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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4세대 소륨냉각고속로CSFR)의 PSA 모델을 수립하기 위 

하여 해외에서 소륨냉각고속로툴 개발하면서 수행한 안전성 평가보고서틀율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륨냉각고속로는 금속연료 고속로로서 프랑스， 일본， 인도， 중 

국의 산화연료 소듭냉각고속로와는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기 

술보고서에서는 세계 각국의 고속로 개발 현황을 먼저 살며보고 산화연료 액체금속로와 

금속연료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특성 차이툴 살며보았다 

노심손상은 냉각재 기화， 핵연료 용융， 피복재 손상 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산화연료 

노심의 용융옹도는 약 2300 'C 로서 금속연료 노심의 용융온도인 약 1000 'C 보다는 상 

당히 높은 옹도에서 용융되나 과도현상 발생시 핵연료내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가 냉 

각재로 방출되어 냉각재 비퉁 가풍성이 훨씬 높다. 한편 금속연료 노심은 반웅도 궤환효 

과가 뛰어나 일부 유량상실사고나 반웅도 삽입사고， 열제거원 상실사고 발생시에 정지봉 

의 낙하없이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속연료 노심의 

단점으로는 핵연료와 피복재의 공융현상 발생으로 피복재가 낮은 온도에서 손상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이다. 

Level-1 PSA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심손상 사고시나리오률 파악하여야 한다. 

Level-1 PSA 모텔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KALIMER-600 고속로 

률 대상으로 SSC-K 전산코드에 의하여 안전계롱의 작동여부에 따른 노심손상 발생여 

부률 불석하여 보았다. 훈석된 사고시나리오는 유량상실사고나 반웅도 삽입사고， 열제거 

원 상실사고이며 이러한 초기사건 발생시에 원자로 정지계롱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일부 안전기놓이 작동하지 않는 삼중사고C triple failure 

accident)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삼풍사고 분석결과 PRISM 원자로 개발시에 수립된 

PSA 모웰이 KALIMER 원자로에도 척용할 수 있음율 알 수 있었다. 단지 초기사건 빈 

도 및 계통 신뢰도 값이 일부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ummary 

The safety analysis reports which were repor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sodium cooled fast reactors in the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for the 

establishment of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models for the domestic SFR which 

are under developmen t. There are lots of differences in the safety characteristics 

between the mixed oxide (MOX) fuel SFR and metallic fu el SFR. Metallic fuel SFR 

is under development in Korea while MOX fuel SFR is under development in 

France , Japan , India and China. Therefore the status on the development of fast 

reactors in the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at first and then the safety 

characteristics between the MOX fuel SFR and the metallic fu el SFR are reviewed 

The core damage can be defined as coolant voiding, fuel meIting , . cladding 

damage. The melting points of metallic fuel and the MOX fuel is about 1000 "C and 

2300 "C, respectively. The high energy stored in the MOX fuel have higher potential 

to voiding o[ coolant compared to the possibility in the metallic fue l. The metallic 

fuel has also inherent reactivity [eedback characteristic that the metallic [uel SFR 

can be shutdown sa[e ly in the events of transient overpower , loss o[ flow , and loss 

of heat sink without scram. The metallic fuel has , however, lower melting point due 

to the eutectic formation between the uranium in metallic fuel and the ferrit e in 

metallic cladding.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core damage accident scenarios to develop Level-1 

PSA mode l. SSC-K computer code is used to identify the conditions in which the 

core damage can occur in the KALIMER-600 SFR. The accident cases which are 

analyzed are the triple failure accidents such as unprotected transient over power 

events , loss of flow events , and loss of heat sink events with degraded safety 

systems or func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iple failure accidents for the 

KALlMER-600 SFR , it is found that the PSA model developed for the PRISM 

reactor design can be applied to KALlMER-600. However , there are needed the 

revisions of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 es and the system failure prob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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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국내외 SFR 개발 현황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소듭냉각고속로(SFR)는 U-TRU-Zr 형태의 금속연료와 

소륨을 냉각재로 이용하는 제 4 세대 (Gen-!V) 원전의 하나로 우라늄자원의 활용성 및 

원자로의 고유 안전생， 핵비확산성이 매우 우수한 원자로이다. SFR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는 203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 중인 SFR의 안전성 

평가/입중 빛 인허가의 핵심 기술이다 더욱이 위험도정보 활용 설계 (Risk- !nformed 

Design) 및 차세대 원전의 인허가에 PSA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 개발 단계의 PSA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SFR PSA의 

기본적 특징과 기술적 이슈를 소개하고， 현재 국내 SFR의 개발 단계 PSA 현황 및 

전망을 기술하였다. 

Worldwide Fsst Reactor Experience 

Country lReactor Name/ MWth/MWe /Operation Period 

EBR.I 1/0.2 1951.63 
U.S EBR.II 62.5/20 1964-94 

Fermi-l 200/61 1965.72 
FFTF 400 1980.92 
BR.5/10 8 1958-02 

Russla BOR-60 60/12 1969-
BN.350 1000/150 1973-99 
BN.600 1470/600 1980. 
Rapsodle 40 1967-83 

France Phenix 5631250 1974. 
SuperPhenlx 300011240 1985-97 
Joy。 140 1978-

Jepan MonJu 714/30。 1994-
DFR 72115 1963-77 

UK PFR 600/270 1976-94 
G훌rmany KNK.II 58α1 1972.91 
India FBTR 42.5/12 1985-

Whaf is Infegral Fasf Reactor (IFR)? 

Currenl Next 
Generation Generation Principal Impacts 

LWR IFR 

Coolon’ Woter Liquid Non-pressurized 
sodium system 

Neutron Thermal Fast Breeding capability 
energy (<1 e씨 (>100 keV) 
Fuellype Oxide Me1a1 Inherent passive 

safety 
Fuel Aqueous Pyro Waste managemenl 
Cyde reprocessmg processlng so!utjon, pr이jferation-

reslstance, economlcs 

Commercial Designs of the IFR Concept 

• Rockwelllnternational's Sodium Advanced Fast Reactor 
(SAFR) was the first design that adopted the IFR concept 

in 1984 
• GE's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PRISM) 

adopted the IFR ∞ncept following the EBR.II inherent 
safety demonstration in 1986 

• DOE down.selected PRISM for continuation in the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Program (1989.95) a얘 
GE funded the S-PRISM development (1995.2002) 

• KAERI adopted the IFR concept in their KALlMER design 

Generation fV fnternationaf Forum 

• Six reac10r ∞ncepls selected 
- Sodium-cooled Fast Reactor 
- Lead.c∞led F ast Reactor 
- Gas-c。이ed F ast Reactor 
- High Temperature Gas.∞oled Reactor 
- Super.c미ica l Water Reaclor 
- Molten Salt Reactor 

• Thermal spectrum reactors are ror niche ap이 ications al best 
• Only !asl spectrum reactors can satisfy the long.term 

sustainability and actinide management 



현재 각국에서 설계되고 있는 SFR들은 혁신적인 안전성의 강조로 피동안전개념의 채 

택， 강화된 다중성/다양성， 고유 안전성 특성 풍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 

여 앞으로 개발될 제 4세대 원자로들은 노형간의 특성 차이툴 감안하고 노형간의 안전성 

비교가 정량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 중럽 (Technology- Neutra l) 안전성 규제 

개념에 입각하여 level-3 PSA 까지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노심손상빈도 자체 

보다는 결말 분석 (consequence analysis) 까지 수행하여 사고빈도와 함께 결말 분석 결 

과가 주어진 envelope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엇보 

다도 가장 시급한 사항은 기존 제 3세대 원자로와는 달리 원자로의 운전 환경(압력， 온 

도)과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 동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안전규제에 사용되는 코드 및 표준 

(code and standards) 의 개발이 원자로 개발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SFR의 개 

말에 따른 PSA 수행 및 인허가롤 위해서는 국제적인 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퉁에서는 소융냉각 실험로 및 원형로에 대한 건설 

및 운전 경험은 많이 갖고 있다 프랑스는 1000MWe의 대규모 원형로인 Super Phenix 

(SPX)를 건설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실험로를， 인도에서는 원형로를 건 

설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Phenix (PHX)와 일본의 JOYO 실험로는 본래의 목적올 다하고 

수년 내에 헤체될 예정이다 일본의 Moniu 원형로는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2. SFR 개발에 대한 PSA 수행 현황 

Gen - IV International Forum (GIF)에서는 한국의 KALIMER와 일본의 JSFR을 시범 

Gen-IV 고속로로 선정하여 Level-1 PSA 즉 노심손상빈도(CDF)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 

고 있다， 

미국에서는 EBR- II 실험로를 개발하여 금속 연료에 대한 고유 안전 특성을 평가하였 

다. 1964-1994 년 까지 가통된 금속연료 사용 실험로로서 Fucl Cycle Facility률 

On-site에 갖고 있었으므로 EBR- Il는 lFH I' r ototyp e으로 인정되었다. 1986년 ULOHS. 

ULOf 실험을 수행하여 금속연료 사용 고속로의 Passive Safe ty 입중하였다. 문헌상에 

나타난 EBR-ll 의 노심손상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D.J.llill. 1998) 

표 l 미국 EBR- II 원자로에 대한 PSA 결과 

사고 유형 노심손상빈도 
내부사건 1.6E- 6/yr 
외부사건 

3.6E- 6/yr 
(지진제외 주로 화재) 

지진사건 1.7E- 5/yr 
합계 2.2E-5/yr 

그 후 CRBRP 빛 PRISM 동의 상용 고속로롤 설계하였으나 건설은 되지 않았다. GE 

(General Electric)사 주도로 설계된 PRISM 원전의 설계에서는 Level 3 PSA롤 수행하 

- 2 -



여 NRC 의 안전목표와 부합되는지를 평가하였다 Level-l PSA 는 
선정하였으며 3개의 반응도 삽입사고， 3개의 지진사고， 15개의 1차측 

열제거원 기놓 저하 사고에 대하여 초기사건 빈도 및 안전계통 

다 PRISM의 총 노심손상빈도는 8.5E-8/RY로 평가되었다. 

21개의 초기사건을 

냉각기능 저하 사 

신뢰도를 평가하였 및 고 

경우에는 750MWe 및 1500MWe 규모의 JSFR을 개말하고 있으며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로 정지계통， 1차측 잔열제거계통， 단일 및 

형태의 증기발생기 설계 형태에 따라 이들 원자로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는 

2.7E-8 - 5.4E-8!RY 로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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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FR의 일반적 설계 특성 

l. 경수로 대비 SFR의 일반적 설계 특성 

- 기존의 경수로는 모두 LOOP형 원자로인데 비해 SFR 원자로 형태는 크게 POOL형 

(KALlMER, PRISM, EFR)과 LOOP형 (JSFR) 으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의 경수로는 1차측 운전 압력과 용도가 1 507 1 압， 300 'C 근처의 영역에 비해 

고속로는 대기압， 350 -550 "C 의 영역에서 운전된다‘ 따라서 고속로의 압력용기 두께는 

5cm 이내로도 가능하다 

고속로의 연료로서는 미국은 U -Pu-l O%Zr , 한국은 U-TRU-Zr로서 금속연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은 산화(MOX) 연료를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속연료는 공융현상(eutec ti c)으로 낮은 온도(750 "C 근처)에서 피복재가 손상되는 

단점이 있으나 연절달 특성이 좋아 평상시 핵연료의 온도가 높지 않다. 

- 금속연료의 융점은 약 1000 "C 근처이고 산화연료는 2300 "C 근처이다 그러나 융점이 

높은 것이 반드시 장점 만은 될 수 없다 중대사고 발생시 산화연료는 금속연료에 

비하여 그 만큼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어서 사고의 결말 (consequences)도 그 만큼 

크게 된다 

Coolant Options for Fast Reactor 
• Gas<ooling requires active safety systems 10 avαd ∞re 

melting in 105$-of coolant events 
.lead-c。이ant has a high melling temperature (3270C vs 

980C for sod 띠m) requiring high tempera씨re malerials 
Lead.bismuth has 1250C but has 10 deal with polonium-21 0 
activity The lead density is 12.6 times that of sodium, 5。
the pumping power requirement is ve깨 high and the heavy 
c∞lant welghl becomes a concem during seismic events 
Butthe ∞rroslveness 이 lead with structures is the primary 
concern 

.s。이um-coolanl has s。이um-waler reaction and s。이 um fire 
issues 

• On balance, sodlurn system is by far the most dev히。ped 
and most reliabl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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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X operated t，α over 30 years without service 

- Steam generators operated over 30 years without a 
single tube leak 

- The electromagnetic (EM) pumps lor the intermed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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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corr05ive coolant al50 means very low occupational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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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점의 차이로 방사선원항(source term) 의 특성 즉 사고시 누출되는 방사선의 종류 

및 양이 달라지게 된다 

- 소륨-물 반웅 (SWR , Sodium-Water Reaction)을 없얘기 위하여 원자로 열전달 계통 

(PHTS)경계 및 중간 열전달 계통 OHTS)경계 (중기발생기 세관 포함)에서 불과의 

접촉 가능성올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SFR의 경우 IHTS는 57] 압 이하에서 

운전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되게 되연 100기압 이상으로 운전되던 

중기발생기 2차측의 물과 중기가 IHTS로 유입되어 소융-물 반웅 가농성을 갖게 된다. 

