목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자로가 정지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할 경우 피동잔열제거

계통의 성능을 평가하여 설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 이다.

나. 연구범

(1) 수 유량상실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분석

(2) 피동잔열제거계통 설계 개선을 한 민감도 분석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정상 수 유량 상실 사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능을 악하기 하여 2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하는 사건  정상 

수 유량 상실사건에 한 비 안 해석을 수행하 다. 정상 수 유량 상실사건은 2차

계통에 의하여 열제거가 감소하는 사건으로 주 수 펌 가 상실되거나 수제어계통의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수제어밸 가 폐쇄됨으로써 발생한다. 가장 제한 인 경우는 모

든 수밸 가 차단되는 경우이다. 모든 수밸 의 차단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로 공

되는 수유량이 감소하면 정상 출력 운 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

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고, 수 유량 는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신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주 수   주증기 이 격리밸 에 의해 차단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

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 류에 의하여 이루어지

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SMART 660 MWth의 운 제한조건 (LCO,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s)은 노심

출력,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1차측 입구 온도, 노심 입구 유량에 하여 정의된다. 

출력 상태에서 SMART의 설계 값과 운 제한조건에서의 노심출력, 가압기 압력, 증기발

생기 1차측 입구 온도, 노심 입구 유량 변동 폭을 각각 표 3.3.2-1과 3.3.2-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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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시 계통의 압력이 최 가 되도록 보수 인 에서 사건 기에 수유량이 0이 되

도록 가정한다. 수유량에 의한 원자로정지 신호는 수유량 측정의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무시하며 가압기의 고압력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도록 한다. 단일 고

장으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최 가 되도록 가압기 안 밸  3개  1개 고장을 

가정한다.

SMART 660 MWth 설계에서는 가압기를 증기 가압기로 결정하 다. 증기 가압기 내부

에서는 상부는 증기가 하부는 원자로 냉각재로 상분리가 되어 수 가 생기게 된다. 수

유량 상실사건 발생 시 기에 격한 압력증가가 상되므로, 가압기를 평형상태로 가

정할 경우 증기와 물 사이의 계면에서 많은 열  물질 달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증기의 단열압축을 고려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보수 인 계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증기

가압기 노드에 해서는 열  비평형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해석을 한 기조건을 결정하기 하여 핵연료 온도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

도에 한 반응도 궤환과 소외 원 상실 여부와 함께 운 제한 조건에 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 다. 민감도 분석 결과 소외 원이 유효할 경우와 감속재 온도계수는 감속재 

온도계수(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MTC)는 최소 부반응도(leat negative), 핵

연료 온도계수(fuel temperature coefficient; FTC)는 최  부반응도(most negative)일 경

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 제한 조건에 한 민감

도 분석 결과를 표 3.3.2-3에 나타내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높은 노심출력(NH), 낮은 가

압기 압력(PL), 높은 증기발생기 1차측 입구 온도(TH), 높은 노심 입구 유량(GH)인 경우

가 가장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제한 인 수 유량 상실사건의 기 조건을 

표 3.3.2-4에 나타내었다.

결정된 기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수 유량 정지 설정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는 무시하고 가압기 고압력 신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도

록 하 다. 가장 제한 인 단일고장으로 가압기 안 밸 (Pressurizer Safety Valve; 

PSV) 3개  하나의 고착을 가정하 다. 원자로 정지시 원자로냉각재펌 가 가동될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시 소외 원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증기가압기와 련하여 상분리와 비평형 모델을 사용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2차계통 주요 변수의 열수력 거동을 그림 3.3.2-1부터 3.3.2-4에 나

타내었으며, 표 3.3.2-5에는 과도 상태시 주요 사건의 발생시간을 요약하 다. 정상 수 

유량이 상실되어 증기발생기에 의한 열제거가 감소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고, 30.53 에 가압기 압력이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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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 신호지연시간 후인 31.63 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작

동신호에 의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격리밸 와 주 수 /주증기 의 격리밸 가 개방 

 폐쇄를 한다. 증기발생기 압력은 사고 발생 후 81.99  만에 최  압력 6.25 MPa에 도

달하고 그 이후로 압력이 감소하 다가 비슷한 최고 압력에 도달하는 것을 반복한다. 원

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은 36.18 에 최  압력 17.51 MPa에 도달하 다. 가압기 안 밸

는 가압기 압력이 17.00 MPa 이상이 되는 시 인 34.70 에 개방되었다가, 가압기 압력

이 15.00 MPa 이하로 떨어지는 시 인 69.49 에 닫혔다. 가압기 안 밸 와 피동잔열

제거계통 압력방출밸 의 작동에 의하여 계통은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

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잔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지속 으로 제거되었다.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사고발생 이후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값

에서 계속 증가하 다.

(2) 피동잔열제거계통 설명

피동잔열제거계통은 4개의 트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트 인당 비상냉각탱크, 응축

열교환기, 보충탱크 각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트 인당 유량의 방향을 유지하기 하

여 입구 체크밸  1개, 출구 체크밸  1개가 설치되며 PRHRS의 동작을 하여 출구격리

밸 가 병렬로 2개가 설치된다. PRHRS의 작동시 2차측 첨두압력이 설계압력(6.24 MPa)

의 110%가 넘지 않도록 안 감압밸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3.2-5). 보충탱크와 

응축열교환기는 유로에 하여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충탱크와 응축열교환기는 바

닥의 높이가 비슷한 반면 보충탱크의 높이는 5 m로 응축열교환기의 높이 1.5 m에 비하

여 길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의 정상운  시 모두 물로 채워진 상태를 유지한다.

설계조건에서 PRHRS에서의 온도, 압력, 유량은 다음과 같다.

- 기 온도 압력 : 50 ℃, 5.2 MPa

- 운  온도 압력: 298/200 ℃, 5.2 MPa

- 설계 유량 : 3.22 kg/sec (트 인당)

PRHRS는 기동운 , 정상출력운 , 정상정지운  시에 격리밸 에 의해 2차계통으로부

터 격리되어 기 상태에 있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발생한 열은 2차계통에 의해 제

거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사고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신

호가 발생하면 주증기 격리밸 와 수 격리밸 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

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운 이 개시된다. 계통의 작동 기에는 2차계통의 고온 고압의 증



- 418 -

기가 압력차이로 인하여 유입되어 응축열교환기에 의해 냉각이 되나, 그 이후에는 증기

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냉각재의 도차이에 의한 수두차에 의하여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이 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냉각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36시간 

이내에 정지냉각계통이 운 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까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

다.

정상 수 유량 상실사건 분석 결과, PRHRS의 작동 이후 안 감압밸 가 계속하여 열리

고 닫히면서 안  제한치인 6.864 MPa을 넘지 않고 계통의 압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3.3.2-2). 안 감압밸 가 빈번하게 열리는 이유는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2차측

으로 유입되는 열량의 일부가 안 감압밸 를 통하여 방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조

건에 한 계산 종료시(1800 ) 2차계통으로 유입되는 총 열량은 routing tube를 통한 열

달을 포함하여 35.865 MW이나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응축 열교환기로 방출되는 열량은 

19.853 MW에 불과하며 나머지 열량은 안 감압밸 를 통하여 방출되고 있다. 

안 감압밸 의 개폐가 반복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수반한다.

- 안 감압밸 의 가열

- 안 감압밸 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

-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시마다 냉각재를 격납건물로 량 방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 시 안 감압밸 가 자주 개방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하기 ,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안 감압밸 의 작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안 감압

밸 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2차계통의 거동을 확인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2-6

부터 그림 3.3.2-8에 나타내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안 감압밸 가 작동하지 않는 경

우 기 거동은 비슷하 으나,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이후 2차계통의 압력이 11 MPa이

상으로 증가하 다(그림 3.3.2-6). 각 계통별 열 달량을 비교해 보면 노심에서 생성된 열

량이 증기발생기를 거쳐서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달되어야 하나, 그림 3.3.2-7에서 보

듯이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계통

의 가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 달이 작아지면서 그림 

3.3.2-6의 후반부처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으로 이어진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응축열교환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응축열교환기가 작동 기에 물로 채워져 

있어서 응축열교환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로 계속 채워져 있는 원인은 

물로 채워진 보충수 탱크 심 높이가 열교환기보다 높게 치해 있고, 가압이 되면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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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체 이 커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자연순환 유량이 보충탱크로 우회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응축열교환기와 보충탱크로의 유량을 비교해 보면(그림 3.3.2-8) 2000  이후에 

보충탱크로의 유량이 응축열교환기의 유량에 비하여 약 2.5배가량 크다. 따라서 보충탱크

로 우회하는 증기의 유량만큼 2차계통 회로 내에 에 지가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2차계

통이 가압된다. 따라서  설계에 한 해석결과에 의하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 제거

는 안 감압밸 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축열교환기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3) 피동잔열제거계통 설계 변경 분석

(가) 안 감압밸  설계 변경

안 감압밸 가 열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하여 안 감압밸 의 면 과 닫힘 압력 설

정치(closing set pressure)를 변경하여 보았다. 

안 감압밸 의 유로 면 련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2-9

에 나타내었다. 밸 의 유로 면 이 표  조건에 비하여 100% 미만일 경우는 피동잔

열제거계통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증가하 다. 반면 100% 이상일 경우는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하로 유지되었지만, 밸 의 면 이 증가됨에 따라

서 안 감압밸 의 개폐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 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압력을 설계

압력 이하로 유지하기 하여 안 밸 의 유로 단면 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할 필요

가 있으나, 그 크기 이상으로 할 경우 안 밸 의 개폐 횟수를 이는데 별 향이 없

음을 알 수 있다.

안 감압밸 의 닫힘 압력 설정치(closing set pressure)를 조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2-10에 나타내었다. 안 감압밸 의 닫힘 압력 설정치를 

이는 경우 안 감압밸 가 열리는 횟수가 어들었으나, 반복 인 밸 의 개폐는 여

히 나타났다. 안 감압밸 의 닫힘 압력 설정치를 변경한다고 해서 밸 가 열리는 

횟수를 제한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비응축가스를 이용한 보상탱크 이용

재의 보충탱크의 상부에 연결된 배 을 연장시키고 상부에 연결된 배 의 입구가 

보충탱크의 하부에 치하도록 하고, 보충탱크 상부를 고압의 질소로 채운 경우에 

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2-11부터 3.3.2-13에 나타내었다. 2차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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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은 안 감압밸 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압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

았으며, 보충탱크의 상부유로를 임의로 결정한 300  후 격리시켜 보상탱크처럼 사용

할 경우 2차계통의 압력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그림 3.3.2-11). 그러나 기 증

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재 가압되

는 상이 발생한다(그림 3.3.2-12, 3.3.2-13).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재 가압 이후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비응축가스를 사용할 경우 장기냉각 

시 반에는 비교  좋은 성능을 보이나 장기냉각의 후반부에는 2차계통의 냉각재 부

피가 어들면서 보충탱크에 있던 비응축가스가 증기발생기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 

한 기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재 가압되는 상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보충탱크 유로 폐쇄

사건이 시작 된 후 보충탱크의 하부 유로를 폐쇄시킨 경우를 분석하 다. 보충탱크의 

유로를 폐쇄시키는 이유는 장기냉각 시 자연순환 유량이 응축열교환기와 보충탱크로 

분리되면서 응축열교환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보충탱크

의 하부 유로 폐쇄 시 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안 감압밸 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최 압력 도달 시 인 1300 로 결정 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2-14부터 3.3.2-15

에 나타내었다. 보충탱크의 하부 유로를 폐쇄하는 경우 유로 폐쇄 까지 안 감압밸

가 작동하지 않는 표  조건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다가 폐쇄된 이후 거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2차계통의 압력이 일시 으로 표 조건에 비하여 증가

하지만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제거량이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보다 커지면서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2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보충탱크의 하부 유로를 폐쇄하

고 주증기격리밸 를 1300  까지 열어둔 경우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 다. 2차계통의 

압력이 기압력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도 표 경우에 

비하여 더 빠르게 감소한다. 주증기격리밸 를 열어두는 것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응

축열교환기 상부에 차있는 냉각재를 재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별도의 냉각재 

방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 보충탱크의 치 변경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상부 배 은 원자로의 정상작동 시에 2차계통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채워질 것으로 상된다. 보충탱크의 바닥 치는 응축열교환기 열  

하단과 같고, 응축열교환기의 열  높이가 총 1.5 m인데 반하여 보충탱크의 높이는 



- 421 -

5 m이다. 응축열교환기와 보충탱크 간에는 배 이 연결되어 있는데 응축열교환기의 

하단에 체크밸 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충탱크의 물이 응축열교환기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 문제는 보충탱크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많은 상황에서(탱크 1개당 약 20

톤)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 시 응축열교환기가 증기에 노출될 때까지 탱크에 있는 물

이 70% 가량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축열교환기 하단에 체크밸 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충탱크 상부의 물이 배출되지 않으면 응축열교환기를 채우고 있는 

물이 하부로 배출되지 않아 응축열교환기가 증기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응축열

교환기가 증기에 노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기 해서는 보충탱크의 치가 

응축열교환기보다 아래쪽에 치해야한다.

보충탱크의 치를 응축열교환기보다 낮은 치로 옮겨서 계산한 결과를 그림 

3.3.2-16과 3.3.2-1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는 표 조건의 결과와 보충탱크의 치를 낮

추었을 때 사건 발생 1300  후 주증기격리밸 를 닫은 경우와 주증기격리밸 를 닫

고 보충탱크를 격리시킨 경우를 비교하 다. 보충탱크의 치를 낮추고 주증기밸 를 

열어둔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최고압력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며 2차계통

의 압력은 1300  이후 약 8 MPa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그림 

3.3.2-16). 계산은 7200  까지 수행되었으며, 7000  근방에서 증기발생기와 피동잔열

제거계통 응축 열교환기의 열 달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3.2-17). 7200

 이후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의 열제거량이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보다 낮아

지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다시 한번 가압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보충탱크를 격

리시킬 경우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의 열제거량에 변동이 크지 않으며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은 지속 으로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의 설계 변경에 한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안 감압밸 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주증기격리밸 를 1300 까지 열어두고 1300  이후 보충탱크를 

격리시킨 경우가 원자로냉각재계통  2차계통의 압력 에서 합한 것으로 단된

다. 보충탱크의 치에 따른 비교를 그림 3.3.2-18과 3.3.2-19에 나타내었다. 보충탱크

의 치가 응축열교환기보다 낮은 경우 1300 까지 보충탱크의 치가 높은 경우에 

비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 달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증기발생기의 열제거

량은 조  낮게 나타났다. 주증기격리밸 가 닫히고 보충탱크가 격리된 이후 2차계통

의 압력은 보충탱크의 치가 낮은 경우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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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변경

의 분석 결과를 SMART 330 MWth의 설계에 반 하 으며, 반 된 사항은 다음과 같

다.

(가) 보충수 탱크 치 하향 조정

• 보충수 탱크 치가 Hx 치보다 높을 경우, 수두차에 의해 보충수 탱크로부터 Hx

로 냉각수가 유입되어 Hx의 열 달 성능이 하될 것으로 상

• 보충수 탱크 치(elevation)를 Hx와 주 수라인 사이로 조정

(나) PRHR 작동시 기에 Hx 상부 물 제거 방안

• PRHR 작동 기 Hx 가 냉각수에 잠겨 있어 Hx의 열 달 성능이 하되고 계통 

기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음

• 기 과압 방지를 한 MSIV 격리 지연 고려 

• PRHR 감압밸 의 빈번한 작동을 방지하기 해 감압 밸 의 size 조정이 필요하

다고 단 됨

• 주증기 배 과 PRHR 배 의 연결지 부터 PRHR HX 상부까지 배  사이즈 조정. 

기존 설계보다 물 체 을 상당히 일 수 있었으며, 성능해석 결과 PRHR 작동 

기 HX가 증기에 노출되어 열제거 성능이 충분히 발휘된다는 것을 확인하 음. 

(다) 보충수 탱크 상부 유로 격리기능 설정

• 당분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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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 설계값

노심 출력, MWt 660

설계/운  압력, MPa 17/15

설계 온도, ℃ 360

증기발생기 1차측 입구/출구 온도, ℃ 323/292.7

원자로냉각재유량(원자로냉각재펌  통과 유량, 8 ), 

kg/s
3800

원자로냉각재 최소설계유량, kg/s 3648

정상 출력운  범 , % 20 - 100

원자로냉각재펌  수, 8

증기발생기 카세트 개수, 개 8

표 3.3.2-1  SMART 냉각재계통의 설계변수

변수 단 범

노심 출력

원자로 노심 입구 냉각재

유량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 of 660 MWt

% of 3648 kg/sec

15 MPa (± 0.5 

MPa)

323 ℃ (± 1.5 ℃)

95 - 103

95 - 115

14.5 - 15.5

321.5 - 324.5

표 3.3.2-2  SMART 민감도해석에서 사용한 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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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조건
최대압력 (Pa)

가압기 원자로냉각재계통

NN_TN_PN_GN_TOP 17,039,420 17,369,430 

NN_TN_PN_GN_BOT 17,040,190 17,374,650 

NL_TL_PL_GL_TOP 17,037,510 17,341,170 

NL_TL_PL_GL_BOT 17,038,430 17,346,690 

NL_TL_PL_GH_TOP 17,041,880 17,435,730 

NL_TL_PL_GH_BOT 17,043,160 17,442,380 

NL_TL_PH_GL_TOP 17,024,940 17,287,500 

NL_TL_PH_GL_BOT 17,025,930 17,291,620 

NL_TL_PH_GH_TOP 17,031,360 17,390,060 

NL_TL_PH_GH_BOT 17,032,480 17,394,970 

NL_TH_PL_GL_TOP 17,040,270 17,355,240 

NL_TH_PL_GL_BOT 17,041,630 17,361,670 

NL_TH_PL_GH_TOP 17,047,350 17,456,910 

NL_TH_PL_GH_BOT 17,051,290 17,463,820 

NL_TH_PH_GL_TOP 17,026,870 17,296,680 

NL_TH_PH_GL_BOT 17,027,650 17,300,900 

NL_TH_PH_GH_TOP 17,034,490 17,407,900 

NL_TH_PH_GH_BOT 17,035,460 17,412,920 

NH_TL_PL_GL_TOP 17,044,000 17,372,380 

NH_TL_PL_GL_BOT 17,045,270 17,378,090 

NH_TL_PL_GH_TOP 17,061,210 17,475,940 

NH_TL_PL_GH_BOT 17,065,980 17,482,990 

NH_TL_PH_GL_TOP 17,027,890 17,300,050 

NH_TL_PH_GL_BOT 17,028,850 17,304,430 

NH_TL_PH_GH_TOP 17,036,500 17,413,640 

NH_TL_PH_GH_BOT 17,037,140 17,418,440 

NH_TH_PL_GL_TOP 17,052,200 17,388,720 

NH_TH_PL_GL_BOT 17,056,110 17,395,060 

NH_TH_PL_GH_TOP 17,077,430 17,499,120 

NH_TH_PL_GH_BOT 17,084,310 17,507,450 

NH_TH_PH_GL_TOP 17,030,200 17,310,940 

NH_TH_PH_GL_BOT 17,030,840 17,315,030 

NH_TH_PH_GH_TOP 17,038,850 17,430,600 

NH_TH_PH_GH_BOT 17,040,550 17,435,820 

주) N*(노심 출력), T*(증기발생기 1차측 입구 온도), P*(가압기 압력), 

G*(노심 입구 유량), TOP(top skewed 출력 분포), BOT(bottom 

skewed 출력 분포), *N(normal), *H(high), *L(low)

표 3.3.2-3  기조건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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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수      치 

기 노심출력, % 1.03

기 노심입구 냉각재 온도, ℃ 297.14

기 원자로냉각재 유량, kg/sec 4211.9

기 가압기 압력, MPa 14.47

기 노심 핵비등이탈률 1.695

핵연료 온도계수 최  부반응도 (Most negative)

감속재 온도계수 최소 부반응도 (Least negative)

제어  집합체 정지반응도가, %Δρ -10.0

표 3.3.2-4  정상 수 유량 상실사건 기조건

시간 ( )   사         건  설정치 는 수치

0.00 정상 수 유량 상실사건 발생 ---

30.53 가압기 고압력 원자로정지 

분석설정치 도달, MPa

16.35

31.63 가압기 고압력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  개방 시작

주증기  주 수 격리밸  폐쇄 시작

---

32.13 제어 집합체 낙하 시작 ---

34.70 가압기 안 밸  개방 ---

36.15 원자로냉각재계통 최 압력 도달, MPa 17.51

36.63 주 수 격리밸  완  폐쇄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  완  개방

---

37.70 가압기 최 압력 도달, MPa 17.08

61.63 주증기 격리밸  완  폐쇄 ---

69.49 가압기 안 밸  폐쇄 ---

81.99 증기발생기 최 압력 도달, MPa 6.25

1800.00 계산 종료 ---

표 3.3.2-5  정상 수 유량 상실사건 개과정



- 426 -

0 20 40 60 80 100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PZ
R

 P
R

ES
SR

E,
 M

Pa

TIME, SECONDS

그림 3.3.2-1  시간에 따른 가압기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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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시간에 따른 증기발생기 2차측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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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시간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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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시간에 따른 핵비등이탈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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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피동잔열제거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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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안 감압밸  미 작동시 계통 압력(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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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안 감압밸  미 작동시 계통 열 달(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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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안 감압밸  미 작동시 피동잔열제거계통 유량(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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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PRHRS의 안 감압밸  면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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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0  PRHRS의 안 감압밸  닫힘 압력 설정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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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1  비응축가스를 채운 보상탱크 사용 시 2차계통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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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  비응축가스를 채운 보상탱크 사용 시 원자로냉각재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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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3  비응축가스를 채운 보충탱크 사용 시 열 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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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보충탱크 하부 유로 폐쇄 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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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보충탱크 하부 유로 폐쇄 시 열 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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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6  보충탱크 치를 응축열교환기 아래로 변경할 경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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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7  보충탱크 치를 응축열교환기 아래로 변경할 경우 

열 달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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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8  보충탱크 치에 따른 압력 비교 (1300 에 MSIV 폐쇄  

보충탱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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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9  보충탱크 치에 따른 열 달량 비교 (1300 에 MSIV 

폐쇄  보충탱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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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냉각재유량 완  상실사고 시 핵연료 건 성 

가. 연구목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 상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핵연료의 건 성을 평가하고, 핵연료 건

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 상실사고 해석

(2) 핵연료 건 성 평가를 한 민감도 분석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해석 방법론

SMART는 열출력이 660 MWt인 일체형원자로이다. 포화상태의 가압기, 여덟 의 캔드

모터형 원자로냉각재펌 와 8개의 류형 증기발생기 등 모든 주기기가 단일 압력경계

(Reactor Pressure Vessel)에 장착되어 있다.

SMART의 운 제한조건(LCO,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s)은 노심출력, 가압기 

압력,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원자로 노심입구 유량에 하여 정의된다. 출력 상

태에서 SMART의 설계 값이 표 3.3.3-1에 기술되어 있다.

SMART 설계 안 성을 비평가하기 하여 표사고가 선정되었다[3.3.3-1]. 선정된 

표사고  냉각재 유량완 상실사고에 한 비평가가 참고문헌 [3.3.3-2]에 기술되었

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상기 참고문헌에서 평가된 내용에 한 설계부서의 

입력[3.3.3-3, 3.3.3-4]을 사용한 해석 결과이다. 해석에 사용된 코드는 SMART의 안 해

석  성능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개발된 TASS/SMR 코드이다[3.3.3-5]. 본 해석에서

는 TASS/SMR 코드에 내장된 subroutine(modified EPRI CHF correlation)을 사용한 최

소 핵비등이탈율(Minimum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DNBR) 계산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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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 여덟 의 원자로냉각재펌 가 정지되어 발생하는 완  유량상실사고의 원인

은 소외 원상실이다. 소외 원이 상실되면 수펌 는 정지되어 수유량이 단된다. 

본 해석에서는 보수 인 에서 수유량이 소외 원상실과 동시에 완 히 차단된다

고 가정하 다. 수유량 단에 의하여 수격리밸 와 주증기격리밸 는 각각 5 와 

30  동안에 완 히 닫히게 된다. 수유량 상실로 발생하는  수 유량 신호에 의해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 는 5  동안에 완 히 개방되어 노심열을 제거한다. SMART 

설계에서 소외 원이 상실되어 터빈이 정지하더라도 터빈 내 잔류 증기에 의하여 원자로

냉각재펌 는 3  동안 운 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지연시간 경과 후 원자로

냉각재펌 는 성서행을 시작한다. 소외 원상실로 인한 수펌  정지로  수유량

신호가 발생하나 수유량신호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수유량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를 고려하지 않고 본 평가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 의 속도(규정된 속도의 

80%)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원자로냉각재펌  속도 발생 시 응

답기 신호지연은 0.55 를 가정하 고, 코일 감쇠시간은 0.5 를 사용하 다. 따라서 원

자로 정지신호발생 1.05  후 제어 집합체가 노심으로 낙하하여 노심 출력을 감소시킨

다. 본 해석에서 용된 단일고장은 한 개의 피동잔열제거계통 부작동이다.

(2) 민감도 분석

냉각재 유량완 상실사고 발생시 허용기 은 사고 기간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연료허

용손상 한계치(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mit; SAFDL) 보다 커야 하고 원자로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노심설계분야가 제시하고 있는 연

료허용손상한계 제한 값은 핵비등이탈률이 1.1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3.3.3-3]. 최소 핵

비등이탈률 련 제한치를 만족하는 원자로냉각재펌 의 성서행특성을 확인하기 하

여 주기기 설계분야에서 제공한 성서행곡선 25  [3.3.3-4]를 고려하여 원자로냉각재

펌  회 수가 23 에 0.0이 되는 성서행 특성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본 

해석에서 사용한 원자로냉각재펌  성서행 특성은 표 3.3.3-2에 기술되어 있다. 핵연료 

gap conductivity 값은 보수성을 고려하여 핵연료주식회사 제공자료  가장 작은 값인 

3000 W/K*m2을 사용하 다. 

냉각재와 도 러효과를 고려한 반응도 궤환에 한 민감도를 수행한 결과 가장 제한 인 

핵비등이탈률을 측하는 냉각재와 도 러 조건은 각각 최소 부반응도와 최  부반응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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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래하는 한계사고 기조건을 선정하

기 하여 운 제한조건에 하여 3.3.3 (1)에 기술된 해석방법론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

다. 노심 출력, 노심 입구 유량, 가압기 압력과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기조건 

범 가 표 3.3.3-3에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완 유량상실사고에 한 유량상실 사고의 

민감도 해석의 개 과정이 표 3.3.3-4에 기술되어 있다. 표 3.3.3-3과 표 3.3.3-4에 한 

민감도 해석 수행 결과가 표 3.3.3-5에 기술되어 있다. 민감도 해석은 각각 노심의 고/정

격/  출력, 냉각재계통 고/정격/  압력, 냉각재 고/정격/ 유량,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의 고온/정격온도/ 온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조건에 하여 수행하 다. 민감도 

해석 결과 가장 낮은 핵비등이탈률에 도달하는 기조건이 원자로냉각재 유량상실사고

에 한 가장 제한 인 기조건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기조건은 노심 고출력, 원자

로냉각재계통 압력, 1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고온도, 냉각재 유량이다(표 3.3.3-6).

(3) 해석 결과 평가

3.3.3 다. (2) 항에서 선정된 기조건을 사용하여 분석이 수행되었다. 소외 원이 상실되

면 수유량이 순간 으로 정지하게 되며,  수유량 신호로 인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

이 작동된다. 소외 원상실이 발생하여 원자로냉각재펌 에 교류 원이 상실되어도 3.3.3 

다. (1) 항에 기술한 내용에 따라 원자로냉각재펌 는 3 간 운 된다고 가정하 다.

사고발생 3  후 여덟 의 원자로냉각재펌 는 성서행을 시작하며 성서행을 시작한

지 23  경과 후 원자로냉각재펌 는 완 히 정지한다(그림 3.3.3-1). 원자로냉각재펌  

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가 5.89 에 발생한다. 신호 지연시간 0.55 와 제어  집

합체 코일 감쇠시간 0.5 가 경과된 6.94 에 제어 이 삽입되기 시작하며 3.33  후 노심

으로 완 히 삽입된다(표 3.3.3-7).

사고 진행과정에서 수유량 정지로 인해 노심 열 제거가 악화되고, 3  이후에 원자로냉

각재펌 가 성서행을 시작하여 냉각재 유량이 감소하며(그림 3.3.3-2) 노심내 냉각재 

온도가 상승한다(그림 3.3.3-3). 상승한 냉각재 온도로 인하여 핵비등이탈률은 하되어 

사고 발생 후 8.56 에 최소 핵비등이탈률 1.158에 도달하게 된다(그림 3.3.3-4). 제어 의 

낙하로 노심 열속이 감소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으로 노심 붕괴열이 제거되면서

(그림 3.3.3-5 ∼ 3.3.3-6) 핵비등이탈률은 상승하며 사고는 완화된다. 노심 성자출력과 

열속의 계는 핵연료 gap conductivity 값에 향을 받으며 노심 열속의 감소가 성자 

출력 감소보다 느리게 진행된다(그림 3.3.3-7). 본 해석에서 최고온 핵연료 온도계산은 수

행하지 않았으며 사고 기에 반응도 궤환(그림 3.3.3-8)에 의하여 노심 열속의 상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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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평균 핵연료온도의 상승은 거의 없다(그림 3.3.3-9). 사고 진행 과정에서 냉각재

계통 압력의 상승은 사고 기에 발생하나 설계압력의 110% 이내에서 유지된다(그림 

3.3.3-10). 피동잔열제거계통 증기측에 설치된 압력 감압 밸 의 작동으로 2차측 압력은 

6.3 MPa 이하로 제한된다(그림 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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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 설계값

노심 출력
*
, MWt 660

설계/운 * 압력, MPa 17/15

설계 온도, ℃ 360

증기발생기 1차측 입구/출구 온도*, ℃ 323/292.7

원자로냉각재유량(원자로냉각재펌  통과 유량, 8 )
*
, kg/s 3800

원자로냉각재 최소 노심통과유량*, kg/s 3648

정상 출력운  범 , % 20 - 100

원자로냉각재펌  수, 8

증기발생기 카세트 개수, 개 8

표 3.3.3-1  SMART 냉각재계통의 설계변수

     * 상기 설계변수는 100% 출력 조건 및 100% 설계유량에서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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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c) rpm (N/No)

0 1.00

1.0 0.99

2.0 0.95

3.0 0.79

4.0 0.62

5.0 0.44

6.0 0.38

7.0 0.32

8.0 0.26

9.0 0.20

10.0 0.18

11.0 0.16

12.0 0.15

13.0 0.14

14.0 0.12

15.0 0.11

16.0 0.10

17.0 0.08

18.0 0.07

19.0 0.06

20.0 0.04

21.0 0.03

22.0 0.02

23.0 0

표 3.3.3-2  본 해석에서 사용된 원자로냉각재펌  성서행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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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단 범

노심 출력

원자로 노심 입구 냉각재유량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 of 660 MWt

% of 3648 kg/sec

15 MPa (± 0.5 MPa)

323 ℃ (± 1.5 ℃)

97 - 103

95 - 115

14.5 - 15.5

321.5 - 324.5

표 3.3.3-3  SMART 민감도 해석에서 사용한 기조건

시간 ( )     사        건    

0.0

소외 원상실

   수공  단

   수 격리밸 , 주증기 격리밸  닫히기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  열리기 시작 

3.0 8 의 원자로냉각재펌  성서행 시작

5.0
수 격리밸  완 히 닫힘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  완 히 열림

5.89 원자로냉각재펌  속도(80%)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6.94 제어 집합체 낙하 시작

30.0 주증기 격리밸  완 히 닫힘

표 3.3.3-4  소외 원상실로 인한 유량상실사고 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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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조건* 초기 DNBR 최소 DNBR

최소 DNBR 

time

(sec)

최대 평균 

핵연료 온도 

(K)

최대 가압기 

압력 (Pa)

NH_TH_PL_GL_TOP 1.6475 1.1584 8.5627 916.3769 1.4835E+07

NH_TH_PH_GL_TOP 1.6828 1.1751 8.3627 916.7719 1.5723E+07

NH_TH_PL_GL_BOT 1.6473 1.1968 8.7077 925.0989 1.4850E+07

NH_TL_PH_GL_TOP 1.7225 1.2018 8.3727 913.4626 1.5695E+07

NH_TL_PL_GL_TOP 1.6876 1.2030 8.5677 913.2550 1.4783E+07

NH_TH_PH_GL_BOT 1.6826 1.2064 8.3127 925.0667 1.5699E+07

NH_TH_PL_GH_TOP 1.7724 1.2339 8.3077 917.3538 1.4865E+07

NH_TL_PH_GL_BOT 1.7223 1.2399 8.3327 921.7516 1.5682E+07

NH_TL_PL_GL_BOT 1.6875 1.2401 8.3027 921.7713 1.4746E+07

NN_TN_PN_GN_TOP 1.7580 1.2424 8.3484 904.6697 1.5237E+07

NH_TH_PH_GH_TOP 1.8295 1.2447 8.2927 917.4754 1.5752E+07

NL_TH_PL_GL_TOP 1.7498 1.2477 8.3290 888.3330 1.4786E+07

NL_TH_PH_GL_TOP 1.7879 1.2538 8.3590 888.6033 1.5692E+07

NH_TH_PL_GH_BOT 1.7724 1.2728 8.2177 924.6539 1.4856E+07

NH_TL_PH_GH_TOP 1.8744 1.2743 8.3027 914.1600 1.5736E+07

NN_TN_PN_GN_BOT 1.7578 1.2750 8.2984 912.3417 1.5200E+07

NH_TL_PL_GH_TOP 1.8168 1.2771 8.2677 914.1580 1.4805E+07

NH_TH_PH_GH_BOT 1.8296 1.2800 8.2577 924.6402 1.5736E+07

NL_TL_PH_GL_TOP 1.8308 1.2828 8.3740 885.2731 1.5679E+07

NL_TH_PL_GL_BOT 1.7495 1.2895 8.2840 895.9688 1.4781E+07

NL_TH_PH_GL_BOT 1.7877 1.2905 8.3290 895.9455 1.5680E+07

NL_TL_PL_GL_TOP 1.7932 1.2928 8.3390 885.1972 1.4735E+07

NH_TL_PL_GH_BOT 1.8170 1.3091 8.2227 921.4211 1.4745E+07

NH_TL_PH_GH_BOT 1.8742 1.3158 8.2627 921.4216 1.5735E+07

NL_TL_PL_GL_BOT 1.7930 1.3263 8.2890 892.6900 1.4688E+07

NL_TL_PH_GL_BOT 1.8306 1.3264 8.3240 892.6796 1.5668E+07

NL_TH_PL_GH_TOP 1.8858 1.3317 8.5290 889.1439 1.4815E+07

NL_TH_PH_GH_TOP 1.9478 1.3339 8.2890 889.1686 1.5736E+07

NL_TL_PH_GH_TOP 1.9959 1.3643 8.3090 885.8939 1.5735E+07

NL_TH_PL_GH_BOT 1.8857 1.3653 8.2190 895.5594 1.4783E+07

NL_TL_PL_GH_TOP 1.9345 1.3666 8.2640 885.9147 1.4743E+07

NL_TH_PH_GH_BOT 1.9478 1.3760 8.2590 895.5451 1.5736E+07

NL_TL_PL_GH_BOT 1.9346 1.4040 8.2690 892.3422 1.4740E+07

NL_TL_PH_GH_BOT 1.9957 1.4108 8.2790 892.3602 1.5735E+07

표 3.3.3-5  냉각재 유량완 상실사고 민감도 분석 결과

* 상기 문자에서 N, T, P, G는 각각 노심출력,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냉각재 압력, 노심 통과

유량을 나타내며 H, N, L은 각각 고, 정격, 저를 나타낸다. NH_TH_PL_GL인 경우 노심 고

출력, 증기발생기 입구 고온도, 냉각재 저압력, 노심 통과 저유량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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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수치 

기 노심 출력, MWt 679.8 ( 103 % )

기 냉각재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 324.5 ( +1.5 ℃ )

기 원자로냉각계통 압력, MPa 14.5 ( - 0.5 MPa )

기 노심 냉각재 유량, kg/sec 3465.6 ( 95 % )

기 핵비등이탈률 1.65

핵연료 온도 반응도가 최  부반응도 

감속재 온도 반응도가 최소 부반응도 

제어 집합체 정지반응도가, %Δρ -10.0

표 3.3.3-6  소외 원상실로 인한 유량상실사고 제한조건에서 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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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     사        건    

0.0

소외 원상실

   수공  단

   수 격리밸 , 주증기 격리밸  닫히기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  열리기 시작 

3.0 원자로냉각재펌  성서행 시작

3.36 최  평균 핵연료온도 916.38 K 도달

5.0
수 격리밸  완 히 닫힘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  완 히 열림

5.89 원자로냉각재펌  속도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6.94 제어 집합체 낙하 시작

8.56 최소 핵비등이탈률 1.158 도달

13.14 최  냉각재계통 압력 14.59 MPa 도달

30.0 주증기격리밸  완 히 닫힘

109.56 최  2차계통 압력 6.56 MPa 도달

1000.0 계산 종료

표 3.3.3-7  소외 원상실로 인한 유량상실사고 제한조건에서 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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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유량상실사고 발생 시 원자로냉각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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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노심 입구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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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노심 냉각재 평균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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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핵비등이탈률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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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노심출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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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노심 평균열속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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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노심 출력과 평균열속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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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반응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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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핵연료 평균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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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0  가압기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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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  2차측 증기헤더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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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반응도 이상사고 시 핵연료 건 성

가. 연구목

반응도 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핵연료의 건 성을 평가하고, 핵연료 건 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제어  집합체 인출사고 해석

(2) Dead band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SMART의 반응도 사고에는 제어 집합체군 인출 사건,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삽

입 사건을 포함하는 제어 집합체 오작동 사건  제어 집합체 이탈사고가 있다. "설계

변경을 고려한 표 사고 선정 보고서"에 의하면 연료의 건 성을 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평가할 때 노심 특성을 반 한 최 의 사건으로 "제어 집합체 오작동 사건"이 

선정되었다[3.3.4-1]. 따라서 표 사건으로 선정된 제어 집합체 오작동 사건  단일 제

어 집합체 인출 사건에 한 사고 해석을 수행하여 핵연료의 건 성 측면에서 SMART

를 평가하 다.

(1) 사고 개요  해석 방법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은 제어 집합체 구동 제어 장치의 고장이나 원자로 출력 

제어  보호 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dead band를 과한 제어되지 않는 인출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여기서 dead band는 동일 제어군내에 속한 제어 집합체들 사이의 상  치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어 집합체간의 상  치가 dead band 이내인 경우 같은 치

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dead band에 의하여 반경 방향 출력 분포가 비 균

일하게 될 수 있다. 단일 제어 집합체가 인출되면 단일 제어 집합체의 인출 속도와 인

출 시 노심 동특성에 따라 정(+)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심 출력, 냉각수 온도 

 원자로 냉각 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반 인 열수력학 인 경향은 출력 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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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집합체 인출 사건과 비슷하지만,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의 경우 제어 집합체

가 인출되는 치에서의 출력이 국부 으로 증가해 반경 방향의 첨두 계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핵비등이탈 여유도가 국부 으로 더욱 감소할 수 있다. 단일 제어 집합체

가 인출되어 인출되지 않은 제어 집합체들 간의 상  치가 설정치 이상이 되거나 노

심 출력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하여 노심 고출력 정지 설정치 는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는 정지한다. 이후 원

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SMART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시 SMART의 계통 분석을 해서는 SMART의 

성능  안  해석을 하여 개발된 TASS/SMR 코드를 이용하 고, 사고 해석 시 원자

로 노심의 핵비등이탈률(DNBR: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거동은 TASS/SMR 

코드에 부 로그램으로 내장된 Modified EPRI CHF 상 식을 사용하 다[3.3.4-2].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사건 발생 시 사고해석 허용 기 은 사고 기간  최소 핵비등이

탈률비가 연료허용손상 한계치(1.1) 보다 커야 하고, 원자로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해석을 하여 사용된 SMART의 Nodalization은 

그림 3.3.4-1에 나타내었다.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시 인출된 단일 제어 집합체 치와 인출되지 않은 제어

집합체들의 치가 설정치(dead band)를 과하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

수 인 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단일 제어 집합체가 dead band 만큼만 인출되어 stuck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제어 집합체들 간의 상  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Dead band에 따른 제어 집합체의 최  인출 반응도가, 최  반응도 인

출률, Static Distortion Factor(SDF)  Xenon Redistribution Penalty Factor(XRPF) 등

과 같은 노물리 변수는 표 3.3.4-1에 나타내었다[3.3.4-3]. 그리고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시 반응도가와 련해서는 보수 인 해석을 하여 핵연료온도계수는 최소값을 사

용하 고, 냉각재온도계수는 -1.86 pcm/℃를 사용하 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피동잔열

제거계통의 4개 트 인  1개 트 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일 고장으로 가정하 고, 

원자로 정지 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정지 제어 군의 고착과 외부 원 상실로 인

한 원자로냉각재펌 의 정지를 동시사건으로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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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도 분석

(가) 기 조건 향

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래하는 기 조건을 악하기 

하여 기 조건에 따른 사건 해석을 수행하 다. 노심 출력,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의 조합을 이용하여 기 조건을 구성하 는데, 기 조건 

설정 시 노심 입구 유량으로는 유량을, 축방향 출력 분포로는 top skew 조건만을 고

려하 다. 노심 입구 유량  top skew의 축방향 출력 분포만을 기 조건에서 고려

한 이유는 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이러한 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하여 보수 인 

결과를 래하기 때문이다. 기 조건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최  제어 집합체 

인출 속도인 12 mm/sec를 이용하 고, dead band 20 cm에서의 최  인출 반응도가 

 노물리 변수들을 용하 다. 

해석에서 고려된 기 조건들과 해석 결과를 표 3.3.4-2  그림 3.3.4-2에 나타내었

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노심 고출력, 노심 입구 냉각재 고온도,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노심 입구 유량  top skew의 축방향 출력 조건(NH_TH_PL_GL_TOP)

에서의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다른 기 조건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Dead band 향

노심 고출력, 노심 입구 냉각재 고온도,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노심 입구 유량 

 top skew의 축방향 출력 조건(NH_TH_PL_GL_TOP)인 기 조건하에서 dead 

band에 따른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을 해석하 다. 제어 집합체 인출 속도로

는 제어 집합체의 최  인출 속도인 12 mm/sec를 이용하 다. 제어 집합체 최  인

출 속도  최  반응도 삽입률을 이용하는 경우 최  인출 반응도가가 인출되는데 걸

리는 시간은 dead band 10 cm, 16 cm, 20 cm  none에 하여 각각 7.59. 12.97, 

16.67  48.17 가 소요된다. Dead band가 none인 경우는 제어 집합체들 간의 상  

치에 따른 원자로 정지 신호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출되는 제어 집합체는 완

 인출 지 까지 지속 으로 인출된다. Dead band에 따른 노심 출력, 가압기 압력  

핵비등이탈률의 변화를 각각 그림 3.3.4-3에서 3.3.4-5에 나타내었다. 그림 3.3.4-3은 

dead band에 따른 노심 출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dead band가 커질수록 최  인

출 반응도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심 최  출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dead band가 20 

cm 이하인 경우에는 노심 출력이 증가하다가 최  노심 출력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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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제어 집합체가 인출되다가 고착되어 노심으로부터의 반응도 

인출은 없어지고 핵연료 온도  냉각재 온도 궤환 효과가 지배 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dead band가 없는 경우에는 노심 출력이 노심 고출력 원자로 정지 설정

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4는 dead band에 따른 가압기 압

력을 보여주고 있다. Dead band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심 고출력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가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가압기 압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

는다. 이에 반하여 dead band가 20 cm 이하인 경우에는 노심 고출력 원자로 정지 신

호가 발생하지 않고, 노심에서의 열생성률과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율의 차이로 

인하여 가압기 압력이 증가한다. 그림 3.3.4-4에 의하면 dead band 20 cm 이하 역에

서 dead band가 커질수록 노심 출력이 더욱 증가하여 가압기 압력이 더 빨리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Dead band에 따른 핵비등이탈률의 변화는 그림 3.3.4-5에 나타내

었다.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시 SDF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반면에, XRPF는 

인출과 동시에 1시간 경과후의 값을 사용하 기 때문에 기 핵비등이탈률은 dead 

band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Dead band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핵비등이탈률은 기에 

격하게 감소하고,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

하여 dead band 20cm 이하인 경우 과도 기 격하게 감소한 이후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기 조건하에서 dead band가 커질수록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반응도 삽입률의 향

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래하는 NH_TH_PL_GL_TOP 조

건에 하여 반응도 삽입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 결과를 그림 

3.3.4-6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dead band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가장 큰 

반응도 삽입률을 제외한 고려된 모든 반응도 삽입률 조건에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1.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시 반응도 삽입률

이 감소함에 따라서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응

도 삽입률의 감소에 따라서 최소 핵비등이탈률이 감소하는 역에서는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반응도 삽입률의 감소에 따라 최소 핵비등이

탈률이 증가하는 역에서는 가압기 고압력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다. 이에 반

하여 dead band 20 cm 인 경우에는 반응도 삽입률이 가장 큰 경우 최소 핵비등이탈률

이 가장 낮고, 반응도 삽입률의 감소에 따라서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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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리고 최소 핵비등이탈률은 1.1에 비하여 비교  큰 여유도를 가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시 최소 핵비등이탈률 련 여유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제어 집합체들 간의 상  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필수 으로 고

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해석 결과

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 기 조건

(NH_TH_PL_GL_TOP) 하에서 최  인출 속도(12 mm/sec)로 제어 집합체가 인출되는 

경우 사고 해석 결과를 수행하 다. Dead band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최소 핵비등이탈률

은 허용 기 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어 집합체들간의 상  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를 고려하 다. 원자로 정지 설정치로는 20 cm의 dead band를 고려하 다. 그

러나 보수 인 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단일 제어 집합체는 dead band인 20cm 만큼만 

인출되어 stuck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제어 집합체들 간의 상  치에 의한 원자로 정

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따라서 단일 제어 집합체의 인출 반응도가는 90.0 pcm이

며, 인출 시간은 16.67 이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4개 트 인  1

개 트 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단일 고장으로 고려하 고, 원자로 정지 시 가장 큰 반

응도가를 가지는 정지 제어 군의 고착과 외부 원 상실로 인한 원자로냉각재펌 의 정

지를 동시 사건으로 가정하 다. 해석에서 고려된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시 기 

조건은 표 3.3.4-3에 나타내었다.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사건 시 사건 진행 상황은 표 3.3.4-4에, 주요 열수력 변수들의 변

화는 그림 3.3.4-7에서 3.3.4-11에 나타내었다.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에 따라 노심 출력

은 계속 증가하여 16.67 에 최 값인 116.6%에 도달하며, 약 25  이후에는 노심 출력 

110% 수 에서 안정화된다. 사고 시작 후 206.0 경에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

지 신호가 발생하고, 207.60 에 제어 집합체가 노심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사건은 종

결된다. 원자로 정지 후 노심 입구 유량은 원자로냉각재펌 가 성 서행함에 따라 감소

하며, 이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함에 따라 200 kg/sec 수 을 회복한다. 원자로냉각

재계통 최  압력은 16.57 MPa로서 안  허용 기 을 만족하 다. 사고 개 동안 최소 

임계열속비는 21.78 에 발생하며 그 값은 1.225이다. 



- 458 -

(4) 결론

SMART의 반응도 사고에는 제어 집합체군 인출 사건,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삽입 

사건을 포함하는 제어 집합체 오작동 사건  제어 집합체 이탈 사고가 있다. "설계변

경을 고려한 표 사고 선정 보고서"에 의하면 연료의 건 성을 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평가할 때 노심 특성을 반 한 최 의 사건으로 "제어 집합체 오작동 사건"이 선

정되었다. 따라서 표 사건으로 선정된 제어 집합체 오작동 사건  단일 제어 집합

체 인출 사건에 한 사고 해석을 수행하여 핵연료의 건 성 측면에서 SMART를 평가

하 다.

SMART의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에 한 분석은 TASS/SMR 코드를 이용하 으

며, 사건 개시 핵비등이탈률은 modified EPRI CHF 상 식을 이용하 다. 보수 인 사

고 해석을 하여 운  가능한 LCO(Limiting Condition of Operation) 범 (온도, 압력, 

유량, 출력 등) 에서 핵비등이탈률 에서 가장 제한 인 기 조건을 선정하 고, 

선정된 기 조건에 하여 dead band  반응도 삽입률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최소 핵비등이탈률 에서 가장 보수 인 조건을 도출하 다. 

사고 해석 결과에 의하면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시 최소 핵비등이탈률 련 여유

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제어 집합체들간의 상  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한 제어 집합체들 간의 상  

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를 고려하는 경우 SMART에서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최소 핵비등이탈률  계통의 건 성은 안  해석 허용 한계치 이

내에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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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band

(cm)

최  인출 

반응도가 (pcm)

최  반응도 

삽입률(pcm/cm)
SDF XRPF

6 24 4.50 1.1026 1.0020

10 41 4.50 1.1255 1.0033

16 70 4.50 1.1633 1.0081

20 90 4.50 1.1899 1.0110

None 452 7.82 1.6710 1.0564

표 3.3.4-1  Dead band에 따른 노물리 변수 (1시간 경과 후)

Case 기 조건 최소 핵비등이탈률

1 NN_TN_PN_GN_TOP 1.304

2 NH_TH_PL_GL_TOP 1.226

3 NH_TL_PL_GL_TOP 1.256

4 NL_TH_PL_GL_TOP 1.641

5 NL_TL_PL_GL_TOP 1.680

6 NH_TH_PH_GL_TOP 1.251

7 NH_TL_PH_GL_TOP 1.280

8 NL_TH_PH_GL_TOP 1.672

9 NL_TL_PH_GL_TOP 1.708

표 3.3.4-2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시 기 조건에 따른 최소 

핵비등이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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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가정된 수치

기 노심 출력, MWt(%) 680.0(103)

기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 290.65

기 노심 입구 유량, kg/sec 3464.0

기 가압기 압력, MPa 14.47

기 노심 임계열속비 1.575

증기발생기 압력, MPa 5.19

핵연료 온도 반응도가
최소 부반응도

(Least Negative)

감속재 온도 반응도계수, pcm/℃ -1.86

기 반경 방향 첨두출력계수 1.6187

단일 제어 집합체 완  인출후 반경 방향 첨두출력계수 1.947

단일 제어 집합체 반응도 삽입률, pcm/sec 4.50

제어 집합체 정지반응도가, %Δρ -10.0

표 3.3.4-3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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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 사          건 설정치 는 수치

 0.00

16.67

21.78

21.80

206.00

207.10

207.60

209.70

210.10

300.00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시작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종결

노심 최  출력, 설계 출력의 %

최소 임계열속비

노심 최  열속, 출력 열속의 %

가압기 고압력 정지 신호 발생

수  주증기격리밸  폐쇄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  개방 시작

제어 집합체 낙하 시작

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MPa

원자로냉각재펌  성서행 시작

계산 종료

-

-

116.6

1.225

110.9

16.35 MPa

-

-

-

16.57

-

표 3.3.4-4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사건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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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SMART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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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기 조건에 따른 최소 핵비등이탈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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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Dead band에 따른 노심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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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Dead band에 따른 가압기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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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Dead band에 따른 핵비등이탈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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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반응도 삽입률에 따른 최소 핵비등이탈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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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시 노심 출력



- 467 -

0 50 100 150 200 250 300
0

20

40

60

80

100

120

140

Co
re

 A
ve

ra
ge

 H
ea

t F
lu

x,
 %

 o
f 

fu
ll 

po
w

er
 a

ve
ra

ge
 h

ea
t f

lu
x

Time, seconds

그림 3.3.4-8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시 평균 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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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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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0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시 노심 입구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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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1  단일 제어 집합체 인출 시 DNBR



- 469 -

3.3.5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가. 연구목

본 연구에서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의 성능을 평

가하고자 한다.

나. 연구범

(1)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2) 노심 노출을 방지하기 한 민감도 분석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서론

SMART는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 , 증기발생기와 같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요 기기

들이 단일 원자로압력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분리형원자로에서와는 달리 형 

배  단으로 인한 형냉각재상실사고의 가능성이 근원 으로 배제된다. 한, 냉각재 

충수․유출  계측을 목 으로 원자로압력용기를 통하는 모든 배 /노즐의 최  직경

은 특정 값(50 mm) 이하로 제한하여 설계되기 때문에 소형냉각재상실사고만 고려된다.

SMART의 원자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4계열의 피동잔열제거계통, 4계열의 안

주입계통, 2계열의 정지냉각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 정지 후, 2차계통을 이용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이 불가

능할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임의의 출력운  온도로부터 정지냉각계통이 운 을 개

시할 수 있는 고온정지 온도까지 냉각시킨다.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달되며, 달된 열은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비상냉각탱크에 잠겨있는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제거된다. 

안 주입계통은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가압기 압력이나 원자로건물 고압력에 의한 

안 주입작동신호에 의해 안 주입펌   련 밸 를 작동하여 원자로건물내재장 수

탱크(IRWST)의 물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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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냉각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고온정지 온도(사고 시 약 190℃, 2.8 MPa)

에서 재장  온도(약 55℃)까지 냉각시키고 장기간동안 재장  온도로 유지하는데 사용

된다. 정지냉각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  흡입부에서 냉각재를 흡입하여 정지냉각계통의 

열교환기를 거쳐 냉각시킨 후 안 주입 노즐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펌  방출부로 주입

한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단부를 통한 설 유량의 발생으로 사고 기에 원자

로냉각재계통(RCS)의 압력이 격히 감소하여 가압기 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

가 발생하고 제어 이 낙하하기 시작하여 원자로의 출력은 격히 감소한다. 원자로정지

신호 발생과 동시에 터빈 정지  소외 원상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수 펌

는 정지하고 RCP는 성서행 (coastdown)하게 된다. 수펌  정지에 의한 수유량 

감소로 2차측의 열 제거 기능 상실이 발생하면 피동잔열제거작동신호(PRHRAS)가 발생

한다. 이 신호에 의하여 주증기/ 수 격리밸 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출구 격리밸

가 열려 증기발생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

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유체의 도 차이에 의해 자연 으로 발생하는 자

연순환 유동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감소로 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계통의 

기포율은 증가하게 되고, 단부를 통한 지속 인 질량  에 지의 방출로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압력은 감소한다. 원자로의 압력이 안 주입계통 작동 설정

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 주입펌 가 RCP 방출부 역으로 냉각수를 주입하여 1차

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하게 된다. 

이와 같이, SMART의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은 안 주입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한다. 큰 단에서는 안 주입수와 단부를 통한 에 지 방출

에 의한 노심 열 제거가 지배 이어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역할이 상 으로 작다. 반

면에, 작은 단에서는 안 주입수  단부를 통한 에 지 방출이 작아 피동잔열제거

계통이 노심 열 제거에 상 으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안 주입계통과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작동에 의해 원자로냉각재 온도는 정지냉각계통이 운 을 개시할 수 있

는 고온정지 온도(190℃)에 도달한다. 정지냉각펌 는 RCP 입구헤더에 연결된 정지냉각

계통 흡입 배 을 통하여 고온의 냉각재를 흡입하여 정지냉각 열교환기를 거쳐 냉각시킨 

후 안 주입계통의 안 주입 배 을 통해 원자로압력용기의 RCP 토출부 역으로 되돌

려 보낸다. 이때 단 크기가 충분히 작은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충분히 충수되어 있

어 정지냉각펌 가 작동하기 한 한 흡입 조건을 제공 가능하게 하지만 큰 단에 

해서는 정지냉각펌 의 작동에 필요한 한 흡입이 으로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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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단 크기에 계없이 단순화한 장기냉각 차를 용하기 해서는 정지냉

각펌 가 작동하기 한 한 흡입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안 주입계통의 설계가 필

요하다. 

본 보고서에는 TASS/SMR(TASS080108 version)[3.3.5-1]를 사용하여 SMART의 표

 설계기 사고인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한 해석방법  해석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3.3.5 (2) 항에서는 본 사고에 한 TASS/SMR 해석모델, 해석방법론, 해석 기/경계조

건  가정을 기술하고, 3.3.5 (3) 항에서는 해석 결과를 살펴보고, 3.3.5 (4) 항에서는 해

석 결과를 토 로 본 사고에 한 SMART의 안 성을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 다. 

(2) 해석 모델  해석 방법

(가) 해석 모델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계통의 열수력 거동은 계통 열수력분석 코드인 

TASS/SMR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그림 3.3.5-1은 SMART의 성능/안  해석을 

한 원자로냉각재계통(RCS)  2차계통의 TASS/SMR nodalization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측되는 물리  상을 타당하게 측하기 하여 계통은 노심, 원자로

냉각재펌 (RCP), 가압기(PZR)  증기발생기(SG)를 포함하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증

기발생기 튜  측으로 공 된 수가 1차측으로부터의 열 달에 의해 생성된 증기를 

터빈으로 공 하는 2차계통과 사고 시 랜트 보호를 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특성

을 반 한 총 212개의 노드와 227개의 유로로 모델되었다. 안 주입계통은 RCP 방출

부 역(노드 30)으로 연결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에 따라 유량이 주입되도록 

하 다.

(나) 해석 방법

1) 해석 기/경계조건  가정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은 아래에 기술되는 보수 인 기/경계조건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하 으며 해석에 사용된 주요 기/경계조건  가정은 표 

3.3.5-1에 요약되어 있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보수 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

도록 노심 출력은 노심 열속 측정계기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격출력의 103%로 하고 

수유량은 노심 출력 증가량만큼 증가된 유량을 사용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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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량, 압력  온도 조건은 각각 운  허용범 에서의 최소  최  값을 갖는 

것으로 하고 노심의 축방향 출력 분포는 핵연료의 아래쪽에서 최  출력이 나타나

는 Axial Offset = -0.3을 사용하 다. 그리고 잔열 곡선은 ANS-73 값에 1.2를 곱

한 곡선을 사용하 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감소로 1차측 냉각재 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의 반응도가가 주입됨으로써 핵연료 평균온도도 감소한다. 이들이 반응

도가에 미치는 향을 보수 으로 고려하기 하여 냉각재 도 반응도가와 도 러 

반응도가는 각각 least negative 값과 most negative 값을 사용하 다. 소형냉각재상

실사고 시 감압으로 인한 가압기 압력 원자로 보호 설정치(12.3 MPa)에 도달하면 

센서 응답시간과 신호 지연시간 (1.1 )을 거친 후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며, 

트립 차단기 열림  제어 구동계통의 코일 감쇠 시간 지연(0.5 ) 후에 제어 이 

낙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 다. 제어 의 반응도가는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 집합체 한 개가 고착된 경우의 최소값(10.0% △ρ)을 사용하고 제어 의 낙하 

속도는 당 900 mm로 하 다. 

단부를 통한 임계유량은 단부 상부의 유체 조건이 과냉, 포화  과포화 상태일 

때 각각 Henry-Fauske 모델, Moody 모델  Murdock-Bauman 식을 사용하여 계

산하도록 하 다. 

해석 시 사고 기 액체와 증기의 상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상부 랜지의 습식 단열재 상단면에서 원자로 덮개 하부 사의의 공간을 차지하는 

가압기(노드 78)에 해서는 heterogeneous node option을 그 외의 노드에 해서는 

homogeneous node option을 사용하 다. 한, 원자로냉각재계통측 유로에는 Drift 

flux model을 사용하지 않았다.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1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하기 한 안

주입계통은 IRWST를 수원으로 하여 구성과 기능이 동일한 4개의 독립 인 계열

로 구성되어 있고 기 으로는 2개의 역으로 나 어져 있다. 각 계열에는 1 의 

안 주입펌 가 설치되어 원자로용기의 측면에 연결된 노즐을 통하여 RCP 방출부 

역(노드 30)으로 냉각수를 주입한다. 사고 시 비상디젤발 기 1 가 고장 난다고 

가정하여 2 의 안 주입펌 만 작동하는 것으로 하 다.

안 주입계통은 가압기 압력 신호(10.0 MPa)에 의하여 발생하는 안 주입작동신

호(SIAS)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고 소외 원은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상실된다

고 가정하 다. 그리하여 모든 안 주입펌 는 비상디젤발 기의 기동  부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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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작동할 수 있다. 해석 시 사용되는 총 지연시간(안

주입작동신호 설정치 도달 후 안 주입수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달되는데 걸리

는 시간)은 33 로 가정하 다. 안 주입유량은 계통압력의 함수로 주어지며 보수

인 해석을 하여 최소 유량곡선을 사용하 다. 그림 3.3.5-2는 본 분석에 사용된 안

주입펌  1 당 최소 유량을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100% SI pump flow는 재 설계 단계에서의 유량 곡선이며 200%  225%의 

곡선은 동일 압력에서의 주입유량을 각각 2배  2.25배 증가시킨 것이다.

2) 단 치와 단면의 크기

 설계 단계에서 상되는 단 치로는 원자로용기 덮개를 통하는 각종 계측

기 안내 과 원자로용기 상단 측면부를 통하는 안 주입계통 배 , 정지냉각계통 

배 , 화학  체 제어계통 배  등이 있다. 이러한 배 들은 원자로용기 는 덮

개에 장착된 노즐(최  내경: 2″)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배 들  단 치에 따

라 제한 이라고 단되는 안 주입계통 배   정지냉각계통 흡입 의 양단 순시 

단 사고와 가압기 안 밸 의 부주의한 개방사고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안 주입 배 과 정지냉각계통 흡입  단은 각각 RCP 방출부  흡입부 역에 

연결된 노즐 연결부(노즐 내경 : 2″, 단 면  : 2.027x10-3 m²)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 다. 가압기 안 밸 의 부주의한 개방은 가압기 상단에 연결된 안 밸  하

나가 완 히 열려(내경: 1.1″, 단 면 : 2.027x10-3 m²)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단 크기에 한 스펙트럼 해석은 안 주입 배  단에 해 수행하 으며, 

2개의 단크기(1.5″, 1.0″)가 추가 으로 고려되었다. 

(3) 해석 결과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노심 비노출  장기냉각 에서 안 주입계통의 

성능을 평가하는 해석이 수행되었다. 먼  냉각재 재고량 손실 거동 측면에서 가장 제한

인 치로 단되는 안 주입계통 배  단 사고에 하여 재 설계된 안 주입계통

의 성능을 평가하 다. 해석은 세 가지의 단크기(내경 2″, 1.5″, 1″)에 하여 사고 

후 노심노출 여부  장기냉각 가능성 악을 하여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가장 제한

인 내경 2″안 주입계통 배  양단 순시 단 사고에 하여 안 주입펌  유량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노심 노출을 야기하지 않는 최소 안 주입펌  유량 곡선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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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구한 안 주입유량을 사용하여 다른 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 인 사고인 

내경 2″정지냉각계통 흡입  양단 순시 단 사고  내경 1.1″의 부주의한 가압기 안

밸  개방사고에 하여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안 주입계통의 성능을 확인하 다. 

안 주입배  단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는 임계유량을 형성하며 

단부로 방출되고 계통의 압력은 격히 감소하게 된다. 가압기의 압력이 10 MPa 이하

로 떨어지게 되면 안 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하고 안 주입수가 원자로냉각재펌  방출부 

역으로 주입된다. 이때 한 의 안 주입펌 로부터의 안 주입수 만이 고려되며 주입

된 냉각수의 일부분은 단부를 통하여 우회 방출되고 나머지는 증기발생기  다운코머

를 거쳐 노심으로 유입되어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

력이 감소함에 따라 방출 유량은  어들고 안주주입유량은 증가한다. 시간이 경과

하여 안 주입계통을 통한 안 주입 유량이 단 유량보다 많아지게 되면 원자로의 냉각

재 재고량은 다시 상승하게 된다.

그림 3.3.5-3 ∼ 3.3.5-7은 재 설계된 안 주입계통 조건(100% SI pump flow)에서의 안

주입배  단사고 시 주요 변수들을 단 크기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그림 3.3.5-3, 3.3.5-4는 100% SI pump flow 조건에서 안 주입배  단 크기가 2″, 1.

5″, 1″일 때 가압기의 압력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측 냉각재 온도를 각각 나타낸 것

이다. 단부를 통한 냉각재 방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  안 주입계통의 작동으로 노심

의 잔열이 제거됨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온도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

다. 단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압력  온도 감소는 완만하게 이루어지나 사고 후 10 시

간 경에는 세 가지 단 모두 고온정지 조건(사고 시 약 190℃, 2.8 MPa)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5-5는 정지냉각계통 흡입  상부 역의 기포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크기가 

1″일 때는 사고후 5시간 경에 충분히 충수되어 정지냉각펌 가 작동하기 한 한 

흡입 조건을 제공 가능하게 하지만 단 크기가 2″, 1.5″일 때는 사고 후 10 시간까지도 

기포가 형성되어 있어 정지냉각펌 의 작동에 필요한 한 흡입 조건이 보장되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3.3.5-6은 단유량  안 주입유량을 그림 3.3.5-7은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압축수

 (collapsed water level)를 비교한 것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안 주입 유량이 단 유량보다 많아지게 되고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량은 다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단 크기가 1.5″, 1″일 때는 사고  기간 동안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

지만 단 크기가 2″일 때 압축수 는 사고 후 2660 경에 노심 상단부까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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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동안 노심 노출이 지속되고 있다. 사고 시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실제 혼합체 수

는 압축수 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나 보수 인 에서 압축수 를 노심 노출의 단 

기 으로 삼았다. 

그림 3.3.5-8  3.3.5-9는 내경 2″안 주입계통 배  단 사고 시 안 주입펌  유량에 

따른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압축수   정지냉각계통 흡입  상부 역의 기포율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안 주입펌 의 유량을 재 설계유량(100%) 비 2.25배(225%)로 증가

시켜야만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냉각시 정지냉각계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5-10 ∼ 3.3.5-14는 단 치에 따라 표 으로 선정된 내경 2″의 안 주입계

통 배  단과 정지냉각계통 흡입  단  내경이 약 1.1″인 가압기 안 밸 의 부주

의한 개방 사고에 한 주요 변수들을 비교한 것이다. 해석 시 안 주입펌 의 유량은 

재 설계유량의 225%로 가정하 으며 정지냉각계통 흡입  단  가압기 안 밸 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 시에는 2 의 안 주입펌 가 가용되는 것으로 하 다. 

그림 3.3.5-10, 3.3.5-11은 단 치에 따른 가압기의 압력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측 

냉각재 온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단부를 통한 냉각재 방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  

안 주입계통의 작동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온도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

다. 그러나 그림 3.3.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지냉각계통 흡입  단의 경우 사고후 

9500여 에 0.8 MPa에서 1.3 MPa로, 가압기 안 밸 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의 경우 

2900여 에 4.6 MPa에서 6.8 MPa로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안

주입 유량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가압기 상단까지 완 히 충수되면서 나타나는 상

이다.

그림 3.3.5-12는 단 치에 따른 정지냉각계통 흡입  상부 역의 기포율을 비교한 것

으로 모든 단 치에 하여 장기냉각 시 정지냉각계통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자로

냉각재계통은 충분히 충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5-13은 단 치에 따른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압축수 를 비교한 것으로 모든 

단 치에 하여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정지냉각계통 

흡입  단의 경우가 안 주입계통 배  단에 비해 최소 수 가 높고 수  회복도 상

당히 빨리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가압기 안 밸 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의 경우, 단 

치가 높고 단 면 이 상 으로 작음에 따라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량은 높게 유지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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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4는 유효노심 역의 평균핵연료  고온 에서의 피복재 표면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고 후  기간 동안 노심은 냉각재로 채워져 냉각됨으로써 핵연료의 온도는 

기치(335℃)보다 높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안 주입계통의 주입유량을 재 설계유량 

비 225%로 증가시키면 모든 단 범 에 해 노심은 노출되지 않고 장기냉각 시에도 

정지냉각계통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충분히 충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 주입계통을 통한 냉각수 보충과 더불어 노심 잔열은 단부를 통한 에 지 방

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열 달에 의하여 충분히 제거됨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압력  온도, 핵연료 피복재 온도는 지속 으로 감소하게 된다. 

안 주입유량을 증가시키면 동일 양정에서 상 으로 높은 유량을 내는 펌 를 구입하

게 되므로 펌  구입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온과압보호(LTOP: Low 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의 어려움이 상된다[3.3.5-2].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추

후 온의 원자로 조건에서 안 주입펌 의 오작동 등 온가압 상 사고들에 한 상

세해석을 통하여 SCS 흡입 에 설치될 LTOP 방출밸 의 한 설계  이에 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노심 비노출  장기냉각 에서 안 주입계통의 

성능을 평가하는 해석이 TASS/SMR 코드를 이용하여 보수 인 기/경계조건  가정

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먼  냉각재 재고량 손실 거동 측면에서 가장 제한 인 내경 2″의 안 주입계통 배  

양단순간 단 사고 시 재 설계된 안 주입계통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노심 노출이 장

기간 지속되고 장기냉각 시 정지냉각펌 를 작동하기 한 한 흡입 조건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주입유량  단 치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안 주입펌 의 주입유량을 재 

설계유량(100%) 비 2.25배(225%)로 증가시키면 모든 단 범 에 해 노심은 노출되

지 않고 장기냉각 시에도 정지냉각계통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충분

히 충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주입계통을 통한 냉각수 보충과 더불어 노심 잔열은 

단부를 통한 에 지 방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열 달에 의하여 충분히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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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온도, 핵연료 피복재 온도는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 주입유량을 증가시키면 온과압보호의 어려움이 상되므로 추후 온가압 

상 사고들에 한 상세해석을 통하여 SCS 흡입 에 설치될 LTOP 방출밸 의 한 

설계  이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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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수       치 

기 노심 출력, % 103

원자로냉각재계통

노심 유량/노심 우회유량/ 체 유량, kg/sec

가압기 압력, MPa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출구 온도, ℃

4212/176.5/4388.5

14.47

323/296

2차계통

수 압력/온도, MPa/℃

수 유량(kg/sec), 정격치의 %

2차계통 노즐출구 압력, MPa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6.06/200.0

331.3, 103

5.2

302

원자로 정지 신호 가압기 압력(12.3 MPa)

원자로 정지 지연시간, 1.1

CR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0.5

제어 반응도가, % △ρ 10.0

제어  낙하 속도, mm/s 900

축방향 출력 분포 AO = -0.3

냉각재 도 반응도가/도 러 반응도가 Least/Most negative

잔열 곡선 1.2 x ANS 73

FWIV/MSIV 완 닫힘 시간,  5.0/30.0

PRHRS 수 차단 밸  완 개방 시간,  5.0

안 주입작동신호 설정치 가압기 압력 10.0 MPa

단일 고장 비상디젤발 기 1  고장

표 3.3.5-1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사용된 주요 기/경계조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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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TASS/SMR 코드의 SMART LOCA 해석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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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  안 주입펌  1 당 최소 유량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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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SI Pump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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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4  안 주입배  단사고 시 RCS 고온측 온도 

(100% SI Pump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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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안 주입 유량에 따른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압축수  (2″안 주입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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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9  안 주입 유량에 따른 SCS 흡입  상부 역 

기포율 (2″안 주입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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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술검증을 한 검증시험 계획 수립

3.4.1  유동분포시험

가. 서 론 

재 개발 인 SMART 원자로는 구조와 운 개념 등이 기존의 상업용 원자로의 설계개

념과 하게 다르다. SMART 원자로는 기존의 분리형(loop type) 원자로와는 달리 증

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 , 가압기 등 원자로 주요 기기가 원자로용기 내에 내장된 원

자로로써 이들 주요 기기를 연결하는 형 배 이 없다. 따라서 분리형 원자로의 주요한 

설계기 사고인 형냉각재상실사고(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LBLOCA)

를 근원 으로 배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 성 제고를 한 설계특성은 고유안

성, 피동  능동안 계통, 첨단 인간공학연계설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3.4.1-1]. 

