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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액체

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연구는 에 지 자원의 

획기 인 확충  처분폐기물량의 감축을 한 지속성, 안 성  경제성의 

특성을 지닌 액체 속로의 략 핵심기술 확보와 우선 으로 실증로 개념

설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내 규제기 에서는 Gen-IV 원자로에 한 인허가 차와 규제요건 

수립을 비하고 있다. 규제기 에서는 원 의 안 성 확보를 해 

GEN-IV SFR 원자로에 한 규제요건 의 하나로 확률론  안 성평가

(PSA) 수행을 요구할 것으로 상되고 이러한 확률론  안 성평가 기법의 

도입은 설계업무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안 성이 보다 향상된 설계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액체 속로에 한 PSA 수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

내 SFR 설계에 한 PSA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해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에서 최근에 수행된 기존 PSA 방법이라 할 수 있는 

U.S.NRC Level-2 PSA 방법론과 표 인 액체 속로인 PRISM Level-2 

PRA 방법론의 국내 SFR 용성에 하여 검토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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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been 

developing liquid metal reactor (LMR) design technologies under a 

National Nuclear R&D Program. The goals of the LMR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are to develop LMR design technologies 

and the conceptual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which are necessary 

for an efficient utilization of uranium resources and a reduction of a 

high level waste volume.   

Licensing procedures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re also under 

establishment for the Gen-IV reactors by the domestic regulatory 

organization. One of the design requirements of GEN-IV SFR reactor 

will be to apply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to the design 

process. Consistent with the design requirements, the PSA would be 

carried out. The PSA analysis is a part of iterative process involving 

the interaction between design and PSA activities to improve the safety. 

Since there is no experience of the PSA domestically for a sodim cooled 

fast reactor with the metal fuel, a methodology development is essential 

for Level-2 PSA. This report contains an applicability of the U.S.NRC 

PSA methodology and PRISM PRA methodology to the domestic 

GEN-IV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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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배경

국가 에 지 자원의 안정  확보를 해 우라늄 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하고 사용 후 연료 장 등의 사회  문제를 실 이고 근원 으로 

해결하기 한 략의 하나로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으로는 이러한 노형에 경험이 없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하여 보다 효율 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

으며 재 활발하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국내 원 에 한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정부에서는 ‘원자력 

안  정책성명’  ‘원자력발 소 사고 정책’을 통하여 원 의 사고

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고, 한 운  인 원 은 물론 설계

인 모든 원 에 하여 확률론  안 성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사고에 

한 험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

발 인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우도 확률론  기법을 도입한 발

소 안 성 평가는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확률론  안

성평가 기법의 도입은 설계업무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안 성이 보다 향

상된 설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설계 인 GEN-IV SFR 노형에 하여 2단

계 확률론  안 성평가(Level 2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를 수행하기 

한 방법론을 검토하 다. 먼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장 보편 인 

경수로/ 수로의 2 단계 PSA 수행 방법의 근간이 되는 U. S. NRC의 확률

론  안 성 평가방법을 용하 을 경우 필요한 분석체계를 제시하고, 다

음으로는 KALIMER에서와 같은 속연료를 사용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에 

하여 가장 체계 인 방법으로 확률론  안 성 평가를 수행한 PRISM 

PRA의 2단계 방법론을 제시하 다. PRISM PRA의 방법론에서는 년도에 

수행하 던 “KALIMER-600 2 단계 PSA를 한 PRISM PRA 용성분석

- 노심손상 사건수목 분석편”[S.Y.Park et. al. 2009]을 포함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GEN-IV SFR 용 방법론으로서 U. S. NRC 방법론에 의

한 Level-2 PSA 수행방안과 PRISM PRA 방법론에 의한 Level-2 PSA 수

행방안을 논의하고, Level-2 PSA 수행 소 트웨어를 소개하 으며, 제 3장

에서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추후 GEN-IV SFR에 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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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GEN-IV SFR 용 방법론  

제 1   U. S. NRC 방법론에 의한 Level-2 PSA 수행방안

2 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의 목 은 원 의 사고 발생 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격납건물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격납건물 

내에서의 사고 진행을 분석하고 격납건물의 손시간, 손 치, 손형태 

등을 악하며 이와 련된 방사선원 특성을 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국내외 경수로  수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

론은 PRA Procedure Guide [USNRC, 1983],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Submittal Guidance [USNRC, 1989a]  NUREG-1150 [USNRC, 1990]에서 

제시된 확률론  안 성 평가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그림 2.1-1은 이 방법론

의 체 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Level-2 PSA 분석과정을 크게 구분하면 발 소 손상군 분석,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  방사선원군 분석으로 나  수 있으며 각 과정에서는 사

건수목 작성, 사건수목 정량화, 통계처리를 한 산 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하여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CONPAS[Ahn, K.I. et al., 1998] 로

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노심 손상군 분류나 사건수목 정량화에 필요

한 각 분기 확률 값들은 GEN-IV SFR에 한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

에 부분 기존 PSA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상되며 추후 GEN-IV 

SFR 고유 값들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 3 -

그림 2.1-1.  U. S. NRC Level-2 확률론  안 성 분석 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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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소 손상군 분석

2 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하기 한 첫 단계로는 발 소 손상상태 

(Plant Damage State, PDS)를 정의하는데 이는 원자로 노심에 손상이 일어

났을 때 발 소의 상태를 의미한다.  1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 결과로부

터 노심에 손상이 일어나는 사고경 들이 악되며, 이때 발 소 각 계통의 

상태, 특히 노심 손상과 련된 안 계통의 상태를 알 수 있다.  1 단계 확

률론  안 성 평가로부터 알 수 있는 노심손상 사고경 는 2 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에 필요한 격납건물 련 안 계통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심손상 사고경 를 확장시킨다.  

확장된 모든 노심손상 사고경 에 하여 분석하기 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사한 방사능 방출 특성을 갖는 사고경 끼리는 서로 

묶어서 (Grouping) 가능한 한 은 수의 발 소 손상군으로 구분한다.

가. Level-1 사건수목 특성 검토

발 소 손상군(Plant Damage State, PDS) 분석을 해서는 Level-1 사

건수목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KALIMER-600에 한 Level-1 사건

수목에서는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1) 원자로 정지 성공  (2) 노심

생성 잔열 제거 성공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 정지는 1차 는 2차 

원자로 정지계통 (Reactor Protection System, RPS)에 의해 수행되며, 기본

으로 1차 는 2차 RPS  어느 하나만 작동하여도 원자로 정지는 성공

한다. 한편 노심에서 생성되는 잔열을 제거하기 해서는 능동계통인 

IRACS (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는 기기의 작

동이  필요 없는 피동계통인 피동 잔열제거회로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PDRC)가 작동되어야 하며, PDRC는 모든 원 상실사고

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증기발생기로 공 되는 수가 단되고 

IHTS(Intermediate Heat Transfer System)의 pump 역시 단된다. 이후에

는 IHTS에 연결된 IRACS에 의해 수행된다. 즉, IRACS 차단밸 가 열리며 

IRACS pump  blower가 작동함으로써 원자로의 잔열제거가 이루어진다. 