중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벽 세관 

중기발생기(DWTSG) 퉁 여러가지 유형의 중기발생기를 개발올 시도하고 있다， 

- 비톡 발생 가능성은 매우 작을 지라도 결말은 크기 때문에 HCDA에 대한 발생 가능성 

이 전혀 없거나 발생 시에 사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2. KALlMER의 안전설계 특성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최근 10여년 통안 KALl MER-150 (2002년까지) 과 

KALlMER-600 (2006년까지) Break-Even 원자로를개발하였으며 2008년 현재는 

1200MWe급의 발전용 Break-even 원자로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actinide를 태우기 

위한 600MWe급 Burner 원자로에 대한 껄계률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서 설계되고 있는 SFR은 강화된 고유 안전성과 단순화된 안전 기능올 

특정으로 한다， 기존의 정수로 사용후 연료흘 Pyro처리하여 제조될 U-TRU-Zr 형태의 

금속연료는 우라늄 자훤 활용석과 건식방법에 의하여 핵연료툴 제조합으로 헬브l활갚쏘 

연에서 매우 우수하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SFR은 금속연료를 사용하므로써 부반유도 궤황효과를 갖고 

있어서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사고 발생시에도 원자로가 자연 

적으로 정지되는 프호강죄결 특성을 갖고 있다. 원자로 정지시 발생되는 잔열(dec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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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1 은 완전 피통 방식 (PDRCl에 의하여 냉각되게 설계 되고 있다 HCDA 

(Hypothelical Core Disruptive Accidentl 사고에 대비하여 core c atc her에 대한 설계를 

고려하고 있다， 

3. SFR PSA의 기술적 issue들 

SFR PSA의 특정은 SFR 고유의 안전 특성과 기능얘 기인하며， 기본적인 PSA 방법과 

절차는 기존의 PSA와 다를 바가 없다 

PSA 김이 Leve l 1, 2, 3 PSA 

PSA 범위 : 내부사건， 외부사건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되는 연료 및 냉각재， 원자로 혐태 ， 운전 온도 

및 압력에 따라 사고경위종결 조건 정의 (노심손상의 정의， 조기대량방출의 정의， 

방사선원항의 특성) 퉁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시의 원자로 거똥을 분석하는 컴뮤터 코드가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과도분석용 코드로는 MARS-LMR 코드를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노심 손상 이후의 핵연료 용융 현상을 해석하는 코드로 일본과 유럽에서는 SIMMER 

둥의 코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개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SFR PSA의 수행을 위해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부적인 기술적 이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SFR 고유 사고 시나리오 개발 

- SFR 고유 설계에 대한 초기사건 분류 및 빈도 평가 

- PDRC (Pass 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l 둥 피동안전계통에 대한 신뢰도 

평가방법 개발 ι 

- Reactivity feedback effect 퉁 금속연료 고유안전성 특성 (inherent safety 

fea turesl 에 대한 신뢰도 평가방법 개발 

- 소융 환경에서의 SFR 고유기기 (PHTS 및 lHTS 펌프， IHX동)에 대한 기기 

신뢰도 평가방법 개발 

- 물/중기를 사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현세대의 Rankine cycle 대신 Supercritica l 

C02 Brayton cycle 환경에서의 중기발생기 신뢰도 평가방법 개발 

- 금속핵연료 SFR 고유의 방사선원항 분석 

- HCDA 및 SWR 사고 분석 방법의 정착 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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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FR 고유 PSA 방법론 개 발 

1. KALlMER-600 PSA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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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KALIMER- 600 PSA 수 행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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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SFR의 설계에서는 안전성이 획기적S로 중진되어 중대사고 즉 노심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사 노심손상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발전소 외부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낮은 설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SFR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핵연료나 냉각 

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획기적인 안전성이 기존의 경수로에 비교해 블때 

어느만큼 이루어질지를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은 노심손상 빈도를 정량적S로 평가하는 Level-1 PSA 와 손상된 노심으로부터 얼 

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누출될까툴 판단하는 Level-2 PSA. 그리고 외 

부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Level-3 PSA로 나뉘 

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FR 핵연료로서 경수로에서 타고나온 사용후 연료를 건식파이 

로(Pyro) 처리하여 금속연료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계획이며 냉각재로는 금속 소륨을 사 

용할 계획이다 현재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산화연료 핵연료와 물로 냉각시키는 원자로와 

는 여러 가지 연에서 차이가 있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를 정량 

적으로 규명하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작년도에는 금속연료의 거통특성을 검토한 바 

가 있다. KALIMER-600은 풀( pooJ)형으로 설계되고 있어서 루프(loop) 형 원자로보다는 

1차계통 냉각재의 leak 가능성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산화연료 SFR에서는 정상 

운전시에 핵연료에 내포되어 있는 에너지가 연전달이 좋은 금속연료 SFR에 비하여 훨씬 

높아서 과도현상 (transient) 발생시 소듭 냉각재에 더 높은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해연도에는 KALIMER-600 개념설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설계특성을 반영하여 설 

계중인 안전계통들을 고려하여 Level-1 및 Level-2 PSA 방법론을 개발중에 있다 이 

방법론은 현재 개발 중인 제4 세대 소륨냉각고속로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 노심손상 

빈도를 계산하는 Level-1에서는 21개의 초기사건을 분류하였으며， 각 초기사건에 대해 

계통사건수목을 개발하여 사건수목도를 완성하였다. 사건수목의 표제에 해당하는 안전계 

통 및 안전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KALIMER-600의 안전계통의 설계현황을 파악하여 고 

장수목 작성올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Level-2에서는 노심반웅 사건수목의 구조를 설 

정하였다 

가 고유사고 종결 조건 갱의 

1) 노섬손상 조건 정의 

액금로의 고유사고 종결조건은 운전조건(압력 및 온도)， 노형 (p。이 형 과 loop 형)， 사 

용하는 연료의 형태(금속연료와 산화연료)， 냉각재의 종류(물， 소융)에 따라 달라진다 경 

수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화연료를 쓰고 냉각재를 물로 쓰기 때문에 약 1507] 압의 높은 

압력으로 운전된다 

물을 냉각재로 쓰고 산화연료를 쓰며 loop 형태의 l차측을 가진 경수로의 경우에는 

노심 노출이 되연 핵연료가 막바로 영향올 받아 피복재가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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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노심노출을 노심손상 조건으로 본다‘ 

소륨을 냉각재로 쓰는 액금로의 경우 

노심손상 조건은 소듭 비둥(잃O'C)이 일차적 

인 노심손상 조건이 될 수 있다 그 다옴 노 

십손상 조건은 피복재 용융점(l400'C)가 될 

수 있다 금속연료를 쓰는 액금로의 경우 연 

료의 조성에 따라 노심손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산화연료의 경우에는 2750'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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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가 녹는 반면에 금속연료의 경우에는 핵연료와 피복재의 공융(Eutectic) 현상 때문 

에 공융이 시작되는 온도인 721 'c를 노심손상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표에 정리된 

자료는 ANL에서 U- Pu - Zr 를 연료로 하여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액금로의 노심손상은 피복재 손상， 핵분열생성물 누출， 원자로 Vessel / Seal 

손상， 소융 비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PRISM PSA에서는 위의 자료를 바탕 

으로 각 사고경위 별로 노심손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고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노심손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띤 UTOP (Unprotecled Transienl Over Power) 사고에 

있어서는 핵연료의 온도가 냉각재 온도 보다 빨리 중가하므로 핵연료에서 eutectic이 시 

작되는 온도가 노심 손상기준이 될 수 있다 한연 ULOF (Unprotected Loss of Flow) 사 

고에 있어서는 핵연료의 온도보다는 냉각재의 온도가 빨리 중가하므로 소융비퉁이 노심 

손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KALlMER의 경우 원자로 형태가 Pool 형 노심이고， 소륨을 냉각재로 쓰며 금속연료를 

쓴 다는 정에서는 PRISM 원자로와 거의 유사하나 단지 KALlMER의 경우 핵연료의 조 

성이 U-TRU-Zr의 형태토서 PRISM 핵연료 U-Pu-Zr과는 약간 다른 조성올 가질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용융점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는 없올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핵연료 형 

태가 정해짐에 따라 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격납건물 손상 조건 정의 

격납건물 손상 조건은 노심손상이 발생 한 후 사고가 진행됩에 따라 핵분열 생성물이 

격납건물 경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그 가능성이 얼마 

나 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사용되는 핵연료 종류에 따라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양상도 달라지게 왼다. 아직 금속연료 및 소륨을 냉각재로 쓰는 발전소에 대한 핵분열 생 

성물 누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컴뮤터 코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산화연 

료와 물올 냉각재로 쓰는 기존 경수로의 경우에는 USNRC에서 개발된 MELCOR를 이용 

하여 핵분열생성물 누출 특성올 분석한다 

우리와 같은 풀형 원자로를 쓰는 PRISM 액금로의 PSA에서의 격납건물 손상 조건은 

Debris 냉각불능， 격납건물 vessel 및 se외의 열적피로에 의한 손상， 노싱노출， 후기 기계 

적 에너지 삽입에 의한 파손 동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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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고유 예비 신뢰도 DB 구축 방안 

먼저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심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초기사건들을 분류하고 정의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직 설계중이므로 운전이력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설계되거 

나 운전되었던 액금로에 대하여 운전경험 및 설계자료를 분석하여 초기사건들을 분류하 

고 정의하였다 우리의 SFR 형태와 비슷한 미국의 PRISM 및 CRBRP PSA 보고서를 보 

고 고유개념 초기사건들을 정의하였다‘ PRISM PSA에서는 21개의 개별적인 초기사건올 

정의하였다 한편 Loop형의 액체금속로인 일본의 ]SFR의 경우에는 초기사건 종류를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l, LORL (Loss of Reactor LeveI) , 
PLOHS (Protected Loss of Heat Sink) 의 3개로 그룹펑하여 정의하였다 

원래 신뢰도 자료의 경우에는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이력으로부터 신뢰도 자료를 추출하 

여 PSA 분석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에 원자로 

형태 (풀형 혹은 루프형) 및 연료형태 (산화연료 및 금속연료) , 중간 루프 형태， BOP 형 

태. 1차측 펌프 및 중기발생기 형태 퉁 발전소 형태에 있어서 제 각기 다르므로 막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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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우리의 원형 발전소로 기준을 삼았다 유럽 및 일본의 고속로에 대한 소륨 누출 및 

원자로 정지에 대한 자료는 어EA에서 발간된 FRDB (Fast Reactor Data Basel 보고서 

를 이용하였다 실제로 PRISM의 경우에도 지어진 발전소가 아니고 설계 중인 발진소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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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건 빈도 및 주요기기의 신뢰도 자료로 이용한 것은 CRBRP PSA 보고서이다 발전소 

사건발생 자료 및 기기의 신뢰도 자료는 경수로의 운전경험 자료도 많이 사용하였다， 원 

자로 보호계통， 원자로 제어 및 정지계통， 1차측 및 중간 루프 펌프， 중기발생기 형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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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SM에서 사용된 초기사건 종류 및 빈도에 관한 자료는 CRBRP 및 경수로의 운전경험 

자료를 사용하거나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도출해낸 결과이다 추후 유럽의 액금로 운전 

경험 및 우리나라 경수로의 운전경험 자료 퉁올 추가하여 신뢰도 자료를 업데이트 해 나 

갈 생각이다 

계통 신뢰도 자료의 경우에는 고장수목 작성하여 분석한다 PSA에 필요한 계통으로는 

원자로 보호계통 및 정지계통， 발전소 제어계통. 1차측 펌프 트립 계통. 1차측 펌프 

coastdown 계통. BOP에 의한 정상 잔열제거계통， 발전소 정지시 휠요한 잔열제거계통， 

그리고 부반옹도 삽입 값에 대한 자료 퉁이 필요하다 이러한 PSA에 필요한 안전계통에 

신뢰도 값은 발전소에 대한 안전계풍 설계가 확정되어 가면서 고장수목을 그려서 기기 

신뢰도 값을 대입하여 계통 고장확륭 자료를 얻게 된다. 이 부분은 2008, 2009년 업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08, 2009년에도 안전계롱에 대한 상세 설계 자료는 얻을 수 없는 것 

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외국에서 설계한 양상올 참조하여 최신 기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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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값을 이용하여 계통 신뢰도 값을 계산한다 2009년에는 이러한 계통신뢰도 자료 

를 발전소 사건 수목에 대입하여 발전소 전체의 노심손상 빈도를 얻게 된다 발전소 사건 

수목은 한국원자력원구원 종합안전평가부에서 개발된 AIMS 소프트혜어를 이용하여 작성 

하고 있으며 안전계통에 대한 고장수목은 FTREX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된 

다 

2. KALIMER-600의 안전 계통 설계 분석 

과도현상 (lransient) 발생시 노싱 손상 방지 (prevention)를 위한 안전계롱을 설계하 

여야 한다. 만약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 (severe accident)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심 

손상의 크기 및 방사능 누출을 완화(mitigalion)시키는 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KALIMER-600의 경우에는 1)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므로써 고유 반웅도 궤환 효과 

를 얻을 수 있으며， 2) 자기작동 정지계통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퉁 피동 안전 계통을 도 

입함으로써 획기적인 안전성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유 안전성과 피동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기본 취지이다，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원자로 보호계통과 원자로 정지 계통 그리 

고 원자로가 정지되었을때 발생되는 붕괴열 (decay heal)을 제거하기 위한 잔열제거 계롱 

이 있다， 용괴열은 중기발생기 2차측을 이용하거나 중간측에 설계된 IRACS 계통을 이용 

할 수도 있고 만약 전원 상실로 중간측과 2차측이 이용 불가농할 경우에는 원자로에 설 

치된 완전피동잔열게통 PDRC툴 이용하여 잔열을 제거하연 된다 

금속연료 SFR에서는 원자로에 정지몽이 삽입되지 않아도 부의 반웅도가 원자로에 

삽입되는 반웅도 궤환 현상을 갖고 있다. EBR-II 원자로에서는 여러차례 실험을 수행하 

여 유량상실사고(LOF)와 열제거원 상실사고(LOHS)에 대하여 원자로 정지봉의 악하없이 

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함올 보여주었다 (1 987 ,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 

Vo l. 101)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에는 1차측 펌프가 계속될 경우 혐프에서 발생하는 열량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펌프를 정지시켜야 안전하다. 그러나 펑프가 정 

지되어 유량이 상실되는 사고 초기에는 펌프에 coasldown 유량이 있어야 한다. EBR-II 

원자로에서는 여러 가지 coastdown 정지시간 (1 00초， 300초， 400초 퉁 여러 가지 조건 

에서 실험)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BR-II SHRT 39 , 45 , 45R실험결과 참조) 

일부 실험에서는 핵연료 피복재 내부 옹도가 공융온도인 715 'c 이상을 넘는 경우도 발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핵연료온도의 파도한 상숭없이 안전하게 원자로가 정 

지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원자로의 출력용량이 커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coastdown 정 

지시간이 요구될지는 과도해석용 컴뮤터 코드에 의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각 계통사건수목의 표제로는 원자로 보호계통 (RPS). 원자로 정지계통 (RSS). 