SMART 원자로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안 주입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정지냉각계

통, 화학  체 제어계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체형 원자로이므로 원자로집합체 자

체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안 주입계통은 4개의 독립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형냉각재상실사고(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SBLOCA) 등의 경

우에 노심의 안 성 확보를 해 냉각수 주입을 통한 노심냉각 기능을 수행한다. 피동잔

열제거계통 한 4개의 독립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공  단사고, 원공  상실

사고 등의 경우에 원자로 노심붕괴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지냉각계통은 2개

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정지냉각계통 운  시작 온도에

서 재장  온도까지 감소시키고 장기간동안 재장  온도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화학  체 제어계통은 1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   유출에 의한 가압기 수

제어를 통해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을 제어하고 화학제 첨가를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부식을 제어한다. 한 붕소 농도를 제어하여 반응도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일체형 원

자로계통의 주요 설계변수는 표 3.4.1-1에 요약되어 있다. 

일체형으로 설계된 원자로 내부 각 부분의 유동분포는 노심 열  여유도 분석  설계 

변수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 한 4 의 원자로냉각재펌   일부가 정지하는 비

정상운  상황에서 각 증기발생기 카세트에 따른 냉각수유량분포와 노심 채 에 따른 냉

각재 유량분포와 압력강하 등의 자료는 일체형원자로의 설계 입력 자료이며, 설계  안

해석 코드 검증을 해 필수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심 유동분포 시험을 통

하여 SMART 원자로의 정상출력  비정상 운 조건에 따른 노심  원자로냉각재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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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수력 특성 규명을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표 형 원 의 경우 

1/5.03으로 축소된 원자로 모형을 이용하여 유사한 원자로 유동분포에 한 시험이 수행

되어 노심의 열  여유도 분석에 필요한 입력자료 제공  해석  수력설계 방법의 검증

에 사용된 바 있다[3.4.1-2].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o 100% 출력 유동 조건  비정상 운 조건에서 노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동특성 

규명 - 시험부 입구  출구 유량 분포 시험

- 노심모델 집합체 채 에서의 유량 분포 시험

-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강유로부에서의 비균일 유동분포 시험

- 노심모델 집합체 채  입구  출구에서의 압력분포 시험

o 해석코드의 검증  설계입력용 시험자료 생산

나. SMART 원자로 계통 주요 기기 

SMART 원자로집합체(reactor vessel assembly)는 그림 3.4.1-1에 표시한 것과 같이 원

자로내부구조물(reactor internals), 제어 구동장치(Control Rod Driving Mechanism, 

CRDM), 원자로냉각재펌 (Reactor Coolant Pump, RCP),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SG), 핵연료집합체(Fuel Assembly, FA) 등을 단일 원자로용기(reactor pressure vessel) 

내부에 배치하여 핵증기공 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의 기능을 수행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SMART 원자로의 원자로냉각재 유로는 원자로용기와 원자로내부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다. 노심에서 가열된 원자로냉각재는 반경방향으로 흘러나와 노심지지배럴과 상부안내구

조물 사이의 환형공간을 따라 상승한다. 일부 냉각재는 핵연료집합체 상부에 있는 핵연

료정렬 의 유동구멍을 지나 제어 집합체(CRA) 보호   노내계측기(in-core 

instrument) 안내  주 를 따라 상승하여 노심지지배럴 상부의 유동구멍을 통하여 원자

로냉각재펌  흡입구로 유입된다. 원자로냉각재펌 를 통과한 냉각재는 12 의 증기발생

기 상부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냉각재는 증기발생기 열  외부로 흐르면서 2차측 수

와 열교환을 수행하고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지나 원자로하부공동과 하부노심지지 을 

통과하여 노심 하부로 유입되는 순환회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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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는 노심지지배럴(Core Support Barrel, CSB) 바깥쪽과 원자로용기 사이에 형

성되는 환형의 공간에 30° 간격으로 12 가 설치된다. 원자로냉각재펌 도 원자로용기에 

설치되며 증기발생기 상부에 90° 간격으로 4 가 설치된다.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원자로

덮개와 상부안내구조물 원통 내부에 형성되는 자유 공간은 가압기 기능을 수행한다. 원

자로용기에 가압기가 내장된 설계 개념을 용하므로 냉각재를 원자로용기 외부로 순환

시키기 한 별도의 배 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로집합체의 주요 설계변수  재료는 

표 3.4.1-2와 같다. 

(1) 원자로 노심

SMART 노심은 17x17 핵연료집합체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57 개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핵연료집합체는 직경이 9.50 mm 이고 유효 높이가 2.0 m 인 264 개의 핵

연료 과, 24 개의 제어  안내 , 그리고 1 개의 계측 이 정방 배열로써 기계 으로 조

립되어 있다. 그림 3.4.1-2는 기노심 장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노심에는 서양 장기  모양으로 25개의 제어  집합체가 설치되는데 이것을 통상 제어

이라 하며 수용성 붕소와 함께 반응도 조  수단으로 사용된다. 각 제어  집합체에는 핵

연료집합체의 24 개 제어  안내 에 삽입될 수 있는 24 개의 성자흡수 이 설치되어 

있다. 제어 은 칭 치에 있는 것들이 군으로 움직이는데 정상 운  시의 노심 임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3 개의 조  제어군과 원자로 정지 시 사용되는 2 개의 정

지 제어군으로 나 어진다. 

(2) 원자로 내부 구조물

원자로집합체 내부의 유동 통로를 결정하는 원자로내부구조물은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유

동혼합헤더집합체, 상부안내구조물로 구성된다.

(가) 노심지지배럴집합체 

노심지지배럴은 원자로냉각재의 유동경로를 제공하며, 노심의 기하학  건 성을 유

지해 주고 노심의 연직방향 하 을 원자로덮개와 원자로용기에 달한다. 노심지지배

럴은 원통  원추형 쉘 구조물을 조합한 구조물이며 상부 랜지를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에 설치된다. 노심지지배럴의 상부에는 원자로냉각재펌 와 연결되는 4개의 노즐

이 원주방향으로 설치되어 노심지지배럴의 하단으로부터 유입된 냉각재를 냉각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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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도하는 유로를 제공한다. 노심지지배럴의 랜지는 핵연료집합체, 노심지지배럴, 

하부노심지지  등에 작용하는 모든 하 을 원자로용기와 원자로덮개에 달한다. 노

심지지배럴의 하부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가 둘러싸고 있어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된다. 노심지지배럴 상부에는 원자로냉각재펌  단으로 연결

되는 정지냉각계통 노즐과 화학  체 제어계통 노즐이 부착된다. 

핵연료집합체를 수직방향으로 지지하고 핵연료집합체의 수평방향 변 를 구속하기 

한 지지핀이 하부노심지지 에 설치된다. 한 하부노심지지 에는 원자로하부 공동

을 통과한 냉각재를 노심으로 균일하게 유도하기 하여 다수의 유동 구멍이 형성되

어 있다. 노심보호체는 57개의 핵연료집합체로 이루어진 노심의 단면 형상을 원형으

로 구성하기 하여 노심의 형상을 따라서 수직으로 세운 노심보호 과 상부  하부

의 지지 으로 구성된다. 노심보호체는 노심의 바깥쪽으로 냉각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냉각재가 노심 안으로 유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고시 노심이 수평방향

으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노심보호체의 바깥에는 채

움재가 설치되어 원자로 냉각재의 체 을 이고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선을 완화시킨

다.

(나) 상부안내구조물

상부안내구조물은 노심지지배럴 내부에 치하는 구조물로서 노심을 통과한 원자로냉

각재를 원자로냉각재펌  흡입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냉각재 유동으로 발생하는 

하 으로부터 제어 을 안 하게 보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1-1과 

같이 상부안내구조물 원통의 내부 공간에는 가압기가 구성되며 가압기 히터, 연장

집합체  제어 집합체 통로, 노내계측기 지지구조물  림구멍이 상부안내구조물

에 포함된다. 노내계측기  가압기 히터 지지구조물은 상부안내구조물과 분리하여 

제작한 후 이 구조물을 상부안내구조물 내부에 삽입하고 상부안내구조물 랜지에 부

착하여 상부안내구조물을 완성하고, 이 완성된 상부안내구조물을 원자로용기 랜지

에 설치한다. 

노내계측기  히터 지지구조물은 가압기 히터  이블 지지 , 연장 집합체 안내

  노내계측기 지지구조물의 지지 을 제공하며 상부안내구조물 상부 랜지에 조

립하여 상부안내구조물과 연결한다. 노내계측기  히터 지지구조물을 상부안내구조

물로부터 인출하면 히터와 노내계측기에 직  근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으므

로 상부안내구조물의 가동 검사를 한 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상부안내구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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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덮개 사이의 기 을 유지한 가압기 공간을 확보하기 하여 상부안내구조물 

상부 랜지와 원자로 덮개 사이에는 두 개의 O-링을 설치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원통은 가압기 공간과 유동 공간을 분리하며 하부에는 냉각재 유동으

로 인한 핵연료의 부상과 진동을 억제하기 한 핵연료정렬 이 설치된다. 가압기 공

간과 유로를 분리하는 치에서 림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멍과 유동 조 용 을 

다수 설치한 완충 공간을 구성하여 열 달 특성을 조정한다. 완충 공간 아래에는 핵연

료집합체상부안내구조물을 설치하여 제어 집합체의 행정거리를 확보한다. 이 부분에 

채움재를 설치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부피를 최소화한다. 

름링은 상부안내구조물 상부 랜지와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상부 랜지 사이에 치

하는 환형(ring) 스 링으로 상부안내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방향 하 을 지지하고 원

자로 가동 에 냉각재 유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구조물의 요동을 감소시킨다. 

핵연료정렬 은 노심 상단에 치하여 핵연료집합체의 수평방향  수직방향 움직임

을 제한한다. 핵연료정렬 은 상부안내구조물의 하 을 노심지지배럴에 달하고 핵

연료집합체 상단에 있는 스 링의 하 을 지지한다.

제어 보호체는 제어 집합체를 안내하고 수평방향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 

노내계측기와 원자로수 계측기가 삽입되는 통로를 제공하며 상부는 가압기 공간과 

연결되는 구멍이 뚫려 있어 냉각재의 이동이 가능하다. 제어 보호체 상부에 원자로

냉각재가 정체되는 공간이 설계되어 있어서 냉각재가 가압기 공간으로 유입되는 림 

양을 조 하고 가압기 공간 내부의 고온 냉각재와 상 으로 온도가 낮은 원자로내

부구조물 사이의 열 달을 억제한다.

(다) 유동 혼합헤더 집합체

유동 혼합헤더 집합체는 노심지지 배럴의 하단부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구

조물로서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를 일정하게 혼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노심 역의 바깥쪽에서 증기발생기를 통과한 온의 냉각재를 노심으로 유도하고, 증

기발생기 하부를 지지한다. 외부원통의 상부에는 돌출부를 가공하여 유동혼합헤더집

합체를 원자로용기에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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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기발생기

SMART 증기발생기는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Steam Generator Cassette, SGC)로 

구성되며 이들은 노심지지원통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환형 공간에 그림 3.4.1-3의 원자로

용기 단면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치된다. 각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외형은 상부와 하부

에 증기헤더(steam header)와 수헤더(feedwater header)를 갖고 있는 원통형이며 원통 

내부에는 수헤더와 증기헤더를 이어주는 250여개의 열 이 나선형으로 감겨있다. 증

기발생기의 상부로 유입된 원자로냉각재는 열 의 외부를 흘러 증기발생기 하부로 빠

져나가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부에 있는 수헤더로 유입된 수는 열  내부를 통

해 상승하면서 원자로냉각재의 열을 달받아 증기로 변환된 후 증기발생기 카세트 상부

에 있는 증기헤더를 통해 원자로 외부로 배출된다. 그림 3.4.1-4와 그림 3.4.1-5는 증기발

생기 카세트와 수/증기 헤더의 형상을 도시한 것이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원자로 하부에 있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에 놓이며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하부와 상부에 있는 수헤더와 증기헤더는 랜지 방식으로 원자로용기와 체

결된다. 수헤더와 증기헤더에는 그림 3.4.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Y자 형상을 하고 있

으며 각 헤더에는 열  집속을 해 두개의 사각형 이 설치된다. 열 은 카세트 

내통을 심으로 나선형으로 감겨있으며 총 10개의 열을 이룬다. 각 열의 나선방향은 교

번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한 나선방향을 갖는 열에 속한 열 은 동일한 에 집속된

다. 

(4) 원자로냉각재펌

그림 3.4.1-6은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개념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자로용기 상

단에 4 의 원자로냉각재펌 가 설치되어있다. 그림 3.4.1-7은 원자로용기 측면에 장착

된 축류형 캔드모터 형식의 원자로냉각재펌 이다. 원자로냉각재펌 의 성능인 유량, 수

두, 회 속도에 따라 펌 의 비속도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SMART 원자로냉각재펌 는 

축류형 펌 로 설계되었다.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회 축 집합체는 압력용기 내부

에서 회 하기 때문에 회 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별도의 라이휠(flywheel)을 부착

할 수 없다. 원상실 사고 시 펌 의 작동이 순간 으로 정지하면서 발생하는 성서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펌 의 회 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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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 유동분포 모의 시험 계획

(1) 개 요

일체형원자로의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결과는 안 해석  설계코드의 검증에 기 가 되

는 필수 인 실험자료이다. 본 실험은 축소 원자로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될 것이며 일체

형원자로 유로의 압력강하, 원자로 내부의 일차냉각재 유동  압력분포 실험자료를 생

산하여 원자로용기내의 수력학  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2) 실험장치 설계 요건  척도 기

(가) 실험장치의 상사성(Similarity) 요건 

일체형원자로와 동일한 규모로 실험하지 않고 축소 모델을 사용하여 유동분포 실험을 

수행할 경우 다음의 상사법칙이 만족되어야 한다. 

o 기하학  상사성 (geometric similarity) 만족

o 수력학  상사성(hydrodynamic similarity) 만족

여기서, 수력학  상사성 (hydrodynamic similitude)에 계되는 주요 무차원수는 원

자로냉각재계통내에서의 운동량방정식을 무차원화하여 얻어질 수 있으며, 다음의 3가

지의 무차원수로 요약된다.

   Reynolds number :

Re =  
u0 L0

ν
 = inertia force / viscous force

   Euler number :

Eu = 
ΔP
ρ u2

0

 = pressure force / inertia force

   Froude number :

Fr = 
u0

gL0

 = inertia force / gravit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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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차원수 에서 Reynolds number는 유동의 형태를 결정하는 무차원수이며, 일

반 으로 5000 이상일 경우(완  난류 역) 실험모델과 원형과의 Reynolds number 

차이에 의한 실험상의 오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ler number는 각 계

통에서의 발생하는 압력손실을 지배하는 무차원수로서, 유동분포 실험의 경우 원형과

의 상사를 해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요한 무차원수이다. Froude number는 자

유수면을 갖는 System에서 지배 인 향을 미치고, 자유수면이 없는 경우에는 요

하지 않다. 따라서 유동분포 실험의 경우 고려해야할 주요 무차원수는 Reynolds 

number  Euler number이다.

(나) 실험장치 설계요건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요건서 (ATS-FS-TR310-00, Rev.00)"에 정의된 실험장치 설계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온도/압력조건 : 상온/상압조건

  o 운 조건 : 정상출력  비정상 운 조건 (1 RCP Fail) 모의 가능

  o 체 요건 : 벽면 향을 최 한 이고, 비 칭 상을 모사할 수 있는 범

  o 유동 항계수 요건 : 일체형원자로 주요 부품의 유동 항계수의 보존

  o 증기발생기 요건 : 원형 12개의 효과를 보존하는 비 칭효과 모사 

  o 노심 요건 : 기하학  상사성을 보존하는 원자로 노심 모의

(다) 실험장치 척도기

의 설계요건을 만족하기 한 실험장치를 일체형원자로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는 

것은 일차냉각재 유량, 배 , 계측기기, 자체 하 , 제작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리 이

지 못한 것으로 단되며, 본 연구의 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실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체형보일러를 검증된 축소방법론에 따라 축소하여 실험장치를 제작하는 것

이 합리 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장치의 척도기 으로서 Ishii & Kataoka의 

척도법을 사용한 Reduced height, Reduced area 방법이 주로 용되고 있으며, 이 방

법을 이용할 경우 체 인 유동의 흐름뿐만 아니라 국부 인 다차원 열수력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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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의 실험장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실험장치의 

기하학  척도기 은 Reduced height, Reduced area 방법에 따라 잠정 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o 실험장치의 기하학  척도기

   - 높이 : 1/5(잠정 인 척도, 최종 척도는 최종 요건서에 따라 정해짐)

   - 면  : 1/25(잠정 인 척도, 최종 척도는 최종 요건서에 따라 정해짐)

(라) 일체형원자로 주요 부품의 모의 방안

  o 노심은 단순화된 모델집합체를 이용하여 설계 모의

  o 노심  원자로냉각재계통은 Reynolds, Euler number 보존

  o 증기발생기는 유동 항계수를 보존할 수 있는 단순화 모의

  o 원형의 Reynolds number를 보존하는 External pump 선정

  o 기타 계통은 원형과 Geometric similitude를 유지토록 설계

(3) 실험장치 설계 방안

(가) 노심 설계

앞 에서 기술했듯이 SMART 원자로는 57개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유동분포 실험에서는 핵연료집합체를 튜  형태의 모델집합체를 이용하여 단순하게 

모의한다. 이때 일체형원자로의 핵연료집합체를 흐르는 유동의 Reynolds number, 

Euler number는 보존되어야 한다. 동일한 개수의 모델집합체를 사용하여 실험장치의 

노심을 설계하는 것이 이상 이지만 본 실험에서는 한 축소법에 따라 모델집합체

의 개수를 축소하여 모의한다. 이 경우 모델집합체의 배치가 일체형원자로의 노심과 

일치하지 않지만 Instrumentation line, Pressure tap 등을 설치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장 이 있고, 특히 노심구조상 유동분포에 가장 향을 미치는 핵연료집합

체 Pitch를 보존할 수 있다. 모델집합체를 반 으로 칭성이 유지되도록 히 배

치하고, Reynolds  Euler number를 보존한다면 일체형원자로 노심의 수력학  특성

을 충분히 모의할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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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집합체의 지지격자에 의한 효과는 Resister Plate를 설치하여 모의한다. 

Resister Plate의 개수  축방향 치에 한 상세한 사양은 설계 과의 의를 통해 

추후 결정될 것이다. 핵연료집합체간의 Cross Flow는 모델 집합체에 Crossflow hole

를 뚫어 모의하며 Hole의 개수  치에 한 상세한 사양은 설계 과의 의를 통

해 추후 결정될 것이다. 

모델집합체로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하기 해 입구에 Orifice를 설치한다. Orifice를 

통한 차압 측정을 통해 유량을 측정한다. 유량  압력 계측이 이루어지는 모델집합체

의 수량  치는 본 연구의 산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 과의 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나) 증기발생기 설계

증기발생기는 일체형원자로의 증기발생기 12개를 모두 단순화하여 모의한다. 각 증기

발생기의 1차측 Reynolds number  Euler number를 보존하며, 증기발생기의 2차측

은 모의하지 않는다. 증기발생기 유동면 은 1차측 Reynolds 수를 보존 요건에 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다. 증기발생기의 1차측의 유동 항계수는 내부에 오리피스를 설치

하여 모의한다.

(다) 강수부  노심 하부 설계

증기발생기 하부의 강수부는 일체형원자로와 기하학  상사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강수부  노심 하부에 치한 부품들은 가능한 한 외형을 일체형원자로와 동

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펌  설계

실험장치에 이용되는 펌 는 일체형원자로의 Reynolds number를 보존할 수 있고, 유

량측정의 용이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External Pump로 설계한다. 일체형원자로의 

Reynolds number를 보존하기 한 실험장치의 유량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며 비정상

출력 운 조건  여유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실험장치의 주요 부품에서의 Euler 

number를 만족하기 한 압력강하  기타 구조물 등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고려

하여 충분한 Head가 확보되도록 하며, Speed control을 통한 수동제어방식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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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에 이용되는 Pump는 External Pump이므로, 일체형원자로와 다르게 유로 등

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Pump 입/출구 부분은 일체형원자로의 Geometric similitude에 

유의하여 설계한다.

(마) 계측/제어계통 설계

노심 유동분포 시험에서는 일체형원자로의 원자로냉각재계통 만을 모의하며, 주요 측

정  제어변수는 온도, 압력, 차압, 유량 등이다. Data Acquisition System(DAS)은 

실험장치의 주요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Display해주는 Online monitoring 계통과 Data 

처리계통  변수 제어계통 등의 Sub-system으로 구성된다. 제어계통은 Monitoring 

계통과 Data 처리계통 등과 연계되어 일부 변수들을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Online monitoring 계통

   - 실험장치 주요 흐름도를 Graphic으로 표시

   - 온도, 압력, 차압, 유량 등의 측정변수를 공학단 로 표시

   - Sampling time  Sampling 갯수는 사용자 입력

   - 주요 변수는 순간값  필요시 일정한 Duration time에 한 평균값 표시

   - 주요 변수에 한 평균값  표 편차 기록

  o Data 처리계통

   - 온도, 압력, 차압, 유량 등의 주요 측정변수를 공학단   기신호로 장

   - 주요 변수에 한 평균값  표 편차 기록

   - Data는 Excel 등 Spread sheet program에 용 가능한 형태로 장

  o 제어계통

   - 제어변수를 공학단 로 표시

   - 수동  자동 모드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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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의 노심  모의 증기발생기 교정 실험 계획

핵연료집합체를 모의하는 모델집합체  12개의 증기발생기를 흐르는 유량은 내부에 설

치된 오리피스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일체형원자로의 소한 내부 공간에 설치되는 제약

성으로 인하여 표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델집

합체  증기발생기는 실험장치에 설치되기 에 별도의 실험장치를 통해 차압  유량 

특성이 악되어야 한다. 이를 해 별도의 교정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마. 향후 수행 계획

일체형원자로의 노심, 노심하부구조, 연료집합체, 연로 , 노심지지  등에 한 도면  

련자료가 확보되어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요건서가 구체화되면 유동분포시험에 한 개

념  기본 설계가 수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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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설계변수

노심 출력

설계수명

재장  주기

평균 가동률

핵연료 농축도

핵연료집합체 유효 높이

핵연료집합체 격자 구조

핵연료집합체 수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압력

원자로냉각재계통 운 압력

노심 입구온도

노심 출구온도

주증기 압력

주증기 온도

주 수 온도

2차계통 증기생산 능력

330 MWt

60 년

36 개월

90 %

5 %

2.0 m

17 x 17 정사각형 구조

57 개

17 MPa

15 MPa

295.7 ℃

323 ℃

5.2 MPa

298 ℃

200 ℃

174.2 kg/s

표 3.4.1-1  SMART 원자로계통의 주요 설계변수

설계변수 변수 값

설계압력 17.0 MPa

설계온도 360 ℃

운 압력 15.0 MPa

최소유량 2090 kg/s

설계수명 60 년

원자로용기 재질 MDF A508 등  3 클래스 1

원자로용기 피복재 E309Nb/E347 계열 오스테나이트강

스터드볼트 재질 MDF A540 등  B24 클래스 3

표 3.4.1-2  원자로집합체 주요 설계변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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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원자로덮개집합체

가압기 공간

스터드볼트 집합체

원자로냉각재 펌프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증기발생기카세트

제어봉집합체

원자로용기집합체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핵연료집합체

노내계측기

가압기
전열기집합체

제어봉구동장치

그림 3.4.1-1  원자로집합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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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J 

90° 

B2 B2 B2 1 

B2 B5 A3 B5 B2 2 

B2 B5 A3 A2 A3 B5 B2 3 

B2 B5 A3 B6 A4 B6 A3 B5 B2 4 

180° B2 A3 A2 A4 A2 A4 A2 A3 B2 0° 5 

B2 B5 A3 B6 A4 B6 A3 B5 B2 6 

B2 B5 A3 A2 A3 B5 B2 7 

B2 B5 A3 B5 B2 8 

B2 B2 B2 9 

270°

그림 3.4.1-2  기노심 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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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원자로용기 내 증기발생기 카세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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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증기발생기 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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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수/증기헤더와  형상

그림 3.4.1-6  일체형원자로 냉각재펌 의 개념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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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일체형원자로에 설치된 원자로냉각재펌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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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제어 구동장치 시제품 성능검증시험

제어 구동장치 시제품 성능검증시험계획은 신형원자로 SMART 제어 구동장치(Control 

Rod Drive mechanism)  제어 구동장치 제어기(이하 CRDMCS)의 검증시험 계획을 

제공한다.

가. 용문서

CRDM 검증시험계획에는 다음의 문서가 용된다. 각 용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종 개정본이 용된다.

(1) 제어 구동장치 검증시험요건서

(2) 주기기 설계요건서, PPS-CD-DR600-01 Rev.00

(3) 제어 구동장치 설명서, PPS-CD-SD620-01 Rev.00

(4) 도면, General View Drawing of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PPS-CD-DW620-02 Rev.B

나. 검증시험개요

(1) 검증시험 개요

검증시험항목  방법은 제어 구동장치 검증시험요건서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방법

을 따른다.

검증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차세 원자로 설계검증기술개발에 수행한 경험을 조사, 검토

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는 ABB-CE(  Westinghouse Electric사)가 System80형 CRDM

을 개발하기 하여 수행하 던 여러 시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검증시험의 종류와 목 은 다음 표 3.4.2-1과 같다.

검증시험을 수행하는데 기 이 되는 온도  기타 운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온도/압력 : 고온 (370℃), 고압 (15MPa)

  2) CRDM 운 속도 : 30 inch/min.

  3) CRDM에 공 하는 공기량 : 720 ～ 880 scfm, 온도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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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DM 특성

(가) 일반사항

제어 구동장치(CRDM)는 원자로가 정상운 일 때 제어 의 삽입량을 조 하여 노

심반응도를 히 제어하고, 한 원자로 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 한 출력정지

가 요구될 때 제어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심 내부로 삽입시켜 운 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어 구동장치는 압력용기집합체, 래치집합체, 구동축집합체, 자석집합체  치

지시기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나) CRDM 설계사양

CRDM의 주요 설계사양은 주기기 설계요건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작동원리는 제어

구동장치 설명서에 기술되어 있다.

  - 원자로냉각재의 설계압력 : 17.0 MPa

  - 원자로냉각재의 설계온도 : 370℃

  - 스텝당 이송거리 : 10 mm

  - 이송행정 : 3,140 mm

  - 구동속도 : 12 mm/sec (30 inch/min.)

  - 원자로냉각재의 운 압력 : 15 MPa

  - 치지시기 정 도 : ± 20 mm

(2) 검증시험 요건

(가) 일반요건 

CRDM 검증시험은 제어 구동장치 검증시험요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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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요건

CRDM 검증시험에 사용되는 수질은 원자로의 수질을 최 한 모사한다.

원자로 수질은 표 3.4.2-2와 같다.

(다) 측정기기 요건

CRDM 검증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기는 표  시험 차에 따라 히 조정되어 

있어야 하고, 조정결과와 유효기간을 기록한다.

한 각 시험기의 정 도가 허용 범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3) 검증시험장치 개요

CRDM 검증시험장치는 그림 3.4.2-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온/고압 물 순환 Loop로 구성

되며, 이는 주순환계통, bleed & sampling계통, CRDM 냉각계통, 순환용수 공 /수질

리계통( Chemistry Control System), 계장/제어계통(I&C), 원공 계통(Electricity), 기

타 보조계통으로 구성된다.

다. 검증시험 내용

(1) 일반 사항

시험시설의 건설  시운 이 끝나면 본격 인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제어 구동장치가 

차에 따라 시험장치에 설치된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 시험  검운 (shake-down 

test)을 거쳐야 한다. 시험  검운 이 성공 으로 끝나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성능시

험을 수행하게 된다.

시험은 우선 상온 상압에서 시작하며, 압력을 순차 으로 올려 가면서 기 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단기간 확인한 후에 수행한다.

고온 고압에서의 최종시험을 해 가열, 가압하는 간에 2구간의 간 검부를 두어 가

열  가압에 따른 시험의 안 성을 검할 수 있다.

  - 냉각능력측정 : 냉각공기량, 공기온도, 모터부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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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력 측정 : 운 의 력  류 측정

  - 150 회의 낙하

  - 5,000m(15,000 ft) 의 왕복운동

  - 150 회의 낙하

  - 5,000m(15,000 ft) 의 왕복운동

  - 150 회의 낙하 

  - 검사  측정

  - 왕복운동 계속 ( 손이 발생할 때까지)

각각의 시험에서 측정하여야 하는 라미터는 아래에 기술된 개별시험 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2) 운 수명 시험

CRDM은 주기기 설계요건서에 규정된 최소수명요건에 해 시험되어야 한다.  운

거리는 연속 으로 시험되지 않아도 된다. 최소수명요건에 따라 운 수명 시험이 완료되

면 CRDM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때까지 한계수명시험을 수행한다.  운 거리는 시

운  등 모든 시험에 수행된 운  거리를 합산하도록 한다. 

한계수명시험은 30,000m(100,000 feet), 50,000m(150,000 feet), 60,000m(200,000 feet) 운  

시 정상 작동 여부를 단하여 계속 시험 여부를 단하도록 한다.

부하추종운 을 고려한 발 소 수명기간 동안에 제어 구동장치의 측구동거리는 재 

설계의 구동모터의 수명을 넘어설 것으로 상되므로 수명시험을 통해 정확한 수명과 취

약부분에 한 정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CRDM의 수명은 반복응력이 작용하는 부품(래치)의 피로, 부 (래치하우징, 래치안

내 , 구동축 톱니)의 마찰에 의한 마멸, 냉각재의 온도  화학  특성에 따른 응력부식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구동축의 재질은 래치에 비하여 연한 재질이므로 마멸이 가장 심

한 것으로 밝 진 바 있으나 구동축은 원 의 핵연료재장   교체가 용이하므로 

CRDM 수명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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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목

CRDM 수명시험은 CRDM 구조물  주요 부품의 내구성을 알아보기 한 것이다.

 

(나) 시험 방법

수명시험은 원자로 운 환경을 모사한 CRDM 검증시험장치에 CRDM을 설치하여 수

행한다.

운 수명시험은 다음 운  조건하에 수행한다.

  1) 시험 온도 : 370℃

  2) 시험 압력 : 15 MPa

  3) 시험 하  : (later)kg

  4) 구동 속도 : 12 ㎜/sec

시험 하 은 구동축집합체의 무게를 포함한 것으로 부하추종운  요건에 따라 최  

운 거리를 갖는 제어 집합체 그룹에 해당하는 무게로 시험한다.

(다) 시험  측정 항목

- 검증시험장치 Loop 운  조건

-  운  거리

- 최소수명시험  30,000m(100,000 feet), 50,000m(150,000 feet), 60,000m(200,000 

feet) 운  후 육안 검사에 의해 구동축의 마모 상태 평가

(라) 시험후 측정항목

- 주요 부품의 마모량  마모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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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하 시험

사고시 제어 은 안 해석 결과에 따라 규정된 시간 이내에 90 % 삽입이 가능해야 한다. 

제어  삽입능력 (CEA scramability)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자력소멸시간 (magnetic decay time)

 - 제어 구동장치 구조  변형

 - 원자로내부구조물(핵연료 포함)의 구조  변형

 - 제어 집합체 형상  무게

 - 원자로 냉각재 유동조건

제어 의 낙하 소요시간은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에서 코일로 공 되는 류를 차단

시킨 시 부터 90 % 낙하시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류 차단후 제어 이 낙하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magnetic decay time)도 역시 측정한다. 제어  낙하 시 제어 의 

치는 RSPT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제어 의 낙하회수는 EPRI URD에서 최  1,950회를 가상하고 있다. 하지만 1,950회는 

60년 동안 1년 평균 30 회 이상 원자로정지를 가상하는 것으로 극히 비 실 이라는 것

이다 (차세 원자로 개발 당시 ABB-CE의 의견). 이 을 고려하여 낙하시험의 횟수는 

150회로 수행한다 (System80의 150 %).

(가) 시험 목

원자로 불시정지에 따른 제어 의 삽입 가능성  낙하시간 요건을 확인하고, 낙하 하

에 하여 CRDM이 구조 으로 건 한가를 실증하기 함이다.

(나) 시험 방법

검증시험장치에서 CRDM을 최고지 까지 인출한 후 자유낙하하면서 그 때의 낙하시

간과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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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  측정 항목

- 낙하 소요시간 : CRDM 제어계통에서 코일로 공 되는 류를 차단시킨 시 부터 

90%낙하시까지의 소요시간

- magnetic decay time : 류 차단 후 제어 이 낙하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 낙하 거리  시간 : RSPT 신호를 사용

- 상부 래치코일 류궤

(4) 인양력 시험

제어 구동장치 코일에 력을 공 하는 모터-제 이터에 한 필요 력요건을 결정

하기 하여 수행한다. 삽입, 인출  정지 모드에 따른 총 력량, 정격 류(RMS 

current), 최 류(peak current) 등을 측정한다.

(가) 시험 목

CRDM 모터의 구동에 필요한 력을 산출 평가하기 함이다.

(나) 시험 방법

정상상태의 시험 온도  압력으로 안정화된 시험시설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다) 시험  측정 항목

삽입, 인출  정지모드에 따른 총 력량, 정격 류 (RMS Current),  최 류 

(peak current) 측정

(5) 냉각성능 시험

제어 구동장치 걸쇠를 작동시키기 해서 환형코일에 류를 공 하여 자기장을 발생

시키는데 이때 류의 열작용으로 인하여 코일에 열이 발생하며 이것이 원자로 노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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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하는 열과 합해져 코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일의 열화에 의한 오작동이나, 심할 경우 코일 burn-up에 의한 제어  낙하사고가 발

생할 염려가 있다. 원 에서는 코일의 온도를 한계온도 이하로 유지시켜 주기 하여 강

제 공기순환에 의한 냉각이 사용되고 있다.

(가) 시험 목

시험을 통하여 작동불량이 발생하는 한계온도와 코일의 열화특성을 평가하여 한계운

온도를 구한다. 한 코일을 한계온도 이내로 유지시키기 해서 필요한 공기량을 

구한다.

(나) 시험 방법

코일 온도에 향을 주는 변수는

  - 압 (고 압  압)

  - 류공 시간

  - 냉각공기량

  -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

등이 있다.

냉각시험은 발 소에서의 운 조건에 해당하는 상태를 기 으로 하여 고 압과 

압을 고정하고, 류를 표  timing sequence에 맞추어 공 한다.

냉각을 한 유입공기는 49℃, 800scfm으로 제공한다.

시험은 

  1) 냉각효과시험 : 정상상태에서의 코일온도분포 확인

  2) 2시간 냉각시험 : 기동 후 2시간 동안의 과도상태에서 코일 온도분포 확인

으로 수행한다.



- 517 -

(다) 시험  측정 항목

냉각 시험 시 다음과 같은 시험자료를 측정하여야 한다.

 -  열 방출량

 -  유입 공기량/온도

 -  코일 온도 (반경방향 폭의 1/4, 1/2, 3/4 지  등 3지  이상)

 -  RSPT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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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목  비고

1. 운 수명시험 운 성, 내구수명 요건 검증 내구성 검증

2. 낙하시험 CEA 낙하특성 검증 내구성 검증

3. 인양력시험 운   력  인양하  검증 성능 검증

4. 냉각성능시험 운   자석 냉각성능 검증 성능 검증

표 3.4.2-1  검증시험 항목

항 목 한계값

pH 4.2~10.6

Hydrazine 0~50 ppm

Ammonia 0~50 ppm

Lithium 0~3.0 ppm

Dissolved Hydrogen 0~100 cc(STP) H2/kg H2O

Dissolved Oxygen 0~0.1 ppm

Dissolved Nitrogen 0~100 cc(STP) N2/kg H2O

Suspended Solids 0~2.0 ppm

Chloride 0~0.15 ppm

Fluoride 0~0.15 ppm

Boron 0~2,200 ppm

Sulfate 0~0.15 ppm

표 3.4.2-2  원자로 냉각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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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CRDM 검증시험장치 개략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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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증기발생기 열  성자 조사시험

가. 서론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열 은 1차 냉각수와 2차 냉각수에 의한 환경  향뿐만 아

니라 노심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기에 성자 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열 은 원자로 

냉각재 수질 환경에서 수명 기간 동안 성자 조사를 받으며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열  소재 선정 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열 도율  강도

열 효율이 높은 증기발생기를 제작하기 해서는 열  소재의 열 도율이 높아야 

한다. 한 운  온도  상온에서 설계에 필요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식 특성

열  소재는 1차  2차 냉각재 환경에서 부식  응력부식균열 항성이 우수해야 

한다. 

○ 열  내벽 crud 생성 특성

증기발생기는 나선형 류식이기 때문에 수가 열  내부에서 열 증발 과열된

다. 따라서 증발 과정에서 수의 수질에 따라 잔여 불순물이 내벽에 부착되어 crud

를 형성하여 열 달을 하시키고 심할 경우는 열 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성자 조사 특성

증기발생기는 노심에 가깝게 설치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방사선 조사를 받아도 

취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한 최근에는 조사재의 IASCC(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특성이 주요 문제로 고려되고 있다.

○ 수소 취화

운   수소를 흡수하여 수소 함량이 증가하면 수소 취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료의 수소 함량에 따른 수소 취화 거동을 평가하여 허용 수소 함량 기 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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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성

증기발생기 열 은 냉간 코일링에 의해 제작되기에 상온 코일링 과정에서 spring 

back 제어의 용이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한 열 과 열 의 용 성, 열 과 

노즐과의 용 성, 이종 속 연결부 등이 필요한 지 여부도 평가되어야 한다. 

○ 운  경험  인허가

기존 운  경험을 통해 열  재질로서의 용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KEPIC 코드(혹

은 ASME Sec. II, Part D)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재 일체형원자로 열  소재로 용되고 있는 alloy 690에 해 에 기술한 특성을 

평가한 결과 부분의 항목에서 alloy 690의 용성이 검증되었지만 성자 조사 취화 

특성은 자료가 미비하여 시험 등을 통해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일체

형원자로에서 증기발생기는 노심에 가깝게 설치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방사선 조사

를 받아도 취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 성자 조사 항성이 우수하지 않으면 증기발생기

를 노심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로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괴

인성이나 충격에 지 하와 같은 성자 조사 취화 특성을 평가하여 최  허용 조사량

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까지 부분의 조사 취화 연구는 압력용기강과 스테인리스강에 

집 되어 있기에 alloy 690의 경우는 허용 성자 조사량에 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

다. 비록 alloy 690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비슷한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조사 

취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지만 조사 취화 시험을 통해 alloy 690 합

에 한 허용 성자 조사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자 조사에 의한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열  소재의 열화 거동을 

평가하여 최  허용 성자 조사량을 결정하기 한 성자 조사 시험 계획을 수립하

다. 시험 계획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연구로를 이용하여 성자 조사 시험을 수

행하는 것을 기 으로 하 다.

나. 하나로 조사  계장 캡슐

본 에서는 alloy 690 재료의 성자 조사 시험에 필요한 하나로 연구로, 조사용 계장 

캡슐, 조사재 시험 설비 등에 해 간략히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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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로 설계 특성  조사공 배치

표 3.4.3-1은 성자 조사를 수행할 하나로의 설계 특성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3-1은 하나로의 실험공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로에서 성자를 이용하기 

한 실험공은 원자로 상부에서 시료를 넣을 수 있는 수직 실험공이 32개이고, 성자 빔

을 원자로 바깥으로 뽑는 수평 실험공이 7개로서 모두 39개이다. 수직 실험공은 원자로 

내부 노심에 3개, 외부 노심에 4개, 반사체 역에 25개가 있으며, 수평 실험공은 모두 반

사체 역에 있다. 재료 조사 시험의 경우는 높은 고속 성자가 필요하므로 노심 안쪽에 

있는 CT, IR1, IR2의 3개의 실험공을 이용한다. 표 3.4.3-2에 CT  IR 실험공의 사양과 

용도를 정리하 다.

(2) 재료 조사 시험용 계장 캡슐 

그림 3.4.3-2는 재료 조사를 해 하나로 노심에 장착되는 계장 캡슐과 련 구조물을 도

식 으로 나타낸 것이다. 먼  재료 조사 캡슐은 본체, 보호 , 안내 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그 외에 캡슐 온도 조  장치, 캡슐 고정 장치(robot arm), 침니 내부 고정 장치

(In-chimney bracket), 캡슐 단 장치(capsule cutting system), 조사재시험설비(IMEF)

로의 이송을 한 캐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캡슐  련 구조물의 안  등 은 

NNS(non-nuclear safety) 등 이며, 내진 등 은 II (비내진범주), 품질등 은 T 등 이

다.

그림 3.4.3-3은 시편 성자 조사를 한 계장 캡슐의 설계 흐름도를 개략 으로 나타낸 

것이다[3.4.3-1]. 계장 캡슐은 시편의 온도 조 을 해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가열 장치

를 부착하여 부분 으로 온도 조 이 가능하며 각 부 에서의 온도  조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열   조사량 측정 시료가 시편과 함께 장입된다. 조사 시편의 온도는 하

나로 출력 조건에서 캡슐 내 He 진공도를 제어함으로서 1차로 조 되며, 각 단별로 독립

으로 작동하는 기 히터로 최종 조 된다. 조사 캡슐은 하나로 조사 시험 에 노외에

서 정해진 차에 따라 캡슐의 외   치수 검사, 본체  보호  부의 내압  He 설 

시험, 기 히터와 열 의 단락 여부  성능 평가, 캡슐 온도 제어 장치와의 양립성 시

험 등 여러 건 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캡슐은 이용자의 조사 요구 조건, 시편 종류, 

실험공  캡슐 제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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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재 시험 설비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 IMEF) 

조사된 캡슐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로의 작업 수조에 장되어 한 작업 방사선량까

지 냉각된다. 그 후 IMEF로 이송하기 하여 하나로 작업 수조 내에서 단기로 본체부

를 단하고 분리된 본체는 운반용 수송 용기인 캐스크에 넣어서 IMEF로 운반된다. 

IMEF의 핫셀 내로 옮겨진 캡슐은 외  검사 후 해체되며 조사 시편들과 성자 모니터

들은 분리되어 조사 손상 연구  성자 조사량 평가에 활용된다. 그림 3.4.3-4는 IMEF

의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IMEF는 핵연료  원자력 재료의 조사특성을 시험하는 시

설이며 1994년부터 정상운 에 들어가 조사된 핵연료  원자력 재료의 핫셀 시험을 수

행하고 있다. IMEF에는 콘크리트 핫셀 시험 시설로 연료시험용 핫셀, 재료시험용 핫셀 

그리고 다용도용 핫셀 등 3개의 핫셀 라인이 ㄷ자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연료시험용 핫셀 

(M1, M2, M3, M4)에서는 조사 장치(capsule)와 연료체(fuel bundle)의 해체, 조사 시편의 

가공 그리고 핵연료의 비 괴  괴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항목으로는 외  검사, 

X-선 검사, 치수 측정, 감마 스캐닝, 와 류 검사, 핵분열기체 포집, 연료  단, 조직시

험용 시료 제작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료 시험용 핫셀(M5a, M5b)에서는 조사 재료의 기

계  특성시험과 물성 특성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항목으로는 충격시험, 인장시험, 괴

인성시험, 피로시험, 열처리시험, 열팽창율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IMEF에는 

차폐형 EPMA(성분분석)와 자 미경(TEM)도 설치되어 원자로에서 조사된 핵연료와 

재료의 미세조직  성분분석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다. 성자 조사 취화 시험(안)

(1) 시험 재료

성자 조사 취화 시험은 alloy 690에 해 수행한다. 표 3.4.3-3에 alloy 690의 화학 조성

을 나타내었다. Alloy 690은 alloy 600에 비해 Ni 함량을 이고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해 Cr 함량을 증가시킨 것이 주요 특징이다. 

(2) 성자 조사  온도 조건

하나로 조사 조건

• 하나로 조사 시 시편의 조사 온도는 증기발생기 설계 온도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 모든 시험 시편의 조사량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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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2 n/m2, 1×1023 n/m2, 1×1024 n/m2

혹은 

- 1×10
23
 n/m

2
, 1×10

24
 n/m

2
, 1×10

25
 n/m

2

조사 재료 기계  특성 시험 조건

• IMEF 핫셀에서의 조사 재료 시험 온도는 증기발생기 설계 온도와 동일하게 설정한

다. 

(3) 시험 항목

인장 시험

• ASTM E8의 요건에 따라 인장 시험을 수행한다.

• 조사 인장 시편의 설계는 ASTM E8의 기 에 따라 결정한다. 단 조사 캡슐의 크기 

제약/조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편의 크기는 해당 주무부처와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인장 시험을 통해 성자 조사에 따른 alloy 690의 경화 거동을 평가하며 시험 시 측

정 항목은 (5) 에 기술되어 있다.

괴인성 시험

• ASTM E1820-06의 요건에 따라 괴인성 시험을 수행한다.

• 괴인성 시험의 시편 크기는 ASTM 규격에 따라 표  1T-CT(compact tension) 시

편으로 수행하되 만약 장입 캡슐의 크기가 표  1T-CT 시편에 부 합할 경우에는 

장입 캡슐의 크기에 따라 소형 CT 시편( : 0.5T-CT)으로 괴인성 시험을 수행한

다. 최종 괴인성 시편의 크기는 장입 캡슐의 크기를 고려하여 주무부처와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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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증기발생기 열 은 두께가 매우 얇아 ASTM E1820-06의 괴인성 요건을 만

족하지 못하지만 bulk 재료에 한 괴인성 취화 특성이 열 의 취화 특성을 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만약 장입 캡슐 크기 제약으로 인해 CT 시편을 이용한 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ASTM E23의 요건에 따라 소형 시편에 한 charpy 충격 시험을 수행

하여 조사량에 따른 충격 에 지 값으로 성자 조사 취화 거동을 평가할 수 있다.

미세조직 평가

• 미세조직 평가를 한 소형 시편을 제작하여 캡슐에 장입한 후 조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TEM으로 평가한다. 

(4) 계장 캡슐

장입 계장 캡슐의 설계/제작, 시편 제작/배치/개수 등은 시험 요건과 캡슐  조사 제약 

조건(감마 열량 곡선 등)을 모두 반 하여 그림 3.4.3-3의 차에 따라 주무부처(하나로

운 부, 연구로공학부, 조사시험부, 원자력재료연구부)와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 시험 방법  범

인장 시험

• IMEF 핫셀 내에 설치된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고온 인장 시험을 수행한다. 시험은 

설계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련 부서 혹은 인허가 기 과의 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조사의 향을 평가하기 해 비조사재에 한 인장 시험도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한

다. 비조사재 시편의 형상도 조사 시편의 형상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인장 시험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복강도 (0.2% Yield Strength)

- 인장강도 (Ultimate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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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응력 (Fracture Stress)

- 괴변형률 (Fracture Strain)

- 단면 감소율 (Reduction of Area)

- 연신율 (Total and Uniform Elongation)

- 단면 변화율

- 공칭 응력-변형률 선도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

- 진응력-진변형률 선도 (True Stress-Strain Curve)

• 강도는 각 조사량별로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 인장 시험은 조사재의 경우 각 조사량에 따라 5회, 비조사재의 경우도 5회를 수행한

다. 시편 개수는 캡슐 설계  감마 열량에 따른 시편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괴인성 시험

• IMEF 핫셀 내에 설치된 만능 시험기를 이용하여 고온 괴인성 시험을 수행한다. 시

험은 설계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련 부서 혹은 인허가 기 과의 

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조사의 향을 평가하기 해 비조사재에 한 괴인성 시험도 동일한 조건에서 수

행한다. 비조사재 시편의 형상도 조사 시편의 형상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괴인성 시험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하 -하 선 변  선도

- 하 -균열 진 량 선도

• 시험에서 측정한 하 -하 선 변  선도와 하 -균열 진 량 선도를 이용하여 

ASTM E1820-06 규정에 따라 괴인성(KIC)값을 계산한다.

• 괴인성 시험은 조사재의 경우 각 조사량에 따라 5회, 비조사재의 경우도 5회를 수행

한다. 시험 횟수는 캡슐 설계  감마 열량에 따른 시편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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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 평가

• IMEF 핫셀 내에 설치된 미세조직 평가설비를 이용하여 조사량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

화를 평가한다. 

• 조사의 향을 평가하기 해 비조사재에 한 미세조직 평가도 동일한 조건에서 수

행한다. 비조사재 시편의 형상도 조사 시편의 형상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미세조직 평가를 한 시편의 크기는 직경 3mm, 두께 100μm을 기본으로 하되 주무부

처와의 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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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 일정  비용

(1) 시험 일정

시험에 필요한 기간은 총 3년으로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내용
1차년 2차년 3차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캡슐 설계  제작

- 하나로 조사시험

- 조사 후 냉각

- 냉각 후 시험

  1. 인장 시험

  2. 괴인성 시험

  3. Charpy 충격 시험

  4. 미세조직 평가

- 결과 평가  보고서 작성

(2) 산

인건비  기타 직  연구비를 제외하고 조사량에 따른 3 point 데이터를 얻기 하여 3

개의 캡슐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하드웨어 련 시험에 필요한 순 산만을 정리

하면 략 다음과 같다.

번호 항목 산 (백만원) 비고

1 하나로 조사 시험 300 100백만원/개

2 캡슐 설계  제작 300 100백만원/개

3 조사후 시험 비용 450

150백만원/개

(시편수로 비용 산정,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4 기타 비용 50

합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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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3-1]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 KAERI/EP-12/2007, 한국원자력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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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pen-tank-in-Pool

Maximum Thermal Power 30MWth

Coolant Light Water

Reflector Heavy Water

Fuel Materials U3Si, 19.75% enriched

Absorber Hafnium

Reactor Building Confinement

Typical Flux at Port Nose 2×10
14
 n/cm

2
sec

Operation Cycle 23 days operation, 12 days shutdown

표 3.4.3-1  하나로의 설계 특성

                                                             참고문헌  [3.4.3-1] 참조

치

실험공
내경

(cm)

성자속 (n/cm
2
sec)

이름 개수
고속

(>0.82Mev)

열

(<0.625eV)

내부 노심

CT 1
7.44

(육각형, 면과 면)
2.1×10

14
4.4×10

14

IR 2
7.44

(육각형, 면과 면)
2.0×10

14
3.9×10

14

표 3.4.3-2  하나로 재료 조사공의 사양  용도 (30MW 기 )

                                                              참고문헌 [3.4.3-1] 참조

Alloy Ni Cr Fe C Si Mn S Cu

690 58 min. 27~31 7~11 0.05 max. 0.5 max. 0.5 max. 0.015 max. 0.5 max.

표 3.4.3-3  Alloy 690의 화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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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하나로의 실험공 배치

               참고문헌 [3.4.3-1] 참조

그림 3.4.3-2  노심 캡슐  련 구조물

          참고문헌 [3.4.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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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캡슐 설계 흐름도

                  참고문헌 [3.4.3-1] 참조

그림 3.4.3-4  IMEF의 평면도

                    참고문헌 [3.4.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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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모의시험

가. 개 요

소형냉각재 상실사고(SBLOCA)모의 실험은 안 해석  설계코드의 검증뿐만 아니라 규

제기 에서 지속 으로 요구하는 필수 인 실험항목이다. SBLOCA모의를 한 실험장치

의 설계는 해석  설계부서의 요구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재까지 수렴된 

각 부서의 공통 인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 이면서 실험결과의 활용도를 고려하면 기존

의 고온고압 열수력 실험장치(VISTA) 실험장치에 안 계통을 추가 설치하여 실험을 수

행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단지 재의 실험장치가 일차원 인 상만을 

모의할 수 있는 한계는 있으나 SBLOCA시 발생되는 단유량, 계통의 압력  온도 등 

일반 인 열수력 상에 한 시험결과는 해석코드의 사 검증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

로 상된다.

지 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SMART 열수력실험은 원자로 성능 련실험과 일부 제한 인 

안 성 련 실험을 VISTA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나[3.4.4-1∼3.4.4-11] 안 해석  

계통설계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 열수력 검증실험은 

아직 수행되지 못하 다. 기존의 SMART 계통 열수력 실험장치인 VISTA장치는 일차 

 2차측은 모두 단일계통 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기들은 일차원 인 열수력 거동 

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여기에 안 계통이 설치되면 원자로 주변 연결 배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각재 출 사고인 SBLOCA모의가 가능하다.

나.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모의

(1)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모의시 주요 열수력 상 

SMART원자로에서 SBLOCA가 상되는 부분은 가압기 원자로 내외를 통하는 각종 

배 과 증기발생기 열  등이다. SMART는 기존 경수로와는 구조 으로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열수력 실험결과와 구별된다. 아래의 내용은 SMART 원자로에서 

SBLOCA시 상되는 열수력 상을 아래에 설명하 다[3.4.4-2]. 

소형냉각재상실사고는 1차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모

든 구성품  배  등의 가상 인 단으로 인하여 1차측 냉각재가 원자로건물로 설되

어 계통의 압력과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하는 사고이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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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를 통한 설 유량의 발생으로 사고 기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격히 감

소하여 가압기 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고 제어 이 낙하하기 시작하여 

원자로의 출력은 격히 감소한다. 원자로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터빈 정지  소외

원상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수 펌 는 정지하고 RCP는 성서행하게 된다. 

수펌  정지에 의한 수유량 감소로 2차측의 열 제거 기능 상실이 발생하면 피동잔열

제거작동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에 의하여 주증기/ 수 격리밸 가 닫히고 피동잔열제

거계통 입/출구 격리밸 가 열려 증기발생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피동잔열

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유체의 도 차이에 의해 

자연 으로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압력 감소로 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계통의 기포율은 

증가하게 되고, 단부를 통한 지속 인 질량  에 지의 방출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압력은 계속하여 감소한다. 원자로의 압력이 안 주입계통 작동 설정

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 주입펌 가 냉각수를 주입하여 1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

을 보충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방출 유량은  어들

고 안 주입유량은 증가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안 주입계통을 통한 안 주입 유량이 

단 유량보다 많아지게 되면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량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안

주입펌 을 통한 냉각수 보충으로 냉각재 재고량이 회복되면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

고 노심 잔열은 단부를 통한 에 지 방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열 달에 의하여 

충분히 제거됨으로써 핵연료 의 온도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온도는 지속 으

로 감소하여 원자로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2)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시험 요건

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새로운 설계개념을 용함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안

련 계통 등이 기존의 원자로와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설계개념

을 채택한 원자로의 경우 그 성능  안 성은 실증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한 성능  안 성 분석에 사용되는 산코드의 측 능력은 실험자료에 한 검증을 통

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 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SMART원자로 열수력 

검증용 시험장치인 VISTA를 구축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해오고 있다.

VISTA장치는 일차원 인 열수력 거동을 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열수력 실험장

치로서 1차계통, 2차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등의 주요 계통과 보충수계통, 기기냉각수계

통, 질소공 계통 등의 보조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계통은 모의 노심 압력용기, 원

자로냉각재펌 (RCP), 고온 , 증기발생기 1차측  강수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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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의 상부에는 가압기모의를 한 독립된 탱크가 연결되어 있다. 2차계통은 수공

계통, 증기발생기 2차측  증기공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기 배   수 배 에

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구  출구 배 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 이 게 구축된 실험장

치를 이용하여 재까지 일체형원자로의 성능 련 실험과 일부 Non-LOCA 련 실험을 

수행하 다. 그러나 일체형원자로의 핵심 설계기 사고이면서 인허가시 필수 으로 요구

되는 SBLOCA 련 실험  코드 검증 작업은 수행되지 못하 다. 

VISTA장치의 참조 랜트는 원자로냉각재펌 가 4 , 증기발생기가 12   증기가압

기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4.4-1, 그림 3.4.1-1은 SMART원자로의 계통도와 원자로

집합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덮개 하부와 상부안내

구조물집합체 (UGS) 외통 사이의 공간이 가압기로의 역할을 한다. 가압기 내부에는 냉각

재를 포화상태로 유지시키기 한 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UGS 외통의 안쪽에는 습식

단열재가 설치되어 다른 냉각재와의 열 달을 억제한다. UGS 외통의 아래 부분에는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조 을 한 림 과 구멍이 배치되어 있으며 가압기 체 은 일

차 냉각재의 35% 이상이 되도록 설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원자로계통은 4계열의 피동

잔열제거계통 (PRHRS), 4계열의 안 주입계통 (SIS)  2계열의 정지냉각계통(SCS), 1

계열의 화학 체 제어계통 (CVCS)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를 통하는 SCS, CVCS 

 SIS 노즐은 VISTA의 참조 랜트의 경우 원자로용기 환형덮개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SMART의 경우 RCP 부근의 원자로용기 측면부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다.

재까지 수렴된 련 부서의 공통 인 의견을 고려하면 기 구축된 VISTA 실험장치에 

질소 자기가압기를 격리시키고 증기 가압기, 안 주입계통  단계통 등을 추가 설치

하여 SBLOCA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 인 면과 실험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 

합리 인 것으로 단된다. 이 실험을 통하여 비록 SMART 랜트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SBLOCA 상 체를 모의할 수는 없지만 일체형원자로에서 발생되는 단유량, 원자로 

내부의 혼합체 수  변화에 따른 PRHRS 성능, 원자로 내부 압력  온도 거동 등의 국

부 인 열수력 상을 악할 수 있고 실험결과에 한 TASS/SMR 코드의 비 인 

측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Test Matrix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모의를 한 실험장치의 기조건은 비해석에 따라 결

과를 표 3.4.4-1에 나타내었으며, 사고시 고려할 수 있는 3가지의 표 인 단 치에 

한실험 종류는 표 3.4.4-2에 나타내었다. 안 주입 배 과 정지냉각계통 흡입  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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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RCP 후단  단 상부의 노즐부(내경 : 2.6 mm)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 다. 가압

기 안  밸 (PSV)의 부주의한 개방은 가압기 상단에 연결된 PSV 하나가 완 히 열려 

(밸  내경 : 1.8 mm)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안 주입 배  단시 안 주입 설정치

를 5.0 MPa로 내렸을 때 노심 노출 여부를 보기 해 추가로 실험을 수행한다. SBLOCA 

모의 실험시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악하고 코드 검증을 하여 요구되는 주요 열수력 

계측 상은 표 3.4.4-3과 같다.

다. 고온 고압 열수력 시험장치 특성

(1) 시험장치 구성

VISTA장치는 SMART 원자로의 기본 인 설계 검증과 원자로의 운 성능  일부 제

한 인 안 성 검증을 하여 제작 설치되었다. 구축된 실험장치의 구성은 크게 5 계통으

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계통의 동력원인 열을 발생시키는 1차계통, 1차계통의 열을 이용

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2차계통, 원자로 불시정지시에 1차계통 열을 자연순환에 의해 

열을 제거하는 비상 냉각 계통, 실험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장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자료처리계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장치 가동에 필수 인 원, 공기 등을 제공하는 

보조계통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축된 실험장치 설계기 은 SMART원자로 정상상태의 열수력조건을 동일하게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 고 구축된 실험장치의 축소 개념은 두 단계로 분리하여 이루어졌다. 우

선 계통간에 발생하는 자연순환 상, 계통별 냉각재 분포, 압력강하, 열 달 특성 등과 

같이 장치 반에 걸쳐 발생하는 열수력 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서 각 계통별 특정 부 에서 발생하는 국소 열수력 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인 축소설계방법을 사용하 다[3.4.4-13]. 

실험장치의 제작은 설정된 척도해석을 바탕으로, 개념[3.4.4-14]  기본설계[3.4.4-15]단

계를 거쳐 장치의 규모와 기기의 사양이 결정되었고 최종 으로 상세설계[3.4.4-16]를 바

탕으로 모든 장치가 제작 설치되었다. 

(2) 시험장치 구성 요소

구축된 실험장치의 구성은 설정된 압력, 온도조건에서 열을 발생하는 1차계통, 운 조건

에 따라 1차측의 열을 하게 제거하는 2차계통, 원자로정지시 수동 인 자연 류 상

을 이용하여 히터의 잔열을 제거하는 피동 잔열제거 계통, 계통의 반 인 운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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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처리  보호 계통, 그 밖에 계통에 공 되는 기, 공기, 

냉각수등을 처리하는 보조계통 등으로 이루어져있다(그림 3.4.4-2).

실험장치의 원형인 SMART 원자로는 1차계통이 하나의 고온고압 용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실험장치의 경우는 축소비의 한계와 많은 계측장비 설치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하

나의 Loop 형태를 이루고 있다(그림 3.4.4-3). 실험장치 1차계통의 구성은 히터를 포함하

고 있는 원자로 본체 용기와 1차측 열을 헬리컬 열 을 통해 2차측으로 달하고 증기

를 발생시키는 증기발생기, 일차 냉각재가 원자로 본체와 증기발생기를 순환하게 하는 

원자로냉각재펌 , 1차계통의 압력을 주어진 운 조건에 합하도록 일정하게 유지시키

는 가압기 그리고 원자로 본체와 증기발생기 사이의 유로를 형성하는 /고온 으로 구

성되어 있다(그림 3.4.4-4). 주냉각재 펌 는 원자로 용기 상단부에 외장형으로 설치되어 

히터출구에서 나오는 고온의 냉각재를 고온 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공 하는 역할을 한

다. 가압기는 원형의 3단 환형을 외장형으로 독립된 3개의 탱크로 구성하 고 주냉각개 

출구 측의 고온 과 연결하 다. 고온 과 연결된 증기발생기는 3열 12개 (1열 3개 /2열 

4개 /3열 5개 ) 헬리컬 열 으로 구성되어있고 열  내/외경, 배열 피치는 원형과 동

일하도록 하여 열 달 특성이 보존되도록 하 다.

2차계통의 구성은 크게 수공 계통과 증기방출 계통으로 구성되어있다. 수 공 계통

은 증기발생기 열  2차측에 냉각수를 공 하기 한 수공  탱크 와 수 펌 , 수

의 온도, 압력을 제어하기 한 수 열교환기로 구성되어있다. 증기방출계통은 증기발생

기로부터 나오는 과열증기를 방출하는 라인과 증기의 일부로 수의 온도를 조 하기

한 증기우회 라인, 그리고 장치의 기동운  기 증기 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회수하

기 한 응축수 드 인 라인으로 구성되어있다. 2차계통은 모두 단일 트 인으로 구성되

어있다(그림 3.4.4-5).

피동 잔열제거계통(PRHR)은 원자로정지시 잔열제거목 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험장치에

서는 설정된 히터 출력(모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있다. 증기 발생기에서 

생산된 증기가 증기 을 통하여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우회되어 나가는 증기를 열교환기

로 보내는 연결 과 열교환기를 통하여 냉각된 응축수를 다시 수 에 공 하는 연결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차계통과 마찬가지로 단일 트 인으로 구성되어있다(그림 

3.4.4-6).

자료처리계통은 실험장치에 설치되어있는 약 100체 의 온도신호, 55개의 압력 신호, 6개

의 유량신호등을 포함하여 모두 250 체 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 설치 되어있

으며, 1채 당 1kbyte의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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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보조계통(그림 3.4.4-7)으로는 기기에 기를 공 하는 원공 계통, 순수의 물

성치와 온도를 제어하는 수처리계통, 공기  질소공  계통, 기기 냉각수 계통, 운 원의 

원활한 계통감시를 한 모자익 패  등이 있다. 

(3) VISTA SBLOCA 장치

VISTA장치에서 SBLOCA를 모의하기 해서는 안 주입계통과 단모의계통  기타 

보조계통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 주입계통은 VISTA장치에 안 주입수를 공

하는 기능을 가지며 두 Train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Train은 한 의 펌 와 밸   

계측기기를 갖는다. 안 주입계통은 별도의 수조로부터 물을 공  받아서 VISTA의 펌  

후단과 증기발생기 사이의 배 에 설치되며, 각 안 주입 Train 당 하나의 서로 다른 주

입부를 갖는다 (그림 3.4.4-8). 안 주입계통 배  단이 아닌 경우 펌  두 가 동시에 

안 주입수를 공 하며, 안 주입계통 배 의 단을 모의하는 경우 하나의 안 주입 

Train만 작동한다. 

냉각재 출을 모의하기 한 단계통은 Break Simulator, (Separator,)  단부에서 

방출되는 유체를 수용하고 유량을 측정하기 한 Collection Tank와 이들에 한 측정계

통  보조 장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Break Simulator는 유량계측장비와 단노즐로 

구성된다. 단부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기 하여 각 단노즐 단

에 Venturi와 Gamma-Densitometer를 설치하며 단노즐은 실제 단부를 모의할 수 있

는 기하학  특성을 갖는 Nozzle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Break Simulator를 지난 유체

는 분리기에서 증기와 물로 분리된다. 분리된 증기는 계측기를 통하여 유량이 측정된 후 

기로 방출된다. 한편 분리된 물은 배 을 통하여 Collection Tank 로 방출되며 이곳에

서 그 양이 측정될 정이다 (그림 3.4.4-9). 단유량 측정은 그림 3.4.4-10에서와 같이 

응축에 의한 유량측정개념으로 이루어질 정이다. 

재 고려되는 단 치는 안 주입계통 주입  (정지냉각계통 흡입 ) 과 가압기 상부 

PSV 등 2 곳이다. 사고 모의시 측정되는 주요 열수력 변수에는 계통의 온도 압력, 단

부에서의 출 유체의 온도, 압력,  유량이 있다. 단시 순간유량은 Venturi 와 

Gamma-Densitometer를 사용하여 Break Simulator Spool에서 측정된다. 한편 분리기에

서 분리된 증기의 온도, 압력,  유량이 Break Simulator Spool 후단에서 다시 측정되며, 

분리된 물의 산질량은 Collection Tank에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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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TA장치에 추가 설치되는 안 계통  단계통 등의 개략도  설치 치는 그림 

3.4.4-11, 3.4.4-12에 나타내었다.

라. SBLOCA 모의시험 계획

SBLOCA 시험은 해석 으로 부터 주어진 실험요건  Test Matrix를 기 으로 하여 

수행될 정이다. 장치의 구축을 해 계통의 개념설계가 우선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

로 기본설계  상세설계를 마친 후 최종 으로 제작 설계를 거친후 제작이 착수될 것이

다. 체 인 일정은 표 3.4.4-4에 표시 하 다. 추가되는 장치의 축소비는 기존의 

VISTA장치의 축소비와 동일하며 안   단 계통 등이 설치된다. 

마. 결 론

SMART원자로의 설계  안 성 검증 련 열수력 실험은 재 까지 부분 으로 

VISTA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VISTA장치의 한계성으로 안 성 련 

성능실험의 핵심인 SBLOCA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 으나, 기존의 VISTA장치에 안 계

통, 단계통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최 한 활용하면 단 사고시 발생되는 일차원 인 

열수력 상을 모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실험결과는 해석  설계코드 검증에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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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값 비고

기 노심출력, % 103.0  682.29
1)
x1.03=703 kW

기 노심 입/출구 온도, ℃ 280/315

기 원자로냉각재 유량, % 115  4.2x1.15=4.83 kg/s

기 가압기 압력, MPa 13.5

가압기 물/증기 체
2)

/  m
3

-

출력제어 사용안함  

반응도 궤환효과 고려함
3)

고려 안한 경우 추가

노심잔열 ANS-73 x 1.2 

가압기 압력 원자로 정지설정치, MPa 11.09  

안 주입작동신호 설정치, MPa 9.02  5.0 인 경우 추가 

안 주입 유량 곡선 - 주입유량 : 축소비 용 

단 치  크기 - 단크기 : 축소비 용 

표 3.4.4-1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모의 실험시 기/경계 조건

Test 

Case 

No.