만일 IRACS를 통한 잔열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자로의 온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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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KALIMER-600 PDRC  IRACS 에 한 개념도

하면서 수 가 일정 수  이상으로 상승하고 PDRC가 자동 으로 작동하게 

되어 원자로의 잔열제거가 이루어진다. 

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만 원자로정지가 

실패한 경우에도 KALIMER-600에서는 고유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원자

로가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궁극 으로는 RPS 등의 보수를 하여 

수동으로라도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델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 원자로정지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수동으로 정지시킬 때까

지 정상운 과 마찬가지로 주 수를 이용한 냉각이 성공하게 되면 노심 손

상은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림 2.1-2에서는 잔열제거 계통으로서의 PDRC  IRACS에 한 개념

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1-3에서는 KALIMER-600 일반 과도사고 경

에 한 Level-1 사건수목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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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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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PDRC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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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 State

1 ok

2 ok

3 cd

4 ok

5 cd

6 ok

7 cd

8 cd

9 ok

10 cd

11 cd

그림 2.1-3. General Transients에 한 Level 1 Event Tree 

나. 발 소 손상군 군집화 논리도 개발

PDS 분석을 하여 PDS 군집화 논리도 (Grouping Logic Diagram)를 

개발한다. PDS 군집화 논리도에서는 손상군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요

한 변수를 고려하게 되며 본 분석에서는 격납건물내의 사고 진행, 격납건물 

손 유형/시간/ 치,  방사선원 특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1) 

격납건물 우회, (2) 격납건물 격리상태, (3) 기사건 유형, (4) 원자로 정지 

성공여부, (5) 노심생성 잔열 제거 성공여부,  (6) 격납건물 기냉각을 

고려하 다. KALIMER-600 PDS을 정의하기 한 6개의 주요인자들에 

한 선정근거는 아래에 기술하 다.

 

(1) 격납건물 우회

이 변수는 Level-1 노심손상 사고경 의 방사선원이 격납건물 기로 방

출될 것인지 아니면 격납건물 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주변 기로 방

출될 것인지를 구분하게 된다. 즉 2개의 가지(branch)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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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격납건물 경유 (Containment Bypass)

b. 격납건물 우회 (No Containment Bypass)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사고경 는 일차계통으로부터 격납건물 경계 밖으

로 직 으로 방사선원을 방출하는 유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격납건물을 

경유하는 사고경 와는 방사능 특성이 상이하다. 즉 건납건물 내에서 자연

상이나 공학  안 계통에 의해 방사능물질을 포획하거나 감쇄시키는 효

과를 기 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사고경 는 노심손

상 이후 상 으로 큰 방사선원 방출 특성을 갖게 된다.

(2) 격납건물 격리상태

이 변수는 Level-1 노심손상 사고경 에서 노심이 손상되는 시 에 격납건

물 건 성 유지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만약 격납건물이 격리되지 않고 개

방되어 있다면 개방부 의 크기에 따라 보다 빠른 시 에 많은 양의 방사

선원이 외부로 방출될 것으로 단된다. 이 분기 에서는 2개의 가지

(branch)를 갖게 된다.

a. 격납건물 격리 (Containment Isolation)

b. 격납건물 격리 실패 (No Containment Isolation)

 

(3) 기사건 유형

기 사건의 유형에 따라 사고진행은 매우 상이하며 따라서 방사선원 특

성 한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KALIMER-600의 Level-1 PSA 비평가

에 따르면 Level-1 분석을 한 기사건은 PRISM-150의 PRA 보고서, 

OPR-1000 계열인 울진3,4 PSA 보고서를 토 로 KALIMER-600의 설계를 

검토하여 결정하 으며 (1) Transients. (2) Loss of Coolant (Vessel Leak), 

(3) Reactivity Insertion, (4) Sodium Water Reaction in SG, (5) PDRC 

Unavailable  (6) External Events 로 분류되었다. 이  External Events

는 아직 반 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반  정으로  본 발 소 손상군 분

석에서는 제외하 다. 즉 이 분기 에서는 5개의 가지(branch)를 고려하고 

있다.

a. Trans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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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ss of Coolant (Vessel Leak)

c. Reactivity Insertion

d. Sodium Water Reaction in SG

e. PDRC Unavailable

KALIMER-600 Level-1 PSA 보고서의 기사건 분석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KALIMER-600의 설계가 아직 기 단계인 계로 OPR-1000에

서 고려되는 보조 계통들의 고장으로 인한 기사건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PRISM-150에서 고려된 모든 기사건은 검토하여 반 되어 있다. 

PRISM-150과 비교했을 때 일상 인 원자로 정지와 련된 기사건들을 

일반 과도사건 (General Transients)로 묶었으며, 일차측 유량상실사고  

간루  유량상실사고와 련된 기사건들을 단순화하 다. 한 PRISM

에서는 반응도 삽입율 (Reactivity Insertion Rate)을 3개로 분리하 는데, 

KALIMER-600에서는 1개로 통합하 다. 기본 으로 KALIMER-600은 가

압 상태가 아니며, 제어 이 인출되는 속도를 hardware 으로 제한하기 때

문에 PRISM-150에서와 같이 반응도가 속히 삽입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

서 발생 가능한 반응도삽입 기사건들을 반응도 삽입사고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하나로 묶고, 발생할 수 없는 속한 반응도 삽입을 

기사건에서 제외하 다. 

 

(4) 격납건물 기 냉각

이 변수는 격납건물 기 열제거 가능성을 고려한다. 일반 으로 경수로 

는 수로에서는 격납건물 살수계통 는 냉각팬에 의한 격납건물 기 

냉각계통을 고려하며 이 계통들이 작동할 경우 격납건물 기 내에서의 사

고진행, 격납건물 압력부하,  격납건물 내 방사선원 분포 등에 향을 미

친다. KALIMER-600에 한 격납건물 기냉각 련 설계는 아직 상세정

보가 없지만 일단 추후 설계를 가정하여 발 소 손상군 논리도의 주요 변

수에 포함하 다. 이 분기 에서는 2개의 가지(branch)를 고려하고 있다.

a. 격납건물 기 냉각 성공

b. 격납건물 기 냉각 실패 

(5) 수소제어계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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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어계통의 역할은 사고시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를 제어하게 되

며 계통의 작동상태에 따라  2개의 가지(branch)를 고려한다.

a. 수소제어계통 작동 성공

b. 수소제어계통 작동 실패

SFR에서는 사고시 원자로가 손되면 노심용융물과 소듐이 원자로 

외부로 방출될 수 있으며 노심용융물과 소듐이 주변 콘크리트와 하게 

되면 소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Molten Core-Concrete 

Interaction, MCCI)  소듐-콘크리트 상호반응(Sodium-Concrete Reaction, 

SCR)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상은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지만 콘크

리트 침식과 연소성  비응축성 가스인 수소가 생성된다. 격납건물 내에 

생성된 수소는 연소에 의하여 격납건물 내부압력이 상승하거나 수소폭발에 

의한 격납건물 손상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 내 수소제어

설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KALIMER-600에 한 수소제어설비 련 설계

는 아직 상세정보가 없지만 일단 추후 설계를 가정하여 발 소 손상군 논

리도의 주요 변수에 포함하 다.