PHTS 펌프 트립， 펌프 Coastdown , lnherent Reactivity Feedback. 2차측올 통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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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제거， 그리고 PDRC를 통한 잔열제거가 안전기능으로 모델렁된다. 초기사건의 종류 

및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이와 같은 안전계통 혹은 안전기농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에 

따라 사고 유형이 정해지고 노심손상 여부가 결정된다， 각 안전계통의 신뢰도는 고장수 

목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이용불능도라는 지표로서 분석이 된다 당해 연도에 

는 위의 7개 안전계통/기능에 대한 KALIMER-600의 설계현황을 분석하여 다충성， 다양 

성， 성공기준， 고장모드 및 영향 분석 (Failure Mode and Impact Analysis) 동에 대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차기년도에 각 안전계통/기능에 대하여 고장수목을 작성 

하여 정량적인 신뢰도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Pumo Coastdo"", 

Nominallmerent 
Reactiv’tvFeedJack 

윈자릎정지신효 벌생시 영제a Shutφwn 

Rods Insertion 여무 판딘 

!!l~a보효1잉으g부티 트링신효벌생시PHT IN이의 기1식 엄프 
f>t.m> 르힘요구당 {톨링되어야잉검) 
g지호보호1톨으로무티 펌프료회훌 요구혀 
지 않올때논펌프트희되지 양이O~ @I직료인 

펌프 Coastdowr’폰제여무에 따리 뼈윈료 손 1-:- 기1식 엉프이므굳 훌 
싱 가능성 확인 | 라01힘로C어stdown 

S여lαnVoi야 ... Doooler. Axial FI‘ .. 1 
ExDansior‘ Control Rod αiveUne 
타øansion. Core Radal 당øansi여폐 따를 노 
십씬용도케 

그림 15 금속연료 SFR의 안전계통/기능 현황 

가. 원자로 보호계롱(RPS) 

각인용도쩨앙효과에 
대한률악힐성및 
여무획인 g요 

원자로에서 과도현상이 발생하면 원자로 보호계통(RPS)은 원자로의 이상 상태를 감 

지하여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원자로 정지 신호 (reactor trip s ignal) 처려 계통 

이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한 개의 원자로 정지변수에 대하여 4개의 계측기 채널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중 2개 이상의 계측기에서 변수 설정치 이상의 신호가 감지되면 원자로 

를 정지시키는 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원자로 보호변수로는 원자로 중성자 출 

력， 원자로 출구온도， 원자로 유량 퉁이 있다 

원자로 보호용 정지 변수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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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변수 용도 샌서 설치 위치 설정치 (예) 

냉 각재 액 위 (Coolant IHX failure , Reactor 
Leve!l Vessel Leak 감지 용 

냉 각재 온도 (CoolanL Loss of heat sink 혹 은 노심 입구， 
Temperatures) BOP 고장 감지용 노심 출구 

유냉각량재 (C 입00구lan 압력 혹은 1펌차프측 고 유장량，감 내 상지부실용， 구 1조차측물 84% of Nominal 
t Inlet 

Flow Pressure or Flow) 배관 파단 

원자로 중성자 출력 제제감어어지봉봉용의 인출 갑작 사λ고런 및 낙하 110% of Nominal 
(Neutron Flux) Power 

출력 대 유량 비 

Power to Flow Ratio 

나. 원자로 정치계통(RSS) 

원자로 정지계통은 제어봉/정지봉 겸용의 제어봉 다발 (contro l assembly로 구성되 

어 있다. KALIMER- 600의 경우 제어봉 집합체수는 l차와 2차 제어봉 그룹으로 되어있 

으며 각각 127>> ’ 3개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봉이 낙하하지 않거나 가상의 노심 

붕괴사고(CDA) 발생을 대비하여 B.C 볼을 낙하시키는 USS (UILimate Shutdown 

System)도 추가로 성계되어 있다 1차 제어봉 집합체 127>> , 2차 제어봉 집합체 3개， 

USS 제어몽 집합체 1개가 모두 낙하하였을 경우의 반웅도가는 각각 -12.5$ , -3 .4$, 

-1.5$ 이다(KAERI - RR/2724/2006 , 56쪽 표3. l.l -28 참조) 보통 사고해석시에는 최대 

반웅도가툴 가진 1개의 제어용은 stuck되어 낙하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핑을 보여야 한다 

KALlMEIHìOO JSFR- l500 

l차 정지 방법 
l차 제어봉 집합체 

Main Shudown System 
12개 집합체 

2차 정지 방법 
2차 제어봉 접합체 

Backup Shudown System 
3개 집합셰 

피동적 원자로정지 USS CB4C balls) 
SASS (피동적 
원자로정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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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떼C 

