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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려는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는 제4세대 원자로의 한 형태인 

G4SFR에 대하여 확륜론적 안전성 분석 (Probabilist ic Safety Assessment; PSA)릅 요구 

하고 있다 PSA에서는 망사성 깥짐의 누출올 유발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경 

위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기촌에 수행된 액처l 금속로의 PSA는 운전 경험이 극히 제한 

적이어서 고장확할 자효의 부쪽으로 노심손상 빈도의 정량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바서 지긍까지 미국， 일본 등에서 수행되어 온 PSA에 대하여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뜰의 PSA 수행결과를 검토하띤서 국내 액체금속로 개발에 따른 PSA 수행 망안을 제 

시하였디 



SUMMARY 

Thc intemational nuclear societics rcqueslcd lhc countries who is dcvcloping 

Generation IV sodium- cooled fast reactors (G4SFR) to perform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One of the major tasks of the PSA is to identify various 

sequences of events which could lcad to the rclease of radioactivity. J-1owevcr, due 

to the limited operating and SFR PSA experiences, it will be difficult to derive and to 

quantify core damage frequency for an SFR under developmenL in Korea. J-1ence, in 

this rcport, thc forcign PSA rcsults, such as USA and ]apan , arc analyzcd bascd on 

thc available documcnts. Finally an approach on how to pcrfonTI PSA for KALIMER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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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 장 서 론 

우와늄 자원의 고갈올 대비하여 미국， 유협， 일본 풍의 국가에서는 오래선부터 소듀 

냉각 액체긍속로를 개발하여 오고 있다 최근에 는 유가폭둥，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올 

심킥하게 고려하여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도 제4세대 왼자로의 하나로서 소혐냉각 고속로 

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소듭냉킥 고속로는 냉각채로서 액체금속인 소듭올 사용하기 때운에 현 세대의 경수 

로와늪 냉각특성이 현저히 담라지게 된다 징수로의 경우는 약 150기압에서 운전이 되나 

소듭냉각로의 경우는 대기압 수준에서 운전된디 또한 경수로는 약 300 't 근처 에서 운전 

되나 소융냉각로는 약 5OO't의 높은 온도로 운전된다 사용하는 핵연료에 있어서는 유럽 

과 일본은 산화연료(MOX )흘 사용하나， "1 국의 경우에는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 

장하는 금속연료 (Metal fueD를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Pool 형태의 

소듭냉각로를 개발하여 왔으나 일본에서는 Loop 형태의 소듭냉각로를 개발하여 왔다. 

원자로의 형태와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안전성 특성 이 달라지게 된다， 본 보고서 

에서는 각 나라에서 개발되어 오고 있는 액체금속로에 대한 확률론적 욕연에서 수집된 

자료블 바탕으로 안전성 특성을 비교 · 맹가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실험로 및 원형로로 

서 EBR- lI 및 IFR에 대한 자료와 상업로룹 쳐냥한 CRBRP 및 PRlSM 원자로에 대한 논 
문 및 안전성 평가보고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제4세대 

원자로로 개발하고 있는 jSFR에 대한 발표 논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러시아， 중국， 

인도 둥에서도 액체금속냉각로를 개발하여 오고 있으나 입수된 자료가 거의 없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의 옥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 

는 KALIMER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으l 설계 방향 제시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 

가 수행에 있어서의 참고 자료 및 지칩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제 2 장 액체금속로의 노심 손상 특성 분석 

1. 노섞 손상 측면에서의 zt 원자로의 특성 비교 

액체금속로의 고유사고 종결조건은 운전조건(압력 및 온도) , 노형 (poo l 형괴 loop 형) , 

사용하는 연료의 형태(금속연료 VS 산화불연료) , 냉각재의 종류(물 VS 소륨)에 따라 달라 

진다 경수로(LWR)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화물연료를 쓰고 냉각재로 볼을 쓰기 때문에 

약 15071 압의 높은 압력으로 운전된다 

물올 냉각재로 쓰고 산화연료를 쓰며 loop 형태의 l차측올 가진 경수로의 경우에는 

냉각재가 상실되어 노심이 노출되면 DNB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발생으로 

핵연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피복재가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싱노 

출올 노심손상 조건으로 본다 

표 l 사용 연료의 종류(금속연료 VS 산화연료)에 

따른 액체금속로의 노심손상 척도 기준의 차이정 

자료 출처 : ANL 보고서 (단위 "C) 

P까t뼈leno삐lOmma M뼈Fuel Oxide Fuel 
Euil얘c 1h혈빼 721 
Rapid Elkctic 뻐rmation 1100 
Fuel l.4ehing 1160 2750 
Fuel Boiing 31110 3때O 

Sodium Boiling BIIl 
Cladding l.4e뼈19 1400 
Cladding Cræp 6!ll 

소융올 냉각재로 쓰는 액체금속로의 경우 노심손상 조건은 소융 비둥(880 "C )이 일차 

적인 노심손상 조건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노심손상 조건은 피복재 용융점0400 "C )가 될 

수 있다 금속연료를 쓰는 액체금속로의 경우 연료의 조성에 따라 노심손상 조건이 달라 

질 수 있다- 산화연료의 경우에는 2750.C 에서 핵연료가 녹는 반연에 금속연료의 경우에 

는 핵연료와 피복재의 공융(Eutectic) 현상 때문에 공융이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하는 온 

도인 1l00.C 를 노심손상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표에 정리된 자료는 ANL에서 

U• Pu-Zr (70%-20%- 10%)를 연료로 하여 섣험음 동하여 엮어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액체금속로에서는 사고진행유형을 “unprotected"와 개rotected "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protected “ 란 말은 원자로정지계콩(RSS) 이 작동하는 경우 즉 세어봉이 노심내 

로 삼잉되어 원자로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unprotcctcd“ 란 이와 반대로 원자로보 

호계통(RPS) 혹은 윈자로정지계통mSSJ의 고강으로 제어봉이 원자로에 삽입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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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말한다 

액체끔속로의 노심손상은 피복새 손상， 핵분열생성물 누출， 원자로 Vessel /Seal 손 

상， 소윤 비둥 여부룹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PRISM PSA에서는 위의 자료룹 바탕으 

로 각 사고경위 별로 노십손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고경위에 따라 적용되 는 노심손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띤 UTOP (Unprolected Transient Over Powerl 사고에 

있어서는 해연료의 온도가 냉각재 용도 보다 빨리 증가하므로 해연료에서 eutecl1c이 급 

속히 증가하는 온노가 노심 손상기 준이 될 수 있다 한편 ULOF CUnprotected Loss of 

Flow) 사고에 있어서는 핵연료의 온도보디 는 냉각재의 온도가 빨리 증가하므로 소듭이퉁 

이 노심손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격납건물 손상 조건은 노심손상이 발생 한 후 사고가 진행됨에 따라 핵분열 생성물 

이 격납건물 경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그 가능성이 얼 

마나 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역시 플형 윈자로와 루프형 윈지로 퉁 왼자로의 형 태 에 

따라 격납건물의 모양도 달라지게 된다 풀형 원자로의 경우에는 격납 vessel 이 라고 하 

고 루프형 원자로의 경우에는 기존 경수로와 비슷한 격납건물 형태륜 취하게 된다 사용 

되는 핵연료에 띠라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아직 금속연료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 누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산화연료와 불을 냉각재로 쓰는 기존 경수로의 경우에는 USNRC에서 개발된 

MELCOR를 이용하여 핵분열생성물 누출 특성을 분석한다 

우리와 같은 풀형 원자로를 쓰는 PRISM 액체금속로의 PSA에서의 격납건물 손상 

조건은 Debris 냉각불능， 격납건물 vessel 및 sea l 의 열적피로에 의한 손상， 노십노출， 후 

기 기계적 에너지 삽입에 의한 파손 둥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 정의하였다 

표 2 기존 경수로와 액체금속로의 사고종결조건 검토 

액체 금속로 

기존 PWR 
Oxide Fuel Metal Fuel 

ULOF 시에는 Sodium 

1 차측 압력 1 50JI 압 
voiding 웅 clad melting 

Fuel/c lad eutectic 
중대사고 • fuel mel ting 
진행순서 

LOCA 응 Core 
UTOP 시 에 는 fuel 

현상。로 인해 

Uncovery 
melting -+ clad melting 

claddingOI 먼 저 fail 

• Sodium voiding 

positive reactivíty Molten c lad sweepout 
Fuel/clad eutectíc 

Sweepout 삽잉 웅 core • pos itive reactívity 
melt sweepout 
• negatíve 

catcher 설계 삽입 
reactivi tv 삽입 

” J 



노심 손상 측연에서 안전성 득성을 각 노형별로 정리하연 다음과 같다. 

가 기촌의 뭉용 뱃각채로 사용하는 우l 자로 (제3세대 원자로) 

- 기존의 물올 냉각재로 사용하는 윈자로에서는 경수로의 경우 1507] 압， 중수로 

의 경우 100기압으로 운전되므로 l차측 양력경계 (pressure boundary)가 유지되지 않은 

LOCA 가 발생하게 되연 팔은 급속히 대기속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사고가 복구될 가능 
성은 거의 없으므로 노섭 노춤을 곧 바로 노식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나 노섞손삿 측변에서의 사화여료 (MOX fuell 소륨냉각로(SFR)의 특성 

산화연료(MOX fue!l를 액체금속로의 연료로 쓰게 되면 비록 연료 자체의 융점은 

2700C 가량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서 녹지만 열전달율이 낮아 냉각재로 열전달이 늦기 때 

문에 연료 자체에 포함된 잠열 Oatent heat)은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하여 열전달이 잘 안되면 핵연료가 한꺼번에 대 량으로 녹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산화 

연료를 쓰는 노심은 금속연료에 비하여 부(-) 반용도 궤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 

로 보인다， 일본의 ]SFR 설계에서는 2중 정지계통올 고려하고 있다 산화연료 고속로의 

경우에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핵연료가 녹아서 노심으로부터 노심 바깜영역으로 배출되 

는 경우 (sweepout of molten fuel from the core)에도 정반응도가 삽입될 가능성이 높 

다 

산화연료의 경우 ULOF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융 비둥， 피복재 용융， 핵연료 용융 

순으로 노십 손상이 일어나며. UTOP 사고의 경우에는 핵연료 용융， 피복재 용융， 소륨 

비둥 순으로 노심 손상이 일어난다. 

다 노성손삿 측변에서의 금속여료 (Metal Fuell 소듭뱃각로(SFR)의 특섯 

금속연료 사용의 장점은 core time constant 가 (-0.3 sec or ‘ 10% of oxide core) 

로 매우 짧게 되어 낮은 연료 온도에서도 연료에서 생긴 열이 냉각재로 신속히 전달된다 

는 것이다 

한편 금속연료 SFR의 경우에는 금속연료와 피복재 간의 공융(eutectic) 현상 발생 

c-725"C)으로 인해 피복재가 낮은 온도에서 녹는 단접。l 있기는 하나 핵연료가 녹은 다 

옴에는 노심에 부 반웅도 (negalive reacLivily)를 삽입하는 장점과 핵연료가 노심으로부 

터 빠져나오기 때문에 핵분열 반웅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장정도 있다， 한편 방사성 불짙 

의 누출 측민에서도 다읍과 같은 장단점 이 있다 

2 방사성 물질 누출 측면에서의 금속연료의 득정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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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 2 aLomic % 이상의 연료 연소 진행 상태에서는 금속연료에 있어서는 핵 

분열 가스는 생성되는 즉시 모두 연료로부터 빠져나가 핵분열 가스 짐적 공간 ( fission 

gas plenum)에 오이게 원다 

장점 , 산화연료에 비해 11 50 't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비록 핵연료 

와 피복새 사이에 공융(eutectic) 현상은 조기에 발생하지만 사고진행 또한 산화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종결될 수 있다 따과서 산화연료에서는 리스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trontium (Sr ) 과 Tellulium (Te) 같은 핵중이 연료내에 잔존하여 연 i초 밖 

으로 빠져나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디 

EBR II 및 IFR에서 는 이와 같은 금속연료를 고속로에 적용하므로써 얻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장정올 밝히는데 주로 주력하였다 이러한 실험로와 원형로흘 동하여 얻어진 

안선성 특성올 이용하여 crmnp와 PRlSM 상용로를 설계하였다 

3. 부(- ) 반응도 궤환측면에서의 금속연료의 특정 

아래 세 개의 그립은 PRISM 원자로를 대상으로 ULOF, UTOP, ULOHS 사고에 대 

하여 반응도 삽입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37H 의 사고 모두 net reacttvlty는 (-)가 펑올 알 

수 있다. CRDL (Colrol Rod Drive Linel의 맹창 및 소듭 냉각재의 Voiding에 의한 양( +) 