다. 발 소 손상군 정량화

발 소 손상군 정량화는 발 소 손상군 사건수목에서 정의된 발 소 손

상경 들에 하여 각각 해당되는 PDS 번호를 지정하고, 같은 PDS 번호를 

가진 모든 사고경 의 빈도를 합하여 해당 PDS의 빈도를 구하는 작업이다. 

각 PDS는 군집화된 많은 사고경 를 표하는 하나의 가상 인 사고경

를 의미한다. PDS 사건수목에서 PDS 번호를 정할 때는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정량화를 한 산코드를 사용하여 번호를 정한다.  정량화 산코드

는 PDS 분류규칙을 사용하여 PDS 사건수목들에서 정의된 발 소 손상경

를 PDS 논리도에 나와 있는 PDS로 배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PDS 분류규칙은 PDS 사건수목에서 사용된 주요 정 사상의 성공과 실패

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모든 PDS 사건수목 경 들을 PDS 번호를 배정하

고, 같은 PDS 번호를 가진 모든 사고경 들의 빈도를 모두 합하면 PDS 정

량화는 완료된다. PDS 정량화를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는 CONPAS 

코드이다[Ahn, K.I. et al., 1998].

2.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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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납건물 사건수목 개발

다음 단계로는 격납건물 사건수목(Containment Event Tree, CET)을 구

성한다.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상을 체계 으로 고려

하여 격납건물의 손확률을 계산하기 해서 격납건물 사건수목이 이용되

며, 이 사건수목은 노심손상에서부터 주 환경으로 방사능이 출되기까지 

사고 진행을 측하게 되고  격납건물의 건 성이나 방사선원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사고 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수목 기법은 사고 진행 경로를 논리 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격납건물의 반응을 분석할 때 매우 효과 이다.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격납건물의 반응을 모델하기 하여 이러한 사건수목 기법을 사용한 격납

건물 사건수목을 개발했다. 개발된 CET는 사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물리화학  상, 격납건물 안 계통 상태  격납건물 손모드 

등을 확률 으로 묘사한다. 

각 PDS는 CET 에서 보면 고유한 사고 진행의 시작 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상 각 사고경 는 내재된 사고 진행 형태의 고유함으로 인해 

독립 으로 정량화되어야 한다. 일례로 격납건물이 성공 으로 격리된 

(isolated) 노심손상 사고경 는 격납건물이 격리되지 않은 사고경 와 비교

하여 서로 다른 격납건물 상태를 가지게 되므로 개개의 PDS에 해 각각

의 CET가 개발되어 정량화 될 필요가 따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격납건물 

우회 (bypass)  격납건물 격리실패 (isolation failure) 사고경 를 제외한 

부분의 사고경 는 많은 공통 이 존재하며 이는 과거 수행된 PSA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부분의 사고경 에 하여는 공통으로 

용가능한 일반 격납건물 사건수목 (general CET)을 작성하며, 격납건물 우

회와 격리실패에 하여는 특수 사건수목 (special CET)을 독립 으로 개

발지만 KALIMER-600 의 경우 기존 경수로 는 수로에 비하여 CET 

구조가 보다 간단할 것으로 상되어 격납건물 우회  격리실패를 포함한 

CET를 구성하고자 한다.

사고 상들을 모두 CET에 모델 할 경우 이들을 체계 으로 분석하

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한 상은 CET의 정 사건 (Top Event)으로 

구성하고 상세 상이나 운 원의 조치사항들은 각 정 사건의 하부구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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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사건 수목 (Decomposition Event Tree, DET)에서 다룰 수도 있다.  분

해사건 수목을 사용할 경우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정 사건은 10-20개 이하

로 하여도 충분히 사고 진행과정을 분석할 수 있으며,  발 소 고유의 격납

건물 극한 강도도 이 과정에서 고려되고  주어진 사고경 에 해 격납건

물 손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손압력 분포도 필요하게 된다.

 

나. 격납건물 사건수목 정 사상 선정

격납건물 사건수목 개발 시 각 사고경 들의 차이 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들을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들을 정 사상 (top event)이라 한다. 

이 정 사상에는 격납건물 손상시기, 손상유형  손상 치에 향을 미치

는 물리  상, 사고진행 과정, 는 격납건물 거동에 상이한 결과를 래

할 수 있는 요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KALIMER-600에 한  CET 에서

는 다음처럼 7개의 정 사상을 비로 선정하 다. 선정근거는 방사능 물질

의 방출경로  과압/고온에 의해 격납건물 손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

자들로 고려되었으며 추후 격납건물내 사고 상에 한 연구가 진행

될 경우 련 인자들이 추가될 것으로 단된다. CET 구조를 간단히 하기 

해 정 사상의 개수를 가능한 게 선정하고, 선정된 정 사상의 확률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하 사상(sub event)으로 추후 DET를 구성할 수도 

있다.

a. 격납건물 우회

b. 격납건물 격리상태

c. 원자로용기 내 노심용융물 냉각

d. 소듐방출  화재

e. 소듐(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

f. 가연성물질의 연소

g. 격납건물 손 시기

다. 격납건물 사건수목 정량화

다음 단계는 격납건물 사건수목을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격납건물 사건

수목 정량화의 목 은 각 발 소 손상군에 따라 격납건물 사건수목 사고경

의 확률 는 상 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각각의 발 소 손상군

이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입력으로서 이용되고 사건수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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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시킴으로써 최종 으로 방사선원 방출군의 확률이 구해지며,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각 분기  (Branch point) 에서는 각 발 소 손상군에 

해 보통 서로 다른 확률 값이 주어진다.  분해 사건수목이 구성될 경우 

각 분기 에서의 확률 값은 련된 발 소 손상군의 정보나 문가 단에 

의해 구해지며, 문가 단을 하여 기존의 확률론  안 성 평가보고서, 

사고 상분석 보고서 는 사고 해석용 산코드의 분석결과 등

이 사용된다.

 

3. 방사선원 방출군 분석

가. 방사선원 방출군 군집화 변수

최종 단계에서는 방사선원  방출군 (Source Term Category(STC) or 

Release Category(RC)) 을 정의하게 되며 방사선의 종류, 양, 방출시간, 방

출기간, 치, 는 에 지 등에 따라서 특성 지워 진다.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결과  수십 개 는 100개 이상의 최종  (End Point)이 작성되게 되며 

이는 방사선원을 상세하게 분석하기에는 무 많은 개수이기 때문에 유사

한 방사능 특성을 갖는 최종 끼리 서로 묶어서 약 10-20 개 정도의 방사

선원 방출군으로 구별된다.  방사선원 방출군을 정의하고 나면 각 방출군이 

가지는 확률 값이나 방사능 특성에 따라 표 인 사고경 를 선정하며 

사고 해석용 산코드를 이용하여 표 사고경 에 한 방사선원 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인 Level-2 PSA 분석 차이다. 