wctJ it~ 

뼈
 때 빼 

Power 
rorCR 
holdlng 

Breaker 
circults 

.ill 
Clrcuit breakers 

Control rod 
f히easlng 

mec:hanisms 

l Main reactor shutdown system 

Instrumentation channels for reactor trψ S앵nal 

Relays 

~~~ . ~~ 
( Backup 대actor shu띠own sy잉em ) 

Figure 1 Schemalic diagram o}‘ reaclor sllllldOlνn syslems assumeJ in the presellf slud)ι 

그림 16 JSFR의 원 7+로 정지계통 구성도 

Inner Core 117 

Middle Core 96 

Outer Core 120 

Primary CR 12 

Secondary CR 3 

USS 
Reflector 72 
B4C Shield 78 

IVS 114 

Radial Shield 90 

Total 703 

그 림 17 KALIMER-600 Breakeven Cor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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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봉 삽입암 제어봉갱합셰 수 
민웅도7~ ($) C3SE' 

4 갯!링 7 범렁 9 냉링 

i l o 0 0.98 

、〕 o l 0 0.79 

3 o o l 0.70 
인 ,'. 새이 상 

• η 3 6 11.3 

。 3 ” 6 : J.4 

6 3 3 。 10.8 

l 3 ‘ 。J 6 1:;,7 

C :l~t' 6 인‘3 

l l 0.9 2 
。 1 사 셰이붕 

‘ ”’ 2 2.0 

3 3 3.4 

그림 18 KALIMER- 600 제어봉 반용도가 

"'"∞ 

‘ .. 00 ----‘""∞ /' 1‘ 
-•"'l!TlÖrY CRs /'" = .. →-Secorw::성ry CRs 

‘!~:ø /' 
g / 

/ ’ .,,,, 

"", 
/ _.“‘. ‘~ ‘-“· 

g엉@ 
/ . .--.. -_ .......... " 

• ir:- 」--r-.. - - -•* 
o∞ 

g흩 ., ,‘ i '16<1 ,.-;, -:a .,-.e bi IU .o:.l‘ r ‘ 닝B b&，;뼈、;)8"1.1 ’1 ‘'--''1:''9.。양.tKtll;'"‘ ..... 
‘n.le r.l O‘ :Ulllne. I C꺼，) 

그림 19 노심 삽입에 따른 일차측， 이차촉 제어봉 집합체 반용도가 

헝 ι; l 자 재어영 쇠함"1 2 차 셰어상생합새 

‘용 찌이풍자 1~.7 3.4 

최대 빙용도 요，..양 7A~~ 2A94 

성지여유도 5.278 0.906 

그립 20 KALIMER- 600 제어봉 집합체 정지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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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HTS 펌프 

PRISM-150의 일차측 펌프는 전자식(EM) 펌프 4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KALIMER-600의 일차축 펌프는 기계식 Centrifugal 펌프 2대로 구성되어 있다 소규모 

원자로의 경우에는 EM 원자로 vesel의 내부 공간이 작기 때문에 EM 펌프의 설치가 가 

능하나 대규모 용량의 경우에는 기계식 펌프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전자펌프의 경우에는 

전력상실 퉁의 이유로 펌프가 정지될 경우 coastdown 유량을 주기위하여 pony motor의 

일종인 synchronous mach i ne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EM 펌프의 경우에는 원자로가 정 

지되었을 경우 펑프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운전될 경우에는 원자로에 열을 계속 공급하 

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열원도 정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운전원 

이 판단하여 펌프를 중지시켜야 한다. 기계식 펌프의 경우에는 펌프 촉에 f1 ywheel 을 달 

아서 coasldown을 쉽게 얻을 수 있다 

coas ldown 정지시간은 1 00초에서 300초 정도로 설계하는데 coastdown 정지시간이 짧으 

연 냉각재 온도는 높이 올라가나 온도가 높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다. 반대로 

coas tdown 정지시간이 길게 설계하면 냉각재 온도는 높이 올라가지 않지만 온도가 높 

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KALIMER-600!니 경우 ATWS 사고 분석시 PHTS 혐프 coas tdown 시 유량이 정상치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halving time 은 6초， 유량이 완전히 정지하는 데 걸리 

는 시간은 60초를 산정하였다. 

PHTS 

4.6M‘’1 , 
if QRHRS 녕. 

7731.3 kg/s 

4.8 ’1‘.V, 

390.0 'C 

lHTS 

• Net Plant Power = 600.0 MWe 

Gross Efficiency = 41.9 ’‘ 
• Net Efficiency = 39 .4 ’‘ 

SOS 

FW pump 
16 .7 MW , 

그림 21 Summary of the Heat Transport Condition in KALlMER-600 at the 100 % Pow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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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립 22 IHTS Horizontal Arrangement 

.rt Lenl 

Ructor Ve;8피 

Coo이 ... ‘m‘ 
V8S.‘ 

R‘m, 

C야.ino‘ ."""'" 

IHTS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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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33.0 

--- 60'0 

---"'50 

--- $00 

--- ’ 1000 
---1200. 0 

1545. 0 
156[1 0 

177Q O 

165QO 

PHTS Equipment Aπangements and Flow Paths Elevation of KA L1 MER-600Reactor Strucrures 

라. 금속연료 SFR 고유 반웅도 궤환 현상 

우리나라와 미국만 금속연료 고속로를 지향하고 있으나 일본， 프랑스， 인도 퉁에서는 산 

화연료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금속연료툴 사용하는 KALIMER에서는 산화연료률 쓰 

는 고속로보다 반웅도 궤환현상이 우수하여 즉발임계 (prompt criticaI)이 발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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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진행이 느린 사고 발생시 원자로 정지봉의 낙하없이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안정화될 

수 있다. 금속연료 고속로에서 가능한 반웅도 궤환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 

을수 있다， 

Cc(a rormer 

TCLP. 

ACLP 

Grid 
Plale 

Conlrol HOd 1J'; '.'9 

Lina Aeaç!ivi!y 

,I.x lal Expansion 
방acti'/lt\， 

ctl‘II Chre 

G~s Ex pansion 
Module : GEW 

Sodium 
Aeaαívll1 

DoPlller 
Re~ctiγity 

.. :::::::::::::::::::::::::::::::::::::::::::::::: 
그립 23 금속핵연료 SFR의 반응도 례환 효과 요소들 

- 소융 기화 반웅도 (Sodium Void Reactivity) 

- 도플러 현상 (Doppler) 

- 촉방향 핵연료 팽창 (Axia l Fuel Expansion) 

- 반경방향 핵연료 팽창 (Core Radial Fuel Expansion) 

- 제어봉 구동라인과 원자로 용기의 상대적인 팽창 (Control Rod Drive Line/Reac tor 

Vessel (CRDL!RV) Expansion) 

소륨이 기화하게 되면 냉각재가 없어져서 고속 중성자는 더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 

(+)의 반응도를 노심에 주게 된다. CDA (Core Disruptive Accident ) 사고시 즉발임계 

(prompt criticality)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 소듭 기화 반웅도를 금속연료 고속로 

의 경우 보통 8$ 이하로 원자로툴 설계한다. KALIMER-600의 경우 평형노심 

(equilibrium core) 주기초(BOEC)에는 7.4$ , 주기말(EOEC)에는 7.6$로 설계되어 있다， 

도흘러 현상 (Doppler)은 핵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연 중성자 출력은 낮아지는 현상 

이므로 핵연료의 온도 상숭은 부(-)의 반웅도를 노심에 주게 된다. 그 외에 축방향 핵연 

료 팽창! 노심 반경방향 앵창， 제어봉 구통축 팽창 퉁의 현상은 냉각재의 온도가 상숭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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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노싱에 부(-) 반웅도를 주는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심 반경 

방향 앵창， 제어봉 구통라인과 원자로 용기의 상대적인 앵창으로 인한 부반웅도 삽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된 현상이 아니어서 credit올 안 주는 경향도 있다 

Parameter BOEC EOEC 

Fuel Doppler coefficients (dp/dT) (pcm) 
-I301.2T I 12 Sodium flooded -1225.2T I12 

Sodium voided -1132.0T II 5 

-1083 .IT I1 5 

Axial expansion coefficient (dp/(dHIH)) (pcml%) 
Fuel+stmcture -111 -111 

Uniform radial expansion coefficient 
(dp)/(R/dR)0 (p-cv)m/%) -507 -510 
(dp/dT)(x 1.0-") (IIK) -7 .448 -7 .436 

Sodium void reactivity (pcm ($)) 
Active core plus upper gas plenum 2583 (7 .4$) 2643 (7.6$) 

Control rod worth (pcm ($)) 
Primary 4393 (12.5$) 4420 (1 2.7$) 
Secondary 1186 (3 .4$) 1195 (3 .4$) 

USS (pcm ($)) 535 (1.5$) 555 (1.6$) 
ßeff 0.00351 0.00348 
Delayed neutron 삼ac . (%) 

Group I 2.316 2.329 
Group 2 17.699 17.817 
Group 3 14.794 14.820 
Group 4 35 .997 35.947 
Group 5 2 1.330 21.265 
Group 6 7.864 7.822 

Effective neutron life time (μsec) 0 ‘ 434 0.433 

Summary of Reactivity Worths of Equilibrium Cycle 

마.잔열제거계통 

중간룹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로에서는 다음 3가지 방법에 의한 잔열제거가 가능하다， 

1) 2차측(BOP)에 의한 잔열제거 기능 

원자로가 정지하게 되면 2차측CBOP)에 의하여 용괴열 (decay heat)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류전원상실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하게 되연 중간측([HTS) 혐프도 정지하게 

되므로 2차측을 이용한 잔열제거는 불가능하게 된다. 

2) 중간측에 의한 잔열제거 기놓 

BOP 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가 불가능할 경우률 대비하여 중간룹 (inte rmediate !oop)에 

는 잔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룹별로 1대씩 비안전 퉁급의 IRACS롤 설치하고 있다 그러 

나 전력상실사고의 경우에는 중간룹 혐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IRACS툴 통한 잔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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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불가능하다， 

3) PDRC에 의한 잔열제거 기놓 

마지막으로 과도사건이 발생하연 장기적으로 피동잔열제거 계통인 PDRC에 의하여 원자 

로에서 발생한 용괴열을 자연순환 냉각방식에 의하여 제거한다 PDRC는 20MWt 용량 2 

대가 완전 피동방식방식으로 되어 있어 비상디젤발전기가 필요없게 설계되어 있다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CEFR이나 인도에서 건설되고 있는 PBFR. 일본에서 설계되고 

있는 JSFR의 경우에는 반완전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반완전이란 

Air 계통에 달려있는 damper의 구동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ALIMER의 경우 완전 

피통잔열제거가 가능할지는 실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일이다 

’ 10 1 tHr Qul PDRC 

contnlrUl1t:n l 

." 

DHX 

Colcl 
Sodium 

levcl 

C0l1 1‘IlnmCnl 

IIOt 
50니Il l rl1 

Icv.:.-I 

JIfX 

comJcnser 

Disk 

Sodium OU l11 p Tank 

그 림 24 KALlMER-600의 PDRC 및 IRACS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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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9 PDRC TIH Data Distribution at the 

Design Point 

PRISM의 경우에는 원자로 한 모률당 출력 용량이 1 50MWe로서 비교적 소형 원자로이 

기 때문에 RVACS로서 원자로 용기에서 발생한 잔열의 제거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중기 

발생기의 경우에도 증기발생기 외벽을 공기에 의해 완전피동방식a로 냉각시켜주는 ACS 

가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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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일본 TSFR- l500의 l차측 잔열제거계통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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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KALIMER-600에 대한 사건수목 개발 

L 노심손상 정의에 대한 재고찰 

가. 물냉각 원자로의 노심손상 정의 

대부분의 기존의 물냉각 원자로는 산화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며 원자로 냉각재 계통 

CRCS) 이 15071 압(가압경수로) 혹은 10071 압(가압중수로)으로 가압되어 운전된다 따라 

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누수될 경우에는 RCS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물은 RCS 

외부로 누출되며 냉각재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산화연료 물냉각 원자로에서는 

노심노출이 발생하연 피복재 손상올 회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산화연료 물냉각 

원자로는 노심 수위가 감소하여 노심이 노출되는 경우를 노심손상으로 정의한다 

나. 산화연료 액금로의 노심손상 정의 

산화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 역시 궁극적인 노심손상은 피복재의 용융에 의하여 핵 

연료 내부에 있던 핵분열 생성물이 외부로 빠져나오는 경우를 노심손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산화연료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대략 2300.C 정도이다 금속 합금 피복재의 용융온 

도는 대략 1100 "C 정도이다. 핵연료 온도가 2300 "C를 념거나 피복재 용도가 1100"C를 

넘는 경우를 노심손상으로 본다 또 한가지 액금로의 경우에는 냉각재인 소듭이 기화하 

연 노십손상으로 볼 수 있다 

다. 금속연료 액금로의 노심손상 정의 

금속연료 액급로의 경우 높은 열전달율과 고유 반웅도 궤환효과라는 안전성 측연에서의 

우수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금속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피복재에 포함된 철 성분이 반 

웅하여 낮은 용도에서 공융현상 (eutect ic) 이 발생한다‘ 공융현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그동안 많은 실험적 연구가 있었지만 공융발생 온도가 우라늄과 철 성분의 조성비에 따 

라 달라지며 노내 실험연구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연이 있다 우라늄과 철성분의 비윷 

에 따라 공융발생 온도는 725 "C에서 1050 "C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참조) 

PRIS!vI 및 AL !vIR 핵연료인 U-20Pu-10Zr 금속연료와 HT9 피복재의 공융온도는 72 

5.C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U-TRU-Zr 연료와 

!vIodified - HT9 피복재의 공융온도에 대한 실험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 분야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연료의 U 조성비에 따라 공융 

온도는 변화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는 U-TRU-Zr 연료와 U-20Pu-10Zr 의 조 

성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연 개선된 !vIod.HT9 피복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융온도는 

790.C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뒤의 노심손상 사고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피복재의 온도가 

이 온도에 도달하연 노심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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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용융온도는 약 1100 'C로 보고 있다， 소륨의 기화정은 압력에 따라 약 
- lOOO 'C 범위이다. 

금속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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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2 Uranium - Iron Phase Diagram 

핵연료의 우라늄과 피복재의 철 성분의 조성비에 따른 공융용도 변화 콕선 
우라늄 중량비 < 70w/ o 공융발생온도 1080 'C , 

70w/o < 우라늄 중량비 < 96w/o 공융발생온도 = 725C, 
우라늄 중량비 > 96w/ o 공융발생온도 8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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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150 PSA 및 일본 2단계 고속로 시스템 연구에서 정의한 금속연료 소듭고속로 