의 반응도 삽입과 노섬의 Bowing 및 Gridplate에 의한 부( - )의 반웅도 삽입을 서로 상쇄 

한 결과 순(net) 반응도는 ( - )가 됩올 보여 준다 EBR- II 및 IFR의 ATWS 실험에서도 

이와 갇이 궁극적으로는 부(-)의 반응도가 삽입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PRISM에서는 

부반웅도 자동 궈l흰 효과를 위한 노심설계 뿐만 아니라 RV ACS (KALIMER의 PDRC에 

해당)에 의하여 자연순환에 의한 잔열제거장치플 설계하였디- 따라서 이와 감은 미국의 

SFR에서 는 정치봉이 삽입이 안되는 ATWS 사고시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될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정지후 발생되는 잔열 (decay heat ) 도 자연순환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거되 

는 피동안전성 설계개념올 강조하고 있디‘ 

c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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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국의 액체금속로 개발에 대한 안전성 명가 빛 PSA 수행 결과 

미국에서는 상엽적인 액체금속로를 개발하기 전에 실험로 및 원형로로서 EBR- II 를 

건셜하여 안전성 특성을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원자로룹 몽하여 금속연료 사용 

에 대한 피동 안전성 개념올 확인하였디 

1. EßR- II 원자로에 대한 안전생 명가 결과 

1964- 1994년 까지 가동된 금속연료 사용 실험로로서 Fuel Cycle Facility릅 On - site 

에 갖고 있었으므로 EBR II는 IFR Prototype으로 인정되었다 1986년 ULOHS, ULOF 

쇠험올 수행하여 금속연료 사용 고속로의 Passi ve Safety 입증하였다. 운헌상에 나타난 

EBR- II 의 노싱손상빈도는 다옴 표와 같다 (D.]l.Hill, 1998) 

표 3 미국 EBR- II 원자로에 대한 PSA 결과 

사고 유형 노심손상빈도 
내부사건 1.6E-61vr 
외부사건 

3.6E-6/yr 
(지진제외 주로 화재) 

지진사건 1.7E-5/yr 
합계 2.2E-5/vr 

IFR은 1984-1994년까지 DOE주관 프로젝트 이름으로 ANL+GE 가 주왼 참여 기관이다 

Integral Fast Reactor는 NSSS 및 Fuel cyc1e facility를 On→Site에 갖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Integral"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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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비교 노심손상빈도 와 경수로의 4 미국 EBR-Il 그림 

미국의 대표적인 경수로 3기에 대한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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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연 EBR-lI의 노심 손상빈도는 

비해 1 - 2 ordcr 정도 낮옴을 
그림에서 

노심손상빈도에 

위 의 



EBR-II Probabilistic Ri.fk A.U'~"".tmem 

CONTROL RO。
。RIVE MECHANISM 

ÞRIMAAV T"NK 
HANGERS (6) 

CONTROL ROO 
DAIVE UNES ‘9) 

VESSEL 
COVER 

AEACTOR VESSEL 

NEUTRQN SHIELD 

SAFETY RO。
00’VE 

PR1MARY TANK 

ROTATING 
PlUOS 

SUPPORT STAUCTURE 

PRIMARY 
TANK 

COVER 

RεACTOR COVER 
HOLDOOWN (3) 

REACTOR CQRE 

SAFETY RQOS 

FÎ&. 2. EBR- I1 pnmary l.mk. rc: actor 'Ycssel and rcactivity control devices )ayoul 

그림 5 미국 EBR- II 원자로 모형 및 제어봉， 정지장치 

EBR- II 원자로의 노심(Reactor Core)은 1차적으로 Reactor V cssel 안에 그리고 2차적으 

로는 Primary Tank 안에 갇혀 있으며 원자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구동기구 

(Control Rod Orive Mechanism)와 이상시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위한 제어봉(Safety 

Rods)으로 구분되어 있유을 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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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IA HEAT 
EXCHANOER 

D. J . HiII el 01 

AEACTOA BUllDINO 
CONTAINMENT .. _ .__ '--------

SHUTDOWN COOlER 

REACTOR 
VESSEL 

Flg. 3. EBR.J1 shutdown c∞lers layout 

COOLER PlUO 1 

그림 6 EBR- II 원자로의 자연순환에 의한 잔열제거 장치 

EßR-II 원자로에서는 Primary Tank 내에 금속봉을 설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었올 때 

자연순환에 의해 원자로가 냉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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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wnmary of LOF Results . 

그립 7 LOF 사고에 대한 냉각재 최고옹도 변화 민감도 분석 

결과 

위의 그립은 IFR흘 대상으로 여러 가지 원자로 노심 모양 (H!D ratio)과 l차측 펌프의 

halving lime올 6초 및 10초로 가정하였을 경우에 대한 LOF 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 

행한 결과이다 원자로 노십 모양 (H!D rati이의 변화에 따른 소융 voiding에 의한 반웅 

도 값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하여 LOF 사고시 냉각재 최고 온도는 소둠 비둥 온도인 

950'C에 이르지 않는디는 것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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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rrunary of TOP Results. 

그림 8 TOP 사고에 대한 냉각재 최고온도 변화 민강도 분석 

결과 

위익 그립은 IFR을 대상으로 여퍼 가지 원자로 노섬 모양 (κ1[) ratio)에 대한 TOP 사고 

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원자로 노십 모양 (H!D rati이의 변화에 따른 소륨 

voiding에 의한 반웅도 값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하여 TOP 사고시 냉각재 최고 온도는 
소듭 비등 온도인 lO80"C 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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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SM 원자로에 대 한 PSA 분석 결파 

CRBRP와 PRJSM은 상엽적인 옥적올 가진 액체긍속로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로 시 

작하였으나 단지 연계만 되어있는 Papcr plant 로 현재 남아있는 실정이다. CRBRP는 웨 

스탱하우스에 의하여 주도되고 PRJSM은 General Electric 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cnßnp와 PRlSM은 사실상 15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는 설계이다. CnßRP는 우 

라늄 값이 천정부지로 오룹 것이라 예상되던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공식적 

으로는 1 994년에 종결되었지만， 사쇠상은 1977년에 종결된 것이나 디홉없다‘ 

PRISM은 고속로의 경제성이 PWH보다 나쁜 것으로 밝혀지고 난 뒤에 시작한 프로 

젝트로서 80년대 말까지의 기술이 닫어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화석연료자 

원의 고갈이 심해질 때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시작한 프로젝트일 것으로 

판단된다 PRlSM은 초기에는 150 MWe의 소형로로 원래 설계하였으나 그 후로는 원자 

로듭 모율화하여 빛 개의 모율을 합하여 대형 발전소로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하였다 현 

재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PRlSM 자료는 대부분 1 module이 471MWlh 출력인 원자 

로에 대한 자료이다(NUREG - 1368) 

j) PRISM 원자로의 안진성 측연에서의 연계 꽉성 

Accident Prevention CReliability Principle) 

Hedundancy & Diversity (다중성 및 디 양성 ) 

mss) 1/6 Control nod Units (cnus) 

(RPS) 4 process channels (2/4 lrip logic) 

Measuring different process parameters, placing different locations, exposed to 

differcnt cnvironments 

- Monitoring & Testing (감 시 및 시 험 ) 

Continuous monitoring of RPS channels 

Frequent testing of control rod drive motors and control rods 
’ 

- Usc of Passive Conccpts (피통안선성 개념의 채택) 

Themlal expansion of CRDL (conlrol rod drive lines) and core load pads 

(ncgalive reactivity) sodium (posilive rcaclivity) 

RVACS (PDRC in KALIMER) removes decay heat by nalural convection 

Fail Safe & Self- correcling Provisions 

CRPS) 4 process channels (2/ 3, 213. 1/ 2 trip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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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slored energy lo control f10w coastdown 

Limiting Extent and Speed of Accident Progression 

Threshold phenomena 

Fucl mclling, coolant boiling. clad rupture. structural failurc 

• Exccssive energy generalion or inappropriale energy dislribulion belween 

diffcrcnL parls of thc systcm 

- Designed lo mainlain a long reaclor period (s low rale of energy generalion) 

Small reactivity addilion (-2ûc) if a CR is withdrawn 

Inhcrent negative reactivity feedback 

2) PRlSM PSA 오렐 구조 

Inlllal1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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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ure A.J PR!SM risk model structure 

그 림 9 PRISM PSA Risk Calculation Model Structure 

21 lnitiating Events 

23 Systcm Evcnl Sequences and Accidcnt T 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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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re Response Evenl Trees and Core Damage Calegories 

9 Conlainmenl Response Evenl Trees and Radionuclide Release Categories 

2 Institutional Response and Consequcnce Types 

CDF = Core Damagc Frcquency (1끼"l.Y) 

IE = Inilialing Event (초기사건) OIRY) 

ET = Event Tree (사건수옥) 

F1、 = Fault Tree (고장수목) 

BE = Basic Evcnls (기 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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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RISM PSA 작업 순서 및 자료 출처 

QUANTIFICATION PROCEDURES AND DATA SOURCES 

Risk Mode l El emen ! Procedure 

ln ltlðtlng Eve nts - Fau l t tree anðlys i s 
- Availa bill ty analysis 

System Event Trees - Fault tree analysls 
- Rel1 ability block dl agrams 
- FRANCALC - l 
- Mathematlcal aval1abfl1ty 

models 

- Frag i1 fty ana lys’s 
- Dependencv analysi s 

Core Response Event - SASSYS 
Trees - ARIES 

- Parametr1 c evaluations 
of accldent energet i cs 

- Boundlng analysls of 
reactlvitv νorth and rate 

Contalnment Response - Thermal analysls 
Event Trees - Boundlno calcula t lons 

Conseq uences - MACCS 

- ORIGIN 

Rf sk - RI S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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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ta Source 

- Nuclear Plant Reliablllty 
Data System (NPRDS) 

- CRP RA 

- GESSAR s ite selsmic 

프연쁘쁘X 
- Re.ctor Safety 5tudy 

(써ASH-1400) 

- NPROS 
- CRPRA 
- LLNL gener’c frag i1 ity 

data 

- EBR-Il metal fuel tests 
- 써ASH-1400 

- Meta 1 fue 1 data handbook 

- Append’x E of thls PSID 

- Nuclear Systems Haterfal 
Handbook 

- NUREG- 1l50 
- GESSAR site populatfon 

dlstr’butlon and 
meteoro 1 。이 cal data 

- Above e 1 emen ts 



3) PRISM 발전소의 초기사건 분류 

총 21 개 초기사건 분류 

Three Categories of Initiators 

반용도 삽입 사고 3 개 RcacLi vily Inscrtions OEl - IE3) 

- 지 진 사고 3 개 Seismic Evcnls OE4 - IE6) 

열제거 기능 상섣사고 15 개 Heal Removal Faults CIE7 ‘ lE2lJ 

4) PRISM 원자로에 대한 사건수목 개발 

초기사건 번호 6번올 제외한 l번에서 18밴까지(총 17 개)의 사건수옥 형태는 위의 그 

림 10과 같은 모양올 갖고 단지 안전계통 작동 확릎 즉 branch probability만 초기사건에 

따과서 달라진다 초기사건 6맨 (O.825g 이상의 대형 지진)에 대한 사건수목 형태는 그링 

11과 같으며 RPS 대신 Seismic Isolat.ion Fucnlion 이 더 들어가 있다. 초기사건 19,20,21 

세 개에 대한 사건수목 형태는 그림 12와 같은 형태륜 가지나 SHR (Shutdown Heat 

Removball branch probabilty는 초기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값올 갖게 된다‘ 이를 초기사 

건에 따른 안전계통의 종속성 (dependency) 라고 한다. KALIMER에 대해서는 위의 사건 

수목 형태는 그대로 적용휠 수 있으나 각 안전껴1통의 신뢰도는 고장수목 개발올 흉하여 

다시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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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RISM PSA 사건수목 작성 예 - IE21 , RV ACS 

Blockage 

5) PRISM 발전소의 안전계통에 대한 고장수목 개발 

계통 사건수목의 표제 (head ing)으로 쓰이는 안전기능으로논 다음 7개의 기능 혹은 

계통이 있다 각 기능(게통)의 역할은 다음괴 갇다 

(1) 원자로 보호계통 CReactor Protection Syslem; RPS) 

원자로 보호계통은 왼자로의 출력， 유량， 온도를 감사하면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할 

경우 정지신호를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2) 윈자로 정지 계통 CReactor Shutdown System; RSSl 

왼자로 정지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에서 보낸 정지 신호를 받아 원자로 정지봉올 노 

심으로 주입하여 핵분열 연쇄반용올 정지시키는 역할올 한디 원자로 정지계풍은 마그네 

틱 래치 (magnelic Ialches) , 제어봉 구동모터， 제어봉 자체롤 구성된다 각 원자로마다 

구성이 다르다， 

(3) 고유반웅도제어 설비 현황 (Inherent ReacLivity Feedback Fealures) 