실험 항목 단 치
단부 

내경
*

원자로정지

신호 설정치
+

안 주입작동신호 

설정치
+

1
안 주입 배  

양단 단 1

RCP 후단 상부의 

노즐부
2.6 mm 11.09 MPa 9.02 MPa 

2

정지냉각계통 

흡입  양단 

단

RCP 단 상부의 

노즐부
2.6 mm 11.09 MPa 9.02 MPa 

3
PSV의 

부주의한 개방

가압기 상단에 

연결된 PSV
1.8 mm 11.09 MPa 9.02 MPa

4
안 주입 배  

양단 단 2

RCP 후단 상부의 

노즐부
2.6 mm 11.09 MPa 5.0 MPa 

표 3.4.4-2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모의 실험 Tes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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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측정변수 치

원자로냉각재계통

노심 출력 히터

유체 온도

노심 입구/출구

RCP 입구

증기발생기 1차측 입구/출구

가압기

압력

BPV (Boiler Pressure Vessel) 출구

RCP 입구

가압기

SG 입/출구 

유량
BPV 입구

가압기 surge line 

차압
*

노심

RCP

증기발생기의 입구와 출구 

Downcomer 

가압기

수

노심

가압기

BPV (고온부)

SG-Downcomer ( 온부)

기포율

노심

가압기

BPV (고온부)

SG-Downcomer ( 온부)

냉각재량 분포

BPV

RCP

SG 1차측

BPV-SG 배

SG-BPV 배

가압기

RCP 회 수 RCP 꼭지

노심 냉각재 

온도 분포
축방향/반경 방향

노심피복재 온도 히터 축방향/반경 방향

표 3.4.4-3  냉각재상실사고 시 주요 측정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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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측정변수 치

2차계통

유체 온도

수공 탱크

수 배

증기발생기 수측 입구

증기발생기 증기측 출구

증기 배

압력

수 배

증기발생기 수측 입구

증기발생기 증기측 출구

증기 배

유량
수 배

증기배

차압*

수 배

증기발생기 2차측

증기 배

피동잔열제거계통

유체 온도

입구 증기 배

상부 헤더

하부 헤더

출구 응축수 배

열교환기 쉘측 입구/출구

ECT (축방향, 반경방향) 

압력

입구 증기 배

상부 헤더

하부 헤더

출구 응축수 배

보상탱크

유량 열교환기 출구

차압*

입구 증기 배

열교환기

입구 응축수 배

수
보상탱크

ECT

열교환기 표면 온도 열교환기 표면 (축방향, 반경방향)

열교환량 열교환기

과열도
상부 헤더

하부 헤더

표 3.4.4-3  냉각재상실사고 시 주요 측정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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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측정변수 치

기타

단 유량 (질량  

에 지 방출량)

안 주입 유량

안 주입수 온도

주요 부품에 한 

trace heating 

power**

주요 부품에 한 

벽면 온도 (양쪽)

BPV 입/출구

RCP 입/출구

SG 입/출구

2차측 SG 입/출구

PRHRS 입/출구

PRHRS H/X 입/출구 헤더

외부 손실 열 달 량

표 3.4.4-3  냉각재상실사고 시 주요 측정변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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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4  VISTA 실험장치를 이용한 SBLOCA모의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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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  SMART 원자로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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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  고온고압 열수력 실험장치(VISTA)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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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  원자로 1차계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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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  VISTA 실험장치 1차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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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  VISTA 실험장치 2차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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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6  VISTA 실험장치 PRHR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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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7  VISTA 실험장치 보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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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8  VISTA 안 주입계통

그림 3.4.4-9  VISTA Br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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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0  단유량 측정 장치 설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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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1  VISTA장치에 추가될 SBLOCA 모의 안 계통 개념도

그림 3.4.4-12  SBLOCA 모의 안 계통 설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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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디지털 MMIS 안 계통 검증시험

가. 연구목

원자력 설비의 디지털 시스템은 과거 아나로그 시스템의 제작 불가능으로 피할 수 없는 

안이다. 디지털 시스템은 속성상 소 트웨어 구동 시스템으로 불리기도 한다. 디지털 

시스템의 원자력 용은 심층방호측면과 공통원인고장 측면에서 정량화의 불확실성이 있

어 안 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새로 개발하는 원자로에 용하는 디지

털 시스템은 해석  방법과 실험  방법을 병행하여 안 성을 입증해야한다. 안 성 입

증은 시스템의 기능  안 성, 디지털 시스템의 소 트웨어 안 성, 하드웨어 안 성 등

을 체계 으로 입증한다. 

디지털 시스템의 안 성을 입증하기 한 디지털 MMIS 안 계통 검증 시험은 일체형원

자로 MMIS 안 등  신호처리계통, 노심보호계통, 보호계통, 안 등  제어계통, 안 등

 감시계통의 요건  기능을 만족하는 디지텰 안 계통 랫폼 개발과 검증, 안 계통

간의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스 치구조 개발과 특성시험 그리고 개발된 랫폼과 안

통신망에 근거한 안 계통 성능시험을 통해 설계개념의 인허가 시 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 디지털 MMIS 안 계통 검증시험 수행에 요구되는 시험설비 개발과 검증시험 등의 

추진방안에 한 시험계획서를 수립함으로써 향후 표 설계인가 획득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

나. 연구범

(1) 디지털 안 계통 랫폼 개발  검증 시험계획 

(2) 안 통신망 스 치 구조 개발  특성 시험계획 

(3) Digital MMIS 안 계통 성능 시험계획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디지털 MMIS 안 계통 랫폼 검증과 통신망 검증은 안 기능을 수행하는 노심보호, 

랜트 보호  안  제어에 사용하는 기기로 기안 등  1E 요건에 부합토록 설계하

고, 시스템 성능 검증은 검증된 랫폼과 통신망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에 

한 환경시험, 각종 성능시험, 각종 응답 특성시험 등으로 수행하며, 이들 시험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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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각종 자료와 심층방호 분석  신뢰성 분석을 통해 생산한 자료로 디지털 MMIS 

안 계통의 안 성과 설계의 무결성을 입증한다. 

(1) 디지털 안 계통 랫폼 개발  검증시험계획

디지털 기술을 용하여 설계된 일체형원자로 MMIS 안 계통의 기능  성능을 확인하

기 한 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랫폼은 안 등  신호처리계통, 노심보호계통, 보호

계통, 안 등  제어계통, 안 등  감시계통의 기능을 포함한다. 랫폼은 각각 단일 채

로 구성하며 각각의 모듈들은 통신망 기술을 용하여 연결한다.

디지털 안 계통 랫폼 개발  검증시험계획서는 크게 랫폼 개발 부분과 검증시험부

분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부분별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랫폼 개발은 안 등  디지털 시스템 설계기 인 IEEE Std 7-4.3.2를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랫폼 개발을 해 개발계획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요건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검증단계, 설치단계와 같은 단계  개발 차를 수하도록 지침을 수립하고 이행

한다. 랫폼 안 성을 확보하기 해 형상 리,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활동을 수행

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  장한다. 랫폼 하드웨어  소 트웨어는 모듈화 구

조이다. 하드웨어 모듈은 안 성과 경제성을 만족하는 소형  집 형 디지털 보드로 제

작하며, 독립성, 내지진, 내환경, 내 자  등의 검증요건을 만족하는지 시험한다. 소 트

웨어 모듈은 검증이 용이하도록 투명하게 구성하며 결정론  특성을 만족하는지 검증한

다. 랫폼 안 성은 고장수목분석, 고장유형  향분석, 공통원인 고장분석, 채  불확

실성분석 등의 분석활동 수행을 통해 확인한다. 랫폼에 용되는 상용등  제품은 선

정기  수립, 선정 차 이행, 요건  기능 확인과정 등을 통해 용한다.

랫폼 검증시험은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상호 연계되어 수행한다. 랫폼 

검증시험은 단 시험, 계통시험, 기기검증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단 시험은 하드

웨어 모듈  소 트웨어 모듈을 하나의 단 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 에 한 성능을 확

인하는 시험이다. 계통시험은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통합하여 하  계통시험부터 통

합 계통시험까지 상향식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기기검증시험은 계통이 정상

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내지진, 내환경, 내 자  등의 기기검증요건을 만족

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시험은 시험계획, 시험요건, 시험설계, 시험 차 등의 

과정을 수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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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 통신망 스 치 구조 개발  특성 시험계획

안 통신망 스 치 구조 개발  특성 시험계획서는 스 치 구조 개발  제작을 한 

부분과 개발된 구조를 이용하여 통신망 특성을 시험하는 항목들로 작성되었다.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안 통신망 스 치 구조는 여러 구조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으로 안 등  디지털 시

스템 설계기 인 IEEE Std. 7-4.3.2를 만족하도록 개발한다. 스 치 개발을 해 개발계

획  스 치 개발 요건서를 통해 스 치 개발에 용되는 최상  요건을 정의하며 개발

요건에 따라 실제 제작할 스 치의 설계사양과 제작사양을 정의하는 설계사양서와 제작

규격서를 개발한다. 

스 치는 크게 하드웨어 모듈, 소 트웨어 모듈로 구성된다. 하드웨어 모듈은 안 성과 

경제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독립성, 내지진, 내환경, 내 자  등의 검증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모듈은 검증이 용이하도록 투명하게 구성하며 결정론  

특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발된 스 치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모듈들은 요구하는 설계사항과 부합하는지 여

부를 검증하기 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수행된다. 개발된 각 모듈의 검증 시험은 설계 

부합성 검토, 문제  발견, 잠재  해 요소 감소, 개발 유지 비용 감소, 성능 향상 등의 

목 으로 수행된다.

스 치의 특성을 시험하기 해 수행하는 기능  성능 시험은 개발된 스 치의 하드웨

어  소 트웨어가 요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한 작업이다. 하드웨어 

소 트웨어가 기능 으로 잘 동작하는지 시험을 통하여 검토하고, 소 트웨어 버그, 하드

웨어 오류 등 잠재하는 다양한 해 요소를 분석하고, 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각 모

듈의 검증 시험을 한 단 시험, 모듈 시험, 통합시험이 있으며, 개발된 스 치의 기기검

증, 환경검증도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시험은 시험계획, 시험요건, 시험설계, 시

험 차 등의 과정과 시험도구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개발된 스 치의 안 성  신뢰성 제고를 하여 하드웨어 기반의 신뢰성 측, 고장수

목분석(FTA), 고장유형  향분석(FMEA) 등의 분석활동 수행을 통해 확인한다. 

스 치 개발에 사용되는 상용등  제품은 선정기  수립, 선정 차 이행, 요건  기능 

확인과정 등을 통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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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gital MMIS 안 계통 성능 시험계획

Digital MMIS 안 계통 성능 시험계획서는 앞서 개발된 안 계통 랫폼과 안 통신망 

스 치 구조를 기반으로 반 인 통합 안 계통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제반 시험항목

들을 수립하 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계통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성능시험 요건서  성능시험 계획서를 수립하며 안 계

통 범주에 포함되는 계통을 심으로 개별기능 시험, 연계기능 시험, 시험기능 시험, 통신

기능 시험, 계통통합 시험 등에 해 세부 차를 개발하고 요건 합성에 해 확인해야 

한다.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안 계통은 랜트 보호계통, 노심 보호 계통, 안  제어 계통, 사고

후 감시 계통 등을 포함하며 안  등  각 계통의 기능을 종합 으로 시험하기 해 입

력 신호 발생, 성능 시험 상인 안  등  각 계통의 출력 신호 확인  계통의 입, 출력

의 상  계, 시간 분석, 오류 발생 감시 등의 성능 확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성능시

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4) 산  일정

검증시험을 해 상되는 산은 디지털 MMIS 안 계통 랫폼 개발  검증에 약 6.5

억원, 안 통신망 개발  검증에 약 2.5억원, 시스템 성능 검증에 약 13억원 등의 산이 

소요될 것으로 단된다. 

각 시험의 수행일정은 디지털 MMIS 안 계통 랫폼과 안 통신망 개발  검증은 

2009년 말까지 완성하여 기기에 한 각종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반

까지 디지털 MMIS 안 계통 성능시험의 기반을 구축하여 2010년 말까지 체 안 계통

의 성능시험 자료를 MMIS 표 설계의 안 성을 확보여부를 증명한다.  성능시험은 설

계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 으로 보완  시험을 수행하고 표 설계 인허가 심사에 요구

되는 자료를 산출하여 타당성 확보에 활용한다.

(5) 결과  활용

디지털 MMIS 안 계통 검증 시험을 통해 생산되는 결과물과 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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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설비 개발보고서  검증시험 보고서

- 디지털 안 계통 랫폼 보고서(TR)

- 안 통신망 결정론  특성  응답시간 분석(TR)

- 표 설계인가 입력  설계 검증 자료 활용

- 디지털 안 계통 통합시험검증 환경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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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인간공학 확인  검증시험

가. 연구목

디지털 시스템의 용에 따라 인 오류 유발 요인이나 형태가 매우 달라졌다. 새로운 인

오류 유발 가능성을 설계에서 미리 감안하여 실제 운 시에 인 오류로 인한 사건이나 

사고를 없애는 데 있다. 이를 해 인간공학 원칙을 체계 으로 용하고 설계한 제어실, 

제어반 등 인간기계연계 설비가 더 이상 인 오류를 유발하지 않고, 혹시 인 오류가 발

생하더라도 인간기계연계설비가 내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규제기  분석과 표 설

계인가 법규에 따라 참조 노형이 없는 신규 노형은 비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 단

계와 최종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 단계 등 두 단계에 걸친 반복 인 근 방법으로 

증명해야한다. 비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은 체 공정을 고려할 때 검증시험  

구축에 필요한 규모 훈련용 모사설비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제한 인 랜트 거동 모

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험 환경을 구축하여 (1)운 원 역할 검증. (2)수행도기반 직무지원

성 검증, (3)오조작 내구성 검증, (4)부차  직무의 향 검증, (5)개별기기 고장 시 정보

가용성 검증 등 비 검증 시험으로 발견된 인간공학 결함 사항은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반 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사용한다. 

나. 연구범

(1) FSDM을 이용한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계획

(2) 주제어실 운 원 직무지원성 검증 시험계획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FSDM을 이용한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계획

일체형원자로의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 계획서를 개발하기 하여 인간공학 분야의 

주요 규제기 인 NUREG-0711을 주로 시험요건을 분석하 다. 표 설계인가에 한 

법규 분석과 원자력산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한 일체형원자로가 참조 랜트가 

없는 신규 랜트 임을 반 하여 " 비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 단계와 "최종 인간공

학 확인  검증 시험" 단계 등 두 단계에 걸친 반복 인 근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

로 단되었다. 표 설계인가 획득 시 에서 상되는 설계의 깊이와 체 설계 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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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MIS 설계가 차지하는 치(다른 분야와의 선후 계) 등을 고려할 때 검증용 시험

(test bed) 구축요건  핵심인 훈련용시뮬 이터 개발요건(ANSI/ANS 3.5-1998)의 

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랜트 거동 모사가 제한 인 시험 환경을 구축한 후 시험하

는 비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 계획을 수립하 다. 표 설계인가 획득을 한 설계 

깊이는 주요 안 설비에 한 상세설계가 완료되어 안 성 평가가 가능한 수 으로 일반

으로 정의되므로 훈련용시뮬 이터 개발요건  랜트 거동과 련된 요건을 제외한 

인간기계연계 련 요건을 충족한 시험환경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주제

어실 설계에 근거한 시험환경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하 으며, 규모 랜트 거동 

모사 코드 개발  단계로 비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 단계에서 유의한 비시험 

결과 도출에 충분한 랜트 거동 모사코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하 다. 비 검증 

시험으로 발견된 인간공학 결함 사항은 다시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반 하여 설계 개선에 

이용할 정이다.

(2) 주제어실 운 원 직무지원성 검증 시험계획

일체형원자로 표 설계인가 시 ITAAC 처리 안 되는 개량형 주제어실의 설계 개선사항

으로 "주제어실 설계에 한 인지  인간공학  평가"를 인허가 이 이 요구하고 있다. 

본 검증시험은 일체형원자로 주제어실 구성 계통들의 MMI 설계에 용할 핵심 기술을 

설계  구 하고 이에 한 인간공학  타당성을 확인하여, 앞으로 있을 인허가 련 증

빙 자료를 확보하기 함이다. 그리고 본 시험을 통해 확보되는 량의 정보 시각화 방

법, 순항 방법과 경보의 처리  표시 방법 원형은 규모동 목업(FSDM :Full Scope 

Dynamic Mockup)개발의 입력으로 활용될 정이다. 

(3) 산  일정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의 산은 먼  2009년도에 인간공학  인간기계연계 설비 

개발을 해 약 1.5억원의 산으로 수행하며 주제어실 운 원 직무 지원성을 확인한 후, 

비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은 표 설계와 병행하여 검증시험 환경  Mock-up을 

설계 구축하고, 랜트 거동에 한 소규모 모사 엔진을 개발하여 표 설계인가 획득을 

한 자료를 산출하며, 산은 약 14억원을 들여 2010년말까지 주제어실의 각종 제어반 

등 주요 인간기계연계 설비 제작  랜트 거동에 한 소규모 모사 엔진 개발과 인간

공학 시험데이타 수집  분석 설비 등 검증시험환경을 구축한다. 2010년 반부터 2012

년까지 설계 최 성 확보를 한 자료를 단계별로 산출하며, 비상운 지침서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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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직무의 성공  수행도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표 설계인가의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 

특히, 랜트 거동에 한 소규모 모사엔진은 표 설계인가 획득 후 건설될 랜트의 운

허가 까지 최종 인간공학 확인  검증 시험에 사용할 검증시험   규모 훈련용 

모사설비의 엔진 개발에 활용한다.

(4) 결과  활용

- 인간공학 설계 확인  검증계획서

- 인간공학 설계 확인  검증 요약보고서

- 주제어실 직무지원성 검증 보고서(TR)

- 표 설계인가 입력  인간공학 설계 검증 자료 확보

- MMIS 통합시험검증 환경 Mockup으로 활용

- 향후 훈련용 시뮬 이터 개발 원형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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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종합열수력검증시험

가. 서론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국가별로 고유의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  안 개념이 목된 일체형 원자로의 개발에 착수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체형원자로는 신 인 안 개념이 용되어서 

유체계통  주요 안 계통이 기존의 분리형 상용원자로와 매우 다르다. 이와 같은 새로

운 설계개념  안 개념이 채택된 일체형원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설

계의 기술  검증과 성능  안 성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 열수력 실증

실험을 통하여 원자로의 주요 설계특성  안 계통에 한 성능이 검증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일체형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으나, 그 형태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열수력 

실증실험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원자력 선진국에서 기 확보하고 있

는 일부의 핵심 설계기술과 실증실험자료에 해서도 기술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수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단됨에 따라, 재 추진 에 있는 일체형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실증실험자료들은 외국으로부터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

체형원자로의 성능  안 성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독자 인 종합 열수력 

실증실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 재 추진되고 있는 일체형원자로의 개발계획

에 발맞추어 일체형원자로의 종합 인 성능  안 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열수력 검증실

험 계획이 수립되었다. 

열수력 성능 검증실험 체계로서는, 먼  일체형원자로의 열수력  기본 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 실험을 수행하고, 그 다음 주요 계통에 한 개별효과실험(SET : Separate 

Effect Test)을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종합 인 성능  열수력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열수력 종합실증실험(IET: Integral Effect Test)을 수행하는 차를 거치게 된다. 개별효

과실험은 특정한 기기 는 장치의 설계성능을 분석하거나 검증할 목 으로 수행되며, 

이는 단일 기기 는 장치 내의 국소 상(Local Phenomena)에 한 상세한 이해에 

을 둔다. 이에 따라 계통의 특정한 부분만을 상세하게 모의하게 되며, 상세한 국소 

상을 측정하기 한 계측요건이 부과되어 계측기기들이 설치된다. 이에 반해 종합실증실

험은 참조원자로 체를 구성하는 각 계통간 는 특정 계통내의 기기/장치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계통 체의 종합 인 열수력  거동을 악할 목 으로 수행되

며, 그 결과는 계통 체의 성능분석이나 안 성 검증에 활용되거나, 종합 인 운 차 

 사고 리 략의 개발에 활용된다. 따라서 종합실증실험은 체 계통을 모의하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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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별 부분 특성은 단순화하여 모의하게 되며, 한 계통 체의 거동을 악하기 한 

측정요건이 설정된다.

이와 같이 종합실증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일체형원자로 개발을 한 계통설계의 종합 인 

설계성능 평가코드  안 해석코드의 검증이 가능하며, 한 독자 인 실험자료에 의해 

설계  안 성의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궁극 으로 고유기술에 바탕을 둔 신형원자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재 개발 에 있는 일체형원자로에 한 국내의 독자

인 실험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앞으로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모든 안 문제와 련된 열수

력실험을 자체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궁극 으로 새롭게 개발한 원자로의 안 성 

향상과 련된 핵심기술의 자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종합열수력검증시험 계획

올해 종합열수력검증시험 업무는 일체형원자로의 표 설계단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요 

계통의 성능 검증  안 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종합효과 시험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참조원자로(SMART 330, 그림 3.4.1-1)의 

축소설계를 수행 후 실증실험장치를 제작설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원자로의 종합

인 열수력 상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실험장치의 구축을 해서는 장치의 

설계개념을 설정하고, 기본설계  상세설계를 수행한 후, 제작/설치/시운  등의 과정을 

거친후 본격 인 본 시험을 수행할 정이다(표 3.4.7-1). 열수력 종합실증실험장치를 구

축하기 한 복잡한 설계기술, 고온고압 이상유동 상의 측정기술  고온고압 실증실험

장치의 운 기술 등은 수년간 선행 으로 열수력 에서 수행된 시험경험을 토 로 효과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당해 연도에 수행된 종합실험 계획에 하여 기술하 다. 향후 설계될 

표 설계의 실험  규명을 한 성능검증실험(Performance Test)에 한 요건으로부터 

성능검증실험을 한 실험장치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한 안 성검증실험

(Confirmatory Safety Test)에 한 실험요건으로부터 실험장치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성능검증과 안 성검증 실험요건으로부터 종합실증실험장치의 설계요건 등이 종합 으로 

도출되었으며 일반 인 설계기   개략 인 실험장치 축소모의 규모의 범 를 설정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까지 확보가 가능한 참조원자로의 설계자료(표 3.4.7-2)를 바

탕으로 기술하 으므로, 추후 참조원자로의 설계가 완료되는 시 에서 각 계통별 설계개

념  설계특성을 정확히 악한 후에 주요 제원  설계개념이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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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장치 설계방법론

(1) 일반  설계기

참조원자로의 설계 특성을 바탕으로 실험시 고려되어야 하는 운   사고시 참조원자로

의 열수력  거동을 모의하기 한 실험장치를 설계하기 한 원칙, 즉 설계기 을 수

립하 다. 이 설계기 에는 일반  설계요건과 축척요건이 포함된다. 성능검증  안 성

검증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각 계통이나 기기의 세부 설계기 은 다음에 이어지는 들

에서 자세히 기술된다. 

1) 1차계통은 323 ℃, 15 MPa 조건에서 정상상태로 운 될 수 있어야 한다. 

2) 실험시설은 온의 냉각재가 주입되는 실험이 200회 수행되더라도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실험장치는 설계가 변경된 부품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실험장치는 최 한 외부와 단열되어 외부로의 열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필요시에 부품이 개별 으로 가열될 수 있어야 한다.

5) 실험장치는 참조원자로에서의 주요 부품별 척도는 한 축소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6) 실험시설은 참조원자로에서의 수력 항을 길이 축소비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7) 실험장치는 참조원자로에서의 냉각재 체 분포비를 보존하여야 한다.

8) 실험장치의 모의연료 은 참조원자로에서의 핵연료 의 구조  배치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열수력  거동을 보존, 모의해야 한다. 

9) 실험시설의 증기발생기 성능은 참조원자로에서의 증기발생기 성능과 동일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실험장치의 모의연료   증기발생기 튜 에서의 Heat Flux는 참조원자로에서의 

Heat Flux와 동일하도록 설계, 운 되어야 한다. 

(2) 시험장치 축소설계 요건

참조 원자로의 종합열수력검증시험장치의 축소규모를 결정하기 해서는 우선 시험장치

에 공 될 원의 용량, 노심모의 장치의 규모, 장치의 기하학  형상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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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된다. 재 일체형원자로 종합열수력검증시험장치의 규모는 1/36에서부터 1/100의 척

도비를 고려하여 검토하 다. 시험장치의 형상은 일체형을 유지하면서 축소하는 경우와 

증기발생기  강수부(Downcomer)를 Loop형상을 가지는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

다(그림 3.4.7-1). 

시험장치에 공 될 제 원공 장치의 용량을 우선 고려하면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설

치된 APR1400원자로 모의 종합열수력검증실험장치(ATLAS)의 원 공 장치 규모 정

도인 4MW이하가 하다. 이보다 큰 용량의 경우는 력공 장치의 설치 비용이 체 

시험 장치설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규모의 원

으로는 노심출력을 참조원자로의 자연 류 출력운 범 (시험장치 척도비를 1/50으로 할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이정도의 원은 성능 련 운 의 경우 약 20%의 출력운 모드 

까지 모사할 수 있다. 

시험장치의 형상은 축소비에 으로 향을 받으며 재 고려되고 있는 두가지 형상

(일체형 는 분리형)은 증기발생기를 외부 는 내부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한 함께 고려되는 것은 계측기의 설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증기발생기를 내부

에 포함하는 일체형 시험 장치는 참조원자로내부의 유동분포를 비교  잘 모의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지만 시험장치의 압력용기 외경과 두께가 커짐으로 인해 제작비용이 상승

하고 계측기 설치에 어려운 이 있다는 단 이 있다. 한 일체형 모의 장치의 일부(증

기발생기 입/출구 노즐)의 제작은 용   가공에 의한 제작이 어려울 경우 단조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제작비용의 상승요인이 상될 수 있다. 이밖에 증기발생

기 카세트 수를 8개 신 4개로 모의할 경우 유동분포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에 한 

사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반면 분리형으로 실험 장치를 고려할 경우(증기발생기 카

세트 수는 4 는 2개 고려) 장치 제작비가 감되고 계측기(유량, 온도 계측장비)설치  

계통의 보수유지는 일체형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강수부 형상이 이  형태임으로 노심

입구의 유동분포의 왜곡을 피할 수 없음으로 시험장치 제작설계이 에 유동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유동분포를 사 에 분석하여 제작설계에 반 해야한다. 이밖에도 분리형일 경

우는 열손실  기타 부수 인 왜곡도 함께 검토되어야한다. 재까지 분석한 척도비는 

1/16에서부터 1/100까지(표 3.4.7-3) 이며 각 척도비에 따른 장단 은 에서 설명한 와 

같다. 지 까지 수행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추천되는 척도비는 1/49정도 내외이며 보다 정

교한 척도비 는 형상(분리형 는 일체형)은 확정된 참조원자로의 설계를 검토하고 각 

부 별 열수력  척도해석이 수행된 이후 결정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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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능검증 시험요건

(1) 참조원자로 운 모드

일체형원자로의 주요 운 모드(표 3.4.7-4)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기동 운

a. 노심 기동 : 원자로가 미임계인 상태에서 노심을 0.1% 출력 수  도달

b. 원자로 가열 : 0.1% 출력 수 에서 약 5% 출력 수 의 고온상태로 가열

c. 원자로 기동 : 터빈 운  가능한 수 인 10% 수 으로 올리는 운 모드

- 출력 운

a. 출력 수 이 10% 이상인 운 모드

b. 자연순환 운  모드

- 정지 운

a. 고온 기운  :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를 (later)℃ 이상으로 유지

b. 고온정지운  :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를 90℃에서 (later)℃로 유지

c. 온정지운  :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90℃ 이하로 유지

d. 재장 운  : 원자로 온정지상태에서 노심을 교체하는 운 모드

원자로 가열  기동 운  요건

SMART의 원자로 가열  기동 운  시에는 출력 운 에 비하여 온도, 압력 등과 같은 

열수력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성능 해석 코드의 검증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모의실험을 통하여 원자로 가열  기동 운 에 사용된 

방법론을 검증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원자로 가열  기동 운 을 모의하여 SMART의 

계통 거동을 악하고, 이러한 운 시 계통의 온도, 압력의 변화를 악하는 것이 주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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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운  요건

SMART의 출력운 은 10%～100% 범 에서 운 원이 원하는 출력으로의 천이  천이

된 이후의 안정 인 출력을 생성하는 운 이다. 원자로의 출력은 수 유량을 변화시킴

으로써 목표출력을 설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통의 고유 반응도와 출력제어계통에 의해 

실제 출력이 목표 출력을 추종하게 된다. 이러한 출력 증감발 운  하에서도 SMART는 

경보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고 운 될 수 있도록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성능 해석

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원자로 경보 신호는 노심 출력이 108% 이상, 원자로냉각재계

통 압력이 16 MPa 이상이거나 13.3 MPa 이하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성능 유지를 해 

증기 과열도는 허용 기  이상이어야 한다. 실험에서는 출력 증감발 운 을 모의하여 출

력 증감발 운 시 계통의 거동을 악하고, 성능을 해석하기 한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

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력 증감발 운  모의 실험은 정상 출

력 변화율 ±5%/분의 주 수 유량 변화  계단 출력 변화 ±20%의 터빈 출력 변화를 포

함한다.

정지 운  요건

SMART에 정지냉각계통을 도입함에 따라 정지 운  모드는 고온 기 운 , 고온정지 운

, 온정지 운   재장  운 으로 나뉜다. 원자로가 사고 후 는 정상 인 정지시 

피동잔열제거계통 혹은 2차계통을 이용하여 고온정지 온도까지 냉각시킨 후, 고온정지에

서 온정지 온도  재장  온도까지는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하여 냉각시킨다. 

실험에서는 정지 냉각 운 을 모의하여 정지 냉각 운 시 SMART의 계통 거동을 악

하고, 성능을 해석하기 한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

공해야 한다. 특히 피동잔열제거게통을 이용한 실험 시에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능을 

악할 수 있는 열수력 데이터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연순환 운  요건

SMART 운  모드에는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성능 시험 운 으로 자연 순환 운 이 포

함되어 있다. 자연순환 운 은 원자로냉각재펌 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운 원이 필요

하다고 단하는 경우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자연순환 성능을 시험하기 하여 수행되

는 운 이다. 이 시험 운  원자로 출력은 20%에서 25%까지 변화하며, 이때 출력 변화

율은 ±1%/ 의 수 유량의 변화에 자동으로 변화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펌 가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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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으로 작동 일 경우에는 이를 속 운 으로 환시킨 후 순차 으로 정지시킨다. 

출력 증감발 운 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연 순환 운  시에도 원자로 경보 신호의 작동 

없이 SMART가 운 될 수 있어야 하고, 증기 과열도가 규정치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성능 해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실험에서는 자연순환 운 을 모의하여 자연순환 운 시 SMART 계통의 거동을 악하

고, 성능을 해석하기 한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검증 실험 요건

피동잔열제거계통 운  시, 작동 유체의 상변화로 인한 체  변화에 의해 유동불안정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유동불안정은 유량, 압력  온도의 진동을 유발시

켜 잔열 제거 성능에 향을  뿐만 아니라,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의 건 성 약화, 제어

의 어려움, 열피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발생하는 유동불안정

에 의한 주기  하 의 크기  빈도가 수명기간 동안 계통의 건 성에 손상을 주지 않

고 잔열 제거에 문제가 없도록 일정한 허용 범  이내로 제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

동불안정 상은 냉각재 충 량, 계통의 기 압력, 1차계통과의 되먹임 (Feedback) 

상, 증기발생기 /후단의 유동 항, 밸 의 치, 밸  작동 시간 등 많은 요소가 향을 

미친다. 특히 자연순환 유로에서의 유동불안정은 계통 자체의 특성에 의존하고 재까지 

실험  해석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일반 으로 용될 수 있는 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동불안정을 억제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 설계를 최 화하기 해서는 유사한 계통에서

의 해석과 더불어 각각의 설계 는 운 변수(표 3.4.7-5, 3.4.7-6)가 유동불안에 미치는 

향에 한 실험자료가 필요하다.

(2) 성능 련 시험 요건

일체형원자로 성능검증실험을 수행하기 한 일반 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노심출력은 0 - 100 %( 는 0 - 20% 운 )의 출력에서 정상상태의 운 이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출력이 수동 혹은 자동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 의 

삽입/인출에 따른 노심출력 변화를 모의하기 해서는 별도의 제어로직이 필요하다. 

핵연료의 온도 변화  1차측 냉각수의 온도변화에 따른 노심출력 제어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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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변화에서의 성능검증실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원자로의 운 제어논리들을 

상세하게 모사할 수 있는 제어반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 논리는 원자로의 

정지 냉각에서부터 100 %( 는 20% 출력) 정상출력까지의 운 역을 포함해야 

한다. 한 이러한 제어를 해 참조원자로의 운 제어를 해 사용되는 계측계통이 

실험장치에 참고 되어야 한다. 

3) 자연순환  노심출력변화에 계되는 냉각재순환펌 는 참조원자로와 동일하게 

속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한 냉각재순환펌 는 각각 독립 으로 운 이 

가능해야 하며, 각 펌 의 속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4) 주 수  주증기의 유량 변화와 온도 변화  터빈출력의 증감과 련된 2차측 

성능검증실험을 해서 주 수 펌 의 속도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주 수  

주증기의 온도, 압력  유량과 같은 열수력 경계조건들을 독립 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수펌 의 정지를 모사하기 해 주 수펌 는 독립 인 운 이 

가능해야 한다. 실증실험장치에서 터빈은 모사되지 않으므로 터빈출력의 증감은 

주 수 유량의 증감으로 모사한다. 

5) 증기발생기 카셋트의 고립을 모사하기 해 주 수계통  주증기계통의 고립을 

모사할 수 있도록 주 수계통의 정지/고립, 주증기계통의 정지/고립을 한 밸 의 

설치 혹은 주 수펌  정지 등의 한 책  제어 논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1차측 설계요건

원자로노심  지지배럴 등의 구조는 참조원자로와 동일한 열수력  특성을 구 할 수 

있는 기하학  구조를 가져야 한다. 원자로노심은 성능검증실험을 해 다음과 같이 설

계되어야 한다.

1) 핵연료 은 기가열 으로 모사하며, 가열 은 참조원자로와 동일한 직경, 피치  

배열을 갖고, 한 참조원자로의 핵연료 과 동일한 기하학  모양을 가져야 한다. 

기가열 의 길이는 길이축소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기가열 은 

참조원자로와 동일한 축방향 출력분포가 모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반경방향의 

출력분포는 추후 상세한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원자로노심, 노심상하부의 입출구 등 1차계통의 모든 유로의 압력강하가 

참조원자로와 동일한 분포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압력강하 분포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오리피스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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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측 설계요건

성능검증실험을 한 2차측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증기발생기내의 1차측  2차측 냉각수 재고량, 체 비, 유동면 은 척도비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한 증기발생기의 열 달 상사성은 보존되어야 하며, 

증기발생기내의 1차측 압력강하는 참조원자로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수는 참조원자로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화된 몇 개의 

카세트로 모의할 수 있다. 

3) 증기발생기의 터빈계통은 직  모의하지 않는다.

마. 안 성검증 시험요건

(1) 사고유형 분석

일체형원자로 종합실증실험  안 성 검증실험은 사고시 원자로계통 보호장치가 히 

작동하여 사고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하거나 사고의 악화를 막아 원자로계통이 안 한 수

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이다. 안 성검증의 실험항목을 히 선정하

기 해서는 주어진 원자로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의 분석작업이 먼  선행되어

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통의 거동과 요한 열수력  특성이 악 되어야 한다. 이러

한 분석작업은 원형과 가장 유사한 검증실험을 한 토 가 될 것이다. 안 성검증 련 

사고의 유형(표 3.4.7-7)과 그에 따른 계통거동의 특성[3.4.7-1]을 먼  간략히 악하여 

사고의 재  가능성을 평가하기로 한다. SMART의 비 PIRT[3.4.7-2, 3.4.7-3]를 기

으로 안 성 련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2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 2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 반응도  출력 분포 이상

•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증가

•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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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 과사고

한 안 성검증 실험요건의 반 을 해서는 사고 유형 에서 계통의 열수력  거동

이 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찾는 것이 좋다. 사고시 계통의 냉각수 체 의 감

소, 계통의 가압, 는 원자로의 반응도를 증가시켜 노심출력을 증가시키는 사건은 계통

의 안 성을 가장 해하며, 체로 제한  열수력 거동을 유발시키는 것들이다. 이들 사

고의 표 인 열수력  특성을 간략히 서술하여 종합실험장치의 설계측면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가 먼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사고의 간략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수 유량 증가 사고

수 유량 증가 사고는 기기 고장이나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수 제어 밸 가 더 개방

되거나 수 펌 의 속도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다. 수 유량이 증가하면 정상 출력 운  

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면 음(-)의 냉각재 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

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증가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2차계통의 압력이 감소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요 변수가 원자로 고출력 정지 설정치 는 가압기 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 등에 도달하면 원자로는 정지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격리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고 그 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

환기를 이용한 자연 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수 유량 증가 사고 시에는 노심 출력 증가로 인해 DNBR은 감소하게 되는데, 사고 해

석을 통하여 DNBR이 허용 기  이내에서 유지됨을 보여야 한다. 실험에서는 SMART의 

수 유량 증가 사고를 모의하여 언 된 주요 열수력 상들을 악하고, 안  해석을 수

행하는 안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3.4.7-8은 수유량사고시 SMART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상 과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측정되어야하는 주요 계측변수를 나타내었다.

주증기  단사고

주증기  단사고는 원자로건물 내부 는 외부에서 주증기계통의 배 이 단되는 사

고로 정의된다. 단면의 증기 방출로 증기유량이 격히 증가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

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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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의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감소하면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

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의 반응도 증가를 야기해 출력이 격히 증가한다. 이

와 같은 상태는 가압기 압력, 주증기  압력, 노심 고출력 는 원자로건물 고압력 

등의 원자로 보호 신호를 발생시키고 원자로는 정지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노심 출력

은 잔열수 으로 감소하고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격리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그 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 류에 의하여 이루어

지면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가압기의 압력이 안 주입작동신호 설정치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자동 으로 안 주입펌 가 작동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감

소를 보상해 다. 이러한 주증기  단사고 시에는 노심 출력 증가로 인해 DNBR은 감

소하게 되는데, 사고 해석을 통하여 DNBR이 허용 기  이내에서 유지됨을 보여야 한다. 

실험에서는 SMART의 주증기  단사고를 모의하여 언 된 주요 열수력 상들을 

악하고, 안  해석을 수행하는 안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3.4.7-9는 증기  단 사고시 SMART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주

요 열수력 상과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측정되어야하는 주요 계측변수를 나타내었다.

정상 수유량상실 사고

정상 수유량상실 사고는 운 원 오작동에 의하여 한  는 그 이상의 수 펌 가 상

실되거나 수 제어 계통의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수 제어 밸 가 폐쇄됨으로써 발생

한다. 증기발생기로 공 되는 수 유량이 감소하면 정상 출력 운 인 경우에 비하여 원

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냉각재 온도계수를 가지는 냉

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감소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원자로

냉각재계통  2차계통의 주요 변수가 수 유량 설정치 는 가압기 고압력 설정치 

등에 도달하면 원자로는 정지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격리되어 피

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고 그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 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수 유량 상실 

사고시에는 2차계통을 통한 열제거 감소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

는데, 사고 해석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허용 기  이내에서 유지됨을 보

여야 한다. 

실험에서는 SMART의 수 유량 상실 사고를 모의하여 언 된 주요 열수력 상들을 

악하고, 안  해석을 수행하는 안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3.4.7-10은 정상 수유량 상실 사고시 SMART원자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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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상 과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측정되어야하는 주요 계측변수를 나

타내었다.

수  단 사고

수  단사고는 원자로건물 내부 는 외부에 치한 수계통 배 의 부분 는 완

 단에 의하여 발생된다. 단면을 통한 수의 과다 방출로 건 한 증기발생기로 유

입되는 수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  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감속재온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고 원자로 정지신호가 가압기 고압력 는 

주증기 압력에 의하여 발생한다. 사고 진행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과압되면 가

압기 안 밸 에 의해 감압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이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조

건이 만족되면 증기발생기는 증기   수  격리밸 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

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이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

연 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수  단 사고 

시에는 2차계통을 통한 열제거 감소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데, 사고 해석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허용 기  이내에서 유지됨을 보여

야 한다. 실험에서는 SMART의 수  단 사고를 모의하여 언 된 주요 열수력 상

들을 악하고, 안  해석을 수행하는 안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3.4.7-11은 수  단사고시 SMART원자로에서 발

생하는 주요 열수력 상 과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측정되어야하는 주요 계측변수를 나타

내었다.

냉각재유량완 상실 사고

냉각재유량완 상실 사고는 출력 운 모드에서 상치 않게 모든 원자로냉각재펌 로 

공 되는 원이 상실되어 고속 는 속으로 운  인 4 의 원자로냉각재펌 가 동

시에 정지됨으로써 1차측 강제순환유량이 완 히 상실되는 경우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 

 2차계통의 주요 변수가 원자로냉각재펌  속도 설정치 는 가압기 고압력 설정치 

등에 도달하면 원자로는 정지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격리되어 피

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고, 이후부터 노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자연순환에 의해 제거된다. 이러한 냉각재 유량 완 상실사고시 강제순환유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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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로 DNBR은 감소하게 되고, 냉각재의 체  증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

하게 되는데, 사고 해석을 통하여 DNBR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허용 기  이내

에서 유지됨을 보여야 한다. 실험에서는 SMART의 냉각재 유량 완 상실사고를 모의하

여 언 된 주요 열수력 상들을 악하고, 안  해석을 수행하는 안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3.4.7-12는 냉각재 유량 완

상실 사고시 SMART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상 과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측

정되어야하는 주요 계측변수를 나타내었다.

제어 집합체군 인출사고

제어 집합체군 인출사고는 제어 집합체의 구동제어장치의 고장이나 원자로 출력 제어 

 보호 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원자로가 미임계 상태나 임계 상태에서 제어  뱅크가 인

출되어 발생하는 사고이다. 제어 집합체가 인출되면 제어 집합체 인출 속도  인출시

의 노심 동특성에 따라서 양(+)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심 출력, 냉각수 온도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2차계통의 주요 변수

가 원자로 고출력 정지 설정치 는 가압기 고압력 설정치 등에 도달하면 원자로는 정지

된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증기발생기는 터빈과 격리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고, 

이후부터 노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은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자연순환에 의해 제

거된다. 이러한 제어 집합체 인출사고시 제어 집합체의 이탈로 인한 노심 출력 증가로 

인해 DNBR은 감소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고 해석을 통하

여 DNBR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허용 기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하

여야 한다. 실험에서는 SMART의 제어 집합체군 인출사고를 모의하여 언 된 주요 열

수력 상들을 악하고, 안  해석을 수행하는 안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장치에서는 참조원자로의 제어 인출 사고에 

따른 열출력 모의방법으로 기가열 을 사용함으로 출력제어에 한 한 모사 방법

은 추후 의가 필요된다. 표 3.4.7-13은 제어  집합체군 인출 사고시 SMART원자로에

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상 과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측정되어야하는 주요 계측변수를 

나타내었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는 1차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모

든 구성품  배  등의 가상 인 단으로 인하여 1차측 냉각재가 원자로건물로 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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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통의 압력과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하는 사고이다. 단부의 치/크기  안 주입

계통의 작동 상황에 따라 사고의 개 과정은 다소 달라 질수 있으나 일반 인 사고 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단부를 통한 설 유량의 발생으로 사고 기에 원자

로냉각재계통 (RCS)의 압력이 격히 감소하여 가압기 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

가 발생하고 제어 이 낙하하기 시작하여 원자로의 출력은 격히 감소한다. 원자로정지

신호 발생과 동시에 터빈 정지  소외 원상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수 펌

는 정지하고 RCP는 성서행(coastdown)하게 된다. 수펌  정지에 의한 수유량 

감소로 2차측의 열 제거 기능 상실이 발생하면 피동잔열제거작동신호 (PRHRAS)가 발생

한다. 이 신호에 의하여 주증기/ 수 격리밸 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입/출구 격리

밸 가 열려 증기발생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

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유체의 도 차이에 의해 자연 으로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감소로 

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계통의 기포율은 증가하게 되고, 단부를 

통한 지속 인 질량  에 지의 방출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압력은 

감소한다. 원자로의 압력이 안 주입계통 작동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 주입펌

가 RCP 방출부 역으로 냉각수를 주입하여 1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하게 된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방출 유량은  어들고 안 주입유량

은 증가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안 주입계통을 통한 안 주입 유량이 단 유량보다 많

아지게 되면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량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안 주입펌 을 

통한 냉각수 보충으로 냉각재 재고량이 회복되면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고 노심 잔열

은 단부를 통한 에 지 방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열 달에 의하여 충분히 제거

됨으로써 핵연료 의 온도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온도는 지속 으로 감소하여 

원자로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표 3.4.7-14에는 우선 으로 수행을 고려하는 실

험매트릭스가 정리되어 있다.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로 고려할 수 있는 4가지의 

표 인 단 치에 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안 주입 배 과 정지냉각계통 흡입  

단은 각각 RCP 후단  단 상부의 노즐부에서 일어나고 PSV의 부주의한 개방은 가

압기 상단에 연결된 PSV 하나가 완 히 열려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원자로

용기 측면부를 통하는 계측기 노즐의 단도 고려한다. 단부의 직경은 실험장치의 

(면 축소비)1/2를 용한다. 안 주입 배  단시 안 주입 설정치를 5.0 MPa로 내렸

을 때 노심 노출 여부를 보기 해 추가로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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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단부를 통한 원자로냉각재 상실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혼합체 수 는 감소하다가 안 주입계통에 의한 냉각수 보충으로 수 는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사고 해석을 통하여 사고  기간 동안 노심은 노출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

다. 표 3.4.7-15는 소형냉각재 상실 사고시 SMART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상 과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측정되어야하는 주요 계측변수를 나타내었다. 

완 수상실 사고

완 수상실 (Total Loss of Feedwater; TLOFW) 사고는 모든 수계통의 기계 인 결

함 는 수계통에 공 되는 모든 원의 상실에 의하여 증기발생기로 공 되는 수의 

공 이 완 히 단되고 원자로정지 후에도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연결되지 않는 설계기

과사고이다. 증기발생기로 공 되는 수의 공 이 단되면 증기발생기 2차측 냉각

재 재고량이 차 감소함에 따라 1,2차측 간의 열 달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 으로는 2

차측이 고갈되어 열제거원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계통이 속히 가열, 가압된

다. 이 사고는 가압기 고압력이나 수 유량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  터빈이 정지한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면 가압기 안 밸  (PSV)가 개방되어 냉각

재가 방출된다.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PSV는 개폐를 반복하게 되고 

노심의 수 는 지속 으로 감소하다 궁극 으로는 노심이 노출되어 노심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운 원이 한 시 에 안 감압계통 (SDS) 밸 를 개방하면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은 안 주입펌  작동 압력 이하로 강하되어 노심으로 냉각재를 주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출  주입 (Feed and Bleed) 운 을 통하여 노심 노출을 막으면

서 붕괴열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완 수상실 사고 시에는 운 원이 인 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감압시켜 

안 주입을 하는 Feed and Bleed 운 을 하게 되면 노심 노출을 막을 수 있는데, 사고 해

석 (최  해석)을 통하여 노심의 수 가 노심 상부보다 충분히 높게 (노심 상부 + 2ft) 유

지됨을 보여야 한다. 실험에서는 SMART의 완 수상실 사고를 모의하여 언 된 주요 

열수력 상들을 악하고, 안  해석을 수행하는 안  해석 코드의 검증 자료로서 이용

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3.4.7-16은 완 수 상실 사고시 SMART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상 과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측정되어야하는 주요 계

측변수를 나타내었다. 

표 3.4.7-17  3.4.7-18에서는 종합열수력검증시험장치에서 수행할 성능  안 성 련 

실험의 종류와 각 계통별 측정변수들을 종합 으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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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별 주요 열수력 상

지 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들은 안 성 검증실험을 한 요건

상 더 심각하거나 특수한 열수력  상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다만, 각각의 사고를 모의

하기 한 별도의 장치는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지 까지 논의되었던 안 성검증 실험과 련된 각 구성 Component의 요도와 주요 열

수력 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2차계통

-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 Natural Circulation

- Thermal Mixing

(2) 증기발생기

- Secondary Side Heat Transfer

- Primary Side Heat Transfer

- Symmetric/Asymmetric Heat Transfer

(3) 가압기

- Pressurization/Depressurization

- Outsurge/Insurge Flow

(4) 노심

- Cladding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 Decay Power

- Asymmetric Core Power Feedback

- DNB

- Core Vo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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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owncomer

- Asymmetric Flow

- Asymmetric Thermal-Hydraulic Mixing

(6) Core Inlet

- Thermal Mixing

- Asymmetric Mixing

(7) Upper Annular Cavity

- ECCS Injection & Mixing 

- Local Phase Separation

(8) Pump

- Coastdown

- Flow Reversal

(9) Feedwater/Steam

- Mass/Temperature, Isolation

(2) 안 성 검증실험 메트릭스

주요 사고의 열수력  특성과 계통의 거동에서 일체형원자로 모의 종합실험시설에서 고

려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표 3.4.7-17과 같다.

(3) 계통의 일반  설계 조건

안 성 련 사고 에서, 제어  인출과 방출 사고를 제외한 사고들로부터 계통이 도달할 

수 있는 설계 온도와 압력 범 는 다음과 같다. 

1) 1차측 조건:

- 압력 : 1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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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 323 ℃ 

2) 2차측 조건:

- 압력 : 13 ~ 14 MPa(SGTR)

- 온도 : 323 ℃(SGTR)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한 범 의 설계마진이 반 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2

차측의 압력은 증기발생기내에서는 1차측 고압 경계면 내에 모두 치하므로 1차측과 설

계압력이 같으나 원자로압력용기 밖에서의 2차측 압력은 튜 손 사고를 고려해야 한

다. 출력증강 사고의 경우는 노심과 출력 방지장치의 채택과 설정치에 따라 열출력 범

가 제한된다. 

(4) 안 성 련 실험요건

운   제어특성 요건

① 노심출력은 한 노심잔열의 모의가 가능하도록 출력 조 이 가능해야 한다. 축

방향  반경방향(추후논의)의 노심의 출력형상의 상사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 제어  련 사고의 반 여부는 반응도 궤환효과(Reactivity Feedback 

Effects) 문제로 인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② 수펌 와 냉각재순환펌 는 각각 독립 으로 각각 정지운   회 속도 등이 

자유롭게 조  가능하여야 한다. 펌 의 운 과 정지등 제어특성은 참조원자로의 제

어조건 신호와 설정치를 반 할 수 있게 연계 운 이 가능해야 한다. 

③ 수라인의 유량변화  차단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라인은 조 밸 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의 온도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기라인은 차폐밸 가 설치되어 차단/조  가능해야 한다.

⑤ 증기  단, 수  단, 가압기 상부라인 단, 보충수  단, 증기발생기 단 

등을 모의하기 한 단모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증기라인, 수라

인, 튜  등은 양단순시 단(Double Ended Guillotine Break)등을 모의 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각각의 사고시나리오에 맞도록 출력이 조 가능하고, 펌 , 비상냉각장치 등의 작동

이 참조원자로와 같은 제어특성으로 연계작동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단, 온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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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련된 트립 설정치는 참조원자로와 같으며, 기타 설정치는 한 상사성과 

특성이 보존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계통 구성요건

① 1차계통의 설계는 출력운 , 증기발생기의 입구 압력과 온도인 15 MPa, 323 ℃를 기

으로 하며, 증기발생기의 2차계통의 과열증기 압력과 온도가 5.2 MPa 과 200 ℃

를 기 으로 하고, 여기에 설계여유도를 고려한다. 

② 각 부 는 축소비에 따라 설계하며, 각 열유동 특성의 상사성이 보존되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③ 1차계통과 2차계통 그리고 2차계통 비상냉각계통의 자연순환특성은 열 달 특성  

용량등 그 상사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④ 압력용기 외벽에서의 열손실은 원형과 상사성이 보존되거나, 변형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증기발생기는 강수부에서 축방향 흐름의 열유동 칭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카세트의 외벽 등으로 인한 비축 칭 /축 칭  유동  열 달 특성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증기라인의 차단밸  배열 등의 그룹화 특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1차측에서의 압력강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⑥ 증기발생기의 튜 내경은 보존하며, 가능하면 2차측의 열 달 특성을 보존하도록 튜

를 배열한다. 축 칭  냉각특성 보존을 해 증기라인의 차단밸  배열등 카세트

의 그룹화 특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원자로압력용기 외부의 증기발생기의 2차측 압력경계부 는 튜 손 사고를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보충수 계통은 체 축소비에 맞도록 용량을 설계한다. 단, 주입 치는 원형과의 상

사성을 유지한다. 작동을 한 각 설정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2차계통 피동잔열계통의 열제거 용량은 체 축소비에 따라 설계되어야한다. 단, 자

연순환 특성, 열 달 특성은 상사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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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요건

단사고에서 고려되는 단면 은 배출되는 질량의 축소비에 따라 결정된다. 각 계통의 

열수력요건  온도, 압력, 국부유동속도, 국부압력손실 등이 보존되므로 가장 단순한 

단유량은 단면 에 비례하게 된다. 즉 단면을 통한 질량유량(Break Flow)은 임계유

속(Critical Mass Flux)과 단면 의 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직경이 무 작아 

단부 의 국부  압력강하나 기타 열수력  물성치 특정을 한 센서 설치 공간이 부족

할 경우가 상된다. 따라서 계측성을 고려한 단모의 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상세한 

방안은 추후 좀 더 논의해야 한다.

기타 기술  안(문제 )

안 성검증 실험의 수행을 해 선결되어야 할 기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Decay Power 모의방안

- Reactivity Feedback 효과 모의방안

이밖에 제어 Logic  Event 별 주요 상 해석서를 입수하여 필요한 연계 제어요건등에 

반 작업이 필요하며, 사고별 측정변수의 선정에 한 사  의견교환 작업이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상세한 제어로직, 계통설명서, 운 차서, 사고해석, 비분석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향후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 시험장치 일반  설계요건

일체형원자로의 성능검증 실험요건과 안 성검증 실험요건을 비교/종합하여 제어  인출

과 방출 사고를 제외한 성능검증 실험  안 성검증 실험들로부터 계통이 도달할 수 있

는 온도와 압력의 최고값과 이러한 과도기를 모의하기 해 상되는 최  열출력 범

는 다음과 같다. 

1) 1차측 조건 :

- 압력 : 17 MPa at TLOFW Accident

- 온도 : 350 ℃ at TLOFW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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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측 조건 :

- 압력 : 13 - 14 MPa at SGTR Accident

- 온도 : 300 ℃ at SGTR Accident

의 압력  온도의 최 값은 성능실험보다는 과도기가 심한 안 성검증 실험에서 발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한 범 의 실험장치 설계 여유도가 반 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2차측의 압력은 증기발생기내에서는 1차측 고압 경계면내에 모두 치

하므로 1차측과 설계압력이 같으나, 원자로압력용기 밖에서의 2차측 압력은 튜 손사

고를 고려해야 한다. 출력증강 사고의 경우는 노심과출력방지장치의 채택과 설정치에 따

라 열출력 범 가 제한된다. 

설계요건

성능검증 실험요건과 안 성검증 실험요건의 비교/종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실험장치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 모든 계통은 한 척도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  설계기 을 만족해야 한

다. 단 척도왜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척도왜곡의 정도가 평가되어 계통과 기기의 성

능에 미치는 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 1차계통의 설계는 출력운 , 증기발생기의 입구 압력과 온도인 15 MPa, 323 ℃를 기

으로 하며, 2차계통의 경우는 증기발생기의 과열증기 압력과 온도가 5.2 MPa과 200 

℃를 기 으로 하여 여기에 한 설계여유도  사고조건을 고려하여 계통을 설계

한다. 모든 구조물은 약 50 ℃/hr로 가열 혹은 냉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여기에 한 여유도를 부여한다. 

- 노심출력은 정상상태의 운 이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출력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제

어될 수 있어야 한다. 한 노심잔열의 모의가 가능해야 한다. 축방향  반경방향(추

후논의)의 노심출력형상의 상사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도 러효과, 감속재

온도계수  제어 의 삽입/인출에 따른 국소 인 핵연료 의 출력모의는 실 으로 

어려우므로 본 실험장치에서는 모의하지 않는다. 

- 성능검증  안 성검증 실험을 해서는 일체형원자로의 운 제어논리, 보호  제어

계통들을 상세하게 모의할 수 있는 제어반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해 참조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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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 제어논리, 보호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계측계통이 참조원자로와 동일한 개념

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노심에 사용되는 가열 은 참조원자로의 핵연료 과 같은 기하학  형상을 지녀야 한

다. 한 증기발생기내의 의 내경은 보존하며, 가능하면 열 달 특성을 보존하도록 

튜 를 배열한다. 

- 냉각재순환펌 는 참조원자로에서 사용되는 냉각재순환펌 와 동일한 열수력 기능이 

있어야 하며, 속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냉각재순환펌   수펌 는 독립 으로 

운 이 가능해야 하며, 펌 들의 운 과 정지 등 제어특성은 참조원자로의 제어조건 

신호와 설정치를 반 할 수 있게 연계 운 이 가능해야 한다. 

- 증기발생기는 강수 부에서 축방향 흐름의 열유동 칭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카세트의 차폐 등으로 인한 비축 칭/축 칭 유동  열 달 특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 주 수  주증기라인의 차단밸  배열 등의 그룹화 특성이 보존되어야 하며, 온도, 압

력  유량과 같은 열수력학  경계조건들을 독립 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실험장치의 모든 설계가 끝난 후 압력강하  열손실 등이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성

능검증  안 성검증 실험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 한, 한 해석코드를 사용하

여 참조원자로와 설계된 실증실험장치에 한 표 인 성능검증 실험과 안 성검증 

실험을 선택하여 실증실험장치가 히 설계되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 증기  단, 수  단, 증기발생기 단 등을 모의하기 한 단모의장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증기라인, 수라인, 튜  등은 양 단순시 단(Double Ended 

Guillotine Break)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단면의 단면 비는 실험장치의 면

축소비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단면에서의 온도, 압력, 국부유동속도, 국부압력손실, 

유동양식 등의 열수력학  조건이 참조원자로와 동일하여야 한다. 

사. 결론  향후 업무

본 보고서에서는 참조 원자로의 종합열수력검증시험계획 하여 기술하 다. 참조원자로

의 설계성능 검증실험(Performance Test)  원자로에서 발생가능한 가상사고별 안 성

검증실험(Confirmatory Safety Test)에 한 실험요건으로부터 실험장치 설계요건  기

을 도출하 다. 도출된 실험장치 설계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참조원자로의 종합 실험장

치 축소규모 범 를 제시하 다. 실험장치 설계개념안은 재까지 확보가 가능한 참조원

자로의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참조원자로의 설계가 완료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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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계통별 설계개념  설계특성을 정확히 악한 후에 주요 제원  설계개념이 

확정될 정이다.

향후에 수행되어야 할 업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도출될 실험장치의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실험장치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계통설계요건  계측/제어요건을 

만족하는 개념  기본설계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계

통의 설계특성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각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형상과 제원이 

결정된다. 이때 각 계통  부품별로 요시되는 열수력 상들을 실험장치에서 재 할 

수 있도록 국소 상 척도해석(Local Phenomena Scaling Analysis)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기본설계 방안은 상세설계과정을 통하여 각 부품  계통의 제작, 설치 가능성 

 운 방법, 계측기기의 설치 가능성 등을 추가 으로 고려한 최종 인 설계안이 도출

된다. 한 상세설계과정에서는 압력강하, 열손실  열축  등과 련된 자세한 척도왜

곡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장치의 설계 타당성 검토  척도왜곡 상의 악을 

해 해석코드를 사용한 참조원자로와 실증실험장치에 한 Scoping 해석이 필수 이다. 

개발된 계측기술들은 실제로 실험장치에 장착되기 에 동일 실험조건하에서 성능검증시

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계측기기의 교정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상세설계방안에 따라 

제작/설치된 후에는 실험장치의 기본성능 확인시험을 수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종합시

운  과정을 통하여 실험장치가 참조원자로 열수력 특성을 잘 재 할 수 있는가를 검

하며, 축소모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척도왜곡 상(Scaling Distortion)을 정량 으로 

분석,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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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1  종합열수력검증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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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계변수 값

 노심 출력 330 MWt

 핵연료

 - 심재

 - 피복재

 - 갭

 핵연료 농축도

 핵연료집합체 유효 높이

 핵연료집합체 격자 구조

 핵연료집합체 수

 제어 구동장치 수

17x17 원통형 UO2 세라믹 핵연료

UO2

지르코늄 합

있음

5 %

3.0 m

17 x 17 정사각형 구조

57개

25개

 RCS 설계압력

 RCS 설계온도

 RCS 운 압력

 RCS 최소 설계유량

 증기발생기 1차측 입/출구 온도

 원자로냉각재펌  수

 증기발생기 카세트 수

 RCS 냉각재 재고량

17 MPa

360℃

15 MPa

2090 kg/s

323℃/295.7℃

4

8개

(later) m
3

 주증기 압력

 수/주증기 온도

 수 총 유량

5.2 MPa

200℃/296℃

160.8 kg/s

 가압기 제외 계통 체

 가압기 물/증기
*
 체

(later) m3

(later) m
3

 안 주입계통

 - 구성

 - 안 주입수원

4계열 (능동 안 주입펌 )

IRWST

 피동잔열제거계통 4계열

 정지냉각계통 2계열

 화학  체 제어계통 1계열

표 3.4.7-2  SMART 원자로계통의 주요 설계변수

* 가압기내의 증기 체적은 가압기 전열기보호 물체적을 제외한 가압기 체적 중 70% 정

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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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3  시험장치 축소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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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드
명  칭

반응도 조건

(   )
%정격열출력

원자로냉각재

증기발생기입구온도

1 출력운 ≥ 0.99 > 10 해당없음

2 기동 ≥ 0.99 ≤ 10 해당없음

3 고온 기 < 0.99 해당없음 ≥ (later)℃

4 고온정지 < 0.99 해당없음 90℃ < < (later)℃

5 온정지 < 0.99 해당없음 ≤ 90℃

6
핵연료재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 붕괴열은 제외한다.

(2) 모든 원자로용기와 원자로덮개는 스터드볼트로 완 하게 조여져 있다.

(3) 하나 이상의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스터드볼트가 완 하게 조여져 있지 않다.

표 3.4.7-4  SMART 운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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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변수 운 범

 PRHRS 기 냉각재 충 량  추후 결정

 PRHRS 기 계통압력  추후 결정

 PRHRS 증기측 격리밸  정상운   열린 상태/닫힌 상태 

 PRHRS 격리밸  와 주 수 

 주증기 격리밸 의 작동 시  
 추후 결정 

 비상냉각탱크 냉각수 온도  추후 결정 

표 3.4.7-5  운  변수 조정을 통한 실험

추가 는 교체 기기(계측기기 제외) 실험 목

응축열교환기출구와 주 수쪽 

격리밸  사이에 유동 항을 조 할 

수 있는 기기 ( : 개도의 변화에 

따라 K값의 변화가 큰 밸 ) 설치 

단상의 액상유동 역에서의 유동 

항의 증감에 따른 특성 악 

보상탱크 격리밸 로 개도조 이 

가능한 밸 를 사용

보상탱크 연결 의 유동 항에 따른 

특성 악

 응축열교환기 헤더 크기 변경 

PRHRS 유로의 응축수 양에 따른 

성의 정도가 유동불안정에 미치는 

향 평가

응축열교환기 열  길이  갯수 

변경 ( 를 들면, 열 달 면 을 

보존하면서 길이를 이고 갯수를 

늘림)

운   계통의 열 달 특성  

compressibility 정도가 유동불안정에 

미치는 향 평가

표 3.4.7-6  새로운 기기 설치 는 교체(변경)를 통한 실험

(실험범 는 추후 결정)



- 594 -

사건 범주 설계기 사고

1. 2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1 수 온도 감소 

2 수 유량 증가

3 증기 유량 증가

4 격납건물 내외부의 증기배  단

5 잔열제거 계통 오작동

2. 2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1 외부부하 상실 

2 터빈정지 

3 복수기 진공상실

4 증기  격리밸  폐쇄

5 랜트 보조계통용 비 비상 교류 원 상실

6 정상 수 유량 상실

7 격납건물 내외부의 수배  단

8 기기 냉각계통 냉각유량 상실

9 기기냉각계통 배  단

3.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1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상실

2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  상실

3 단일 원자로냉각재펌  로터 고착

4 단일 원자로냉각재펌  축 단

4. 반응도  출력분포 이상

1 미임계/ 출력 상태에서 제어  집합체군 인출

2 출력운  제어  집합체군 인출

3 단일 제어  인출

4 단일 제어  집합체 낙하

5 제어  집합체 이탈

6 비작동 원자로냉각재펌 의 기동

7 부 한 치로 부주의한 핵연료 재장

5.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증가
1 충 펌  오작동

2 안 주입펌  오작동

6.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감소 

1 가압기 안 밸 의 부주의한 개방

2 소형냉각재상실사고

3 증기발생기 세  단

4 증기발생기내 수 혹은 증기배  단

표 3.4.7-7  SMART 안 련 설계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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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SMART에서의 상 실험시 필요 계측 변수

- PSC = DNBR 노심 열유속

- 피복재 열 달
노심 열유속, 피복재 온도와 냉각재 
온도

- 증기발생기 열 달
증기발생기 SG 2차계통의 입/출구 
온도  유량, 증기발생기 일/2차측 
튜   유체 온도, 차압 

- 반응도 궤환 노심 출력 증가 노심 출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감소 가압기 압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수  감소 가압기 냉각재 수

-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감소 노심 입구 유량 는 펌  유량

표 3.4.7-8  수 유량 증가 사고시 주요 상  계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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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SMART에서의 상 실험시 필요 계측 변수

- PSC = DNBR 노심 열유속

-
단부 임계유량 (단상  

이상 유체)
방출 유체의 유량/온도/압력/ 도

- 피복재 열 달 노심 열유속, 피복재 온도와 냉각재 
온도

- 증기발생기 열 달 비 칭성
증기발생기 SG 2차계통의 입/출구 
온도  유량, 증기발생기 일/2차측 
튜   유체 온도, 차압 

- 반응도 궤환 노심 출력 증가 노심 출력

- 원자로 정지후 재임계 도달 노심 출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감소 가압기 압력

- 가압기 냉각재 수  감소 가압기 냉각재 수

-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감소 노심 입구 유량 는 펌  유량

- 노심 입구 비균일 온도 분포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 노심 입구 
온도

표 3.4.7-9  증기 단사고 시 주요 상  계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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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SMART에서의 상 실험시 필요 계측 변수

- PSC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가압기 압력

- 피복재 열 달
노심 열유속, 피복재 온도와 냉각재 
온도

- 증기발생기 열 달 비 칭성
증기발생기 2차계통의 입/출구 온도 
 유량, 증기발생기 일/2차측 튜  
 유체 온도, 차압 

- 노심 출력 감소 (반응도 궤환) 노심 출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증가 가압기 압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수  증가 가압기 냉각재 수

-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감소 노심 입구 유량 는 펌  유량

- 노심 입구 비균일 온도 분포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 노심 입구 
온도

표 3.4.7-10  정상 수유량상실 사고시 주요 상  계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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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SMART에서의 상 실험시 필요 계측 변수

- PSC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가압기 압력

-
단부 임계유량 (단상  이상 

유체)
방출 유체의 유량/온도/압력/ 도

- 피복재 열 달 노심 열유속, 피복재 온도와 냉각재 
온도

- 증기발생기 열 달 비 칭성
증기발생기 2차계통의 입/출구 
온도  유량, 증기발생기 일/2차측 
튜   유체 온도, 차압 

- 노심 출력 감소 (반응도 궤환) 노심 출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증가 가압기 압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수  증가 가압기 냉각재 수

-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감소 노심 입구 유량 는 펌  유량

- 노심 입구 비균일 온도 분포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 노심 
입구 온도

표 3.4.7-11  수 단사고 시 주요 상  계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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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SMART에서의 상 실험시 필요 계측 변수

PSC = DNBR/최  가압기 압력 노심 열유속/가압기 압력

-  노심 출력 감소 노심 출력

- 피복재 열 달
노심 열유속, 피복재 온도와 냉각재 
온도

- 펌  유동 Coastdown 펌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증가 가압기 압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수  증가 가압기 냉각재 수

- 원자로용기 자연순환 노심 유량 

- 증기발생기 열 달
증기발생기 일차/2차계통의 입/출구 
온도  유량, 증기발생기 일/2차측 
튜   유체 온도, 차압

- PRHR 자연순환
PRHR 계통 유량, 온도, 튜 에서의 
열 달, 압력, 열교환기의 기포율 는 
차압

표 3.4.7-12  냉각재유량완 상실 사고시 주요 상  계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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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SMART에서의 상 실험시 필요 계측 변수

PSC = DNBR/최  가압기 압력 노심 열유속/가압기 압력

- 피복재 열 달
노심 열유속, 피복재 온도와 냉각재 
온도

- 노심 출력 증가 노심 출력

- 노심 가열 노심 온도, 노심 차압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증가 가압기 압력

-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감소 노심 입구 유량

표 3.4.7-13  제어 집합체군 인출 사고시 주요 상  계측 변수

Test 

Case 

No.