의 고유안전성 평가를 위한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 목표 방사성 물질의 가둥 Ccontainl 기능 유지 
성능목표 성능 기준 온도 기준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 
핵연료 고화(sotidusl 온도인 

1093 "C 이하 유지 

피복재 건전성 유지 
장기적 핵연료 표연 최고 핵연료 피복재 공융 온도인 

온도 700 "C 이하 유지 
단기적 피복재 두께중심 열적 크리프 강도 제한치인 

최고 온도 790"C 이하 유지 

1차측 경계 건전성 유지 1차측 경계 구조 온도 704"C 이하 

서브채널 소듭 최고 온도 
국부적 소융 포화용도인 

982"C 이하 유지 
다이나믹 로딩 방지 

핵연료 고화(soIidus) 옹도인 
핵연료 중심 최고 온도 

1093 "C 이하 유지 

일본 ]SFR 개발시의 안전성 평가 기준 

연료건전성 

산화물 연료 금속연료 

연료최고용도 융정이하 (2650 "C) 
융정이하 (Zr 함유율에 따라 

다름). 

(피욕관 내면온도) 

피복관 최고옹도 
(피복관 두께중심용도) 0.05시간이내 780 "C 이하 

이상과도 830 "C 이하 그 이상의 시간에서는 650 "C 

이하 

냉각재최고온도 비퉁점이하 비둥점이하 

피복관 creep 분율 0.1 이하 0.1 이하 

연료최고옹도 융정이하 (2650 "C) 
융정이하 (Zr 함유율에 따라 

다릉). 

피복판 최고 온도 
(피복판 두께중심온도) 

사고 900 "C 이하 

냉각재최고온도 비퉁점이하 비퉁점이하 

피복관 creep 분율 0.3 이하 0.3 이하 
경계건전성 

이상과도 l 650 "C 최고사용온도 1. 4배 초과 
사고 650 "C 최고사용용도 1. 6배 초과 

피폭평가 

사고 실효선량 5mSv 이하 
입지명가 갑상선(성인) 에 대해서는 3Sv 이하 

마간상사고) 전신에 대해서는 0.25S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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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SM -150 및 ALMR에 대한 초기사건 분류 

PRISM-150 원자로에 대해서는 21개의 초기사건올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발생빈도를 예 

측하였다 아래 표에 이에 대하여 요약정리하였다. (PRISM PSID 보고서 Volume IV. 

Appenclix A. Preliminary PSA 창조) 

PRlSM 보고서 Volume IV . Appendix G에서는 NRC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으로서 

초기사건빈도 부분에 대한 수정올 기술하고 있다 Revision 된 PRISM 설계에서는 다음 

의 7개의 초기사건 그룹이 선정되었다 아래 표에 7개의 초기사건 그룹을 좀더 세분화하 

여 총 37개의 초기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아래는 초기사건 및 발생빈도애 대한 수정 부분 

이다 KALIMER-600에서는 PRISM과의 성계차이에 따라 초기사건의 종류 및 초기사건 

발생빈도 값이 조정될 수 있다. 

A. 반웅도 삽입사건 (Reactivily Inserlion) 

B. 노심 유량 저감 및 1차측 경계 누출 

(Core flow reduction and Primary Coolant boundary leaks) 

C 열제거 성능 저하 (Heat Removal Reduction) 

D 국부적 손상 (Local Faulls) 

E‘ 전력 계통 고장 CElectrical Power System Faults) 

F 과도 사건 (Transients) 

G 외부 사건 CExternal Events) 
H 잔열제거계통 막힘 사고 (RVACS Blo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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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150 PSA 초기사건 분류 및 발생빈도 (App ,A 및 App ,Gl 

m 초기사건 내용 사고원인 
App.A App.G App.G 혜 
빈도 빈도 당항목 

(반$0옹l도-$0 삽2입) 3개 6개 CR 인출 1.0E-4 1.0E-3 A.2 

2 반용도 상$0입4 7개 12개 CR 인출 1.0E-4 5,OE-4 A.3 ($0,2 - $0.4) 

3 반옹도 삽입 
12개 CR 인출 1.0E- 6 5,OE-5 A.4 ( >$0.4 

4 지 진 (Q,3g-0,375g) SSE 0,3g 초과 사고 1.0E-4 3,OE-4 G,2 

5 지 진 (Q, 375g- 0.825g) 지범주진격 이리내계 사풍의고 j ,9E-5 1.9E-5 G,3 

6 지진(ü.825g 이상) 지범주진격 초리과계 사풍의고 7,lE-7 7.1 E- 7 G.4 

7 원자로용기 파손 초기 용접 결함 성장 1.0E- 13 X X 

8 국부 유로 폐쇄 연료교환시 이물질잔존 1,8E- 6 l.1E- 1 D.1, D,2 

9 원자로용기 Leak l하Oc부m2 l의e머‘ 원 발자생로 vessel 1.0E- 6 1.0E- 6 B.8 

10 일차측 펌효 정지 2개 펌효중 1 핑프정지 0.16 0,2 B.1 

11 일차계통 유량상실 2개 펌프 동시 상실 5,2E-2 5,2E-2 B.3 - B.6 

12 급수유량 상실 주 급수 유량상실사고 8,OE-2 0,2 C.7 

13 BOP를각 통기한능 
정지냉 상실 

SG 2차측지 고장으로 
인한 정 냉각기능상실 

8,2E-6 X X 

14 IHTS를 통기한 
정지냉각 능 상실 

IHTS 냉각유로 파손 1.0E- 2 1.0E-2 C.2 

15 IHTS 펌프 고장 5,OE-2 5,OE-2 C.1 

16 소외전원상실 LOOP or SBO 3,OE-5 1.0E-3 E.2 

17 인 대형한 I 소H륨X 고 불장반옹으로 SGTR 사고 6,OE-8 l.lE-3 C.3 - C.6 

18 발고쩌전장지소에제 의어한계통 발전소 회 발전소 고제장어에 게통(PCSl 
로 의한 정지 0,6 0.4 F,1 

19 정상 정지 재장전보수 (OverhauD 0,6 0,7 F,2 

20 강제 정지 Forced Shutdown 5,5 0,9 F ,3 

21 RV ACS Blockage 1.0E-8 0,1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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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PSA Appendix G 초기사건 재정리 표 (Table G .4 .11- l) 

사건 이홈 발생빈도 | 주요 기여 인자 혹옹 최대 사건 

A 반용도 상입 사고 <Heactivity lnsertion) 
- Stick and slip - nominal cotrol assembly insertion 

1. 0-6 (/; step 2E-3 - 0 - 0.2g earthquake 
- Withdrawal of one control assembly 
- Stick and slip - nominal cotrol assembly insertion 

2. Potential for 7-18 (/; step IE-3 - 0.2 - 0.6g earthquake 
- Wilhdrawal of 4 or 6 control assembly 

3. Polential for 19 - 36 (/; 5E-4 -、Vspltfhddrawal of 7 t。 l2 control assemb1y at normnal 
ramp al 2 rt /sec 

4. POlenlial for >40 (/; ramp al - Wilhdrawal of 7 to 12 control assembly wilh failure 
5E-5 of md2 sgtop ea 2 (/;/sec or 21 - 36 (/; step - 0.6 - 1.2g earthquake 

B 노심 유량 저감 및 l차측 경계 누충 (Core flow reduction and Primary C∞lant boundary leaks) 

1. Coastdown of One EM Pump 0.2 
- Loss of Power to One EM Pump 
- DischarR'e Line Break 
- Failure of EM Pump Coils 

2. lnstantaneous Loss of Flow 0.1 5 - Fire in cable between EM Pump and Breaker 
from One EM Pump - Breaker short to ground 

- Discharge Line Leak 
3. Coastdown of Two EM - Loss of Power to Bus Feeding 2 EM Pumps and 

TPunmpps wlIh RiTS Pump 2E-3 IHTS Pump 

4. Coastdown of Two EM 
- Loss of Power ω Bus Feeding 2 E;"1 Pumps and Pumps without IHTS Pump 2E-3 

Trip SG Recirculation Pump 

5. lnstan l.aneous Loss of Flow lnstanlaneous Loss of Flow from One EM Pump 
from One PHT Pump with 2E-3 (Event 8.2) which causes lnstability in bus 
Coastdown of the Other common with the oLher purnp causing the breaker 
Pump tO open 

6. Coastdown of Both PHT 5E-2 Loss of Power from Preferred Power Supply Pumps 
7. IHX Leak lE-3 IHX Tube Le녕k 
8. Reactor Vessel Leak lE-6 - Reactor Vessel Leak 

C. 2차측 염제거기능 저하 사고 (Heat Removal Reduction) 

1. IHTS Pump Failure 5E-2 - Pump Shaft Seizure 
- Pump Leak 

2. lHTS PiDim, Leak JE-2 - IHTS Piping Leak 
- SG Leak Detect어 by Hydrogen Detectors 

3. Small SG Leak JE-3 Shutdown andCo Rnegpaolursenc 
No Futher Conseauences 

- Small leak propagating to rupture relief disks 

4. Medium SG Leak IE-4 connected to equalization line 
- Shutdown and Repairs 
- No Futher ConseQuences 

- Medium leak propagating to multiple tube leaks 
- rupture disks break, SG water is dumped and 

5. Design Basis SG Break lE-6 SG is isolated 
- Shutdown and Repairs 
- No Futher Consequences 

6 Beynopnmdte Dcteesdlg)n BaslS (or JE-9 - Design Basis Break with Delayed or lnadequate 
UnDrotected) SG Break Jsolation or DumpinR' of SG 

- T/G Trip 
7. BOP Faults 0.2 - Condensate Waler System Failure 

- Feed Water System Failure 
8. RV ACS Blockages • 아래 H 함목에 다시 갱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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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릅 발생빈도 주요 기여 인자 혹용 최대 사건 

D 국부적 손상 (Local Faults) 
1. Blockage of Passage 

- Loss of Power to Pump Motor 
between 3 neighboring fuel 0. 1 - Discharge Line Break 
pms 

2 Cmlaodrdeln pgln Fsallure 。f two or lE-2 - Random Failure 

3. Melting of One Fuel Rod lE- 4 Excessive enrichmer 
4. Partial Subassembly lnlet 

IE-3 - Manufacturing and QA errOT 
Bloackage <20% 

Pin to pin fai lure propagation with failure of deteccion 
5. Subassembly Bloackage 1E-9 and shutdown 

>85% Total inlet blockage of manufacturing errar, errors in 
QA preoperation testing 

E 전력계똥 고장 (Electrical Power System Faults) 
1. Station Blackout 1E-7 - Loss of preferred and reserve power suppl“s 

>36 hours 
2. Station Blackout 

lE- 3 - Loss of preferred and reserve power supplies 
<36 hours 

F 일 반 과도 사건 (Transients) 

1. Spurious scrams 0.4 
- Spunous scrams 

Transients inadequately handled by PCS 
2. Norrnal Shutdown 0.7 Shutdown for refueling Or scheduled maintenance 

3. Forced Shutdown 0.9 
- Shutdown for event not accounted for above but 

mus[ be repaired before power operation restél!1 
G. Extemal Events (외부 사건) 

1. 0. 1 - 0.2g earthquake lE-3 - OBE level earthquake 

2. 0.2 - O.4g earthquake 3E-4 - SSE level earthquake 

3. 0.4 - 0.9g earthquake 1.9E-5 
Earthquake >SSE but well within seismic isolation 
capabi1i ty to maintain seismic gap 

4. 0.9 - 1.2g earthquake 7.1E-7 - Earthquake which may c10se seismic gap 

H 잔열재거계용 막힘 사고 (RV ACS Blockages) 

1. <25% BI∞kage lE- l - Flying objects 

lE- 3 -
2. 25% - 75% Blockage lE- 7 

- Typhocn f1ying objects 
Hail/Tsunami 

3. 75% - 90% Blockage 1E-9 SandIDust St:orrns 
- Severe Seismic Events 

4. >90% Blockage < l E-9 - Double Vessel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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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계통 사건수목 (System Event T ree) 개발 

먼저 EFR. JSFR. PRISM , ALMR 보고서를 검토하여 소륨냉각로에서 발생가능한 사 

건들을 검토하였다 같은 금속연료를 핵연료를 사용하는 PRISM-150에서 사용된 사건수 

목을 KALIMER-600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사건수목의 형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PRISM-150 PSA에서 선정된 초기사건 그룹은 1) 반웅도 삽입사건. 2} 노십 유량 

저감 및 1차측 경계 누출. 3} 2차측 열제거 성놓 저하， 4} 국부척 노심손상 사고， 5} 전 

력계통 고장， 6} 과도 사건 (Transients) , 7) 외부 사건 CExternal Events} 둥 총 7 종 

류로 분류되며 초기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21개의 세분화된 초기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안 

전계동의 설계에 따라 초기사건 목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래 그립에서는 PRISM-150 PSA에서 개발된 계통사건수목(System Response 

Event Tree)의 한 예로서 반웅도 삽입사고에 대한 사건수목의 모양올 보여주고 있다 다 

른 종류의 초기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사건수목 양상을 보이며 단지 초기사건의 

종류에 따라 안전계통의 미작동 확률값만 달라지게 된다. KALIMER-600은 아직 개념만 

정립되고 안전계통의 세부적인 설계는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기본 설계 및 상 

세 설계가 진행펌에 따라 안전계통의 미작통 확률값은 고장수목을 작성한 후 예측될 수 

있다 

PRISM-150과 KALIMER-600의 안전계통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볼 때 1차측 펌프 

와 잔열제거 계통의 모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 사건수목의 예에서 Pump 

Trip. Coastdown , Decay Heat Removal에 대한 고장수목과 고장확률값의 차이를 가져온 

다 PRISM-150에서는 1차측 펌프로 전자식 펌프 (EM pump) 4 대를 사용하고 있￡나 

KALIMER-600에서는 기계식 펌프 2대를 사용하고 있다 

PRISM-150에서는 잔열제거계통으로 원자로 용기 외벽을 대기중의 공기로 피통적 

으로 잔연순환에 의하여 냉각시키는 RVACS (Reactor Vessel Auxilliary Cool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으나 KALIMER-600에서는 원자로 출력 용량이 크기 때문에 

RVACS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15MWth 용량의 PDRC 2대를 사용하고 있다. PDRC 역 

시 완전 피동냉각방식이긴 하지만 소융 룹을 가진 DHX와 대기 중의 공기로 냉각시키는 

AHX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성농 및 신뢰도는 현재 건설 계획중에 있는 SPINCS 

실험을 롱하여 얻어질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장확률 값 산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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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계통 사건수목도 작성 예 

위의 사건수목 그립에서 오른쪽 끝의 sta te는 accident type(사고 형태)을 뜻하는 

것으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뒤에 붙는 숫자가 커짐에 따라 노심손상사건수목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외부로 누출되는 방사능의 종류 및 누출분융이 달라진다 

Sl 원자로의 안전한 정지(미임계) 및 장기적으로 안전한 안전한 잔열제거 

S3 , S5 Loss of Shutdown Heat Removal 사고 형 태 

F1 , F3 : LOF (Loss of Flow , 유량상실 사고 형태) 

H2 , H3 , : LOHS (Loss of Heat S ink , 열제거원 상실 사고형태) 

P1 , P2 , P3 , P4 TOP (Trans ient Over Power , 과출력 사고형태) 

G3 , G4 : Combined TOP with LOF CTOP , LOF 복합발생 사고형태) 

아래의 결과는 pr~ISM -150 예비 PSA에서 예측한 노심손상빈도 결과들이다 초기 

사건 빈도와 제통 신뢰도 값들은 너무 낙관적을 값을 사용한 연이 없지 않음을 NRC 검 

토보고서 (NUREG-1368)에서 지적하여 PRISM PSID Volume VI , Appendix G에서는 

이에 대한 reVlSl0n과 답변을 하였지만 수량적으로 revision 되지는 않았다‘ 

PRrSM-150 PSA에서 초기사건별로 볼 때 가장 큰 노심손상빈도값을 나타내는 초 

기사건은 IEl0(Loss of One Pr imary Pump) , IE6 (Earthquake > O.825g) , IE1 1(Loss 

of Substantia l Primary Flow)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 볼 때는 F1 (ULOF) 및 

G4 (UTOP/LOF ) 순이었다1 따라서 금속핵연료 SFR에서는 1차측 유량상실 사고가 노심손 

상 빈도에 상당한 기여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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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OF ACCIOENT TYPES 

Accident Type Definitlon 

53 LOSHR with reactor shut down and no initia1 core damage 

55 l05HR with reactor shut do써n but with initia1 partia1 core 
damage or b10ckage (Ferm’ 1 type accident) , or with added 
heat due to inltia1 transient. 