고유반응도제어 설비 현황으로는 제어봉 자체 controI rods , 제어봉 구성 라인 

(controI rods drivelincs; CRDL)과 안내관 (guide tubes) , 연료 집협체 로드 패드 (load 

pads of the core assemblies) 그리고 그리드 판 (grid plates) 퉁이 있을 수 있다 

(4) 일차혹 펌프 ; 

밍프의 수， 형태 (기계식 펌프 혹은 EM pump) , 천원공급방식 등에 따라 신뢰도가 

달파진다 

(5) Pump Coastdown Syslem 펌프 잔원 상실시 관성으로 인한 펌프의 회전 시간 

올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표제이다‘ 펌프의 halving time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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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2차.3차 계 통에 의 한 잔열 제 거 기 능 (OperaLing Power Heat Removal System): 

Balance of Plant [BOP)를 통한 잔열제거가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표제이다 

(7) 별도의 잔열재거계풍을 봉한 잔열제거 기능 : 

PDRC와 같이 정상운선시에 열제거를 위한 계통이 아난 2，3차 계롱이 이용불가눔할 

경우에 전열플 제거하기 우한 계몽으로서 SFR에서논 피동잔열제거계용올 설계하여 사용 

한다 

(8) 지진 격리 계통 (Seismic Isolation Function) 0.825g 이상의 대형 지진 발생시 

에 원자로룹 얼마나 안전하게 지진피해를 줄일 수 있올까들 판단하기 위한 표제이다 초 

기사건 유영 6 (O.825g 이상의 대형 지진)에만 이용되는 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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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RISM PSA에 사용된 안전계통 현황 

HeadlnQ Safety Functlons Safety Syslems 
Redundancy/ Subsyslems/ Fallure /Success Crllerla 

Dlverslty 

Reaclor RPS (Reaclor 1) Process Sensors (Flux. 
1) t Sensors Fallure 

Rps Prolecllon SIQnal Prolecllon Syslem} Flow. Temp. Press. Level) 2} ‘ Channels Fallure 

2} 4 redundanl channels 
3} Selpolnl Errors 

EnouQh Conlrol 
6 CRU (Absorber bundle) 1) 1/5 Conlrol Rod Unlls 

RSS Reaclor Is Inserted by (Reactlvlty Evenls) 
Rss Rods Inserted by Shuldown 1) Q비ck release mode or 2} 1/6 Conlrol Rod Unlls 

RSS 2} eleclrlcal drlve-In (Olher Events) 
molor 
Fallure 10 Irlp Ihe pumps AI leasl t relays musl 
when a Irlp slQnal from fall closed for Ihe left 

Prlmary Pump Trlp of Prlmary 4 Ihe RPS Is recelved fallure condlllon 
PI Trlp EM Pump Fallure nol 10 trlp the AI leasl 2/4 relays musl 

pumps when no slQnal fall open for the left 
from the RPS Is recelved fallure condlllon 
Oeads to loss of flow 
accldenl If pump trlp} 

Conlrolled 
EM Pump AI least t Pump 

Pcd Prlmary Flow 
Prlmary Pump Synchronous Machlne Coasldown Systems 

Coastdown 
Coasldown Syslem ReQulator Fallure Clrcull Breaker 

HouslnQ (Slructure) 
NeQallve fuel temp Colrol rod motlon relalive 
react. Coef 10 Ihe core. CR extentlonl 
(Doppler. axlal fuel Two cases consldered 

Nominal Inherenl expanslon) 
lube expanslon or 

Conlrol rod stuck reaclor vessel expanslon 
Nlrf Reacllvlty NeQallve Conlrol rod cannot move Fuel subassembly bowlnQ 

Feedback coolanl lemp. react due to structural fallure 。r dllatlon of the 
Coef. (Control rod subassembly load pads 
drlve IIne 
expanslon. core 

Core support Qrid plale 

radlal expanslon) expanslon 

1) Fal’ure to Initiate 
system Is이allon when a 

Ihts 
。peratinQ Power 

IHTS/SG/TG 2 Loops conlrol slQnal Is recelved 
Heat Removal 2} Fallure nol 10 inlllale 

syslem Isolatlon when a 
conlrol no slQnal Is 
recelved 

Shuldown Heal IHTS/ACS 
Rvac Removal RVACS 2 Loops • Rellablllty of PDRC 

(PRISM) should be Quanllfled 
or PDRC (KALMER) 

SI Selsmlc Isolatlon 
• EarthQuake (>O.825Q) 
에서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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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 정지 계통에 대한 설계 현황 

원자로의 이상 발생시 원자로를 급히 정지시키기 위한 원자로보호계풍(RPS) 과 원자 

로정지제통(RSS)은 설계자 마다 달리 설계하고 있은데 이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다증성 

과 신호 채 년 수 (voting Jogic)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 월성에서 가동되고 있는 카나다에서 설계한 가압중수로(CANDU) 의 

경우에는 제 1 정지계통(SDS]) ， 제2정지계통(SDS2) 로 2중의 정지계통을 갖고 있으며 운전 

변수와 계측기 정지방법 모두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제1 정지계통은 정지봉이 노심에 

삼입되고 제2정계통은 중성자흘 홉수하는 물질인 액체가돌리듭이 감속재 계통으로 삼입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호 채년은 3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서 voting 논리로는 

2/3 로직을 쓰고 있다 

원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가압경수로(LWR)에서 사용되고 윈지로 보호계통의 신호 

채널 수는 보통 4개의 채덜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자로를 트립시키기 위하여 votlllg 논리 

로서 2/4 논리를 보통 쓰고 었다. 

또 하나 가압경수로(LWR )에서 정상적인 왼자로보호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ATWS 

사고에 대 비 한 Reactor Protection 수단은 경 수로에서 는 Diverse Protection System 

(PZR Pressure 사용)이고， 일본의 ]SFR의 경우는 제어가 멸요 없는 즉 피동적 수단인 

자화물질이 온도가 중가하연 자성올 상실하여 자유악하가 이루어지는 개념올 쓰고 있다 

(SASS) 

RPS 측연에서 일본의 ]SFR과 미국의 CRBRP, PRISM의 경우에 그 설계가 서로 상 

이하다 

pmSM의 RPS 개념은 일반 경수로의 RPS 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설계기준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RPSl만 존재한다 RPS 시스템 내에서 4 채널을 이루고 

있어서 2/4 voting Jogic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CRBRP의 경우는 완전히 독럽적 이고 다양성을 갖는 두 개의 독립된 

RPS 가 존재한다 각 원자로 보호계통의 신호채널은 3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서 2/3 

voting Jogic을 쓰 게 된 다 

국내 SFR의 경우에는 설계 진척 상 아직 원자로 보호계통괴 원자로정지계통에 대 

한 설계 개념을 설정하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자로 보호계통과 정지계통에 

대한 신뢰도 분석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구성을 따라갈 지를 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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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RBRP 원자로정지 운전변수 현황 

TABLE 7 :2-1 

PLANT PROTECTION SYSTEM PROTECTIV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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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x-Tot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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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eam Orum Level 

• Evaporator Outlet Sodium Temperature 

• loss of Condenser Vacuum 

• Sod;um 싸ater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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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M 
BREAKERS 

PRIMARY SECONOARY 

SENSORS 

TRANSMITTERS 

COMPARATORS 

lOGIC 

3D 

4 SECONOARY ROOS 

TO HTS BREAKERS 

POWER TO 
15 PR1MARY ROOS 

그림 13 CRBRP 원자로정지 계통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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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UNITS 
(lU) 

SCRAH 8~EAKE~5 
(58) 

(A) 

( 8) 

5ETPOINT S 
(5P) 

• 
• 
• 
• 
• 

• 
• 
• 
• 
• 

F ’gure A4 . 2-26 - ~P5 ~ELIA8ILITY BLOCK DIAGRAHS SHOWING TH E EFFECT 
OF RECONFIGURATION 

(A) RPS WJTHOUT RECONF I GURATION CAPA81LITY 

(8) PRI SM RPS ‘ ITH I TS RECONFIGURATION CAPA81LITY 

A4 - B9 
Amendment 8 

그립 14 PRISM 원자로의 원자로정지계통 신호처리 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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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RISM 원자로 정지 신호 목록 

TABLE A4. 2-2 

RPS PARAMETER LIST 

Parameter-$ensor 

Flux - Wide Range 1 

RPS Trio $uooorted 

Fl o싸 - Pump discharge pressure 

Wlde range absolute flux 
Rate of change in flux 
Flux/pump discharge pressure 
(Power to flow ratio) 

Primary coolant flow 
Flux/pump discharge pressure 
(PO닝er to fl 애 ratio) 

Temperature -
Core outlet temperature 

Cold pool temperature 

Core outlet absolute temperature 

Cold pool absolute temperature 
Loss of IHTS (Rise in cold pool 
temperature) 

Pressure -
Pump discharge pressure Fl ux/pump d’ scharge pressure 

(po써er to flo닝 ratio) 

Leve 1 -
Primary coolant leve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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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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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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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Power -
lnstrument power supply 
voltage 

Loss of Instrument power 

1 - F1 UXTSi-me퍼ure of po써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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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계도 우선 신호 정지 초기사건별 원자로 표 8 PRISM 

TABlE A4.2-4 - FIRST RPS TRIPPED PARAMETER GIVEN AN INITIATING EVENT 

First Seto01nt Reached 
Co1d 
Poo1 
or Core 
Out1et 
묘맥」 

Pr1mary 
Na 
냥뾰l 

F1 ux/ 
n요5 

Event 
쁘쁘료E 다μa 

l
‘ 
,J 

/‘ 

-
-tti 

li 

lJ 

l
‘ 

k업L쁘l!lt 

React1v1ty Insertlon 0.07‘ to 0.18‘ 
React‘vity lnsert10n 0.18’ to 0.36‘ 
Reactivity lnsertion >0.36‘ 
Earthquake 0.3g to 0.375g 
Earthquake 0.375g to 0.825g 
Earthquake >0.825g 
Vesse1 Fracture 

2 

3 

5 

6 

4 

J 7 

I‘ 
----J 

I
J 

J 
J 
J 

loca1 Core Coo1ant 810ckage 
Reactor Vesse1 leak 
loss of One Pr1mary Pump 
loss of Substantla1 Prlmary F10“ 
loss of Operatlng Power Heat Remova1 
loss of Shutdown Heat Remov.1 vi. 80P 

8 

10 
1 J 

12 

9 

Loss of Shutdown He.t Remova1 via lHTS 
IHTS Pump Fai1ure 
St.tion 81.ckout 

13 

14 
J5 

J 
J 

J 
N.-H20 Re.ct‘on lHX Fai1ure 
Spurious Scram and Transients 
inadequate1y hand1ed by PCS‘ 
Norma1 Shutdown NA** 

J6 

18 
17 

19 

NA Forced Shutdo써n 20 
NA RVACS B10ckage 21 

* First setp이 nt reached depends on C.U5e. Conservative1y U5e F1ux/F10w_ 
**: Not App1icab1e: Shutdown by PCS or Hanua1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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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PRISM PSA Initiating Event List Ontemal andl Seismic Events) 

IE 초기사건멸 빈도(근값커(1)/yrl -.t생원인 

IE1 Reacllvlty Insertlon 1.00E-04 .1 개 3개 CR{1t8pc。)ln인t 훌， 
($0.07 - $0.18) (CRBRP-1 PRA) ·원 인 PCS setpolnt or lo~ic error 

'Flux (112%) 에 의해 원자로 E 립 

Reactivlty Inseηlon 1.00E-04 .4개- 6개 CRsle1l8p이。In 인t 。률 
IE2 ($0.18 - $0.36) (보수혀으로 IE1 과 ·원 인 PCS setpolnt or 10~lc error 

동일값 혀용) 'Flux (112%) 에 의해 원자로 E립 

IE3 Reactivlty Inse에。n 1.00E-06 .6개 CR 모쭈인훌& enrlchment 오류 
(> $0.36) 'Flux (112%) 에 의해 원자로 E립 

IE4 Earthquake 1.00E-04 
'SSE(0 .3~). 벗어님 사고 

(0.3~ to 0.375~) (근거 톨영획) 

IE5 
Eaηhquake 1.90E-05 

·지진격리계톨의 범주 이내 시고 
(0.375~ to 0.825~) (근거 를명확) 

IE6 
Earthquake 7.10E-07 

·지진역리계톰의 범추l 벗어난 시고 
(over 0 . 825~) (근거 를명확) 

.Complete circumferenllal rupture 

IE7 Vessel Fracture 1.00E-13 ·초기 용정 곁힘이 thermal cycle로 민뻐 정치 성장 
·타 vessel 형태에 비빼 판톰부기 없으므로 타 
강보다 2 order 낮톨 

Local Core Coolant 1.80E-06 ·윈믿 : 연료교환시 이톨훌 잔존 
IE8 

Blocka~e (CRBRP-1) 
·트립신ξ 1-2개 서브어앨톨리에서 냉각재 

voldln~ 。로 hlgh flux ê립 
·원민 및 경로 : 영영 없융 

IE9 Reactor Vessel Leak 1.00E-06 ·트립 ’ Rx vessel의 소톨수위 저수위로 트립 
·잔얼지|거 BOP. ACS. PDRC 