방사선원 방출군 정의를 해서는 군집화 변수를 선정한다. 즉, 핵분열생

성물 방출  사고결말에 향을 미치는 발 소  격납건물 고유의 특성

에 따라 선정된다. 방사선원 방출군 군집화 변수가 정의되면 이들 군집화변

수를 정 사건으로 하여 논리도를 구성하며 논리도에서 각 최종 들은 방

사선원항 특성이 서로 다른 방출군을 의미한다. KALIMER-600에서 고려하

고자 하는 군집화 변수는 다음과 같다.

a. 격납건물 우회

b. 격납건물 격리상태

c. 원자로용기 내 노심용융물 냉각

d. 격납건물 손상시

e. 격납건물 손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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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

 

나. 방사선원 방출군 정량화

Level-1 PSA로부터 제공된 노심 손상 사고는 발 소 손상군과 격납건물 

사건 수목을 거쳐  방사선원 방출군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각 방출군의 발

생 빈도를 얻기 해서는 그 그룹에 할당된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각 사고 

경 의 발생 빈도를 더하면 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 경 의 발생 

빈도는 발 소 손상군 종결 의 빈도에 격납건물 사건수목 각각의 정 사

상 조건 확률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각 PDS 별 방사선원 방출군 각 확률

은 PDS의 기 조건과 CET의 상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해당하는 STC

에 할당된다. 

이러한 빈도의 합산 과정은 간단하긴 하지만 PDS와 CET에서 다루는 사

고경  모두에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한 경우에 

따라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량화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

화 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 발생 확률을 

각 방사선원 방출군에 할당하기 하여 PDS와 CET에서 사용되는 규칙 개

발과 유사한 방법으로 할당 규칙을 개발한다.  이 게 모든 사고 경 가 할

당되고 나면, 그에 따라 발생 확률도 자동 으로 연결되어 방사선원항 정량

화가 수행된다.

 

다. 방사선원항 분석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경 들은 방출군 군집화 논리도에 의하여 유사

한 방사선원항 특성을 갖는 사고경 로 분류되어 방사선원 방출군으로 정

의되며 따라서 하나의 방출군에는 여러 종류의 사고경 들이 존재한다. 이

들 사고경  에서 방출군을 표할 수 있는 하나의 사고경 를 선정하여 

방사선원항 특성을 분석한다. 각 방출 그룹의 표사고는 다음의 차에 따

라 선정한다.

a. 분석하고자하는 방출 그룹에 가장 기여가 높은 발 소 손상군 (PDS)

을 선정한다.  

b. 방출 그룹에 속한 PDS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사고경 를 선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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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특별한 사고 상 모의를 한 조건이 필요하면 격납건물 사건수

목과 사고경 의 정의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d. 격납건물 손 압력, 시 , 그리고 손 조건들은 방출 그룹의 특성에 

따른다.

와 같이 방사선원항 방출그룹의 표 사고가 정해지면, 방출그룹별 방

출 특성 평가를 해 열수력  방사선원항 산 코드를 이용하여 사

고 상 모의를 통한 결정론  사고 해석을 수행한다.  이를 한 발 소 

모델링이 필요하며 코드입력으로 사용하기 한 핵분열생성물 기 재고량 

분석이 필요하다. 재로서는 KALIMER-600 고유의 방사선원항 특성을 분

석하기에는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해서는 추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제 2   PRISM PRA 방법론에 의한 Level-2 PSA 수행방안

KALIMER와 유사한 원자로 형태와 연료 조성비를 갖는 PRISM에 한 

비 PRA 내용을 검토하 다. PRISM 비 PRA 보고서[General Electric, 

1986]는 상세한 분석 내용을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Pool형 원자로로서 속

연료를 이용하고 Full Scope PRA 분석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

한 자료로서 충분한 검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RISM PRA 방법론은 체 인 분석 차는 기존의 경수로  수로의 

차와 외형 으로는 유사해 보인다. 즉, (1) 기사건 분석, (2) 계통 사건

수목 구축  사고유형 도출, (3) 노심반응 사건수목 구축  노심 손상군 

도출, (4) 격납건물 반응 사건수목 구축  방사선원 방출군 도출, (5) 공공

기 의 응  해도 분석 등의 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경수

로  수로 PSA에서 발 소 손상군을 정의하여 분석하거나 격납건물 사

건수목의 각 정 사건에 하여 분해 사건수목을 사용하는 내용 외에는 유

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내용상에서는 매우 상이 한 바, 원자로 형태, 사

용 연료  냉각재 차이에 의한 물리  상, 사고 진행 과정,  방사능 

출과정이 기존 발 소와는 완 히 다르며, PSA 차에 있어서도 기존 발

소는 각 단계별 분석 내용이 각기 독립 인데 반하여 PRISM 방법론에서

는 각 단계별 분석결과가 다음 단계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등의 분석 방

법 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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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PRA에서는 1 단계 PSA에 해당되는 계통분석이 완료되면 각 

기사건(Initiating Event)에 하여 사고유형(Accident Type)이 결정된다. 이 

후 과정은 소  2 단계 PSA 역에 해당되는 바, 주로 노심손상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과정을 다루게 되는데 2 단계 PSA 수행 차는 크게 노심반

응 사건수목 분석과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과정을 거치고 나면 격납건물 방출군이 정의되며 격납건물 

방출군이 내포하는 정보는 환경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소  3 단계 

PSA의 입력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림 2.2-1은 이 방법의 체 인 분석체

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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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PRISM 원  확률론  안 성 분석 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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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단계별 PSA 수행내용  노심손상 사건수목의 주요 연구

 수행항목

1. 노심손상 사건수목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2 단계 PSA의 반부에 해당되는 노심손상 사건수목 

분석을 한 방법론과 후반부의 격납계통 사건수목 분석을 구분하여 다룰 

정이다. 체 인 연구수행 내용의 연계 계와 노심손상 사건수목에서 다

루고자 하는 요 연구항목을 그림 2.2-2에 나타내었다. 

2 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하기 한 첫 단계로는 노심손상군(Core 

Damage Category)을 정의하는데 이는 원자로 노심에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 손상의 정도를 나타낸다.  1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 결과로부터는 노

심에 손상을 유발하는 사고의 유형(Accident Type)들이 악되며, 각 사고 

유형들은 노심이 손상되는 과정까지의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보

들은 1 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에서 고려된 사항들이며, 를 들면 기인

사고 정보, 반응도제어  정지계통, 일차 열 달계통, 간 열 달계통, 증

기발생기  수계통, 잔열제거계통( 간 원자로 보조냉각계통(IRAC), 피

동 붕괴열제거계통(PDRC)) 등에 한 운  정보이다. 각각의 사고유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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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에 따라 노심손상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를 체계 으로 분류하고 정량화하기 하여 노심손상 사건수목 논리도를 

개발한다. 노심손상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인자들은 노심손상 사건수목 논리도의 정 사건(Top Event)을 구성한다.