실험 항목 단 치
단부 

내경

원자로정지신호 

설정치+

안 주입작동신호 

설정치+

1
안 주입배   

양단 단 1
RCP 후단 상부의 노즐부 - 11.09 MPa 9.02 MPa 

2

정지냉각계통 

흡입  양단 

단

RCP 단 상부의 노즐부 - 11.09 MPa 9.02 MPa 

3
PSV의 

부주의한 개방

가압기 상단에 연결된 

PSV
- 11.09 MPa 9.02 MPa

4

원자로용기 

측면부 통 

계측기노즐 

단

통 계측기의 노즐부 - 11.09 MPa 9.02 MPa 

5
안 주입배   

양단 단 2
RCP 후단 상부의 노즐부 - 11.09 MPa 5.0 MPa 

표 3.4.7-14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모의 실험 Test Matrix

 +  가압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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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SMART에서의 상 실험시 필요 계측 변수

PSC = 노심 냉각재 수 노심 기포율, 노심 차압

-
단부 임계유량 (단상  이상 

유체)
방출 유체의 유량/온도/압력/ 도

- 원자로냉각재계통 감압 가압기 압력

- Flashing/Voiding  상 분리 계통 압력, 계통 기포율

-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감소 가압기 수 , 계통 기포율

- 노심 출력 감소 노심 출력

- RCP Coastdown RCP 회 수, 노심 입구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 자연순환 

(단상  이상 유동) 
노심 입구 유량, RCP 단 기포율

- 피복재 열 달 노심 열유속, 피복재 온도와 냉각재 온도

- 증기발생기 열 달

증기발생기 일차/2차계통의 입/출구 온도  

유량, 증기발생기 일/2차측 튜   유체 

온도, 차압

- 피동잔열제거계통 열 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출구 압력, 온도, 유량 

 차압, 열교환기 열교환량

- 안 주입 안 주입 온도, 압력 vs. 유량

- 안 주입수 우회 안 주입 유량, 노심 입구 유량

- 안 주입수에 의한 증기 응축 Downcomer 온도, 기포율

-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증가 가압기 수 , 계통 기포율

-
노심-Downcomer Manometric 

수  진동
노심 입구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내 질량/에 지 

분포 
계통 압력/온도, 계통 기포율

표 3.4.7-15  소형냉각재상실 사고시 주요 상  계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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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SMART에서의 상 실험시 필요 계측 변수

PSC = 노심 냉각재 수 노심 기포율, 노심 차압

- 증기발생기 수  감소 증기발생기 2차측 수 , 기포율

- 증기발생기 열 달 감소
증기발생기 2차계통의 입/출구 온도  유량, 

증기발생기 일/2차측 튜   유체 온도, 차압 

-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온도 

증가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 노심 입구 온도

-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수  

증가
가압기 냉각재 수 , 림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압 가압기 압력

- 노심 출력 감소 노심 출력

- RCP Coastdown RCP 회 수, 노심 입구 유량

-
원자로냉각재계통 자연순환 

(단상  이상 유동) 
노심 입구 유량, RCP 단 기포율

- 피복재 열 달 노심 열유속, 피복재 온도와 냉각재 온도

-
PSV 임계유량 (단상 기체  

이상 유체)
방출 유체의 유량/온도/압력/ 도

-
SDS 밸  임계유량 (단상 기체 

 이상 유체)
방출 유체의 유량/온도/압력/ 도

- 안 주입 안 주입 온도, 압력 vs. 유량

- 안 주입수에 의한 증기 응축 Downcomer 온도, 기포율

-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증가 가압기 수 , 계통 기포율

-
원자로냉각재계통내 

질량/에 지 분포 
계통 압력/온도, 계통 기포율

표 3.4.7-16  완 수상실 사고시 주요 상  계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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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종류 실험 기  경계조건

1
원자로 가열운

노심 임계상태(0.1% 출력)에서 5% 출력으로 운

원자로냉각재계통: SG 입구 온도: (later) oC

가압기 압력: (later) MPa

유량: 정격 유량의 (later) % ( 속운 )

2차계통: 증기 온도: (later) oC

증기 압력: (later) MPa

수 유량: 정격 유량의 5 %

2  원자로 기동운

노심 출력 5%에서 10% 출력으로 운

원자로냉각재계통: SG 입구 온도: (later) oC

가압기 압력: (later) MPa 유지

유량: 정격 유량의 (later)% 유량 ( 속 운 )

2차계통: 증기 온도: (later) oC

증기 압력: (later) MPa

수 유량: 정격 유량의 (later) % 

3 출력 운

기 조건은 25% 는 100% 노심 출력에서의 정상 상태

10% 출력↔ 100% 출력 역에서의 출력 변화; 

원자로냉각재계통: SG 입구 온도: (later) oC

가압기 압력: (later) MPa 유지

유량: 정격 유량의 10 - 100 % (RCP 고속  

속 운  고려)

2차계통: 온도: (later) oC

압력: (later) MPa 유지

유량: 정격 유량의 10 - 100%

5  정지 운

기 조건은 100% 노심 출력에서의 정상 상태

원자로냉각재계통: SG 입구 온도: (later) oC

가압기 압력: (later) MPa 유지

유량: 정격 유량의 5 - 100 % 

2차계통: 온도: (later) oC

압력: (later) MPa 유지

유량: 정격 유량의 5 - 100 %

6 자연순환 시험 운

노심 출력: 20 - 25% 출력 

주냉각재 펌 : OFF (자연순환 운 )

잔열제거계통: OFF

원자로냉각재계통: SG 입구 온도: (later) oC

가압기 압력: (later) MPa 유지

유량: 정격 유량의 (later) % 

2차계통: 온도: (later) oC

압력: (later) MPa 유지

유량: 정격 유량의 20 - 25%

7

피동잔열제거계통 

성능검증

련 민감도 실험

추후 결정

표 3.4.7-17  SMART 모의 종합열수력검증 실험 장치 Test Matri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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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종류 실험 기  경계조건

8 수유량증가 사고

․ 수 유량 증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압력 감소

․노심 출력 증가

․정상 상태에서 붕괴열 수 으로 출력 감소

․ 수 /증기  격리밸  Close

․PRHRS 작동

9 주증기  단사고

․주증기  단

․증기 유량 증가

․증기발생기 압력 감소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압력 감소

․노심 출력 증가

․정상 상태에서 붕괴열 수 으로 출력 감소

․ 수 /증기  격리밸  Close

․PRHRS 작동

10 수유량상실 사고

․ 수유량 상실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압력 증가

․노심 출력 감소

․정상 상태에서 붕괴열 수 으로 출력 감소

․ 수 /증기  격리밸  Close

․PRHRS 작동

11 수  단사고

․ 수  단

․ 수 유량 감소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압력 증가

․노심 출력 감소

․정상 상태에서 붕괴열 수 으로 출력 감소

․ 수 /증기  격리밸  Close

․PRHRS 작동

12
냉각재유량완 상실

사고

․원자로냉각재펌  정지

․냉각재유량 상실

․원자로냉각재펌  Coastdown

․정상 상태에서 붕괴열 수 으로 출력 감소

․ 수 /증기  격리밸  Close

․PRHRS 작동

13
제어 집합체군 인출

사고

․정상 상태에서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까지 출력 증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압력 증가

․이후 붕괴열 수 으로 출력 감소

․ 수 /증기  격리밸  Close

․PRHRS 작동

표 3.4.7-17  SMART 모의 종합열수력검증 실험 장치 Test Matrix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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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종류 실험 기  경계조건

14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배  단

․ 단부로 냉각재 방출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감소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감소

․정상 상태에서 붕괴열 수 으로 노심 출력 감소

․RCP Coastdown

․ 수 /증기  격리밸  Close

․PRHRS 작동

․안 주입펌  작동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회복

15 완 수상실 사고

․ 수유량 완 상실

․증기발생기 수  감소

․증기발생기 열 달 감소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온도/수  증가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압

․정상 상태에서 붕괴열 수 으로 노심 출력 감소

․RCP Coastdown 

․PSV 개방

․SDS 밸  개방

․밸  개구부를 통한 냉각재 방출

․안 주입펌  작동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회복

표 3.4.7-17  SMART 모의 종합열수력검증 실험 장치 Test Matrix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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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측정변수 치

원자로냉각재계통

노심 출력 히터

유체 온도

노심 입구/출구

RCP 입구

증기발생기 1차측 입구/출구

가압기

압력

노심 입구/출구

RCP 입구

가압기

증기발생기 입/출구 

유량
노심 입구

가압기 림  

차압*

노심

RCP

증기발생기의 입구와 출구

Downcomer 

가압기

수

노심

가압기

노심지지원통 내부

노심지지원통 외부

기포율

노심

가압기

노심지지원통 내부

노심지지원통 외부

냉각재량 분포

노심지지원통 내부

노심지지원통 외부

가압기

RCP 회 수 RCP 꼭지

노심 냉각재 

온도 분포
축방향/반경 방향

노심피복재 온도 노심 축방향/반경 방향

표 3.4.7-18  계측이 필요한 계통  필요 계측 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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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측정변수 치

2차계통

유체 온도

수공 탱크

수  증기 배

증기발생기 수측 입구

증기발생기 증기측 출구

압력

수  증기 배

증기발생기 수측 입구

증기발생기 증기측 출구

유량 수 배 /증기배

차압
* 수  증기 배

증기발생기 2차측

피동잔열제거계통

유체 온도

입구 증기 배

상부/하부 헤더

출구 응축수 배

열교환기 쉘측 입구/출구

ECT (축방향, 반경방향) 

압력

입구 증기 배

상부/하부 헤더

출구 응축수 배

보상탱크

유량 열교환기 출구

차압
*

입구 증기 배

열교환기

입구 응축수 배

수
보상탱크

ECT

열교환기 표면 온도 열교환기 표면 (축방향, 반경방향)

열교환량 열교환기

과열도 상부/하부 헤더

표 3.4.7-18  계측이 필요한 계통  필요 계측 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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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측정변수 치

기타

단 유량 (질량  에 지 방출량)

안 주입 유량

안 주입수 온도

주요 부품에 한 trace heating power**

주요 부품에 한 벽면 온도 (양쪽)

외부 손실 열 달 량

표 3.4.7-18  계측이 필요한 계통  필요 계측 변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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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체형(축소비 1/36이하)            (b) 분리형(축소비1/49 이상)

그림 3.4.7-1  실험장치 축소설계 형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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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핵연료집합체 임계열속(CHF) 측정 시험

정상상태에서 SMART 노심 연료에 한 집합체 CHF 시험 자료를 획득하기 한 CHF 

시험 요건서를 작성하 다. 본 요건서는 330 MWth  SMART 노심에 RFA (Robust 

Fuel Assembly) 형태의 집합체를 용하는 경우에 하여, 25-  시험집합체에 한 정

상상태 water-loop CHF 시험과 련된 기본 인 요구 조건을 기술한 것이다. 시험 집합

체 사양은 추후 SMART 노심에 용될 핵연료 집합체가 결정된 후 수정될 수 있으며, 

본 문서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은 추후 시험 담당자와 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 다.

PWR 조건에 한 집합체 CHF 시험을 하여 상당한 용량의 기 출력이 필요한데, 이

러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장치는 참고문헌 [3.4.8-1]에 조사된 바와 같다. 25-  

시험 집합체는 직  가열 방식을 사용하는 24∼25 개의 가열 으로 구성된다. 시험집합

체의 기하 형태는 CHF가 처음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고온 부수로 형태가 4 개의 가

열 으로 구성되는 Type-1 집합체와, 3 개의 가열   1 개의 비가열 으로 구성되는 

Type-2 집합체로 구분된다 (그림 3.4.8-1). 가열 은 시험 압력 조건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CHF 조건에 도달한 후 한 운  조작을 통하여 열출력을 감소시키

면 가열체의 건 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5-  시험 집합체의 축방향 출력 

분포는 균일 혹은 비균일 분포를 사용하며, 비균일 분포의 경우 첨두 출력의 치에 따

라 서로 다른 3 가지 분포를 용한다. 비가열 은 Type-2 시험집합체의 심부에 치

하며, 축방향 출력 분포와 비가열  수의 조합에 따라 6 종류의 시험 집합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표 3.4.8-1은 6 종류의 시험 집합체 기하형태 특성 자료를 요약한 것이

다. 그림 3.4.8-1은 시험 집합체 단면 형태를 나타낸 것인데, 가열  직경  간격은 

RFA 연료 집합체와 동일하며, 과 시험집합체 벽면간의 거리는 기존 웨스 하우스 연

료 CHF 시험집합체 형태를 참조하여 0.1 인치 (2.54 mm)로 선정하 다. CHF 발생 여부

를 감지하는 열 는 축방향 출력 분포가 균일한 경우에는 가열 의 상단 끝부분에 부

착하며, 축방향 비균일 분포의 경우에는 첨두 출력이 발생하는 치의 하류에서 지지격

자 치를 고려하여 히 설치한다. 이에 한 세부 인 내용은 추후 시험 담당자와 

의한다. 시험집합체의 가열 길이는 2 m 이며, 지지격자 치  종류는 추후 핵연료 

집합체 설계 결과를 반 하여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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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F 시험 수행시 측정되어야 할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다.

- Test bundle power,

- CHF location (rod and channel number),

- Bundle inlet mass flow rate,

- Bundle inlet & outlet temperatures,

- System pressure,

- Heater rod surface temperatures for CHF detection,

- Bundle pressure drop (adiabatic and diabatic),

- Subchannel-wise coolant outlet temperatures.

CHF 시험 집합체 기하 형태는 1) 지지격자 간격의 향, 2) 축방향 출력 분포의 향, 

3) 비가열면의 향 등을 찰하기 하여 선정되었다. 운  조건 에서는 SMART 

정상 운   과도 조건을 고려하여 시험 조건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CHF 시험 

범 는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다.

압력 2∼17 MPa

질량 유속 200∼3000 kg/m2-sec

입구 과냉도 0∼850 kJ/kg

압력 범 는 기동 운  조건 부터 과압 보호 설정치에 해당하는 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정하며, 유량 조건은 정상 운  조건으로부터 유량상실 사고 시 최소 DNBR 발생 조

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험 범 를 설정한다. 그러나 시험 가능한 유량의 하한 조건

은 시험 장치의 성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범 는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입

구 과냉도는 일단 17 MPa, 200 ℃ 조건까지 포함하 으며, 추후 SMART 운  조건이 

결정되면 필요시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범  내에서 시험 matrix는 표 3.4.8-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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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시험 조건은 5 가지 압력과 6 가지 유량, 그리고 3∼5 가

지 입구 과냉도 조건으로 선정하 으며, 이로부터 약 660 개의 CHF 시험 자료를 생산한

다. 체 인 시험 matrix는 추후 인허가 획득 에서 자료의 충분성을 검토한 후 조

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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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8-1]  황 , SMART 노심 열수력 시험 항목 도출, PPS-CA-CA120-07 Rev.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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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TS-1 TS-2 TS-3 TS-4 TS-5 TS-6

Type of Bundle

Total number of rods

Number of heated rods

Rod pitch (mm)

Rod diameter (mm)

Unheated rod diameter (mm)

Heated length (mm)

Rod to wall gap (mm)

Corner radius (mm)

Bundle geometry data

Length of one-side (mm)

Flow area (mm2)

Wetted perimeter (mm)

Heated perimeter (mm)

Hydraulic diameter (mm)

Heated eq. diameter(mm)

Axial power distribution

Radial power distribution

Number of grids

Mixing grids

IFM grids

1

25

25

12.6

9.5

NA

2000

2.54

0

65

2453

1006.1

746.1

9.8

13.2

Uniform

그림 3.4.8-1

4

2

1

25

25

12.6

9.5

NA

2000

2.54

0

65

2453

1006.1

746.1

9.8

13.2

Center

-peak

그림 3.4.8-1

4

2

2

25

24

12.6

9.5

12.24

2000

2.54

0

65

2406

1014.7

716.3

9.5

13.4

Uniform

그림 3.4.8-1

4

2

2

25

24

12.6

9.5

12.24

2000

2.54

0

65

2406

1014.7

716.3

9.5

13.4

Center

-peak

그림 3.4.8-1

4

2

2

25

24

12.6

9.5

12.24

2000

2.54

0

65

2406

1014.7

716.3

9.5

13.4

Top

-peak

그림 3.4.8-1

4

2

2

25

24

12.6

9.5

12.24

2000

2.54

0

65

2406

1014.7

716.3

9.5

13.4

Bottom

-peak

그림 3.4.8-1

4

2

표 3.4.8-1  CHF 시험 집합체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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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MPa)

Inlet

Quality

Mass flux (kg/m
2
/s)

Data 
points

200 500 1000 1500 2000 3000

2

-0.05 ● ● ● ● ● ● 6

-0.10 ● ● ● ● ● ● 6

-0.15 ● ● ● ● ● ● 6

-0.20 ● ● ● ● ● ● 6

-0.25 ● ● ● ● ● ● 6

7

-0.05 ● ● ● ● ● ● 6

-0.10 ● ● ● ● ● ● 6

-0.15 ● ● ● ● ● ● 6

-0.20 ● ● ● ● ● ● 6

-0.30 ● ● ● ● ● ● 6

11

-0.10 ● ● ● ● ● ● 6

-0.15 ● ● ● ● ● ● 6

-0.20 ● ● ● ● ● ● 6

-0.30 ● ● ● ● ● ● 6

-0.40 ● ● ● ● ● ● 6

15

-0.10 ● ● ● ● ● ● 6

-0.20 ● ● ● ● ● ● 6

-0.30 ● ● ● ● ● ● 6

-0.40 ● ● ● ● ● ● 6

-0.50 ● ● ● ● ● ● 6

17

-0.10 ● ● ● ● ● ● 6

-0.20 ● ● ● ● ● ● 6

-0.30 ● ● ● ● ● ● 6

-0.40 ● ● ● ● ● ● 6

-0.50 ● ● ● ● ● ● 6
Data 
points 25 25 25 25 25 25 150

표 3.4.8-2  CHF 시험 matrix (TS-1 & TS-3, Refere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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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MPa)

Inlet

Quality

Mass flux (kg/m
2
/s)

Data points
200 500 1000 1500 2000 3000

2

-0.05 ● ● ● ● ● ● 6

-0.15 ● ● ● ● ● ● 6

-0.25 ● ● ● ● ● ● 6

7

-0.05 ● ● ● ● ● ● 6

-0.15 ● ● ● ● ● ● 6

-0.30 ● ● ● ● ● ● 6

11

-0.10 ● ● ● ● ● ● 6

-0.20 ● ● ● ● ● ● 6

-0.40 ● ● ● ● ● ● 6

15

-0.10 ● ● ● ● ● ● 6

-0.30 ● ● ● ● ● ● 6

-0.50 ● ● ● ● ● ● 6

17

-0.10 ● ● ● ● ● ● 6

-0.30 ● ● ● ● ● ● 6

-0.50 ● ● ● ● ● ● 6
Data 
points 15 15 15 15 15 15 90

표 3.4.8-3  CHF 시험 matrix (TS-2,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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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1 (Typical)

Type-2 (Thimble)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1.125 1.125 1.125 0.938

0.938 1.125 0 1.125 0.938

0.938 1.125 1.125 1.125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3 0.933 0.933 0.933 0.933

0.933 1.120 1.120 1.120 0.933

0.933 1.120 1.120 1.120 0.933

0.933 1.120 1.120 1.120 0.933

0.933 0.933 0.933 0.933 0.933

65.0 mm

1
2
.6

9
.5

2.54

1
2
.2

4

그림 3.4.8-1  시험 집합체 단면 형태  별 

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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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증기발생기 열  열 달 특성시험 (사고조건)

가. 연구목

사고 조건에서 증기발생기 열  열 달 특성 실험을 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 장

치에 한 요건을 작성하는 것이다.

나. 연구범

(1) 기존 시험결과 분석

(2) 수행해야 될 시험장치의 요건 기술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증기발생기 열 달 특성을 악하기 하여 다양한 정상 상태 조건하에서 증기발생기 원

형  축소 모형을 이용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들이 수행되었고, 수행된 열 달 실험

을 이용하여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SMART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열수력 특성이 변하는 과도 조건하에서 수행된 실험은 없

는 상태이며,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에서 사용된 상 식들 한 

SMART에서 발생 가능한 열수력학  조건들에 하여 충분히 검증되지는 못하 다. 이

러한 이유로 증기발생기 열  열 달 특성(사고조건)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

고, 이러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조건하에서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기발생기 열  열 달 특성(사고조건) 실험을 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 장치에 

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은 본 실험 요건서의 실험 매트릭스에서 제공되는 열수력 조

건들에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주요 열수력 변수들은 증기발생기 1차측/2차측 압력, 

온도  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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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에서는 증기발생기 1차측  2차측에서의 냉각재 온도, 열

 내/외벽의 온도  열  내부에서의 기공률 등과 같은 국부 열수력 변수들을 측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에 사용될 실험 장치의 열  재질은 inconel 690이어야 하

며, 열 의 내경/외경은 SMART 설계 자료에 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조건하

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열  평균 길이  유효 열 지역 높이를 사용하는 

신에 축 된 열  평균 길이  유효 열 지역 높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에서는 SMART 증기발생기 카세트 열  열 에서 3개의 

다른 열(나선 직경이 제일 큰 열, 제일 작은 열  간 직경을 가지는 열)을 사용하

여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상이 되는 SMART 열  열 번호와 동일한 나선 직

경, 나선 각  열  회 수를 가져야 한다. 

• 증기발생기 1차측/2차측의 압력, 온도  유량 등을 측정하기 한 계측기는 실험 이

에 보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열수력 데이터를 측정하는 계측기들에 해서는 오차 

한도 련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험 기간 동안 주요 열수력 데이터는 

측정될 수 있도록 다 의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열  열 달 특성(사고조건) 실험을 한 실험 매트릭스를 설정하

기 하여 TASS/SMR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 달 상 식의 용 범 와 SMART 

운  조건을 비교/검토하 다. 

TASS/SMR 코드에서는 증기발생기 1차측에서 단상 열 달을 계산하기 하여 

Zukauskas 상 식을 기본 상 식으로 사용하는데, Zukauskas 상 식의 용 범 는 

Prandtl 수가 0.7에서 500 까지이고, Reynolds 수는 10에서 2,000,000까지이다[3.4.9-1]. 

SMART 정상 운  시 증기발생기 1차측 유량은 2090 kg/sec, 압력은 15.0 MPa, 그리고 

노심 입/출구 온도는 295.7/323℃이다. 정상 상태 조건하에서 증기발생기 1차측 카세트 

입구에서 Reynolds 수는 약 150,000 정도이고(최소 유로 면 을 사용), 자연 순환 조건에

서는 유량이 정상 상태 유량의 10% 정도로 감소하고 물성치가 정상 상태와 동일한 조건

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Reynolds 수는 약 15,000 정도이다. 그리고 물의 Prandtl 수는 

압력 0.1~20 MPa, 온도 20~ 300 ℃ 조건에서 0.8에서 7 사이에서 유지된다. 따라서 

SMART에서 발생 가능한 조건들은 Zukauskas 상 식의 용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Zukauskas 상 식은 무한 길이의 단일 실린더  다발 실린더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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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유동(cross flow)이 형성되는 경우의 열 달 계수 상 식이기 때문에, 나선형 열

 다발을 가지고 수직류가 형성될 수 있는 SMART 조건하에서 Zukauskas 상 식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단상 열 달 계수를 계산하기 하여 TASS/SMR 코드에서는 

Mori-Nakayama 상 식을 기본 으로 사용하는데, Mori-Nakayama 상 식의 용 범

에 해서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고 단지 층류  난류 역에 용 가능한 것으로 제

안되고 있다[3.4.9-2]. SMART의 정상 운  조건 시 증기발생기 카세트 열 달 튜  입

구에서 Reynolds 수는 약 42,000 정도이다. 그리고 자연 순환 조건에서는 유량이 정상 

상태 유량의 10% 정도로 감소하고 물성치가 정상 상태와 동일한 조건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Reynolds 수는 약 4,200 정도이다. Mori-Nakayama 상 식은 단상 기체 열

달을 계산하기 해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SMART의 정상 운  조건 시 증기발생기 카

세트 열 달 튜  출구에서 Reynolds 수는 약 300,000 정도이다. Mori-Nakayama는 

2000에서 40000까지의 Reynolds 수를 가지는 공기를 작업 유체에 사용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단상 액체 열 달 상 식을 비교하 는데, 단상 액체 열 달 상 식 평가에 사

용된 실험 역이 SMART에서 발생 가능한 Reynolds 역을 포함하고 있어 SMART로

의 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상 기체 열 달 상 식과 련해서는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Rosers-Mayhew 상 식, Seban-McLaughlin 

상 식 등과 단순 비교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참고문헌 [3.4.9-3]에 의하면 

Mori-Nakayama의 단상 기체 상 식이 실험 결과에 비하여 20% 정도 크게 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선형 열 을 가지는 증기발생기에서 단상 증기 열 달 실험

을 통해 Mori-Nakayama 상 식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등 열 달 계수 계산을 하여 TASS/SMR 코드에서는 1차측과 2차측 모두 Chen 상

식을 기본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차측에서 Chen 상 식 사용시에는 나선형 열

의 내경  나선 직경의 향이 고려된 수정된 Chen 상 식을 이용한다. Chen 상 식의 

용 범 는 표 3.4.9-1에 나타내었다[3.4.9-4]. 표 3.4.9-1에는  다른 비등 열 달 상

식의 하나인 Guo 상 식[3.4.9-5]  SMART 정상 상태/자연 순환 상태에서의 운  조

건 한 같이 나타내었다. 기본 으로 Chen 상 식은 열 달 튜  내에서 열 달 계수 

계산을 한 상 식이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1차측에서 열 달 계수 계산을 하여 용

하는 것으로 하지 않지만, 재 한 상 식이 없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1차측에서 

열 달 계수 계산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Chen 열 달 상 식의 용 범 를 

증기발생기 2차측 조건과 비교하여 필요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 역을 악하 다.



- 621 -

SMART에서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2차측 입구에서 압력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

나, 증기발생기 노즐 출구에서의 압력은 5.2 MPa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2차측 입구에

서의 압력이 5.2 MPa보다 클 것으로 상되는데, 재 Chen 상 식의 압력 상한 용 

범 는 3.5 MPa이다. 따라서 3.5 MPa 이상 수 에서의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의 질량 유속을 계산하기 하여 증기발생기 

2차측 입구 냉각재 온도/압력은 200℃/7 MPa(가정)로 설정하 다. 수 유량은 160.8 

kg/s이고, 250개 열 달 튜 로 구성된 12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SMART에 설치되

어 있다. 따라서 개별 열 달 튜 로 공 되는 유량은 0.0536 kg/s이다. 열 달 튜  내

경은 12 mm이기 때문에 질량 유속은 473.9 kg/m2s이다. 그리고 PRHRS가 작동되는 시

에서 PRHRS 트 인 당 설계 유량은 2.0 kg/s로, 이 유량이 3개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로 배분되어 유입된다. 따라서 1개 열 달 튜 에서의 질량 유량은 0.002667 kg/s이다. 

이는 정상 상태 유량의 5% 정도 수 이다. PRHRS가 작동되는 시 에서 증기발생기 2

차측 입구 냉각재 온도/압력 련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PRHRS가 작동되는 

시 에서 질량 유속 계산을 계산하기 하여 200℃/7 MPa의 냉각재 온도/압력을 가정하

다. 따라서 PRHRS가 작동되는 시 에서 질량 유속은 정상 상태 유속의 5% 정도 수

인, 24 kg/m2s가 된다. SMART에서 발생 가능한 질량 유속의 상한은 Chen 상 식의 

용 범 에 포함되나, 하한 Chen 상 식의 용 범 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낮은 질량 

유속 조건하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SMART 정상 운  시 

증기발생기 튜 를 통한 열유속은 정격 열출력 330 MWt, 250개의 열 달 튜 로 구성된 

증기발생기 카세트, 열 달 튜 의 내경 12 mm, 그리고 평균 유효 열 달 길이 24 m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약 122 kW/m2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 이후 PRHRS가 작동되는 시

에서 노심 열출력을 정격 출력의 3%로 계산하면, 열유속은 3.64 kW/m2이다. SMART

에서 발생 가능한 열유속의 상한은 Chen 상 식의 용 범 에 포함되지만, 하한은 

Chen 상 식의 용 범 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낮은 열유속을 이용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TASS/SMR 코드에서는 나선형 튜 에서 핵비등 열 달 역으로부터 단상 기체 

열 달 역으로 천이되는 기 으로 임계 건도(critical quality)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련해서는 몇 가지 상 식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상 식 개발에 사용된 실험에서 고려

된 작업 유체는 물이 아닌 냉매가 주로 이용되었고 계통 압력은 고압 는 압 조건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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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SMR 코드에서 사용되는 상 식들의 용 범 를 검토한 결과 다음 항목들이 

TASS/SMR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열 달 상 식의 검증을 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나타났다. 

• Zukauskas 상 식 검증을 한 쉘 측 단상 열 달 실험

• 높은 Reynolds 수 조건하 Mori-Nakayama 상 식 검증을 한 튜  측 단상 열 달 

실험

• 3.5 MPa 이상 고압력 조건, 낮은 열유속 조건  낮은 질량 유속 조건에서의 비등 

열 달 실험

• 핵비등 열 달 역으로부터 단상 기체 열 달 역으로 환되는 기 (critical 

quality)을 악하기 한 실험

 

그리고 SMART에서 냉각재상실사고(LOCA: Loss Of Coolant Accident)가 발생하는 경

우 1차측 유량 감소와 함께 1차측 압력이 감소하며, 과도가 진행됨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상태는 압/ 유속 조건이 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1차측 증기발생기 근방의 

유체 조건은 이상 유동 는 단상 증기 상태가 되며, 이러한 경우 증기발생기 1차측  

2차측 조건에 따라서 이상 열 달 는 응축 열 달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하에서 한 열 달 상 식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TASS/SMR 코드에서

는 이상 열 달 계수를 계산하기 해서는 Chen 상 식을, 그리고 응축 열 달 계수를 

계산하기 해서는 Shah 상 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 식들이 개발되기 

하여 고려된 실험들의 기하학 인 구조가 상당히 다르고, SMART에서 발생 가능한 

열수력 변수들의 조건은 상 식의 용 범 를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을 통해 이상 열 달  응축 열 달을 한 새로운 상 식을 개발하거나, 

언 된 상 식들이 보수 인 계산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MART

는 출력 운  역이 10%~100%이고, 노심 출력은 수 유량에 의해 제어된다. 그러나 

재 수행된 실험에서는 정상 상태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진 실험이기 때문에 연속 인 출

력 운  도 에 증기발생기 열 달 성능을 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1차측 

 2차측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이 변하는 조건하에서 실험이 수행되어, 과도 기간  열

수력 변수들의 거동을 TASS/SMR 코드가 잘 측하는지 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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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한 바와 같이 TASS/SMR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 달 상 식의 용 범 와 

SMART 운  조건을 비교/검토한 결과, 증기발생기 열  열 달 특성(사고조건) 실험

을 한 실험 매트릭스를 표 3.4.9-2와 같이 설정하 다. 추후 실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수행될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을 이용하여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 열 달 모델

을 검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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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상 식 Guo 상 식 정상 상태
자연순환 

상태

압력, MPa 0.1~3.5 0.5~3.0 >5.2 >5.2 → 압

질량 유속, kg/m2s 54~4070 0 ~ 2400 474 24

열유속, kW/m2 44~2400 0 ~ 540 122 3.64

건도, - 0.01~0.71
-0.05 ~ 1 

(출구 건도)
- -

입구 냉각재 온도, ℃ - 30~80 200 -

표 3.4.9-1  비등 열 달 상 식의 용 범 와 SMART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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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1차측

열 달 실험
1차측 압력 질량 유속 1차측 냉각재 온도 비고

단상

열 달 실험

0.1 MPa ~ 15 MPa

(상한 추후 변경가능)

자연 순환 조건에서 

정상 운  조건

20℃ ~ 310℃ (온도는 

과냉 상태이며, 상/하한 

온도는 추후 변경가능)

3가지 다른 나선 직경을 이용하는데, 

SMART 증기발생기 카세트에서 

사용되는 나선들  최  나선 직경, 

간 나선 직경, 최소 나선 직경에 

하여 단일 튜   다발 튜  

실험을 고려

이상  응축

열 달 실험

0.1 MPa ~ 7 MPa

(상한 추후 변경가능)

자연 순환 조건에서 

상한 조건 (상한 유속 

조건은 추후 결정)

포화 는 과열상태

SG 2차측

열 달 실험
2차측 압력 질량 유속 2차측 냉각재 온도 비고

단상 액체

열 달 실험

0.1 MPa ~ 7 MPa

(상한 추후 변경가능)
24 ~ 500 kg/m

2
sec 과냉상태 3가지 다른 나선 직경을 이용하는데, 

SMART에서 사용되는 코일들  

최  나선 직경, 간 나선 직경, 

최소 나선 직경에 하여 개별 튜  

실험을 고려

단상 기체

열 달 실험
상동 상동

포화상태(자세한 사항

은 추후 결정)

비등 열 달 

실험
상동 상동 과냉상태  포화상태

과도조건하 

증기발생기 

열 달실험

계통 압력 변화 질량 유속 변화 냉각재 온도 변화 비고

추후 결정 추후 결정 추후 결정

표 3.4.9-2  증기발생기 열 달 실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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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응축열교환기 열 달 성능시험 요건

가. 연구목

SMART에서 상되는 과도 상태 하에서 응축열교환기 열 달 실험을 한 응축열교환

기 열 달 실험 장치에 한 요건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 연구범

(1) 기존 시험결과 분석

(2) 수행해야 될 시험장치의 요건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TASS/SMR 코드의 응축열교환기 모델을 평가하기 하여 온/ 압 조건하에서 응축열

교환기 열 달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실험이 수행된 온/ 압 조건은 SMART에서 

사고 발생 시 응축열교환기에서의 열수력 조건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며, 이러한 데이터

를 이용한 TASS/SMR 코드의 응축열교환기 모델 검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

라서 SMART에서 상되는 과도 상태 하에서 응축열교환기 열 달 실험을 수행하여 성

능  안  해석에 사용되는 TASS/SMR 코드의 평가  검증을 한 실험 데이터를 제

공하고, 이러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TASS/SMR 코드의 응축열교환기 열 달 모델

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응축열교환기 열 달 특성(사고조건) 실험을 한 응축열교환기 열 달 실험 장치에 

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응축열교환기 열 달 실험은 본 실험 요건서의 실험 매트릭스에서 제공되는 열수력 

조건들에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주요 열수력 변수들은 응축열교환기 튜   쉘 

측의 압력, 온도  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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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축열교환기 열 달 실험에서는 열교환기 튜   쉘에서의 냉각재 온도, 열  내

/외벽의 온도  열  내부에서의 기공률 등과 같은 국부 열수력 변수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응축열교환기 열 달 실험에 사용될 실험 장치의 열  재질은 inconel 600이어야 

하며, 열 의 내경/외경은 SMART 설계 자료에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튜 의 

유효 열 지역 높이 한 설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응축열교환기 튜   쉘 측에서의 냉각재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측정하기 한 

계측기는 실험 이 에 보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열수력 데이터를 측정하는 계측기들

에 해서는 오차 한도 련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험 기간 동안 주요 

열수력 데이터는 반드시 측정될 수 있도록 다 의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응축열교환기 열 달 특성(사고조건) 실험을 한 실험 매트릭스를 설정하기 하여 

TASS/SMR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 달 상 식의 용 범 와 SMART 운  조건

을 비교/검토하 다. 

TASS/SMR 코드에서는 피동잔열제거계통(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PRHRS) 응축열교환기 튜 에서 응축 열 달 계수를 계산하기 하여 Nusselt 상 식과 

Shah 상 식을 사용하고, 단상 열 달 계수를 계산하기 해서는 Dittus-Boelter 상 식

과 Churchill-Chu 상 식을 이용한다. 이에 반하여 쉘 측에서는 단상 열 달과 비등 열

달 계수를 계산하기 하여 Dittus-Boelter 상 식/Churchill-Chu 상 식과 Chen 상

식을 이용한다. 

응축 열 달 상 식으로 사용되는 Nusselt 모델은 층류 막응축 열 달 상 식이고, Shah 

상 식은 난류 막응축 열 달 상 식이다. TASS/SMR 코드에서는 두 상 식에 의해 계

산되는 열 달 계수  큰 값을 사용한다. Nusselt 모델은 수직 평 에 하여 이론 으

로 유도된 식인데 반하여, Shah 상 식은 물, R-11, R-12, R-113, 메탄올에 하여 7 

mm에서 40mm 직경의 수평 , 수직   환상 에서 응축 열 달 실험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개발되었다. Shah 상 식의 용 범 는 표 3.4.10-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SMART PRHRS의 설계 조건 한 표 3.4.10-1에 나타내었는데, PRHRS 유동 채   

유동 방향, PRHRS 열 달 튜  내경, 입구 냉각재 포화 온도 등과 같은 변수들은 Shah 

상 식의 용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HRS 열 달 튜 에서 열유속은 정

격 열출력의 3%, 300개의 열 달 튜 로 구성되는 4개 트 인, 13.512mm 내경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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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가지는 열 달 튜 를 고려하면 129.6 kW/m
2
이다. 이는 Shah 상 식의 용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RHRS 열 달 튜 에서의 질량 유속은 트 인 

당 2.0 kg/s의 설계 유량, 300개의 열 달 튜 로 구성되는 열교환기, 13.512mm 내경을 

가지는 열 달 튜 를 고려하면 167,371 kg/m
2
h이다. 계산된 질량 유속 한 Shah 상

식의 용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 정상 운  시 증기발생기 2차측 출구 압력은 5.2 MPa로 유지되지만, 사고 발생

에 따라 PRHRS가 작동되면 2차측  PRHRS 계통이 가압된다. 이로 인해 PRHRS 작

동 기에는 PRHRS 열교환기 입구 압력이 5.2 MPa 이상으로 증가하며, 최  압력은 

PRHRS 안  밸  개방 설정치보다 다소 높다. 따라서 SMART에서 발생 가능한 압력 

역은 Shah 상 식의 압력 역 내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Shah 상 식 개발 시 사용된 

실험 데이터들  고압 역에서 수행된 실험은 Ananiev에 의해 수행된 응축 실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된 응축 실험 한 수평 에 해 수행되었다(표 3.4.10-2). 

따라서 고압 조건하에서 응축 실험을 수행하여 응축 실험 데이터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

며, 응축 열 달 실험시 다양한 열수력 조건하에서 실험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TASS/SMR 코드에 사용된 응축 열 달 상 식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PRHRS 열교환기 튜   쉘 측에서 단상 열 달 계수를 계산하기 하여 TASS/SMR 

코드에서는 Dittus-Boelter 상 식과 Churchill-Chu 상 식을 사용하는데, 언 된 상 식

들은 범 한 무차원 변수 역들의 하여 검증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응축 열 달 

실험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단상 열 달 실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Dittus-Boelter 상

식과 Churchill-Chu 상 식이 SMART PRHRS 운  조건에서 합한지 여부를 평가

할 수 있다. 

쉘 측의 비등 열 달 계수를 계산하기 해서는 Chen 상 식을 사용하는데, Chen 상

식의 용 범 를 3.4.9 의 표 3.4.9-1에 나타내었다. PRHRS 열교환기가 치하는 비

상냉각탱크는 과도 기간 동안 기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통 압력은 Chen 상 식의 

용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상냉각탱크 내 냉각수는 풀 형태로 유지

되며, PRHRS가 작동되는 경우 국부 으로 자연 순환 유량이 형성될 수 있다. Chen 상

식의 질량 유속 하한은 54 kg/m
2
s로서 다소 크지만, 재 비상냉각탱크 내 냉각수의 

자연 순환 유량에 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PRHRS 작동 시 

PRHRS 열교환 튜 를 통한 열속은 약 129.6 kW/m
2
으로서 Chen 상 식의 용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hen 상 식은 SMART PRHRS의 비상냉각탱크에서 

비등이 발생하는 경우 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응축 열 달 실험을 통해서 획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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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비등 열 달 실험 데이터들을 이용한다면 Chen 상 식의 성 여부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RHRS 열교환기 튜 에서 응축 열 달 실험시 TASS/SMR 코드에서 사용되는 

응축 열 달 상 식의 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열수력 변수들의 

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튜  측 압력: 0.1 MPa ~ 7.0 MPa(상한 압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튜  측 질량 유속: 하한 조건에서 60 kg/m2sec(자연 순환 조건에서 1개 튜 에 한 

질량 유속은 46.49 kg/m2sec임)

튜  측 냉각재 온도: 냉각재 상태는 포화 상태 는 과열 상태임

쉘 측 냉각재 온도: 30℃ ~ 100℃(상한 값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그리고 PRHRS가 장기간에 걸쳐 작동되는 경우 ECT 냉각재는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ECT 상부 냉각재 온도와 하부 냉각재 온도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

해 ECT 냉각재는 열 으로 성층화될 수 있다. 그러나 기 수행된 온/ 압 조건하 응축 

열 달 실험에서는 이러한 상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 된 열  성층화 상이 

고려될 수 있는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PRHRS가 장기간에 걸쳐 작동되

는 경우 PRHRS 열교환기 튜 내로 유입되는 유체 상태는 과열 증기 상태에서 2상 유동 

상태가 변할 수 있으나, 기 수행된 온/ 압 조건하 응축 열 달 실험에서는 열교환기 

튜  측 입구 냉각재 조건으로 과열 증기 상태 조건만을 고려하 다. 따라서 열교환기 

튜  입구 조건이 과열 증기로부터 2 상 상태까지 변하는 과도 상태를 고려한 실험 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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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Recommended range SMART 조건

유동 채

유동 방향

열 달 튜  내경, mm

입구 냉각재 포화 온도, ℃

건도, %

열유속, kW/m
2

질량 유속, kg/m2h

압력, 10
6
 N/m

2

유동 형태

Pipes, annuli

All directions

7-40

21-310

0-100

All values

(0.158 ~ 1,893)

39,000-5,758,400

0.07-9.8

All

직 형 이

하향

13.512 mm

> 296 ℃

0-100

129.6

167,371

> 5.2 → 압

All

표 3.4.10-1  Shah 상 식 용 범

방향
파이프 내경, 

mm

압력, 

MPa

열속, 

kW/m2

입구 냉각재 

포화 온도, ℃

질량 유속, 

kg/m2h

Goodykoontz V 7.4
0.04 173 77 318,000

0.242 1,893 127 1,640,000

Goodykoontz V 15.9
0.11 63 101 78,000

0.375 568 143 268,000

Jakob V 40.0 0.101
47

100
88,000

233 171,000

Ananiev H 8.0
0.684 0.2 164 1,382,000

9.7 6 310 5,760,000

Carpenter V 11.6
0.11 16 100 59,000

0.11 199 104 503,000

표 3.4.10-2  Shah 상 식 개발시 사용된 실험 데이터(작업 유체로 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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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천기술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 에 활용방안 연구

3.5.1  SAEP 코드를 이용한 가압경수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방사성폐기물계통의 설계와 발 소 기기의 집 선량의 결정 등에 사용되는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원자로 냉각재내의 최  방사능(설계기  방사선원항)은 이용되는 조건에 따라 이를 계산

하는데 필요한 가정이 달라지며,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일체형원자로인 

SMART[3.5.1-1]에 기존에 개발된 냉각재 방사능 평가 코드를 용하기에는 기본 가정  조

건( 를 들면, 노심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모두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있으며, 노심과 가까운 

치에 존재하는 Titanium 재질의 Helical Type의 S/G, 3년 정도에 해당하는 핵연료 장주기 

특성, 소규모의 열출력) 등이 달라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발 용 PWR  

SMART에도 모두 범용으로 용 가능한 정상운  시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

을 평가할 수 있는 산코드인 SAEP[3.5.1-2] (Specific Activity Evaluation Program)를 개발

한 바 있다. 

개발된 SAEP 코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동 인 모든 원자력 발 소의 원자로 냉각재 비방

사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최종안 성분석보고서(FSAR)[3.5.1-3～3.5.1-11]에 수록된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상용원자로에 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SAEP 코드를 검

증하는데 목 이 있다. 

재 우리나라에 가동 인 가압경수형원자로(PWR)는 모두 16기가 있으며, 크게는 

Westinghouse에서 설계한 원자로(고리 1, 2, 3, 4 호기,  1, 2호기), Framatom에서 설계한 

원자로4)(울진 1, 2호기)  ABB-CE  KAERI에서 설계한 한국표 형원자로(  3, 4, 5, 6

호기, 울진 3, 4, 5, 6호기) 형태로 나눠진다. 

각각의 FSAR에 수록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은 설계된 원자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첫 번째로, Westinghouse에서 설계한 원자로의 냉각

재 비방사능 평가는 냉각재내의 부모핵종(Parent Nuclides)  딸핵종(Daughter Nuclides)에 

한 미분방정식을 풀어 계산한다. 하지만 FSAR내용 에는 이러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어떻

게 구하는지 어떤 코드를 사용하는지에 한 설명이 없어서 더 이상의 평가 차에 한 기술

이 곤란하며 이를 활용하여 다른 형태의 원자로에 한 활용이 곤란하다. 두 번째로, 

Framatom에서 개발된 원자로의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는 랑스 PWR의 가동 경험에서 나온 

값을 기본으로 한 PROFIP 코드로 계산되며, 다른 형태의 원자로와는 달라서 SAEP를 이용한 

4) 랑스 Framatom사에서 설계는 수행하 으나 원자로 형태는 Weshinghouse에서 설계한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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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를 한 입력 자료가 충분하게 기술되어 있지를 않

아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시켰다. 세 번째로, 한국표 형원자로의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

재 비방사능 평가는 ABB-CE에서 개발한 1차 냉각재  2차 냉각재의 방사능 농도를 계산하

기 한 DAMSAM 코드[3.5.1-12]를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8개의 역에 하여 한 지배

방정식을 구성하고, 유한차분 법으로 8개의 1차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시간에 따른 방사능 농

도를 계산한다. 

- Fuel Pellet Region

- Primary Coolant Region

- Steam Generator Region(Unit 1&2)

- Steam Dump Region(Unit 1&2)

- Condenser Hot well Region

- Ejection Region

붕괴사슬(Decay Chain) 처리를 쉽게 하기 하여, 핵종별 라이 러리가 붕괴사슬에 맞추어서 

순차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붕괴사슬의 처음 고리에 해당하는 선행 핵종부터, 각 시간마다 8

개의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한다. 그러나 DAMSAM 코드에 사용되는 라이 러리는 한국

표 형(ABB-CE형) 원자로에만 최 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원자로에는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가. 냉각재 핵분열생성물 방사능 평가방법론 비교

개발된 SAEP 코드를 이용하여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를 하

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력 자료가 필요하다. 

- 핵연료집합체 개수

- 핵연료피복재 손상비율

- 원자로 냉각재 질량

- 성자속

- 원자로냉각재에 한 노심 내 냉각재의 부피비율

- 냉각재 감소 유량율

- 1년 평균 냉각재에 한 붕소 감소 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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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유량  설율계수

- 운 이력(Burnup time, Cooling time, thermal power)

본 연구에서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방법론과 련하여 

Westinghouse  표 원 에 용된 방법론  개발된 SAEP 코드의 방법론에 사용되

는 지배방정식을 비교하 으며 이를 통하여 재 가동 인 가압경수로에 하여서도 

SAEP 코드를 이용하여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를 하기 한 입력 

자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를 검토한다. 한 각각의 유형별 원자로에 사용된 설율계수

를 검토하 다. 다만 Framatom에서 설계한 울진 1, 2호기의 FSAR에는 타 원 의 

FSAR와는 달리 핵분열 생성물에 한 지배방 식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손상된 핵연

료 비율  정화유량 등이 수록되어 있질 않아서 SAEP 코드에 의한 냉각재내의 비방사

능 비교•평가가 불가능하다.

(1) SAEP에 사용된 핵분열생성물에 한 지배방정식

SAEP 코드에서는, 재 원자력분야에서 노심 내 방사능 재고량 평가, 재처리 등 다양한 

목 으로 리 사용되면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으며, 기존 상용원자로에 합한 단면  

라이 러리를 부분 갖추고 있는 ORIGEN2[3.5.1-13]를 모듈로써 사용한다. ORIGEN2 

코드에서 핵변환  방사성 붕괴에 의하여 핵종의 생성, 소멸을 나타내는 일반 인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 식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핵종 i의 원자 도(atom density)

 : 핵종 i의 붕괴상수

 : 핵종 i의 성자 흡수단면

  : 분기율(branch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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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와 에 지에 해 분된 일군 유효 성자속

 식을 냉각재 방사능 계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 하여, 노심에서의 냉각재로 

설되는 새로운 생성 항을 추가하고, 냉각재 정화에 의하여 핵종이 제거되는 정화 율을 

소멸 항에 삽입하면 다음과 같은 비제차(Inhomogeneous) 미분방정식[3.5.1-14]이 된다.




   

 



 ∙

 



   ∙
 

여기서, 는 핵종 가 노심에서 냉각재로 설되는 생성 항(atom density/sec)이며, 

는 핵종 가 냉각재 내 정화설비에 의하여 제거되는 정화 율(vol/sec)이다.

ORIGEN2 코드에서는 기본 으로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이 내

장되어 있으며, SAEP 코드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ORIGEN2 코드의 입출력을 조

정하여 부 로그램(Subroutine) 형태로 독립 인 처리모듈(O2MP)을 개발하여 냉각재에

서의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을 지배하는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활용한다.

(2) Westinghouse형 원자로 핵분열생성물에 한 지배방정식

Westinghouse 형태의 원자로는 다음과 같은 냉각재내의 부모핵종(Parent Nuclides)  

딸핵종(Daughter Nuclides)에 한 미분방정식을 풀어 계산한다.

냉각재내의 부모핵종에 한 농도변화











  

 
    

냉각재내의 딸핵종에 한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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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각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원자로 냉각재 내의 핵종농도 (atoms/gram)

    = 핵연료에 있는 핵종의 개체 수 (atoms)

    = 운 시간 (seconds)

    = 핵종방출계수 (1/sec) = 

    =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비율 (fraction)

    = 핵종 설율계수 (1/sec)

    = 원자로 냉각재 질량 (grams)

    = 핵종 붕괴상수 (1/sec)

    = 공 과 방출에 의한 희석계수 (1/sec) = 




    = 기 보론 농도 (ppm)

    = 보론농도 감소율 (ppm/sec)

    = 핵종 오염제거 인자

    = 정화 는 감쇠 유량율 (grams/sec)

    = 체 제어계통의 정화율

    = 딸핵종 생성에 기여하는 부모핵종의 붕괴분율

식에 사용된 첨자는   = 부모핵종,   = 딸핵종 을 의미한다. 이 식에서 보면 원자로냉각

재에 한 노심 내 냉각재의 부피비율에 한 자료가 없지만 이는 FSAR에 제공되어 있

는 다른 입력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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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B-CE형 원자로 핵분열생성물에 한 지배방정식

핵연료 펠렛 역 내의 농도변화




  

 

     


     

원자로 냉각재 역 내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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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각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원자수 (atoms)

    = 평균 핵분열률 (fission/MWt-sec)

    = 핵종의 노심평균 핵분열생성수율

    = 노심출력 (MWt)

    = 붕괴상수 (1/sec)

    = 미시포획단면  (㎠)

    = 열 성자속 (n/㎠-sec)

    = 설율계수 (1/sec)

    = 분기율 (fraction)

    = 시간 (sec)

    =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비율 (fraction)

  = 원자로냉각재에 한 노심 냉각재의 부피비율 (fraction)

    = 출력운 의 화학  체 제어계통의 정화유량 (k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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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운 의 원자로 냉각재계통내의 냉각재 질량 (kg)

    = 화학  체 제어계통 이온교환기의 수지효율과 탈기장치의 제거효율

    = 주기  붕소농도 (ppm)

    = 원자로 냉각재로부터 설과 그 외의 주입  방출운 의 유량 (kg/sec)

    = 주입  방출에 따른 붕소농도 감소율 (ppm/sec)

그리고 식에서 사용한 첨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번째 핵종

     = 붕괴사슬에 있어서 i번 핵종의 선행핵종

     = 성자 방사화에 있어 i번 핵종의 선행핵종

     = 펠렛 역

     = 냉각재 역

이식에서 보면, 우변의 첫 항은 펠렛에서의 연료손상으로 인해 냉각재로의 유출 항으로

서 냉각재 역에서는 생성 항이 된다. 두 번째 항은 냉각재 내에 있는 핵종간의 붕괴(붕

괴사슬)로 인한 생성 항을 의미하고, 세 번째 항은 노심 역에서의 성자 조사로 인한 

생성 항이다. 마지막 항은 핵종 i의 자체붕괴, CVCS계통  탈기장치에 의한 정화, 붕소

에 의한 감소, 자체손실, 흡수에 의해 사라지는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원 에 사용

된 원자로 냉각재 내 핵종농도를 결정하는 지배방정식이 궁극 으로 SAEP 코드에서 처

리하는 지배방정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SAEP 코드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 계산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설율계수

설계된 원자로 유형에 상 없이 설율 계수는 모두 Bettis가 제안하여 NRX와 MTR원

자로에서 행해진 시험에서 유도된 경험값[3.5.1-15]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AEP 코드에서는 설율계수를 사용자가 입력으로 선택하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

치를 입력으로 사용하 다. 따라서 계산결과는 설율계수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는 없다

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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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각재 내 비방사능 평가를 한 입력자료

(1) 핵연료집합체  노심 구성물질

SAEP 코드에 사용되는 ORIGEN2 모듈(이하 O2MP)의 입력에 사용되는 노심의 기 주

요 핵종은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는 U, Zr, O, Gd 등이다. 핵종별 기 질량은 각각의 

FSAR의 4장에 수록되어 있는 핵연료집합체  노심 제원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표 

3.5.1-1에 나타내었다.

(2) 노심운 이력

노심연소계산의 결과로부터 평형주기의 노심주기길이가 FSAR에 수록되어 있으며, 냉각

재 비방사능 해석을 한 노심 열출력(정격출력의 102% ~ 104%)  주기길이를 사용하

여 O2MP의 BUP입력 자료에 사용하 다. 이때 사용된 IRP입력에서의 출력수 은 냉각

재 비방사능 해석을 한 노심 열출력을 노심 내에 장 되어 있는 핵연료집합체 총 개수

로 나  값을 사용한다. 다만 1주기부터 평형노심까지의 실제 설계주기길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평형노심의 주기길이를 가지고 노심의 장  배치(Batch)수에 따라 계산을 수

행하 다. 한 핵연료 재장   냉각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DEC입력에는 각각

의 원 에 한 FSAR 자료만 가지고는 실제 설계수행 시 주어진 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를 들면, 고리 1호기의 경우 평형노심 주기길이(EFPD)는 300.1일이다. 따라서 연소기

간은 300.1일이고 1년주기(365.25일)에서 연소기간을 뺀 65.15일을 DEC입력으로 사용하

다. 그리고 고리 1호기는 장 배치 수가 3배치이므로 300.1일 연소시키고, 65.15일간 유

지보수, 300.1일 연소, 65.15일 유지보수, 300.1일 연소하는 운  시나리오에 따라서 입력

을 작성하 다. 하지만, FSAR에 수록된 내용에는 노심운 이력을 어떻게 사용하여 계산

하 는가에 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의 경우 부분 유지보수기간 동안 소멸되며 주기 에는 평형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오차에 주는 향이 을 수 있으나 반감기가 긴 핵종일 경우에는 계속

으로 되기 때문에 노심연소이력이 오차에 큰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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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2MP 라이 러리

O2MP 모듈에서 핵분열생성물의 생성  붕괴를 계산하기 한 군정수, Decay  

Photon 라이 러리는 농축된 U-235  확장된 연소계산을 한 ORIGEN2.2용 라이 러

리[3.5.1-16]인 PWRUE.LIB, DECAY.LIB  GXUO2BRM.LIB가 사용되었다.

(4) SAEP 입력자료

SAEP 코드를 이용한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를 한 입력자료는 

부분 FSAR 제11장에 수록되어있으며 이를 표 3.5.1-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일반 으

로 FSAR에는 SAEP 코드를 이용한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를 한 

입력자료가 직  제공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FSAR에 수록되어 있는 노심  핵연료

집합체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사용하여 입력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표 

3.5.1-2에서 보면 울진 1, 2호기의 경우 정화에 련된 자료  핵연료 손상비율에 한 

자료가 FSAR에는 기술되어 있질 않아서 SAEP 코드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냉각

재 비방사능 평가가 불가능하다.

다. 냉각재 비방사능 계산 결과  분석

나. 항에서 비된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재 우리나라에 가동 인 가압경수로에 하

여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1차 냉각재 비방사능을 SAEP 코드로 평가하 다. 계산 결과 

 FSAR에 수록되어 있는 냉각재 내 주요 핵분열생성물에 한 비방사능을 그림 

3.5.1-1에서 3.5.1-8까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참

고문헌 [3.5.1-17]에서 분류된 험수  1등 인 핵종에 하여 Westinghouse가 설계한 

원 인 고리 2호기의 경우 85Kr의 비방사능을 FSAR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하 으며, 

반면에 고리 3/4호기   1/2호기의 경우 134Cs  137Cs의 비방사능을 다소 낮게 

평가하 다. 한 한국형 표 원 인  3/4, 5/6호기  울진 3/4, 5/6호기의 경우에는 

반 으로 85Kr  133Xe의 비방사능을 다소 높게 평가하 다. 이들 핵종들은 반감기

가 긴 핵종들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냉각재에 지속 으로 축척되기 때문에 노심운 이력

이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FSAR자료만 가지고

는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에 사용된 노심운 이력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오차일 수 있다. 한 각각의 비방사능 평가에 사용된 라이 러리에 의한 차이도 

결과에 향을 미친다. 하지만 체 인 경향은 Order of Magnitude 에서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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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상들은 SAEP가 냉각재 비방사능 계산을 제 로 수행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라. 결론

일체형 원자로인 SMART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 설계에 용하기 해 개발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코드인 SAEP를 이용하여 국내 가동 인 원 의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을 평가하여 해당원 의 FSAR에 수록된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SAEP 코드의 상

용원  용성을 검토하 다. 

SAEP 코드는 범용에 사용되도록 하기 하여 재 원자력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는 

ORIGEN2 코드를 하게 수정하여 냉각재 비방사능을 계산하는 비제차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부 로그램(subroutine) 형태로 모듈화 하고, 이를 불러들여서 활용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로그램이다. 

국내 원 의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결과에 의하면, SAEP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

과가 FSAR에 수록된 자료와 Order of Magnitude 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결과로부터 SAEP가 하게 냉각재 비방사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개발된 SAEP 코드는 기존의 원자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신형 원자로 개

발단계에서 리 활용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계산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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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ID

Atomic

Mass

KORI-1 KORI-2 KORI-3/4

g/FA g-Atoms/F

A

g/FA g-Atoms/F

A

g/FA g-Atoms/F

A

922350 235.044 1.071E+04 4.557E+01 1.068E+04 4.546E+01 1.390E+04 5.916E+01

922380 238.051 3.853E+05 1.618E+03 3.932E+05 1.652E+03 5.748E+05 2.415E+03

80160 15.995 5.310E+04 3.320E+03 5.417E+04 3.386E+03 7.895E+04 4.936E+03

80170 16.999 2.150E+01 1.265E+00 2.193E+01 1.290E+00 3.196E+01 1.880E+00

80180 17.999 1.198E+02 6.656E+00 1.222E+02 6.789E+00 1.781E+02 9.896E+00

50100 10.013 1.387E+01 1.385E+00 7.443E+00 7.433E-01 1.478E+01 1.476E+00

400900 89.905 4.925E+04 5.478E+02 5.287E+04 5.880E+02 7.133E+04 7.934E+02

400910 90.906 1.086E+04 1.195E+02 1.166E+04 1.282E+02 1.573E+04 1.730E+02

400920 91.905 1.678E+04 1.826E+02 1.801E+04 1.960E+02 2.431E+04 2.645E+02

400940 93.906 1.738E+04 1.851E+02 1.865E+04 1.986E+02 2.517E+04 2.680E+02

400960 95.908 2.859E+03 2.981E+01 3.069E+03 3.200E+01 4.141E+03 4.318E+01

표 3.5.1-1  O2MP계산에 필요한 핵종별 기 질량 (1/3)

 

Nuclide

ID

Atomic

Mass

YGN-1/2 YGN-3/4 YGN-5/6

g/FA
g-Atoms/

FA
g/FA

g-Atoms/

FA
g/FA

g-Atoms/

FA

922350 235.044 1.275E+04 5.424E+01 1.005E+04 4.275E+01 1.005E+04 4.275E+01

922380 238.051 5.270E+05 2.214E+03 4.192E+05 1.761E+03 4.192E+05 1.761E+03

80160 15.995 7.239E+04 4.526E+03 5.763E+04 3.603E+03 5.763E+04 3.603E+03

80170 16.999 2.930E+01 1.724E+00 2.333E+01 1.372E+00 2.333E+01 1.372E+00

80180 17.999 1.633E+02 9.073E+00 1.300E+02 7.223E+00 1.300E+02 7.223E+00

641520 151.920 4.452E-01 2.930E-03 4.452E-01 2.930E-03

641540 153.921 4.916E+00 3.194E-02 4.916E+00 3.194E-02

641550 154.923 3.359E+01 2.168E-01 3.359E+01 2.168E-01

641560 155.922 4.676E+01 2.999E-01 4.676E+01 2.999E-01

641570 156.924 3.598E+01 2.293E-01 3.598E+01 2.293E-01

641580 157.924 5.747E+01 3.639E-01 5.747E+01 3.639E-01

641600 159.927 5.122E+01 3.203E-01 5.122E+01 3.203E-01

400900 89.905 6.301E+04 7.009E+02 6.727E+04 7.483E+02 6.762E+04 7.522E+02

400910 90.906 1.389E+04 1.528E+02 1.483E+04 1.632E+02 1.491E+04 1.640E+02

400920 91.905 2.147E+04 2.336E+02 2.292E+04 2.494E+02 2.304E+04 2.507E+02

400940 93.906 2.223E+04 2.368E+02 2.374E+04 2.528E+02 2.386E+04 2.541E+02

400960 95.908 3.658E+03 3.814E+01 3.906E+03 4.072E+01 3.926E+03 4.093E+01

표 3.5.1-1  O2MP계산에 필요한 핵종별 기 질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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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ID

Atomic

Mass

UCN-1/2 UCN-3/4 UCN-5/6

g/FA
g-Atoms/

FA
g/FA

g-Atoms/

FA
g/FA

g-Atoms/

FA

922350 235.044 1.431E+04 6.089E+01 1.005E+04 4.275E+01 1.035E+04 4.404E+01

922380 238.051 5.748E+05 2.415E+03 4.192E+05 1.761E+03 4.187E+05 1.759E+03

80160 15.995 7.900E+04 4.939E+03 5.763E+04 3.603E+03 5.764E+04 3.604E+03

80170 16.999 3.198E+01 1.881E+00 2.333E+01 1.372E+00 2.333E+01 1.373E+00

80180 17.999 1.782E+02 9.902E+00 1.300E+02 7.223E+00 1.300E+02 7.225E+00

641520 151.920 4.452E-01 2.930E-03 7.964E-01 5.242E-03

641540 153.921 4.916E+00 3.194E-02 8.795E+00 5.714E-02

641550 154.923 3.359E+01 2.168E-01 6.010E+01 3.879E-01

641560 155.922 4.676E+01 2.999E-01 8.366E+01 5.365E-01

641570 156.924 3.598E+01 2.293E-01 6.437E+01 4.102E-01

641580 157.924 5.747E+01 3.639E-01 1.028E+02 6.511E-01

641600 159.927 5.122E+01 3.203E-01 9.163E+01 5.730E-01

400900 89.905 8.122E+04 9.034E+02 6.938E+04 7.717E+02 6.935E+04 7.713E+02

400910 90.906 1.791E+04 1.970E+02 1.530E+04 1.683E+02 1.529E+04 1.682E+02

400920 91.905 2.767E+04 3.011E+02 2.364E+04 2.572E+02 2.363E+04 2.571E+02

400940 93.906 2.866E+04 3.052E+02 2.448E+04 2.607E+02 2.447E+04 2.606E+02

400960 95.908 4.715E+03 4.916E+01 4.028E+03 4.200E+01 4.026E+03 4.198E+01

표 3.5.1-1  O2MP계산에 필요한 핵종별 초기 질량 (3/3)

원자로

평형

노심

배치

성자속

(n/㎠·s)

손상된 

핵연료 

비율

원자로 

냉각재 

질량

(kg)

노심 내 

냉각재와 

원자로계통 내 

냉각재 비율

정화

유량

(kg/s)

고리

1호기 4 2.36E+14 0.01 1.26E+5 0.0564 2.520

2호기 4 2.60E+14 0.01 1.21E+5 0.0555 4.732

3,4호기 4 3.06E+14 0.01 1.78E+5 0.0600 4.732

1,2호기 4 2.92E+14 0.01 1.78E+5 0.0603 4.732

3,4호기 5 7.70E+14 0.01 2.16E+5 0.0552 4.542

5,6호기 5 3.76E+14 0.01 1.97E+5 0.0800 4.723

울진

1,2호기 4 4.48E+14 N/A 1.84E+5 0.0610 N/A

3,4호기 5 3.72E+14 0.01 1.97E+5 0.0800 4.542

5,6호기 5 3.75E+14 0.01 2.20E+5 0.0720 4.723

표 3.5.1-2  SAEP 계산에 필요한 원자로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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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고리1호기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비교

그림 3.5.1-2  고리2호기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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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고리 3,4호기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비교

그림 3.5.1-4   1,2호기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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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3,4호기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비교

그림 3.5.1-6   5,6호기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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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울진 3,4호기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비교

그림 3.5.1-8  울진 5,6호기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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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의 

상용 원  용성 평가 

가. 개요

(1) 연구 배경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  원자력 에 지 활용에 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자

로 신기술에 한 연구 개발이 90년  반부터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해수담수화 에 지원으로의 활용과 소규모 력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소형 규모의 일체형원자로에 한 연구개발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발 소보호계통( 는 랜트보호계통)의 일부인 노심보호계통의 개발 한 일체형원자로

의 개발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SMART 노심보호계통에서는 종래의 제어 집합체연산

기 하드웨어를 제거함으로써 계통의 단순화를 꾀하 으며 한 각 채 마다 독립된 계통

입력신호(제어 집합체 치 신호를 포함한 모든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완 한 4채  독

립성이 유지되는 온라인 디지털 노심보호계통을 구 하 다.

본 연구는 일체형원자로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특허, 산코드 등 원천기술을 상용원

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속 인 기술 발 의 기틀을 유지하기 함이

다. 이에 따라 SMART 노심보호계통에서 사용되었던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을 상용 원 에 용하고, 그 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 범

우선 노심보호계통 련 기술 황에 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와 련하여 노심보호

연산기 운 경험을 국내 원 에서 발생한 특이운  사례를 심으로 수집∙분석하 으

며 한  Task Force 에서 제안한 CPCS(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개선안에 

한 평가도 수행하 다. 그리고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 한 분석으로 재  

3,4,5,6, 호기와 울진 3,4,5,6호기에서 사용 인 Legacy 노심보호계통, 신고리 1,2호기부터 

용 정인 Common-Q 노심보호계통, 미국에서 추진 인 SENTINEL 노심보호계통 

 독일의 원 에서 용 인 COPS 노심보호계통을 검토하 다. 한 국내 연구개발결

과의 소유권 확보방안을 수립하기 해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 선행기술을 조사하 다. 

그리고 SMART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그 방법 (An On-line Core Protection System Using 4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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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Position Signals and the Method Thereof)"란 명칭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계통 구성안 수립, 알고리듬 개선방안, 운 원 연계기능 강화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나. 노심보호계통 기술 황

(1) 노심보호연산기 운  경험 분석

CPCS는  3,4호기를 시작으로  5,6호기와 울진 3,4,5,6호기 등 국내 8개호기와 미

국의 원자력발 소 7개호기5)(SONGS-2,3, ANO-2, WSES-3, PVNGS-1,2,3)에 운용 인 

디지털 실시간 노심보호계통이다. 노심보호연산기(제어 집합체연산기 포함)와 련된 

문제 을 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국내 발 소의 노심보호연산기 련 정

지 사례를 수집하여 정지 원인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3,4호기의 경우 총 12회의 원자로정지가 발생하 으며, 각 호기별로 원인

을 살펴보면  3호기에서는 제어 치신호의 불량(신호잡음  부품고장 포함)으로 

인한 불시정지가 4회, 가변과출력  운 원 실수로 인한 불시정지가 각각 1회씩인 것으

로 나타났다.  4호기의 경우 제어 치신호의 불량(신호잡음  부품고장 포함)과 

운 원 실수로 인한 불시정지가 각각 4회, 2회로 나타났다. CPC(Core Protection 

Calculator) 4개 채   1개 채 에서만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한 채 트립은 총 22회

( 3호기-11회, 4호기-11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부분은 CPCS 계

측기 입력신호(제어 치-5회, 원자로냉각재펌  회 속도-3회, 노외계측기-4회, 온

 온도-2회)에 의해 발생하 으며 부품고장( 원공 장치, CPU/MPC 보드 등)에 의한 

채 트립이 8회로 나타났다. 울진 3,4호기의 경우 총 3회의 원자로정지와 총 2회의 채

트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진 3호기에서 부품고장으로 인한 원자로냉각재펌

(Reactor Coolant Pump, RCP) 원상실, 제어  치 오지시 그리고 실제 제어  낙하로 

인하여 원자로정지가 발생하 으며 울진 4호기에서는 원자로출력감발 작동  제어 그

룹의 삽입순서 반으로 채 트립이 2회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4호기에서 CPC에 의한 원자로정지  채 트립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CPC의 입

력으로 이용되는 신호들이 불안정하고 운 원이 새로운 계통에 응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러나 울진 3,4호기의 원자로정지  채 트립 발생 횟수가 

5) PVNG  : Palo Verde Nuclear Generating Station

   ANO  : Arkansas Nuclear One

   WSES  : Waterford Steam Electric Station

   SONGS : 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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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호기에 비해 하게 감소한 이유는  3,4호기의 운  경험이 반 되었기 때문

으로 상된다.

(2) 장의 CPCS 개선안 평가

 3호기에 CPC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시운   상업운 을 거치면서 

많은 운 경험이 축 되었다.  발 소에서는 CPCS 개선을 하여 운 원, 운용요원 

 설계자로 구성된 Task Force 을 구성하여 노심보호계통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평가

하 으며[3.5.2-1],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어  치편차 오신호의 선별

재의 제어 집합체연산기에서는 실제 제어  치편차와 오신호에 의한 치편차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심보호연산기(CPC) 내에서 노외계측기 신호 변화를 평가하

여 실제 편차인지 오신호에 의한 편차 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로 단일 제어 이 인출 는 삽입되어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외계측기의 출력

변화가 감지되고 이러한 경우에만 페 티계수를 부여함으로써 오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외계측기는 모든 운  상황에서 요구되는 민감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

술 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노외계측기는 페

티계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제어  치편차의 크기로는 출력 변화율이 미미하기 때

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나) CEAC 추가 설치

CEAC(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을 추가 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

었다. 신고리 1,2호기에 설치 정인 Common-Q CPCS에서는 CEAC을 8 로 증가시

켜 각 CPC 마다 독립 인 2 의 CEAC으로부터 제어  치편차 페 티계수 정보를 

받도록 변경하 다. 이를 통하여 추가 인 CEAC 페 티계수 정보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CEAC 고장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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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계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

의 고장  오신호로 인한 원자로정지 확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상된다. 비록 

CEAC의 개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개별제어 집합체들의 치신호를 나타내는 

RSPT의 고장 는 오신호는 4개 채 에 동일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CEAC

의 증가로 인하여 계통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무작  고장의 가능성이 증가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통에 비해서 더 많은 유지  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 RSPT 추가 설치

개별 제어 집합체마다 2 의 RSPT가 설치되어 제어  치신호를 감지하고 2 의 

CEAC에 제어  치 정보를 제공한다. 2 의 CEAC에서는 4 의 CPC 각각에 제어

 치편차 페 티계수 값을 제공한다.  3,4,5,6호기  울진 3,4,5,6호기 원 에서

는 모든 보호계통이 독립 인 4개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CEAC 만은 2개의 계

통으로 구성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

서는 RSPT를 4  설치하고 CEAC을 4 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어 집합

체의 변경 없이 추가 인 RSPT 만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 공간의 문제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국내외 기술개발 황

(가) Legacy 노심보호계통

재  3,4,5,6호기  울진 3,4,5,6호기에서 사용 인 노심보호계통(이하, 'Legacy 

CPCS'라 칭함)[3.5.2-2, 3.5.2-3]인 Legacy CPCS는 필요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하는 

안 계통으로, 독립 인 4 개의 다  채 로 구성되며, 이  2개 채  이상에서 원자

로정지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발 소보호계통의 2/4 논리에 의해 원자로를 정지시킨

다. 