1.60E-01 .EM pump 고장률 = 2.4E-6/hr 

IE10 Loss 01 One Primary (EM pp 4개 고장율) 'Pp에 대한 전원상어흩 = 2.6E-6/hr 
Pump 

(기계식펌프?) 
.IE빈도 4개 pp X (5E-6/hr)X(8000hr/yr) = 
0.16/yr 
·원인 : 감은 전원흩 쓰고 있는 2개의 pp 동시 상일 

Loss 01 Substantial 
(전원 2 Bus 풍 1 Bus 상실) 

IEll Primary Flow 5.00E-02 .1 Bus는 IHTS pp 상일 
·다를 1 Bus는 SG leed pp 상싫 
·전원상잉률 = 6E-6/hr = 0.05/yr 

IE12 Loss 01 Operatin~ Power 8.00E-02 ·원믿 : SG 후급수조흩뼈브 상일 
Heat Removal (lEEE Std 500) ·고정률 : 9.72E-6/hr = O.08/yr (lEEE Std 500) 

IE13 Loss 01 S/D Heat 8.20E-03 
·원민 3개의 SG 급수라민 동시상일 I은 2개의 

Reπ10val via BOP 융축수리민 동시상실 

Loss 01 S/D Heat 
1.00E-02 ·윈민 IHTS plplng leakage 및 소률엄프 히우징 

IE14 
Removal via IHTS 

(CRBRP 보고서 leaka~e 
GEFR-00554) ·소률화재암지. 위하여 draln 요힘 

IE15 IHTS Pump Failure 5.00E-02 '(CRBRP 보고서 GEFR-00554) 

IE16 Station Blackout 3.OOE-05 .BOP. IHTS. Prlmary PP어| 전력공급하는 소외 잊 
소내 전원 모두 싱싫 

IE17 Large Na-H20 Reaction 6.00E-08 'SGTR 시고g 
IHX Fail '(IEI4논 small leak 사고) 

·윈민 PCS 회로고장이나 PCS last runback 

IE18 Spurlous Scram / 0‘6 system 제어고장으로 민한 spurious 
Transients (기존 LWR경험치) scram/transients 

·초기시건빈도 기종 경수로 경혐치 사용 

IE19 Normal Shutdown 0.6 ·원 민 : Annual Reluelln~ Outa~e 
·민도=1 /20개월 = 0.6/yr 
.PRISM duty cycle Includes 331 last power 

IE20 Forced Shutdown 5.5 runback events lor the plant Ilfe 01 60 years = 
-5.5 events/yr 

IE21 RVACS Blockage 1.00E-08 'Blocka~e 01 PDRC Alr Flow 
'Soontaneous structural l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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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ISM 원자로의 초기사건 선정내용 

초기사건 유협 1 성계 수욕 벅우1 내에서의 바유도(9;0.07 0.l8) 삭입 사고 

발생내용 : 2개 혹은 3개의 제어용 인출사고 

PRISM의 정지봉(제어봉)은 6개로 되어 있으며 1개의 부(-)반용도 값은 6 cenL 로서 

6개중 l 개만 낙하하여도 원자로는 안전하게 정지된 수 있도콕 설계되었다. 그리고 제어용 

구동장치 설계상 제어봉 인출율은 uR우 느리게 설계되어 있다 제어봉 1 개 인출 사고에 

대한 과도사건 안전분석을 한 결과 초기에 출력은 110%까지 중가하다가 103%로 다시 

떨어져서 이 수준에서 내불렀다. 최대 출력 110%는 아직 원자로 트립 설정치(Il2%) 아 

래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급속 런백 (fast runback)올 시킬 수가 있다 또한 예비 계산 결 

과 제어봉 3개의 가 인출되는 경우 즉 18 cenL 의 정(+ )반웅도가 원자로에 삽입되올 때도 

Dopplcr (부 반용도 삽입)안에 의해서도 정반용도 상입을 상쇄시킬 수 있어서 해연료 용 

융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연 제어봉 한 개가 인출될 경우 

에는 원자로 스스로 정지훨 수 있으며 제어봉 2개 혹은 3개가 동시에 인출될 경우에는 

원자로 출력이 RPS f1 ux에 의한 트립 설정치인 112%에 도달하여 원자로가 트립되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제어봉이 인출되는 원인으로는 제어봉 자체의 분제와 cover gas와 함 

께 빠지는 경우 (cover gas enLrainmen tJ, 제어봉 핀으로부터 대규모의 핵분열 기체 

bubblc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물질 둥에 의한 원인들이 있올 수 있다. gas 

entrainment 사고에 대해서는 이띠 대비 설계가 되어 있다 CRBRP-l PRA에서는 이물 

질에 의한 제어용 인출의 근본원인으로는 l차 펌프 윤활유 누출로 보고 있으며 발생빈도 

는 lE-5!yr로 추정하고 있다 단일 제어봉 인출 빈도는 예비 기능적 고장수목에 의하여 

산출하였는데 발생빈도는 lE-4!yr로 산출되었디 제어봉 인출의 지배적인 고장모드는 

PCS 제어 파라메터 설정치 설정 오류와 PCS decision logic 회로 고장올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고장모드는 RPS 고장수목에서 고려되어 사건 수목의 표제 (hcading) 

으로 고려되었다 

발생 원 인 PCS setpoint or logic error 

트립변수 ’ Flux 012%) 에 의해 원자로 트립 

빈도산출 1.0üE-04!yr 

빈도산출근거 : CRBRP-l PRA 

초기사켠 유헛 2 약간의 핵여효 손삿용 수바하논 바용도 산인 사고 ($().l8- 0.36) 

발생내용 :4개 6개 제어봉 인출 사고 

이 사고논 정상적인 왼자로 정지계몽이 작꽁하더라도 약간의 핵연료 손상이 예상되 

는 사고 범주이다 제어봉 6개가 꽁시에 인출되는 사고해석 걸괴에 의하면 고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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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도 궤환 메카니즘이 작용하여 원자로 출력올 감소시키기 전에 몇 개의 핵연료 핀에 

서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고가 발생하연 정상 출력의 112% 

f1ux 프립 설정치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될 것이디， 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위의 초 

기사건 l 과 마찬가지로 제어봉 6개가 동시에 인출훨 가능성보다는 PCS 설정치 오류나 

논리 회로의 오류로 발생활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초기사건 l과 같은 이유로 

le-4/yr 발생빈도를 추정하였다 

발생원인 PCS setpoint or logic error 

트립변수 : Flux ([12%) 에 의해 원자로 트립 

빈도산출 : l.OOE- 04/yr 

빈도산출근거 보수적으로 초기사건 유형 l 과 동임값 적용 

초기사건 유헛 3 앉l36 이삿의 극단적인 바유도 산임 사고 

발생내용 ‘ 6개 제어봉 모두 인출과 동시에 핵연료 과농축 오류 

발생원인 PCS setpoint or logic error 와 동시에 enrichment 오류 

이 사고유형은 위의 초기사건 2 즉 6개 제어봉 동시 인출과 동시에 몇 개의 핵연료 

에 있어서 과농축된 핵연료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초기사건 유형 l 및 2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발생하면 112% f1ux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는 정지될 것이다 사고빈도는 초기사 

건 2 의 발생빈도보다 100배 가량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트립변수 Flux 012%) 에 의해 원자로 트립 

빈도산출 : 1.00E- 06 

빈도산출근거 . 초기사건 유형 2보다는 100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가정 

초기사견 유혁 4. Earthouakc (0.3" to 0.375,,) 

사건내용 : SSE(0.3g )을 벗어난 사고 

PRISM 원지로는 O.l 5g의 OBE (운전기반지진) 크기의 지진 발생시에는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운전휠 수 있도록 연계되었다 이 크기룹 넘어선 안진정지지진(SSEl 

크기의 지진이 발생하띤 원자로는 PCS fast power runback 에 의하여 정지띨 것이다 

이 정도 크기의 지진이 발생하연 왼자르-는 RPS에 의하여 정지되지만 주요 안전계똥은 

작꽁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주의 지진발생빈도는 lE- 4/yr 정도이다. 이 수치는 

GESSA I1 부지의 지진재해도곡선으로부터 얻은 값이다 1 

빈도산출 l.OOE -04/yr 

빈도산출근거 : GESSAR 부지의 지진재해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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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건 유혁 5. Earthauake (0.37512 ta 0.82512) 

사건내용 : 이러한 크기의 지진은 지진격리계풍(Seismic Isolation System)의 능력 

법주(O.825g) 이내의 지진이다. 이러한 크기의 지 진의 발생빈도는 1.9E-5!yr 이며 이 수치 

는 GESSAR 부지의 지진재해도콕선으로부터 얻은 값이다 이러한 크기의 지진발생시에 

는 BOP의 손상은 발생 한디 

빈도산출 1.90E- 05!yr 

빈도산출근거 ‘ GESSAR 부지의 지진재해도곡선 

초기사건 유헛 6. Earthauake (0.82512 이삿) 

사건내용 이러한 크기의 지진은 지진격려계홍의 대처능력 엠주(O.825g)륜 벗어난 

크기의 지진이다‘ 이러한 크기의 지진의 발생빈도는 7.l E-7!yr 이며 이 수치는 GESSAR 

부지의 지진재해도곡선으로부터 얻은 값이다 

빈도산출 : 7.l0E- 07!yr 

빈도산출근거 : GESSAR 부지의 지진재해도곡션 

초기사견 유혁 7. Vessel Fracture 

사건 내 용 ‘ Complete circumferential ruplure 

이 사고는 원자로 vessel의 제작시 생긴 circumferential 용접 결힘이 thermal 

cycJe로 인해 정차 성장하여 발생하는 사고이다 PRISM 왼자로 vessel은 다른 LMFBR 

원자로 vessel에 비하여 낮은 stress level 파 fraclure 가능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1) 공 

장에서 제조하고 검사되는 모률형이기 때문이며 또한 2) 관통부나 노즐 둥 stress룰 줄만 

한 부위가 없는 소형이연서 단순한 모양올 갖는 설계이기 때문이다 확률론적 파괴공학 

측연에서 보아도 지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는 거의 손상 가능성이 회박한 설계이다. 타 

vessel 형 태에 대하여 확률흔적 파괴공학에서는 보통 lE- l 1/yr 의 파손 빈도를 주는데 

여기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lE-13!yr의 파손 반도릅 주었다 비록 이러한 원자로 vessel 

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containmenL vessel은 건재하기 때문에 원자로 vessel로 

부터 흘러나온 소륨은 containment vessel에 가두어져 있게 된다 원자로 vessel이 밑으 

로 내려앉윤 경우 제어봉의 상대적인 위치 상숭(인출)으로 인하여 양(+)의 반옹도가 원자 

로에 삽입되나 고 중성자 nux에 의하여 원자로 출력은 정지되고 RV ACS (KALIMER의 

경우 PDRC)에 의하여 containment vessel 내에 있는 소융으로부터 윈자로의 잔열은 자 

연순환에 의하여 대기로 전달된다 

빈도산첼 ‘ 1.0E 13!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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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산출근거 : 타 vessel 형태에 비해 관통부가 없으므로 타 값보다 2 order 낮춤 

초기사연 유협 8. Local Core Coolan t Blocka l!e (국부적이 노식넷각유로 폐쇄) 

사건윈인 : 연료교환시 이불질 잔존 

CRßRP PRA 보고서 (부록 lIIl에서는 국부직인 노십냉각유로 패쇄의 원인으로 다옴 

3가지 가능성을 틀고 있다 

(1) 온라인 소탑 정화계통 내의 필터의 고장 

(2) 기계식 소융 펑프 윤환유 오일의 누유 

(3) 핵연료 교환 시에 감7.1 되지 않은 이불질의 유입 

그러나 EM 엠프를 쓰는 PRlSM 원자로에서는 온라인 필터나 펌프 윤활유도 없으므 

로 (3) 이물질 유입만 해당되는 항목이디- 초기사건 빈도는 1.8E-6/yr로 추정되었다， 그러 

나 기 계식 핑프를 쓰는 KASLIMER에서는 (J) , (2) 번도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다 

트립선호 1-2개 서브어셈블리에서 냉각재 voiding 으로 high flux 트립 

빈도산출 :1.80E • 06 

빈도산출근거 (CRBRP-l) 

초기사캔 유헛 9. Reactor Vessel Le삶 

사건내용 설명 없음 

트립신호 Rx vessel의 소륨수위 저수위로 트립 

1차측에서 containment vessel로 념어오는 소융은 IHX 입구 배관 높이까지 차게 

되므로 잔열제가는 BOP, ACS , RV ACS(PDRC of KALIMER) 둥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다. 