PI TOP with reactivity addition of $0 . 07 to $0 .18 . 

PZ TOP w‘th either (1) reactivity addition of $0.18 to $0.36 
or (2) sma11er reactivity addition with 10ss of inherent 
reactivity feed back. 

P3 TOP with either (1) reactivity addition >‘0.36 or (2) 
reactivity addition of $0.18 to $0 .36 써ith 10ss of ’nherent 
reactivity feedback. 

P4 TOP 써ith both reactiv‘ty addition >$0.36 and 10ss of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PlS •. ‘ ., P4S 

F 1 

F3 

F3S 

HZ 

Same as Pl , .... P4. respective1y. except that the accident 
1s a1so accompanied by LOSHR. 

LOF due to pump trip ‘ ith fai1ure to scram but with suc. 
cessfu1 f10w coastdown and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 

Same as FI. except ‘ ith fai1ure of f10닝 coastdown or 
fai1ure of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or both. 

Same as F3. except that the accident is a1 so accompanied by 
lOSHR. 

ULOH5 resu1ting from 10ss of heat remova1 capability with 
fai1ure to scram either (1) at nomtna1 po“er with 10s$ of 
inherent feedback due to stuck CR's. or (2) at an e1evated 
power of up to 125κ nomina1 . 

H3 UlOH5 due to 10S5 of heat remova1 capabi1ity with fai1ure 
to 5cram either (1) at up to 125κ with 10ss of inherent 
feedback or (2) at power >125%. 

H1S 

펀" H3S 

G3 

G4 

GIS 

G3S. G4S 

ULOHS ‘ ith fai1ure to scram at nomina1 po써er “ith success. 
fu1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but with LOSHR . 

5ame as H2 and H3. except that the accidents are a1so 
accompanied by LOSHR . 

A combined P2/ F3 or P3/FI . 

A combined P4/ FI or P3/F3 . 

A combined P2/FI or PI/FI with LOSHR. 

Same as G3 and G4 , except that the accidents are a1so 
accompanied by LOSHR. 

그립 34 사고 유형 (Accident Type)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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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JEl 

IE2 

IE3 

IE4 

llò5 

니E효 

lE8 

IE9 

IEI0 

IE ll 

IE12 

IEI3 

IE14 

IE15 

IE16 

1E 17 

IE 18 

IE I9 

IE20 

IE21 

1 .00E~6 

1.00E-07 

1.00E얘8 

, .OOE얘9 

1.00E-IO 

1.00E-l1 

1.00E-12 

1.00E-13 

1.00E-’‘ 
1.00E-15 

1.00E ’6 

PRISM - 150 PSA CDF according to 21 Initiating Events 

APP.A APP.A IE APP.E APP.A lE 

초기사건앨 초기사건빈도 빈도 경우의 초기사건빈도 빈도 경우의 
(J !yr ) COF ll/yr) COF 

Reactivity lnsertion ($0.07 - $0.18) 1.00E-04 2.67E- ll 1.00E-03 2.67E- I 0 

Reactivity lnsertion ($0.18 - $0.36) 1.00E-04 2.79E-ll 5.00E-04 1.40E-IO 

Reactivity fnserlion (> $0.36) 1.00E-06 2.93E-13 5.00E-05 1.46E- ll 

Earthquakc (0.:\ to 0.375g) 1.00E-04 2.93E-ll 3.00E-04 8.78E- ll 

Earthquake (O.375g lO O.825gl 1.90E-05 2A7E-IO 1. 90E-05 2.4 7E - I0 

Earlhquake (over 0.825gl 7.10E-07 2.23E-08 7.10E-07 2.23E-08 

Vessel Fracture 1.00E-13 1.00E- 13 1.00E-13 1.00E-13 

Local Core Coolant Blockage 1.80E-06 4.88E-13 1.l 0E-Ol 2.98E-08 

Reactor Vesse l Leak 1.00E-06 1. 36E-14 1.00E-06 l.36E-14 

Loss oC One Primary Pump 1.60E-Ol 4.24E-08 2.00E-Ol 5.30E-08 

Loss oC Substantia l Primary Flow 5.00E-02 1.48E-08 5.20E-02 1.54E-08 

Loss o( OperatÎng Power Heat Removal 8.00E-02 5.92E-I0 2.00E-Ol 1.48E-09 

Loss oC SID Heat Remo\'al via BOP 8.20E-03 6.07E-ll O.OOE+OO 1.00E-13 

Loss oC SID Heat Remo\'al via IHTS 1.00E-02 8.00E-l1 1.00E-02 8.00E-ll 

IHTS Pump Failurc 5.00E-02 3.70E-I0 5.00E-02 3.70E-IO 

Station Blackout 3.00E-05 2.46E-13 1.00E-03 8.20E-12 

Large Na-H20 Reaction IHX Fai l 6.00E-08 7.08E-16 1.l0E-03 l.30E- ll 

Spurious Scrarn / Transients 0.6 4.20E-09 0.4 2.80E-09 

Normal Shutdown 0.6 7.20E-13 0.7 8.4 0E-13 

Forced Shutdown 5.5 1.l 0E-12 0.9 1.80E-13 

RVACS Blockage 1.00E-08 2.80E一 12 1.00E- 03 2.80E-07 

21 Initiating Events SUM 8.50E-08 4.06E-07 

PR’SM CCf' (l/AY) 

lIICDF(ÞPP 찌 . CCfIÞPP.Gl 1 

IE I IE2 1E3 E4 lE5 IE6 IE7 IE8 1E9 IE’o El 1 E12 IE’3 IE’‘ 1:15 E16 IE’7 1E18 IE19 1E20 IE21 

PRISM PSA CDF (APP.A 및 APP.E 초기사건빈도 각각 비교한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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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 150 PSA CDF according to 5 Accident Groups 

Accident 5 Generic Accident Groups 
APP.A IE 빈도 APP.G IE 빈도 

Types 경우의 CDF 경우의 CDF 

LOSHR S- Protected Loss of the IHX Shutdown Heat 4.20E-)) 2.80E-07 
Remova! System 

UTOP P-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1.1 2E-ll l.7 2E-)O 

ULOF F - Unprotected Loss of Flow 6.24E-08 l.02E-07 

ULOHS H - 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1 ‘ 50E-)O 2.69E-)O 

UTOP/ G-Unprotected Combined Transient 2.23E-08 2.23E-08 
ULOF Overpower / Loss of Flow 

Tota! CDF Cl /RYl 8.50E-08 4.05E-07 

PR’SM CDF Flequency (l/RY) 

뺀펀단표.""표판띤율] 
1 .OOE매6 

1.00E애7 

1.00E애8 

1 OOE-09 

1.00E-l0 

-
-

카
 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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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 150 PSA CDF according to 23 Accident Types 

사고유형떨 사고유형 
APP.A IE 빈도 APP.G IE 빈도 
경우의 CDF 경우의 CDF 

Unprotected LOF Fl 6.00E-08 9.96E-08 

Unprotected LOF F3 2.41E-09 2.86E-09 

Unprotected LOF F3S 9.52E-21 3.33E- 20 

Combined UTOP!LOF GlS 5‘ 63E-23 4.17E-22 

Combined UTOPιOF G3 5.70E-ll 5.70E-ll 

Combined UTOP!LOF G3S 2.51E-18 2.51E-18 

Combined UTOP!LOF G4 2.13E-08 2.13E-08 

Combined UTOP!LOF G4S 9.59E-IO 9.59E-10 

Unprotected LOHS HlS 2.4 3E-21 2.62E-21 

Unprotected LOHS H2 8.31E-ll 1.88E-IO 

Unprotected LOHS H2S 2.51E- 18 2.51E-18 
Unprotected LOHS H3 6.71E-ll 8.10E-11 

Unp rotected LOHS H3S 2.44E-27 4.62E-27 

Unp rotected TOP Pl 2.82E-13 1.56E-10 

Unprotected TOP PlS l. 08E-28 7.93E-28 

Unp rotected TOP P2 l. 09E-l1 1.65E-ll 

U nprotected TOP P2S 4.18E-19 4 .18E-19 
U nprotec ted TOP P3 1.51E-15 7.01E-14 
Un protected TOP P3S 5.4 1E-24 5.41E-24 

Un protected TOP P4 1.44E -2 1 7.18E-20 
Unprotected TOP P4S 2.33E-33 1.16E-31 
Protected LOSHR S3 1.16E-ll 2.80E-07 

Protected LOSHR S5 3.03E-ll 3.03E-11 
23 Accident Types SUM 8.50E-08 4.05E-07 

1 때 C아(APP 찌 • CDF(APP .GI I 

1 .00E애6 

1 .00E애7 

1 .00E얘8 

1.00E-09 
1 .OOE-1 0 
1.00E-11 
1.00E-12 
1.00E-13 ••• 

1.00E-14 / 

1.00E-15 

111 1.00E-16 
1.00E-17 
1.00E-1 8 

홈IF홈l n 1.00E-19 
1.00E-20 l rl l 

‘、강영 @5 당강양강상@‘~0 싸#‘@아송 Q、~，0 ~'j，영장영 Q‘ ~~0 강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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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가 타당한지를 검중하기 위하여 KALIMER-600올 대상으로 SSC-K 전산 

코드에 의하여 UTOP , ULOF , ULOHS 사고에 대하여 노심열수력분석올 수행하였다 

UTOP , ULOF , ULOHS 기본 경우에 더하여 반웅도 궤환기능 손상， 펌프 coasldown 기놓 

손상 퉁 여러 가지 안전계통 및 안전기능이 미작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ULOF 사고유형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SFR의 경 

우에도 유량상실사고 발생빈도가 낮도록 설계해야 합은 물론이고 펌프의 coastdown 기 

능이 확보되고 신뢰성이 높은 펌프를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차측과 중간 

룹 및 이차측 유량이 동시에 상실되는 전원상실 (LOOP 혹은 SBO) 사고에 대비한 잔열 

제거계통의 설계가 국내 SFR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래의 계통사건수목은 PRISM PSA에서 사용된 21 개의 초기사건에 대한 계통사건수 

목이다. 초기사건 빈도 값 및 1차측 펌프， 반웅도 궤환 효과 및 잔열제거계통 PDRC 퉁 

일부 안전계통 및 기능에 대한 계통 신뢰도 값올 제외하고는 금속핵연료를 쓰는 국내 

SFR 원자로에서도 적용이 가놓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PRISM PSA 

에서 개발된 계통고장수목 논리의 국내 SFR 개념설계에의 적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 

여 KALIMER-600을 대상으로 SSC-K를 이용하여 노심열수력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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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KALIMER-600 삼중고장사고 시 나리 오 분석 

1 삼중고장사고 시나리오 분석 개요 

개발된 계통사건수목의 논리가 타당한지를 보기 위하여 일부 사고 시나리오에 대하 

여 SSC- K, MARS-LMR , POSPA 퉁의 컴퓨터 코드로 삼중고장사고(triple fa iJ ure 

accident)에 대한 노심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삼중사고란 초기사건 + 원자 
로 정지계통 미작동 + 일부 안전기능 미작동이 겹치는 사고 시나리오로서 단일고장 및 
이중 고장을 넘어서는 사고 범주를 말한다 산화연료를 사용하는 경수로나 중수로에서는 

원자로가 정지하지 않는 ATWS 사고에서는 노심이 손상을 받게 되나 금속핵연료 SFR에 

서는 초기사건 발생시 원자로 정지계통이 작동하지 않아도 고유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하 

여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SSC-K로는 UTOP , ULOF , ULOHS , ULOOP 

(ULOF/LOHS) 사고 중 대칭적인 원자로 유동을 가정한 사고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며 

MARS-LMR 코드로는 비대칭사고와 Vessel Leak 사고에 대하여 사고를 분석하였다 

POSPA코드로는 원자로 정지시 PDRC 잔열제거 기능에 대한 검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ι사 고시나리오 분석의 목적 

PRISM-150 PSA의 계통사건수목 시나리오 및 노심손상 종결상태가 KALlMER-600애 

도 적용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PRISM -150 PSA에서는 총 21 개의 초기사건을 

취급하였음‘ (217H Level-1 사건수목은 PRISM-150 보고서 참조) 총 21개의 초기사건 

에 대하여 사건수목을 작성하고 (사고 시나리오를 분류하고) 종결상태 <End State)를 노 

심손상(core damage) 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노심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237H 의 End State로 분류하였음. 1개의 노싱손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23개의 종결상태로 

나눈 이유는 종결상태의 종류에 따라 source te rm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Sl은 

노심손상 상태가 아니고 노심 손상이 없는 안전한 종결상태이다 

·분 석에 사용된 전산코드 SSC-K 

초기조건 

출력 1,523 MWth , 유량 ’ 7 ,731 Kg/s 

고온풀 수위 ‘ 15.15m , 저온풀 수위 9.049m 

고온풀 온도 : 545"C 저온풀 온도 ‘ 390"( 포화 온도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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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0 SSC-K Fuel Pin Model 

SSC-K는 7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운전상태의 각 채널의 유량은 다음과 같 

다. 핵연료 집합체는 축방향으로 14 개의 노드로 모델링한다. 

채널번호 2 3 4 5 6 7 

채널이톰 1. Oriver M.Oriver O.Oriver Control Reflector Shield Hot Orlver sum 

채널유링(Kg!s) 2309 2760 2033 38.66 117.51 446.88 25.50 7730.54 
집힐처|수 11 7 96 120 16 72 282 1 704 
집힐체당 

28 .75 16.94 2.42 25.50 10 ,98 
유량(kg!s) 

19.74 1. 63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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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1 KALIMER-600에 대한 SSC- K 7개 채널의 유량 

정상운전상태의 Hot Channel의 축방향 온도 분포는 아래 그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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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3 정상운전상태의 Hot Channel의 축방향 온도 분포 (단위 ‘ 'C) 

.노 심손상 판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도달하면 노심순상으로 

간주한다 

- 피복재 중심온도가 금속핵연료와 Modified-HT9 피복재의 공융CEutectic) 온도인 

790 'C를 상회되면 노싱손상으로 판정 

- 핵연료 중심은도가 1070'C를 상회하연 핵연료 손상 

- 소융 기화 온도 950 'C를 상회하면 핵연료 손상 

*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기준은 l번 핵연료/피복재 공융(Utectic) 용도 790 'C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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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시나리오 분석에 있어서의 가정사항들 

국내 SFR의 핵연료 및 피복재인 U-TRU-Zr 핵연료와 Modified- HT9 피복재에 대 

한 정확한 공융 발생 온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기존의 금속핵연료에 대한 자료에 더 

하여 개선된 피복재를 고려하여 790.C를 사용하였음， 

- Hot Pool 작동 조건 ‘ 정상 운전 수위 1 5.0m에서 15 . 5m로 Hot Pool 수위 증가시 

PDRC 자통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 CSSC -K 모델령 ) 

- PHTS Pump Coas tdown Halving Time 6 sec CNormalized fl ow 0 .50) 

PHTS Pump Coastdown S top T ime , 60 sec (Norma lized fl ow 0.08) 

- withoul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5개 reactivity fe edback 기 능 중 sodium 

void ing, Dopp ler , ax ial cxpansion 둥 3개의 기능에 대해서는 cred it을 주고 rad ial 

expansion과 CRDL!RV expans ion 퉁 2개의 기능에 대해서는 credit 주지 않음 

- 25% pump ine rt ia 일차측 펌프의 coastdown 기능을 1/4로 저하시킨 경우 

- 위의 사고 분석은 SSC-K 전산코드의 비대칭 사건 모사가 불가능 하므로 대칭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음. ULOF의 경우에는 1차측 펌프 2대 모두 통시에 

상실되며 coastdown 기능 역할 혹은 기능 저하 역시 펌프 2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ULOHS의 경우에는 중간루프 펌프 4대 통시에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사 고시나리오 분석 개요 

다양한 반웅도 삽입에 대한 UTOP 사고 뿐만 아니라 ULOF. ULOHS , ULOOP 사고에 대 