그러나 Legacy CPCS는 비록 독립 인 4개의 채 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제어 집합

체에 설치된 제어 치검출기(RSPT)가 2개로 제한되므로 제어 집합체연산기

(CEAC)는 2개의 채 (채  B, C)에만 구성되어 있다. 즉, 2개 채 의 제어 집합체연

산기(CEAC)에서 각각의 개별 제어 치검출기 신호를 처리하여 제어 치편차에 

따른 정보를 4개 채 의 노심보호연산기(CPC)에 모두 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제어 집합체연산기(CEAC) 1개 채 의 정보가 신호연결시스템의 불량으로 인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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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신호이거나 사용 불능일 경우에는 4개 채 의 노심보호연산기(CPC)가 모두 향

을 받아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Legacy CPCS는 제어 치검출기 신호를 채  A와 B, 채  C와 D가 공유하

고 있으므로, 각 채 에는 격리장치(CEA Position Optical Isolation Assembly, 

CPOIA)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격리장치들 에서 어느 하나에 고장이 발

생하게 되면, 제어 치검출기 신호의 공유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그림 3.5.2-1은 Legacy 노심보호계통의 계통도를 나타낸다.

(나) Common-Q 노심보호계통

Common-Q 노심보호계통[3.5.2-4]에서는 격리 장비인 CPOIA 신에 제어 치신

호 로세서인 CPP(CEA Position Processor)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이

를 통하여, CEA 치신호의 고장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 된다. 한, 채 간의 데이

터 공유로 각 CPC 채 에 2 의 CEAC를 설치하여, CEAC의 단일고장으로 인한 원

자로정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Common-Q 노심보호계통에서는 각 CPC/CEAC/CPP 로세서의 원공 을 2 의 

모듈로 구성하여, CPU 원장치에 한 고장 허용율이 증가되었다. 한, 기존의 

SMA 형태의 이블 커넥터를 다른 계통과 같이 ST 형태로 체하여 부품의 표

화를 향상시켰다. 운 원 모듈은 Color Flat Display를 사용하여 MMI (Man Machine 

Interface)를 인간공학  기 에 따라 효율 으로 구성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  기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Common-Q CPCS에서는 제

어 집합체연산기가 2개에서 8개로 증가하고, 제어 치검출기신호처리 로세서인 

CPP가 8개 추가됨으로 인하여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한 하드웨

어의 고장 발생 가능성의 증가, 정기 검  유지 보수의 부담이 증가하 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5.2-2는 Common-Q CPCS의 구성도를 보여 다. 

(다) SENTINEL 노심보호계통

SENTINEL 노심보호계통[3.5.2-5]는 1997년 10월에 미국의 Westinghouse 사에 의해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미국특허 제 6,061,412호)된 시스템으로, 바나듐(Vanadium) 계

측기와 백 (Platinum) 계측기가 Hybrid 형태로 구성된 고정형 노내계측기 

(PARSSEL 계측기)를 이용하여 노심의 3차원 출력분포를 계산하고, 계산된 3차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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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분포와 함께 로입구  온도, 가압기압력, 노심유량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핵비등이

탈율, 선출력 도  가변과출력을 계산하고 설정치를 과하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

신호를 발생함으로써 노심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특허 제 6,061,412호는 

1998년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이며, 

국내에도 2000년 4월 출원하여 국내 등록(10-0605818)을 획득한 상태이다. 

SENTINEL 보호계통은 감마반응 고정형 노내계측기  성자 반응 고정형 노내계

측기가 Hybrid 형태로 구성된 PARSSEL 계측기(미국특허 제 5,745,538호) 신호 값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PARSSEL 계측기 계통은 감마에 민감한 백  계측기와 성자에 

민감한 바나듐 계측기가 Hybrid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서 시간 지연  계측기 연소 

없이 원자로 출력에 직  비례하는 신호를 제공한다. 백  계측기는 비연소 즉발응답 

계측기로서 실제 보호계통에 용될 수 있을 만큼 빠른 신호를 제공한다. 바나듐 계측

기는 실시간으로 감마속, 성자속,  원자로출력 사이의 상 계를 교정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그림 3.5.2-3은 SENTINEL 보호계통에 사용되는 입력  기능을 나타낸

다. 

(라) COPS 노심보호계통

독일의 Siemens 사에서는 이동형 성자속 측정계통을 이용하는 Aeroball 계통과 고

정형 노내계측기를 이용하는 출력 도 계측기 (Power Density Detector, PDD) 계통

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3.5.2-6, 3.5.2-7]. 이들 계통들은 주기 으로 Aeroball 계통의 

자료를 기 으로 PDD 계통을 교정함으로서 기능 으로 연계되어 있다. Aeroball 계통

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성자속 측정계통으로서 약 1.7mm 직경을 갖는 Steel Ball

들이 튜  내에 채워져 있는 Probe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 으로 1,300 MWe 

PWR에서는 28~32개의 Aeroball Probe를 가지고 있다. Ball들은 성자 반응물질인 

바나듐(Vanadium)이 Steel Ball에 도포된 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Ball로 채워진 

Probe는 노심 내에 삽입되어 약 3분 동안 성자속에 조사되고 출력분포에 필요한 자

료를 취득한다. 취득된 자료는 독립 인 컴퓨터에서 3차원 출력분포  첨두계수로 계

산된다. 

1300 MWe PWR에서 PDD 계통은 축방향으로 6개의 고정형 노내계측기를 갖는 8개

의 계측기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형 노내계측기는 감마에 민감한 코발트(Cobalt) 물질

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심제어, 노심감시  노심보호에 모두 사용하고 있다. 즉, PDD 

계통에서는 고정형 노내계측기 신호와 기타의 다른 입력신호를 사용하여 On-Lin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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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속 으로 핵비등이탈율과 첨두출력 도를 계산한다. PDD 계통은 Aeroball 계통

의 기 자료를 이용하여 주기 인 교정을 수행한다. Aeroball 계통의 값으로 교정된 

PDD 입력신호는 신호의 건 성 평가를 거친 후에 3차원 출력분포로 계산된다. 이때, 

3차원 출력분포는 3차원 노심 Simulator ( 는, 3차원 노심 코드)와 결합되어 계산된

다. 그림 3.5.2-4는 이동형 노내계측기(Aeroball 계통)와 고정형 노내계측기(PDD 계

통)가 실제 노심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 다. 

(4) 국내외 특허 황

CPCS는 불완 한 운  상태로부터 노심을 보호하기 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으로 

CPCS 알고리듬과 련된 지 재산권에 하여 미국, 일본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심으로 특허 황을 분석하 다. 

(가) 미국 특허

CPCS 노심보호계통 알고리듬과 련된 원천특허로는 1973년 5월 22일에 구 

CE(Combustion Engineering)사에서 시리즈로 출원하여 (출원번호 362,696, 362,697, 

362,698) 각각 1978.3.21, 1982.5.18, 1982.3.9일에 미국특허 4,080,251, 4,330,367  

4,318,778로 등록된 3개의 특허를 CPCS 련 원천특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심보호계통 알고리듬과 련하여 에 열거한 3개의 원천특허 이외의 유사

특허로는 미국특허 6,061,412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특허에서는 바나듐 계측기와 

백 계측기가 Hybrid 형태로 구성된 고정형 노내계측기를 이용하여 노심의 3차원 출

력분포를 계산하고, 계산된 출력분포와 원자로입구 온도, 가압기 압력, 노심유량을 사

용하여 실시간으로 핵비등이탈율  국부출력 도를 계산하고 설정치를 과하는 경

우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켜 노심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시스템

을 용하여 재 운  인 발 소는 없지만 향후 계측기 련기술  산기 속도 

향상 등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실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 상되며 특히 권리자인 

Westinghouse사에서는 국내에도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이외 살펴보아야 할 유사특

허로 Westinghouse에서 출원한 미국특허 5,745,538을 들 수 있다. 이 특허는 종래의 

노심보호연산시스템을 개량하여 다수의 축방향  반경방향 치에서 노내 출력분포

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3차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노심보호시스템에 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림 3.5.2-5는 노심보호계통과 직∙간 으로 련된 미국의 주요특

허들의 기술 발 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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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특허

일본 한 노심보호  감시계통 분야와 련된 특허를 1980년  후반부터 꾸 히 출

원하여 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특허의 경우 주로 자국 내 출원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몇몇 주요 특허들에 해서는 국제(미국)출원을 신청하여 등록된 상

태이다. 내용면에서는 미국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로 미국의 원천  유사특허

를 바탕으로 부분 인 보완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심보호계통과 련해서는 노심보호를 한 알고리듬  계통의 구성  입력 신호

(노외계측기, 온도계측기 등)를 이용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과 련된 특허들이 주를 

이룬다. 노심감시계통 분야도 노심보호계통과 마찬가지로 노심 운 상태의 실시간 감

시를 한 계통의 구성과 노심의 출력분포 합성을 목 으로 한 노내계측기 기술 개발

과 련하여 다수의 특허가 출원된 상태이다. 그 외로 유량측정방법, 냉각재 펌 , 제

어 집합체와 련된 특허들이 있다.

(다) 국내 특허

국내에도 노심보호  노심감시계통과 련하여 다수의 특허들이 출원  등록된 상

태이다. 노심보호계통의 경우 노심보호를 한 계통의 구성을 포함하여 제어 집합체

의 비정상 인 치신호를 검출하는 방법, 노외계측기  SAM(Shape Annealing 

Matrix) 결정방법 등과 련된 특허들이 출원  등록되어 있다. 노심감시계통 분야에

서도 노심감시를 한 계통의 구성, 출력분포 합성 방법 그리고 노내계측기와 련된 

특허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원자로의 출력분포를 온라인으로 감시하기 한 방법  

장치, 노심내 고정형 검출기  원자로의 출력분포 결정방법과 련해서는 미국에서 

국내에 PCT 출원을 신청하여 등록된 상태이다. 

다.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

(1) 개선된 노심보호계통 특징

재 국내 원 에서 사용 인 노심보호계통의 구조 인 문제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CPC 

채 트립과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기 한 수단을 마련하고자 2006년 개선된 노심보호계

통에 한 국내특허를 신청하여 2008년 등록을 획득하 다[3.5.2-8]. 상기 특허에 의하면 



- 659 -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함에 따라 입력신호의 완벽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한 종래의 CEAC H/W를 제거함으로서 계통의 단순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원

자력발 소의 신뢰성과 이용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단된다. 다음은 국내 등록된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의 주요 특징이다.

(가) 특허 요약

 출원번호 : KR-10-2006-0083504

 발명 명칭: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온라인 노심보호 시스템  그 

방법

 출원인 : 한국원자력연구원

 발명자 : 구본승 외 8명

 특허상태 : 등록

(나) 구성  동작

개별 제어 집합체 당 4개의 제어 치 검출기를 구비함으로써 독립 인 제어  

치신호를 4개의 채 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4개의 채 이 상호 향을 

받지 않고 신호 처리를 함으로서, 안정 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보다 단순하게 노심보

호를 할 수 있음. 

(다) 기  효과

노심보호연산기와 제어 집합체연산기가 별도의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수행되던 

Legacy 노심보호계통과는 달리 제어 집합체연산기를 없애고 그 신 제어 집합체 

연산 알고리듬을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  내에서 모듈로 처리함으로써 계통의 단순화

를 통한 제어 집합체연산기 하드웨어 채  고장의 요소를 제거하 으며 제어 치 

검출기와 제어 집합체연산기 간의 신호 송 오류를 일 수 있음. 

제어 집합체당 4개의 제어 치 검출기 신호를 검출하여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 에

서 독립 인 치 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노심보호계통에서 발생

하던 제어 집합체연산기 1  고장에 의한 발 소 정지를 방지하여 원자력발 소의 

안 성, 신뢰성 확보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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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노심보호계통에서 제어 집합체연산기와는 별도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을 

하여 해당 사분면에 속한 제어 치 검출기 신호를 사용하던 방식을 제거함으로써 

제어  치신호 달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라) 표 계통도

그림 3.5.2-6 참조

(2) 알고리듬 개선 방안

(가)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방법 개선

CPC에서는 이 3개의 노심 외곽의 출력 로부터 20개 노드의 세 한 축방향출력분

포를 얻기 하여 Cubic Spline 합성법[3.5.2-9]을 이용하여 출력분포를 합성한다. 기

존 CPC의 문제 은 RMS(Root Mean Square) 오차가 제한치를 과하는 경우가 가

끔 발생하며 한 RMS 오차가 핵연료의 연소에 따라서 차 증가한다는데 있다. 연

소에 따라 RMS 오차가 증가하는 상은 SAM(Shape Annealing Matrix)을 출력상승

시험 의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즉 연소가 진행될수록 

노심 조건이 출력상승시험 시 의 조건과는  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원인으로는 재 사용 인 Spline 함수셋의 원인으로, 주기 에는 출력분포를 잘 

측하나 주기말의 표 인 출력형태(Saddle type)에 사용되는 Spline 함수셋 사용시 

RMS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CPC의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능력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CPC에 

내장된 Spline 함수셋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산된 함수셋을 출력분포 합성에 용하여 

RMS 오차를 서로 비교하 다[3.5.2-10]. 분석 상으로  3&4호기 1주기 노심의 출

력분포를 이용하 다. 한 5-Level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동일한 Cubic Spline 

합성법을 이용하여 출력분포를 합성하 다[3.5.2-11]. 

분석 결과 CPC 축방향출력분포 합성의 개선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 다. 

많은 경우 재 내장된 함수셋이 최 이 아님을 확인하 고 함수셋을 히 선택함

으로써 RMS 오차를 폭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Spline 함수셋 선정을 

한 선택논리를 개발하고, 좌우 비 칭조건까지 고려된 Spline 함수셋을 용한다면 

다양한 운 범 를 포함한 최 의 Spline 함수셋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한 출력분포 합성 능력을 개선하기 하여 최 의 노외계측기 개수 결정을 한 추가



- 661 -

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SAM 자체의 개선도 병행된다면 

재의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방법으로 인한 보수성을 상당히 일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나) 운 원 연계기능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노심감시계통의 기능상실시 CPC 련 운 기술지침서 사

항을 CPC 운 원 모듈에서 운 원이 수동으로 자료를 취득하여 감시하고 있다. 새로

운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노심감시계통 기능상실시에 자동으로 운 기술지침서 련 사

항을 감시하기 한 논리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에서는 보조정지를 포함하여 모든 원자로정지변수에 한 비정지 신호

를 발생시키도록 알고리듬을 수정, 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노심보호계통에서 고려

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노심감시계통 기능상실시 자동노심감시

② 비정지 경보추가

③ 성능  여유도 향상을 한 추가 고려사항

 입력신호 검증 알고리듬 개선

 제어 집합체 치신호 처리 알고리듬 개선

 출력 종속 AO 제한치 용

 출력 종속 Tilt Allowance 제한치 용

 기능 연계성을 고려한 모듈 구성 최 화

 안 등  노내계측기 사용

 새로운 DNBR 상 식 개발

 상세 DNBR 계산용 산코드 개발

그러나 이들 항목을 용하기 해서는 개별 항목들에 한 충분한 사 검토와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알고리듬의 수정  변경만으로 가능한 항목도 있지만 노

내계측기를 이용한 축방향출력분포 합성방안이나 DNBR 계산을 한 상 식의 개발 

는 Fast Run 코드 개발 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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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노심보호계통의 축방향출력분포 계산 방법이 지나치게 보수 이고 계산 차가 

복잡하다는 과 산기기의 성능향상으로 상세 DNBR 계산 알고리듬의 구   모

듈 구성 최 화가 가능하다는 을 고려할 때 이들 항목의 개선은 노심의 열 여유도

를 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나 이를 해서는 장기 인 노

심보호계통 개선 략의 수립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라. 결론

일체형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수립된 연구결과 성과물을 상용원 에 용함으로써 연구 

성과물의 활용성을 증 시킬 목 으로, SMART 노심보호계통에서 사용된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을 국내 상용 원 에 용하고 그 용성을 

평가하 다. 

이를 하여 노심보호연산기 운 경험을 국내 원 에서 발생한 특이운  사례를 심으

로 수집․분석하 으며 한  Task Force 에서 제안한 CPCS 개선안에 한 평가도 검

토하 다. 그리고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 한 분석으로 재 국내에서 사용 인 

Legacy 노심보호계통과 신고리 1,2호기부터 용 정인 Common-Q 노심보호계통, 미국

에서 추진 인 SENTINEL 노심보호계통 그리고 독일 원 에서 용 인 COPS 노심보

호계통을 검토하 다. 한 노심보호계통 련 국내․외 특허 동향을 분석하기 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를 조사하 다. 그리고 국내 특허로 등록된 개선된 노심보호 방

법론을 상용 원 에 용하기 한, 계통의 구성, 알고리듬 개선방안, 운 원 연계기능 

강화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재의 불필요한 채 트립과 원자로정

지를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재 운용 이거나 는 향후 운용 정인 상용 원 에 용하기 해서

는 제어 집합체를 포함한 계통구성의 변경이 제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원 의 

핵심기술인 노심보호계통의 국산화 략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유의 노심보호계통 개발방향을 결정하는데 기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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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  Legacy CPCS 계통도

그림 3.5.2-2  Common-Q CPC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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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  SENTINEL 보호계통에 사용되는 입력  기능  

도식도(채  B)

그림 3.5.2-4  Combined in-core Aeroball and PD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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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  노심보호계통 주요특허들의 기술 발 도

그림 3.5.2-6  4채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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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노내계측기(ICI) 신호를 사용한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의  

상용 원  용성 평가

SMART 노심감시계통 (SCOMS: SMART COre Monitoring System)에서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노내핵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노심 3차원 출력분포 합성방법인 

PCM3D[3.5.3-1, 3.5.3-2] (3-Dimensional Power Connection Method)를 사용한다. 이 연

구에서는 이 방법을 국내 가동 인 상용원 에 용하여 용가능성을 평가한다. 상 

원 은  3호기   1호기이며, 상 주기는 기노심과 7주기이다. 이와 함께 

PCM3D 방법론의 체계  용을 해 PCM3D 용 라이 러리  계측기 신호 등을 생산

하는 PCM3D 처리기 (PREPCM3D) 로그램을 개발한다. 

PCM3D 방법에서는 라이 러리에 장된 축방향 출력분담인자  3차원 출력연계계수를 

이용하여 3차원 출력분포를 구한다. 즉, 계측기 출력이 나오면, 축방향 출력분담인자를 

이용하여 이를 먼  계측노드 출력으로 변환하고, 다음으로 3차원 출력연계계수를 이용

하여 미계측노드에 한 출력을 구한다. 이 방법은 운  의 모든 가능한 노심 상태를 

미리 측하여 라이 러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정확성이 뛰어나다는 

장 이 있다. 

이 항에서는 먼  라이 러리 생산용 처리 로그램인 PREPCM3D 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각 호기  주기에 해 PCM3D용 계수 라이 러리를 생산하고, 

PCM3D 모듈을 상용원자로에 용하여 그 용가능성을 평가한다. 

가. PCM3D 처리기

PCM3D 모듈을 사용하여 3차원 출력분포를 합성하기 해서는 PCM3D 계수들이 필요하

다. 이러한 계수들은 계수라이 러리를 통해 PCM3D 모듈에 제공된다. PCM3D 처리기

인 PREPCM3D(PREprocessor for PCM3D) 로그램은 이러한 PCM3D용 계수라이 러

리를 생산하기 해 제작된 로그램이다. PREPCM3D 로그램은 계수라이 러리 외에

도 PCM3D 모듈의 구동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일도 생산한다. 이 로그램은 핵설계

코드인 MASTER 출력 일을 입력으로 받는다. 

그림 3.5.3-1은 PREPCM3D 로그램의 입․출력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입력 일은 2

개, 출력 일은 4개이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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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CM3D.INP: 입력 일. PREPCM3D의 기본입력 일로 노내핵계측기 구조와 장

치, PCM3D 라이 러리 구조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 MAS_OUT: 입력 일. MASTER 정규 출력 일로 노심 기하구조 등의 기본 자료  

3차원 출력분포가 제공된다. 

- PREPCM3D.OUT: 출력 일. 사용자를 한 PREPCM3D 기본출력 일. 실행에 사용된 

기본입력 일, PREPCM3D에서 처리된 MAS_OUT의 모든 계산조건들, 즉 연소 , 노

심출력  제어  치 등, 실행오류 정보 등이 수록된다. 

- REFPOW: 출력 일. MAS_OUT에서 편집한 3차원 출력분포 일. MAS_OUT의 모

든 계산조건에서의 3차원 출력분포가 편집되며, 이 일은 PCM3D 방법론의 검증을 

한 입력 일로 사용된다. 

- SIGDET: 출력 일. MAS_OUT의 3차원 출력분포로부터 계산된 노내핵계측기 신호 

일. MAS_OUT의 모든 계산조건에서 편집되며, 이 일은 PCM3D의 입력 일로 사

용된다. 

- PCM3DLIB: 출력 일. MAS_OUT의 3차원 출력분포로부터 계산된 PCM3D 구동용 계

수 라이 러리 일. PCM3D 계수 라이 러리 일의 마스크는 PREPCM3D.INP에서 

정의된다. PREPCM3D는 MAS_OUT 일에서 마스크에 포함된 계산시 에 해 

PCM3D 계수들을 계산하여 라이 러리에 수록한다. 이 일은 PCM3D 구동에 사용된

다. 

PREPCM3D의 구동을 해서는 2개의 입력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출력 일들 

, ‘PREPCM3D.OUT’, ‘REFPOW’  ‘SIGDET’ 일은 항상 생산되며, ‘PCM3DLIB’ 

일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산된다. 

PCM3D용 계수라이 러리는 노드정보, 계측기 정보, 라이 러리 구조  계측기/노드간 

사상 정보, 라이 러리 함수값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  계측기 정보는 라이 러리가 

생산될 때의 노심에 한 정보로, 용하고자 하는 문제의 이들 정보와 비교되어 사용가

능여부를 별하는데 사용된다. 노드 정보로는 노심내 핵연료집합체 장  구조  노드 

구조, 노심출력  제어 집합체 련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계측기 정보로는 계측

기의 반경방향  축방향 치, 단 계측기 크기 등의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라이 러

리 구조정보에는 함수 크기  함수 기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계측기/노드간 사

상 정보에는 축방향으로 서로 크기가 상이한 두개의 계측기  노드 사이의 사상정보가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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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M3D용 계수 Library 생산

이 항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PREPCM3D 로그램을 이용하여 PCM3D용 계수 라이 러

리를 생산한다. PCM3D용 계수들은 노심연소도, 노심 출력, 제어 집합체 치 등의 함

수로 생산하 으며, 이들 인자들에 한 민감도 분석은 따로 수행하지 않고, 참고문헌 

[3.5.3-1]을 참조하 다. 각 인자들의 기 에서의 노심계산은 노심이 항상 임계상태로 

운 되므로 임계보론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3.5.3-2는  3호기   1호기의 노심모델  계측기 치를 보여 다. 

Neutronics 계산을 한 반경방향 노심모델은 집합체당 2x2 노드로 나  모델을 사용하

다. 축방향 모델은  3호기의 경우에는 계측기 치를 고려하여 계측기가 평면 내

에서 부분 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나  모델을,  1호기의 경우에는 이동형 계측기를 

사용하므로 계측기에 구애됨이 없이 독 의 Cutback만 고려하여 나  모델을 사용하

다.  3호기에는 반경방향으로 총 45개의 핵연료집합체에 계측기는 장착되며, 축방향

으로는 40 cm의 단  계측기가 등간격으로 5개 장착된다. 

그림 3.5.3-3은  3호기 제어  삽입 로그램  노심출력에 따른 제어 집합체 삽입

한계를 보여 다. 제어 집합체 삽입 시에는 먼  R5군이 삽입되며, R5군이 60 inch 

치를 넘어서면 R4군이 같이 삽입된다. 한 R4군이 60 inch 치를 넘어서면 R3군이 같

이 삽입된다. 노심 출력에 따른 제어 집합체 삽입한계는 구간별 선형함수로 되어 있으

며, 변곡 은 출력에서 R5 108 inch, 75% 출력에서 R5 60 inch, 50% 출력에서 R5 완

삽입, 17.5% 출력에서 R3 60 inch, 출력에서 R3 60 inch이다. 

그림 3.5.3-4는  1호기 제어  집합체 삽입 치  노심출력에 따른 제어 집합체 

삽입한계를 보여 다. 출력운  에는 조  제어  집합체 에서 D, C  B Bank만 

삽입 가능하며, 이들은 step 단 로 삽입된다. 제어  집합체가 총 228 step으로 삽입 가

능하며, 완 히 삽입된 경우인 0 step은 핵연료집합체 바닥 치에서 9.6 cm 치를, 완

히 방출된 경우인 228 step은 376.72 cm 치를 나타낸다. 한 step은 완  방출된 치

와 완  삽입된 치를 228개의 균등 구간으로 나  값이다. 

표 3.5.3-1은  3호기   1호기에 한 PCM3D용 계수 라이 러리의 기 을 

보여 다. 연소도 기 은 가연성독 의 연소  핵분열성 물질의 생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 에는 간격을 작게, 연소도 90 EFPD 이후에는 간격을 30 EFPD 는 40 EFPD로 

설정하 다. 노심출력에 한 기 은 출력과 30% 출력으로 설정하여 이들 구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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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내삽법에 의해 계수를 생산하고, 구간 외에서는 외삽법에 의해 계수를 생산하도

록 하 다. 제어 집합체의 치에 한 기 은  3호기의 경우에는 모든 평면들에 

해 제어 집합체가 완  삽입 는 완  방출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여, 이 구간 내에

서는 2차 근사법을 도입하도록 하 다. 따라서 계수 라이 러리 생산 시에는 이들 제어

 집합체 치 기  외에도 기  간의 간 에서도 노심출력분포를 생산하여야 한

다.  1호기의 경우에는 D Bank 만 삽입된다고 가정하고, 3 steps 간격으로 기 을 

설정하여 이 구간 내에서 일차 근사에 의한 내삽법을 용하도록 하 다. 

다. 검증계산  결과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  3차원 출력분포 합성용 라이 러리에 한 검증계산은 

기  시험  변이  시험으로 수행되었다. 기  시험은 앞의 라이 러리가 생산된 

시 에 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이 정확히 구 되는가를 시

험하는 것이다.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은 라이 러리 생산 시 의 3차원 출력분포

를 정확히 재생산하여야 한다. 변이  시험은 라이 러리 기  이외의 지 에서 수행

되는 것으로 출력연계계수  출력분담비가 히 함수화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다. 라이 러리가 출력연계계수  출력분담비에 해 히 함수화한다면 오차는 매우 

작은 값을 보이게 된다.

기  시험에는 라이 러리 생산 시 에서 생산된 MASTER 코드의 각 노드별 3차원 

출력분포가 사용되었다. 변이  시험은 다음과 같은 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a. 시험하고자 하는 조건에 한 MASTER 코드 실행

b. PREPCM3D 로그램을 사용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조건에 한 계측기 신호와 3차원 

출력분포 참조값 생산

c. PCM3D 실행에 의한 3차원 출력분포 합성  MASTER 코드의 결과인 3차원 출력분

포 참조값의 비교

SIMPCM3D 로그램은 PCM3D 모듈을 구동하기 한 간단한 로그램이다. 이 로그

램의 주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PCM3D 구동용 입력, 계측기 신호  노심출력분포 참조값을 읽고 처리

b. 모사용 변수  PCM3D용 연계 변수 메모리 할당

c. PCM3D 기화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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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CM3D 출력분포와 참조 출력분포 비교

SIMPCM3D 로그램은 다음의 일을 제어한다.

a. PCM3D.DAT: 주 입력 일

b. PCM3D.OUT: 주 출력 일

c. PCM3D.SUM: 요약 출력 일

d. SIGDET: 계측기 신호 일

e. REFPOW: 출력분포 참조값

 3호기   1호기에 한 3차원 출력분포 합성모듈 라이 러리의 기 에 해 

수행된 기  시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3호기 1주기: 
  ≤ 0.03 %

-  3호기 7주기: 
  ≤ 0.02 %

-  1호기 1주기: 
  ≤ 0.01 %

-  1호기 7주기: 
  ≤ 0.01 %

기 은 앞의 표 3.5.3-1에서 나타나 있듯이 각 연소도별로  3호기의 경우에는 186

개의 기 이,  1호기의 경우에는 154개의 기 이 존재하게 된다. 기 에 해

서는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모듈이 라이 러리의 생산시 사용된 3차원 출력분포를 그 로 

재생하여야 한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출력분포 합성 모듈이 생산한 3차원 출력분

포는 최  오차가 ±0.03 % 범 내로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러한 오차는 

MASTER 출력 일의 노드별 출력분포의 유효자리수 수 의 오차이다. 따라서 PCM3D 

모듈은 라이 러리 제작시 사용된 3차원 출력분포를 재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 이 

모듈은 건 하게 작동한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5.3-2는  3호기   1호기에 한 PCM3D 방법론 검증용 변이 을 보여

다. 연소도 변이   노심 출력 변이 은 기 에서 벗어난 지 을 선정하 으며, 제어

 치에 한 변이 은 출력 에 따른 제어  삽입한계 내에서 히 선정하 다. 

그림 3.5.3-5에서 3.5.3-8까지는  3호기   1호기, 1주기  7주기 노심의 100% 

출력에서 각 연소도 변이 에서의 제어  치에 따른 노드별 평균출력  첨두 출력의 

최  오차를 보여 다. 이들 오차는 노심 출력에 따른 오차는 없으며, 연소도에 따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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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제어  치에 따른 오차가 더해져서 나타난 것이다. 노드출력분포는  연소도 구

간에서  3호기는 1% 이내의 오차를,  1호기는 1%를 조  넘는 오차를 보여

다. 노드별 첨두 출력은  3호기   1호기 모두 2% 이내의 오차를 보여 다. 

표 3.5.3-3은 출력별 변이  시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3호기의 경우에는 노드 출

력의 최 오차가 노심 출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출력에 따른 내삽법이 

용되는 구간인 30 % ~ 100 % 출력에서는 1.5 % 이하의 오차를 보이나 30 % 이하의 출

력에서는 최  4 % 정도의 오차를 보인다. 따라서  3호기의 경우에는 PCM3D 방법

론의 불확실도를 30 % 출력 이상과 이하에 해 따로 용하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단된다.  1호기의 경우에는  3호기와는 달리 노심 출력에 따른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따라서 출력  구간에 해 1주기에는 2.0 % 를, 7주기에 해서는 2.5 % 

의 노드출력분포 불확실도를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출력분포에 해서

는  3호기의 경우에는 3 ~ 4 %의 불확실도를,  1호기에 해서는 4 ~ 5 %의 불

확실도를 용하면 될 것으로 단된다. 표 3.5.3-4는 이상에서 논의된 PCM3D 방법론을 

용할 경우의 불확실도를 호기별, 주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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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3호기  1호기

연소도(EFPD) 제어 치(cm) 연소도(EFPD) D Bank 치
(step)1주기 7주기 R5 R4 R3 1주기 7주기

100 0 0 381.00 381.00 381.00 0 0 228 87
30 5 5 371.95 381.00 381.00 5 5 225 84

15 15 362.90 381.00 381.00 15 15 222 81
30 30 352.90 381.00 381.00 30 30 219 78
50 50 342.90 381.00 381.00 50 50 216 75
70 70 322.90 381.00 381.00 70 70 213 72
90 90 304.80 381.00 381.00 90 90 210 69
120 120 286.70 381.00 381.00 120 120 207 66
150 150 266.70 381.00 381.00 150 150 204 63
180 180 246.70 381.00 381.00 180 180 201 60
210 210 228.60 381.00 381.00 210 210 198 57
240 240 210.50 381.00 381.00 240 240 195 54
270 270 190.50 381.00 381.00 270 270 192 51
300 300 170.50 381.00 381.00 300 300 189 48
330 330 152.40 381.00 381.00 340 330 186 45
370 360 143.35 371.95 381.00 370 183 42

400 134.30 362.90 381.00 180 39
124.30 352.90 381.00 177 36
114.30 342.90 381.00 174 33
94.30 322.90 381.00 171 30
76.20 304.80 381.00 168 27
58.10 286.70 381.00 165 24
38.10 266.70 381.00 162 21
28.10 256.70 381.00 159 18
18.10 246.70 381.00 156 15
9.05 237.65 381.00 153 12
0.00 228.60 381.00 150 9
0.00 210.50 381.00 147 6
0.00 190.50 381.00 144 3
0.00 170.50 381.00 141 0
0.00 152.40 381.00 138
0.00 143.35 371.95 135
0.00 134.30 362.90 132
0.00 124.30 352.90 129
0.00 114.30 342.90 126
0.00 94.30 322.90 123
0.00 76.20 304.80 120
0.00 58.10 286.70 117
0.00 38.10 266.70 114
0.00 28.10 256.70 111
0.00 18.10 246.70 108
0.00 9.05 237.65 105
0.00 0.00 228.60 102
0.00 0.00 210.50 99
0.00 0.00 190.50 96
0.00 0.00 170.50 93
0.00 0.00 152.40 90

표 3.5.3-1  PCM3D용 계수 라이 러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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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
기

연소도, EFPD 제어 치, 총 여정, cm

1주기 7주기 출력 100% 출력 75% 출력 50% 출력 15%
20 60 1137.00 1137.00 1137.00 1137.00 

60 110 1102.00 1102.00 1102.00 1102.00 

110 190 1067.00 1067.00 1067.00 1067.00 

190 250 1036.32 1032.00 1032.00 1032.00 

250 380 997.00 997.00 997.00 

310 962.00 962.00 962.00 

360 927.00 927.00 927.00 

869.60 869.60 

799.60 799.60 

729.60 729.60 

659.60 659.60 

599.60 

564.60 

525.80 

455.80 

385.80 

315.80 

245.80 

202.20 

167.20 

1
호
기

연소도, EFPD 제어 치, D Bank, steps

1주기 7주기 출력 100% 출력 75% 출력 50% 출력 20%
20 20 220 228 228 228 

60 60 210 220 220 220 

110 110 200 210 210 210 

190 190 190 200 200 200 

250 250 180 190 190 190 

330 360 170 180 180 180 

160 170 170 170 

160 160 160 

150 150 150 

140 140 140 

130 130 130 

120 120 120 

110 110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50 

40 

30 

20 

표 3.5.3-2  PCM3D 방법론 검증을 한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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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축방향

계측신호수 주기 출력, %
노드 출력

최 오차, %
첨두 출력
최 오차, %

3호기 5

1

100 0.89 1.98

75 1.06 2.79

50 1.34 2.80

15 3.72 3.54

7

100 0.44 1.53

75 0.88 2.87

50 0.73 3.76

15 2.30 3.41

1호기

1

1

100 1.07 1.49

75 4.92 5.05

50 4.37 4.54

20 3.33 3.47

7

100 1.26 1.23

75 5.94 6.05

50 5.25 5.37

20 3.40 4.82

2

1

100 1.01 1.50

75 1.78 4.00

50 1.71 3.62

20 1.82 2.76

7

100 1.19 1.56

75 2.06 4.81

50 1.93 4.72

20 2.47 3.82

표 3.5.3-3  출력별 변이  시험 결과 요약

호기 주기 출력, %
최  노드

출력 오차, %
최  

출력오차, %

3호기

1
 > 30 1.5 3.0

< 30 4.0 4.0

7
 > 30 1.0 4.0

< 30 3.0 4.0

1호기

1  > 20 2.0 4.0

7  > 20 2.5 5.0

표 3.5.3-4  PCM3D 방법 용시 불확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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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CM3D

PREPCM3D.INP

MAS_OUT

PREPCM3D.OUT

PCM3DLIB

SIGDET

REFPOW
PCM3D

그림 3.5.3-1  PREPCM3D 프로그램의 입․출력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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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3   4   5
                  3       4            5       6
               6   7   8   9  10  11  12  13  14
              7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8       9           10      11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2                                            13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14          15          16      17          18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19          20                   21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22                            23                           24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25               26               27
  97  98 99 100 101 102103 104 105106 107 108 109110 111
         28                               29           30
112 113 114 115116 117 118 119120 121 122123 124125 126
     31          32          33                   34
     127 128129 130 131132 133 134135 136 137 138139
                      35          36      37
     140 141142 143 144145 146 147148 149 150 151152
         38                                    39
         153 154 155156 157 158159 160 161162 163
             40       41          42      43
             164 165 166167 168 169 170171 172
                          44          45    Detector Number
                      173 174175 176 177  Assembly Number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381.00
371.95
362.90
352.90
342.90

322.90

304.80

286.70

266.70

246.70

228.60

210.50

190.50

170.50

152.40

134.30

114.30

94.30

76.20

58.10

38.10
28.10
18.10
9.05
0.00

높이

(cm)

Detector Plane

                    (a) 영광 3호기 반경방향 모델             (b) 영광 3호기 축방향 모델

                               1
                            1   2   3
                                       2
                    4   5   6   7   8   9  10
             3            4   5                6
              11  12  13  14  15  16  17  18  19
                  7           8       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11      12              13  14      15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6          17       18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19              20       21          22      23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24       25      26                  27           28  29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30               31  32                   33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34              35                   36      37
     102103 104 105106 107 108 109110 111 112113 114
                 38          39       40 41
     115116 117 118 119120 121 122123 124 125126 127
         42              43                   44  45
         128 129130 131 132 133134 135 136137 138
                              46      47
             139 140 141142 143 144145 146 147
                 48               49
                  148149 150 151152 153 154
                          50            Detector Number
                          155 156 157  Assembly Number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높이

(cm)

367.20
353.06

333.38

313.69

288.60

253.12

217.64

182.16

146.68

111.20

75.72

45.72

29.21

12.70
0.00

Plane Number

         (c)  1호기 반경방향 모델        (d)  1호기 축방향 모델

그림 3.5.3-2  Library 생산을 한 노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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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R5

R5

R5

R4 R4

R4 R4

R4

R3R3

R3

R3 R3

R3 R3

R3

12발 제어 집합체

4발 제어 집합체

R5 제어 집합체R5

R4 제어 집합체R4

R3 제어 집합체R3

(a) 조절제어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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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20        90         60        30          0
5

150       120        90        60         30         0
3

150       120        90         60        30         0
1

150       120        90         60        30         0
4

150       120        90         60        30         0
2

CEA Withdrawal, Inch

108

Transient Insertion Limit

60

Short Term
Steady State
Insertion Limit

Long Term
Steady State
Insertion Limit

(b) 출력 에 따른 제어 집합체 삽입한계

그림 3.5.3-3   3호기 조 제어  치  제어 집합체 삽입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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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A

      C    B           B    C

A     B          C          B     A

D          C           C          D

A     B          C          B     A

      C    B           B    C

           A     D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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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nkB

A B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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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80

20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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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8)

(0,208)

(11,228)

BANK D

BANK C

BANK B

(b) 출력 에 따른 제어 집합체 삽입한계

그림 3.5.3-4   1호기 조 제어  치  제어 집합체 삽입한계



- 681 -

-5.0

-4.0

-3.0

-2.0

-1.0

0.0

1.0

2.0

3.0

4.0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연소도, EFPD

최
대

 오
차

, %

노드별 평균출력

노드별 최대봉출력

그림 3.5.3-5  제어  치에 따른 3차원 출력분포오차 (YGN3 CY1, 

100%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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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  제어  치에 따른 3차원 출력분포오차 (YGN3 CY7, 

100% 출력)



- 682 -

-5.0

-4.0

-3.0

-2.0

-1.0

0.0

1.0

2.0

3.0

4.0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연소도, EFPD

최
대

 오
차

, %
노드별 평균출력

노드별 최대봉출력

그림 3.5.3-7  제어  치에 따른 3차원 출력분포오차 (YGN1 CY1, 

100%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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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8  제어  치에 따른 3차원 출력분포오차 (YGN1 CY7, 

100%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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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상용 원  용성 평가

가. 연구목

본 연구는 SMART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상용 원 에 용 가능한지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 으로 필요한 기술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SMART와 상용 원 의 주요 기기  그 배치 그리고 운  특성 비교 검토

(2) SMART 피동잔열제거계통 주요 기기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상용 원 에 용할 피

동잔열제거계통의 주요 기기에 한 비 용량 산정

(3) 열교환기 성능 해석 방법을 제안하고 열교환기의 비 성능 해석을 수행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SMART 피동잔열제거계통 개요

(가) 계통기능 

원자로 정지 후, 2차계통을 이용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이 불가능할 경우, 증기발

생기를 통해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을 제거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임의의 출력운  조건에서의 온도로부터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하여 정지냉각계통이 

운 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까지 냉각시킨다. 노심의 잔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달되며, 달된 열은 자연순환 유동

에 의해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제거된다.

(나) 계통설명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증기발생기

를 통해 달된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모두 4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

떠한 출력 에서 원자로가 정지되어도 2개의 계열을 이용해 원자로냉각재펌 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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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상태에서 36시간 이내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임의의 출력운  조건에서

의 온도로부터 정지냉각계통이 운 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까지 냉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각 계열은 비상냉각탱크, 응축열교환기, 보충탱크, 오리피스, 련 

밸 , 기기의 연결배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증기 배 과 수 배

을 통해 증기발생기에 연결된다. 주증기 배 에 연결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배 은 

주증기 구역 격리밸 와 주증기 격리밸  사이의 배  상에서 원자로건물 바깥쪽 배

에 연결되며, 수 배 에 연결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배 은 수 구역 격리밸

와 수 격리밸  사이의 배  상에서 원자로건물 바깥쪽 배 에 연결된다. 수 배

에 연결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배  상에 격리밸 가 설치되며 이 밸 는 정상운

  닫 있게 된다. 각 계열의 응축열교환기는 최종 열침원인 비상냉각탱크 내에 잠

겨져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개념도를 그림 3.5.4-1에 도시하 다.

원자로 정지 후에 노심에서 발생한 잔열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냉

각재로 달된 뒤,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비상냉각탱크 내의 냉각수로 달되어 제거

된다. 따라서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할 경우, 응축열교환기는 비상냉각탱크 내에 항

상 잠겨 있도록 설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

이 차이  유체의 도 차이에 의해 자연 으로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원자

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따라서 계통의 요구되는 성능 요건이 만족되도록, 증기발

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유효 높이 차이  계통의 유로 항은 원자로냉각재계

통 냉각을 한 충분한 유량이 확보되도록 설계된다. 원자로가 정지되고 피동잔열제

거작동신호가 발생하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격리밸 가 자동으로 개방되고, 주증기 

격리밸   수 격리밸 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운 이 시작된다. 계통이 작동되면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과냉각 상태의 냉각재는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달되는 

열에 의해 포화상태의 이상유동 혹은 과열증기 상태로 증기발생기 출구를 빠져나오게 

된다. 증기발생기 출구로부터 응축열교환기 입구로 유입되는 이러한 상태의 냉각재는 

비상냉각탱크의 온 냉각수로의 열 달을 통해 다시 응축 과정을 거쳐 출구에서는 

과냉각 상태의 액상유동이 형성되면서 연속 인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심의 잔열이 감소함에 따라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에서의 유체의 

도차이가 감소되어 자연순환 유동을 한 구동력이 감소하게 되나, 원자로냉각재계

통을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시키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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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기기설명

1) 응축열교환기

응축열교환기는 입구헤더, 수직 직  형태의 열 , 출구헤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달된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열을 비상냉각탱크의 냉각수를 통해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응축열교환기

는 비상냉각탱크 내부에 치하며, 응축 열교환기 열  안쪽을 통해 냉각재가 자

연순환 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응축열교환기의 열 제거 용량은, 2 

계열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될 

수 있도록 산정된다. 응축열교환기의 열 제거 용량 산정에는 비응축성 가스  울

링에 의한 열 달 하 향이 고려된다.

2) 비상냉각탱크

비상냉각탱크에는 냉각수가 채워져 있으며 응축열교환기가 잠겨있다. 탱크는 기 

으로 열려있어 응축열교환기로부터 달받은 열에 의해 냉각수가 증발하여 잔열

을 제거한다.

3) 보충탱크

보충탱크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운  기간 , 계통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계

통의 냉각재 체  변화를 수용하고, 계통 유로에 충분한 냉각재를 공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충탱크는 타원형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가지고 있는 원통형의 구조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 과정 에 피동잔열제거계통 배 , 응축열교환기  증기발

생기의 각 부 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된다.

(라) 계통운

기동운 , 정상출력운  그리고 정상정지운  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출구격리밸

에 의해 수배 으로부터 격리되어 기 상태에 있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발생

한 열은 2차계통에 의해 제거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사고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피동잔열제거작동신호가 발생하

면 주증기 격리밸 와 수 격리밸 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출구격리밸 가 자

동으로 개방되면서 운 이 개시된다. 계통 작동 기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달된 열에 의해 증기발생기 튜  내부의 냉각재가 비등하면서 체 이 팽창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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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격히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해 증기 상태의 고온의 냉각재가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유입되어 응축

열교환기를 통해 냉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유동은 기의 

매우 짧은 시간 구간에서만 형성되며, 이후의 거의 부분의 운  기간 동안에는 증기

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냉각재의 도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

두차에 의해 연속 인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냉각된다. 계통 

작동 시 주증기 격리밸  작동시간에 수반되는 냉각재 손실과 계통 운   냉각재의 

상변화에 의한 체 변화를 보상하기 해 보충탱크로부터 계통 유로로 지속 인 냉각

재의 공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고기간 동안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운 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36시간 이내에 고온정지 상태인 정지냉각계통이 운 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까지 냉각시킨다.

(2) 상용원자로 피동잔열제거계통 주요기기 비 용량 산정

본 에서는 SMART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주요기기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상용원자로에 

용할 피동잔열제거계통 주요기기에 한 비 용량을 산정하 다.

(가) 응축열교환기

1) 응축열교환기 성능요건

본 에서는 상용원자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응축열교환기가 만족해야할 성능요

건에 해서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원자로 참조용으로 ‘한국형 표 원  계

통실무’[3.5.4-1]의 설계 인자를 사용하 다. 표 3.5.4-1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 설계 

인자를 나타내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모두 4개의 계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출력 에서 원자로가 정지되어도 2개의 계열을 이

용해 원자로냉각재펌 가 정지된 상태에서 36 시간 이내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

도를 임의의 출력운  조건에서의 온도로부터 정지냉각계통이 운 을 개시할 수 있

는 온도인 200 ℃까지 냉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즉, 1개의 응축열교환기가 노

심에서 발생하는 총 잔열의 50 %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심에서 발생

하는 붕괴열   붕괴열의 수 에 따라 응축열교환기의 열 제거 용량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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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산출하기 해서 사용된 붕괴열[3.5.4-2]   붕괴열 식을 아래에 나타

내었다. 




                                                     (3.5.4-1)

 




 
                                                (3.5.4-2)

여기서 는 정지  출력, 는 붕괴열출력, 는 운  시간, 는 정지 후 시간, 그리

고 는  붕괴열을 나타낸다. 보수  평가를 해 정지  출력은 2825 MWt, 

운 시간은 무한 로 설정하 다. 

각 계열의 응축열교환기가 정상출력의 1%(28.25 MWt)의 잔열을 제거하도록 용량이 

설계된다면, Initiation event와 단일고장을 고려할 경우, 2 계열이 최소 2%의 잔열

을 제거 할 수 있게 된다. 식 (3.5.4-1)에 의하면 원자로가 정지하고 약 400 가 경

과하면 2%의 잔열이 발생하고 이때까지  붕괴열은 식 (3.5.4-2)에 따라 28127 

MJ 이다. 따라서 원자로가 정지하고 400 가 경과할 때까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되는 열은  붕괴열에서 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열제거량을 뺀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3.5.4-3)

와 같이 계산된 붕괴열을 기 으로 원자로냉각재의 총량  열수력 조건을 

기 으로 에 지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는 평

균 약 5℃정도 상승하고, 이때 계통의 압력은 략 15.6 MPa 로 0.8 MPa 정도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각 계열의 응축열교환기가 정상출력의 

1.5%(42.4 MWt)의 잔열을 제거하도록 설계될 경우에는, 계통의 압력은 0.2 MPa, 

온도는 1.0 ℃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축열교환기 1 당 열 제거 

용량은 정상출력의 1%인 28.25 MWt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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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축열교환기 열  형상

본 에서는 응축열교환기의 열  형상 설계에 해서 다루고자 한다. 

먼  각 계열의 설계 유량은 응축열교환기의 열 제거 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2차측 정상 운  압력 7.36 MPa에서 물의 증발 잠열은 약 1480 kJ/kg이다. 응축열

교환기가 정상 작동 할 경우 응축열교환기에서의 열 달률은 (질량유량) x (증발잠

열)로 근사할 수 있다. 이 열 달률과 응축열교환기의 성능 요건(정상출력의 1%)을 

등가시키면, 필요한 설계 유량을 얻을 수 있다.

×  ×                                 (3.5.4-4)

따라서 설계 유량은    으로 선정하 다. 설계 유량의 성은 성능해석 

코드를 이용해 검증하게 된다.

열  재질은 설계 허용 온도, 인허가 요건, 내식 특성 등을 감안하여 Inconel 600

을 선정하 다.

열 은 수직형으로 한다. 

열  외경은 열교환기에 일반 으로 쓰이는 3/4 in. 로 선정하 다. 필요한 열  

개수는 성능해석 코드를 이용한 성능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1500 개로 선정하 다. 

성능 해석 모델은 다음 에서 다룬다.

열  두께는 내부 압력 하  하의 직 의 최소 두께 산정에 용되는 ASME 

B&PV Section III Division 1-NC-3640 의 상 식(식 3.5.4-5)을 사용하 다. 

 
   
  

                                             (3.5.4-5)

여기서, Pi = Internal pressure (kPa)

       di = Tube inner diameter (mm)

       do = Tube outer diameter (mm)

       S = Maximum allowable stress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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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dditional thickness (mm)

       y = 0.36 는 0.4 (do/tm 값에 따라 결정) 

추가 두께로 가장 보수 인 1.65 mm 를 용한 결과 설계 압력 17 MPa 에 해 

필요한 열  두께는 2.77 mm 로 평가되었다. 

3) 응축열교환기 열 크기 산정 해석 모델

열  내부에서의 응축은 환상류 역에서 일어나므로 환상류에 용될 수 있는 

지배방정식이 요구된다. 유동 해석을 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 지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지배방정식을 응축 역과 액상 단상 유

동 역에 해서 용하 다. 일반 으로 응축 역에서의 압력강하는 액상단상유동

역의 압력강하에 비해서 매우 작으므로(그림 3.5.4-2 참조), 이 한 지배방정식에 

반 하 다. 열  길이에 해 한 개수의 격자 을 설정하 고, 지배방정식은 

각 격자 에 용될 수 있도록 차분화 되었다. 

단상유동 역에서의 마찰계수는 Idelchik's handbook[3.5.4-3]에 제시된 내 압력강

하 상 식을 용하 다. 열 달계수는 Shah[3.5.4-4]의 열 달 계수 상 식(식 

3.5.4-6)을 용하 다. 

 h
h lo

 =  (1- x) 0.8 + 
3.8 x

0.76
 ( 1- x)

0.04

(
P
P cr

) 0.38
                   (3.5.4-6)

      h lo =  0.023 (
k l
D i

)(
GD i
μ
l

)
0.8

 Pr
0.4
l

이상에서 주어진 지배방정식과 열 달계수  마찰계수 상 식을 이용하면 응축열

교환기 열 에서의 열 달  유동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석은 열 의 기하

학  구조, 열  입구에서의 증기조건, 열  입구에서의 증기유량  압력 그리

고 비상냉각탱크의 압력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수행된다. 



- 690 -

4) 성능 해석 결과  검토

기술된 지배방정식과 여러 상 식을 이용하여 성능 해석 로그램을 작성하 다. 응

축열교환기의 길이는 1.5 m, 내경은 13.51 mm, 외경은 19.05 mm 그리고 열 의 

개수는 1500 개로 잠정 선정하 다. 경계조건으로 열  입구 유량, 압력 그리고 

온도는 19.1 kg/s, 7.3 MPa 그리고 327 ℃로 각각 설정하 다. 입구 온도의 경우 피

동잔열제거계통 작동 에는 2차측 유량이 정상 운  시에 비해 하게 어들게 

되고 2차측 출구 온도는 1차측 입구 온도에 근 하게 된다. 따라서 피동 잔열 제거 

입구 온도는 노심 출구 온도로 설정하 다. 비상냉각탱크의 압력과 온도는 각각 0.1 

MPa 과 99 ℃를 부여하 다. 

그림 3.5.4-3 에는 계산된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응축에 필요한 길이는 약 1m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열  설계 길이 1.5 m 는 히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에 과열된 상태의 증기는 열  입구 부근에서 빠르게 포화 상태로 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증기 상태의 물의 비열이 증발 잠열보다 히 작기 때

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열교환기에서의 총 열제거량은 37.6 MWt 이었다.

(나) 비상냉각탱크

비상냉각탱크는 36시간 동안 별도의 운 원 조치 없이도 계통의 운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36시간동안의  붕괴열은 식 (3.5.4-2)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보수  평가를 해 정지  출력은 2825 MWt, 운 시간은 무한 로 설정하

다. 

(36시간  붕괴열) = 2.87 × 10
6
 MJ

비상냉각탱크의 압력과 온도를 0.1 MPa, 99 ℃라고 하면, 증발잠열은 2258 kJ/kg 이

다. 이로부터 계산된 비상냉각탱크 물용량은 약 1271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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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충탱크

보충탱크 용량은 보수  설계를 해 피동잔열제거계통 배 이 모두 비었을 때를 가

정하여 배 을 냉각재로 채울 수 있도록 산정한다. 계통 배  체 의 부분은 증기발

생기 체 이 담당한다. 한국형 표 원 의 경우 증기발생기 1차측 물체 이 약 51 ㎥ 

이므로, 2차측 물체 은 1차측 물체 을 참조하고 나머지 배 체 을 감안하면 필요

한 보충탱크 용량은 100 ㎥ 이내일 것으로 단된다.

라. 후속사항 

(1) SMART와 상용 원  주요 기기  그 배치 그리고 운  특성을 비교 검토: 본 연구

에서 완료

(2) SMART 피동잔열제거계통 주요 기기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상용 원 에 용할 피

동잔열제거계통의 주요 기기에 한 비 용량을 선정: 본 연구에서 완료

(3) 열교환기 성능 해석 방법을 제안하고 열교환기의 비 성능 해석을 수행: 본 연구에

서 완료

(4) 상용원 의 U튜  증기 발생기 운  특성을 반 한 계통 구성 필요

(5) 비응축가스를 배기시키기 한 방법 개발 필요

(6) 체 인 성능을 확인한기 한 계통성능실험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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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설계변수

노심 출력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압력

원자로냉각재계통 운 압력

노심 입구온도

노심 출구온도

계통 물체 (가압기 제외)

2825 MWt

17.2 MPa

14.8 MPa

295.8 ℃

327.3 ℃

283 ㎥

표 3.5.4-1  원자로 냉각재 계통 설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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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1  SMART 피동잔열제거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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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노내계측기의 Top-mounted 설치 기술 개발

가. 연구목

본 연구는 일체형원자로 상부덮개를 통하여 삽입할 수 있는 노내계측기(ICI : In-Core 

Instrument) 설치개념  이에 한 지지구조물을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상부설치

형 ICI(top-mounted in-core instruments)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상부덮개의 통부, 노내

계측기 부, 계측기 안내  배치  안내  지지구조물을 포함한다.

나. 연구범  

(1) 상부설치형 ICI의 설치개념

(2) ICI 지지구조물의 형상설계

(3) ICI 안내 의 배치  길이 계산

(4) ICI 지지구조물의 건 성 평가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재 가압경수형 상용원자로에서는 노심의 하부에 치하는 하부경 을 통하는 노즐과 

안내 을 통하여 ICI가 설치되므로 이들 배 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배 단이 발생하면 

1차 냉각재의 수 가 노심 아랫부분에 형성되어 노심이 공기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3.5.5-1]. 재 개발 인 신형 원자로는 부분 상부설치형 노내계측기 계통을 설계에 

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특허등록을 통하여 독자 인 기술로 보호되고 있다[3.5.5-2～

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일체형원자로에 용이 가능한 독창

인 상부설치형 노내계측기 설치기술을 개발하 다.

 (1) 상부설치형 ICI의 설치개념

상부설치형 ICI의 배치 개념은 그림 3.5.5-1과 같다. 이 구조물은 원자로 상부덮개에 형성

된 ICI 노즐을 통하여 삽입되는 ICI가 가압기(pressurizer) 공간 하부에 설치되는 상부안

내구조물(upper guide structure)에 형성된 ICI 안내 을 통하여 노심으로 삽입되도록 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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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내한다. 이 구조물은 ICI 안내 과 함께 제어 집합체연장 (CEA-ESA : Control 

Element Assembly’s Extension Shaft Assembly) 안내 , 가압기 열기 지지   각종 

계측기 안내 을 제공한다.

원자로 상부덮개의 앙부에는 제어 구동장치(CRDM : Control Rod Drive 

Mechanism), 가압기 열기  각종 계측기들이 설치되고 한 상부공간에는 제어 구동

장치 냉각기, 각종 력선  계측선, 스터드볼트 인양기들이 설치되므로 원자로 상부덮

개 앙부의 구조  형상이 매우 복잡하다. ICI는 노심 내부에 설치되므로 원자로덮개에

서 수직으로 삽입하여 설치할 경우, 제어 구동장치 사이로 각각의 ICI를 삽입하고 설치

하여야 하므로 취 공간이 부족하며, ICI 개수만큼 상부덮개에 통구멍을 형성시켜야 

하며, 한 CRDM의 고 압 력선과 ICI 계측선이 근 하게 배치되어 ICI 계측선에 잡

음이 발생할 수 있다. ICI의 rhodium detector는 류를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고 압 

역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지만, 열 (thermo couple)는 압을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고 압 향에 의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선을 차폐할 필요가 있다. 계측선에서 

잡음발생 문제 을 제거하고, ICI와 원자로상부구조물과의 간섭 발생을 감소시키고, 원자

로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할 때 ICI의 설치  제거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하여 ICI 노

즐을 원자로 상부덮개의 앙부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부근에 설치하 다.

노심 역에서 ICI는 핵연료집합체의 앙부에 형성된 ICI 안내 에 삽입되고 ICI가 삽입

되는 핵연료집합체는 격자형으로 배치된다. 핵연료집합체 내부의 ICI 안내 은 핵연료

과 동일한 형상의 직선형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상부안내구조물에서도 CEA가 움직이는 

경로와 간섭을 피하고 1차 냉각재의 유동에 기인한 진동을 억제하기 하여 ICI 안내

을 직선으로 배치하 다. 가압기 공간에서는 1차 냉각재의 유동경로가 형성되지 않고, 

심부에는 CEA-ESA와 ICI만 배치되고 한 상부안내구조물에 비하여 구조가 비교  간

단하다. 따라서 ICI 안내 을 가압기 공간에서 곡선으로 배치하여 ICI 안내 , CEA-ESA 

안내 , 가압기 열기  각종 계측기들이 상호간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하 다. 원자

로 상부덮개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ICI 노즐을 통하여 노심으로 연결되는 곡선형 ICI 안내

에 삽입되는 ICI는 원자로 내부에서 굽 서 배치가 가능한 IST사의 ICI를 사용하 다. 

IST사의 ICI 형상은 그림 3.5.5-2  3.5.5-3과 같다.

그림 3.5.5-4는 원자로노심에 삽입되는 ICI의 치와 원자로 상부덮개에 설치되는 ICI 노

즐의 치를 수평면상에 나타내었다. 노심에서 ICI는 핵연료집합체를 하나씩 건 뛴 

checkerboard 형식으로 핵연료집합체의 앙에 삽입되고, ICI 노즐에서는 6개의 ICI가 하

나의 노즐에 삽입․설치되는 형식의 설계를 나타내었다. 원자로 상부덮개를 통하는 

ICI 노즐에는 여러 개의 ICI가 삽입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삽입할 수 있는 ICI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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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통부 직경의 크기에 향을 미친다. ICI 노즐 통부 직경의 크기는 노즐의 형상, 

ICI를 ․고정하기 한 ICI 체결부의 최소의 간격요건, ICI 취 공구의 취 요건 등

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압기 역에서 ICI 안내 은 ICI 노즐 하부에서부터 상부안내구조물까지 연결되며 수

직면상에서는 그림 3.5.5-5에서 나타낸 형식으로 배치된다. 6개의 ICI 삽입구멍이 형성된 

ICI 노즐과 노심 역의 ICI 삽입 치에 사이의 수평거리는 1601.6mm～3107.6mm로써 각

각의 ICI 치에 한 수평거리는 표 3.5.5-1과 같다. 표 3.5.5-1에서 2, 7번 안내 은 수평

거리가 동일하지만 7번 안내 을 2번 안내 과 동일한 형상으로 굽 서 배치할 경우, 7번 

안내 의 곡 부가 노심의 바깥쪽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것은 ICI 지지구조물의 지지

격자  지지 과 간섭이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최외곽에 치하는 7번 안내 의 굽힘 

형상은 2번 안내 과 다르게 배치되도록 한다.

(2) ICI 지지구조물의 형상설계

(가) ICI 지지구조물의 형상 개념

ICI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상부덮개 하부에서 가압기 역에 치하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며 형상개념은 그림 3.5.5-6과 같다.

- ICI가 안 하게 노심으로 원활하게 삽입되도록 원자로 상부덮개와 상부안내구조물 

사이에 ICI 안내 을 제공하며, 원자로의 운 하 에 하여 ICI를 안 하게 지지한

다.

- 가압기 열기가 가압기 역으로 원활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원자로의 운 하 에 

하여 가압기 열기를 안 하게 지지한다.

- 원자로 상부덮개와 상부안내구조물 사이의 공간에서 CEA-ESA 안내 을 제공하며 

원자로의 운 하 에 하여 CEA-ESA을 안 하게 지지한다.

- 가압기 내부에 설치되거나 가압기를 통하여 설치되는 각종 계측기의 안내 을 제

공하며, 원자로 운 하 에 하여 각종 계측기들을 안 하게 지지한다.

(나) ICI 지지구조물의 3차원 형상

ICI 지지구조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조물은 다음의 순서로 제작․설치하며 ICI 지지

구조물의 3차원 형상은 그림 3.5.5-7과 같다. 그림 3.5.5-7은 ICI 지지구조물에 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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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조립의 구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모든 구조물을 I-DEAS 소 트웨어로 3

차원 모델을 작성하여 조립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 ICI 안내 , CEA-ESA 안내   계측기 안내 들이 수직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

록 고정하는 5개의 지지격자(상부지지격자 1개, 간지지격자 2개, A형  B형 하

부지지격자)를 제작한다. 

- 상부격자와 수평지지 를 용 ․고정시켜 상부구조물을 만들고, 하부의 4개 지지격

자들과 8개의 수직지지 를 용 ․고정하여 하부구조물을 만든다. 이때 수직 지지

 바깥에는 열기 지지 gusset도 함께 용 ․고정시킨다. 

- 하부구조물의 열기 지지 gusset 상부에 열기 지지 을 부착하고, 지지격자의 

ICI 안내  삽입구멍에 해당 ICI 안내 을 삽입하며, 상부구조물에 수평지지  상부

에 열기 지지 을 부착한다. 

- 하부구조물에 설치된 ICI 안내 을 상부구조물의 수평지지 에 부착된 ICI 노즐 연

결부에 삽입되도록 정렬시킨 다음, 수평지지 와 수직지지 를 용 ․부착하여 ICI 

지지구조물을 하나의 구조물로 조립한다. 간격자가 치하는 공간에서 고정구를 

사용하여 ICI 안내 들을 간격자에 고정시킨다.

- CEA-ESA 안내 을 상부격자로 부터 하부격자로 통과하도록 설치하고 고정시킨 

다음, ICI 노즐 연결구와 CEA-ESA 안내 들이 원자로 상부덮개에 형성된 ICI 노즐

과 CRDM 노즐 하부에 삽입되도록 정렬시키고 연결핀을 사용하여 ICI 지지구조물 

지지lug를 통하여 ICI 지지구조물을 원자로 상부덮개의 하부에 고정시킨다.

(다) 지지격자의 형상

ICI 지지구조물에서 CEA-ESA 안내 , 가압기 열기  가압기의 온도․수 계측기 

 원자로 내부의 수 계측기들은 직  형태로 설치되는 구조물이므로 지지구조물의 

형상은 비교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ICI 안내 을 직 으로 배치되지 않

고 곡 으로 배치되므로 이것이 직 으로 배치되는 각종 안내   열기들과 간섭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배치하여야 한다. 여러 종류의 안내 의 횡방향 자유도를 

구속하는 지지격자는 각각의 치에 따라 형상이 다르며, 모두 4종류를 사용하 다. 

형상이 다른 각각의 지지격자 설계개념은 다음과 같다.

- 상부격자는 CEA-ESA 안내 을 고정하는 기능을 한다. 상부격자가 설치되는 공간

에는 ICI 안내 이 지나가지 않으므로 ICI 안내  지지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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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자는 곡 형 ICI 안내 이 배치되는 공간이다. CEA-ESA 안내 은 굽힘강

도가 큰 직 이므로 상부격자  하부격자로 지지하여도 횡방향 자유도의 구속

이 가능하고 한 CEA-ESA 안내 을 지지하는 지지격자를 설치하면 ICI 안내

과 간섭이 발생하므로 이 공간에서는 CEA-ESA 안내  지지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 간격자는 ICI 안내 이 굽 져서 배치되는 방향으로 일직선 형태의 지지 를 갖

는다. ICI 안내 이 이 지지격자를 통과할 때, 일직선 형태의 지지 와 가장 근

하는 치에서 고정장치를 부착하여 ICI 안내 을 지지격자에 고정시킨다. 

간격자 2개를 상하방향으로 연속 으로 설치하고, 이 공간에서 곡  형태로 ICI 

안내 이 배치되도록 하고 각각의 ICI 안내 을 이곳에서 구속시킨다. 

- 하부격자는 CEA-ESA 안내 과 함께 ICI 안내 을 동시에 지지한다. ICI 안내

은 간격자가 설치된 공간을 지난 후, 이 공간으로 지날 때에는 직 형태로 배

치된다. 따라서 CEA-ESA 안내  지지구멍과 ICI 안내  지지구멍이 동시에 형

성된 지지격자를 사용하여 이들 두 안내 의 횡방향 자유도를 고정시킨다. 

(3) ICI 안내  배치  길이 계산

(가) ICI 안내 의 배치

ICI 안내 은 그림 3.5.5-8과 같이 원자로 상부덮개 하부에 부착되는 지지구조물에 고

정되며, 입구측은 원자로 상부덮개에 형성된 ICI 노즐에 부착되고 출구측은 노심에서 

ICI가 삽입되는 연직방향으로 배치된 상부안내구조물 ICI 안내 의 상단부에 삽입된

다. 원자로 상부덮개로부터 상부안내구조물 상단부에 이르는 설치경로에서는 각각의 

ICI 안내 을 곡선화시켜 ICI 안내  길이가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한 하나의 ICI 

노즐에는 여러 개의 ICI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5.5-8과 같이 ICI 안내

이 원자로 상부덮개를 통하는 하나의 ICI 노즐을 통하여 설치될 때, ICI 안내 의 

간 부분을 구부려서 29개의 ICI 안내 들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배치한다.

(나) ICI 안내 의 길이 계산

그림 3.5.5-8과 같이 ICI 안내 을 곡 으로 배치를 하여 길이가 동일하게 되도록 할 

때, ICI 안내 의 곡  형태는 그림 3.5.5-9와 3.5.5-10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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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림 3.5.5-9는 5개의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를 

지나는 직선 4개와 각 직선들이 교차하는 부분을 반경 R의 곡률로 배치하고 곡 의 

시작  (x1, y1), 앙부 (x3, y3)  끝  (x5, y5)의 치가    이 되도록 

배치하여 곡 의 앙부가 시작 과 끝  사이에 치하는 경우이다. 그림 3.5.5-10은 

5개의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에서    이 되도록 

배치하여 곡 의 앙부가 끝  바깥쪽에 치하는 경우이다. 

그림 3.5.5-9와 3.5.5-10과 같이 하나의 평면에 배치된 5개의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 을 통과하는 직선에서 각 직선이 굽 지는 부분을 임의

의 곡률반경 R로 배치한 곡선을 만들면 이 곡선의 길이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   (x1, y1)은 원자로 상부덮개에 부착된 ICI 노즐에 삽입되는 ICI 안내 의 시작

의 치이며,  (x5, y5)는 노심에서 계측기가 삽입되는 지 에서 연직방향으로 

연장되는 으로써 상부안내구조물에 삽입되는 ICI 안내 의 끝 의 치이다. 

-   (x2, y2)는 ICI 안내  곡 부의 연장 이며,  (x1, y1) 사이의 거리는 ICI 안

내 을 곡률반경 R로 굽힐 때  (x1, y1)이 곡 부 내에 치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가 되도록 선정한다.

-   (x4, y4)과  (x5, y5) 사이의 거리도 ICI 안내 을 곡률반경 R로 굽힐 때  

(x5, y5)이 곡 부에 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선정한

다.

-   (x3, y3)은 29개의 ICI 안내 이 동일한 길이로 제작  설치되도록 하기 하여 

임의로 선정한 이며, x3 값을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ICI 안내 의 길이를 

지정된 값에 근 시킨다.

-  기 이 되는 ICI 안내 의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은, 먼  29개 ICI 안내 의 개략

인 배치 형상을 검토한 다음,  (x2, y2)와  (x4, y4) 사이에서 의 값이 

가장 큰 경로의 ICI 안내 을 선택하고, 이 ICI 안내 이 다른 안내 들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의  (x3, y3)을 선정한다. 각 들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직

선이 교차하는 변곡 에서는 곡률반경 R의 곡선으로 배치한 다음,  (x1, y1)에서 

 (x5, y5) 사이를 연결한 경로의 길이 합을 ICI 안내  기  길이로 사용한다.

-  곡 으로 배치된 ICI 안내 의 길이 계산(그림 3.5.5-9  3.5.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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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 안내 에서 ∅ ∅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3.5.5-1)

∅ ∅∅ ∅      ∅      

곡률반경 R로 곡 이 형성될 때 감소되는 직 부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

∅
    (3.5.5-2)

곡률반경 R로 곡 이 형성될 때 곡 부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3.5.5-3)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   

    ,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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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y1)에서  (x5, y5)를 연결하며, 곡률반경 R로 굽 져서 배치되는 계측기 안

내 의 길이 는 다음과 같다.