빈도산출 :1.00E - 06/yr 

빈도산출근거 언급 없음 

초기사건 유협 10. Loss of One Primarv PumD 

사건내용 EM 펌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펌프 자체의 기계적 고장과 펌프 구동 

전왼 상성이다 비상 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치 않으므로 소외전원 상실은 막비로 EM 

펌프 상실로 이어진다 

트립선호 EM 펑프 1대의 상심로 인하여 펌프 토출구 저압댁으로 윈지로 및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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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대의 EM 펌프 역시 정지된다. 잔열제거는 ßOP, ACS , RVACS(PDRC of 

KAUMERl 퉁에 의하여 가능하게 왼다‘ 

잔열제거 BOP, ACS, PDRC 

빈도산출 ‘ O.16/yr 

EM pump 자체의 기계적 고장올 = 2.4E 6.깨r 

펌 프 구꽁 전원 상실융 = 2.6E-6.끼lr 

펌 프 한 대 상실 융 = 2.4E-6!hr + 2.6E-6.새r = 5E-6/hr 

초기사건 발생빈도 = 펌프 4대 X (5E-6!hr)X(80α)hrs operatiorνyr) = O.16/yr 

초기사꺼 유헛 11 . Loss of Subslanlial Primarv Flow (EM DD 2대 통시 삭심) 

사건 원인 

같은 전원플 쓰고 있는 2대의 pp 동시 상설 (전원 2 Bus 중 1 Bus 상실) 

I Bus는 IHTS pp 상실 

다른 I Bus는 SG fccd pp 상실 

Electrical ßus A ==> EM pp A and C, IHTS pp 

Electrical Bus B ==> EM pp B and 0 , SG fee<l pp 

잔열제거 ‘ BOP, ACS. PDRC 

빈도산출 : O.05/yr 

Eleclrical Bus 전원상실율 = 6E-6.새r = O.05/yr 

초기사연 유협 12. L05S of Ooeratin l! Power Heat Removal 

주요 원인 : SG 주급수조성밸브 상실 

고장융 : 9.72E-6깨r = O.08/yr (IEEE Std 500) 

초기사컨 유헛 13. L05S of Shutdown Heat Removal via BOP 

발생 원인 :3개의 SG 급수라인 동시상실 혹은 2개의 용축수라인 동시상실 

발생 빈도 : 8.20E - 03/ yr 

빈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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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feedwaler or condensale lrain 고장율 = lE-4，I에r , 명균수리시간 = 48 hrs 

each train unavailability (개별 트레언 이용불능도)= 1 E - 4/h r X 48 hrs = 0.0048 

feedwater system unavailability (3 trains) = (0.0048)의 3숭 = l.l E- 7 

condcnsatc syslcm unavailability (2 trains) = (0.0048)의 2숭 = 2.3E- 5 

repair limc for condensale syslem = (1/48hr + 1/48hr)의 (-1)숭 = 24 hrs 

repair lime for feedwaler system = 16 hrs 

system failure frequency = system unavailability / system repair time 

unavailabililY for fcedwalcr system = l.lE- 7 / 16 hrs = 6 .9E-9끼1r 

unavailabilily for condensale syslem = 2.3E-5 / 24 hrs = 9.6E-7/ hr 

따라서 초기사건 발생빈도 = 6.9E-9/h r + 9.6E-7/hr = 9.7E-7.써 r = 0.0082/yr 

초기사꺼 유핵 14. Loss of SID Heat Removal via IHTS 

내용 

(1) SG 보조냉각계동(ACS)을 동한 잔열제거 기능 상실 혹은 

(2) SG 급수공급계통과 BOP를 통한 잔열제거 기능 상살 

이러한 사건의 가장 지배적인 고장모드는 IHTS 배관 누수 혹은 소융펌프 하우정 

leakage로 인한 lHTS 펌프 상실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듭화재방지를 위 

하여 IHTS 배관의 drain올 요한다 

발생빈도 : O.OI/yr 

소융배관 누수율 = 1.3E-6새r 

펌프 하우징 누수율 = l.1E-7/hr 

따라서 초기사건 발생빈도 = 1.3E-6.끼π + l.1E-7!1π = 1.4E-6.까π (X 8760 hrs/yr) = 
O.Ol/yr 가 된다 

빈도 근거 ‘ CR13RP 보고서 GEFR-00554 

초기사견 유헛 l:i. IHTS Pumn Failure 

초기사건 발생빈도 0.05/y r 

lHTS 펌 프 고 장율 = 5.5E-6/yr = 0.05/yr 

빈도 근거 : CRBRP 보고서 GEFR- 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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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꺼 유협 16. Stalion Blackout 

사건 내용 : 80P, IHTS, Primary PP에 전력공급하는 소외 및 소내 전원 모두 상실 

초기사건빈도‘ 

소외 전원 고장올 = 1E5/yr, repair lime = 1/2 hrs 

소내 전원 고장융 = 1E- 41yr, repair lime = 1,000 hrs 

가정 사항 ‘ l 차측 펌프 전력 공급은 소외 전원 혹은 소내 전왼 두 블록 중 한 블록 

고장율(]개rl 수리시간(hr) 이용-불능도 

l q 

소외전원 1E 5 0.5 5E-6 

소내진원 block 1 1E-4 1,000 0.1 

소내진원 block 2 1E- 4 1,000 0.1 

세 개의 전왼 모두 상실 ‘ 

Q = q1q2q3 = 5E-8 이용불능도 

평균수리시간 

빈도 

T = (1/tl + Iλ2 + 1/t3 1의 (-1 1숭 = 0.5 hrs 

F = Q/ T = 5E-8 / 0.5 hrs = lE- 7/hr = 8E-41yr 

초기사건 유혁 17. Lame Na- H20 Reaction IHX Fail 

냐고 내용 ‘ 대형 SG lube leak 사고로 IHX 이용 불능 

(초기사건 유형 14는 small leak 사고) 

초기사건빈도 6.00E-08/ yr (SG tube leak 사고 빈도 값 그대로 이용) 

초기 사낀 유헛 18. Snl1 rious Scram / Transients inadecluatelv handled bv PCS 

원인 : 

(l) rcs 회로고장에 의한 spunous scram 사건 및 

(2) rcs 자체 고장이 아닌 fast rl1 nback systcm 취 급오류로 인 한 과도사건 발생 

초기사건빈도 : 0.04 + 0 또 = 0.6/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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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밴 내용 ‘ 실제 PRJSM에 대한 운전경험이 없으므로 PCS 회로고장으로 인한 

spunous scram 빈도는 경수로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O.여/yr로 추정. 

(2)번 내용 PRISM은 l 년에 5.5번의 PCS fast power runback 시스템에 의한 원자 

로 정지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중 10% 즉 0.5/yr는 PCS handling 오류에 의한 

것으로 흡 수 있다. 

초기사건 유헛 19. Normal Shutdown 

원 인 Annllal Rcfueling Outage 

발생 빈도= 1 I 20711 월 = 0.6/yr 

PRISM의 연료교체주기늠 20개원로 생각하고 있다. 

초기사건 유협 20. Forced Shutdown 

내용 강제 원자로 정지 

호기사건 빈도 = 5.5/yr 

PruSM의 수영은 60년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수명운전연수 동안에 총 331회의 fast 

power runback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RJSM의 가동융 목표는 85%로서 

이는 핵연료 교체 기간괴 강재정지를 모두 고려하여 고려한 가동융 목표이다 좀 더 보수 

적으로 모든 비가동융이 강제정지에 기여한다고 보띤 1 번 강제정지되연 240시간 정도의 

정지 기간을 갖게 된다 

빈도 = 331 I 60yrs = -5.5 cvents/ yr 

초기사건 유혁 21. RV ACS Blocka!le 

내용 Blockage of RV ACS Air Flow 

원인 Spontancolls structural failure (지진이 아닌) 

지진에 의한 RVACS 기능상실 사건은 이미 초기사건 유형 4-6번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 

서는 단지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갑작스런 문제로 RVACS가 기능을 상실하여 원자 

로가 정지되판 경우를 말한다‘ 

발생빈도 = 1.00E • 08/yr (근거 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댐회의 기계죄인 고장윤 일듯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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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Core Damage Accident Scen뻐os in PRISM PSA 

Type Delinitlon 

OK S1 OK. No core damace 
S3 LOSHR with reactor shut down and no init1a1 core damage. 

Protected LOSHR wlth reactor shut down but wlth init1a1 part1al core 
LOSHR S5 damage or blockace (Ferml 1 type accident) or with added 

heat due to Initial transient. 

P1 UTOP with reactivity addition 01 $0.07 to $0.18. 
UTOP with elther (1) reactivity addition 01 $0.18 to $0.36 or 

P2 (2) smaller reactivity addition with loss 01 inherent reactlvity 
leedback 

UTOP with either (1) reactivity addition > $0.36 or (2) 
UTOP P3 reactivity addition 01 $0.18 to $0.36 with loss 01 Inherent 

reactiv1ty leedback. 

P4 
UTOP with both (1) reactivity addition > $0.36 and (2) loss 
01 inherent reactivity leedback. 

P1S-P4 Same as P1 ..... P4. respectively. except that the accident Is 
s a1so accomplished by LOSHR 

F1 
ULOF due to pump trip with lailure to scram but with 
successlul flow coastdown and inherent reactlvlty leedback. 

ULOF 
F3 

Same as F1. except with lailure 01 flow coastdown or lailure 
01 inherent reactivity leedback. or both . 

F3S 
Same as F3. except that the accident is also accompanied 
by LOSHR. 

ULOHS resulting Irom loss 01 heat removal capability with 

H2 
lailure to scram either (1) at nominal power with loss 01 
inherent leedback due to stuck control rods. or (2) at an 
elevated power 01 up to 125% nominal. 

ULOHS due to loss 01 heat removal capabllity with lallure to 
ULOHS H3 scram either (1) at up to 125% with loss 01 inherent 

leedback or (2) at power >125%. 

H1S 
ULOHS with lailure to scram at nominal power with 
successlul inherent reactivity but with LOSHR. 

H2S. Same as H2 and H3. except that the accidents are also 
H3S accompanied by LOSHR. 
G3 A combined P2/F3 or P3/F1. 

Combined 
G4 A combined P4/F1 or P3/F3. 

G1S A combined P2/F1 or P1/F1 with LOSHR. Events 
G3S. Same as G3 and G4. except that the accidents are also 
G4S accompanied by LOS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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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PRISM PSA CDF according to 23 Initiating Events 

IE 초기사건별 
초기사건빈도 노심손상민도 

비고 
(1/yr) (1 !Yr) 

IE1 
Reactivity Insertion ($0.07 -

1.00E-04 2.67E-11 
$0 .18) 

IE2 
Reactivity Insertion ($0 .18 -

1.00E-04 2.79E-11 
$0.36) 

IE3 Reactivity Insertion (> $0.36) 1.00E-06 2.93E-13 
IE4 Earthquake (0 .3 to 0.375g) 1.00E-04 2.93E-11 
IE5 Earthquake (0 .375g to 0.825g) 1.90E-05 2.47E-10 
IE6 Earthquake (over 0.825g) 7.10E-07 2.23E-08 G4 
IE7 Vessel Fracture 1.00E-13 1.00E-1 3 
IE8 Local Core Coolant Blockage 1.80E-06 4.88E-13 
IE9 Reactor Vessel Leak 1.00E-06 1.36E-14 

IE10 Loss 01 One Primary Pump 1.60E-01 4.24E-08 F1 
IE11 Loss 01 Substantial Primary Flow 5.00E-02 1.48E- 08 F1 

IE12 Loss 01 Operating Power Heat 8.00E-02 5.92E-10 
Removal 

IE13 
Loss 01 S/D Heat Removal via 

8.20E-03 6.07E-11 
BOP 

IE14 
Loss 01 S/D Heat Removal via 1.00E-02 8.00E-11 
IHTS 

IE15 IHTS Pump Failure 5.00E- 02 3.70E-10 
IE16 Station Blackout 3.00E-05 2.46E-13 
IE17 Large Na-H20 Reaction IHX Fail 6.00E-08 7. 08E-16 
IE18 Spurious Scram / Transients 0.6 4.20E-09 
IE19 Normal Shutdown 0.6 7.20E-13 
IE20 Forced Shutdown 5.5 1.10E-12 
IE21 RVACS Blockage 1.00E-08 2.80E-12 
SUM 21 Initiating Events 8.50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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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RISM PSA CDF according to 23 accident types 