하여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분석을 수행하여 개발된 사건수목에 대한 검 

증작업을 하였다. 금속핵연료 SFR의 경우 원자로 정지계통의 작동 없이도 고유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하여 과도발생 초기는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하므로 모든 사고시나리오 

분석의 경우에 unprotected C without sc ram)사고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따라서 금속연 

료를 쓰는 KALIMER-600의 경우 제어봉 집합체 1개부터 12개까지 l차 제어봉 집합체 

모두가 인출되는 경우에 대한 UTOP 사고 분석 뿐만 아니라 노심 집합체 놓축도 오류 

및 지진 사고툴 가정하여 0 . 6$에서 1 ‘ 5$의 반웅도 삽입사고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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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웅도 삽입 사고 (UTOP) 시나리오 분석 결과 

SFR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제어봉 인출 사고1 지진사고， 핵연료 다발 제작 및 교체 과 

정에서의 농축도 오류 사고 퉁의 원인에 의하여 양의 반웅도가 노심에 삽입될 수 있다 

ALMR의 경우 제어봉 인출 정지 시스댐 (rod stop system) 이 설계 되어 있어서 최대 정 

지봉 인출 worth와 인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제어봉 최대 인출 속도는 2 ~ Isec로 제 

한되어 있다. KALIMER의 경우도 같은 설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KALIMER-600은 

12개의 Primary 제어봉과 37fl 의 Secondary 제어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봉은 정상운 

전시 출력을 제어하며 transient시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제어봉으로도 사용된다. 

Primary 제어봉 1 27>> 가 모두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약 -15.6$의 반웅도가를 갖는다 

KALIMER-600에서 ALMR과 같은 제어봉 인출 정지 시스댐 (rod stop system) 이 설계 

한다면 Primary 제어봉 12개가 모두 인출될 경우에는 0.4$의 반웅도가 삽입된다. 제어봉 

1 개 인출시 의 반웅도가는 0.0325$ 이 다 

제어봉 인출사고는 다시 0.1$ - 0.2$ 반웅도 삽입사고 (정지용 3개 - 6개 인출 사 

고)， 0.2$ - 0 .4$ 반웅도 삼입사고 (정지봉 7개 - 127>> 인출 사고)， 0.4$-1$ 반용도 

삽입사고(정지봉 1 2개 모두 인출과 동시에 핵연료 다발 농축도 혹은 재장전 오류)의 3종 

류로 세분하였다. 2711의 제어봉이 동시에 인출되어도 원자로 중성자 출력 (flux)는 

11 0%의 원자로 정지 설정치 이하에 머무르게 된다 SSC-K 분석결파 금속연료 노심의 

고유 반웅도 궤환 효과에 의하여 피복재 중심의 최고 온도가 금속연료와 피복재의 공융 

온도인 790"( 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PDRC만 작동하연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정 

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그림들은 다양한 TOP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민강도 분석의 예툴 보여주고 있다， 

• Case 1 : UTOP 민감도 분석 (0 .04 - 0.4$ 삽입 ) 

1 차 제어봉 집합체 l개， 2 개， 3개， 4개， 5개， 6개， 9 개， 12 7>> (39 t) 인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 ROD STOP SYSTEM 으로 인하여 39 t 이상의 정(+)반웅도 삽입은 불 

가놓함 제어봉 집합체 2개 인출까지는 원자로 정지 ( 115% high flux trip)을 유발하지 

않음‘ 제어봉 집합체 3개부터 127>>의 인출사고는 high flux trip을 유발하지만 노심손상 

을 일으키지는 않음. 

Gen IV SFR의 PSA 에 적용 가놓한 방법론 수립올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ALIMER-600에서 발생할 수 

있는 UTOP의 특성올 인출되는 제어봉의 수와 이에 따른 삽입 반웅도가에 따라 

모의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의 PSA 수행을 위해서는 각 초기사건의 진행에 다른 

계통반웅 수목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소융냉각 고속로에서 가장 중요한 계롱의 

반웅응 원자로 보호계롱과 정지계통의 동작， 고유반웅도 궤환효과의 작용， 펌프의 동작과 

열제거 기놓 퉁이다 Gen IV SFR에 적용 가능한 PSA 방법론을 개발의 한 부본으로 

- 64 -



KALIMER에서 UTOP C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이 발생하는 경우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해석은 일반적인 ATWS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제어봉의 인출에 따른 반웅도 삽입량을 인출되는 제어봉의 숫자를 기준으로 

변경시키면서 수행하였다 또한 다른 원인으로 추가로 반웅도가 삽입되는 사고를 

가정하여 냉각재의 비퉁이 예상되는 대형 UTOP의 경우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코드는 SSC-K windows버전0612이다 

UTOPt!l석에 적용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전출력 조건에서 사고 발생 

- 원자로 정지 계통 불능 

- 일차 펌프는 지속적으로 동작 

- 중간 룹 및 주증기 계통에 의한 열제거 기능 유지 

- 고유반웅도 궤환 효과 작용 

- Rod Stop System 동작에 의해 인출 정지 위치에서 추가 인출 억제 

제어봉을 이통시키는 shim motor는 최대 3 mm/s의 속도로 동작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고， 정지 위치에 도달하는 데에는 약 15초가 소요되어 초기 위치보다 45mm 인출된 

위치에서 정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KALIMER-600의 경우 Burnup Reactivity 

Swing 344.0 pcm을 커버하는 위치인 노십 상부에서 140.1 mm아래 위치툴 최초 제어 

봉 위치로 가정하였으며， 여기서 출발하여 15초 후에 노심 상부로부터 95.1 mm 아래에 

서 인출이 억제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12개의 일차 제어봉이 모두 인출되는 경우 

136.87 pcm에 해당하는 반웅도가 노심에 삽입되게 된다. 이는 약 0.39$에 해당되는 반 

웅도이다， 

KALIMER-600에서 하나의 제어봉이 인출되는경우 약 0.0325$의 반웅도가 삽입되 

게 된다. 따라서 2개의 제어봉이 인출되는 경우까지는 원자로 정지 설정치 112% 까지 

출력이 중가하지 않는다. 3개 (0.0975$)애서 127H (0 .39$) 까지의 제어봉이 인출되는 

경우 출력은 원자로 정지 설정치 이상으로 중가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복재의 온도 

가 건전성이 위협받는 온도인 7000 C 이상으로 중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KALIMER-600 원자로가 가지는 고유 반웅도 궤환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39~ UTOP 사고 모의 결과 

peak power to f1 0w ratio l. 55 at 43 sec 

peak cladding temperature = 660"(; at 26 sec 

PDRC 작통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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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 사고 모의 결과 2..Q1 

peak power to flow ratio = 1.87 

peak c ladding 온도 717'C로서 제한치 790'C 에 훨씬 못 미침. 

126초에 cold pool 수위 올라가기 시작하여 cold pool DHX 작동 시작 

288초에 cold pool 수위 15m애 도달. 

144초에 cold pool을 통한 DHX 작동 시작하여 DHX outlet 온도 하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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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UTOP 사고 모의 결과 

0.9$ UTOP의 경우 사고시작 17초에 피복재 온도 790'C 넘기 시작하여 37초에 최고 온 

도 809'C 도달‘ 약간의 공융현상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34초에 핵연료 최고온 

도 1013'C 에 도달하여 핵연료 온도 제한치 107 0'C에는 미치지 않았음 노심 출구 냉각 

재 온도는 16초에 670'C 넘기 시작하여 42초에 최고온도 762"( 도달. 60초에 PDRC 

동작하기 시작하여 핵연료， 피복재， 냉각재 온도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 

Peak fue l 온도 1013'C로서 핵연료 온도 제한치 1070 'C 에 도달하지 않았음. 

Nonnalized Core Power and FJow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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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Temperatures in the Core, dcgre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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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channel 노심 상부에서 피복재 최고 온도 808'C로서 피복재 용도 제한치 790'C을 

40초 가량 상회하여 약간의 공융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펑 

핵연료 최고 온도는 1010"C로서 제한치(용융온도) 1070 "C에는 미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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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씨rrate . k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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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부터 DHX overflow 시작， 

Heat Transfer Rate through PDRC.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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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ec 

• 1$, 1.2$ , 1.3$, 1.5$ UTOP 사고시 출력 및 온도 변화 곡선 

제어봉 인출 이외의 원인 (예를 들연 지진 발생 동의 이유로 제어봉 집합체는 현 위치에 

그대로 있으나 노심은 하부로 이탈되는 경우)에 의해 노심에 더 큰 반용도가 삽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노심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 임의로 1. 0$ 이상의 

큰 반웅도가 삽입되는 사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1. 3$까지의 반웅도가 삽입되는 경 

우까지는 노심의 급격한 출력 중가로 핵연료와 피복재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 

되나， 광범위한 소듭 비동은 1. 5$이상의 반웅도가 삽입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 경우 만약 핵연료와 피복재의 건전성이 깨어진다연 다음 그컴에서 나타나 

는 거동파 다르게 사고가 진행될 가놓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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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d Core Power and Flow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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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Temperatures in the Core, degree C 
11 00 

1000 

900 

800 

100 

600 

500 
0.1 10 100 

Time. sec 

피복재 최대온도는 850 'C로서 공융온도 790 'C을 90초 가량 상회하였음. 

핵연료 중심 최대 온도는 1060'C로서 용융온도 1070 'C에 근접하였음 

Pool Temperalure, degre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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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C Temperatu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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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 Unprotected 39 ~ TOP + LOF 사고 분석 

time 0 sec에 39 rt 반용도 삽입 (20초 동안)에 더하여 유량상설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 시 작. RSS는 미 작동으로 가정 

15초에 피복재 옹도 790 "C 넘기 시작하여 27초에 최고온도 848"C 에 도달하였다가 

reactivity feedback에 의하여 77초에 800 "c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함 

Power/flow ratio는 45초에 정상운전치의 2 . 9배까지 중가하였음 

Nonnalized Core Power and Flow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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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재 최대옹도 850"(; 로서 공융용도 790"(; 을 약 70초 동안 상회하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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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측 유량 상실 사고 (ULOF) 시나리오 분석 결과 

KALlMER-600은 1차측에 기계식 펌프 두 대가 장착되어 있다. 펌프의 coastdown 정지 

시간(stop time)은 60초로 가정하였다‘ SSC-K에 의하여 두 대의 펌프가 통시에 상실되 

는 사고를 분석하였다 이때 원자로 제어봉은 낙하되지 않는 ULOF 사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xxx로서 피복재/핵연료 고융온도인 790
0

C 이하로 나타나 

원자자로 정지계통의 작통없이도 원자로는 고유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하여 안전하게 정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S로 PDRC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기본 case에 더하여 coastdown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 대하여도 분석하였으나 

15초에 피복재 내부온도가 790 "C 이상으로서 공융에 의한 피복재 손상이 예측되었다， 

5개의 reactivity feedback 기능 중 sodium voiding , Doppler , axial expans ion 동 3개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radial expansion과 CRDL (control rod drive line) 

expans lO n 둥 2개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20초에 공융현상에 

의한 피복재 손상이 예측되었다 

전력상실 외에 펌프 두 대가 동시에 상실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펌프 1 대의 기능 

상실 사고 (coastdown 기능은 가능한 경우)와 펌프 1대의 축고착 (coastdown 기능까지 

마비되는 사고)는 SSC-K로는 모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MARS-LMR 코드로 추 

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PHTS Pump Coastdown Halving Time 6 sec (Normalized flow 0.50) 

PHTS Pump Coastdown Stop Time , 60 sec (Normalized flow 0.08) 

• Case 4 ULOF Base Case 분석 

time 0 sec에 일차측 펌프 유량 0 , 단 펌프 coas tdown 기놓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 

peak power to flow ratio = 2.24 at 43 sec 

peak c1ad temp. = 742 oC at 28 sec 

사고 초기부터 cold pool 수위 상숭으로 DHX 작동. 

• Case 5 ULOF + 2/5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분석 

5개 reactivity feedback 기놓 중 sodium , doppler , axial expansion에 의한 반웅도 

궤환효파는 기능을 하고 radial core expansion과 CRDLIRV expansion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peak power to flow ratio = 3.4 at 48 sec 

cold pool 수위 상숭으로 DHX를 통한 열제거가 진행되었지만 hot P。이 온도는 계속 

중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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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초기부터 cold pool 수위 상숭하여 DHX 작동 시작， 

hot channel 노십상부에서 피복재 온도 4.5초에 800 "C 통파. 

hot channel 노십상부에서 30초에 피복재 최고온도 909 "C 도달 

• Case 6 ULOF+25% pump inertia 분석 

일차측 펌프 2대의 coastdown 기능 (pump inertia)을 1/4로 저하시킨 경우， 

peak power to f1 0w ratio 4.3 at 15 sec (분석 case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 

hot channel 노심상부에서 피복재 온도 2.25초에 800 "C 통과 

hol channel 노심상부에서 5초에 냉각재 기화 및 c1 ad 용융 발생. (935 "C로서 가장 높은 

옹도 기록) 

사고 초기부터 co ld pool 수위 상숭하여 DHX를 통한 열전달 있었읍. 

ULOF Rase Case 모의 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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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ULOF + 2/5 Inherent Reactivity Case 

5개 reactivity feedback 기놓 중 sodium , doppler , axial expansion에 의 한 반웅도 