  (3.5.5-5)

(다) 동일한 길이의 ICI 안내  배치

5개의 ICI 삽입노즐과 노심에 삽입되는 29개의 ICI의 평면배치 치는 그림 3.5.5-11과 

같다. 그림 3.5.5-11과 같이 5개의 ICI 노즐의 각 ICI 안내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의 

최소 수평거리는 1601.6mm에서 3107.7mm까지 다양하게 배치됨을 보이고 있다. ICI 

안내  입․출구 사이의 최소 평면거리는 표 3.5.5-2와 같이 7개의 그룹(～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그룹은 동일한 형상으로 곡선화된 ICI 안내 의 배치를 용한

다.

그림 3.5.5-11  표 3.5.5-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ICI 안내 의 입․출구 사이의 거리

는 그룹 ①이 3107.7mm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룹 ①의 앙부의 

곡선부가 출구 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림 3.5.5-9의 형식으로 배치하고 그룹 ②～

⑥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곡선화 시키고, ①, ②그룹의 안내  길이는 6870mm으

로 하고 ③～⑥   그룹의 안내 은 길이가 6400mm이 되도록 앙부  (x3, 

y3)를 결정하 다. 

안내 의 길이를 2그룹으로 분리한 이유는, 안내 의 길이가 가장 길게 배치될 ①그룹

을 기 으로 안내  길이를 동일하게 배치하면 나머지 안내 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

어지는 것과 그룹 안내 이 지지격자 바깥으로 배치되어 지지기둥과 간섭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한 ～⑥ 그룹 안내 을 동일한 길이로 배치할 경우, 

일부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하여 각 안내 들을 연직방향

으로 이동시켜야할 때 이동시켜야할 길이가 무 커져서 지지격자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차를 거쳐 수행한 ICI 안내 의 수직평면의 배치형상은 그

림 3.5.5-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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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I 지지구조물의 건 성 평가

ICI 지지구조물에 한 제작  조립의 구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I-DEAS 소 트

웨어로 작성한 3차원 모델로 구한 각 구조물의 특성값은 표 3.5.5-3과 같이 계산되었으

며, ICI 지지구조물의 체 질량은 약 11,200kg으로 평가된다. ICI 지지구조물의 앙부는 

CRDM 노즐 하부에 결합되는 CEA-ESA 안내 이 상부격자와 하부격자로 고정되어 있

으므로 횡방향 하 에 한 강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상되며, 연직방향 하 은 수평지지

와 수직지지 가 지지하므로 횡방향 하 보다 연직방향 하 에 하여 구조 으로 취

약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 구조물에 한 구조건 성을 검토하기 하여 연직방

향으로 5g의 하 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취약부로 상되는 지 (그림 3.5.5-13 ～ 

3.5.5-15 참조)에 한 응력을 평가하 다. 

350℃에서 18Cr-8Ni 304스텐 스강의 응력강도 는 111MPa이며, 력산업기술기  

MNB3200[3.5.5-5] 응력한계의 설계요건을 용하면 ICI 지지구조물의 구조  건 성은 

표 3.5.5-4와 같이 3.4～86.8%의 구조  여유도를 가지는 것을 나타났다. 표 3.5.5-4에서 

상부격자에서 여유도가 작게 주어지지만 건 성 평가는 보수 인 하 을 용시킨 결과

이므로 원자로의 운 하  조건에서는 보수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라. 후속사항

(1) 노내계측기 지지구조물 형상설계 : 본 연구에서 완료

(2) 원자로 상부덮개를 통한 노내계측기를 삽입 설치를 하여 노내계측기 테이블, 

노내계측기 삽입노즐, 노내계측기 트 등의 상세 설계와 유지보수 작업 차  

유지보수기기 개발 등의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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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 치* 0 1 2 3 4 5 6 7

수평거리

(mm)
2209.1 3107.7 2779.6 2484.4 2195.2 1915.1 1601.6 2779.6

 * ICI 치 : 그림 3.5.5-4 참조

표 3.5.5-1  ICI 노즐에서 ICI 치별 심까지 수평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노즐 A 2209.1 - - 2484.4 2195.2 1915.1 1601.6 2779.6

노즐 B - 3107.7 2779.6 2484.4 2195.2 1915.1 1601.6 -

노즐 C - - 2779.6 2484.4 2195.2 1915.1 1601.6 -

노즐 D - 3107.7 2779.6 2484.4 2195.2 1915.1 1601.6 -

노즐 E 2209.1 - - 2484.4 2195.2 1915.1 1601.6 2779.6

앙부  
x3의 치

2583.0 3108.0 3255.0 2505.0 2585.0 2596.0 2579.0 3010.0

앙부  
y3의 치 -1760.0 -1760.0 -1860.0 -1710.0 -1760.0 -1760.0 -1760.0 -1460.0

ICI 안내  
길이 6399.9 6870.2 6869.9 6399.8 6400.3 6400.2 6400.1 6870.0

Target 
Length

6400.0 6870.0 6870.0 6400.0 6400.0 6400.0 6400.0 6870.0

표 3.5.5-2  ICI 안내  입․출구의 최소 평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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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명칭 체   질량(kg) 표면 

CEA-ESA Guide Tube
1 set 32 sets

3,840 96.9
1.5× 4.8×

상부격자(Top Grid) 4.3× 344 7.0

수평지지  (HSC :

(Horizontal Suooprt Column)
2.7× 2,160 13.5

HSC 지지 보강 8.0× 640 6.3

간격자

(Middle Grid)

1 set 2 sets
416 8.4

2.6× 5.2×

A형 하부격자

(Type A Bottom Grid)
5.1× 408 8.9

하부격자-B

(Type B Bottom Grid)
6.5× 520 10.6

A형 열기 지지

(Type A Heater Support Plate)

1 set 5 sets
472 9.2

1.2× 5.9×

B형 열기 지지

(Type B Heater Support Plate B)

1 set 5 sets
584 11.5

1.5× 7.3×

열기 지지 보강

(Heater Support Gusset)

1 set 4 sets
240 3.0

7.5× 3.0×

하부 수직지지

(Vertical Support Column - lower)
7.7× 616 4.9

상부 수직지지

(Vertical Support Column - upper)
1.2× 960 7.2

Total 1.4 11,200 -

표 3.5.5-3  ICI 지지구조물의 특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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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 단력



최 인장응력



최 굽힘응력



최 응력강도



여유도

(%)

지지핀 8.91 - - - 86.8

수평지지

단면 A-A
3.43 - 49.72 62.33 62.6

수평지지  

단면 B-B
9.74 - 79.59 81.94 50.8

수직지지 - 19.87 - - 82.1

수직지지 와

지지격자 

용 부

22.87 - - - 65.7

상부격자

단면 K-K
1.47 - 160.90 - 3.4

최  허용

응력 강도
0.6=66.6 =111 1.5=166.5 1.5=166.5 -

표 3.5.5-4  ICI 지지구조물의 구조건 성



- 709 -

그림 3.5.5-1  상부설치형 ICI 배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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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2  IST사의 mini 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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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3  IST사의 상용 원 용 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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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4  노심 역의 ICI  ICI 노즐의 평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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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5  가압기 역에서 ICI 안내   ICI 노즐의 수직평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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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6  ICI 지지구조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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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7  ICI 지지구조물의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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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8  ICI 안내 의 배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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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9  곡 부의 앙이 안내 의 시작 과 끝  

사이에 배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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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0  곡 부의 앙이 안내 의 끝  바깥에 

배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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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1  ICI 안내 들의 입․출구 수평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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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2  치별 ICI 안내 의 곡선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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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3  수평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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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4  수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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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5  상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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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원자로냉각재펌  성 서행운  특성 해석방법 개발

가. 연구목

원자로냉각재펌 의 coastdown 곡선은 원자로의 안 성 분석에 사용되는 요한 입력자

료이다. 원자로와 원자로냉각재펌 를 설계  제작하여 원자로계통이 완성된 후에 시험

으로 완 한 coastdown 시간을 구할 수 있지만 안 해석분야는 원자로계통이 제작되기 

에 안 해석을 수행해야한다. 따라서 이론 인 방법 는 시험으로 coastdown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재까지 연구된 coastdown 해석방법으로 참

고 펌 에 한 coastdown 시간을 구하고 coastdown에 향을 주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석 으로 coastdown 시간을 구하는 방안을 고찰하기 하여 작성하 다. 

Coastdown이 진행되는 동안에 펌 의 수두와 토크는 homologous 곡선의 수두와 토크 

값을 이용하여 구한 coastdown 시간은 시험 루 의 배  길이  단면  비 ( )와 

회 축의 회 성모멘트 값에 향을 받는다. 시험 루 의 배  길이  단면  비를 

원자로계통의 그것과  같이 모사하여 coastdown 시간을 구하는 시험을 해야만 의미있

는 시험자료가 된다. 실 으로 원자로계통과  같은 시험장치를 구 하여 coastdown 

시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순 배 으로 구성된 시험 루 로 해석 으로 구하

는 coastdown 방법을 검증 후에 원자로계통에서의 coastdown 시간을 해석 으로 측

하여 안 해석 분야로 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 Coastdown 곡선

원자로 운   원자로 냉각재펌 의 력공 이 단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coastdown 유량을 제공하여 노심을 냉각할 수 있어야한다. 펌 의 coastdown 특성에 

향을 주는 펌  회 성 질량의 크기는 얼마의 시간동안 어느 정도의 유량을 공 하느

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체형원자로의 펌 는 일반 상용원자로의 원자로냉각재펌 에 

비해 회 성 질량이 작으므로 coastdown 시간이 매우 짧다. 

Homologous 곡선에서 수두와 토크를 이용하여 coastdown 곡선을 구하는 방법[3.5.6-1, 

2] 과 펌 와 순환루 의 에 지 균형 (energy balance) 방법[3.5.6-3] 을 용하여 

coastdown 곡선을 구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Homologous 곡선은 펌  원 상실 시 회

속도와 유량이 감소하면서 수두와 토크가 변화하는 상태를 모사할 수 있으나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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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방법에서는 유량은 회 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 후에 지배방정식으로부터 

coastdown 곡선을 구한다. 본 보고서에서 에 지 균형 방법에 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1) 지배방정식

펌 의 coastdown 시간은 펌  회 축의 기계  마찰과 배  루  (loop) 내에서 유동하

는 유체 질량  유체 수두 손실 등과 한 계가 있다. 일체형원자로의 원자로냉각재

펌 의 토출구에서 일차펌 에서 출발하여 원자로냉각재펌 로 돌아오는 순환유로를 고

려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복잡한 원자로계통의 유로 신에 배 과 펌 로 이루어진 간

단한 배  루 를 설정하여 coastdown 특성을 악하 다.

1)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

=일정

2) 운동방정식(Momentum Equation) 



∆ ∆

3) 각운동량 방정식 (Angular Momentum Equation) 



     

 식들에서 M은 질량유속(mass flow rate)으로서     이다. 

상기 식에서 ρ는 유체의 도이며, Q는 당 체  유량이다. 그리고 길이 과 단면  

는 각 계통 유로(flow path)의 길이와 면 을 나타낸다. ∆는 펌 작동 시 펌 의 

수두로서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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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작동 시에는 펌  수두는 일정하나, 펌 가 원을 상실한 coastdown 비정상 

유동에서는 펌 의 회 속도와 유량의 함수로 주어진다. 유동의 마찰력에 의한 유동 

항인 ∆은 배  루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2) Coastdown 변수

펌  원이 상실되면 각운동량 방정식에서     이다. 따라서 배  루  내에서 작

동하는 펌  coastdown 특성을 나타내는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상기 식에서 펌  coastdown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유동 루 의 길이/단면 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

: 원상실 시 펌 에서 생성되는 수두

 : 유동 루 의 항

: 회 체의 회 성모멘트

: 원상실 시 회 축에 작용하는 토크

 : 회 체의 기계  마찰에 의한 손실 토크

여러 변수 에서 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는 회 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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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는 각각 펌 의 기 수두, 기 유량, 기 토크, 기 각속도이다. 유동 

루 의 길이/단면  자료인 와 회 축의 물리  자료인 는 회 축의 치수로부

터 정해지는 자료이다. 루 의 길이/단면  자료는 회 축의 물리  자료와는 계가 없

는 독립 인 자료이다.    는 펌 가 원을 상실했을 때 감소한 펌 의 회

속도와 유량에서의 수두와 토크이다. Homologous 곡선에서 펌 의 회 속도와 유량이 

주어질 때 수두와 토크의 값을 얻을 수 있다. 펌 의 종류에 따라 homologous 곡선이 다

르며 실험이나 산유체 해석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3) Coastdown 해석 제

Homologous 곡선의 토크와 수두 값을 펌  coastdown 지배방정식에 입하여 

coastdown 시간을 구하 다. 해석 상의 펌 의 정격유량 Q 0
는 922 m3/hr, 회 속도 

ω
0
는 3600 rpm, 정격수두 H0는 9 m 이며, 표 3.5.6-1에 기 값들을 나타내었다.

표 3.5.6-2의 자료는 1 상한 homologous 곡선에서의 수두와 토크를 나타내는 자료이며 

표 3.5.6-3은 4 상한 homologous 곡선에서의 수두와 토크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표 

3.5.6-2  표 3.5.6-3에서 은  , 는 를 나타내며, h는  , 는   이다. 

그림 3.5.6-1은 참고 펌 에 한 coastdown 곡선이며 그림 3.5.6-2는 루 의 길이와 단

면  비인 을 2배로 늘 을 때 coastdown 시간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3.5.6-3은 을 을 때 coastdown 시간이 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다. 그림 3.5.6-4와 3.5.6-5는 회 성 모멘트를 증가시켰을 때 coastdown 시간이 증가하

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다. Coastdown 결과 분석

원자로냉각재펌 의 coastdown 곡선은 유동 루 의 길이와 단면  (), 원상실 

시 펌 에서 생성되는 수두 (), 유동 루 의 항 (), 회 체의 회 성 모멘

트 ( I ), 원상실 시 회 축에 작용하는 토크 (), 회 체의 기계  마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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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토크 () 등의 변수에 좌우된다. 유동 루 의 길이와 단면  (), 회

성 모멘트 ( I )는 회 축의 물리  자료이며, 유동 루 의 항 (), 회 체의 기

계  마찰 손실 ()은 일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변수이다. 그러나 원상실 시 

펌 에서 생성되는 수두 ()와 원상실 시 회 축에 작용하는 토크 ()는 

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homologous 곡선이나 수치해석에서 얻은 수두와 토크 자료를 사

용하여야 한다.

해석 으로 구한 coastdown 시간은 간단한 배  루 에서 coastdown 시험으로 얻은 

coastdown 시간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되어야하며, 필요 시 coastdown 해석 방법을 수

정해야한다. 

Coastdown 곡선은 펌 의 특성과 유동 루 의 특성이 합쳐져서 생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배  루 의 시험에서 얻은 자료를 원자로계통의 coastdown 곡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간단한 배  루 의 시험을 통해서 coastdown 해석방법을 검증 후에 원자로계통에 해당

하는 coastdown 시간을 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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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변수 명 변수 값

h 기 수두 9m

Q 기 유량 922 m
3
/h (0.256 m

3
/s)

ω 기 회 속도 3600 rpm (377 rad/s)

μ 성계수 8.341E(-5)

ρ 도 702.6 kg/m
3

Thydraulic 기 수력토크 52.6 N-m

eh 수력효율 0.8

em 기계 효율 0.75

Tme 기 기계 손실 토크 17.5 N-m




유동루 의 길이/단면 154/m

I 회 성모멘트 0.0838 kg m
2

표 3.5.6-1  Coastdown 해석에 필요한 기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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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토크

x ( ) y () x ( ) y ()

0 3.946 0 3.227

0.263 3.049 0.263 2.265

0.333 2.843 0.333 2.149

0.390 2.621 0.390 2.007

0.456 2.410 0.456 1.826

0.490 2.398 0.490 1.783

0.512 2.302 0.512 1.769

0.536 2.063 0.536 1.588

0.601 2.056 0.601 1.578

0.607 2.036 0.607 1.384

0.677 2.047 0.677 1.528

0.698 1.979 0.698 1.501

0.738 1.980 0.703 1.365

0.781 1.828 0.760 1.455

0.803 1.874 0.796 1.488

0.849 1.640 0.809 1.369

0.869 1.516 0.861 1.357

0.885 1.331 0.885 1.161

0.898 1.389 0.898 1.202

0.937 1.318 0.937 1.143

0.959 1.159 0.959 1.069

0.991 1.053 0.991 1.005

표 3.5.6-2  참조 펌  Homologous 곡선에서의 수두  토크 자료 

(1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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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토크

x () y () x () y ()

0 -6.06 0.352 -0.826

0.39 -3.087 0.415 -0.891

0.456 -2.424 0.497 -0.867

0.553 -1.714 0.58 -0.506

0.618 -1.168 0.635 -0.359

0.663 -0.941 0.707 -0.263

0.709 -0.867 0.718 -0.231

0.747 -0.358 0.772 0.063

0.779 -0.564 0.78 0.109

0.809 -0.276 0.818 0.238

0.823 -0.005 0.831 0.318

0.86 0.125 0.869 0.385

0.88 0.139 0.88 0.217

0.914 0.398 0.914 0.559

0.934 0.489 0.934 0.632

0.956 0.545 0.956 0.748

0.991 0.946 0.991 0.938

0.994 0.92 0.994 0.97

표 3.5.6-3  참조 펌  Homologous 곡선에서의 수두  토크 자료 

(4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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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1  Homologous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coastdown 

곡선

그림 3.5.6-2  Homologous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coastdown 

곡선 (  값을 2 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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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3  Homologous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coastdown 

곡선 (  값을 0.2 배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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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4  Homologous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coastdown 

곡선 (I 값을 2 배로 증가)

그림 3.5.6-5  Homologous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coastdown 

곡선 (I 값을 3 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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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소 트웨어 모듈화 방안을 용한 상용 원  노심보호계통 

개선 방안 연구

가. 연구목

SMART 노심보호계통(Core Protection System ; SCOPS)은 원자로보호계통의 한 구성

요소로 설계되며, 과도상태에 한 다  방호(Defense in Depth)개념의 처운 으로 원

자로 운 의 유연성을 극 화시키고 있다. 정상 운  인 원자로가 과도상태가 되면 먼

 원자로 제어계통에 의하여 원자로 운  변수들이 정상운  범 를 벗어나지 않도록 

처한다. 그러나 원자로 제어계통의 제어능력을 벗어나는 과도상태의 경우에는 원자로 

운  변수들이 정상운  범 를 벗어나게 된다. 이 경우 운  변수들이 안  제한치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노심 보호계통이 원자로를 비상 정지시켜 상 가능한 운  과도

상 에 허용 연료 설계 제한치를 과하는 연료 손상을 방지하고 있다. 

SCOPS는 상 운 과도 시에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를 과하지 않도록 원자로 정지

신호를 랜트 보호계통(PPS)에 공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SCOPS는 제어

 치  원자로 계통 운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이들 운  정보를 이용하여 

노심 최소 임계열속비  최  선출력 도를 계산하고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

(SAFDL)와 비교하게 된다. 이를 해 SCOPS는 측정 가능한 여러 운  변수 계측 신호

를 이용하여 최  선출력 도  최소 임계열속비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모듈들로 

구성된다. 

기존 노심보호계통 설계의 문제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기존 노심보호

계통의 제어 집합체 치지시채 이 두(2) 채 이어서 두(2) 채 로부터 송된 입력신

호를 CEAC에서 송받아 제어 집합체 치편차  페 티 값을 계산하여 채  A, 채

 B, 채  C  채  D의 CPC로 송하므로 노심보호계통의 채  독립성이 완 하지 

않다, 즉 채 간의 신호 송이 이루어지며 제어 집합체 치지시기가 두(2) 채 이어서 

페 티 값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둘째 종래 노심보호계통 하드웨어는 실시각 컴퓨터인 

Concurrent Computer사의 3205 6 로 이루어져 있는바 재는 단종되어 가동  원 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한 책이 필요하다.

SCOPS는 상용화된 디지털 방식의 실시간 노심 보호 계통을 기본으로 하여 일체형 원자

로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한 상용 원자로의 노심보호계통에서 분리되어 있던 

노심 보호 연산기와 제어  연산기를 통합하여 단일 계통으로 설계하여 계통의 복잡성을 

이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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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범

일체형원자로의 특성을 반 하고 기존 원 의 노심보호계통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

안으로 제어 치지시기의 설계개선과 4채녈의 제어 치지시연산 기능을 채택함에 따

라 채 별 독립성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많은 안 계

통의 기능들을 소 트웨어화 시킬 수 있음으로 기존의 노심보호계통 기능과 분리되어 있

던 제어 치연산기 기능을 통합하여 Single Board 안에 하나의 모듈로 구 함으로써 

물리 인 캐비넷 숫자와 연계성을 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설계개선 방안

설계개선의 필요성은 단종된 CE형의 가압경수형 원자력발 소 노심보호계통을 교체하는 

것이 하나이고, 종래의 노심보호계통과는 달리 부피가 큰 컴퓨터의 사용을 배재하여, 

Single Board 근간의 노심보호계통을 발명함으로써 가압경수형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

분야에 랙단 의 다운사이징된 노심보호계통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한 국내에서 독자

으로 발명된 노심보호계통을 활용하여, 국내 으로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설계  유지

보수 비용을 이고, 외 으로는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가) 기존 설계내용[3.5.7-1]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은 채  A, 채  B, 채  C  채  D의 네(4) 채 로 구성되어 

있다. 채  A와 채  D는 각각 노심보호연산기 (Core Protection Calculator, CPC)로 

구성되어 있고 채  B와 채  C는 노심보호연산기 (Core Protection Calculator, CPC)

  제어 집합체 연산기 (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 CEAC)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이 두(2) 채 의 제어 집합체 치지시기

로부터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받기 때문에 두 채 의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네

(4) 채 로 분배하기 하여 채  B와 채  C에 제어 집합체 연산기를 통하여 네(4) 

채 의 CPC에 제어 집합체 치신호를 송신하는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CE

형 원자력발 소의 노심보호계통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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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에는 핵비등이탈률  국부출력 도를 계산하는 소 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CEAC에는 제어 집합체의 치편차를 근거로 페 티 값을 계산하는 소 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다. 채  B와 채  C에의 CEAC에서 계산된 페 티 값은 각각 채  A, 채

 B, 채  C  채  D의 노심보호계산기의 입력으로 송되어 사용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은 네(4) 의 노심보호연산기  두(2) 의 제어 집합체연산기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산기에는 각각의 소 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다. 기존 상

용 노심보호연산기의 하드웨어의 구성은 그림 3.5.7-1 과 같다. 

기존의 CE형의 노심보호계통은 네(4) 채 에 장착된 CPC 소 트웨어와 CEAC 소

트웨어가 통신연계를 통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5.7-2, "CPC와 

CEAC 간의 신호연계도"와 같이 채  B와 채  C에 장착된 CEAC는 페 티 값을 계

산하여 각각 채  A, 채  B, 채  C  채  D의 CPC로 페 티 값을 단방향으로 

송하도록 설계되었다.

CPC에 탑재된 주요 소 트웨어는 4개의 모듈과 하나(1)의 서 루틴, 즉, FLOW, 

UPDATE, POWER  STATIC 모듈과 FLOW  UPDATE 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하나(1)의 TRIPSEQ 서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CEAC에 탑재된 소 트웨어

는 제어 치편차  페 티 값을 계산하는 하나(1)의 CEAC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존 설계의 문제

기존 노심보호계통 설계의 문제 은 크게 세(3)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기존 노심

보호계통의 제어 집합체 치지시채 이 두(2) 채 이어서 두(2) 채 로부터 송된 

입력신호를 CEAC에서 송받아 제어 집합체 치편차  페 티 값을 계산하여 채

 A, 채  B, 채  C  채  D의 CPC로 송하다 보니 종래 노심보호계통은 채

의 독립성을 완 하지 않다, 즉 채 간의 신호 송이 이루어지며 제어 집합체 치지

시기가 두(2) 채 이어서 페 티 값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둘째 종래 노심보호계통 하

드웨어는 실시각 컴퓨터인 Concurrent Computer사의 3205 6 로 이루어져 있는바 

재는 단종되어 가동  원 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고, 재고가 바닥나면 노심보호계

통을 교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노심보호계통은 CE가 개발한 

것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해서는 CE의 엔지니어를 빙해서 고

치거나 유지보수를 해야 하므로 유지보수 비용이 막 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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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개선 방안

1) 계통 구성

네(4) 채 의 제어 집합체 치지시기를 도입함으로써 노심보호계통은 채  A, 채  

B, 채  C  채  D의 완 히 독립된 네(4) 채 로 구성된다. 각 채 은 한(1)개의 

Single Board로 구성되어 있고 한 종래 노심보호계통 채  B와 채  C에 장착되

어 있던 제어 집합체 연산기 (Control Element Assembly Calculator, CEAC)는 소

트웨어 모듈화되어 각 채 의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보호계통에는 임계열속비  선출력 도를 계산하는 소 트웨어뿐 아니라 제어

집합체 편차  페 티 값을 계산하는 소 트웨어가 Single Board에 탑재되어 있

어 소 트웨어 모듈간의 신호연계로서 노심보호계통의 독자 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 계통이 다운사이징되어 독자 인 비넷이 필요 없으며 하나(1)의 랙에 

장착이 가능하다. 개선된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의 구성은 그림 3.5.7-3, "노심보

호계통 하드웨어 구성도"에 나타나 있다. 

2) 계통 기능[3.5.7-2]

새로이 개선된 노심보호계통은 네(4) 종래의 CEAC가 Single Board 상에 소 트웨

어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모든 채 간의 연계  신호 송이 제거되었으

며, 단일 Board 상에서 역 기억장치  역변수를 사용하는 소 트웨어 연계로 

설계된다.

개선된 노심보호계통에 탑재된 주요 소 트웨어는 5개의 모듈과 하나(1)의 서 루

틴, 즉, COOLANT, CRPOS, CHECK, POWER  THERM 모듈과 CHECK 로그

램에서 사용되는 하나(1)의 TRIP 서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래 CEAC에 탑제

된 소 트웨어는 CRPOS 모듈로 체되어 노심보호계통에 탑재되어 있다. 제어 집

합체연산기를 소 트웨어 모듈로 개발하 으므로, 여기서는 CRPOS의 알고리즘만을 

상세히 기술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유량계산 모듈 (COOLANT)

냉각재 유량계산 모듈(COOLANT)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수량과 노심의 

정규화 유량  운  인 RCP 수에 따라 보정된 CHFR 값을 계산한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유량은 원자로냉각재펌  회 속도측정기에서 측정된 2 의 펌  

회 속도를 이용하여 노심유량을 계산한다. SMART의 원자로냉각재펌 는 고속, 

속  속운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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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  치편차 계산 모듈 (CRPOS)

노심보호계통에서는 3차원 출력분포를 합성하기 하여 제어  치  노외계

측기 성자속 측정값 등을 이용하며 계산된 노심출력분포에 제어  치편차에 

따른 페 티계수를 고려하고 있다. 출력분포 계산 모듈(POWER)에서 도입한 반

경방향 첨두계수는 제어  그룹의 제어 이 모두 같은 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

된 상태에서의 값이다. 따라서 제어  그룹의 정렬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

경방향 출력분포의 이상 상을 보수 으로 보정하기 하여 첨두계수에 페 티

계수를 곱하여 사용한다. 페 티계수는 최소 CHFR  최  LPD 계산에 용하

도록 각각 구분하여 계산된다.

CRPOS 계산 모듈에서는 제어  그룹 내 제어 들의 치가 미리 설정된 범 를 

벗어나면 제어  치편차에 따른 반경방향 첨두계수를 보정하기 하여 페 티

계수를 계산한다. 페 티계수는 정   동  페 티계수로 구분되며 정  페

티계수는 제어  치편차에 의한 페 티계수로 편차 발생 시 동일한 값으로 즉

시 용되지만 동 페 티계수는 Xenon 재분포 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일정시

간까지는 경과 시간에 비례 으로 용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최 값을 사용한다.

제어  치편차 계산 모듈 (CRPOS)의 입력상수, 입력변수, 출력변수  상세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CRPOS 알고리즘은 참고문헌 [3.5.7-2], 기능설계요건서

를 기반으로 개발하 다.

1. CRPOS 모듈 입력변수

제어  치 계산 모듈에 입력되는 변수는 제어 의 치 측정값으로 RSPT형 

치지시기(Position Indicator)로부터 개별 제어 들의 치 신호를 받는다. 모든 

제어 에 하여 치 측정값은 제어 집합체 하우징에 설치된 4개의 독립 인 

RSPT형 치지시기에 의해 측정되어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 로 입력된다. 제어

 치 측정값은 그룹별로 구분되어 입력, 장된다.

PNTR = CONTAB(i) I = 1, CEALIM

CEAIN = DATAB(PNTR)

여기서, PNTR = 개별 제어 들의 ID 번호

CEAIN = 제어  치 측정값 (Raw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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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LIM = 체 제어  개수

CONTAB  = 서 그룹  그룹별 제어 들을 정의하는 배열 변수

DATAB  = CONTAB에 따른 각 제어  치 측정값이 장된 배열

CONTAB 변수는 제어 의 치에 한 제어  그룹  서 그룹을 표시한다. 

2. CRPOS 모듈 DB 상수

CRPOS 계산 모듈의 DB (Data Base) 상수들은 다음과 같다.

CONTAB(i) = 서 그룹  그룹별 제어 들을 정의하는 배열 변수

POINT(i) = 서 그룹과 그룹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열

LOW, HIGH = 제어  치 하 /상  제한치

Vlow, Vhigh = 제어  치 측정값 고장 역 하 /상  설정치

TFU, TFD = 제어  인출  삽입시 제어  치 측정값 변화율 고장 설정치

CEALIM = 체 제어  개수

A1 = 제어  치를 실제 인출 치로 변환하기 한 환계수

DBAND = 편차 발생시에도 페 티계수를 용하지 않는 편차의 허용 크기

TOP = 제어  치 상  제한치

DUP, DDN = 노심 상부  하부의 제어  Deadband

SALARM = 편차발생 경보 설정치

SX = Deadband 내에서 허 경보 발생을 방지하기 한 제한치

SGTAB(i) = 서 그룹 제어 에 한 정보가 들어있는 표

NREG = 제어  그룹의 개수

tXEMAX = 최  Xenon 동  페 티계수 발생 시간

DTCRPOS = 제어  치계산 모듈 계산 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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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D 동  Xenon 페 티 보정계수

   = CHF 동  Xenon 페 티 보정계수

TSHFTL = LPD 페 티계수를 계산하기 한 시간 보정 인자

TSHFTC = CHF 페 티계수를 계산하기 한 시간 보정 인자

SGTOT = 총 제어  서 그룹 개수

SMAX = CRPOS 모듈을 고장으로 간주하는 최소 감지기 고장 개수

PFMIN = 최소 페 티계수

IBOX(ijk) = 정  페 티계수를 찾기 한 pointer들의 배열

XE(ijk) = 최  동  페 티계수들의 배열

LPDCON(ij) = LPD 페 티계수 결정에 사용되는 상수들의 배열

CHFCON(ij) = CHF 페 티계수 결정에 사용되는 상수들의 배열

3. CRPOS 모듈 출력변수

CRPOS 계산 모듈의 출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변 수 설 명 사용 모듈

  PFLPD 제어  치편차로 인한 LPD 페 티계수 CHECK

  PFCHF 제어  치편차로 인한 CHFR 페 티계수 CHECK

 GROUP(IGRP) 제어  그룹 표 치 POWER

  PPOS(i) 개별 제어 들의 치 측정값(i=1, CEALIM) POWER

  IFAIL 감지기수 과다 오류 발생 Flag CHECK

  IBIGPF 다 편차 발생 Flag CHECK

4. CRPOS 알고리즘

CRPOS 알고리즘은 입력변수검사, 1차 역검사, 2차 역검사, 입력변수 체 

검사, 제어  치편차 계산, TOPP 계산, NTOP 계산, BOT 계산, NBOT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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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 : 편차 없음(No Deviation), CASE +1 : 인출형 편차(Outward 

Deviation), CASE -1 : 삽입형 편차(Inward Deviation), CASE +2 : 복수형(다

) 편차(Multiple Deviation in a Subgroup), 제어  체 치편차 계산, 제어  

표 치 계산, 페 티계수 계산: 제어 집합체 구성 Index 결정, 체 제어 집

합체 구성 Index 결정, 동  페 티계수 계산, 동  페 티계수 체 계산, 페

티계수 체 계산 등이 있다. 그림 3.5.7-4에 입력변수 체 검사에 한 알고리

즘을 로써 보인다.

다) 노심 운 변수 계산 모듈 (CHECK)

노심의 운 변수를 계산하는 CHECK 모듈에서는 원자로 계통변수 측정값, 노외

계측기 성자속 측정값 등 운  변수가 한 역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

시한다. 그리고 원자로 성자 출력, 노심 열출력 등으로부터 보수 인 원자로 

출력  국부 선출력 도를 계산하고 임계열속비를 갱신한다. 한 노심 입구온

도(Tcmin, Tcmax),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P), 고온 의 축방향 출력편차

(AOHP)  단일 의 반경방향 첨두계수(P1)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설정된 

역운  범 를 벗어나면 보조정지 신호를 발생시킨다. 

라) 출력분포 계산 모듈 (POWER)

노심내 출력분포는 POWER 계산 모듈에 의하여 1  간격으로 계산된다. 

POWER 모듈에서는 노외계측기 신호, 제어  그룹 표 치를 이용하여 노심의 

축방향출력분포, 가상 고온 의 출력분포  3차원 첨두계수를 계산한다. 반경방

향 출력분포는 제어 의 삽입 치에 따라 미리 계산된 값을 사용하고 축방향출

력분포는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합성한다. 이밖에 유

량보정을 하여 장기간에 걸친 노심 평균유량도 함께 계산한다.

마) 임계열속 계산 모듈 (THERM)

THERM 계산 모듈에서는 임계열속비(CHFR), 고온수로에서의 증기건도, 1차측 

열출력  노심 출구온도의 최 치를 계산한다. 한 CHECK 모듈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정 인 값을 계산한다.

바) 원자로정지 계산 모듈(TRIP)

TRIP 서 루틴은 COOLANT  CHECK 모듈에 이어서 수행되며, 계산된 변수

들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랜트보호계통으로 디지털 출력(logical "1")을 제공

한다. 한 3개의 주요 트립 계산 이외에 비 트립, 제어  편차 발생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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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치 도(Out-of-Sequence) 상태 시 제어 인출 지 (CWP) 신호를 발생

시킨다.

3) 주요 개선 고려사항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 실시각 컴퓨터를 비넷에 장착하는 것과는 달리 개선된 

방안은 독자 인 캐비닛이 없더라도 Single CPU Board를 랙에 장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 제어 집합체 치지시기 두(2) 채 로부터 입력을 받는 

것과는 달리 개선된 방안은 독립된 제어 집합체 치지시기 네(4) 채 로부터 입력

을 받는 방법과 노심보호계통 채  간의 통신을 배재한 설계  구  하 다.

기존의 노심보호계통에서 채  B  채  C의 제어 집합체 연산기를 소 트웨어 

모듈화하여 Single CPU Board에 제어 집합체 치편차  페 티 값 계산 소 트

웨어 모듈을 상주시켜 노심보호계통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 하 다.

SMART 노심보호계통은 기존의 상용원자로의 제어  연산기를 소 트웨어 모듈화

를 통하여 상용원자로의 제어  연산기를 통합하 으며, 그림 3.5.7-5와 같이 동일한 

로세서의 5개의 태스크와 하나의 서 루틴으로 구성된다. 

그림 3.5.7-1에서 CRPOS 모듈은 기존의 CEAC를 소 트웨어 모듈로 체한 것으

로 제어  치를 입력받아 제어  편차  제어  편차의 유형에 따라 페 티 인

자(Penalty Factor)를 계산하는 모듈이다. SMART 노심보호계통에서는 Digital 

Signal Process를 이용하여, 동일한 로세서에서 5개의 태스크  하나의 서 루틴

이 실행된다. 이러한 태스크와 서 루틴을 주기 으로 실행시키기 해서는 스

러가 필요한데, DSP에서 제공되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스 러를 설계  구 하

다.

그림 3.5.7-5와 같이 각 로그램의 실행 주기는 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실행 간

격이 짧은 로그램이 우선 으로 실행되도록 설계하 다. 각 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신호의 측정 주기도 이들 로그램의 실행주기와 일치하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실행주기는 SMART 노심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실행주기를 표시하고 있으

며, 소 트웨어 각 모듈간의 제어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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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론

기존의 CE형 노심보호계통은 완 히 독립된 네(4) 채  노심보호계통으로 설계  구

되지 않았으나, 개선 방안은 제어 집합체 치지시기 네(4) 채 을 도입하여 각 채 은 

완 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구 되어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한 기존의 원자력발 소의 하드웨어는 채  당 하나의 캐비닛을 구비하고 있

으나 SMART 노심보호계통 설계 구 을 통해 노심보호계통은 캐비닛 단 가 아닌 랙 

단 로 다운사이징 되었으며 기존 상용 원자력발 소 노심보호계통은 6 의 실시각 컴퓨

터인 컨커런트사의 3205로 구 되었으나 개선된 설계는 카드 근간의 노심보호계통으로 

카드가 장착된 4개의 랙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드웨어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해

외 수출에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기존의 CEAC 연산기를 소

트웨어 모듈화 하여 단일 보드상의 소 트웨어 모듈로 구 하여 노심보호계통 채  간 

통신을 배재하 으며, 채  A, B, C  D가 완벽히 동일하게 설계되어 채  간의 연계문

제를 단순화하여 사용자의 이용 용이성을 향상시켰으며, 계통의 단순화  다운사이징으

로 인하여 유지보수의 경제성  이용성을 개선하 다.

라. 후속사항

SMART 노심보호계통 설계에 용된 설계개선 사항은 독자 인 개발내용으로, 국내의 

신규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계통  노심보호계통에 용이 가능하며, 해외 신규 원자력

발 소 수주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한 국내  국외의 가동  원자력발 소의 노

후화된 는 단종된 노심보호계통을 체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어 집합체연산기를 소 트웨어로 개발하여, 모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차후 제시한 방안은, 차후 스마트 검증설비가 개발되어 한 로세스에서 5개

의 소 트웨어  1개의 서 루틴이 실행될 시 에, 노심보호계통 확인  검증

(Verification & Validation) 시험을 통하여 개발된 CRPOS 모듈이 히 구 되었으며, 

주어진 기능을 히 수행됨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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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1  기존 노심보호계통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3.5.7-2  CPC와 CEAC 간의 신호연계도



- 748 -

그림 3.5.7-3  노심보호계통 하드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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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4  CRPOS 알고리즘( ) - 입력변수 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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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5  노심보호계통 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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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형원자로 설계 안 해결방안 연구

3.6.1  화학  체 제어계통(CVCS) 설비 최소화 방안

가.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SMART의 화학  체 제어계통의 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화학  체 제어계통은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을 유지하고, 부식을 억제하기 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화학조건을 제어하며, 붕소 농도 

조 을 통하여 반응도를 조 하며, 정지냉각운 의 종결단계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

력을 제어하는 계통이다. 화학  체 제어계통은 계통의 부분에서 안 기능을 수행하

지 않으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원활한 운 을 해서 필수 인 계통이다. 화학  체

제어계통은 핵증기공 계통 내의 여타 계통에서 비해서 매우 복잡한 계통이며, 수많은 

기기와 밸 로 구성되어있다. 이 계통의 복잡성은 시스템 체의 경제성에 악 향을 미

치므로 이 계통을 단순화하면 경제성을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 

나. 연구범  

(1) 화학  체 제어계통 설계 련 법규 검토 

(2) 기존 상용원자로의 화학  체 제어계통 설계 특성 검토 

(3) 개선 방안의 도출  용 가능성 평가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일반 으로 화학  체 제어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원활한 운 을 해 실시하는 화학제 주입, 반응도 제어 등을 수행하

는 계통의 운  특성으로 인해 화학  체 제어계통의 운 유량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운 변수에 한 연 이 있으며 특히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에 련이 있다. 

화학  체 제어계통의 가장 기본 인 설계인자인 계통의 정상운 유량은 아래의 방법

으로 얻어진다 [3.6.1-1]. 운 유량은 정화반감기, 부유 탁고형물의 제거, 염소/불소 제

거, I-131 제거, 용존기체 제거를 정해진 시간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산정된다.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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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료는 정화 반감기, 원자로냉각재의 도, 화학  체 제어계통의 정화효율, 원자

로냉각재의 총질량 등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화학  체 제어계통의 정상운 유량

은 원자로냉각재의 총부피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표 인 노형인 OPR1000과 APR1400을 살펴보면, 두 노형은 각각 313 ㎥과 

421 ㎥의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 즉, APR1400이 OPR1000에 비해서 약 

1.35배의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학  체 제어계통의 정상운

유량은 두 노형이 각각 75 gpm과 80 gpm으로 설계되어있다.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이 

35%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체 제어계통의 유량은 7%정도만 증가가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계통 구성의 차이는 조  있지만 두 원자로는 거의 같은 화학  체

제어계통을 가지고 있다. AP1000의 경우는 출력운   원자로냉각재의 체 은 271.8 ㎥ 

(9600 ft3, 가압기 1000 ft3 포함) 이며, 화학  체 제어계통의 정상운 유량은 100 gpm

이다. 

 사항으로 미루어보아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기나 배 의 크기를 결정짓는데 요

한 요소인 계통의 운 유량은 참고문헌 [3.6.1-1]의 방법론에 추가 으로 고려해야할 사

항이 있음을 보여 다.  

참고문헌 [3.6.1-2]에서 수행한 발 소 운 에 따른 화학  체 제어 계통 내의 각 탱크

의 용량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그러나 이를 해서는 각 탱크의 설계요건 특히 

발 소의 운 을 한 자세한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로, 참고문헌 

[3.6.1-2]에서는  3, 4호기 발 소가 미국의 Palo Verde 발 소를 참조로 하여 설계

되었고,  3, 4호기의 기출력이 100만 kW로 참조 발 소의 130만 kW보다 작음에

도 불구하고,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를 제외한 기기  보조계통이 참조 발 소와 같

음을 시하고, 건설, 보수  유지 등의 경제성 측면에서 최 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화학 

 최 제어계통의 탱크  재장 수탱크, 원자로보충수탱크  수용탱크를 설계 최 화 

에서 검토하 다. 최 화 결과 각 탱크는 10%이내의 용량 감소를 이룰 수 있는 것

으로 결론지어졌다.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여 계통에 해서 설계 최 화를 수행하여 운 유량을 감소시킨다

고 하면 계통의 배  크기와 이에 필요한 밸 의 크기가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화학 

 체 제어계통에 한 기기의 최 화된 크기를 결정하기 해서는 계통에 연계되어있

는 다른 부분의 설계자료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한 기존의 화학  체 제어계통은 

부분의 배 이 2 ~ 3 인치를 심으로 한 작은 구경의 배 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 의 

크기가 감소해도 경제성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작을 것으로 측된다. 한, 운

유량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계통의 기능상에 필요한 기기, 밸 , 배   계측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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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는 계통에 그 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결국 설계 최 화는 설계자료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미국 웨스 하우스사의 AP1000은 계통 단순화에 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6.1-3]. 2005년 12월 미국원자력규제 원회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은 AP1000은 검증된 

기술과 피동안 계통을 통해 례없는 안 성, 경제  경쟁력, 개선되고 효과 인 운  

등의 장 을 내세우고 있다. 건설, 운   유지 보수 측면에서 더 쉽고 더 싼 발 소라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발 소에 비해 다음과 같이 단순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 50% 어든 안 등  밸  

• 80% 어든 안 등  배  

• 85% 어든 제어 배선

• 35% 어든 펌  

• 45% 어든 내지진 건물 체

이 밖에 건설단계에서는 융비용의 감과 건설 장에서 숙련공의 작업시간의 감소가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하며, 18개월의 핵연료주기, 히 감소된 유지, 시험  

검사 요건, 감된 방사선 피폭, 은 폐기물, 60년의 설계수명 등을 통해 발 소의 생산

성과 작업자의 안 성을 증 시켰다고 주장한다. 

AP1000은 EPRI의 개량형 경수로에 한 발 사업주 요건서(Utility Requirements 

Document, URD) [3.6.1-4]를 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요건서의 내용을 보면 화학  

체 제어계통이 매우 단순화 되어 있다. 한, AP1000의 설계 리문서(Design Control 

Document)를 보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단순화시킨 내용도 찾을 수 있다. 

 사항으로부터 화학  체 제어계통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

은 설계를 최 화하는 방법, 설계 요건을 최소화하여 계통 기능을 단순화하는 방법, 기기

들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기기들의 신기술 도입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화학  체 제어계통에서는 설계를 최 화하는 방법은  설계 수 에서 

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계통의 

최 화를 제외한 다른 방법에 해서 알아보고 SMART에 용가능성에 해서 단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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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  체 제어계통 설계 련 법규 검토 

원자력발 소의 계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은 법령에 언 되어있고, 나머

지 자세한 설계요건은 기술기 이나 사용자요건에 언 되게 된다. 이 장에서는 화학  

체 제어계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법령에 해서 알아보고 계가 있는 기

술기 이나 사용자요건 등에 해서 알아본다. 화학  체 제어계통의 요건의 변화가 

설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SMART의 화학  체 제어계통에 용가

능성에 해서도 평가해보기로 한다. 

(가) 계 법령

원자력 련법령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에서 화학  체 제어계통

과 연 이 있는 부분은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 ’  제2  ‘원자로시설의 구조·

설비  성능’의 제12조 안 등   규격,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그리고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이다. 

이  규칙 제12조와 련된 내용은 ‘원자로시설의 안 등 과 등 별 규격에 한 규

정 고시’에서 더 자세히 언 되고 있으며, 화학  체 제어계통과 연 이 있는 사항

은 제7조 안 등  3, 제8조 비안 등 이 있다. 

 고시에서 언 한 것처럼 화학  체 제어계통내의 붕산보충이나 원자로냉각재 보

충수계통의 경우는 안 등  3으로 지정해야 하며, 제8조의 1부터 4항까지는 비안

등 으로 지정해야한다. 안 등 의 기기와 비안 등 의 기기간의 가격차가 크므로 

되도록 계통내의 기기를 비안 등 으로 지정하여야 계통의 설비비를 낮출 수 있으나 

고시에서 지정한 것은 최소한으로 안 등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시의 내

용은 계통내의 안 등  선정과 련된 내용이므로 화학  체 제어계통이 수행할 

기능을 지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른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의 2항은 원자로냉각재 보충기능에 한 

언 이며, 3항은 정화기능에 한 언 으로, 이 두 기능이 있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의 3항은 액체제어재 즉 SMART의 경우 붕산에 한 

반응도 제어계통의 요건을 의미하고 있다. 

에서 알아본 것처럼 계 법령에는 원자로냉각재 보충기능, 정화기능, 액체제어재를 

이용한 반응도제어기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학  체 제어계통이 수행하는 그 

외의 많은 기능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 화학  체 제어계통은 핵증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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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내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이나 그 외 계통의 원활한 운 을 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계통의 구성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면서 추가 으로 발 소

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나) ANSI/ANS-51.1 

ANSI/ANS-51.1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3.6.1-5]는 원자로계통설계에 인용되는 기술기 으로 력산

업기술기 인 KEPIC의 ND ‘원 설계’의 참조기술기 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인 

‘원자로시설의 안 등 과 등 별 규격에 한 규정 고시’가 안 등  분류의 원칙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기 은 원자력발 소의 설계의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기

술기 으로 사용된다.

ANSI/ANS-51.1의 4.6 ‘Reactor Coolant Auxiliary Systems'에 의하면 원자로냉각재 

보조계통의 안 기능으로 공학 안 기능의 작동이 요구되지 않는 정상운 이나 사건

의 경우에 해서 노심냉각을 해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을 충분히 공 하거나 유지하

고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 원자로냉각재펌 에 충분한 

유량을 공 해주어야 한다. 한, 계통의 비안 기능으로 원자로냉각재내에 부식억제

화학물의 한 농도를 유지하기 해서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하고 공정샘 링을 제

공해야하며, 어떤 정상운 시에도 공정감시를 제공해야한다. 

ANSI/ANS-51.1에서 계통의 기능이외에 계통의 구성에 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 되

어있다. 

• 원자로냉각재 보조계통에 유입되는 원자로냉각재의 압력을 제어하고 감소시키기 

해서 사용되는 유출 장치

•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물을 처리하고 공 하기 해 사용되는 충 , 달  기타 펌

• 원자로냉각재를 장, 처리, 정화하기 해서 사용되는 탱크, 열교환기, 펌 , 정화

기, 탈기기  기타 기기

• 한 유로, 상호연결과 유량제어를 제공하기 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요 요

소간에 필요한 배 , 밸   피 , 폐기물 처리계통, 샘 링 계통, 그리고, 기타 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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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으로 ANSI 51.1의 4.2 "Reactivity Control Systems"에서 비안 기능 의 하나

로 정상운   반응도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으며, 반응도제어계통의 구

성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내에 화학  성자 흡수체의 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원자로냉각재보조계통의 일부를 포함한다고 언 하고 있다.

앞에서 언 한 법령에서는 붕산보충, 원자로냉각재 보충수 제공, 원자로냉각재 정화, 

붕산수 처리 등의 기능에 해서 언 하고 있으나, ANSI/ANS-51.1에서는 이 기능이 

원자로냉각재 보조계통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령에는 직  언 되지 

않았던 원자로냉각재펌 의 수 제공기능과 원자로냉각재 유출  충  기능도 언

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원자로냉각재 보조계통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

다.

(다) 미국원자력규제 원회의 일반설계기

발 소의 설계는 10 CFR 50, 부록 A 일반설계기 (General Design Criteria, GDC) 요

건을 수하며, 이 요건을 수하기 해 설계에 반 된 사항에 해서 안 성분석보

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화학  체 제어계통과 직  련있는 사항은 GDC 33이다. 

GDC 33의 조건을 만족하기 해서 OPR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은 정상운  

에 원자로냉각재 보충을 하며, 성능에 한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다 의 기기와 유

로를 계통내에 설치한다. 한, 충 펌 는 비상디젤발 기를 포함하는 소내외 력계

통에서 력을 공 받는다. 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내의 계기  시료채취 배 과 

같은 소형배 에서의 단시 유출량을 제한하기 해서 액체가 흐르는 배 에 유량제

한용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화학  체 제어계통은 이런 배 에서의 단으로 인한 

원자로건물로의 유량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된다. 

APR1400에서는 화학  체 제어계통이 안 련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화학 

 체 제어계통은 비안 등 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심층방어(defence in depth)로 

ANSI/ANS-51.1을 용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의 있는 계통의 일부와 격납용

기 격리 련 부분, 그리고 원자로냉각재 정상보충기능을 안 등 으로 설계하고 있다. 

GDC 26, 반응도제어계통의 다 성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해 OPR1000을 

비롯한 많은 가압형경수로의 경우에 제어 집합체를 사용하고, 용해성 붕소를 사용한

다. 이를 사용함으로 인해 허용핵연료설계제한치를 과하지 않는 계획된 정상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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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제논 연소를 포함하는)로부터 야기되는 반응도 변화율에 해 신뢰성있게 보상

할 능력을 갖게 되며, 상온상태에서도 붕소를 제어하는 계통 즉 화학  체 제어계통

에 의해 상온상태하에서 노심을 미임계로 유지하는 능력을 갖게된다.

 SMART의 설계에서 반응도를 제어하기 해서 제어 집합체외의 추가 인 반응도

제어방법으로 붕산을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붕산을 원자로냉각재에 공 하

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화학  체 제어계통이 수행하게 된다.

(라) EPRI ALWR URD Volume 3

EPRI ALWR URD Volume 3 (이하 EPRI-URD)  3장 6 에 가압형 경수로의 화학 

 체 제어계통에 한 기능 요건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 정상운 , 출력변화, 기동  정지시에 원자로냉각재계통에 필요한 냉각재 재고량

을 유지한다.

• 감압을 해 가압기 보조살수를 공 한다.

• 정상운 과 정상 정지시에 원자로냉각재계통내의 붕소농도를 제어한다.

• 화학제 첨가를 한 수단을 제공한다.

• 정상운   재장 정지시 원자로냉각재의 탈염  필터링을 한 수단을 제공한

다. 

•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연결을 제공하여 원자로냉각재유출수로부터 불활성기체의 제

거 수단을 제공한다.

• 재장 수 장탱크와 사용후연료 장조에 붕산이 첨가된 보충수를 제공한다.

• 여러 보조기기에 원자로냉각재보충수를 제공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 배 의 작은 설에 의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다.

•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수소첨가를 한 수단을 제공한다.

OPR1000의 계통 기능과 비교해 보면 EPRI ALWR URD에 수록되어 있는 피동형 가

압경수로의 화학  체 제어계통 기능 요건에는 표 으로 원자로냉각재펌 에 

수를 공 하고 수집하는 기능과, 붕소농도  핵분열생성물 방사능 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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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정하는 기능이 빠져 있다. 한,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불활성 기체의 연속 인 

제거를 한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 신에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연결을 만들어서 불활

성 기체를 제거토록 하고 있다. 

(2) 기존 상용원자로의 화학  체 제어계통 설계 특성 검토 

앞 에서 알아본 화학  체 제어계통의 설계에 한 법령이나 기술기 은 계통의 설

계에 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건을 반 하고 원자력발 소의 운

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설계에 반 된 요건은 계통에 한 기

능의 형태로 실화된다. 이 에서는 CE형의 OPR1000, APR1400, 웨스 하우스형의 고

리 3, 4, 그리고 신형 원 인 AP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능에 해서 비교하기

로 한다. 이 내용은 각 노형의 안 성분석보고서에 해당하는 문서에서 발췌하 다.

(가) OPR1000 

신월성 1, 2의 PSAR [3.6.1-6]에서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그림 3.6.1-1과 같은 형태로 계통이 구성되

어 있다. 

가. 정상운 이나 정지운  에 원자로냉각재의 수화학  순도 유지

나. 온도 변화로 인한 원자로냉각재의 수축  팽창과 기타 원자로냉각재 손실  증

가를 보상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의 정체  유지

다. 재사용을 한 기사용된 붕산수의 회수, 장, 분리 는 액체 폐기물계통으로 폐

기

라. 원자로냉각재 온도 변화, 노심연소  제논 변화 등으로 인한 노심반응도 변화를 

보상하여 제어 집합체가 최 의 치에 있도록 하고, 보수나 재장 운 을 한 

정지여유도를 제공하기 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붕소 농도 조  

마. 발 소 정지운   최종 단계에서 압력을 조 하고 가압기를 냉각시킬 수 있도록 

가압기 보조살수 제공

바. 원자로냉각재 내 붕소농도  핵분열생성물 방사능 의 연속 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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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 온도, 압력, 순도의 원자로냉각재펌  수를 공 하고 원자로냉각재펌

로부터 조 설수를 수집하고, 충 펌 를 이용한 정상 인 수공 이 

불가능할 때 보조충 펌 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펌 에 수 공

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 시험

자. 여러 보조기기에 원자로보충수 공

차. 기 사용된 이온교환수지를 고체폐기물계통으로 폐기하기 한 수단 제공

카.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불활성 기체의 연속 인 제거를 한 수단 제공

타. 공학 안 설비펌 의 붕산수 공 원

. 사용후연료 장조에 보충수 공

하. 정지냉각계통의 정화 기능

거. 원자로냉각재계통 배 의 소형 설로 인한 원자로냉각재 손실 보충

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 OPR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은 7 종의 탱크, 3 종의 

열교환기, 4 종의 이온교환기, 5 종의 여과기, 5 종의 스트 이 , 6 종의 펌 , 480 개

의 밸  (290 개의 A/E 공 분 포함)로 구성되어있다. 기기의 목록과 련 안 등  

 내진범주를 표 3.6.1-1에 정리하 다.

(나) APR1400 

APR1400의 경우에도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능은 표  원 의 경우와 같다 

[3.6.1-7]. 다만 내격납 재장 수조 (IRWST,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가 도입됨에 따라 RWT의 ‘공학 안 설비펌 의 붕산수 공 원’의 기능이 제

거되고 ‘IRWST에 보충수를 공 하고 붕산농도를 조 하는 수단 제공’  ‘IRWST의 

물을 필터할 수 있는 수단 제공’으로 체되었다. OPR1000에서 APR1400으로 화학  

체 제어계통의 변경된 은 다음과 같다. 

• 유출열교환기와 유출수 오리피스의 격납건물내로 이동

• 재장 수탱크의 제거

• 붕산수 장탱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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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안 주입모   압안 주입모 으로의 연결  제거

• 내격납 재장 수조로 연결  추가 

OPR1000에서 재장 수탱크는 발 소 체에 한 붕산수 공 원으로 재장   핵연

료 연소를 고려하여 노심 한 주기 동안 붕산수 재순환을 허용하고 공학 안 설비펌

의 20분 운 에 필요한 붕산수 장  90% 노심 수명에서 최고반응도 제어 이 인

출된 상태에서 5% 미임계 상태로의 상온정지와 기동을 허용할 만한 크기로 설계되며, 

650,000 gallon (2460 ㎥)의 내부체 을 갖는 탱크이다. 

APR1400에서는 내격납 재장 수조와 붕산수 장탱크가 재장 수탱크 기능을 신하

게 되었다. 이  붕산수 장탱크만 화학  체 제어계통의 일부로 남아있게 되었으

며, 재장 수탱크의 기능  비안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 안

주입계통과 련되어 있는 연결 이 화학  체 제어계통내에서는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안 등  배 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내격납 재장 수조는 내격납수 장계통 (In-Containment Water Storage System)의 

일부로 정상운  혹은 사고조건에서 격납건물내에서 물을 모으고, 달하고 장하며, 

열침원의 역할을 한다. 내격납 재장 수조는 정상 운 조건 동안 안 주입계통이 

비상태에 있을 때 안 주입계통으로 붕산수를 제공하며, 재장 운 동안에 재장 수

조를 채우기 한 붕산수의 수원이 되고, 안 주입계통  격납건물 살수계통에 한 

안 등  붕산수원이고, PSV 방출시 일차 열침원이며, Cavity Flooding System  

원자로용기 외부냉각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의 수원이다. 내격납 재장

수탱크는 658,300 gallon (2492 ㎥)의 크기를 갖는다. 

APR1400에서 화학  체 제어계통에 추가된 붕산수 장탱크는 최고반응도 제어

이 인출된 상황에서 노심주기동안 가장 제한 인 기간동안 재장 을 해서 상온정지 

 기동의 반복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결정된 280,000 gallon (1059.8 ㎥)의 

내부체 을 갖는 탱크이다.

 

(다) Westinghouse형 원  - 고리 3, 4 (Korea Nuclear Unit 5&6) 

CE형 원 인 OPR1000과는 달리 고리 3, 4는 Westinghouse형의 원 이다. 고리 3, 4

의 FSAR [3.6.1-8]에는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능이 다음과 같이 언 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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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내에 로그램된 수 를 유지한다. 즉, 원자로냉각재계통에 필요한 원자로냉

각재재고량을 유지한다. 

• 원자로냉각재펌 에 수를 주입유로를 유지한다. 

• 원자로냉각재 수화학 조건, 방사능 , 수용성 성자 흡수재 농도, 을 제어한다. 

• 비상노심냉각을 수행한다. 계통의 일부가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공유를 하고 있다. 

•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채우거나, 배수하고, 압력 시험을 수행한다. 

CE형 원 에 비해 단순하게 기술은 되어있으며, 특별히 차이가 있는 기능은 비상노심

냉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이는 Westinghouse형 원 에서 화학  체 제어

계통의 설계 특징이다. 

고리 3, 4 FSAR에서 찾아볼 수 있는 Westinghouse형 원 에서의 화학  체 제어

계통의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잉여유출수 유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유출유로가 작동할 수 없는 사고시에 원자

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안유출유로를 제공한다. 

- 붕소열재생계통이 설치되어 붕산 장과 붕산방출운 을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소농도를 조 한다. 부하추종운 시 붕소의 장과 방출은 열재생탈염기로 들어

가는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 CE형 원 과 다르게 온 에서 나온 원자로냉각재가 재생열교환기의 튜 측이 아

닌 쉘측으로 흐른다.

- 붕소재생계통은 액체폐기물처리계통내에 존재한다. 

(라) AP1000

AP1000의 DCD(Design Control Document) [3.6.1-9] 에 의하면 화학  체 제어계통

의 기능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다. 

• 정화 - 원자로냉각재의 수질과 방사능 를 허용한계내로 유지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제어  충수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요구되는 냉각재 재

고량을 유지한다. 정상 발 소 운 동안에 로그램된 가압기수 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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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어제와 화학제의 제어 - 발 소 기동을 한 냉각재내의 붕소농도를 제어하

고 핵연료 감손 보상하는 정상 희석  정지 붕산주입을 통해 원자로냉각재 수화

학 조건을 유지한다. 수산화 리튬의 한 수 을 유지하여 원자로냉각재의 pH를 

제어하기 한 수단을 제공한다. 

• 산소 제어 - 출력운 동안 원자로냉각재내의 용존수소의 한 수 을 유지하고 

각 정지 후 기동을 해 한 수 의 산소 수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을 제공한

다. 

• 원자로냉각재계통 완  충수  압력 시험 - 원자로냉각재를 완 히 충수하고 압

력시험을 수행할 수단을 제공한다. 화학  체 제어계통은 기 기동  한 

비일상 인 유지보수 에만 필요한 비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압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 단지 임시로 설치되는 수압시험펌 의 연결 을 제공한다. 

• 보조기기에 붕산수 제공 - 붕산이 주입된 원자로냉각재 수 의 물을 필요로 하는 

1차측 계통에 충수를 제공한다. 

• 가압기 보조 살수기 - 감압을 해 가압기 보조 살수를 제공한다. 

웨스 하우스형 원 인 고리 3, 4의 화학  체 제어계통과 기능이 비슷하나 원자로

냉각재펌 의 수 주입과 비상노심냉각 수행의 기능이 빠져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화학  체 제어계통의 계장도가 그림 3.6.1-2에 제공되어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앞의 OPR1000이, APR1400에 비해서 아주 단순화된 계통임을 알 수 있다. 

AP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은 충수펌 , 재생열교환기, 유출열교환기, 혼상탈염

기, 양이온탈염기, 원자로냉각재필터, 붕산탱크의 7가지 기기로 이루어진 계통으로 이

의 웨스 하우스형 원 인 고리 3, 4와 비하여 더 단순화 되었다. 

이 에 살펴본 여타 원 의 화학  체 제어계통에 비교하여 정화루 가 고압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가장 큰 차이 이다. 이 게 구성함과 동시에 원자로냉각재펌 의 

구동력을 사용하여 정화루 를 구동함으로써 펌 의 추가설치를 배제하 다. 한 캔

드모터형의 원자로냉각재펌 를 이용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펌  수주입계통이 

제거가능하여 단순한 형태의 계통을 구성할 수 있었다. 고압으로 운 되는 정화루

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 제어탱크가 제거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원자로냉각재로 

용존산소의 제거를 해 수소를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해

서 AP1000에서는 고압의 수소를 원자로냉각재에 직  주입한다. 한 이  웨스 하

우스형 원 에서 체 제어탱크로 수행되던 방사성 기체의 제거가 핵연료손상률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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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상되는 범 내에 있을 경우 방사성기체가 허용가능한 수 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운  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체 제어탱크를 제거한 설계를 가능

하게 하 다. 

고리 3, 4의 웨스 하우스형 원 처럼 탈기기  수용탱크 등의 기능을 액체방사폐기

물계통으로 이 하여 구성하 다. 이는 CE형의 원  특히 우리나라의 OPR1000이나 

APR1400에서 따르지 않는 설계 례이므로, 이 구분을 그 로 SMART에 용하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3) 개선 방안의 도출  용 가능성 평가

앞 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계통 기능을 단순화하거나 기능의 타계통으로 이 을 통해서 

계통의 단순화를 이룩하고 있었다. 앞장에 알아본 사항들을 심으로 화학  체 제어

계통의 설비 최소화에 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SMART에 용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가) 원자로냉각재펌  수주입계통의 제거

그림 3.6.1-3은 OPR1000에서 원자로냉각재펌  수주입계통을 보여주고 있다. 각 

펌 로 들어가는 수는 충 펌 에서 제공되며 유로는 격납건물을 통과하여 각 펌

로 연결되며 회수되는 수도 격납건물을 통과하여 체 제어탱크로 들어온다. 

수를 제공하기 해서 충 펌 는 정화운 에 필요한 유량에 추가 으로 유량

을 제공해야하며 2 개의 격납용기 통부, 수주입필터, 련 배 , 밸 , 계측기가 

필요하다. 

캔드모터형식의 펌 는 모든 부품들이 펌  몸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수와 

직  을 하지만 외부와는 격리되어있다. 동기의 회 자와 회 축이 일체이기 

때문에 동력 달을 한 연결부 가 없다. 한, 회 축은 펌  몸체의 외부로 나오지 

않으므로 을 한 패킹이 필요없다. 

AP1000에서 캔드모터형식의 원자로냉각재펌 를 사용함으로써 수주입계통을 제

거하 다. 원자로냉각재펌 의 형태를 캔드모터형식을 채택한다면 원자로냉각재펌  

수주입계통은 제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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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SMART에서도 캔드모터형식의 원자로냉각재펌 를 사용하므로 수주입계

통을 제거할 수 있다.

(나) 고압정화루  

화학  체 제어계통의 요한 기능 의 하나인 정화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계통개념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냉각재의 높은 온도에서는 이온교환

수지가 기능을 상실하므로,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를 낮추기 해서 계통내에 기기냉각

수로 냉각되는 열교환기(유출수열교환기)를 채용한다. 유출수의 압력을 낮추기 해서 

유출수는 오리피스 (유출수 오리피스)나 밸 를 통과한다. 이온교환기와 필터를 통과

하며 불순물과 방사성핵종이 제거된 뒤 고양정의 충 펌 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

으로 재주입된다. 이 때, 충 노즐의 열충격과 손실되는 열량을 최소화하기 해서 재

생열교환기가 사용된다. 

이온교환수지는 운 온도에 의해 향을 받지만 운 압력에 의한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온교환수지의 성능 측면만을 고려하면 압력을 낮추지 않고 정

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PRI-URD에서는 이 을 고려하여 압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운

압력으로 운 되는 고압 정화루 를 구성하는 것에 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림 

3.6.1-4는 EPRI-URD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학  체 제어계통의 개략도이다. 기존의 

발 소처럼 재생열교환기와 유출수열교환기는 있지만 압력을 떨어뜨리는 오리피스는 

정화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원자로냉각재펌 의 수두를 이용하여 운 되는 계통

이므로 계통 운 을 한 별도의 펌 가 존재하지 않는다. 체 제어탱크도 역시 제거

된다. 체 제어탱크의 요한 기능 의 하나인 원자로냉각재계통내의 용존산소제어

를 한 수소주입기능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직  수소를 주입하는 형태로 제안되어

있다. 

이 방식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1) 체 제어탱크가 없어져 정화를 

한 련 계통의 단순화가 이 진다. 2) 출력운  에는 정화계통 운  압력을 조 하

기 해서 오리피스와 충 펌 를 연속 으로 운 할 필요가 없어진다. 3) 출력운  

에 원자로냉각재가 연속 으로 흐르는 유로 내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기를 제

외한 자유표면이 없어지고, 기존의 상용원자로처럼 상압에 가까운 압력으로 운 되는 

계통으로 방출  주입을 통한 냉각재의 이동이 없으므로 가압기의 수 만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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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측정할 수 있다. 4) 고압의 정화루 가 격납건물내부에 설치됨에 따라 고에 지 

배 이 격납건물 내부에만 존재한다. 5) 정화운 을 해서 고양정으로 운 되는 충

펌 가 연속 으로 운 할 필요가 없으므로 충 펌 의 선정이나 유지 보수면에서 수

월하다. 

이런 장 에도 불구하고 고압정화루 는 구 하기에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로, 붕소계측기와 공정방사능감시기의 설치에 한 것이다. EPRI-URD에서는 원자로

냉각재의 붕소농도과 원자로냉각재의 비방사능을 연속 으로 검사하도록 이온교환기 

단에 붕소계측기와 공정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PRI-URD 요건을 수용하여 설계한 AP1000의 경우에는 일차시료채취계통에 연결된 

배 을 통해서 시료채취를 통해 붕소농도와 원자로냉각재 비방사능을 감시한다고 언

하고 있다. 

공정방사능감시기는 원자로냉각재의 총 감마 방사능을 연속 으로 기록하여 연료피복

재의 건 성을 지시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방사능을 결정하는 것으로 감시장치로 

사용된다. 그림 3.6.1-5는 재 원 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공정방사능감시

기이다. OPR1000에서 사용하는 공정방사능감시기 (그림 3.6.1-5a)는 설계압력이 200 

psig (1.39 MPa)이다. 이 장비를 그 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계압력이 올라

간 형태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고압정화루 에 연속 인 원자로냉각재 비방사능을 감시하도록 공정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하기 해서는 OPR1000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공정방사능감시기가 필요하

다. 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배 의 외벽에 직  설치하여 냉각재의 비방사능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기기이다 (그림 3.6.1-5b). 이를 이용하면 원자로냉각재

압력을 공정방사능감시기가 견딜 수 있도록 낮출 필요없이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같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 고압정화루  배 의 외벽에 직  설치하여 원

자로냉각재의 비방사능을 연속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붕소계측기는 화학  체 제어계통의 유출 에 설치되는 on-line 붕소계측 기기로, 

붕소의 성자 흡수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붕소계측기는 실린더 형태의 압력 용기 내

부에 성자검출기가 있고 시료 용액이 압력용기의 바닥에서 상부로 흐르는 형태로 

되어있다. 아메리슘-베릴륨의 성자선원에서 방출된 성자의 일부를 붕소가 흡수하

여 나머지가 성자 검출기에서 기신호로 변환되는 형식으로 작동한다. 