- 핵연료와 피복재의 공융물 형성에 의한 피복재 손여부

- 소듐의 비등 여부

- 핵연료/피복재의 공융물 형성 는 Fission Gas 방출에 의한 유동장애

- 방출에 지의 크기

- 량 에 지 방출에 의한 원자로용기 손 여부

- 핵연료/피복재의 공융물형성으로 인한 피복재 손  원자로정지 여부

- 핵연료/피복재의 공융물형성  노심외부소거에 의한 원자로정지 여부

- 심각한 노심손상  기타 요인에 의한 원자로 정지 여부

가.  속연료의 방사능 방출 특성 

특정 원 에 한 2단계 는 3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에 있어서 가

장 요한 요소 의 하나는 그 원 의 핵연료가 가지는 방사능 방출특성

이다.  방사능 방출 특성에 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동반한 확률론  안

성 평가만이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KALIMER-600의 경우 소듐을 일차냉각재로 사용하며 이 일차냉각재가 

원자로 내에 존재하는 풀(Pool)형이고 핵연료로는 삼원합 인 

U-TRU-10%Zr 속 핵연료를 사용한다. 피복재로는 고온 강도와 크립 항

성을 높이기 해 HT9M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재로서는 

KALIMER-600 속 핵연료에 한 충분한 방출특성 자료를 아직 확보하

지 못하 고 본 보고서는 2단계 확률론  안 성 평가 에 한 방법론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  유사한 방출특성을 갖는 것으로 상되는 

PRISM 원자로의  핵연료인 U-Pu-Zr 속 합  (70% U, 20% Pu, 10% 

Zr)과 HT9 피복재가 가지는 방사능 방출특성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표 인 방사능 물질 방출 모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즉, (1) 정상운  

시, 핵연료연소에 의해 생성된 핵분열 가스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연료

로부터 빠져나와 상부 가스 늄(Upper Gas Plenum)에 모이는 가스 

늄 방출, (2) 사고 시, 핵연료가 피복재와 반응하여 보다 낮은 용융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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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
방출률

EBR-II 연료 U-Pu 혼합 산화연료

~ 2.5 at% <50 %

3 %5 at% 67 %

15 at% 87 %

갖게 되어 핵분열 생성물을 방출하는 공융물 방출(Eutectic Release), (3) 보

다 심각한 상황에서 핵연료 용융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핵연료 용융물 방

출(Meltdown Release), (4) 핵연료가 기화되는 상태에서의 핵연료 기화 방

출(Vaporization Release) 등이다.

각 방출모드에 한 방출 특성을 아래에 기술하 다. 방사능 방출 분율

은 PRISM 핵연료의 조사형태(Irradiation Pattern)와 참고문헌 [L.C.Walters 

et al., 1984]  WASH-1400[USNRC, 1975]의 방사능 물질 방출정보를 토

로 공학  단에 근거하여 PRISM PRA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이다.

(1) 가스 늄으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기체상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은 연소도와 한 계가 있다. Mark II 

노심의 EBR-II 연료에서는 방출률을 표 2.2-1에 요약하 다. 즉, 연소도 2.5 

at% 이하에서는 50% 이하의 기체 방사능이 방출되고 연소도 5 at%에서는 

약 67% 방출률, 연소도 15 at% 에서는 약 87%의 방출률을 보여 다. 이는 

U-Pu 혼합 산화연료가 가지는 방출률 3.0 %[USNRC, 1975] 보다 훨씬 큰 

값이며 이는 속핵연료 특성상 큰 기공율(Porosity)을 갖기 때문이다.  

표 2.2-1. 속연료와 산화연료의 핵분열생성물 방출특성 (가스 늄 

방출)

세슘과 같은 액체 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와 늄의 소듐(Bond 

Sodium)에 분포되어 있다. 늄 역의 소듐으로 방출률은 연소도에 따

라 증가하게 되는데 5.5 at% 연소도에서 약 40 % 정도가 상부 늄으로 

방출되며 이는 U-Pu 혼합 산화연료가 가지는 방출률 약 15 %[USNRC, 

1975] 보다 많은 양이며 그 이유 역시 속핵연료 특성상 큰 기공율

(Porosity)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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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료에서는 고체상태의 핵분열생성물은 부분 핵연료 내에 존재하

게 되는데 이는 U-Pu 혼합 산화연료가 가지는 방출률 1-10 % 보다 작은 

양이고 이는 속연료가 낮은 온도에서 운 되므로 핵분열생성물의 운동성

이 하되기 때문이다. 

정상운  에 핵연료를 빠져나와서 늄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들

은 피복재가 손상되면 핵연료 으로 부터 방출되며 이 때 방출률은 피복재 

손 치, 손면 , 핵분열생성물의 엔탈피와 련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

들은 결국 피복재 손상을 가져오는 사고 시나리오의 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방출률 정보를 얻기 해서는 상세한 사고경  분석이 필요하

지만 PRISM PRA에서는 WASH-1400의 평균 방출률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2) 속연료-피복재 공융혼합물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속연료와 피복재가 공융혼합물을 형성하게 되면 일반 으로 낮은 용융

을 갖게 되고 용융  이하에서는 일부 핵분열생성물들이 방출된다. 즉, 

Xe, Kr과 같은 Noble Gas와 Iodine, Br 등의 할로겐 원소, 그리고 Cs 등의 

알칼리 속 등 낮은 용융 을 갖는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된다. PRISM 

속핵연료의 경우 725 °C 이상에서 공유물을 형성하게 되고 1,080 °C까지 온

도가 증가하면서 기하 수 으로 공융물 형성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Zr

는 공융물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모든 피복재가 공융물을 형성하지는 않

으며 PRISM PRA에서는 725 °C 이상에서 약 25%의 피복재가 2%의 핵연

료와 공융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3) 핵연료 용융과 기화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방출

속핵연료의 용융 은 약 1,150 °C 이하이고 산화연료의 용융 은 약 

2,300 °C 이하이기 때문에 속연료 노심용융물로부터 용융 이 1,150 °C 

이상 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량은 산화연료의 경우보다 작을 것으로 

상되며 PRISM PRA에서는 산화연료 방출률의 10분의 1로 감소된 값을 사

용하 다. 휘발성 물질의 경우는 물론 100% 방출된다.  한편 핵연료가 기화

되는 극단 인 사고의 경우는 모든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며 기체상태 외

의 모든 생성물은 에어로졸 크기의 입자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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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손상군 분류  특성 