사고유형별 AT CDF 비고 

Unprotected LOF F1 6.00E-08 IE10. 11 
Unprotected LOF F3 2.41 E-09 
Unprotected LOF F3S 9.52E-21 
Combined UTOP/LOF G1S 5.63E-23 
Combined UTOP/LOF G3 5.70E-11 
Combined UTOP/LOF G3S 2.51E-18 
Combined UTOP/LOF G4 2.13E-08 IE6 
Combined UTOP/LOF G4S 9.59E-10 
Unprotected LOHS H1S 2.43E-21 
Unprotected LOHS H2 8.31 E-11 
Unprotected LOHS H2S 2.51 E-18 
Unprotected LOHS H3 6.71 E-11 
Unprotected LOHS H3S 2.44E-27 
Unprotected TOP P1 2.82E-13 
Unprotected TOP P1S 1.08E-28 
Unprotected TOP P2 1.09E-11 
Unprotected TOP P2S 4.1 8E-19 
Unprotected TOP P3 1.51E-15 
Unprotected TOP P3S 5.41 E-24 
Unprotected TOP P4 1.44E-21 
Unprotected TOP P4S 2.33E-33 
Protected LOSHR S3 1.16E-11 
Protected LOSHR S5 3.03E-11 

23 Accident Types SUM 8.50E-08 

표 13 PRISM PSA CDF according to five accident groups 

Accident 
5 Generic Accident Groups CDF (1/RY) 

Types 

PLOSHR 
S-Protected Loss of the IHX 

4.20E-11 
Shutdown Heat Removal System 

UTOP P-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1.1 2E-11 

ULOF F-Unprotected Loss of Flow 6.24E-08 

ULOHS H-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1.50E-10 

UTOP/ G-Unprotected Combined Transient 
2.23E-08 

ULOF Overpower / Loss of Flow 

Total CDF 8.50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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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5 PRISM PSA Core Damage Frequencies according to 5 accident 

groups 

8) Corc Rcsponsc Evcnt Tree (노심 반용 사건수목 ) 

노심반응사건수목의 최종상태 (end states)는 다음과 같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 Configuration and Phys ical Form of Radioactive Material Source such as Fuel , 

Fission ProducLs, and Radioaclive Sodium 

(핵연료‘ 핵분열 생성물， 방사성 소융 동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상태 및 물리적 형 

태) 

- Leak Paths which may be ü pened up during Lhe Transient phase and which 

may Icad to thc Relcase of sodium or radioacti vc material from the reactor vessel 

(과도상태 기간 동안에 열린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원자로 vessel로부터 소융 혹은 

1앙사성 불질의 누출을 유발하는 누출 경로) 

- Primary CoolanL EnLhalpy and SLa le of lhe ShuLdown HeaL Removal Syslem 

(열차측 냉각재가 갖고 있는 엔탈피 및 잔염제거계통의 이용가능 여부) 

Modes of Radioactivc Matcrial Rclcasc (망사능 물칠 누출 모드) 

- Gas Plenum Release (가스 집적 공긴올 통한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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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teclic Release (핵연료와 피곽재의 공융현상에 의한 누출) 

- Meltdown Release (핵연료 용융으로 인한 누출) 

Vaporization Release (핵연료 기화에 의한 누출) 

Energy Generation and Distribution (에너지 생성 및 분배 양상) 

- Clad Failure by Clad/Fuel Eutectic Formation (해연료/피복재 공융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 

- Sodium Voiding (소듭 기화에 의한 에너지 생성) 

Accidenl Energetics (압력 및 높은 열에너지에 의한 기계적 에너지 생성) 

Headings of Core Response Event Trees (노심 반용사건수목의 표제 ) 

- (Clil Clad Failure by Fuel Clad Eutectic 

(Nail Sodium Boiling or Voiding 

(Fl j) Flow Impcdcd by Blockagc or Fission Gas Rclcasc 

- <Eis) Energy Release Significant 

CEudl Energy Release Damaging to Vessel Boundary 

CEsdl Shutdown Before Clad Failure by FueVClad Eutectic 

- (Fsdl Shutdown by Fucl Clad Swecpout 

- (Emsd) Shutdown Before Significant Damage 

아래 그림 16과 17에 노심 반웅 사건수목의 예로서 LOF (F3)와 TOP (P2) 사건에 대한 

사건수목을 각각 표시하였다‘ 사건수옥 표계의 각 branch 값은 미국 ANL (Argon 

National Laboratory)과 GE (Gemeral Electricl 사의 중대사고 전문가틀에 의하여 결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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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O NO Na fLOW RκRGV ENERGV REL Sequenc'~ S찍Jence 

ACClDENT UNFAIL. BV BOILING OR 배IHPEDED R!1EASEO IHlAHAGING Closs Prob 

TYPE F3 flκlICLAO VOIOING BV Bl..IX:K. INSl대FCNT TO VESSEL 

EUTECTl C OR FG REL. IID.꺼DARY 

F3 CIi Noi fI i Eis Eud 

CI D.O 

C2 4. 9S0E- 1 
1.0 

1. IJ(I-2 C4 “ 950E-3 

1.0 II.OQE-2 CS ‘ 9SnE -5 
1.띠JE-2 

C6 5.oo0E -7 

aαJE-] 
C4 5.DGOE-2 

19. 이1-1 C5 ‘.500E-2 
9. OOE-I 

C6 ‘.050E-1 

Figure A4‘3-4 - PRIS씨Core Response Event Tree - lOF IF3) 

그 립 16 An example of core respcnse event tree - LOF (F3) 

50 OEFORE fLOV 9IJTOOVN 잉삐TOOVN ENERGY ENRGY. REL S(!~uence s.，예uenc'1 

ACCIOENT ι때 FAIL. 에IHPE마D OIFlκL IlfOOE RElEI9EO 아lIJIHAGIN [， Clo익S {끼rob 

TYÆ P2 BY f/C BY Il따K. μ때 SIGNlf lCNT INSIGNIFCT ro VESSEL 

EUTECTlC 00 fG REL SVEEPαJT 01삐GE 8tlJ'IlARY 

P2 Esd fli fsd E.sd Eìs Ec얘 

CI g 밍](f. -1 

α 4“잊i[-2 
1.0 

II.IIOC-I 
더 ‘ 9goc-3 

11.I1I-) 1 이 t 995E-6 
5. 11[-1 !ιo CS 0.0 

0.0 
C6 0.0 

1.11[- ) [‘ 5 αIJE-S 

10.0 CS 0.0 
0.0 

c6 αo 

Figure A4.J.B • PRI왜 Cor. R"pons. E,ont Tr .. - TIJ' (1'2) 

그 림 17 An example of core respcnse event tree - TOP (P2) 

9) Core Ðarnage CaLegories (노섭손상 상태 운퓨) 

디음과 같이 총 12개의 노싱손상싱데모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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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 C1 lo C5 for SHRS available (잔열제거계롱이 이용 가능한 경우 6개) 

ClS to C5S for SHRS unavailable (잔열제거계동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6개) 

노섬손상 상태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불리적 변수에 의해 정의되었다 

Fission producls Release FracLion and Release Localion 

(예분열 생성물의 방출 분울 및 방출 위치) 

• Fuel Release Fraction , Physical Forrn If Outside Cladding ‘ Release Location 

(핵연료 용융불 발출 분율 및 방출 위치 그리고 피복재 외부일 경우는 불리적 형 

- Vesscl or Vessel Seals Damagc, if any 

(원자로 vessel 빚 vessel seal 손상여부 즉 냉각재의 누출 여부 및 1차측 압력) 

- Primary Coolant Temperature (l차 냉각재 온도) 

노섞솜삿유헛 1 : C1 and ClS 

Reactor is shutdown. (원자로는 정지됨) 

최대 25%의 피복재가 creep rupture, overpressure, swelling , overcooling , 

thcrrnal stress or cyciing 풍의 현상으로 손상됩 , 

- No eulectic alloy or fuel penelrates through the clad 

(공융 합금이나 핵연료가 피복재를 관봉하지뉴 않음) 

25% of fiss ion gas and volatiles of the fission gas plenum is released 

(핵분열 가스 및 핵분열가스 공간의 휘발성 물질의 25%가 누출됨) 

노선손삭유헛 2 : C2 and C2S 

Reactor is shutdown. ( 윈 자로 는 정 지 됨 ) 

- Al most 2% of fucl released in clad/fuel eutectic foπn 

(최대 2% 정도의 핵연료가 핵연료/피복재 공융둡 형태로 누출됨) 

• AlI fi ssion producls in gas plenum are released 

(가스 저장공간에 있늠 모든 핵분열 생성물이 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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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nucJ ides in Lhe 2% of Lhe fueJ reJeased in eutecLic forrn are aJso reJeased 

(2% 핵연료 용융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모두 누출) 

노성순삭유헛 3 : C3 and C3S 

- These caLegories are simiJar Lo C2 excepL Lhat Lhe reactor operates at an 

c1cvatcd power (100- 125% nominaJ powcr) as a rcsuJt of a TOP bcforc shutdown is 

achieved 

노섞갇:삿유헛 4 : C4 and C4S 

- The reacLor is ShuLdown. (원자로 정지) 

15% fueJ moJten , of which 1/3 (5%) is squirted out of the fuel pins to forrn 

cooJable debris or parti aJ cooJabJe bJockages ( a Fermi !- Lype accidenll 

05% 핵연료는 용융되고 그 중 113( 전체 노싱의 5%)는 핵연료 핀으로부터 냉각재 

로 빠져나가 debris를 형성하여 냉각되거나 냉각재 유로를 페쇄시킴 (그러나 일부 냉각은 

가능한 형태임)(이러한 사고를 Ferrni - j 사고라고 힘) (실제 Fermi-l 원자로에서 실험) 

- The remaining moJtcn fueJ stays within thc fu cJ pin 

(나머지 95%는 핵연료 pm 내부에 머무류) 

- The moJten fueJ reJease is preceded by a eutectic meJt reJease involving 2% of 

the fueJ 

(전체 노심 중 2%정도는 핵연료와 피복재의 공융형 태로 냉각재로 빠져나감) 

노식손상유혁 5 : C5 and C5S 

- The reactor is shuLdown. (원자로 정지) 

50% of fueJ moJten , of which haJf (25%) is squirled out of the fueJ pins, 

fragmenLed inLo debris, and swept ouL of thc core region Lo reseltJe on the horizontaJ 

baffles and in the IHX 

(전체 노심의 50% 정도의 핵연료가 용융 되어 수평 bafflc이나 중간열교환기에 정착 

함 그 중 절반 가량 (전체 노심의 1/4)은 핵연료 p1l1으로부터 냉각재로 빠져나가 debri s 

를 형성함) 

Distribution of these Jocations is unccrtain due to the Jack of mechani stic 

anaJysis. (냉각재보 빠져나온 핵연료 용융울이 어느 부위에 안착될지는 해석 불충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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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상태임) 

- The possibility of local concentrations on the IHX lower walls and 

melt-through to the lower vessel head cannot be excluded al lhis lime 

(용융울이 IHX 하부 벽에 국부적으로 집중될 7l능성 및 원자로 하부 헤드로 녹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유) 

The dcbris collecting in Lhe lower vessel head may also concenlraLe around 

lhe corc sllpporl skirt area lcading to a possibilily of vcsscl melt - lhrough ‘ 

(원자로 하부 헤드로 모인 debris는 노심 지지 스커트에 용집되어 원자로 vessel올 

녹일 가능성도 있올 지도 모룹) 

노석휴삿유헛 fi : Cfi and CfiS 

- The reactor is shutdown. (원자로는 정지됩) 

100% of fllcl moltcn , 10% of which is initially in a vapor form and 

subsequenLly fomls aerosol - size particles 

(노심 핵연료 100%가 용융됩 그 중 10%는 초기에는 층기상태로 되다가 궁극적으 

로는 에어로졸 크기의 입자가 됩. ) 

- Vessel head seal is damaged as a result of the accompanying energetics 

leading to the release of 5% of the fuel in aerosol form and 1α)() Kg of Na to the 

head access area 

(에어로졸 형태로 빠져나온 5%의 해연료 용융울과 원자로 헤드 출입구 지역의 1000 

kg의 소듀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적 에너지에 의하여 vessel 헤드 썰이 양력을 뭇 견디어 

손상케 펌) 

표 14 PRISM Core Response Categories and 

Their Frequencies 

노심손상 유형 노심슨상 빈도 
C1 5 .95E-08 
C2 1.86E-09 
C3 3.37E-11 
C4 5 .48E-10 
C5 4.93E-10 
C6 2.15E-08 

SUM (C1 - C6) 6.24E-08 
C1S - C6S 2.26E-08 

10) Containment Response Tree (격 납건물 반웅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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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lainmenl Failure Modes (격낚건깔 고장 모드) 

No Early Oebris Coolable (노심용융물 조기 냉각 심매) 

Early Vessel Thermal Failure (조기 격납 vessel의 옐적 고장) 

Corc Uncovery (노십 노출) 

- Lale Energetic Expulsion (후 기 에 너 지 폭발) 

CI oc VF DJ 

때 나π 15빡_0 IS찌R’"'. 
EκRGETIC ICI0S9와。b. 