궤환효과는 기능을 하고 radial core expansion과 CRDL!RV expansion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Normalized Core Power and Flow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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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 ULOF + 25% PHT Pump Inertia Case 모의 젤과 

일차측 펌프 2대의 coastdown 기능 (pump inertia)올 1/4로 저하시킨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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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제거원 상설사고 (ULOHS) 시냐리오 분석 결과 

Case 7 ULOHS Base Case 분석 • 

o sec에 IHTS로 전달되는 열량이 0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유반용도 궤환효 
의하여 노심은 안전하게 정지되고 냉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고초기부터 cold 

pool 수위 상숭으로 DHX를 통한 열제거기능 작동함 핵연료， 피복재， 노심입구， 노심출구 

둥 모든 온도가 약 5 7 5 l:로 귀착하여 노심은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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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고 정우와는 달리 1차측 유량은 계속 l올 유지하는데 출력은 20초 이후 1 이하로 계속 

감소하였옴 power 10 flow ratio 역시 20초 이후 1 이하로 계속 감소하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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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분석 Case 8 : ULOHS • 

sec에 IHTS로 전달되는 열량이 0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reactivity feedback은 5개 reactivity feedback 기 능 중 sodium voiding , Doppler , axial 

퉁 3개의 기능에 대해서는 credit을 주고 radial expansion과 CRDLlRV 

퉁 2개의 기놓에 대해서는 credit 주지 않음. 사고초기부터 cold pool 수위 상 

DHX를 통한 열제거기놓 작통합 

출력은 20초 이후 l 이하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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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중사고 시나리오 분석결과 요약 

아래의 결과 요약표는 SSC-K에 의한 KALlMER-500 노심에 대한 hot channe l. 노심 

상부(axial node 8번 및 10번) 지점에서 예측된 결과엄 

• 0.7$ UTOP 까지는 노심 안전합‘ 

• 0.9 - 1.4 $ UTOP 까지는 피복재 공융 발생 예측되고， 구조물 건전성 위협 받는 

것으로 분석펌 . 

• 0.39$ UTOP!LOF 사고는 피복재 공융 발생 예측되고， 구조물 건전성 위협 받는 

것으로 분석됨 . 

• 1. 5 $ 이상의 UTOP 사고 발생시에는 즉발 임계 (prompt critical) 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임 

• ULOF base case의 경우에는 일차측 기계식 펌프 2대가 동시에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러나 두 펌프 모두 coastdown 기놓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펌프 유량 halving tim e = 5초， 펌프 유량 정지 (0.8% 유량)시간 50초 . 60초 

이후에는 0.8% 유량 유지) 

• ULOI‘ + 반웅도 궤환 기능 손상의 경우에는 피복재 공융 발생 예측되고， 구조물 

건전성 위협 받는 것으로 분석됨 . 

• ULOF+25% pump inertia 의 경우에는 최대 출력대 유량비가 4 . 3에 도달하여 20초애 

소듭비퉁이 예측되었음 

• ULOHS의 경우에는 time Osec에 중간룹으로의 열전달량 0으로 가정 

• ULOHS의 경우애는 70초경에 PDRC가 작동하여 base case 뿐만아니라 반웅도궤환기 

능 손상의 경우에도 노심은 안전한 것￡로 분석되었음. 

·최 대 출력대유량비 (peak power 10 f1 0w ratio)가 2.4이상의 경우에는 피복제 공융현 

상과 구조물 용도제한치를 상회하는 것올 알수 있었응， 

·최 대 출력대유량비 (peak power to f1 0w ratio)가 4.0이상의 경우에는 노심에서 전연 

적인 냉각재 비둥과 핵연료 용융이 예측되었음， 

·따 라서 금속핵연료 SFR에서는 최대 출력대유량비 (peak power to f1 0w ratio)가 노 

심 건전성 평가에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음， 

·따 라서 1.5$ 이상의 UTOP 외에는 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ULOF+25% pump 

inerti a, ULOF + 반웅도 궤환 기능 손상 퉁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결과를 주는 것으 

로 분석되었음 

• 1$ UTOP 까지도 핵연료 중심 온도 제한치 (l 070"C)를 넘지 않았음， 

• 1.2$ 이상의 반웅도 삽입 사고부터 핵연료 중심 온도 제한치 (l 070 "C)를 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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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손상 가능성융 판단하기 위해 추후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분야 : 

PRJSM PSA에서 제시왼 계통사건수목의 KALIMER-600 적용성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 

해서는 추후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 SSC-K로 분석할 수 없는 비대청사고에 대한 사고 분석 

- 일차측 펌프 l개 트립 혹은 촉고착 

- 이차측 펌프 1개 트립 혹은 축고착 

• PDRC에 대한 장기적인 잔열제거능력 분석 

• PDRC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민감도 분석 

·일 차측 펌프의 coastdown 반감시간/정지시간에 대한 ULOF 사고 민감도 분석 

·중 간룹 펌프의 coastdown 만감시간/정지시간에 대한 ULOHS 사고 민감도 분석 

.교 류전원상실사고 (LOOP 혹은 S80)에 대한 사고 분석 

.고 유반용도 궤환효파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민감도 분석 

·일 차측 펌프 발열량에 대한 고려 

.그 외에 Vesse l Rupture 사고. SGTR 혹은 SWR 퉁 노심열수력분석 법주외의 사고 

드
 
。

삼중사고 시 나리오 본석 결과 요약표 

Case 최대 출력 핵연료 중심 피획-재 냉각재/구조물 
Ca5e Name 대 유량비 최대 용도 최대용도 최대 용도 겉과 number 

(발생시정) (발생시정) (알생시정) (발생시정) 

제한치 I070 'C 
건 790 'C 

건 760 'C 건 

(제한내용) (용융용도) 전 (공융용도) 처‘- (구조융 쳐』 
성 성 보호온도) 성 

Ca5e 1 39 q; UTOP 1.6 (40초) 820 'C (40초) O 670 'C (40초) O 640 'C (40초) O 노싱 안전 

Ca5e 1 60 q; UTOP 1.9 (40초) 9OO'C (40초) O 72O'C (40초) O 690'C (40초) o 노성 안전 

Case 1 70 q; UTOP 2.1 (40초) 940 'C (40초) o 750 'C (40초) O 72O'C (40초) O 노성 안전 

Ca5e 1 90 q; UTOP 2.4 03초) lα5O'C (30초) o 81O'C (30초) x 780 'C (30초) x 공융/구조용 
Ca5e 1 1.0$ UTOP 2.6 03초) lα5O'C (30초) o 850 'C (30초) x 없)()'C (30초) x 공융/구조올 
Ca5e 2 1.2$ UTOP 2.9 (]5초) 112O'C (25초) X 91O'C (25초) x 850 'C (25초) x 핵연료용융 
Ca5e 2 1.3$ UTOP 3.2 (]5초) 1160 'C (20초) x 950 'C (20초) x 잊)()'C (20초) x 핵연료용융 
Ca5e 2 1.5$ UTOP 4.0 이상 x X X 

SSC-K로 
융라갑 분석 왈가 

Case 3 39 q; 2.9 (4530.) 890'C (25초) o 850 'C (25초) X 850'C (25초) X 공융/구조용 UTOP/LOF 

Ca5e 4 ULOF ba5e 2.2 (43초) 770 'C (40초) o 742 'C (40초) o 740 'C (40초) o 노심 안션 case 

Ca5e 5 
ULOF + 반용도 3.4 (48초) 940 'C (50초) O 9 1 0 'C (50초) x 9OO'C (50초) X 공융/구조올 궈l환 기능 손상 

Case 6 ULOF+25% 4.3 ( 1 5초) 970'C (20초) O 앉5O'C (20초) X 950 'C (20초) x 20초에 
pump inerlia 소융 비퉁 

ULOHS ba5e IO초이후 l 
Ca5e 7 이하로 계속 575'C로 귀착 o 575'C로 귀착 o 575'C로 귀칙 o 노싱 안전 case 

감소 

ULOHS + IO초이후 1 
Ca5e 8 반용도 궤환 이하로 계속 630'C로 귀칙 o 630'C로 귀작 o 630'C로 귀척 o 노싱 안전 

기능 손상 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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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전망 

국내 SFR 개발에 따른 PSA 수행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측면과 수행 범위， 절차 둥에 
있어서 일반적인 변에 있어서는 경수로 PSA 수행 방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적인 
연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형 즉 사용 핵연료와 중성자 (고속 중성자 vs 열중성자)， 사용 
냉각재 퉁의 차이로 인하여 노심손상 형태와 발전소 안전설계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노심손상 측연에서 보연 금속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성 특성이 

달라지고 고유 반웅도 궤환 현상애 의하여 노십손상에 대한 정의를 재고려하여야 한다‘ 

PRISM PSA에서는 노심손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고 형태로 정의하여 Level-3 
PSA에서 타 노형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에 NRC에서 제안되고 있는 

Technology Neulral Regulatory Framework과도 일맥상통한다. 노심손상을 정의하기 

어려운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노형 간의 안전성을 기존의 노심손상 수치로는 비교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금속핵연료툴 지향하고 피동안전계통의 설계를 강조하는 SFR에서는 더더욱 노심손상 

정의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아직 피복재와 핵연료 간의 공융현상 (euteclic) 문제로 
인하여 금속핵연료에 대한 노심손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속핵연료 SFR의 노심손상 형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20-30년 전에 

많은 실험 동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형로 혹은 상용로 규모의 SFR에 대해서는 

규명된 바가 없으므로 앞으로 중형 흑은 대혐 규모의 노섬에 대한 안전성 규명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앞으로 SPINCS 실험을 통하여 소륨냉각로에 
대한 열수력 현상 규명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KALlMER-600을 대상으로 

일부삼중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PRISM 셜제시 수립한 초기사건 분류 및 
계통사건수목 모델이 국내 SFR에 적용 타당함올 알 수 있었으며 단지 초기사건 빈도 및 

계통 신뢰도 값은 일부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en-IV SFR 개발과 더불어 PSA의 수행을 위해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부적인 기술적 이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FR 고유 사고 시나리오 개발 

SFR 고유 설계에 대한 초기사건 분류 및 빈도 평가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퉁 피동안전계통에 대한 신뢰도 
평가방법 개발 

Reactivity feedback effect 퉁 금속핵연료 고유의 안전성 특성 (inherent safety 
features) 에 대한 신뢰도 평가방법 개발 

소듭 환경에서의 SFR 고유기기 (PHTS 및 IHTS 펌프， IHX퉁)에 대한 기기 
신뢰도 평가방법 개발 

금속핵연료 SFR 고유의 방사선원항 분석 

HCDA 및 SWR 사고 분석 방법의 정착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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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ACS. AuxiJiary Cooling System. 보조냉각계통 

AHX. Air Heat Exchanger. 공기 열교환기 

ALMR. Advanced Liquid Metal Reaclor. 미국 개량형 액체금속원자로 

A TWS. Anlicipaled Tran5ient Without Scram , 

BOP. Balance of PJanl 

CDA. Core Di5ruptive Accidenl. 노심붕괴사고 

CRDL. ControJ Rod Drive Line. 제 어 봉 구동 라인 

DHX. Direct Heat Exchanger. 직접열교환기 

DRACS. Direct Reactor AuxiJiary CooJing SY5lem. 직접식 보조냉각계통 

EFR. European Fast Reactor 

EBR. Experimental Breeder Reactor. 미국 실험용 고속로 

EM pump. Electromagnelic pump. 전자식 펌 프 

Gen- IV Reactor. Generation!V Reaclor. 제4세 대 원자로 

HCDA. Hypol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가상 노심용괴사고 

!RACS , !ntermediate Reaclor Auxiliary CooJing System. 중간룹 보조냉각계통 

!HTS. !ntermediate Heat Transporl System. 중간열전달계통 

JSFR. Japan Sodium-Cooled Fast Reactor. 일본소률냉각고속로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J Reaclor. 한국형 액금로 

LMR. Liquid MetaJ Reaclor. 액체금속원자로， 액체금속로， 액금로 

LOF. LOS5 of FJow. 유량상실사고 

LOHS. LOS5 of Heat Sink. 열제거원 상실사고 

LOOP. Loss of Off-site Power. 소외 전원 상실사고 

LORL. L05S of Reactor LeveJ. 원자로 수위 상실사고 

MOX Fuel. Mixed Oxide Fuel. (혼합)산화연료 

NRC. NucJear RegulalOry Commission. (미국) 원자력규제위웬회 

PHTS. Primary Heat Transporl System. 일차열전달계통 

PRISM. Power Reactor !nherently Safe ModuJe. 미국 GE사가 설계한 금속연료액금로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피동잔열제거회로 

PSA. ProbabiJistic Safety AS5essment.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RACS. Primary Reactor Auxiliary CooJing System. 일차측 보조냉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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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원자로보호계통 

RSS. Reactor Shutdown System. 원자로정지계통 

RV. Reactor Vessel. 원자로 용기 

RVACS. Reactor Vessel Auxi liary Cooling System. 원자로용기 보조냉각계통 

SASS. Sell Actuated Shutdown System. 자기제어정지계통 

SBO. Station Blackou t. 발전소 정 전사고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소듭냉각고속로 

SG. Steam Generator. 중기 발생기 

SGACS. Steam Generator Auxiliary Cooling System. 중기발생기 보조냉각계통 

SSC- K. Super System Code - Korea version. 한국버전 SSC 액금로 사고해석코드 

SWR. Sodium Water Reaction. 소융 물 반웅사고 

TOP. Transient OverPower. 과출력사고 

TRU. Transuranics. 초우라늄원소 

ULOHS. Unprotected Loss of Heat Sink. 비보호 열제거원 상실사고 

ULOF. Unprotected Loss 01 Flow. 비 보호 유량상실사고 

USNRC.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USS. Ultimate Shuldown System. 최종정지계통 

UTOP.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비보호 과출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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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해외에서 소융냉각고속로를 개발하연서 수챙한 안전성 평가보고서틀을 검토하였다‘ 국내 

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륨냉각고속로는 금속연료 고속로로서 I랑스1 일본 1 인도， 중국의 산화연 

료 소융냉각고속와는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세계 각 

국의 고속로 개발 현황을 먼저 살며보고 산화연료 액체금속로와 금속연료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특성 차이를 살며보았다 노심손상은 냉각재 기화， 핵연료 용융， 피복재 손상 풍으로 정의될 수 

있다 Level-] PSA 모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섬손상 사고시나리오를 파악하여야 한다‘ 

Level-] PSA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KALlMER -600 고속로를 대상 

으로 SSC-K 전산코I 에 의하여 안전계통의 작동여부에 따른 노싱손상 발생여부를 분석하여 보 

았다， 분석된 사고시나리오는 유량상실사고나 반웅도 삽입사고， 열제거원 상실사고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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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삼중사고(tr iple failure acc ident)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삼중사고 

분석결과 PRISM 원자로 개발시에 수립된 PSA 모댈이 KALlMER 원자로에도 적용할 수 있음올 

알 수 있었다‘ 단지 초기사건 빈도 및 계통 신뢰도 값이 일부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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