1 단계 PSA 결과로 도출되는 각 사고유형(Accident Type)은 노심손상 

사건수목(Core Damage Event Tree, CDET)의 분석과정을 거쳐 노심손상

군(Core Damage Category, CDC)으로 분류된다. 즉, 각 사고유형은 여러 

가지 상학  과정이나 운 원의 조치에 따라 과도상태(Transient Phase)

를 거쳐 Neutronic Shutdown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Neutronic 

Shutdown에 도달하 을 때 노심의 상태(Core Damage Event Tree의 End 

State에 해당)는 노심손상군(CDC)으로 정의되며 노심손상군을 결정하는 변

수로는 (1)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률  방출 치, (2) 노심용융물의 방출분

율, 물리  형태  방출 치, (3) 원자로  부 의 손상, (4) 일차계통 

냉각재 온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으로는 노심손상 정도와 2차측 열

제거 계통의 작동 여부에 따라 12개의 노심 손상군으로 분류하 다 (표 

2.2-2부터 표 2.2-7까지 참조). 즉 잔열제거계통이 가용할 경우에 하여 6

가지 (CDC1 부터 CDC6 까지), 잔열제거계통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 하

여 6가지 (CDC1S 부터 CDC6S 까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손상정도가 심할

수록 CDC1에서 CDC6로 숫자가 증가된다. 각 손상군의 특성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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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1 & CDC1S

FP released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18 Cover Gas

I, Br 2 Primary Na

Cs, Rb 4 Primary Na

Te 0

Sr 0

Others 0

Fuel released None

Vessel or Seal 

damage
None

Primary sodium 

Temp.
Normal Operation

(1) 노심손상군 CDC1 & CDC1S 정의

첫 번째 노심손상군은 노심손상이 가장 작은 경우로 정의된다. 즉, 원자

로가 정지될 때 25% 미만의 피복재가 손상되며, 공융합 이나 핵연료의 

출이 없고, 원자로의 건 성은 유지되며, 일차 냉각재 온도도 정상운  범

를 유지한다. 따라서 상부 가스 늄의 핵분열생성물  약 25% 미만

의 가스  휘발성 생성물이 방출될 수 있다. 이 노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표 2.2-2에 나타내었다.

표 2.2-2. 노심손상군 CDC1  CDC1S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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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2 & CDC2S

FP released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65 Cover Gas

I, Br 8 Primary Na

Cs, Rb 19 Primary Na

Others 2
Plated out on 
upper core 
structure

Fuel released 2 % in eutectic form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None

Primary sodium 

Temp.
750 °C

(2) 노심손상군 CDC2 & CDC2S 정의

연료 공융물 형태로 출되는 경우이다. 가스 늄에 존재하는 모든 

핵분열생성물과 공융물 형태로 방출되는 2% 핵연료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

이 방출된다. 이 노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표 2.2-3에 나타내었다.

표 2.2-3. 노심손상군 CDC2  CDC2S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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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3 & CDC3S

FP released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75 Cover Gas

I, Br 10 Primary Na

Cs, Rb 20 Primary Na

Others 2
Plated out on 
upper core 
structure

Fuel released 2 % in eutectic form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None

Primary sodium 

Temp.
800 °C

(3) 노심손상군 CDC3 & CDC3S 정의

세 번째 노심손상군은 두 번째 손상군과 유사하며 다만 정지되기  원

자로 출력이 TOP(Transient Over P{ower) 결과 정격출력의 100-125%로 

운 되는 경우이다. 이 노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표 2.2-4에 나타내었

다.

표 2.2-4. 노심손상군 CDC3  CDC3S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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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4 & CDC4S

FP released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70 Cover Gas

I, Br 20 Primary Na

Cs, Rb 30 Primary Na

Te 2 Primary Na

Sr 0.2 Primary Na

Others 0.05 Primary Na

Fuel released
5% in the form of coolable debris or blockages

2 % in the form of eutectic alloy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None

Primary sodium 

Temp.
800 °C

(4) 노심손상군 CDC4 & CDC4S 정의

네 번째 노심손상군은 약 15%의 핵연료가 용융된 상태에서 원자로 정지

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약 5%의 핵연료는 연료 으로부터 분출되어 냉각상

태의 용융물로 존재하며 나머지 10%는 연료  내에 용융상태로 존재한다. 

용융핵연료가 분출되기 이 에 2% 의 핵연료가 피복재/핵연료 공융물 형태

로 먼  방출된다. 이 노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표 2.2-5에 나타내었다.

표 2.2-5. 노심손상군 CDC4  CDC4S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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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5 & CDC5S

FP released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85 Cover Gas

I, Br 50 Primary Na

Cs, Rb 60 Primary Na

Te 5 Primary Na

Sr 1 Primary Na

Others 1 Primary Na

Fuel released

24% - Debris on thermal baffle, lower vessel 

head, IHTS(Intermediate Heat Transfer System),

1% - Aerosol-size particles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 No immadiate damage.

- Chance(~1%) of vessel melt-through due to 

non-coolable local debris concentration

Primary sodium Temp. 850 °C

(5) 노심손상군 CDC5 & CDC5S 정의

다섯 번째 노심손상군은 약 50%의 핵연료가 용융된 상태에서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이다. 약 25%의 핵연료는 연료 으로부터 분출되어 노심 외부

에 존재하며 일부는 작은 입자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노심 외부로 빠져 

나가는 용융물이 분포되는 치는 매우 불확실하며 일부는 원자로 하부에 

치하여 원자로의 건 성을 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이 노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표 2.2-6에 나타내었다.

표 2.2-6. 노심손상군 CDC5  CDC5S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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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6 & CDC6S

FP released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100
Head access 

area

I, Br 80 Primary Na

Cs, Rb 90 Primary Na

Te 25 Primary Na

Sr 10 Primary Na

Others 10 Primary Na

Fuel released

25% - in debris form on thermal baffle and 

upper vessel structures 

65% - in debris form on core support plate

5% - in aerosol form in head access area

5% - in aerosol form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Seal damage leading to release of 5% fuel 

(aerosol) and 1,000kg of Na to head access 

area.

Primary sodium 

Temp.
850 °C

(6) 노심손상군 CDC6 & CDC6S 정의

여섯 번째 노심손상군은 100%의 핵연료가 용융된 후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이며 이  약 10%의 핵연료는 에어로졸 크기의 작은 입자로 존재한

다. 원자로 상부 이 손상되어 약 5%의 핵 료 에어로졸과 1,000kg의 

소듐 냉각재가 Head Access Area로 출된다. 이 노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표 2.2-7에 나타내었다.