EXPtI.SI에 

EI 

。” I.IXXE 0 
R6A 2.17흩-7 

R8^ 2. 20((-9 

R6A 2.17훌-8 

R8A 2.20IE-IO 

R2A 0. 0 
R4A 0.0 

Fiqure A4 .4-1 - CONT.R. TRfE 디， eor. lntoct Clod Doo명9 

그 림 18 An example of containπlent response tree -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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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Containment Release Categories (격 납건물 누출 유형 ) 

Category 
Description 01 Containment Release Category 

FreQuency 
Designator (1/ ry) 

1. R2A 
25% early core melt transient , early debris not 4.94E-12 
coolable 

2. R3 
100% early core melt transient with energetic 2.15E-09 
expulsion , debris coolable , no melt -through 

3. R4A 
100% early core melt transient with energetic 1.93E-08 
expulsion , early debris not coolable 

4. R6A No early transient , loss 01 SHRS and core 
1.43E-14 

uncovery , no late energetic expulsion 

5. R6U 
Early transient. minor core damage, otherwise 

1. 17E-16 
same as R6A 

6. R6S Early transient , 25% core melt, otherwise same 5.84E-16 as R6A 

7. R8A No early transient , loss 01 SHRS and core 
1.44E-16 

uncovery, late energetic expulsion 
8. R8U Same as R6U but with late energetic expulsion 1. 18E-18 

9. R8S Same as R6S but with late energetic expulsion 5.90E-18 

OK No Release (75% 01 CDF) 2.15E-08 
(25% 01 CDF) 

Retention 01 radionuclides in vessel even il luel melt. Sr and Te stay in vessel due 
to low temperature Iuel melt (1150C) in metal core. 
Only 25% of core damage cvents has a possibility to releasc out of the containment 

1.00E-07 

1 ‘ OOE-08 

1 ‘ OOE-09 

1 .OOE-l 0 

1.00E-l1 

1.00E-12 

1.00E-13 

1 .OOE-l 4 

1.00E-15 

1.00E-16 

1 ‘ OOE-17 

1 ‘ OOE-18 
R2A R3 R4A R6A R6S R6U R8A RBS RBU SUM 

그림 19 Containment Release Cate,gories and Their Fr∞uen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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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 

PRISM 발 

Level-3 PSA까지 수행하여 

GoaJ) 기준치와 비교하여 

이상 낮음을 

결과 

PRISM PSA에서는 Hanford S ite릅 대상으로 

로 NRC의 원자렉발전에 대한 안전성 목표 (Safety 

전소 가동으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가 Safety Goal 보다 3 ordcr 

발전소에 대한 Level-3 PSA 11 ) PRISM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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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sul ts of PRISM Level- 3 그림 20 Res비ts of PRISM Level-3 그립 

PSA - Prompt Fatalities PSA - Latent Fatalities 

Risk 

PRISM Perlormance 

Risk Measure NRC Goal 
(less than) 

Without With 
Evacuation Evacuation 

Probability 01 latent 
Societal cancer latality per one 

1.90E-06 9.00E-12 1.20E-11 Risk year 01 operation (0-10 
mile) 

Individual 
Probability 01 prompt 

<1.0E-13 2.70E-10 latality per one year 01 5.00E-07 
Risk operation (0- 1 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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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장 일본의 액체금속로 개발에 대한 안전성명가 빛 PSA 수행 현황 

1. 일원 JSFR의 중대사고 안전성 분석 현황 

일본에서는 ]SFR을 개발하면서 Risk- infonned 방법에 의한 셜계를 겨냥하고 있으며 가 

상적인 중대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정 량적으로 명가하여 설계에 feedback 시 

키 고 있다. (H. NIW A et al , 2005) 

Secondary 

Pump 

IHX 

그 링 22 Reactor structure of Large- scale oxide 

fuel case .TSFR 

Plant parameters Large-scale oxide fuel case 
Power output 1500MWe 13530MWt 
Number of loops in PHTS 2 
Primary coolant temperature 550 'C I 395'C 
Primary coolant mass f10w rate 1.8 X 10' kg/s 
Secondary coolant temperature 520 'C I 335'C 
Main steam temperature and pressure 495 'C I 18.7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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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rimary Hcat Transport System of ]SFR 

jSFR에서는 소륨 누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원자로 vessel파 l차측 배관에 대하여 

double wall 개념올 고려하고 있다. 중기발생기 튜브에 대해서도 double wall tube를 고 

려하고 있다 ATWS의 안진성을 중가시키기 위하여 이종의 원자로 정지계풍을 고려하고 

있다. SASS계통은 제2정지계동에서 원자로 이상 상태릅 감지하여 냉각재 온도변화에 따 

라 원자로를 정지하기 위한 신호를 만드는 계꽁이다， 

ISFR 아저성 성계 개념 

]SFR의 안전성 설계 원칙 (Safety design principlel은 심충방호개념파 리스크정보활용 방 

법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Defense- in- depth (심층 방호 개념) 

- Prevention of abnormal occurrences (비정상적인 사건 발생 방지) 

- Control abnormal operations (비정상 운전에 대한 제어 기능) 

- Control accidents (사고에 대한 제어 기능) 

- Manage severe accidents (중대사고 판리 기놓) 

- Offsite emergency response (소외 비상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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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 infonned approach (리스크정보활용 방법) 

-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리스크의 1/1αm 수준 

- 대규모 소외방출빈도는 1E- 6/ site- year 이하 수준 

- 노십손상빈도는 lE - 6/ reactor- year Ury) 이하 수준 

- 대표적인 Core Disruptive Accident (CDA) 조건하에서 격납건물 비신뢰도(unreliability 

of containment capability)는 충분히 작도록 설계 

안전성 보중 체 계 (Frarnework of safety assurance) 

(1) pr톨vention of (2) C삐뼈l.bnonn.lope l1l tion • (4) M.n.ge .evere .ccident • 
• bnonnaloconrenc:ell (3) Control.ccide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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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efence- in- Depth (DID) and Risk- infonned approach (RIA) in JSFR design 

Evaluation of CDF bv Level - l PSA 

기존 신뢰도 data에 의하여 예비 정량화를 수행한 결과 노심손상빈도는 아래와 같다 

CDF << lE- 6/ ry. 

- ATWS: lE- 8/ ry to 3E- 8/ ry 

- LORL ’ 4E- 9/ ry 

- PLOHS : 2E- 8/ ry 

*: data of JOYO, MON]U, EBR- II, FFTF, and ]apanese LWRs 

3개 대표적인 BDBE A}고유헛에 대하 성계 대처 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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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FR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BDBE 사고는 아래 3개의 사고 유형이다 

- ATWS ‘ Anlicipated Transient Withoul Scram 

- LORL: Loss Of Reactor Level 

- PLOHS: Protected Loss Of Heat Sink 

1) A 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사고 분석 현황 

ATWS 사고는 다시 ULOF, UTOP, ULOHS의 3개의 사고로 세분화 될 수 있다 

- ULOF: Unprotected Loss of Flow 

- UTOP: Unprotected Transient Over Power 

ULOHS: 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jSFR 설계에서는 ATWS 사고에 대비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원자로 정지계통 (주 정지 

계통， 보조 정지계통) 셜계를 고려하고 있다 보조 정지계통에서는 피동적으로 동작하는 

SASS(Self Actuated Shutdown System)의 셜계를 고려하고 있다 

SASS의 설 계 추가로 ATWS 사고시 에 노심 의 열수력 학적 안전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ULOF: 최고 냉각재 옹도 : 비둥점 이하로 유지 

- UTOP 핵연료 용융 분융 30% 이하로 유지 

ULOHS: 1차측 경 계 온도 : 700 'C 이 하로 유지 

또한 SASS의 추가로 CDA (Core Disruptive Accident) 사고에 대한 대처 목표는 아래와 

같다 

과도한 재임계 가능성 배제 

- 소륨 voiding에 의한 반웅도가를 6 dollars 이내로 줄임 

노심 높이는 1m 이내 

- fuel debris의 장기적인 냉각성 추구 (In Vessel Retention) 

또한 ATWS 사고시에 대비한 ]SFR의 중대사고 완화에 대한 노력은 다옴과 같다 

PAHR (Post Accident Heat Removal)얘 대하 역가 

조건; 

- 핵연료의 40% 는 intermediate isolation plate 위이 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60% 는 

노싱 내에 머무른다고 가정하고 분석 

- 잔열은 정지 직후의 잔열 수준을 고려 

- DRACS x 1 and PRACS x2 실제적으로 고려 

결과， 

- 노심 온도는 사고 후 30분 정도에 안정 상태에 이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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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ris 를 받치는 구조물의 최대 용도는 700 'c 이내로 유지되므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 

:!l0 

흥150 

를100 
홍 

o o 

67α1 
Ii!... 
cu 
‘g 
띤 
cu 
를 500 
cu 
1-

400 o 

t빼t power 

‘ 、 Removed power 

600 1 :!l0 1800 2400 
Time 앤) 

res 

---, ..•. _ ..•. _. -_._-•..•.•... _. _ ..• 

Intennedate isolation 

‘ 、 Core support plate 

600 1200 1 800 쟁00 
끼me(s) 

그 립 25 E、raluation of Post Accident Heat Removal at .TSFR 

Reactor Vessel 및 1차측 격계에 대하 기계적 부하 (Mechanical Load) 

비록 과중한 재임계 사건은 피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약간의 핵연료 융융물은 비록 옹도 

는 높지 않더라도 상부 공간으로 밀려 나올 수 있다. 이때 핵분열 생성물도 배출된다 그 

러므로 원자로 vesel , 1차측 경계， 그리고 1차측 경계에 접한 기기 (예를 들연， IHX)는 그 

러한 기계적 부하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2) PLOHS (protected loss- of heat si nk)에 대비한 설계 양상 

- CDF 목표치 10-7/η올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신뢰도의 잔열제거계통 

(DHRS)을 설 계 하려 고 한다 

2개 의 PRACS (Primary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 1개의 DRACS (Direct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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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순환 기놓 만족 

- air cooler darnper 의 다중성 설계 

Double wall structure (1차측의 이중벽 설계) 

- DECs (Design- Excessive Conditions) 사고에 대비한 사고관리 

3) LORL (Ioss of reactor leveI)에 대 비 한 설 계 양상 

jSFR의 l차냉각계용은 LORL에 대비하여 엄격히 설계되고 있다 

- 배판 관통부가 없는 원자로 Vessel 

이중벽 구조 (Guard Vessels and guard pipes) 

- 일차측 배관의 높은 위치 설계 

- 자동격리 기능 

LBB (Leak Before Break) 의 적 용 

DECs (Design- Excessive Conditions) 성계기준사고 조건을 초과하는 사고 조건 하 

에서의 소듭 누출 방지를 위하여 다옴과 같은 셜계를 추진하고 있다 

- 일차측 배관의 양단 파단 (double ended failure) 사고에도 견딜 수 있도록 guard pipes 

설계를 고려하고 있음 

- 왼자로 vessel 과 guard vessel의 다중 파단 샤고(M비ti -f려lure)를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 원자로 vessel 과 guard vessel올 주기적으로 검사(jnspection)함으로써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jSFR에서 guard vessel은 hanged type(천정에 걸린 형태)이기 때 

문에 큰 부하가 걸리지는 않도록 되어 있음-

- 설계기준사고 조건을 초과하는 사고 조건 (DECs) 하에서 심각한 소융 누출 즉 LORL 

사고는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 

4) jSFR의 중대사고 발생에 대처한 설계에 대한 노력 헨황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TWS!ULOF 사고가 jSFR의 가장 중대한 사고이다， 이 사고에 대처하는 설비는 예방과 

완화의 양 측연에서 모두 고려되고 있다 

예방 설비 : SASS 

- 완화 설비 ‘ 과중한 재임계 가능성의 제거 / IVR (In- Vessel Retention) 

비록 ATWS사고 보다는 그 결과에 있어서 덜 심각하지만 PLOHS 및 LORL 사고에 대 

해서도 여러 가지 안전성 중진 방안올 모색하여 이러한 사고의 가능성올 최대한 낮출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닮
 



2. 일본 jSFR에 대 한 PSA 수행 중간 철.J!} 

잊본 jAEA에서논 개발하고 있뉴 jSFR은 MOX 연료룹 스~l셔 loop 형태의 원자로룹 

개발하고 있다 사고 유형은 ATWS. LORL. PLOHS 의 세 가지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노심손상 빈노를 평가 중에 있다， 원자로가 loop 형태이기 때문에 원자로 소융 수위 상실 

사고 (LORL) 사고유형을 p。이 형 원자로에 비하여 더 고려하고 있다 

아래 표의 결과는 아직 최종적인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역시 논문 상에 발 

표된 일본 ]SFR 설계 중에 평가된 노싱손상빈도이다 (Kurisaka‘ 2006) 

표 17 일본 jSFR의 노심손상빈도 평가치 

사고 유형 노심손상빈도O/yr) 