붕산계측기도 공정방사능감시기의 경우처럼 배 에 식으로 설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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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 농도의 측정은 AP1000과 마찬가지로 필요시마다 수동으로 grab sampling하는 

형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격납건물내의 정화루 의 설치가능성 여부이다. 정화루 의 각 기기들이 고

방사성계통이므로 격납건물에 설치될 경우 각 기기별로 격납건물 내부에 격실이 추가

되어야 한다. 이 격실의 크기는 차폐구조물, 기기 검사나 정비를 한 격실 내부 공간, 

근 통로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온교환기의 사용을 해 액체폐기물계통  고체

폐기물계통에 연결을 한 격납건물 통부가 필요하다. 한, 필터가 고방사성 기기

이므로 콘크리트격실에 격리되며, 필터의 수명이 다한 필터의 카트리지를 교체하기 

해서는 차폐용으로 설치된 콘크리트격실의 뚜껑을 제거하고 필터이송을 한 장비

와 같은 부가 인 장비들이 격납건물 내에 추가 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고

압정화루 의 격납건물내의 설치에 한 가능성은 이  SMART 사업 기에 제기되

었으나 에서 언 한 공간상의 문제와 A/E의 배치설계, 계통설계, 구조설계, 기/계

측 설계 등 BOP의 설계 반에 향을 주어 인허가 실 성 조기확보에 역효과가 측

됨으로 인해서 철회되었다. 

고압정화루 를 격납건물에 설치하기 해서는 정화루 를 구성하는 기기들의 크기산

정과 이에 따른 배치에 따른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 한 인허가

의 실 성 조기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치 않는다고 하면, 재의 기술수 으로 고압정

화루 를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상된다. 다만, 고압정화루 를 반드시 격

납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격납건물의 크기를 증 해야할 가능성

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고압정화루 의 용시의 비용 감소분과 격납건물의 크기

에 변경에 의해 추가 으로 발생하는 비용간의 상세한 경제성 분석이 더 필요하겠다.

(다) 농축붕산 사용 

화학  체 제어계통의 개선을 해 농축붕산을 사용하는 것에 해서는 선행연구가 

김은기 등에 의해서 진행된 바가 있다 [3.6.1-10]. 이  단계에서도 붕산을 사용하는 

표 원  수화학 용성 평가보고서가 한국 력기술주식회사에 의해 발간된 바 있다

[3.6.1-11]. 

붕산(H3BO3)은 화학제어제로써 가압경수로에서 장기 인 반응도 조 과 같이 완만한 

반응도 조 을 하여 사용된다. 천연붕소는 B-10과 B-11이 각각 20%와 80%가 함유

되어있으며 이  B-10만이 열 성자 흡수단면 이 커서 반응도 조 에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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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실제 발 소에서는 B-10으로만 이루어진 농축붕산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5배 높은 붕산농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부식생성물에 의한 방사선 를 낮추기 해서는 원자로냉각재의 pH를 높게 유지

하여야 한다. 붕산이 반응도조 을 해서 첨가되었으므로 알칼리인 수산화리튬 

(LiOH)가 첨가되어 pH를 높인다. 높은 리튬의 첨가는 증기발생기 튜  재질인 Alloy 

600의 원자로냉각재계통수 응력부식균열을 래하고 지르칼로이의 부식을 진한다. 

이를 막기 해서 리튬의 농도는 2.2 ppm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재 운 되는 부분

의 발 소들이 붕소농도 변화에 따라 최고 리튬 농도를 2.2 ppm으로 제한하고 pH를 

6.7 ~ 7.4 범 에서 조 하는 방법으로 운 을 하고 있다. 

수화학 리체계는 일정 pH 운  방법 (Coordinated Chemistry Regime), 고 리튬농도 

수화학 운  (Elevated Lithium Chemistry Regime), 수정 수화학 운  (Modified 

Chemistry Regime), 일정 고 pH 수화학 운  (Coordinated Chemistry at Elevated 

pHT Regime)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3.6.1-6은 고 리튬농도 수화학 운 과 일정 

pH 운  방법에 해서 리튬과 붕소농도의 상 계를 보여 다. 그림은 60% B-10 

농축 붕산을 사용한다면 2.2 ppm의 최  리튬농도를 고려하더라도 핵연료 주기의 

86% 정도를 pH 7.4의 운 이 가능함을 보여 다. 그러므로, 붕산농도가 낮아지면 수

산화리튬의 사용량도 감소한다. 한 부식생성물도 감소하고, 보조계통의 방사선

도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작업자의 피폭율이 하된다. 

참고문헌 [3.6.1-10]에서는 Present Worth Approach를 사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

했으며, 기존 발 소와 신규발 소 모두 80%와 95%의 농축붕산을 사용했을때 천연 

붕산을 사용하 을 때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실제 참고문헌이 작성

될 시기의 농축붕산의 가격은 60%, 80%, 95% B-10 농축붕산은 각각 1.30, 1.70, 2.00 

$/g으로 산정하 고, 천연붕산은 0.013 $/g으로 산정하 다. 같은 양의 B-10을 고려하

면 농축붕산은 천연붕산에 비해 2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신규 발 소

나 기존 발 소 모두 실제 투입되는 농축붕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

용이 증가하나 수산화리튬의 감소와 열선보호(heat tracing)의 제거로 인한 비용이 감

소한다. 그러나, 이 감소분은 ALARA 감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  이득에 비

해 상 으로 작다. 부분의 농축붕산의 비싼 가격은 ALARA 감효과에 의해서 

상쇄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한, 참고문헌 [3.6.1-10]에서는 농축붕산의 사용 시에 화학  체 제어계통의 재장

수탱크, 수용탱크, 원자로보충수탱크 등은 용량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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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 만한 사실은 참고문헌 [3.6.1-11]에서는 SMART에서 노심운 주기가 일반

인 가압형경수로의 장주기 운 주기인 18개월보다 긴 장주기 운 임을 시하고 천

연붕산을 사용할 경우 붕소농도가 높아져 pH가 낮아지고 노심에 크러드가 침착되어 

축방향출력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한 pH를 높이기 해서 수산

화리튬을 많이 주입하면 지르칼로이의 부식을 진시킬 수 있으므로 농축붕산을 사용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명기하고 있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농축붕산의 사용은 여러 가지 잇 이 있으며, 발 소 운 측면

에서 경제성의 향상도 있다. 그러나, 상 으로 고가인데다가 농축붕산의 회수  재

활용을 한 설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한다면 SMART에서의 농축붕

산은 경제성 향상에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탈기기의 제거 

탈기기 (Gas Stripper)는 원자로냉각재에서 연속 인 불활성기체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이다. 탈기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동된다. 탈기기에서는 가열된 공정

유체가 증기를 탈기매체로 사용하는 충 탑(packed tower)의 하부로 흐르면서 효과

인 탈기가 이루어진다. 탈기용 증기는 탈기처리된 공정유체의 일부를 보조증기로 가

열하여 발생된다. 이 때 탈기된 유체는 냉각된다. 탈기기에는 정상 유출수의 연속 탈

기시 탈기된 유체를 수용탱크 혹은 체 제어탱크로 이송하는 펌 가 설치된다. 비응

축성 기체는 미소량의 핵분열 기체  증기와 더불어 기체폐기물계통으로 유입된다. 

표 3.6.1-2는  3, 4의 탈기기에 한 설계자료를 보여 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탈

기기는 간단한 장치가 아니라 펌 , 밸 , 배 , 탱크 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통에 

해당할 만큼 복잡한 설비이다. 탈기기에는 기기 냉각수, 증기, 질소가 공 되며, 기체

폐기물계통  수용탱크로의 연결배 이 존재한다. 

웨스 하우스형 원 인 고리 3, 4에서는 체 제어탱크의 기체공간을 이용하여 탈기를 

수행하며, AP1000에서는 진공탈기탑을 이용하여 탈기를 수행한다. 

AP1000에서는 탈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진공 탈기탑 (vacuum degasifier)을 이용하여 

탈기를 하고 있다(그림 3.6.1-7). AP1000의 DCD(Design Control Document)에서는 다

음과 같이 원자로냉각재의 탈기운 에 해서 설명하고 있다. 핵연료 손상 정도가 정

상 으로 상 범 내에 있다면 가스가 허용수 이상으로 쌓이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

기체를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제거할 필요는 없다. 높은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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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체를 제거해야한다면 화학  체 제어계통은 액체폐기물계통의 탈기탑으로 유동

을 환시킨다. 이 상황에서 유출수는 유출오리피스를 통과하며 감압된다. 유출수는 

격납건물 밖으로 흘러서 액체폐기물계통의 탈기탑을 통과하여 액체폐기물계통 유출수

수용탱크로 흐르게 된다. 정지운 의 방사성기체와 수소의 제거는 유지보수와 재장

운  기간을 이기 해서 필요하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기체농도가 낮은 수

으로 떨어지기 까지 열릴 수 없다. 정지 탈기운 은 화학  체 제어계통이 개방 

루 (open loop)인 상태에서 진행된다. 추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감압된 경우에도 

기체제거가 가능하도록 유출오리피스가 수동 으로 우회될 수 있도록 배 이 설치된

다. 

AP1000의 진공탈기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탈기탑은 스테인 스강으로 만들

어져있다. 충진탑의 상층으로 유입수가 살수되고 유동이 단되고 펼쳐져 막의 형태

로 아래로 흐름으로써 교반과 표면노출이 된다. 순간기화된 증기는 가스를 동반한다. 

낮은 압력에 노출된 유체에서 핸리의 법칙 (Henry's Law)에 의해 비응축성 기체가 

빠져 나오게 된다. 탈기진공펌 가 탈기탑의 진공을 유지하기 해서 운 된다. 탈기

분리기펌 가 진공펌 로 압축기수 (compressor water)를 회수하도록 운 된다. 탈기

분리기는 기체폐기물계통으로 배기된다. 이 게 AP1000에서 채용되는 진공탈기탑이 

이론 으로는 간단하나 실제 구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웨스 하우스형의 원 인 고리 3&4에서는 재생 증발기 (Recycle Evaporator 

Package)가 OPR1000의 붕산농축기와 탈기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AP1000에서는 붕산회수계통을 제거해버렸으므로, 재생 증발기의 복잡한 열기, 응축

기, 증발기, 탈기  등으로 이루어진 기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상 으로 구성이 

간단한 진공탈기탑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하추종운 시 붕산농도를 변화

시킬 필요없이 제어 만으로 수행되므로 액체폐기물계통에서 처리해야할 폐기물양이 

감소한다. 이 게 설계를 함으로써 액체폐기물계통이 단순화가 되었다. 

웨스 하우스형 원 에서는 체 제어탱크의 상부에 수소를 계속 주입하고 체 제어탱

크의 상부로 살수되는 유출수에서 빠져나온 방사성기체를 수소와 더불어 기체폐기물

계통으로 보내서 방사성기체를 제거한다. 

탈기의 측면에서 보면 SMART에서 기기최소화를 해서 사용가능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고압정화루 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

법을 이용하면 체 제어탱크를 없앨 수 있다. 체 제어탱크의 제거는 정상출력운

에 탈기가 필요없다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즉 상범 내의 핵연료손상에서는 방사성

기체가 원자로냉각재내에 허용범 내로 존재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연속 인 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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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게 된다. 탈기를 하기 해서는 진공탈기탑을 쓰던 OPR1000의 탈기기의 사

용 여부에 상 없이 상압으로 감압이 되어야 한다. 연속 인 정화루 내에 감압이 되

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굳이 격납건물내의 공간을 복잡하게 하거나 격납건물의 크기

를 키우면서까지 고압에서 운 하는 이온교환기와 필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체 제어탱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체 제어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유출수의 

상압으로의 감압을 동반하므로 고압정화루 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체 제어탱크를 

이용하면 체 제어탱크의 상부공간을 방사성기체를 제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자로냉각재의 방사성기체의 농도가 비정상 으로 높아지거나 

재장  운 기간을 이기 해서 빠른 탈기가 요구되는 시 에 비해서 탈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해서 기존의 탈기기나 진공탈기탑을 사용하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부하추종운  련한 요건이 제어 만을 이용하여 수행한다라는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게 결정지어질 수 있다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폐기물 양

이 감소하여 굳이 붕산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붕산을 회수하기 해서 필

요한 증발기, 이온교환기 등의 기기가 부분 제거될 수 있다. 탈기에 필요한 기기는 

이 요건과 상 없이 계통에 필요하므로 탈기를 한 기기 형태는 추가 으로 경제성

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마) 이온교환기의 체 신기술 

붕소는 화학 제어제로 원자로냉각재에 주입되어 반응도를 조 하는데 사용된다. 붕

소의 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웨스 하우스형의 원자로에서는 붕소열재생계통을 

이용하고, OPR1000이나 APR1400에서는 붕소의 농도가 높을 때에는 주입  방출

을 이용하고, 주기말에서는 붕소의 농도가 낮으므로 이온교환기를 사용한다. 이런 

형태의 운 은 이온교환기의 비 이 높은데 이온교환기를 사용하면 폐기물의 양이 

많고 이온교환수지의 재생을 해 많은 화학제가 필요하므로 이를 체하는 기술에 

한 요구가 증  되고있다. 한 사용된 이온교환수지의 처리를 해서 장기간 

장이나 시멘트로 고화처리하므로 작업시에 방사선 피폭과 련 사항이 발생하며, 취

과 장에도 어려움이 많다.  

CEDI (Continuous Electrodeionization)은 1950년 에 Walter의 연구개발 에 의해

서 개발되었다 [3.6.1-12]. 기존의 기투석공정에서는 수행하기 힘들었던 낮은 농도

의 유입수에서의 이온성 물질 제거를 해서 이온교환수지를 기투석에 충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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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 당시에는 높은 운  비용과 복잡

한 운 기술로 인해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1987년 Millipore co.사에 의해서 최 의 

상업용 기탈이온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많은 외국기 에서 기탈이온 기술이 이

온교환수지법의 유일한 체공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CEDI는 양이온 는 음이온을 선택 으로 통과시키는 멤 인(막)을 이용하여 용

액 에 양이온만을 투과하는 음이온막과 음이온만을 투과하는 양이온막을 교 로 

배치하며, 이때 극에 직류 압을 걸면 양이온은 음이온 교환막을 통과하고, 음이

온은 양이온 교환막을 통과하여 순수한 담수만 남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CEDI는 순수  순수를 생산하는 설비에서 사용되며 이온교환수지의 재생을 

해 강산과 강염기와 같은 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속 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 기존의 이온교환기에 비해서 은 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몇몇 원 과 부산복합화력발 소에서 발 용수를 생산하는 설비로 설치되었다. 그러

나, CEDI는 운 온도와 압력이 낮으므로, EPRI-URD나 AP1000에서 이온교환기에 

용된 것과 같은 고압 온상황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한, CEDI 자체가 순수를 

생산하기 해서 사용되는 장비인 만큼 한 붕소농도와 수화학 조건을 유지시켜

야 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상황에 용하는 방법에 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주과학기술원의 문승  교수 에서 연구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이 

에서는 원자로냉각재 정화를 한 기탈이온공정을 제시하 다. 아래는 그림 

3.6.1-8에 한 설명이다 [3.6.1-13]. 

원자로 입구 으로부터 배출된 원자로 일차냉각수는 열교환기를 거쳐 이온교환수지

탑의 운 에 합한 온도인 60 ℃미만으로 유지된다. 핵연료피복 의 크러드 침 과 

크러드에 의한 지르칼로이 산화를 최소화하기 하여 원자로 일차냉각수는 pH 6.9 

∼ 7.4에서 운 해야 한다. 원자로 출력에 수반되는 pH를 최소화하기 해 pH 조정

용 산탱크와 염기탱크를 지닌 pH조정탱크를 거쳐 pH를 조 한 다음 정 여과장치

에서 용존불순물을 제외한 부유고형물을 제거하게 된다. 정 여과장치에 의해 농축

된 액상폐기물은 폐기물처리계통으로 배출되며 정 여과 처리수는 기탈이온 장치

로 유입된다. 기탈이온 장치는 기탈이온 농축액 탱크, 극액 탱크, 원공 장

치와 희석액 탱크로 구성된다. 기탈이온 장치에 의해 농축된 액상폐기물은 붕소회

수공정으로 보내어진다. 기탈이온 희석액 탱크에는 일차냉각수 보충수가 유입되어 

기탈이온 처리수로서 원자로 입구 으로 보내어 진다. 따라서 기탈이온 희석액 

탱크는 기존 원자로 화학  체 제어계통의 체 제어탱크(VCT)와 같은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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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는  다른 기술로 Yan et al.에 의해서 특허심사 청구 인 Electrochemical 

Ion Exchange (EIX)가 있다 (그림 3.6.1-9)[3.6.1-14, 15].일반 으로 CEDI에서 제거

하기 힘들다고 하는 약하게 해리되는 붕산을 효과 으로 분리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분해와 이온교환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림은 자가 제안하는 EIX

를 채용한 화학  체 제어계통의 개념이다. 참고문헌에서 기투석과 이온교환을 

사용하는 CEDI 방법에서는 붕산의 제거가 1% 미만으로 되지만 EIX를 이용하면 붕

산을 기분해하고 이온교환을 하기 때문에 농축실에서는 상온에서 포화가 될 정도

까지 붕산을 농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에 하여 문승  교수 에서는 낮은 농도의 폐수처리에 많은 잠재

인 이 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극에 붙어있는 이온교환수지가 자주 

떨어져 나가고, 불편한 이 많아서 실제 으로 농도의 폐수처리 이외에 다른 분

야에 사용되기는 어려운 이 있으며, 농도의 폐수처리 이외에는 비효율 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6.1-16]. 

앞에서 언 한 기술들은 기존의 이온교환기를 이용한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고 설치  유지, 보수 등에서 필요한 경비의 감으로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에서 상용원자로에 용해 볼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발을 통해서 붕

산을 재생하는 기법에 비해서는 앞에서 언 한 방법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기들이 

단순화될 수 있다. 이를 용하기 해서는 우선 원자로보충수계통에 이를 용하여 

사용해보는 것을 고려할 만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보충수계통에서 수용  이온교

환기, 붕산농축기, 붕산농축 이온교환기 등은 이 기술의 사용으로 제거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한, 천연붕산에 비해서 높은 가격인 농축붕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방법이 경제성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만약 이 기술의 도입으로 인

해 상당히 높은 수 의 붕산회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축붕산의 사용시에는 도입

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용 경험이 부족하기 때

문에 원자로냉각재의 비방사능 감소를 한 이온교환기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바) 기타 

 3, 4호기에서는 화학  체 제어계통 내에 원자로보충수 장탱크 (450,000 gal), 

수용탱크 (475,000 gal)의 용량탱크들이 있다. 원자로보충수 장탱크의 용량  75%

정도는 back-to-back cold shutdown을 고려하여 필요한 체 이다. 수용탱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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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정도는 back-to-back cold shutdown을 고려하여 필요한 체 이다. 만약 두 호기

를 같은 사이트에 건설한다면 두 호기에 이 탱크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

순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탱크들이 보수기간에 들어갈 경우에

는 필요시에 사용할 수 없는 단 도 존재한다. 

AP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처럼 붕산 회수를 해 구성되는 기기를 없앨 수도 

있다. 이는 계통의 단순화에 아주 요한 역할을 한다. AP1000에서 붕소 농도 변화는 

연료 감손, 기동, 정지, 재장 을 보상하기 해서 필요할 뿐이며, 나머지 상황에 해

서는 반응도는 제어 에 의해서 조 된다. 그러므로 붕산이 들어있는 폐기물의 양이 

감소하며, 굳이 붕소 회수를 해 복잡한 계통이 필요 없어진다. 

라.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학  체 제어계통의 설비최소화를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법

령과 표 을 검토하여 화학  체 제어계통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알아보았

다. CE형의 OPR1000, APR1400과 웨스 하우스형의 고리 3, 4와 AP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의 기능을 서로 비교하 다. 이를 통해서 계통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

각해 보았다. 이와 함께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계통의 단순화를 이룩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보았다.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캔드모터펌 의 도입으로 원자로냉

각재펌  수주입계통을 제거한다. 2) 고압정화루 를 도입하여 체 제어탱크를 제거

한다. 3) 농축붕산을 사용한다. 4) 탈기기를 제거한다. 5) 기화학  이온교환기술이나 

Electrochemical Ion Exchange을 도입하여 이온교환기를 체하여 수지교환  재생 등

이 필요한 복잡한 설비들을 제거한다. 6) 붕산회수계통을 제거한다. 다만, 이런 방법론을 

채택할 경우 기술의 성숙도나 기타 부작용이 없는지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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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안 등  내진범주  수량

재생열교환기

유출수열교환기

충 펌  최소유량 열교환기

정화이온교환기

붕소제거이온교환기

체 제어 탱크

화학제첨가장치

붕산혼합탱크

충 펌

보조충 펌

붕산수보충펌

원자로보충수펌

붕산농축기

수용 이온교환기

붕산응축수이온교환기

원자로배수펌

수용펌

원자로배수탱크

수용탱크

기기배수탱크

재장 수탱크

원자로보충수탱크

화학제첨가탱크

탈기기

정화여과기

원자로배수여과기

주입수여과기

원자로보충수여과기

붕산여과기

유출수체형여과기

수용 체형여과기

붕산응축수이온교환기 체형여과기

붕산혼합체형여과기

유출수 오리피스 #1, #2, #3

충 유량제한 오리피스

보조충 펌  흡입구 안정기/맥동완충기

붕산혼합추출기

2

3

3

NNS

NNS

3

NNS

NNS

3

3

3

NNS

NNS

NNS

NNS

NNS

NNS

NNS

NNS

NNS

2

NNS

NNS

NNS

3

NNS

3

NNS

3

NNS

NNS

NNS

NNS

3

2

3

NNS

I

I

I

NS

NS

I

NS

NS

I

I

I

NS

NS

NS

NS

NS

NS

NS

NS

NS

I

NS

NS

II

I

NS

I

NS

I

NS

NS

NS

NS

I

I

I

NS

1

1

1

2

1

1

1

1

2

1

2

2

1

1

1

2

2

1

1

1

1

1

1

1

2

1

2

1

1

1

1

1

1

각 1

1

1

1

표 3.6.1-1  OPR1000 기기의 안 등   내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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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기기

수 량 1

최소설계제염계수(DF) 1000

설계유량 140 gpm (530 L/min)

냉각수유량 최  390 gpm (1,476 L/min)

50 psig 에서 요구되는 증기량 당 9,450 lb/hr(최 ) (4,290 kg/hr)

코 드 ASME Sec. VIII

표 3.6.1-2   3, 4호기 탈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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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OPR1000 화학  체 제어계통 구성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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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OPR1000 화학  체 제어계통 구성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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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  AP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 개략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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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  AP1000의 화학  체 제어계통 개략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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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3  OPR1000 원자로냉각재펌  수 주입계통 (a) 수 주입배

그림 3.6.1-3  OPR1000 원자로냉각재펌  수 주입계통 (b) 수 회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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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  EPRI-URD의 화학  체 제어계통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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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5  공정방사능감시기 (a) OPR1000 설치된 형태

그림 3.6.1-5  공정방사능감시기 (b) 배  외벽 설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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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6  농축붕산 사용시 pH 운  범

그림 3.6.1-7  AP1000의 액체폐기물처리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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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8  원자로 일차냉각수 정화를 한 기탈이온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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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9  Example how new integrated technique could assist or replace 

contentional CVC systems

[참고문헌 3.6.1-15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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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원자로집합체 설계개념의 단순화 방안

가. 연구목

본 연구는 신형 원자로 주요 구조물의 배치 공간과 구조물의 형상을 최 화하기 한 설

계 변수와 설계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원자로집합체의 설계개념을 단순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가압기 공간 확장

(2) 원자로 덮개 구조 변경

(3) 원자로 하부 경  구조 변경

(4) 원자로 내부에 충진체 설치

(5) 노내계측기(ICI : In-Core Instrument) 지지구조물 설치 개념 변경

다. 수행내용  결과

신형원자로는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에 증기발생기, 냉각재펌   가압기 등이 배치되기 

때문에 분리형 원자로보다 상 으로 원자로집합체의 직경  길이가 증가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직경  길이가 증가하고 내부구조물이 냉각재의 유로를 형성하도록 배치되

어야 하므로 구조물 사이에 구조 인 자유공간이 형성되어 일차냉각재의 재고량이 증가

한다. 일차냉각재 재고량의 증가는 가압기  화학체 제어계통의 설계와 직 으로 연

동되므로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의 자유공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원자로집합체의 길이와 

직경이 증가할수록 원자로압력용기와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제작에 어려움이 증가되며 격

납건물의 높이와 재장  수조의 깊이를 증가시켜 격납 건물 배치, 핵연료재장  기기 설

계, 재장  작업 포함한 원자로의 반 인 유지보수 공정의 설계에 부정 인 향을 미

친다. 

원자로집합체의 설계 개념을 단순화하기 해서는 각각의 구조물의 설계 최 화를 수행

하고 배치 개념을 개선하여야 한다. 원자로집합체의 크기와 길이는 원자로압력용기에 설

치되는 구조물의 제원과 직  연동되므로 일정한 범 의 제원을 유지한다. 개별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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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최 화는 설계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 배치되므로 원자로집합체 설계 개념의 단

순화는 개별 구조물의 배치 개념을 개선하여 원자로압력용기의 내부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원자로집합체의 설계개념을 단순화하기 하여 주요 구조물의 배치 공간과 구조

물의 형상 최 화를 심으로 설계 단순화 방안을 검토하 다. 그림 3.6.2-1은 원자로집

합체 구성하는 주요 구조물들의 특성을 용하여 설계 개념을 단순화시켜 구성한 원자로

집합체를 시한 것이다[3.6.2-1]. 

(1) 가압기 공간 확장

신형원자로의 가압기는 상부안내구조물의 랜지 상단부와 원자로 덮개의 하부로 구성

되는 공간에 구성된다[3.6.2-2]. 상부안내구조물 랜지 하부의 공간은 가압기 공간으로 

연장하여 공간 배치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림 3.6.2-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안내구조

물 상부 랜지 상단부로부터 원자로덮개 하부에 형성된 가압기 공간을 원자로 덮개 하부

공간과 상부안내구조물 상부 공간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확장시킨 개념을 용하 다. 

폐된 가압기 공간을 구성하기 하여 원자로덮개 랜지와 상부안내구조물의 상부 랜

지 면이 하는 부 에 2개의 O-링을 설치하고 하여 가압기의 자유 수면이 상부

안내구조물의 상부 랜지 아래쪽으로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가압기 공간을 상부안내구조

물 상부 공간까지 확장시켰다. 기존에는 가압기 공간을 추가 으로 확보하기 하여 원

자로덮개의 직경을 증가시키거나 원자로덮개의 길이를 길게 하여야 하 으나 개선된 설

계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원자로덮개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가압기 공간을 원자로용기 

내부로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원자로 덮개의 형상 설계의 독립성을 증 시켰다. 그림 

3.6.2-2와 같이 원자로 덮개의 형상을 타원형의 형상으로 덮개를 용할 경우, 반구형의 

원자로 덮개에 비하여 가압기 공간이 축소되지만 상부안내구조물 상부에서 추가 인 공

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가압기 공간을 구  할 수 있다. 

(2) 원자로 덮개 구조 변경

그림 3.6.2-2에 표시한 것과 같이 원자로 상부덮개의 형상을 반구형에서 타원형으로 설계

하여 원자로집합체 상부의 배치를 개선할 수 있다. 원자로 덮개의 형상은 가압기 공간을 

구성하는 설계 변수이며 원자로 덮개 형상에 따라 가압기 공간의 크기가 결정된다. 

3.6.2-1과 같이 가압 공간을 극 화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면 원자로 덮개의 설계 변경

으로 인한 가압기 공간의 감소가 발생하여도 상부안내구조물 공간에서 추가의 가압 공간

을 구 할 수 있으므로 타원형 덮개의 용이 가능하다. 원자로용기 하단부의 반구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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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원형 경 으로 변경하고, 상부덮개의 높이도 동시에 임으로써 원자로용기 내부

의 자유체 과 냉각재 재고량을 감소 감소시킬 수 있다. 

(3) 원자로 하부 경  구조 변경

원자로 덮개와 마찬가지로 원자로용기 하부경 을 반구형에서 타원형 경 으로 변경하

여 원자로집합체의 높이와 냉각재 재고량을 일 수 있다. 그림 3.6.2-1과 같이 하부 경

을 타원형 형상으로 용하면 노심 하부공간에 형성되는 자유체 을 여 원자로용기 내

부의 냉각재 재고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원자로 하부 경 의 형상은 성자 조사를 고

려한 감시시험계획, 원자로집합체의 지지개념  가압기 공간 요건을 만족하는 범 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4) 원자로 내부에 충진체 설치

노심 측면에서 노심과 노심지지배럴 사이의 공간에는 핵연료집합체의 측면을 지지하는 

노심슈라우드집합체가 설치된다[3.6.2-3]. 노심슈라우드집합체는 노심을 정렬하는 목 으

로 사용되어 노심 슈라우드 내부는 자유공간으로 설계되어 냉각재로 채워진다. 이 노심

슈라우드 자유공간에 충진체를 설치하여 자유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일차냉각재의 재고량

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상부안내구조물 간부분의 공간에도 동일한 개념의 충진체

를 설치하여 냉각재 재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충 체의 도입으로 감소되는 냉각재의 

체 은 가압기 공간을 축소할 수 있는 설계 여유를 제공하므로 련된 구조물의 공간  

형상 설계를 최 화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5) 노내계측기(ICI) 지지구조물 설치 개념 변경

원자로 덮개 하부에 부착되었던 노내계측기 지지구조물을 그림 3.6.2-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안내구조물 상부에 부착하여 원자로 덮개와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방법을 개선

하 다. 이것은 원자로덮개집합체와 노내계측기 지지구조물을 분리하여 인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원자로용기로부터 인출되는 원자로덮개집합체의 수직 인양 거리를 감소시킨

다. 원자로덮개집합체는 격납건물의 운 층 높이에 보 되므로 원자로덮개집합체의 인양 

경로는 격납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설계 변수 의 하나이다. 따라서 노내계측기 지지구

조물을 상부안내구조물 상부에 설치하여 원자로덮개집합체의 길이를 감소시킴으로써 격

납건물의 높이에 결정하는 설계변수를 최 화할 수 있다. 한 노내계측기 지지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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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원자로덮개집합체의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 덮개 하부의 근성

이 향상되므로 가동 검사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라. 후속사항

(1) 원자로내부구조물 설계 단순화 방안 : 본 연구에서 완료

(2) 원자로집합체의 단순화 방안을 도출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된 내부구조물의 

형상 설계  배치 방안의 구 성을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 결과가 계통 설계 개념

에 미치는 향에 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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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1  주요 구조물의 설계 개념을 단순화시킨 원자로집합체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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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가압기 공간 최 화시킨 원자로 덮개의 구성



- 795 -

그림 3.6.2-3  노내계측기 배치 최 화시킨 내부구조물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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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증기발생기 높이 축소 방안

가. 요약

SMART 증기발생기는 원래부터 가동 검사를 하여 내경 12 mm로 설계하 다. 재 

설계된 12 mm 내경의 열 을 8～9 mm 내경으로 바꿀 경우, 증기발생기 유효 열부

의 높이를 상당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외경을 약 25% 정도 감소(17 mm→13 

mm) 되면 재의 증기발생기를 6.8 m에서 30～35% 정도 인 4.5 m 정도로 일 수 

있다. 그러나 증기발생기의 길이가 어든 것은 체 원자로의 배치나 크기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 펌 의 설치공간, 제어 구동장치의 이송공간, 가압기 치  체  등이 

원자로의 구성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  열  사용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체 은 

략 길이에 비례하여 어들 것으로 보아 10%가량 감소가 되지만 세 의 사용은 필요

한 열  수를 증가시키므로 노즐의 크기가 커지고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 

상된다. 

나. 증기발생기 크기와 열 의 내경

증기발생기의 설계에 향을 미치는 요건  그 인자는 다음 표 3.6.3-1과 같다. 열

의 크기 외에도 증기발생기의 크기에 향을 주거나, 받는 요건  인자들은 상당히 많

으며 이들이 서로 상 되어 있어 한 가지 인자를 바꾸는 것은 다른 요건에 반드시 향

을  수밖에 없다. 

열  크기에 따른 체 증기발생기의 크기변화는 다음 표 3.6.3-2와 같다. 표 3.6.3-2에

서와 같이 10 mm 외경의 열 을 20% 작은 8 mm 열 으로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열면 은 87(69.33/79.5)%로 13% 감소하고, 열 의 높이는 74 (0.714/0.97)%로 26% 

낮아진다. 신 열 의 개수는 160(400/250)%로 60% 증가한다. 

다. SMART 증기발생기의 설계 황

PPS단계에서 SMART는 참여기 의 의와 기술토론을 거쳐 660MWt의 용량을 가지게 

되었으며, SMART 연구로의 인허가 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키로 결정되

었다.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는 그 재료를 PT-7M(Titanium합 )에서 Inconel 690(Ni합

)으로 변경하 고, 가동 검사가 가능한 열 (내경 12mm 이상)을 사용하고 내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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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600mm정도로 증가시켰다. 최 의 증기발생기는 계통설계의 도움 없이 그 동안의 설

계값을 평가하여 유효 열부의 높이가 4500mm정도일 것으로 가정하 으나 설계의 진행

과 더불어 높이의 최종 값은 6800mm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PPS 

원자로용기의 크기는 25m 정도가 되어 냉각수량, CVCS 용량, 격납건물의 크기가 크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6.3-3은 증기발생기 기 사양에 한 값들이다. 표 3.6.3-4는 

SMART 330 증기발생기 주요 설계 변수이다. 표 3.6.3-5와 표 3.6.3-6은 증기발생기 설

계변수를 변화 시켰을 때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높이 변화  증기발생기 유효 높이 변화

에 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6.3-1은 SMART 열출력 비 증기발생기 유효 높

이 변화에 한 것이다. 표 3.6.3-7은 증기발생기 열출력 비 열  높이를 평가한 결

과이다. 

라. 모노블록 나선형 열  증기발생기

(1) 기계구조  

배치  지지개념

• 모노블럭을 용할 경우 증기발생기의 크기가 집합체 수 의 부피와 무게를 유지할 

것이 상되므로 단일 기기로서의 운반 배치  인출에 한 검토가 필요.

• 원자로 내부에 지지하는 방법은 지지원통을 도입하여 원자로 외부에서 모노블럭을 

조립한 후 일체로 설치할 수 있으며, 330의 기 개념을 참조할 수 있음

• UGS  CSB와 랜지를 공유하는 문제와 증기  수 노즐의 연결과 해체를 한 

기술개발이 필요. 

• 증기발생기의 제원을 추정할 때 제작과 설치 과정에서 공차 리의 어려움이 

상되어 원자로계통에서 간극 발생에 따른 유회 유량이 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 

• 모노블록의 설치할 경우 원자로 하부 공간으로 근할 수 없으므로 모노블럭의 외곽 

혹은 간 부분에 별도의 공간을 배치하여야 함. 원자로용기 하부에 설치할 

온도계측기, 감시시편함, 노외계측기 등의 통로를 제공할 처 설계가 필요하며 

우회 유량이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이 증가할 것으로 상.

• 모노블럭의 도입으로 원자로집합체의 배치 개념이 변경되면 계통설계의 개선을 

한 반복 인 원자로집합체 설계가 수행되어야 함. 계통설계의 최 화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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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의 업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한 종합 인 평가와 목표 달성 여부는 

상하기 어려움.

• 모노블럭의 지지개념과 다른 기기와의 연  부분을 고려할 때 배치개념의 개발은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상. 우회유량의 증가, 원자로 용기하부의 근성과 지지 

구조물 개념의 개발과 련하여 발생할 계통설계분야의 기술 인 문제 은 

종합 인 단이 필요함. 

설치  인출 

• 모노블럭을 설치할 경우 원자로용기와 노즐을 연결하고 해체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 개발 되어야함. 

• 상용원자로 수 의 설치  인출의 정확도를 용할 수 있음.

• 모노블럭을 인출한 후 보 할 장소와 열  검사를 한 주변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함. 증기발생기를 개별 으로 보 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 으로 

공간의 활용은 개선될 것으로 상. 

• 설치  인출과 기계설계 분야의 역무는 설계 변경  개선과 련된 업무로 

상되어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노즐설계 

• 원자로용기와 연결되는 부분의 설계 특성은 증기발생기 설계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의 카세트 형식과 유사할 것으로 상되나 제원의 차이로 인하여 난이도는 

증가할 것으로 상. 배치 공간 측면에서는 개구부의 수를 일 수 있는 정 인 

효과도 상됨.

• 카세트 형식에 비하여 개구부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건물의 설계에 미치는 

향은 유사할 것으로 상.

• 노즐의 설계  유지보수와 련된 기술 개발은 타 분야와 선행 업무를 수행한 후 

설계 요건이 개발되어야 함. 기계설계분야의 역무에 국한된 기술 개발은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상되나, 실증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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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 모노블럭의 유지보수 련 항목은 재장   열  검사, 노즐의 설치  해체, 

검사를 한 인출  재설치와 장 에 이송하여 보 하는 작업으로 구성됨.

• 원자로 내부구조물 에서 모노블럭의 외경이 가장 크지만 카세트 형식이 차지하는 

공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

• 모노블럭과 CSB의 높이를 고려할 때 모노블럭으로 인한 재장  수  조정이나 

장조 깊이의 재설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상.

• CSB의 무게에 비하여 모노블럭의 무게가 작을 것으로 상되므로 설치  인출을 

한 추가 인 설계 요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상

• 유지보수 역무  기계설계 역무인 모노블럭을 보 할 장 의 설계 개념은 개발은 

목표 기간 내에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상.

기타

• 재 확보하지 못한 기술(증기발생기 노즐 유지 보수, 모노블럭 처 설계로 인한 

계통설계 변수 향 평가 등)은 기계설계분야에 타 분야와 업을 수행해야 하며, 

원자로집합체 설계의 반 인 공정에 향을 미치므로 기간 내에 달성 가능성에 

한 종합 인 평가가 필요함.

(2) 유체계통 

카세트형 SG와 모노블럭형 SG 높이 비교

• 카세트형 SG 높이 : 유효 열지역 5.4m + 라우 &헤더 1.1m = 6.5 m

- 기존 기계분야 자료보다 0.5 m 증가 

• 모노 럭형 SG 높이 : 유효 열지역 2.5m + 라우 &헤더 1.1m = 3.6 m

- Ex-core detector  SG 출구 온도 계측기를 한 별도(50mm)의 공간 고려

• 카세트형 SG와 모노블럭형 SG의 높이는 약 3m 정도 차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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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성능 시험 련 유체분야 안

• SMART 330 SG에 한 full scale 시험은 산 측면에서 실 으로 불가 

(카세트형, 모노블럭 두 경우 모두)

• 모노블럭 SG과 카세트형 SG는 열수력학  측면에서 동일함

• SMART 330 인허가를 해 full scale SG 시험이 필요하다면 모노블럭 SG 도입 

불가능,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SMART65 시험결과의 extension 는 

별도의 scale-down된 시험을 통해 검증될 가능성이 높음.

• SG 성능 시험과 련되어 모노블럭 SG의 도입이 어려울 이유는 없음

(3) 안 해석 

• 모노블록 형태로 바 면 기존 카세트타입과 비교시 동일한 헬리컬 형태일지라도 

튜 직경과 코일직경의 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튜 직경과 코일직경비가 열 달에 

미치는 향 평가가 있어야 함.

• 모노블록과 유사한 형태의 실험자료가 없다면 모노블록형 증기발생기 열 달에 

한 실험을 해야 하고 코드 검증도 다시 수행해야 함

마.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크기와의 계

증기발생기의 체 을 최소화하여 원자로  기타 부속구조물의 도를 높이기 하여 증

기발생기 열  직경감소를 통해 유효 열지역의 체 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의 열면 을 25% 감소시켜도 체 원자로 높이 20m 에서 

1.1 m를 일 수 있을 뿐이며, 원자로집합체 체 을 10%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즉, 

증기발생기는 원자로를 크게 한 주범이 아니다.

증기발생기 유효 열지역 체  최소화

- 유효 열지역의 열면 은 열  직경과 길이에 비례한다. (∝)

- 유효 열지역의 체 은 열  직경의 제곱과 길이에 비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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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 을 고정할 경우 체 은 직경에 비례한다. (∝  when   )

- 보다 가는 열 을 사용할 경우 유효 열지역의 체 은 이에 비례하여 작아진다.

그러므로 내경 9mm인 열 을 도입할 경우 기존 12mm 내경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

여 25% 작은 증기발생기 열지역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재 유효 열지역 높이 

4.5m를 기 으로 할 때 높이감소 약 1.1m(25%) 는 재 단면 직경 1.6m를 기 으로 

할 때 직경감소 약 0.2m(13%)에 해당한다.

증기발생기 유효 열지역 체  감소가 원자로집합체의 체  감소에 미치는 향

- 증기발생기 최소화가 원자로집합체 높이감소에 모두 반 될 경우: 




≈  감소

- 높이감소에 따른 원자로용기 체 감소는 약 5.1%로 상된다.

- 증기발생기 최소화가 원자로집합체 직경감소에 모두 반 될 경우: 



×
≈   감소

- 직경감소에 따른 원자로용기 체 감소는 약 11.6%로 상된다.

그러므로 보수 으로 단할 때 증기발생기 최소화를 통해 약 10% 정도의 원자로용기 

체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기발생기 열 에 세 을 도입한 계로 

가동 검사를 보장할 수 없다.

바. 결론 

(1) 재의 SMART(660) 증기발생기는 원래부터 가동 검사를 하여 내경 12mm로 설

계하 다. 따라서 8～9 mm 내경을 갖는 열 에 한 계산된 설계 자료는 없다.

(2) 출력증 의 결과(항목 1)를 살펴볼 때 재 설계된 12 mm 내경의 열 을 8~9 mm 

내경으로 바꿀 경우, 증기발생기 유효 열부의 높이를 상당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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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약 25%의 외경을 감소한 것(17mm→13mm)이므로 재의 증기발생기를 

6.8 m에서 30～35% 정도 인 4.5 m 정도로 일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증기발생기의 길이가 어든 것은 체 원자로의 배치나 크기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 펌 의 설치공간, 제어 구동장치의 이송 공간, 가압기 등이 원자로의 

구성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4) 세 의 사용은 필요한 열  수를 증가시키므로 노즐의 크기가 커지고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 상된다. 

(5) 세  열  사용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체 은 략 길이에 비례하여 어들 것으로 

보아 10%가량 감소가 될 것이다.

(6) 가동 검사를 하지 않는 증기발생기의 채택은 안 성, 경제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

염 등의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다. (작은 원자로로 건설비를 이지만 유지보수 비용

의 증가를 가져오는 선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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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설계 인자 증기발생기 설계 요건

- 열  내경

- 열  축/반경방향 피치

- 일차 냉각재 온도

- 이차 수 온도  압력

열면 (출력)

유량  노심 여유도

- 막음 여유도

- 열  재질

증기발생기 이용율

수화학/환경 요건

- 열  직경, 코일링 직경

- 열  수

- 노즐  헤더 형상

가동 검사 가능

- 증기 압력, 수 온도 터빈사이클 효율 증가

- 열  재질

- 가동 검사

인허가 요건

- 증기발생기 높이  직경 제한

- 열  수

원자로용기 크기

- 증기/ 수 노즐 치

- 교체  수명 주기

A/E 연계  보수/유지 용이성

표 3.6.3-1  증기발생기의 주요 설계요건과 련 설계 인자

변수
8 mm 
OD

10 mm 
OD

변수
8 mm 
OD

10 mm 
OD

열  재료 Titanium Titanium 열  열수 24 20

열  내경/외경, 
mm 5.6/8 7/10 열  개수 400 250

반경/축 방향 피치, 
mm

11.2/9.2 14/11.5 냉각재 SG 입구 
온도, ℃

310 310

열  두께, mm 1.2 1.5 1차측 유량, kg/s 85.44 85.44

유효 열  지역 
box 치수, mm

737 757 증기압력, MPa 3.55 3.55

열  길이, m 6.89 10.12 수유량, kg/s 4.6 4.6

열  높이, m 0.714 0.97
1차측 압력강하, 
kPa 7 6.7

열면 (외경기 ), 
m

2 69.33 79.5 2차측 압력강하, 
kPa

166 195

표 3.6.3-2  열  크기에 따른 증기발생기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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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계사양 항목 설계사양

SGC 수량 8 열  반경방향 피치 23mm

SGC 열면 980m² 열  축방향 피치 19mm

설계압력 15MPa 열  평균 나선각 9.3 degree

설계온도 360°C 유효 열지역 높이 4500mm

열  외경/내경 17mm/12mm SGC 노즐간 거리 5700mm

열  개수 700 SGC 열  재질 Inconel 690

열  평균 길이 26.3m 일차수 수유량 550kg/s

열  열수 24 배출증기 과열도 30%

열  막음 여유도 10%

표 3.6.3-3  증기발생기 기 사양

증기발생기 카세트 수, 개 12

증기발생기 단  카세트 당 열면 , m
2

168.8

증기발생기 열  외경, mm 12

증기발생기 열  내경, mm 9

열  반경방향 피치, mm 17

열  축방향 피치, mm 13.5

단  카세트 당 열  수, 개 324

단  카세트 당 모듈 수, 개 6

열  평균 길이, m 15.5

열  열 수, 개 17

열  최내열/최외열 직경, mm 182/726

유효 열지역 높이, mm 2800

증기발생기 카세트 직경, mm 753

표 3.6.3-4  SMART 330 증기발생기 카세트 련 주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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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재 설계 설계보완 방향 특징

열  내경 7 mm 12 mm

가동 검사가 실 으로 

가능한 최소의 열  내경 

12 mm 용, 모듈개념 

배제

증기발생기카세트 외경 446 mm 738 mm 열  치수와 나선반경 

증가로 인한 체 치수의 

증가
증기발생기카세트 높이 2229 mm 2680 mm

증기발생기카세트 수 12 8
SG 외형치수의 증가로 

인한 노내 배치형태의 변화

열  소재 티타늄 Ni 합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보다 

수출과 인허가에 유리한 

소재의 용

표 3.6.3-5  증기발생기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카세트 높이 변화

항목 1 2 3 4

열  내경/외경 15/12 mm 17/12 12/9 16/12

열  피치 21/18 mm 23/19 - -

내외통경 0.22/1.4 m 0.55/1.4 m /1.0 m 0.55/1.4 m

열  열수 29 18 - 21

열  수 600 900 574 555

열  길이 37.14 m - - -

유효높이 5.4 m 6.8 m 3.5 m 6.5 m

근거 06.9.1 참고 2 참고 3 참고 4

표 3.6.3-6  증기발생기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증기발생기 유효 높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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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SG 열출력 (MWt) 660 660 500 500 500 500 500 500

열  ID/OD (mm) 12/17 12/17 12/17 12/17 12/17 12/17 14.8/19 14.8/19

열  AP/RD (mm) 19/23 19/23 19/22 19/22 19/21 19/21 25/25 25/25

열  개수 900 900 900 900 5600 5600 4600 4600

열  열수 18 18 18 18 66 66 55 55

SG box 크기 (mm) 550~1385 550~1385 550~1385 550~1385 2550~5342 2550~5342 2550~5342 2550~5342

1차측 설계유량 (kg/sec) 3800 3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차측 증기 압력 (MPa) 5.3 4.6 5.3 4.6 5.3 4.6 5.3 4.6

유효 열높이 (m)
6.8

7.12*
5.22 5.5 4.25 3.15 2.41 4.1 3.19

표 3.6.3-7  증기발생기 열출력 비 열  높이

* 축방향 피치의 영향에 의한 SG 1차측 열전달계수의 감소 효과를 FLUENT 해석을 통해 반영한 결과, 이외의 다른 계산은 SKBK 상관식 이용

** 위의 결과는 ONCESG에 의해 얻어진 높이이며 주기기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HELIX를 이용할 경우 약 10%의 높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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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  일체형원자로 열출력 비 증기발생기 유효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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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격납건물 다운사이징을 한 핵증기공 계통(NSSS) 요건 설정

가. 연구목

본 연구에서는 신형원자로 기술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원자로격납건물의 배치, 핵연료재

장   유지보수기기의 개념설계, 원자로내부구조물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에 한 

인출  장 요건의 평가를 통하여 격납건물의 설계 개선을 수행하고 핵증기공 계통의 

설계 요건과 연계 자료를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나. 연구범  

(1)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출  장요건 검토 

(2)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인출  장요건 검토

다.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출  장요건 검토

사용후 핵연료 인출과 신연료 장   원자로 압력용기와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가동 검

사를 해서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에 원자로내부구조물 체를 원자로 압력용기 밖으로 

인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원자로덮개 인양장치와 원자로내부

구조물 인양장치(reactor internals lift rig assembly)가 필요하며, 인출된 원자로내부구조

물과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를 격납건물 내부에 보 할 공간과 장 가 설치되어

야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와 장 의 크기와 치는 격납건물의 설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주요 설계 인자이다.

(가)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구성 

원자로의 유지보수를 한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upper guide structure lift rig assembly)

• 노심지지배럴 인양장치(core support barrel lift rig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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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인양장치(flow mixing header lift rig assembly)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기능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참고문헌 [3.6.4-1]에서 설명된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인양하거나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로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노심지지배럴집합체는 그림 3.6.4-1과 같이 노심지지배럴(core support barrel), 노심

보호체(core shroud assembly)  하부노심지지 (lower core support plate)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용 되어 하나의 집합체를 이룬다. 노심지지배럴집합체는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노심이 제거된 상태에서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인출된다.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는 그림 3.6.4-2와 같이 름링(holddown ring), 습식단열재

(wet thermal insulator), 제어 보호체(CRA shroud assembly), 상부안내구조물지지

원통(upper guide structure support barrel)  핵연료정렬 (fuel alignment plate)

으로 구성되며,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에 제어 연장 집합체(CRA extension 

shaft assembly)를 고정시킨 상태로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인양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그림 3.6.4-3과 같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노심지지배럴집합

체  증기발생기카세트(steam generator cassette)를 모두 제거한 후에 원자로 압

력용기 하부로부터 인양된다.

3가지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 에서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인양장치는 별도의 

장 에 보 되나, 나머지 인양장치는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의 장 에 각각 보 되어 원자로내부구조물 가동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구조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그림 3.6.4-4∼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등간격으로 

치한 긴 기둥 형상의 연결 을 통하여 노심지지배럴  상부안내구조물의 상부 랜

지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상단에서 볼트로 체결되며, 체결은 원자로내부구조물 인

양장치의 상부 랫폼에서 수동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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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하 은 3개의 연결 (tie rod)과 수평지지 (spreader 

weldment)로 달되며, 연결  끝에는 천정크 인 훅(hook)을 연결하는 고리집합체

(clevis assembly)가 있어 원자로건물 천정크 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 을 제

공한다. 인양하기 에 연결 은 인양장치의 수평을 용이하게 맞출 수 있도록 설계

된다.

(라)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운

인양장치가 움직이는 경로는 다른 계통과 연계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핵연료 재장

핵연료 재장 을 한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다. 재장

 수조에 물을 채우고, 제어 집합체와 연장 집합체를 분리한 후에 천정크 인을 

사용하여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를 장 에서 인양하여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에 

결합시킨다.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와 결합된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는 천정크 인

에 의해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인양된 후 상부안내구조물 장 에 장착된다. 

2)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인양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노심지지배럴집합체는 원자로 압력용기 가동 검사를 하여 

약 10년 주기로 인양된다.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를 장 로 이송시킨 후 인양장치

를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로부터 분리하여 노심지지배럴집합체에 결합시킨다. 천정크

인을 이용하여 노심지지배럴집합체를 인양하여 장 에 설치하며, 노심지지배럴

집합체를 검사한 후에 인출 차의 역순으로 원자로 압력용기에 설치된다.

3)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인양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유동혼합헤더집합체가 원자로 압력용기 가동 검사를 하여 

인양된다.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원자로냉각재펌   증기발

생기카세트가 장 로 이동된 뒤에 유동혼합헤더 인양장치를 장 에서 인양하여 

유동혼합헤더집합체에 결합시킨 다음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인양한다. 유동혼합헤더

는 유동혼합헤더 장 에, 유동혼합헤더 인양장치는 인양장치 장 에 각각 별도

로 장된다. 원자로 압력용기 검사 후에 인양 차의 역순으로 유동혼합헤더집합체

를 원자로 압력용기에 설치하고 증기발생기카세트,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상부안내

구조물집합체를 차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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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설계 요건

1) 기능  성능 요건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앞에서 기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천정크 인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원자로내부구조물과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각 기기의 무게에 천정크 인의 특성에 기 하여 기

기에 부여되는 동하 을 인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60년 동안 사용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계획 방정비 주기에 사용되며 

스테인 스강으로 제작된다. 

2) 설계요건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안 정지지진(SSE) 발생  장 가 이탈되어 비산

물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가 원자로집합체나 

주변의 안 계통 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설계요건은 장

의 설치 치와 격납건물의 크기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건이 된다.

3) 연계요건

원자로내부구조물에 인양장치를 체결할 때와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원자로내부구조

물을 설치하고 인양할 경우, 인양장치를 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

다. 이 안내 시스템으로 원자로용기 랜지에 2개의 정렬핀이 설치된다.

(바) 원자로내부구조물 장 의 설계 요건

원자로의 유지보수를 하여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를 보 할 보 가 필

요하다. 일반 으로 장할 공간을 약하기 하여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

를 동일한 공간상에 보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장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상부안내구조물 장 (upper guide structure storage stands)

• 노심지지배럴 장 (core support barrel storage stands)

• 유동혼합헤더 장 (flow mixing header storage stands)

• 유동혼합헤더 인양장치 장 (flow mixing header lift rig storage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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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내부구조물 장 의 기능  구조

원자로내부구조물 장 는 계획 방정비, 유지․보수, 검사를 해 원자로 압력용

기로부터 인양된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노심지지배럴집합체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

를 재장  수조내에서 지지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장 는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추출한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제어 연장 집합체(CRA extension shaft assembly)를 일시 으로 보 하고 지지하

기 한 구조물로서,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에 연장 집합체를 고정시킨 상태로 

장된다.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는 원자로 가동 에는 상부안내구조물 장지역

에 치한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 고정 에 볼트 체결로 지지된다.

노심지지배럴 장 는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인출한 노심지지배럴집합체를 일시

으로 지지하고 보 하기 한 구조물로서, 원자로 가동 에는 노심지지배럴 인양

장치를 지지하고 보 하는 역할을 한다. 노심지지배럴 인양장치는 원자로 운 에

는 노심지지배럴 장지역에 치한 노심지지배럴 인양장치 고정 에 볼트 체결로 

지지된다.

유동혼합헤더 장 는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추출한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일시

으로 지지하고 보 하는 구조물이다. 유동혼합헤더 인양장치는 원자로 가동 에는 

유동혼합헤더 장지역과 별도의 장소에 치한 유동혼합헤더 인양장치 장 에 

볼트 체결로 지지되고 보 된다.

장 는 재장  수조바닥의 매설물(embedment)에 용 되며, 각 장 는 상부에서 

구조물을 안 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면을 제공한다. 

2) 원자로내부구조물 장 의 운

원자로의 정상운  기간에는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각각의 장구역에 설치

된 고정 (mount)에 장된다. 핵연료 재장  기간에는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연

장 집합체를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에 고정시킨 상태로 상부안내구조물 장

에 장된다. 원자로 압력용기의 가동 검사를 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인양

된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각각의 장

에 장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 고정 는 안 정지지진 발생 에 인양장치가 고정 로

부터 이탈되어 비산물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원자로내부구조물 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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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지지진 발생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가 원자로용기집합체나 주변의 안

계통 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상부안내구조물 안착 패드는 구조물의 검사에 사용되는 TV 카메라의 근을 하

여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노심

지지배럴 장 와 유동혼합헤더 장 도 구조물의 검사에 사용되는 TV 카메라의 

근을 하여 구조물과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  장 의 배치

그림 3.6.4-7에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  장 의 배치 개념이 개략 으로 나

타나있다. 유동혼합헤더 인양장치 장 는 유동혼합헤더 장 와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다. 이것은 유동혼합헤더 에 인양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재장  수조 에 

고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격납건물의 배치 공간을 평가할 때에는 원자로내부

구조물의 인출순서를 고려해서 원자로로부터 가장 멀리 배치․ 장할 원자로내부구

조물과 가장 가까이 배치․ 장해야 할 원자로내부구조물을 결정해야 한다. 가장 멀

리 배치할 구조물은 그림 3.6.4-7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노

심지지배럴집합체이며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이송  간섭을 방지하기 하여 유동혼

합헤더집합체는 마지막으로 인출하여 원자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아) 격납건물 다운 사이징을 한 고려사항 요건 검토

원자로내부구조물과 격납건물의 크기는 직 인 련성이 있으므로 원자로내부구

조물의 형상은 여러 가지 설계요건이 반 되어 최 화된다. 따라서 원자로내부구조

물의 크기를 변경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계요건이 복합 으로 평가되어야 한

다. 

1) 원자로내부구조물의 크기

원자로내부구조물의 크기는 격납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한 설계 인자이며, 원

자로내부구조물의 높이는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높이에 직 으로 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 요건에 따른 원자로내부구조물의 크기를 최 화하는 것이 요하

다. 표 3.6.4-1에는 신형원자로 연구를 통하여 결정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크기가 나

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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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크기

핵연료 재장   가동 검사를 수행할 때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의 운 은 재

장  수조의 수면 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인양장치의 랫폼은 항상 수면 에 

치해야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스터드 볼트 구멍에 

끼워진 정렬핀의 안내를 따라 수면 아래에 있는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인양 트에 다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원자로내부구조물이 재장  수조의 수면 아래에 치한 깊이

에 따라 인양장치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높이에 의하여 인양장

치의 체 길이를 결정된다. 

3) 원자로내부구조물 장 의 높이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인양장치를 설치하기 한 패드의 높이는 안 정지지진이 발생

할 경우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가 도되어 다른 안 기기들에게 손상을 주지 

않도록 낮게 설계되어야 한다. 장  패드는 CVAP (Comprehensive Vibration 

Assessment Program) 수행을 하여 시운  가동 과 가동후에 원자로내부구조물

을 검사하기 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자가 원자로내부구조물의 하부에 

근하여 검사가 가능하도록 원자로내부구조물 장 의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검사장비의 근성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가동 검사를 해 검사가 요구되는 부 에 검사장비의 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요건은 격납건물의 

크기에 향을 미친다. 

(2)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인출  장요건 검토

(가)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인출  장요건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원자로덮개집합체 상부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냉각슈라

우드집합체, 제어 구동장치 냉각계통, 내진지지계통, 비산물차폐체, 원자로상부 이

블지지계통, 인양 임집합체, 원자로배기  지지구조물  모노 일로 구성되며 그 

형상은 그림 3.6.4-8과 같다[3.6.4-2].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물들을 한꺼번에 인양할 수 있도록 일체화한 구조물이며, 핵연료재장  기간을 단축

시키고 장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인출  장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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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그 자체를 포함해 원자로덮개

집합체, 원자로덮개 보온재, 제어 구동장치, 음향 설감시계통, 속 편감시계통, 

원자로배기   지지구조, 노내계측기 지지구조물들을 인양하고 이송할 수 있어

야 한다.

•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인양 작업은 격납건물의 천정크 인의 후크(hook)를 인

양 임에 걸어서 수행한다.

• 스터드 신장기는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에서 쉽게 설치되고 분리될 수 있어야 한

다.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에는 스터드 신장기 운 을 한 모노 일과 지지 를 

제공되며, 스터드 신장기는 스터드볼트 체결  해체 작업기간 이외에는 원자로상

부구조물집합체에서 분리되도록 한다. 

•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원자로덮개 상부지역 환경요건에서 성능과 구조  건

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원자로덮개 상부지역 기기에 해 작업자의 방사

능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원자로덮개집합체는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에 부착되도록 설계하며, 원자로상부

구조물집합체의 모든 구성품은 필요시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장지역은 운 층에 치하며 지정된 장 에 안 하게 

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장지역은 원자로덮개집합체의 가동 검사, 제어 구동

장치 교체․보수 작업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노내계측기(ICI) 지지구조물의 인출  장

그림 3.6.4-8에서 나타낸 ICI 지지구조물은 원자로덮개를 통하고 원자로 노심내부까

지 연결되어 설치되는 노내계측기를 안 하게 지지하는 구조물로써 원자로덮개 하부

에 부착하거나 는 상부안내구조물 상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 

3.6.4-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ICI 지지구조물을 상부안내구조물 상부에 부착하여 설

치할 경우,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를 인출하면 원자로 덮개 부분만 인출되고 ICI 지

지구조물은 상부안내구조물 내부에 남아있게 되며, 이 구조물은 상부안내구조물과 함

께 인출하게 된다. 그러나 ICI 지지구조물을 원자로덮개에 부착하여 설치할 경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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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를 인출하면 원자로덮개와 함께 ICI 지지구조물이 함께 추출된

다.

ICI 지지구조물을 원자로덮개에 부착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장지역에서 ICI 지지구조물에 부착된 가압기 열기 교체작업과 원자로덮개에 한 

가동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ICI 지지구조물을 상부안내구조물 상부에 설치․부착하

는 경우에는 상부안내구조물이 보 된 장조 상단에서 가압기 열기 교체작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ICI 교체작업은 ICI 지지구조물이 부착된 치와 상 없이 원자로덮개 상부에서 수행

하며, ICI는 원자로덮개를 원자로용기로부터 분리하기 에 원자로덮개에 부착된 ICI 

노즐을 통하여 ICI를 먼  인출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인출과 이송 경로

원자로집합체 유지․보수작업 수행을 하여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를 원자로 압력

용기로부터 인출한 다음, 이 구조물을 운 층에 치한 장지역에 보 하여야 한다. 

스터드볼트를 해체하고 격납건물의 천정크 인으로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를 인출

하여 운 층의 지정된 치에 보 하고,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재장 수로 채워진 수조 

내의 수 에서 이송시키는 개념은 그림 3.6.4-10과 같다.

그림 3.6.4-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ICI 지지구조물이 상부안내구조물 내부에 부착된 

경우,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인출하여 보 하기 하여 필

요한 공간의 최소 높이는 원자로내부조물의 인출작업에 필요한 높이로써 최소 20.0m

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운 층 바닥면으로부터 원자로용기 랜지까지 재장 수

조의 최소깊이는 한국표 형 상용원 의 값을 참조하여 약 13.0m를 용하 다. 그러

나 그림 3.6.4-11에 나타낸 바와 같아 원자로덮개에 ICI 지지구조물을 부착한 설계를 

용하고 이 구조물을 운 층에 보 할 경우 보 에 필요한 공간 높이는 16.0m에서 

22.0m로 증가한다. 한 원자로상부구조물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최소높이는 

22.0m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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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속사항

(1)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출  장요건 검토 : 본 연구에서 완료

(2)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인출  장요건 검토 : 본 연구에서 완료

(3) 향후에는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구조 최 화를 한 연구와 상세설계가 필요하며 이와 

련된 원자로내부구조물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인양장치  장 의 형상 설

계  구조설계가 수행되어야한다. 한 선행 연구로서 원자로내부구조물  원자로

상부구조물집합체 인출․ 장요건과 격납건물 크기 최 화 방안에 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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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이름
크기 (mm)

(직경 × 높이)
비고

원자로덮개집합체

(RCHA) 

원자로상부구조물

(RHSA)

∅6300 × 10000

원자로상부구조물

집합체 포함

ICI지지구조물 미포함 

상부안내구조물

(UGSA)

∅6300 × 15800

∅6300 × 10700

상부방향공간포함

상부공간 미포함

노심지지배럴

(CSB)
∅6300 × 15000

유동혼합집합체

(FMHA)
∅6000 × 3750

표 3.6.4-1  원자로내부구조물 부품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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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지지배럴
상부플랜지

노심지지배럴
상부보강판

냉각재펌프 노즐

정지냉각계통노즐

노심지지배럴
하부보강판

노심지지배럴

노심보호체

하부노심지지판

노심보호체 
안내 끼움쇠

노심지지배럴
안내턱

핵연료지지핀

그림 3.6.4-1  노심지지배럴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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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링

상부안내구조물
상판

상부안내구조물
안내판

상부안내구조물
하판

제어봉집합체보호체

상부안내구조물
지지원통

핵연료정렬판

1차 공동 

2차 공동

가압기 공간

상부안내구조물
상부플랜지

습식단열재

ICI 상부안내관

CEA 보호관

ICI 하부안내관

CEA 안내판

제어봉연장축
안내관

핵연료정렬핀

제어봉안내관

그림 3.6.4-2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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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3  유동혼합헤더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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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4  상부안내구조물 인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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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5  노심지지배럴 인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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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6  유동혼합헤더 인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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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7  원자로내부구조물 인양장치  장 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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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8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ICI 지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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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9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ICI 지지구조물 인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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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10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인출  이송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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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11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형상에 따른 장상태의 높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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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원자로용기내 설치 제어 구동장치 개념 연구

가. 개 요 

제어 구동장치(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는 원자로가 정상운 일 때 제

어 (control rod; CR)의 삽입량을 조 하여 노심 반응도를 히 제어하며, 한 원자

로 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 한 출력정지가 요구될 때 제어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심 내부로 삽입시켜 운 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일반 으로 가압경수로에 사용되는 부분의 제어 구동장치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외부

에 치하며, 용기 외부에 제어 구동장치를 설치하기 해서는 압력용기 덮개의 통과 

이로 인한 제어  이탈 사고의 가능성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몇몇 국가에서는 제어 구동장치를 원자로 내부에 설치하는 in-vessel 형태의 개념에 

하여 연구하 고, 일부 운 인 원자로도 있다. 따라서 신형원자로 제어 구동장치의 안

정성 증  방안 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in-vessel 제어 구동장치의 기술 황을 분

석하 다. 

In-vessel 형태의 제어 구동장치는 구동력에 따라 크게 두 종류, 구동모터(driving 

motor)와 수압(hydraulic force)구동 방식이 있다. 모터구동 방식은 주로 일본에서 연구되

었고, 고온/고압의 수 에서 작동하는 캔드모터, 치지시기, 분리형 볼 트, 베어링과 같

은 핵심 부품들이 개발되었다. 수압구동 방식의 개념은 독일(KWU 200)에서 처음 소개

되었고, 아르헨티나(CAREM)와 국(NHR-5)은 약간 다른 형상의 피스톤과 실린더를 갖

는 수압구동 제어 구동장치를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은 원자로 용기의 외부에 있는 펌

에 의해 달되는 수압을 이용하여 구동장치를 구동하기 때문에 펌 , 밸 , 이  등

을 포함하는 복잡한 배   제어시스템이 필요하다. IRIS에서는 최근 참고설계로 

in-vessel 형태의 제어 구동장치를 결정하 고, 개발 참여국인 이탈리아 POLIMI에서는 

수압구동 개념의 해석 ,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한 랑스의 MP98社는 압력계 형

태의 장치 내에 있는 액체 흡수체의 움직임으로 반응도를 제어하는 "액체제어 "이라 불

리는 새로운 형태의 제어 을 개발하 다. 

본 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CRDM을 갖는 각국 원자로의 황을 악하고, 이

들 원자로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in-vessel CRDM의 련된 기술 인 사항에 하여 조

사, 분석하여[3.6.5-1], 향후 설계의 필요성 발생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 832 -

나. In-vessel CRDM 기술개발 황

표 3.6.5-1에는 원자로에 in-vessel 형태의 CRDM을 용한 각 국가별 원자로와 CRDM

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나타내었고, 좀 더 상세한 기술 인 내용에 해서는 아래에 

기술하 다.

(1) 일본

JAEA(구 JAERI)에서는 일체형 원자로를 하여 두 종류의 in-vessel type CRDM을 개

발하 다[3.6.5-2]. 그림 3.6.5-1은 원자로 출력이 비교  큰 Type A(MRX, PSRD, IMR)

와 작은 출력의 소형 원자로에 용을 한 Type B(DRX, SCR)에 한 개발이력과 개선 

계획에 하여 나타내었다.

(가) MRX

일본에서는 1981년 100 MWt 출력을 갖는 원자력선박용 원자로 MRX(Marine 

Reactor X)의 개발을 착수하 고, 2000년 경에 최종설계를 완료하고, 검증시험도 수행

하 다. 이들 MRX에 한 정보와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CRDM을 장착한 

in-vessel CRDM에 한 주요 기술들이 논문과 보고서로 발표되었다[3.6.5-3～5]. 

MRX에서는 in-vessel CRDM을 도입함으로써 제어  이탈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자로 용기 상부를 효과 으로 사용하고, 냉각 시스템을 없앰으로써 원자로를 단순

화하고자 하 다. 그러나 그림 3.6.5-2에서 보인바와 같이 CRDM은 압력용기 내에 

치하지만 압력용기 덮개의 통부 를 완 히 없애지는 못하 다. 

MRX CRDM의 핵심 기술은 고온(310 ℃), 고압(12 MPa)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볼베어

링, 구동모터, 래치기구 등의 개발이다. 구동모터는 고온/고압 수 에서 작동할 수 있

는 coil, magnet, sealing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회 자는 높은 내열성과 내부식성을 

갖는 Sm2-Co17형 자석으로 설계되었고, 자석은 물로 인한 산화를 막기 해 Can으로 

하 다. 고정자는 36개의 슬롯에 한 기 연을 해 세라믹 코 된 순철 으

로 제작하 다. 원자로의 긴 정지와 출력 제어시 제어  구동축의 구동을 한 래치

기구(그림 3.6.5-3)는 기  래치 자석, pole, armature, 링크장치, 분리형 볼 트

(separable ball nut)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조각으로 구성된 볼 트는 래치기구의 핵

심장치로서 시험을 통해 그 기능을 확인하 다. MRX에 사용된 볼베어링은 단열 깊은

홈 볼베어링으로서 고온 수윤활을 한 다양한 재료조합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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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륜은 코발트 합 으로 코 된 SUS316, 볼은 Cermet, 리테이 는 Graphite 재료로 

사양을 결정하 고, 내구성 시험을 통하여 설계 목표 116만 회 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개발된 핵심 부품들의 성능시험을 통하여 CRDM이 제어 을 안정하고 부드럽고 

정확하게 제어 구동할 수 있고, 구동축을 0～300 mm/mim의 속도로 구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원자로의 긴 정지를 한 de-latch 시간은 선박이 60° 까지 기울어

진 상태에서도 0.2  이내에 가능하 다.

(나) PSRD/IMR

일본에서는 MRX의 내구성 시험이 완료된 2000년 이후에 좀 더 큰 출력의 원자로인 

PSRD(Passive Safe small Reactor for Distributed energy supply system)와 

IMR(Integrated Modular Reactor)에 in-vessel CRDM을 용하기 하여 MRX에서 

개발된 몇몇 기술들(특히 모터와 베어링)에 한 개선작업을 시작하 다. 