표 2.2-7. 노심손상군 CDC6  CDC6S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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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손상 사건수목 논리도

각 노심손상군이 갖는 확률 값들을 구하기 해서는 각 사고유형들이 각

각의 노심손상군으로 분기  될 논리도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노심손

상 사건수목 논리도라고 하고 이를 정량화함으로써 차기 단계에 수행될 격

납건물 사건수목의 입력이 완성된다. 노심손상 사건수목 논리도에서 고려하

는 변수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 핵연료와 피복재의 공융물 형성에 의한 피복재 손여부

- 소듐의 비등 여부

- 핵연료/피복재의 공융물 형성 는 Fission Gas 방출에 의한 유동장애

- 방출에 지의 크기

- 량 에 지 방출에 의한 원자로용기 손 여부

- 핵연료/피복재의 공융물형성으로 인한 피복재 손  원자로정지 여부

- 핵연료/피복재의 공융물형성  노심외부소거에 의한 원자로정지 여부

- 심각한 노심손상  기타 요인에 의한 원자로 정지 여부

에 열거된 변수들을 정 사건으로 하여 노심손상 사건수목을 각 사고

유형에 따라 작성하 으며 그림 2.2-3부터 2.2-25까지는 그 를 보여 다. 

여기서 유량 상실사고 (LOF: loss of Flow)와 열침원 상실사고 (LOHS: 

Loss of Heat Sink)는 같은 사건수목 구조를 갖으며, 과도 과출력사고 

(TOP: Transient Overpower)와 TOP와 LOF가 동시에 일어나는 TOP/LOF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원자로 정지여부를 정 사건으로 고려하여 

같은 사건수목 구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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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유량상실사고 F1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 사고유형 F1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일차 열 달계통의 펌  Trip에 의해 냉각재 순환을 한 유량이 상실되고 원자로 정지는 실패하 지

만. 펌  Coast-down과 고유반응도 궤환 효과는 성공 인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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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유량상실사고 F3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2) 사고유형 F3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사고유형 F1과 유사하지만 펌  Coast-down 는 고유반응도 궤환 효과  하나가 실패하거나 둘 다 실패

한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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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열침원 상실사고 H2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3) 사고유형 H2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열침원에 의한 열제거 능력이 상실되고, (1) 정상출력 운   제어  고장으로 고유반응도 궤환 효과가 

실패하거나 (2) 정격출력의 100% - 125% 출력으로 운  에 원자로 정지가 실패한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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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열침원 상실사고 H3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4) 사고유형 H3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열침원에 의한 열제거 능력이 상실되고, (1) 정격출력의 100% - 125% 출력으로 운   제어  고장으로 

고유반응도 궤환 효과가 실패하거나 (2) 정격출력의 125% 출력이상으로 운  에 원자로 정지가 실패한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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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과도 과출력사고 P1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5) 사고유형 P1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0.07 - $0.18의 반응도(Reactivity)가 증가한 과도 과출력(TOP)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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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과도 과출력사고 P2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6) 사고유형 P2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1) $0.18 - $0.36의 반응도(Reactivity)가 증가하거나 (2) $0.18 미만의 반응도 증가와 더불어 고유반응도 

궤환 효과가 실패한 과도 과출력(TOP)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

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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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과도 과출력사고 P3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7) 사고유형 P3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1) $0.18 - $0.36의 반응도(Reactivity)가 증가와 더불어 고유반응도 궤환 효과가 실패하거나 (2) $0.36 이

상의 반응도가 증가한 과도 과출력(TOP)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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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과도 과출력사고 P4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8) 사고유형 P4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0.36 이상의 반응도(Reactivity)가 증가와 더불어 고유반응도 궤환 효과가 실패한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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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과도 과출력/유량상실사고 G3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9) 사고유형 G3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P2유형과 F3유형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P3유형과 F1유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고유형이다. PRISM PRA

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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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과도 과출력/유량상실사고 G4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0) 사고유형 G4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P3유형과 F3유형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P4유형과 F1유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고유형이다. PRISM PRA

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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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유량상실/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F3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1) 사고유형 F3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F3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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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열침원상실/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H1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2) 사고유형 H1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H1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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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열침원상실/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H2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3) 사고유형 H2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H2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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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열침원상실/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H3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4) 사고유형 H3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H3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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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과도 과출력/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P1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5) 사고유형 P1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P1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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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과도 과출력/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P2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6) 사고유형 P2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P2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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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과도 과출력/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P3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7) 사고유형 P3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P3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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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과도 과출력/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P4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8) 사고유형 P4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P4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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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유량상실/과도 과출력/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G1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19) 사고유형 G1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G1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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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유량상실/과도 과출력/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G3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20) 사고유형 G3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G3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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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유량상실/과도 과출력/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G4S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21) 사고유형 G4S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G4 사고와 동시에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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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S3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22) 사고유형 S3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이지만, 원자로 정지가 성공하고 기 노심손상이 없는 사고

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2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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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잔열제거계통 상실사고 S5 유형의 노심손상 사건수목

(23) 사고유형 S5 노심손상 사건수목

이 사고는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LOSHR) 사고이지만, 원자로 정지가 성공하고, 기 부분 인 노심손상이 

있거나 펌  가동으로 인한 출력 증가가 있는 사고유형이다. PRISM PRA에서 가정한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

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건수목은 그림 2.2-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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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건물 반응 사건수목 분석 

다음 단계는 격납건물 사건수목을 구성하고 정량화하는 과정이며 각각의 

노심손상군이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입력으로 이용되고 사건수목을 통하여 

 (Propagation) 시킴으로써 최종 으로 방사선원 방출군의 특성과 확률

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사건수목은 노심손상에서부터 주 환경

으로 방사능이 출되기까지 사고 진행을 측하게 되고  격납건물의 건

성이나 방사선원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사고 상들을 포함하고 있

다. PRISM PRA에서 사건수목 구성  정량화의 목표는 주어진 12개 노심

손상군(CDC)에 하여 각 격납건물 방출군(Containment Release Category, 

CRC)에 도달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각 격납건물 방출군은 노심손상 

정도 는 사고진행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방사능 물질의 양과 방출시기 

등이 각기 달라진다. 격납건물 반응 사건수목 분석에서는 2가지 주요 업무

가 수행된다. 즉, (1) 첫째는 앞에서 정의된 12개의 노심손상군에 하여 격

납건물 반응 사건수목을 개발하여야 하며, (2) 다음으로는 각 격납건물 방

출군을 표하는 표 인 사고경 에 한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정량 인 

방사능 방출특성을 분석하는 일이다. 

이 방법론을 이용할 경우 재로서는 두 번째 업무에 해당되는 방사능 

특성분석을 KALIMER-600 에 하여 수행하기 한 분석도구가 없기 때

문에 PRISM PRA 결과를 활용하여 재생산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PRISM PRA에서는 격납건물 방출군을 9가지로 구분하 으며 각 방출군에 

한 정의는 표 2.2-8에 기술하 다. 