1. ATWS 
I SASS 고장확률 = 0.1 인 경우 3E-9/yr 
I SASS 고장확률 = 1.0 인 경우 3E-8/vr 

2. LORL (원자로 수이 상실 사고) 4E-9/vr 
3. PLOHS (열제거원 상실 사고) 2E-8/vr 

내부사건 합계 2.7E-8/vr - 5.4E-8/vr 

ATWS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로 정지계통으로서 주 정지계흥과 보조 정지계통을 

설계하고 있으며 보조 정지계홍의 경우 냉각재의 온도 상숭에 따라 Mercury magnetic 에 

의하여 자동으로 신호를 발생시키는 SASS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 이 SASS의 신뢰도에 

따라 노심손상 빈도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증간 평가 결과가 나와 있다 

아래 표는 일본 jSFR의 잔열제거계통 설계 차이 및 층기발생기 wall 의 단일벽/이중벽 

여부에 따른 노심손상 빈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존에는 대형 원자로 개 

념으로 생각하였으며 피동잔열제거 장치로서 2차측에 IRACS를 생각하였으나 천원상실시 

2차측 펌프가 가동되지 않으므로 최근 설계에서는 PRACS로 설계개념올 바꾸었다‘ 중기 

발생기 형태는 단일벽 튜브와 이중벽 튜브 형태의 두 가지 중기발생기 종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심손상빈도를 평가 중에 있다. 원자로 설계시에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를 진척시키는 Risk- informed 설계 방식의 대표척인 예라고 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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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일본 ]SFR의 잔열제거계통 설계 차이 및 중기발생기 설계 형태에 따른 노심손상 

빈도 변화 민강도 분석 표 

Double Single 

Reactor Design Concept 
Type of Number of wall - tube wall - tube 

DHRS SHTS loops stearn stearn 

lzenerators l1:enerators 
Large Scale 

Present Reactor 2 PRACS + 1 2 2E-8/yr 3E-8/yr 

Design Medium DRACS 
Scale Reactor 

l 4E-8/yr 8E-8/yr 

Previous Large Scale 2 IRACS + 1 

Design Reactor DRACS 
2 1E-7/ yr 7E- 7/yr 

표 19 일본 ]SFR의 PLOHS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노심손상빈도에 가장 영향올 미치는 

주요 사고 경위들 

Sequence 
Description of Event Sequences Contribution 

No. 
Loss of Feedwater & failure to open the PRACS darnpers 

47.6% 
due to comrnon cause 

2 
Loss of off- site power & failure to open the PRACS 

25.8% 
darnpers due to comrnon cause 
Loss of off- site power & comrnon cause failure o 

3 batteries & fai lure manually to open the PRACS darnpers 19.5% 

due to comrnon cause ooerator error 
4 The Others 7.1% 

그립 26 일본 ]SFR의 LORL 사건올 찾기 위한 일차계통 누수에 대한 사건수목 

PHTS Integríry of leak. ’solat ìon of inert lntegrity of the inen PHTS pump Reaclo l' Seauence Plant 
leakage tight backup g:as inside lhe gas circulation trip ., cover gas No status 

slructure backuD strucuture svstem boundarv isol8lio" 
Success 

1 2 Success 
‘J Succcss 
4 LORL 
5 LORL 
6 Success 
7 LORL 
8 LORL 

‘ 1: PI n.s leakage o" ly at the dnw’“tream of PHTS pump rcquires success in PHTS pump trip 

Fiμure 2 Evel1l rn:ι diagram 10 id낭rlff까 loss.o,f-reaClor sodiulI1 level xequences under pJ'imalγ cooling 
η ~f('m lealwge ,'ond;ti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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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써 

Fig lJre 3 ScJli!fl’“1Îc: d’“grculI ‘?f decay heal removal s)'.t/ems COIlSisUIIg ~r DRACS and PRA r:S in a large 
‘cal. n(.JSFR 

p。 ‘”
forCR 
n。애 .n， 

그림 27 일본 JSFR의 잔열제거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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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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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ys 

l Main reactor sh비down system ( Backup reactor shutdown sys애m ) 

Fìgure I Schemotic: d;agram qfreac lOr shutdnwn !ìy.r;tems assum(!d;11 the pre.ven( s(udy 

그림 28 일본 ISFR의 원자로정지계흉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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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의 SFR 개발에 따른 PSA 수행 방안 

사고 시나리오 부류 박빈 

SFR PSA의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심 손상 가능성 이 극히 회박한 설 

계기준사고(DBA)와 ATWS와 같은 이중사고 뿐만 아니라 가상의 CDA (Corc Dis ruptive 

Acci dent)와 같은 삼중의 악재에 의한 사고 하에서도 대중에 게 미 치는 리스크가 정량적 

으로 아주 미약하다는 것올 보이는 데 있다 

- DßA (Safety System functions as desig ned , 안전 계풍이 설계된 대로 기 능올 하는 

경우) 

- Double Failure CI ni tial Failure + Reactor shll tdown system fail s , 즉 ATWS 사고 ) 

- Triple Failllre (에를 들면， Loss of PlImp + R SS fails + Loss of Pump CoastdownJ 

우리의 SFR 형태와 비슷한 미국의 PRISM 및 CRBRP PSA 보고서를 보고 고유개 

념 초기사건틀을 정의하였다 PRISM PSA에서는 21 개 의 개 별적 인 초기사건을 정의하였 

으나 이를 그룹핑하연 아래와 같이 5개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지op형 의 

액체금속로인 일본의 ]SFR의 경우에는 초기사건 종류를 A TWS (An licipated Trans ienl 

Withollt Scrarn ), LORL (Loss of Reactor LeveIJ , PLOHS (Protected Loss of Heat 

Sink) 의 3개로 그룹핑하여 정의하였다 우리도 추후 중대사고 경 위에 대하여 열수력 안 

전해석올 할 때는 계산 시간상 5개 이하로 축소하여 안전해석올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SFR 중대 사고 유형 분류 표 

Unprotected Evenls : UWF (Unprotected Loss o( F1ow) 
A lWS (Anticipated Tmnsient Withou‘ UTOP (Unprotected Tmnsient Over Powe깨 
Scram) UWHS (Unprotected Loss o( Heat Sink) 
Protected Events LOHRS (Loss o( Heat 

PWHS (Protected μss o( Heat Sink) 
Removal System) 
HCOA (Hyperthetical Core Ois llIptive 노성이 녹아내려 채임계 도달 가능성을 가진 사고 

Acci“띠‘dent) Core Catcher 껄 계 여 부를 판단해 야 하는 사고 

일봉의 jSFR의 경우에는 초기사건 종류를 다음의 3개로 그룹핑하여 정의하였다. 

A TWS (Anticipated T ransient Without Scram), 

LORL (Loss of Reactor sodill m LeveIJ , 

PLOHS (Protcctcd Loss of Heat S ink ) 

- ]SFR은 원자로 형태가 loop 형태이기 때문에 LORL (Loss of Reactor Sodillm 

LeveI) 사고흘 한 사고의 부류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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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뢰도 DB 구축 박법 

먼저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십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초기사건들을 분류하고 

정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직 설계중이므로 운전이력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설계 

되거나 운전되었던 액체금속로에 대하여 운전경험 및 설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틀 

모인 자료들에 대한 KALIMER에 대한 적용성을 분석하여 초기사건들올 분류하고 정의 

하여야 한디 다음 표는 현재까지 각 국의 실험로 및 원형로에서 발생하였던 소륨 누출 

사건 파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사건올 정리한 표이다， 

일본의 ]SFR에 대한 PSA 평가에서는 미국(TREAT 및 EBR-II)과 일본(jOYO 및 

Moniu)의 액체금속로 운전 경험자료와 자료륜 추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본 경수로(LWR)의 운전경험자료룹 이용하여 신뢰도 자료를 추출하여 고장윤을 평가하 

였다， 

미국의 PRISM PSA에서는 경수로 운전 경험 DB인 NPRDS (Nuclear Plant 

Reliability Dala Syslem) , CRPRA (Clinch River Plant Risk AssessmenU , 그 리 고 지 진 

발생빈도는 GESSAR 부지의 지진재해도 곡선 (GESSAR sitc scismic frcquency curvc) 

지료흘 이용하여 초기사건 빈도를 구하였다 

우리는 액체금속로에 대한 운전경험 자료가 전무하므로 외국의 자료들올 수집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초기사건 빈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실제적인 

초기사건 빈도를 추론할 수 있다. 

원래 신뢰도 자료의 경우에는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이력으로부터 신뢰도 자료를 추 

출하여 PSA 분석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에 원자 

로 형태 (푼형 혹은 루프형) 및 연료형태 (산화연료 및 금속연료) , 중간 루프 형태， BOP 

형태， 1차측 펌프 및 중기발생기 형태 둥 발전소 형태에 있어서 제 각기 다르므로 막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비슷한 발전소 형태인 PRISM 발전 

소를 우리의 왼형 발전소로 기준을 삼았다 유렴 및 일본의 고속로에 대한 소융 누출 및 

원자로 정 지 에 대 한 자료는 lAEA에 서 발간왼 FRDB (Fast Reactor Data Base) 보고서 

륜 이용하였다 실제로 PRISM의 경우에도 지어진 발전소가 아니고 설계 중인 발전소 였 

기 때문에 미국의 기존 실험로와 왼영로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였다 PRISM PSA에서 초 

기사건 빈도 및 주요기기의 선뢰도 자료로 이용한 것은 CRBRP PSA 보고서이다. 발전소 

사건발생 자효 및 기기의 신뢰도 자료는 경수로의 운전경험 자효도 많이 사용하였다. 원 

자로 보호제동， 윈자토 제어 및 정지계동‘ l 차측 및 중간 루프 펌프， 중기발생기 형태， 잔 

열제거 장치 둥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선뢰도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유렘의 액체금속로 운전 경험 및 우리나라 경수로의 운전경험 자료 둥올 추가하여 

신뢰도 자료를 업데이트 해 나갈 생각이다. 

계-통 신뢰도 운석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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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l 통 신뢰도 자료의 경우에는 고장수목(Fau lt Tree)올 작성하여 이용불능도 

(Unavailabi l ity)로서 분석한다 PSA에 필요한 계통으로는 원자로 보호계통 및 정지계통， 

발전소 제어계꽁， 1차측 펌프 트힘 계동， 1차측 펌프 coastdown 계동 ， BOP에 의한 정상 

잔열제거계통， 발션소 정지시 필요한 잔열제거깨통， 그리고 부반용도 삽입 값에 대한 자 

료 둥이 필요하다 이러한 PSA에 필요한 안전계통에 신뢰도 값은 발전소에 대한 안전계 

설깨가 확정되어 가연서 고장수복올 그려서 기기 신뢰도 값을 대입하여 계풍 고장확 

자효를 맏게 된다 

「
*
。
ag 

노식수삿망l 도 ;씩닦:화 밖91-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이 개발되고 초기사건빈도 자료와 기기 신뢰도 자료 database 

를 정비하연 이러한 자료틀을 이용하여 노십손상빈도를 정량화하게 된다 발전소 사건수 

옥은 한국원자릭원구원 종합안전평가샌터에서 개발된 AIM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 

하게 되고 안전계통에 대한 고장수목은 FTREX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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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전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실험로 혹은 실증로에 대한 PSA 분석 결과들올 지금까 

지 입수한 문서에 의가하여 정리하였다 액체금속로(SFRl를 개발하띤서 PSA를 수행한 

나라 혹은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까지는 0) 국과 일본 뿐이다 프랑스 및 러시아 퉁 

유럽의 경우에논 유럽형 액체금속로(EFR)를 개발하면서 PSA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보고서른 입수할 수가 없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는 지금 실험로 또는 원 

형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PSA에 대한 자료는 입수되지 않아 PSA 분석 현 

황욕 임 수 없다 단지 인도의 경우에는 설계 중인 원형로에 대한 PSA 분석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단지 피동잔연계통에 대한 신펴도 분석에 대한 한 편의 논문(A 

John Arul et al , 2006)을 입수하였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EBR II 와 PRISM에 대한 

PSA 결과를 논문파 보고서로 입수하여 본 보고서에 그 결과룹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우리의 액체금속로 개발에 있어서 insight률 얻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PRISM 

발전소는 paper plant 설계였다는 것과 PSA 수행시기가 80년대 말로서 17년 이상의 시 

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사용된 database가 update 되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SFR을 개발하면서 PSA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야 말로 PSA를 분석하면서 안전계통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optlon 들을 정 

겁하고 있다 주 및 보조의 이중 원자로 정지계똥 설계의 다중성 추구， SASS 설계로 원 

자로 정지 명령의 다양성 추구 ， IRACS에서 PRACS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설계 변환 

등 안전게똥 설계에 있어서 risk • infOlmed approach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도 원자로 설 

계가 진전되어 가면서 안전계똥 설계들이 어느 정도 용팍올 나타내는 대로 PSA에 의한 

risk • informed 설계가 추구되변 경제성과 안전성올 동시에 고려하는 설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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