PSRD는 MRX 설계를 기 로 설계되고 있는 100～300 MWt 일체형 가압경수형 원자

로이다. MRX에 비해 경제성 증진  안 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 으며, 기생산 뿐

만 아니라 지역난방, 해수담수화 등을 목 으로 하 다[3.6.5-6]. 그림 3.6.5-4는 PSRD 

원자로의 개념도로서 안 성 증 를 하여 원자로 용기의 통부를 최소화하고, 충

수된 용기와 수동  안  시스템을 도입하 고, in-vessel CRDM을 채택하 다. MRX

와 크게 다른 것은 CRDM이 작동하는 일차냉각 루 가 MRX는 물(310 ℃, 12 MPa)

이었지만, PSRD는 온도 310 ℃와 압력 12 MPa의 좀 더 열악한 증기환경에서 작동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기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볼베어링과 구동모터의 개발이 필

요하 고, 다른 부품들에 해서는 MRX와 동일하게 용하 다. PSRD를 해 개발

된 볼베어링은 리테이 를 제외하고 MRX와 같은 재질을 용하 으며, 베어링의 마

모량은 증기조건이 물에서 보다 많고, 부드러운 흑연재료(Shore hardness, 55)의 리테

이 가 증기조건에서 더 효과 이라는 시험결과를 얻었다. 

IMR은 1000 MWt, 일체형, 자연순환, 독립형 안 시스템으로 설계된 원자로로서, 

2003년 고온에서의 사용을 해 기존 MRX와 PSRD에 한 개선을 시작하 다. IMR

에서의 CRDM은 경비 감을 해 단순화된 형태를 고려하고 있으며, 원자로의 출력

제어는 모터구동 시스템으로 치제어를 수행하고, 그림 3.6.5-5와 같은 수압을 이용

한 CRDM 구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개념이다[3.6.5-7].



- 834 -

(다) DRX/SCR

DRX(Deep sea Reactor X)는 심해  탐사를 한 잠수정에 동력을 제공하기 한 소

형 원자로이다. DRX는 0.75 MWt의 출력으로 1983년 개발을 시작하 고, 구형 압력용

기 쉘 내부에 원자로 용기, 터빈, 발 기를 모두 포함하는 구조이다[3.6.5-8]. 그림 

3.6.5-6은 DRX에서의 in-vessel CRDM의 개념도와 래치기구를 나타내었으며, 크게 

동력원, 하 달부, 래치기구, 제어  치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DRX는 MRX에 

비해 소형이기 때문에 CRDM에 있어서도 공간 인 제한을 받았으며, 특히 래치기구

의 단면 외경이 140 mm 이하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축의 양단을 직  연결하여 자

기력을 이용하는 새로운 래치기구를 개발하여 용하 으며, 래치기구는 자기 코일, 

magnet enclosure, 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SCR(Submersible Compact Reactor)은 해 탐사선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1.25 MWt 

출력의 소형 원자로로서 DRX의 개념을 기 로 설계되었다[3.6.5-9]. 주로 북극해의 

간 역(300 m)을 탐사목 (잠수 깊이 600 m)으로 하고 있으며, 탐사선은 속도 12 

knots, 500 톤, 40 m이고, 소형화, 경량화, 안 성 향상, 운 성, 유지보수성 등의 확보

를 설계목표로 하 다. SCR에서도 6개의 in-vessel CRDM을 용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이에 한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문헌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라) 차세  BWR

Toshiba에서는 4922 MWt 출력의 차세  BWR에 용을 한 internal CRDM의 개

발을 진행 에 있다. 이 로그램은 원자로 용기와 격납건물의 높이를 이기 하여 

형 으로 압력용기 하부에 설치된 CRDM을 노심 상부에 설치되는 internal CRDM

으로 치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3.6.5-10]. 그림 3.6.5-7은 internal CRD의 개

념도  래치기구를 나타내었고, 새 장치들은 압력용기내 고온, 고압의 냉각수에서 사

용되는 내열 자석 코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internal CRDM에 한 기술개발은 거의 

600 ℃ 이상 세라믹 연된 코일에 을 맞추어 수행되었고, 련된 기술개발 항목

들은 다음과 같다.

  - 력구동 긴 정지를 한 내열 모터, 구동기구, 래치 자석의 개발

  - 세라믹 연된 내열  내방사선 코일의 개발

  - BWR 조건의 고온, 고압 원자로 냉각수에서 internal CRDM에 한 볼베어링의 

내구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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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심 출구 조건의 2상 유동으로 인한 구조  건 성  유동 안정성의 평가

(2) 독일

수압구동 방식의 제어 구동장치에 한 연구는 독일 Siemens와 Kraftwerk Union 

AG(KWU)에 의한 KWU 200 MWt 원자로에서 처음 보고 되었다[3.6.5-11]. 그림 3.6.5-8

은 KWU-200 원자로에서 제안된 설계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개념 으로 수압 구동 시

스템은 고정된 실린더의 내부 혹은 외부를 움직이는 피스톤으로 구성된다. KWU-200 제

어 은 grid plate의 베이오넷(bayonet)에 의해 고정된 고정 환형 피스톤과 4개의 흡수체

를 갖는 수압 구동 실린더로 구성되었다.

제어  이동을 한 수압을 제공하는 펌 는 공동화를 피하고, 충분한 흡입 수두를 갖도

록 하기 하여 용기의 하단부에 치하고, 하나 혹은 두개를 병행하여 작동한다. 고정축 

피스톤에서 제어 을 유지하기 해 요구된 유동은 제어시스템의 오리피스를 경유하여 

환형 피스톤에 들어간다. 제어 은 순간 인( 형 으로 200-400 ms) 유량을 증가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100 mm의 스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오리피스에 평행하게 연결된 솔

노이드 밸 가 인출을 해 작동하고, bypass 밸 는 삽입을 하여 열린다. 긴 정지

(scram)는 긴 주기의 시간동안 삽입밸 를 열고, 동시에 펌 를 멈춤으로써 시작된다. 

구동장치는 환형 피스톤의 외표면과 실린더의 내표면에 톱니 모양을 만들어 형성한 갭으

로 구성된다. 이 메카니즘은 제어 이 넓은 범 의 유량에 하여 고정축 피스톤을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운  유동의 ±50%까지의 변화가 허용된다. 처음 시도된 수압식 제

어 구동장치는 다음과 같은 목 을 갖고 개발되었다.

   - 설계 원리와 코드의 검증

   - 원형 부품들의 설계와 제조

   - 수 에서의 큰 고체 입자물, 피스톤과 실린더의 기계  으로 인하여

     증가된 항과 같은 비정상 인 조건에서의 신뢰할 만한 작동성의 검증

   - 원자로 압력(1-15 bar)과 온도(20-200 ℃)하에서 내구성 시험 성능

     (5×10
5
 steps, 500 scrams)

KWU는 개발된 수압식 제어 구동장치의 검증을 해 기에는 20-90 ℃의 온도에서 

비시험을 수행하 다. 이들 결과를 기 로 하여 순환 유체의 축방향 온도구배를 모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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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열기와 냉각기를 장착한 압력용기로 구성된 원형 시험시설을 구축하 다. 시

험을 통하여 제어 이 가열원자로(heating reactor)에 합하고,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원자로의 압력과 온도조건에서 500,000 스텝과 1,000회 긴 정지 

이상의 작동성을 검증하 다. 

(3) 아르헨티나

CAREM은 아르헨티나 INVAP에 의해서 개발된 100 MWt 소형 기생산로이다

[3.6.5-12]. 그림 3.6.5-9는 일체형 원자로인 CAREM 원자로와 수압구동장치의 작동 개념

도를 나타내었고, 이 원자로는 일체형의 냉각 시스템, 자기가압(self-pressurized), 자연순

환에 의한 일차냉각, 수동  특성에 의존하는 안 시스템 등이 원자로의 안 성을 높이

는데 기여한다. 

제어 구동장치는 2개의 다른 성자 흡수체(absorbing elements)로 구성되었다. 25개 

에서 6개는 긴 정지 시스템(fast extinction system) 부분으로서 어떠한 운 이나 사고

의 상황에서도 노심을 즉각 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들 흡수체는 정상 운  에는 완

히 인출되어 있고,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 을 때 수  이내에 삽입된다. 19개의 흡

수체는 원자로의 조정과 제어 시스템(adjust and control system) 부분이다. 이들은 핵연

료 연소로 인한 장기간의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고, 단기간의 반응도 변화시 원자로 출력

을 일정하게 조 한다. 

CAREM은 수압방식의 CRDM을 용하 고, 이들은 모두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되어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일차 압력경계의 확장이나 용기를 통하는 

기계  축의 사용을 피할 수 있고, 형 냉각재 상실사고(L℃A)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CAREM의 요한 개발이다. 

구동장치는 고유의 안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성자 흡수체는 유체가 구동장치를 

통과하여 순환하는 동안 고정된 치를 유지한다. 제어  치의 변화는 략 5 mm/s의 

속력에서 유동펄스(flow pulse)에 의해 이루어진다. 원자로 긴 정지를 요구하는 사고조

건의 경우에는 유동이 차단되고, 제어 이 낙하하며, 제어 이 노심에 완 히 삽입되는데 

약 2 가 소요된다. 한 정 , 밸 나 펌 의 고장 등으로 인한 수압회로의 오작동이 발

생하는 경우에도 제어 은 유동의 차단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낙하한다. CAREM의 

CRDM은 긴 정지시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하여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큰 갭을 

사용하 다. 한 조정  제어용 구동장치는 각 pulse가 단지 한 스텝만을 생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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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 고, 제작과 조립을 엄격히 하고, 공차를 정 히 하 으며, 이 경우에는 낙하시간

에 엄 한 요구조건을 용하지는 않았다.

(4) 국

국 칭화 학의 INET에서는 1980년 부터 PWR과 BWR의 설계  운 경험에 기 하

여 원자력가열로(NHR)의 개념을 개발하 고, 1989년 5 MWt 시험로인 NHR-5의 운 을 

시작하 다. 이러한 NHR-5의 성공 인 운 에 기 하여 200 MWt 출력의 상업용 원자

로(NHR-200)에 한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원자로에서는 KWU 200이나 

CAREM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압에 의해서 제어 이 구동되는 수압식 제어 구동

(hydraulic control rod drive; HCRD) 방식을 채택하 다[3.6.5-13～14]. 

그림 3.6.5-10은 NHR-200의 수압 제어 구동장치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HCRD의 원

리는 구동장치를 통하여 흘러가는 유체에 의해 발생된 동  압력차에 기 한다. HCRD 

시스템은 각 제어 에 한 구동장치와 제어장치(control unit) 뿐만 아니라 강제 순환하

는 폐유동 회로로 구성되었다. 원자로 냉각수는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유입되고, 펌 에 

의해서 가압되며, 0.1 mm 보다 큰 직경의 입자들을 제거하는 필터와 제어장치를 경유하

여 구동장치로 흐른다. 

구동장치(drive mechanism)는 B4C의 성자 흡수체로 채워진 4개의 날개를 확장하는 

내․외부 으로 구성된 step 실린더이고, 그림 3.6.5-11은 NHR-200의 구동장치를 나타

내었다. 내부 의 하단부는 하부 노심 에 고정되고, 십자형 제어 으로 불리는 4개의 

날개를 갖는 외부 은 4개의 연료집합체 채 에 의해서 형성된 안내장치 내에서 상하로 

움직인다. 제어장치는 step 실린더로 흐르는 유체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HCRD는 원자

로 시스템에서 압력 혹은 유량을 감소시키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제어 이 력

에 의해서 원자로 노심으로 낙하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원자로의 원 단, 압력강

하, 이  손, 펌  정지 사고 등이 발생하 을 때 원자로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5) IRIS 

IRIS(International Reactor Innovative and Secure)는 세계 10개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1999년부터 개발 인 1000 MWt 출력의 원자로이다[3.6.5-15]. 2005년 NSSS의 

비설계가 완료되었고, 2006년 NRC 설계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시작하 으며, 2013년 

최종 설계승인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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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12는 IRIS의 원자로 구조  수압구동 장치의 개념도로서 일체형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압경수로이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연료, 제어  구동장치, 그 밖

의 모든 주요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부품들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용기

는 기존 PWR 압력용기보다 크나, 격납건물의 크기는 많이 어들었다. IRIS는 기부터 

신 인 안 특성을 갖는 설계에 을 두었다. 일체형 원자로로 설계함으로써 압력용

기의 통이나 형 배 들을 없애 L℃A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in-vessel CRDM을 도입

하여 제어  이탈사고의 가능성을 제거하 다.

제어 구동장치와 련하여 IRIS는 착수 기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외부에 CRDM의 

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다. 그러나 안 성 향상을 하여 in-vessel 형태의 설계로 변

경하 으며, 모터구동, 수압구동 등과 같은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in-vessel CRDM의 

여러 가지 형태에 하여 검토하 다. 그러나 2004년 발표된 논문[3.6.5-15]에 의하면 

IRIS 조직의 내부 으로는 이탈리아의 POLIMI(Polytechnic Institute of Milan)에서 수압

식 구동장치의 개념을 좀 더 개선하여 시험을 수행하 고, internal CRDM에 한 후보 

개념을 평가 이며, 곧 하나를 채택하여 비설계를 진행할 것으로 기술하 다. 

POLIMI에서는 기존의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수압 구동방식의 내부 CRDM 개념에

서 시작하여, 그림 3.6.5-12와 같은 수압 구동장치를 제안하 다. 이것은 KWU-200의 기

하학  형상과 비슷하게 하 으나, 부식과 침 을 일 수 있는 조  납작해진 형상을 갖

고, 50 mm의 피치를 갖도록 개선하 다. 한 수압 구동장치에 한 개념의 가능성을 시

험하고, FLUENT 코드를 이용한 산유체동 (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해석

과 시스템 동 해석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하여 시험장치를 구성하고, 검증시험을 수

행하 다. 이를 통하여 수압식 제어  구동시스템이 구  가능하고, 측 가능하며 안정

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6) 랑스

모터나 수압 구동방식과는 다른 액체 제어 의 개념은 랑스의 한 회사, MP98에 의해

서 제안되고 특허권을 갖고 있는 새로운 원자로 출력제어의 개념이다[3.6.5-16]. 이는 기

존 제어 을 신하는 120 ℃ 정도에서 녹는 을 갖는 액체 성자 흡수체(Indium 

Cadmium alloy)를 사용한다. 그림 3.6.5-13은 MP98 액체 제어 의 작동 개념도이고, 

성자 흡수체는 노심 에 치하는 탱크에 장되고, 튜 들은 흡수체로 채워지거나 가

해진 헬륨압력에 의해서 분출된다. 탱크와 튜 는 각 핵연료 집합체와 통합된 일부이다. 

헬륨 공 과 제어 밸 는 압력용기의 외부에 치하고, 가압된 헬륨은 상부 연결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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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용기 내부에 특별히 고안되어 설치된 을 통하여 공 된다. 그림 3.6.5-14는 기

능상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MP98의 흡수체는 고체상태이고, 이동 혹은 재장  에는 연료집합체 내에 삽입되어 있

어 안 성을 유지하지만, 원자로의 정상운  에는 액체가 된다. 각 핵연료 집합체에 24

개의 튜 가 두 그룹(8과 16 액체 제어 ), 다른 기능( , 정지와 출력 제어용)을 하는 각 

그룹으로 분리된다. 각 핵연료 집합체는 액체 제어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제

어  시스템 보다 더 큰 제어  반응도값(reactivity worth)과 좀 더 균일한 흡수체 분포

를 제공한다. MP98은 무붕산(Soluble-boron free) 노심운 을 이행하는데 합하고, 장

주기, 고농축, MOX core에 해 좀 더 우수한 제어 특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액체 제

어 을 이용한 MP98의 개념은 많은 장 을 갖고 있으나, 랑스의 작은 회사에서 개발

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인 개발이나 시험 등에 있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을 많이 갖고 

있다.

다. 결 론

제어 구동장치가 원자로 압력용기의 외부에 치하는 상용원자로와 비교하여 원자로 압

력용기 내부에 제어 구동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제어  이탈 사고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원자로 용기 상부공간에 한 활용으로 원자로 용기  격납건물을 작게 할 수 있다. 그

러나 제어  구동장치가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놓이게 되면 고온/고압의 일차 냉각수

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CRDM의 핵심 부품에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재 개발되어 원자로에 용되었거나 연구되고 있는 in-vessel 형태의 CRDM은 크게 

모터구동과 수압구동 방식이 있다. 한 랑스의 MP98은 핵연료 집합체에 액체 속의 

성자 흡수체를 갖는 을 삽입하여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모터 구

동방식은 주로 일본에서 MRX, PSRD, IMR, DRX, 차세  BWR 등의 원자로에 용하

기 하여 개발되었다. 기모터가 CRDM을 구동하며, 시스템이 비교  간단하고, 제어

의 치를 빨리 제어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들 기술개발에서는 주로 고온/고

압의 수  혹은 증기 환경에서 작동하는 모터, 베어링, 래치기구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

다. 수압구동 방식은 원자로 용기의 외부에 있는 펌 에 의해 달되는 수압으로 제어

을 구동하며, 다소 복잡한 배   제어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압구동 방식의 

CRDM은 독일의 KWU-200, 아르헨티나의 CAREM, 국의 NHR-5, NHR-200 등에서 

피스톤과 실린더의 형상을 약간씩 달리하여 개발, 용되었다. 한 설계 진행 인 IRIS

에서는 여러 형태의 in-vessel CRDM에 하여 비교 검토하 고, 수압 구동방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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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제작, 검증시험을 수행하 다. 이들 결과들은 향후 원자로 내부에 제어 구동장치를 

배치하는 설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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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명 MRX PSRD IMR DRX 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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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U-200 NHR-5 NHR-200 CAREM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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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1  각국의 in-vessel CRDM 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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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1  일본 in-vessel CRDM의 개발이력과 개선계획

그림 3.6.5-2  MRX in-vessel CRDM의 개념

그림 3.6.5-3  MRX 래치기구의 구조  거동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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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4  PSRD 원자로 구조

그림 3.6.5-5  IMR 수압 구동식 CRDM의 개념도(긴 정지용)

그림 3.6.5-6  소형원자로 DRX in-vessel CRDM의 개념도  래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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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7  차세  BWR internal CRD의 개념도  래치기구

그림 3.6.5-8  KWU-200 수압식 제어  구동 개념

그림 3.6.5-9  CAREM 원자로  수압구동장치의 작동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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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10  NHR-200 HCRD 시스템의 개념도

그림 3.6.5-11  HCRD의 step cylinder

그림 3.6.5-12  IRIS 압력용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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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13  MP98 액체 제어 의 작동원리

그림 3.6.5-14  MP98 시스템의 기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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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고온용 canned motor pump의 설계기술 연구

가. 연구목

캔드모터 펌 는 모터의 회 축과 펌  임펠러의 회 축이 동일하며, 이 회 축은 압력

용기 내부에서 회 하기 때문에 회 축을 하기 한 별도의  실 (seal) 장치가 

없다. 따라서 펌  내부의 험한 물질이 펌  외부로 설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펌 의 일부 는 모든 부 가 일체형원자로에 내장되어 작동하는 원자로 냉각재펌 로 

합하다. 

일반 으로 캔드모터에 냉각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냉각기 내부로 흐르는 냉각수로 

모터를 냉각한다. 일체형원자로에 4  혹은 그 이상의 냉각재펌 를 장착할 경우에 냉

각수 공 을 한 배 의 개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원자로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

다. 냉각기가 없는 고온용 캔드모터 펌 는 일체형원자로 내부에 완 히 장착시킬 수 있

으며 냉각기 배 이 필요 없으므로 일체형원자로 구조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냉각기가 

부착된 고온용 캔드모터와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캔드모터 황을 악한 바에 의하면 

냉각기 없이 고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캔드모터는 없다. 

미국의 스풀 펌  (spool pump)는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캔드모터 펌 로서 특허 등록된 

기술이지만 사용화 된 제품은 없다. 국과 독일에서는 냉각기가 부착된 것과 냉각기 없

이 작동하는 고온용 캔드모터가 있으며, 형 캔드모터는 부분 냉각기가 부착되어 작

동하며 일부 소형 캔드모터는 냉각기 없이 작동한다. 일본에서 소용량의 캔드모터에 한

하여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캔드모터를 개발하고 있는 이다. 세계 으로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고온용 캔드모터를 개발하고 있지만 형 캔드모터에는 냉각기를 부착하여 사

용한다.

나. 기술 황

(1) 스풀펌

일체형원자로에 내장된 고온용 캔드모터 펌  개념을 2004년 미국특허1(US 

2004/0114705 A1)에서 볼 수 있다. 이 캔드모터 펌 의 형상은 그림 3.6.6-1과 같이 스풀 

펌  (spool pump)로서 고정자(42)는 얇은 캔(46)으로 되며, 축류 임펠러(60)와 얇은 

캔으로 된 회 자(64)로 구성되어있다. 임펠러의 축력은 추력베어링(72)로 지지하며, 

추력베어링은 runner(74)와 베어링 패드(76, 78)로 이루어져있다. 반경방향 베어링(80)은 



- 850 -

(82), 베어링 패드(84), retainer(86), 베어링 랜지(88)로 구성된다. 고온에서 작동하

는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하여 500℃에서 견딜 수 있는 단열재(43)를 사용한다. 일체

형원자로에 내장되어 작동하는 고온용 캔드모터의 주요 부품에 한 재질은 표 3.6.6-1과 

같다. 

스풀 펌 를 원자로 냉각재펌 로 용한 로서는 IRIS (international reactor 

innovative and secure) 원자로가 있다. 이 스풀 펌 는 IRIS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모

터는 고온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며, 원 공 선만 원자로 외부로 인출된다. 스풀 펌

에 외부 원을 공 하는 권선입력단자는 그림 3.6.6-2와 같이 구성되며, 주요 재질과 품

명은 표 3.6.6-2와 같다. 스테인 스강 (stainless steel)으로 제작된 권선입력단자 몸체는 

캔드모터 임에 용 되며, 몸체 사이에 연체를 삽입하여 도체와의 연을 유지한다. 

그림 3.6.6-2와 같이 도체와 연체 사이에 2차 glass를 삽입하고 연체와 몸체 사이에

는 1차 glass를 삽입하여 권선입력단자의 연성을 높 다. 

(2) EMD 캔드모터 펌

미국 CW-EMD (Curtis-Wright Electro-Mechanical) 회사는 CMP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AP1000 RCP (reactor coolant pump) 원형설계를 2008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다. AP1000 RCP는 외부에서 공 되는 냉각수로 모터를 냉각하는 개념이다. 고정자 코일

의 연체는 silicon에 kapton-mica paper-grass 처리된 재질을 사용하 기 때문에 20

0℃에서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회 와 고정자 캔 재질은 비자성체 (non-magnetic), 

내부식성이 우수한 Hastelloy C 276을 사용한다. 그림 3.6.6-3은 EMD에서 설계한 CMP

로서 AP1000에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 이다.

(3) EBARA 캔드모터 펌

일본의 Ebara는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고온  고속용 캔드모터를 개발하기 하여 

magnetic 베어링을 주베어링 (main bearing)으로 사용하고 hydrostatic 베어링을 펌  지

지 베어링으로 작동하는 캔드모터 펌 를 연구하 다. 냉각기 없이 캔드모터가 작동할 

수 있는 최고온도는 425℃이며, 210 기압의 압력이 작용해도 견딜 수 있는 펌 이다. 캔

드모터의 회 속도는 8500 rpm 이며, 이 회 속도는 지 까지 캔드모터 펌 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이다. 수직 작동 원심펌 로서 모터의 동력은 75 kW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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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ra에서 개발한 고속용 캔드모터는 고속으로 회 하는 베어링의 마찰력을 이기 

하여 마그네틱 (magnetic) 베어링을 주베어링으로 사용하고 hydrostatic 베어링을 펌  

지지 베어링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가진다.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할 경우 베어링 용량

에 비해 크기가 커지고 베어링 치 제어를 한 제어 시스템이 복잡해지며, 기 개발 

비용이 큰 것이 단 이다. 

표 3.6.6-3은 Ebara에서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고온용 캔드모터를 개발하면서 캔드모터 

설계, 마그네틱 베어링, 펌  구조물 설계 사항에 하여 설명한 것이다. 캔드모터의 자

기 특성은 mock-up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고정자  회 자의 응력해석을 통하여 기

계  건 성을 평가하 다. 마그네틱 베어링의 변 는 시험으로 검증하 고 펌  구조물

의 기계  강도는 응력해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그리고 회 축의 동특성 해석을 통하

여 회 자의 안 성을 평가하 다. 

냉각기 없는 고온용 캔드모터의 열원인 코일, 고정자, 회 자 등에서 발생하는 열은 코일

의 연재와 캔을 가열시킨다. 캔의 재질은 고정자의 열팽창 계수와 유한한 Inconel을 사

용하여 캔에 열응력으로 인한 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bara에서 개발한 냉각수 

없이 작동하는 고온용 캔드모터의 성능을 시험 과정에서 코일의 연재로 사용된 세라믹

이 벗겨져서 시험 도 에 코일이 타기도 했으며, 고속으로 회 하기 때문에 모터의 크기

에 비해 임펠러 크기가 작아서 펌 의 효율이 낮은 문제 등이 단 이 발견되기도 했다. 

(4) Hayward Tyler 캔드모터 펌

국의 Hayward Tyler는 60년 이상 캔드모터 펌 를 생산하 으며, 석유산업, 화학공장, 

원자력산업계, 우주항공 산업계에 납품하고 있다. 일반 인 캔드모터 펌 와 마찬가지로 

회 자와 고정자는 캔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이나 패킹이 필요 없다. 펌  내부

를 순환하는 유체는 모터를 냉각하거나 베어링의 윤활제 역할을 한다. Hayward Tyler에

서 제작하는 캔드모터 펌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3.6.6-4와 같이 고정자 권선의 빈 공간에 열 달이 잘되는 epoxy를 채워서 고정자 

내부 자유공간 (internal free volume)의 모든 공기를 제거하여 권선의 수명을 증가시키

고 유해한 가스 는 폭발성이 있는 가스가 고정자 내부에 되지 않도록 한다. 보조임

펠러는 펌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내부의 유체가 증기로 변하지 못하도록 한다. 회

축의 험속도는 운 속도보다 높게 설계한다. Hayward Tyler 펌 는 빠른 시간 내에 

7 개의 주요 부품으로 분해할 수 있는 Modular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의 교환이 



- 852 -

쉽다. 동기의 길이  직경 비를 최 화하여 효율을 증가시켰으며, 유체 마찰력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고, 구리 바  고 품질의 강을 회 자로 사용하여 동기의 효율을 증가

시켰다. 

원자력 등  (ASME N Stamp)의 펌 를 제작하며, 건식 고정자 (dry stator)는 400 HP

의 펌 까지 제작하며, 습식 고정자 (wet stator)는 3000 HP의 펌 를 제작한다. 특수한 

경우에 원자로 냉각재 순환 펌 도 제작한다. 

Hayward Tyler 펌 에서 사용하는 재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 캔의 재질은 

기 항이 높은 Hastelloy C276을 사용하며, 고정자의 와 류 (eddy current) 손실을 

이기 하여 회 자 캔의 두께보다 얇게 설계하여 동기의 효율을 증가 시킨다. 캔의 재

질을 선정할 때 내부식성 (corrosion resistant)이 높은 재질을 사용한다. 고정자 캔에 작

용하는 압력은 고정자 철심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기계  건 성의 문제는 없다. 

Hydrodynamic Bearing은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카본 (carbon)을 사용하며, 이 

카본은 텅스텐 카바이드의 회 축 슬리 와 한다. 

(5) Lederle-Hermetic 캔드모터

독일의 Lederle-Hermetic에서 생산하는 캔드모터 펌 의 기본 개념은 그림 3.6.6-5와 같

으며, 다른 여러 나라의 캔드모터 펌 와 같이 동기 모터의 축과 임펠러의 축은 동일하

다. 회 자는 얇은 캔으로 되어 고정자와 물리 으로 완 히 분리되며, 회 자는 두 

개의 베어링으로 지지된다. 회 자와 고정자 사이의 공간은 임펠러에 의해 펌핑되는 

유체가 작동하는 공간과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유체로 채워져 있다. 회 자와 고정자 사

이의 공간으로 흐르는 소수의 유량은 모터를 냉각할 뿐만 아니라 베어링의 윤활제 

역할도 한다. 모터의 임은 안 용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험한 물질이 펌  바

깥으로 설되는 것을 방지한다. 

Lederle-Hermetic 캔드모터 펌 의 종류에 따라 온 (-120℃)에서 고온 (400℃) 까지 다

양한 온도 범 를 가진다. 펌 의 회 속도가 1450 rpm인 경우에 200 kW 용량까지 생산

하며, 2900 rpm인 경우에 325 kW 용량까지 생산한다. ISO 9906에 해 운 조건에서 펌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에 추가 비용을 받고 NPSH시험, 진동 시

험 등의 시험을 수행해 다. 

Lederle-Hermetic 캔드모터 펌 의 주요 부품에 한 재질은 표 3.6.6-4와 같다. 고정자 

캔은 Hastelloy를 사용하며, 회 자 캔은 1.4571 재질로서 회 자의 재질과 같다.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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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 는 텅스텐 카바이드 코 된 부품을 사용하며, 베어링 부싱은 1.4571 재질에 실리콘 

코 된 부품을 사용한다. 

다. 고온용 캔드모터 펌  기술 황

미국 특허에서 제안한 스풀 펌 는 외부 공  냉각수 없이 고온에서 작동하는 용량 캔

드모터 펌 이다. 그러나 설계 개념만 있고 제작에 한 정보가 없어 실제 사용여부는 확

인할 수 없다. 국, 독일, 일본에서도 외부 공  냉각수 없이 작동하는 캔드모터 펌 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지만 부분 소용량의 캔드모터 펌 에 용되기 때문에 용량의 

캔드모터 펌 는 외부공  냉각수를 사용하여 고온에 사용한다. 독일의 

Lederle-Hermetic 캔드모터 펌 의 경우 펌  임에 방열 핀을 부착하여 외부공  냉

각수 없이 고온에 사용하는 캔드모터 펌 를 설계한 사례가 있다. 일본 Ebara에서도 비

교  용량이 큰 캔드모터 펌 도 외부공  냉각수 없이 작동하는 것을 개발하는 이다. 

미국, 일본 국, 독일에서 사용 이거나 개발 인 고온용 캔드모터 펌 를 종합 으로 

평가하면 형 캔드모터 펌 는 외부공  냉각수로 모터를 냉각하여 고온에 사용하는 것

이 안 하다. 그 에서 미국은 원자력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고온용 캔드모터 

펌  설계  제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선다고 할 수 있으나 련 기술을 발표하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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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재질 비고

추력베어링
카본 그라 이트 

(carbon grahpite)

추력베어링 패드 크롬 도 된 SS 431

자동 심조정 

(self-aligned) 경사 패드 

(tilt pad)

반경방향 베어링 크롬 도 된 SS 431

반경방향 베어링 패드 세라믹 (ceramic)
자동 심조정 

(self-aligned) pivoted pad

권선 연재 mica, glass, ceramic

회 자 캔 Inconel 는 Hastelloy

회 축 재질 SS 431

표 3.6.6-1  스풀 펌 의 주요 부품 재질

품명 재질
그림 3.6.6-2에서의 부품 

번호

몸체 stainless steel 48

절연체 (insulator) 세라믹 50

1 차 glass glass 52

2 차 glass glass 56

도체 molybdenum or copper 54

외부 절연체 세라믹 55

내부 절연체 세라믹 57

표 3.6.6-2  권선입력단자의 주요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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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항목 개발방법

캔드모터

자기 설계 Mock-up 시험

회 자 설계
응력해석

Mock-up 시험

고정자 설계
응력해석

수압시험

Magnetic 베어링

자기 설계 자기 해석

고온 고압 변
응력해석

변 시험

펌  체

기계  강도 응력해석

열  과도상태 과도상태 열응력 해석

회 자 안정성 회 축 동특성 해석

표 3.6.6-3  Ebara에서의 고온용 캔드모터 개발항목  개발방법

부품 재질 비고

임펠러 이싱 JS 1025

임펠러 이싱 덮개 1.0570/1.0460

임펠러 JL 1040/JS 1025

슬라이딩 링 PTFE/K

wear ring insert JL 1030

베어링 슬리 1.4571/W5 텅스텐 카바이드 코

베어링 부싱 1.4571/SiC30

고정자 캔 Hastelloy C4

회 자 캔 1.4571

회 자 1.4571

모터 이싱 1.0254

표 3.6.6-4  Lederle-Hermetic CMP의 주요 부품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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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  고온용 스풀 펌

그림 3.6.6-2  스풀 펌 의 권선입력단자



- 857 -

그림 3.6.6-3  CW-EMD 원자로냉각재펌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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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4  방열 핀이 있는 캔드모터 펌

그림 3.6.6-5  Lederle-Hermetic 캔드모터 펌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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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4.1  최종 목표

○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한 신형원자로의 설계·해석에 활용되는 기술의 심층화 및 체계화

를 통하여 원천기술 인증을 위한 기반 확보

- 인허가기관 인가를 위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 신형원자로 설계·해석 기술 체계화를 위한 주요 설계/해석 방법론 기술보고서 작성

-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결과를 반영한 PPS 설계개념 보완

- 신형원자로 기술검증을 위한 검증시험 계획 수립

-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전 활용방안 연구

-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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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표달성도

세부

연구목표
연구목표 달성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인가를 위한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작성

증기발생기 열적크기 설계 방법론 보고서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계획서

원자로냉각재계통 주기기(main 

components)의 기계적 건전성 보고서

신형원자로 경보처리 및 표시방안 보고서

디지털안전계통 공통원인고장(CCF) 

분석방법 보고서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TASS/SMR 코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Vol. 1: 사용자 

입력 지침서)

일체형원자로에 대한 TASS/SMR 코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Vol. 2: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기법)

100

표준설계 승인에 인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설계 및 해석 방법, 

전산코드 등을 다루는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7 종 작성

주기기3종에 대하여 각각의 건

전성에 영향을 주는 기구를 선

정하고 해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건전성을 입증하였음.

개발된 증기발생기 열적크기 설

계방법론은 향후 관류형 형태의 

증기발생기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음.

감시시편함 설계 및 시험편 설

계 요건을 정립하였음.

원자로계통 

설계/해석 

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 체계화

부수로 해석코드 MATRA 검증 

기술보고서(시험 관련 부분 제외)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법론 보고서

주기기 설계 방법론 보고서

안전통신망 채널간 독립성 분석 보고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방법론 보고서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 보고서

TASS/SMR 코드의 관류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검증(정상조건) 보고서

표준문제를 이용한 코드 검증 보고서

중대사고 해석코드 적용성 평가 보고서

일체형 원자로 노심손상 대표 사고 경위 

해석 보고서

100

보고서 10 건 작성

일체형원자로를 구성하는 특이

성이 높은 주기기 3종의 설계절

차 및 방법을 예제와 함께 정리

하였음.

안전해석코드의 검증 평가를 통

해 코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체형원자로의 중대사고 해석

이 가능한 코드를 확보하였음.

원자로용기 개구부 및 노즐 보

강 설계 및 해석 절차 정립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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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연구목표 달성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대표사고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한 

PPS 설계개념 

보완

PPS 설계개념 보완 연구보고서

- 노심 설계

- 유체/안전계통 설계

- 기계/주기기 설계

- Man-Machine Interface System(MMIS) 

설계

- 안전해석 등 포함

100

대표적인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안전성이 향상되

도록 PPS의 설계 개념 보완.

기술검증시험

계획 수립

검증시험계획서

- 유동분포시험

- 제어봉구동장치 시제품 성능검증시험

- 증기발생기 전열관 중성자 조사시험

- 소형파단냉각재상실사고 모의시험

- 디지털 MMIS 안전계통 검증시험

-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시험

- 종합열수력검증시험

검증시험요건서

- 핵연료집합체 임계열속(CHF) 측정 시험

- 증기발생기 전열관 열전달 특성시험 

(사고조건)

- 응축열교환기 열전달 성능시험

100

검증시험계획서 10건 및 검증시

험요건서 3건 작성

제어봉구동장치의 성능검증은 

상용원자로에 준하여 수행토록 

정리하였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의 중성자조사 특성은 일체형 

고유의 활용이 가능할 것임.

일체형 원자로의 안전성 확인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검증시험

에 활용할 수 있음.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전에 

활용방안 연구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전에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 SAEP 코드를 이용한 가압경수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보고서

- 4채널 제어봉집합체 위치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의 상용 원전 적용성 

평가 보고서

- 노내계측기(ICI) 신호를 사용한 3차원 

출력분포 합성 방법론의 상용 원전 

적용성 평가 보고서

-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상용 원전 적용성 

평가 보고서

- 노내계측기의 Top-mounted 설치 기술 

개발 보고서

- 원자로냉각재펌프 관성 서행운전 특성 

해석방법 개발 보고서

- 소프트웨어 모듈화 방안을 적용한 상용 

원전 노심보호계통 개선 방안 보고서

100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에 대하여 

상용 또는 신형 원전에 활용 가

능성 및 방안에 대한 보고서 7

종 작성

냉각재 상실사고해석의 주요 영

향인자인 관성서행운전 특성을 

해석적 방법으로 예측을 시도함.

개발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설

계개념은 상용원전의 설계에 활

용할 수 있음.

원자로 덮개를 통한 노내계측기

계통 배치 및 지지 개념 개발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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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연구목표 달성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보고서

-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 설비 

최소화 방안

- 원자로집합체 설계개념의 단순화 방안

- 증기발생기 높이 축소 방안

- 격납건물 다운사이징을 위한 

핵증기공급계통(NSSS) 요건 설정

- 원자로용기내 설치 제어봉구동장치 

개념 연구

- 고온용 canned motor pump의 설계기술 

연구 등 포함

100

성능과 안전성 개념이 진일보된 

개념인 고온용 canned motor 

및 in-vessel CRDM에 대한 기

술동향을 정리하여 안전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음.

기기 통합이나 신기술의 도입, 

요건 평가 등을 통한 계통 단순

화 및 다운사이징을 통해 원자

로계통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설계개념 단순화를 위한 관련 

변수 및 개선 방안 정립하고 내

부구조물 인출 및 저장 요건과 

격납건물 설계 요건의 연관성 

도출하였음.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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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5.1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본 연구개발 결과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향후 SMART 표준설계인가 (SDA) 추진 시 

예측되는 기술적 사항 중 원자력 안전성에 중요한 기술적 상세 주제에 대한 기술보고서로써 

인허가 시현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 승인에 따른 인허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용할 예

정이다.

원자로계통설계/해석 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화함으로써 신형원자

로 설계에 체계화된 방법론을 활용하고, 전산코드 인증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표사고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한 보완된 PPS 설계개념은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진

을 위한 일체형원자로의 원자로계통 설계개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개발 결과 수립된 검증시험계획 및 요건은 신형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검증시험에 적용

될 구체적인 요건 및 계획으로서, SMART 기술검증시험 계획 작성 및 사업 예산 산정 및 일

정 수립 등에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SMART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특허, 전산코드, 시험결과 및 신형원자로 계통 및 기기 개

념 등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을 상용/신형 원전에 적용성을 평가함으로써 상용/신형원자로의 설

계에 입증된 기술로 도입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원천기술 확보에 토대가 될 것

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관성서행운전 특성을 해석적 방법으로 예측함으로 기기제작 이전에 

보다 신뢰성이 높은 안전해석입력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계 개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결과는 SMART 원자로계통의 경제성 향상 및 설비 단순

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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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 효과

본 연구개발 결과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신형원자로 설계•해석 기술 체계화를 위한 

주요 설계/해석 방법론 기술보고서는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진 시 설계•해석 방법론의 

인허가 인증을 위한 문서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된 PPS(사전실시용역) 설계개념 

및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결과는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진 시 원자로계

통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발된 검증실험 계획은 SMART 원자로 기술검증에 직접 활

용될 예정이다.

연구개발 결과의 세부적인 파급효과 또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특허 출원된 '벨로우즈 시일을 이용한 압력용기 밀폐구조' 및 '상부설치형 노내계측기 지지

구조' 등의 기술은 향후 신형원자로뿐만 아니라 상용원자로의 기능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등록된 'TASS/SMR V2.0'과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적기에 안전해석코드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시된 공통원인고장 모델과 구축된 공통원인고장 분석절차는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디지털 

안전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심보호계통 기능들을 모듈화하여 Single Board에 구현하고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을 공

유하는 설계방법과 하드웨어 구현 방안들은 국내의 기존 상용발전소 노심보호계통의 개선

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기대된다.

SAEP 코드를 이용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기술, 4채널 제어봉집합체 신호를 이용한 노심

보호 방법론 및 노내계측기 신호를 사용한 PCM3D 3차원 출력분포합성 방법론 등의 원천

기반기술은 향후 상용원자로의 기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등록된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일체형원자로의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와 '피동살수

계통을 이용한 일체형원자로 안전설비' 등의 기술은 향후 신형원자로뿐만 아니라 상용원자

로의 피동안전계통 설계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lloy 690 소재의 중성자 조사 취화 특성 자료는 향후 중성자 조사가 높은 위치에 alloy 

690 소재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irradiation resistance 특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성능과 안전성 개념이 진일보된 개념인 고온용 canned motor 및 in-vessel CRDM에 대한 

기술동향을 정리하여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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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술  안  향후 업무

세부 분야별 기술적 현안 및 향후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고시가 40년 원자로수명을 기준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60년 원자로

수명으로 개정될 경우 원자로용기 감시시험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로집합

체의 중성자 분포 및 원자로의 하부 구조 형상에 따라 감시시험 계획과 원자로 내에서의 

감시시편함 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법론의 향후 업무로서 개발된 절차를 활용한 원자로 설계시 운

전하중을 고려하여 노즐의 피로해석 및 운전 한계 곡선 개발에 필요한 건전성 평가와 절차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TASS/SMR 코드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코드 평가를 위한 시험결과를 이용한 코드검증과 표

준설계대상인 SMART 플랜트에 대한 해석방법론의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부수로 해석코드 MATRA 검증과 관련하여, 향후 관련 시험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반영하

여 검증보고서를 보완하고 인허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중대사고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중대사고 코드에 일체형 고유의 열수력모델

을 개발하여 평가해야 한다. 

공통원인고장 모델링 기법인 단순화 알파펙터 모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시한 경보감축기술의 전체프레임워크 중 경보 이차기능이 포함된 검증과 타일형경보표시 

방법의 실제적인 직무부하 감소정도는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대표사고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한 PPS 설계개념보완 관련

대표사고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PPS 설계 개념을 보완하였으나, 설계 변경에 따라 새

로이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할 요인이 발생하였다. Canned motor pump 인 RCP의 관성서

행을 크게 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발생하였으며, 

LTOP 해석을 통하여 안전주입유량 증가시에도 계통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SBLOCA 해석시 homogeneous mixture model의 과도한 보수성을 제

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신형원자로의 안전 및 성능을 확인하고 설계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검증시험을 수행

하여야 한다. 기술검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원자로 설계를 참조하여 검증시험 시설

을 구축하고, 시험 범위 및 조건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는 설계 방법론의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회전관성 모멘트가 유체의 관성보다 적은 냉각재펌프의 관성서행 운전특성 해석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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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관성서행"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고 지배방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용원전에 활용 기술에 대한 향후 업무

상용원전에 피동잔열제거계통 적용을 위해서는 U 튜브 증기발생기 운전 특성을 반영한 계

통을 구성하고 비응축 가스 배기 방안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성능확인 시험

이 필요하다. 

상부설치형 노내계측기 계통은 신규개발 중인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설계적용

을 위하여 노내계측기 밀봉테이블, 노내계측기 삽입노즐, 노내계측기 밀봉너트 등의 상세 

설계, 유지보수 작업절차 및 기기 개발, 그리고 유지보수 실증시험 등의 후속연구가 수행되

어야 한다.

회전관성 모멘트가 유체의 관성보다 적은 냉각재펌프의 관성서행 운전특성 해석 결과는 "

펌프의 관성서행"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지배방정식을 개선하여 좀 더 잘 일치하는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모듈화하는 방안은 노심보호계통 검증설비 개발과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 

Validation) 시험을 통하여 제시된 CRPOS 모듈이 적절히 구현되었으며, 주어진 기능을 적

절히 수행됨을 검증해야 한다.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설비단순화를 위해 향후 필요한 업무는 각 기기 자체의 요소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이다. 

원자로집합체 설계 개념의 단순화 방안과 관련하여 도출된 내부구조물의 형상 설계 및 배

치 개념이 계통 설계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도출된 방안의 구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다운사이징을 위하여 NSSS에서는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구조 최적화를 위한 원자

로상부구조물집합체 인양장치 및 저장대의 형상 설계 및 구조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 장비들에 대한 연계요건 개발, 재장전 수조 배치 최적화 및 격납건물 연계자료 개

발 등의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외경을 25% 정도 줄이면 증기발생기 전열부의 높이를 30-35%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원자로의 체적은 최대 10% 정도 감소된다. 반면에 세관 튜브의 사용으로 

인한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n-vessel 제어봉구동장치는 제어봉 이탈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

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원자로에 적용한 경우도 있으나 검증된 기술로써 상용발전소

에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

세계 각국에서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캔드모터 펌프의 개념을 개발하거나 연구용으로 개발

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발표된 사례는 없다. 냉각기 없이 작동하는 캔드모터 펌

프는 원자로 배관계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및 국외의 연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867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IAEA/INPRO Report, "Common User Considerations (CUC) by Developing Countries 

for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final draft, September 2008.

최근 들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부존자원 보존과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하여 원자력 에너지에 많

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원전 도입을 위한 사용자 요건이나 국가 인프라

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IAEA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2006년 IAEA 총회에서 회원국(특

히 개발도상국)의 원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원전 기술 선진국과 기

술 수요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의 원전 도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 공통고

려사항(CUC: Common User Consideration)을 2년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2007. 1 ∼ 

2008. 12)

CUC 보고서는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는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사용자 요구조건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원전을 수출하려는 원전기술 공급국에는 개도국의 원전 도

입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노내계측기집합체(In-core Instrument Assembly) 개발 동향

ICI집합체 전문 제작사인 IST(Mirion Technologies)사는 유연성이 향상된 flexible type의 노

내계측기를 개발하였다. ICI집합체는 원자로 노심의 중성자속(neutron flux) 및 온도를 측정하

여 노심의 출력 분포를 계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노심의 계측요건 및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ICI집합체를 제작할 수 있다. Flexible sheath를 사용한 ICI집합체는 설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곡률로 굽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lexible sheath 내부에는 직선형 검출

기(detector)를 삽입하며 검출기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곡률을 구현할 수 

있다. 

Flexible type ICI집합체는 비교적 작은 직경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설계된 안내관 곡률에 대응

할 수 있는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상부로 노내계측기계통을 설치할 경우 다양한 

목적의 배치를 구현할 수 있는 요소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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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비전(division) 간 통신 규제 동향

채널간 독립성에 관한 U.S.NRC와 NEI, 및 Invensys (Invensys process systems)의 일련의 

토론, 회의 및 여러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U.S.NRC는 NUREG 0800(SRP)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슈 사항을 다루고 명확히 하기위한 ISG(Interim staff guidance)문서를 발간하였다. 디지털 

I&C에 대한 ISG 문서는 6개가 존재한다. 이중에서 DI&C-ISG-04, "Interim Staff Guidance 

on Highly-Integrated Control Rooms-Communications Issues (HICRc)"는 2007년 9월 28

일 발간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4가지 관심분야로 구성된다.

1) 디비전간 통신 : 다른 안전 디비전간의 통신 또는 안전 디비전과 비안전 개체와의 통신

2) 명령어 우선순위 : 복수개의 명령어 또는 충돌이 되는 명령어가 있을 때 액츄에이터에 보내

기 위한 특별한 명령어의 선택 

3) 복수 디비전 제어 및 표시 기기 : 복수개의 안전 디비전 그리고/또는 안전과 비안전 기능과 

관련된 운전원 워크스테이션 또는 표시기기의 사용

4) 디지털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 네트워크 또는 원전의 안전 또는 원전 안전 분석 가정사항

의 순응성(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 시스템의 다른 상호연결

이러한 4가지 관심분야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분야가 다른 division(division은 

channel을 포함하는 개념임)간에 통신을 언급하는 "디비전간 통신" 분야이다. U.S.NRC staff

는 이 문서를 통하여 20가지의 디비전 간 통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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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표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한 신형원자로의 설계‧해석에 활용되는 기술의 심층화 및 체계화를 

통하여 원천기술 인증을 위한 기반 확보

 ○ 연구내용

인허가 기관 인가를 위한 특정주제 기술보고서 작성

설계/해석용 전산코드

기계 및 주기기 구조 건전성

디지털계통 및 인간공학 적용 설계

신형원자로 설계‧해석 기술 체계화를 위한 주요 설계/해석 방법론 기술보고서 작성

원자로계통 설계/해석 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 체계화

체계화된 기술에 대한 평가 또는 검증

기술보고서 작성을 통한 문서화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한 PPS(사전실시용역) 설계개념 보완

신형원자로 기술 검증을 위한 검증실험 계획 수립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전에 활용방안 연구

특허, 전산코드, 실험 결과 등의 활용방안 연구

신형원자로 계통 및 기기 개념의 활용방안 연구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 설비 최소화 방안

원자로집합체 설계개념의 단순화 방안

신기술 연구를 통한 설비 단순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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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 포함)

본 연구개발 결과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신형원자로 설계‧해석 기술 체계화를 위

한 주요 설계/해석 방법론 기술보고서는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진 시 설계‧해석 

방법론의 인허가 인증을 위한 문서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된 PPS(사전실시용역) 설

계개념 및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결과는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진 

시 원자로계통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발된 검증실험 계획은 SMART 원자로 기술

검증에 직접 활용될 예정임.

연구개발 결과의 세부적인 파급효과 또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특허 출원된 ‘벨로우즈 시일을 이용한 압력용기 밀폐구조’ 및 ‘상부설치형 노내계측기 

지지구조’ 등의 기술은 향후 신형원자로 뿐만 아니라 상용원자로의 기능 개선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램 등록된 ‘TASS/SMR V2.0'과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

서는 적기에 안전해석코드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시된 공통원인고장 모델과 구축된 공통원인고장 분석절차는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디

지털 안전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심보호계통 기능들을 모듈화하여 Single Board에 구현하고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을 

공유하는 설계방법과 하드웨어 구현 방안들은 국내의 기존 상용발전소 노심보호계통의 

개선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기대된다.

- SAEP 코드를 이용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기술, 4채널 제어봉집합체 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 및 노내계측기 신호를 사용한 PCM3D 3차원 출력분포합성 방법론 등

의 원천기반기술은 향후 상용원자로의 기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허 등록된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일체형원자로의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와 '피동

살수계통을 이용한 일체형원자로 안전설비' 등의 기술은 향후 신형원자로뿐만 아니라 

상용원자로의 피동안전계통 설계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Alloy 690 소재의 중성자 조사 취화 특성 자료는 향후 중성자 조사가 높은 위치에 

alloy 690 소재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irradiation resistance 특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Keyword

(5개 내외)

한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증기발생기 열적 크기, 디지털안전계통, TASS/SMR, 

SAEP, 피동잔열제거계통

영문
topical report, steam generator thermal sizing, digital safety system, 

TASS/SMR, SAEP,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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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목표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한 신형원자로의 설계‧해석에 활용되는 기술의 심층화 및 체계화를 통

하여 원천기술 인증을 위한 기반 확보

나. 연구내용

인허가 기관 인가를 위한 특정주제 기술보고서 작성

설계/해석용 전산코드

기계 및 주기기 구조 건전성

디지털계통 및 인간공학 적용 설계

신형원자로 설계‧해석 기술 체계화를 위한 주요 설계/해석 방법론 기술보고서 작성

원자로계통 설계/해석 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 체계화

체계화된 기술에 대한 평가 또는 검증

기술보고서 작성을 통한 문서화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한 PPS(사전실시용역) 설계개념 보완

신형원자로 기술 검증을 위한 검증실험 계획 수립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의 상용/신형 원전에 활용방안 연구

특허, 전산코드, 실험 결과 등의 활용방안 연구

신형원자로 계통 및 기기 개념의 활용방안 연구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 설비 최소화 방안

원자로집합체 설계개념의 단순화 방안

신기술 연구를 통한 설비 단순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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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결과 현황(연구종료시점 까지)

가. 특허(실용신안) 등 자료목록

‘별도첨부(연구성과실적서) 참조’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별도첨부(연구성과실적서) 참조’

다. 노하우 내역

‘해당사항 없음’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해당사항 없음’

마. 논문게재 및 발표 실적

‘별도첨부(연구성과실적서) 참조’

3. 연구성과

‘기술이전이나 기업화 완료(추진중 포함) 실적 관련 해당사항 없음’

4. 기술이전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 결과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향후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진 시 

예측되는 기술적 사항 중 원자력 안전성에 중요한 기술적 상세 주제에 대한 기술보고서로

서 인허가 시현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 승인에 따른 인허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

용할 예정임.

원자로계통설계/해석 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화함으로써 신형원

자로 설계에 체계화된 방법론을 활용하고, 전산코드 인증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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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고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한 보완된 PPS 설계개념은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

진을 위한 일체형원자로의 원자로계통 설계개념으로 활용될 예정임.

본 연구개발 결과 수립된 검증시험계획 및 요건은 신형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검증시험에 

적용될 구체적인 요건 및 계획으로서, SMART 기술검증시험 계획 작성 및 사업 예산 산정 

및 일정 수립 등에 직접 활용될 예정임.

SMART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특허, 전산코드, 시험결과 및 신형원자로 계통 및 기기 

개념 등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을 상용/신형 원전에 적용성을 평가함으로써 상용/신형원자로

의 설계에 입증된 기술로 도입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원천기술 확보에 토대

가 될 것임.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결과는 SMART 원자로계통의 경제성 향상 및 설비 단

순화에 활용될 예정임.

5. 기대효과

본 연구개발 결과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신형원자로 설계‧해석 기술 체계화를 위한 

주요 설계/해석 방법론 기술보고서는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진 시 설계‧해석 방법

론의 인허가 인증을 위한 문서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된 PPS(사전실시용역) 설계

개념 및 신형원자로 설계현안 해결방안 연구 결과는 SMART 표준설계인가(SDA) 추진 시 

원자로계통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발된 검증실험 계획은 SMART 원자로 기술검증

에 직접 활용될 예정임.

연구개발 결과의 세부적인 파급효과 또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특허 출원된 ‘벨로우즈 시일을 이용한 압력용기 밀폐구조’ 및 ‘상부설치형 노내계측기 지

지구조’ 등의 기술은 향후 신형원자로 뿐만 아니라 상용원자로의 기능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램 등록된 ‘TASS/SMR V2.0'과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

서는 적기에 안전해석코드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시된 공통원인고장 모델과 구축된 공통원인고장 분석절차는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디지

털 안전계통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심보호계통 기능들을 모듈화하여 Single Board에 구현하고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을 

공유하는 설계방법과 하드웨어 구현 방안들은 국내의 기존 상용발전소 노심보호계통의 

개선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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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EP 코드를 이용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기술, 4채널 제어봉집합체 신호를 이용한 

노심보호 방법론 및 노내계측기 신호를 사용한 PCM3D 3차원 출력분포합성 방법론 등의 

원천기반기술은 향후 상용원자로의 기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허 등록된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일체형원자로의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와 '피동

살수계통을 이용한 일체형원자로 안전설비' 등의 기술은 향후 신형원자로뿐만 아니라 상

용원자로의 피동안전계통 설계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Alloy 690 소재의 중성자 조사 취화 특성 자료는 향후 중성자 조사가 높은 위치에 

alloy 690 소재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irradiation resistance 특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6. 문제점 및 건의사항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관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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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술 요약서

■ 기술의 명칭

※ 기술이란? 과제 수행결과 확보된 신기술, 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 개발된 성과  수요

자에게 공 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의미함.

'해당사항 없음 (이하 작성항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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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연구성과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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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대상과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신형원자로 설계·해석 기술 체계화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김긍구

수행기간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국제학술

대회초청

강연실적

학술대회

발표논문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6 6 0 0 27 9 2 0 5 0 1

인력양성 및 연구시설 (단위 : 명,건)

학위배출 국내외 연수지원
산학

강좌

연구

기자재박사 석사
장기 단기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0 0 0 0 0 0 0

국제협력(단위 : 명,건)

과학자교류 국제협력기반 학술회의개최

국내과학자

해외파견

외국과학자

국내유치

MOU

체결

수요

조사

국제

공동

연구

국제

사업

참여

국내 국제

0 0 0 0 0 0 1 0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활용 (단위 :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

기술

이전

기술

지도

기술

평가

후속

연구

추진

사업화

추진중

사업화

완료

기타

목적

활용

구성 참여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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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

학술지명 Vol.(No.) 저널구분 SCI여부
Impact

Factor

공동연구

논문총저자명 주저자 교신저자

200801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 helical 

steam 

generator 

model in the 

TASS/SMR 

code

Yang, 

Soo-Hyung, 

Kim, 

Soo-Hyung, 

Chung, 

Young-Jong, 

Park,

Hyun-Sik,

Kim, 

Keung-Koo

Yang,

Soo-Hyung

Yang,

Soo-Hyung

ANNALS OF 

NUCLEAR 

ENERGY

35(1) 국외 SCI등재 0.442
공동연구

논문

200802

Stress 

intensity 

factors for 

slanted 

through-wall 

cracks based 

on elastic 

finite element 

analyses

Huh, N. -S, 

Shim, D. -J, 

Choi, S, 

Wilkowski, G. M, 

Yang, J. -S

Huh,

N. -S.

Shim,

D. -J.

FATIGUE & 

FRACTURE OF 

ENGINEERING 

MATERIALS & 

STRUCTURES

31(2) 국외 SCI등재 0.726
공동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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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

학술지명 Vol.(No.) 저널구분 SCI여부
Impact

Factor

공동연구

논문총저자명 주저자 교신저자

200806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an 

advanced 

alarm system 

for SMART

Jang, 

Gwi-Sook,

Seong, 

Duk-Hyun, 

Keum, 

Jong-Yong, 

Park, 

Heui-Youn, 

Kim, 

Young-Kuk

Jang, 

Gwi-Sook

Jang, 

Gwi-Sook

ANNALS OF 

NUCLEAR 

ENERGY

35(6) 국외 SCI등재 0.442
공동연구

논문

200806

Stress 

intensity 

factors and 

crack opening 

displacements 

for slanted 

axial 

through-wall 

cracks in 

pressurized 

pipes

Huh, N-S, 

Shim, D-J,

Choi, S,

Park, K-B

Huh, N-S Park, K-B

FATIGUE & 

FRACTURE OF 

ENGINEERING 

MATERIALS & 

STRUCTURES

31(6) 국외 SCI등재 0.726
공동연구

논문

200807

Passive 

cooldown 

performance 

of a 65 MWt 

integral reactor

Chung, 

Young-Jong,

Lee,

Seong-Wook,

Kim,

Soo-Hyoung,

Kim,

Keung-Koo

Chung, 

Young-Jong

Chung, 

Young-Jong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38(7) 국외 SCI등재 0.446
공동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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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

학술지명 Vol.(No.) 저널구분 SCI여부
Impact

Factor

공동연구

논문총저자명 주저자 교신저자

200810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 

TASS/SMR Code 

for an Integral 

Type Pressurized 

Water Reactor

양수형, 

정영종, 

김긍구

양수형 양수형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35(10) 국외 SCI등재 0.446
공동연구

논문

200711

가압열충격을 받는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 방법의 비교

정명조, 

김종욱, 

김지호, 

김태완, 

박근배

김종욱 김종욱

한국압력기기

공학회

논문집

3(3) 국내 SCI미등재
공동연구

논문

200711

ASME Section III 

응력범주를 고려한 

유체온도조건하에

서의 일체형원자로 

충전노즐 건전성 

평가

김긍구, 

김종욱, 

김태완, 

박근배, 

이규만

김종욱 김종욱

한국압력기기

공학회

논문집

3(3) 국내 SCI미등재
공동연구

논문

200712

일체형원자로의 

안전보호용기 성능 

평가

강한옥, 

박근배, 

박천태, 

이준

강한옥 강한옥 특허학연구 12(4) 국내 SCI미등재
공동연구

논문

200801

양면에서 

부분적으로 유체와 

접하는 사각평판의 

고유진동

정경훈, 

박근배, 

이규만, 

김태완

정경훈 정경훈

한국소음진동

공학회

논문집

18(1) 국내 SCI미등재
공동연구

논문

200802

직관과 연결된 

나선관 입구영역의 

층류 유동

김영인, 

박종호
김영인 김영인 유체기계저널 11(1) 국내 SCI미등재

공동연구

논문

200806

FMEDA를 활용한 

디지털 신호처리기 

보드의 진단 

유효범위의 측정

금종룡, 

이준구, 

서용석, 

박재윤

금종룡 금종룡
신뢰성 응용 

연구
8(2) 국내 SCI미등재

공동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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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

학술지명 Vol.(No.) 저널구분 SCI여부
Impact

Factor

공동연구

논문총저자명 주저자 교신저자

200808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of 

reactor 

pressure 

vessels during 

pressurized 

thermal shock

Jhung,

Myung-Jo,

Kim,

Seok-Hun,

Choi,

Young-Hwan,

Jung,

Sung-Gyu,

Kim,

Jong-Min,

Kim,

Ji-Ho,

Kim,

Jong-Wook,

Jang,

Chang-Heui,

Chang,

Yoon-Suk,

Kang,

Ki-Sig

Jhung, 

Myung-Jo

Jhung, 

Myung-Jo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2(8) 국내 SCI등재 0.183
공동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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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정보

발표연월 학술대회명 저자 논문제목 학술대회구분 개최국

200805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ICONE)
강한옥, 박천태

Option Study on a 

Steam Pressure Control 

Logic for SMART

국제학술대회 미국

200806

2008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김성훈, 김영인, 

박천태, 서재광

CFD Estimation of the 

Heat Transfer due to 

the Natural Convection 

in a CEA Extension 

Shaft Guide Tube

국제학술대회 미국

200806

2008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이성욱, 김수형, 

정영종

Experimental Validation 

of a Core Heat 

Transfer Model in the 

TASS/SMR Code using 

Film Boiling Data

국제학술대회 미국

200806

2008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서경원, 이정찬, 

황대현

Application of the 

Subchannel Analysis 

Code MATRA for Low 

Flow and Low Pressure 

Conditions

국제학술대회 미국

200806

2008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박재윤, 금종룡, 

구인수

Switching Scheme of 

Data Communication 

Network for Safety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

국제학술대회 미국

200807
2008 ASME Pressure Vessels 

and Piping Division Conference

허남수, 최순, 박근배, 

김종민, 최재붕, 

김영진

Guidance on a Defect 

Interaction Effect for 

In-Plane Surface 

Cracks using Elastic 

Finite Element Analyses

국제학술대회 미국

200809

IEEE Symposium on Advanced 

Management of Information for 

Globalized Enterprises 2008

장귀숙, 금종룡, 

박재윤, 김영국

An Active Alarm 

Processing in a Nuclear 

Power Plant

국제학술대회 중국

2008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hysics of Reactor 2008

구본승, 송재승, 

이정찬, 조진영

Approach to Improve 

the Axial Power 

Distribution for the 

Application of a Core 

Protection System

국제학술대회 스위스

200810

First Workshop on the 

Application of 

Field-Programmable Gate Array 

in Nuclear Power Plants

이준구, 금종룡, 

서용석, 박재윤, 

구인수

Design and Verificatin 

Process for Developing 

the FPGA-based 

Firmware for Nuclear 

Power Plants

국제학술대회 프랑스

200804
2008년도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 춘계학술대회

김종욱, 김태완, 

박근배, 이규만

내재된 균열을 가진 

원자로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하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해석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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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2008년도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 춘계학술대회

허남수, 김종민, 최순, 

박근배, 최재붕, 

김영진

탄성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다중 

표면균열의 

균열상호작용 평가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강한옥, 박천태, 

윤주현

An Evaluation on 

Geometric Parameters 

of Helical Coil from the 

Viewpoint of Heat 

Transfer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김시달, 이규형, 

정영종

Validation of the 

Manometric Oscillations 

in the TASS/SMR Code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김성훈, 김영인, 

박천태

CEA 연장봉 안내관 

내의 열전달 예측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구본승, 송재승, 

깁긍구, 조진영

Core Protection Method 

with 4-Channel CEA 

Signals for Application 

of OPR-1000 Plant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이준구, 금종룡, 

이종복, 박재윤, 

구인수

CEDM Controller with 

Pulse Width Modulation 

Method for Step 

Motor-Type-CEDM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장귀숙, 금종룡, 

박재윤, 김영국

Alarm Reduction 

Processing of 

Advanced Nuclear 

Power Plant Using Data 

Mining and Active 

Database Technologie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금종룡, 장귀숙, 

서용석, 박재윤

Countermeasures of 

SMART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s 

(DPPS) against CCF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서용석, 금종룡, 

조기호, 조창환, 

박재윤

A Preliminary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Methodology for the 

Artifacts Programmed 

with a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HDL)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권혁, 서경원, 황대현

Assessment of Critical 

Heat Flux Data Base 

for Rod Bundle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유승엽, 박천태, 

이정찬, 김긍구

Analysis of a Bubble 

Coalescence in the 

Multiphase Lattice 

Boltzmann Method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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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오재민, 강한옥, 

김수형, 정영종, 

박천태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in the SMART Plant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5
Korean DataBase Conference 

2008

장귀숙, 금종룡, 

박재윤, 김영국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Solutions of Data 

Mining and Active 

Database for Alarm 

Reduction of Advanced 

Nuclear Power Plant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7 2008년도 KPVP 연차학술대회

김태완, 김종욱, 

이규만, 정경훈, 

박근배

Sub-model 기법을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내진해석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07 2008년도 KPVP 연차학술대회
김종욱, 김태완, 

이규만

ASME Code 요건을 

고려한 원통형 동체에 

대한 노즐 배치 평가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0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김종욱, 김태완, 

이규만

가압열충격하의 

원자로압력용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한 

파괴역학해석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0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구본승, 송재승, 

깁긍구, 이정찬

Characteristics of an 

Ex-Core Detector for 

the Design of SMART 

ENFM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0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강한옥, 박천태, 

오재민

SMART 

피동잔열제거계통에 

대한 복합 냉각 개념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0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유승엽, 박천태, 

김긍구

Lattice Boltzmann 

Simulations of the 

Contact Angle in a 

Liquid-Gas System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0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권혁, 서경원, 황대현

대기압과 원자로 

운전조건 상황에서의 

Boussinesq 가정의 

유효영역 평가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0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금종룡, 장귀숙, 

서용석, 박재윤

Calculation the Actual 

Failure Rate of a DSP 

Board Using the 

FMEDA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0 ANSYS User's Conference
정경훈, 이규만, 

김태완

반절의 접수면을 갖는 

원판의 고유진동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1
2008년도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종욱, 허남수, 

유연식, 김태완

가압열충격을 받는 

원자로압력용기의 

확률론적 건전성 해석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1
2008년도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허남수, 김종욱, 최순, 

김태완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노즐 이종금속용접부의 

용접잔류응력 예측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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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2008년도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허남수, 심도준, 최순, 

박근배

파단전누설 해석 및 

균열거동 평가를 위한 

축방향 경사관통균열의 

탄성 응력확대계수 및 

균열열림변위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200811
2008년도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경훈, 이규만, 

김태완

부분적으로 유체가 

채워진 사각형 탱크의 

고유진동 해석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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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특허 출원

벨로우즈 

시일을 이용한 

압력용기 

밀폐구조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한민국(한국)

이성재, 민경호, 

박춘경, 박현식, 

이준, 정문기, 

조석, 최기용

10-2008-0045153
보유기관 자체 

활용

20080910 특허 출원

상부설치형 

노내계측기 

지지구조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한민국(한국)

이규만, 김종욱, 

정경훈, 김태완, 

박근배, 김긍구

10-2008-0089256
보유기관 자체 

활용

20080310 특허 등록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일체형원자로의 

피동형비상노심

냉각설비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한민국(한국)

강한옥, 김긍구, 

김영인, 김희철, 

박근배, 박천태, 

배규환, 이규형, 

이준, 정영종, 

지성균

10-0813939-0000
보유기관 자체 

활용

20080408 특허 등록

일체형원자로의 

가압기에서 

관통 안내관을 

통하여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량저감장치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한민국(한국)

이규만, 김종인, 

김태완, 정경휸, 

김종욱, 최우석, 

박근배, 김영인, 

윤주현, 지성균

10-0822273-0000
보유기관 자체 

활용

20080619 특허 등록

위성기어와 

원주방향으로 

배치된 

리드스위치를 

이용한 회전각 

감지기와 이를 

이용한 제어봉 

위치 감지방법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한민국(한국)

유제용, 허형, 

김지호, 최순, 

박근배

10-0841528-0000
보유기관 자체 

활용

20080828 특허 등록

피동살수계통을 

이용한 

일체형원자로 

안전설비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한민국(한국)

김영인, 김긍구, 

박근배, 지성균, 

박천태, 강한옥, 

이준, 이규형, 

배규환, 김희철, 

윤주현, 정영종

10-0856501-0000
보유기관 자체 

활용

20080128 프로그램 등록
TASS/SMR 

V2.0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한민국(한국)

김수형, 김시달, 

김형래, 김희경, 

김희철, 배규환, 

양수형, 윤한영, 

이규형, 이성욱, 

정영종, 황영동

200801121000442
보유기관 자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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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설계/해석용 산코드, 기계  주기기 구조 건 성, 디지털계통  인간공학 용 설계

에 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신형원자로 설계ㆍ해석 기술 체계화를 한 주요 설계/해석 방

법론 기술보고서를 작성하 다. 한 표 인 설계기 사고에 한 안 해석 결과를 반 한 

PPS(사 실시용역) 설계개념을 보완하 으며 신형원자로 기술 검증을 한 검증실험 계획  

요건을 수립하 다. 특허, 산코드, 실험 결과  신형원자로 계통  기기 개념에 한 원천기

술  기반기술을 상용/신형 원 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 으며, 신형원자로 설계 안을 해

결하기 한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신형원자로의 기술 구 성, 경제성을 증진하도

록 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증기발생기 열  크기, 디지털안 계통, TASS/SMR, 

종합열수력시험, SAEP, 피동잔열제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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