격납건물 방출군을 도출하기 하여 격납건물 사건수목 개발 시 각 사고

경 들의 차이 을 나타낼 수 있는 정 사상을 정의한다. 이 정 사상에는 

방사능 방출특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상들이 포함되며 다음의 7개의 정

사상을 선정하 다. 즉, (1) 용융물의 조기 냉각여부 (Early Debris 

Coolable), (2) 원자로용기의 조기 열손상 여부 (No Early Vessel Thermal 

Failure), (3) 노심노출 여부 (No Core Uncovery), (4) 강력한 후기폭발 여

부 (No Late Energetic Expulsion) 이며, KALIMER-600 고유 특성을 반

할 경우 추후 련 인자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으로는 방사능물질 방출량과 방출시간 등의 방사능 방출특성을 결

정하게 되며 련 열수력 분석을 하여 발 소 고유의 설계특성을 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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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No. CRC Name CRC Description

1 R2A
25% early core melt transient

Early debris not coolable

2 R3

100% early core melt transient with energetic 

expulsion

Debris coolable, No melt-through

3 R4A

100% early core melt transient with energitic 

expulsion

Early debris not coolable

4 R6A

No early core melt transient 

Loss of SHRS and core uncovery

No late energetic expulsion

5 R6U
Early transient, Minor core damage

Otherwise same as R6A

6 R6S
Early transient, 25% core melt

Otherwise same as R6A

7 R8A

No early core melt transient 

Loss of SHRS and core uncovery

Late energetic expulsion

8 R8U
Same as R6U but with late energetic 

expulsion

9 R8S
Same as R6S but with late energetic 

expulsion

게 된다. PRISM PRA에서는 발 소 설계특성  산화연료를 고려하여 분

석하 고 이 결과로부터 속연료의 방출특성을 추정하 다.

표 2.2-8. 격납건물 방출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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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Level-2 PSA 수행 소 트웨어

Level-2 PSA 수행을 해서는 사건수목 작성, 정량화 통계처리 등을 한 

산 로그램이 필수 으로 이용되며 이를 하여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CONPAS [Ahn, K.I. et al., 1998] 로그램이 이용가능하고 GEN-IV SFR

에 용하기 해서는 일부 소 트웨어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CONPAS는 PC 도우환경에서 Level-2 PSA를 수행하기 한 산코드이

다. 이 로그램은 사고진행 분석을 한 기본논리로, 개별 사고진행 과정

을 추 할 수 있는 소형 격납건물 사건수목과 이를 정량화하기 한 형 

보조사건수목의 개념을 이용한다. 이 코드에는 (1) 사고진행을 체계 으로 

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건수목을 구성하기 한 ET Editor 모

듈, (2) 구성된 사고진행 사건수목들을 정량화하고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Computation 모듈, (3) 불확실성 입력을 마련하고 계산결과를 처

리하기 한 Text Editor 모듈, 그리고 (4) 사고 분석코드 결과를 활용

하기 한 Mechanistic Code Plotter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즉 CONPAS를 

활용하여 2단계 PSA를 종합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체계 인 불확실성, 

요도, 민감도분석  데이터 해석기능, 그리고 계산결과를 다양한 그래픽 

 테이블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사고 상분석을 해 필요한 

속연료 SFR에 한 열수력해석  핵분열생성물 거동해석 종합코드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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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요약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제 4세  원자로 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소듐냉각 고

속로에 용하기 한 Level-2 확률론  안 성 평가 방법을 검토하 다. 

먼  재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장 보편 인 경수로/ 수로의 2 단

계 PSA 수행 방법의 근간이 되는 PRA Procedure Guide [USNRC, 1983],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Submittal Guidance [USNRC, 1989a]  

NUREG-1150 [USNRC, 1990]에서 제시된 U. S. NRC의 확률론  안 성 

평가방법을 용하 을 경우 필요한 분석체계를 제시하 다. 다음으로는 액

체 속로로서 표 인 PSA 수행 방법론에 해당되는 PRISM PRA의 2단

계 방법론을 KALIMER-600에 용하여 2 단계 PSA의 반부에 해당되는 

노심손상 사건수목 (PRISM PRA에서는 노심반응 사건수목으로 명명) 분석 

수행을 시도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1단계 PSA에 해당되는 계통 사건수목 

분석과 고장수목 분석의 최종 분석결과인 사고유형(Accident Type) 도출 

내용은 국내 SFR에 한 결과가 활용가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PRISM 

PRA의 결과로 가정하 다. 한편, 2단계 PSA 분석 도구로는 노심손상 사건

수목 작성을 한 편집기로서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CONPAS 로그램

의 Editor를 이용하 다. 

U. S. NRC 방법론과 PRISM PRA 방법론을 비교하면 각기 장단 을 가

지고 있으며 본 용성 분석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재 세계 각국에서 일반 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수로/ 수로의 2 단계 

PSA 수행 방법론(U. S. NRC 방법론)은 1980년  반에 수행된 PRISM 

PRA의 방법론보다 분석체계가 보다 일목요연하며 분석결과를 이해하기 용

이하다. 즉, 각 PSA 수행 단계별 최종결과의 정의가 명확하고 따라서 분석

자 이외의 제 3자가 그 의미를 악하는데 무리가 없다. 

- 한 각 단계별로 통계분석을 수행하는데도 유리하며 이에 한 분석 

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2 단계 

PSA용 사건수목 작성  통계 분석 로그램인 CONPAS의 추가 인 모델

개발 시 우리 연구원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 반면에 이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여기에 타당한 상학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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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 분석을 한 사고해석 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사고해석 로

그램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사고 련 실험 는 해석 자

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 인 SFR에 한 고유 사

고 실험 는 해석자료가 재로서는 거의 무하며 속 핵연료에 한 

다양한 자료도 그 가용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 으로  시 에서 이 

방법론을 채택하기는 많은 제약이 따게 된다. 한, 노심손상과정이 보다 

다양하게 개될 수 있는 액체 속로에 용하기 해서는 노심손상 과정

을 다루는 분석모델이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 가장 요한 해당 원  고유의 사고 해석자료 는 해석도구가 활용 

가능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용할 수 있겠지만 재로서는 국내 

개발 SFR 고유의 사고 해석 자료들이 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러한 해석자료 는 해석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존의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PSA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PRISM PRA 방법 

용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 과도기  분석방법으로 PRISM PRA 방법을 용할 경우에도 궁극 으

로는 국내 SFR에 한 핵분열생성물 노심 재고량, 방출특성, 노심손상군 

분류, 노심손상 사건수목 각 정 사건에 한 분기  확률은 그 고유 값들

이 필수 으로 확보되어야 될 역이다.

- 따라서 국내 개발 SFR에 한 비 2단계 PSA에서는 속연료를 사용

하는 Pool형 원자로인 PRISM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해당 자료  용 가

능한 자료를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문헌들을 통하여 가용자료를 확보

하되 궁극 으로는 용 가능한 고유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진 으로 

PSA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 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 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Level-1 PSA가 U. S. NRC의 방법론을 이

용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자료로 사용하는 Level-2 PSA에서는 같은 방법

론을 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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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GEN-IV sodium fast  reactor (SFR). An applicability of the PSA 

methodology of U. S. NRC and PRISM plant to the domestic GEN-IV SFR has been 

studied. The study contains a plant damage state analysis, a containment event tree 

analysis, and a sorce-term release category bi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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