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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3-Pin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구축 및 이용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정상상태에서의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를 구축하는 업무로서 본 설비가 구축되면

국내 개발 핵연료의 종합적인 노내검증시험을 할 수 있다. 상용로 조건에서의 핵연료 거동을 유추할 수

있는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가 설치되면, 조사시험분야에서 하나로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1. 기술적 측면

○ 고연소도 핵연료 등 핵연료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원자력 선

진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핵연료의 성능 검증을 위해 노내조사시험을 수행

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핵연료 개발과 관련하여 핵연료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노내 조사시험이 시급한

실정임.

○ 대외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노내조사시험 자료의 자력 확보에 필요한 핵연료 조사시험용 루

프(FTL ; Fuel Test Loop)설비의 조속한 설치와 활용이 요구됨.

2. 경제·산업적 측면

○ 핵연료 조사시험을 외국에 의존할 경우 상당한 외화를 지불하여야 하며 조사시험 데이터의 이용도

공유할 수밖에 없음.

○ 상용 원자로의 운전 조건을 모사하는 FTL 설비의 설계 제작 기술과 FTL 설비를 이용하여 성능이

향상된 핵연료를 개발할 경우 산업적 파급효과가 지대함.

3. 사회·문화적 측면

○ 하나로에 FTL 설비를 갖추게 되면 핵연료의 연소시험 및 안전성 관련 종합검증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 핵연료의 성능 향상, 안전성 및 성능 검증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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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및 안전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

을 갖게 되어 국가 위상이 제고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FTL 설계

․ 노내시험부, 노외공정설비 설계

2. FTL 기자재 구매 및 제작

․ IPS, In-Pool 연결관 설계, 제작

․ OPS 기계, 전기, 계장설비 설계, 제작

4. FTL 인허가 획득

․ SAR 작성 및 인허가 획득

․ FTL 시설 검사 및 사용전 검사 수검

3. FTL 설치 및 시운전

․ 3-pin FTL 설치

․ 시운전 절차서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1. FTL 설계

가. 정상상태 3-Pin용 FuelTest Loop설계기술 개발

·노내시험부 및 노외공정설비설계(개념,기본 및 상세 설계)

·기술사양서, P&ID 및 도면 등 설계도서 생산

·사고해석

2. FTL 기자재 구매 제작

가. 기계류 각 패키지별 구매사양서 작성 및 구매 발주

(펌프류, 가압기, 밸브 등 노외공정설비)

나. 계측제어시스템 구매 사양서 작성 및 구매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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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류 및 계장기기 등)

다. 안전/비안전등급 전기기기 구매사양서 작성 및 구매

(UPS 등)

라. 제작 도서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승인

마. 노내시험부 및 In-Pool 연결관 ,제작

3. FTL 인허가

가. 정상상태 Fuel Test Loop 인허가 획득

·SAR 작성 및 심사질의 답변

·3-Pin 임계 열속시험

·설치공사 인허가 획득

·FTL 시설 검사 및 사용전 검사 수검

4. FTL 설치 및 시운전

가. OPS 기기설치

·관통부 및 차폐공사

·기계/배관 분야 기기설치

·계장/전기 분야 기기설치

나. 수조내 배관 설치

다. 공사감리 및 현장설계

라. 시운전 절차서 작성

마. 수압시험 및 검사

·건설 인수시험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FTL 시설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고연소도 핵연료 등 경수로용 신형핵연료의 연료봉 조사시

험에 활용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의 전망으로 보아 추가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고온 고압의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의 설계 및 제작기술을 확보하여 산업체 활용이 가

능하다. 특히 국외 조사시험시에는 제한적인 조사시험자료만 확보 가능하나 국내에서 시험할

경우 모든 시험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하나로에 FTL이 설치됨으로 캡슐설비와 함께 종합적인

핵연료 조사시험 수행이 가능하며 하나로 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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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3-Pin Fuel Test Loop and Utilizat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e final gole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the FTL(Fuel Test Loop). After

establishment of the FTL, the comprehensive in-pile verification test for the fuel which

will be developed at home can be carried out. By the installation of FTL which can be

used for analogizing of fuel behavior at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it is possible to maximize the usability of the HANARO on the field of fuel

irradiation.

1. Technical aspects :

○ R&D works for the fuel performance improvement such as high burn-up fuel are being

carried out actively by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also the in-pile

irradiation tests are being carried out by the advanced countries.

○ In connection with the new fuel development in Korea, in-pile irradition test for the

performance and safety verification of the new fuel is needed urgently.

○ To get the In-pile irradiation test data by our own effort which is necessary to enter

into competition against the foreign countries, it is required for us to install the FTL

urgently.

2. Economical aspects :

○ In case that we depend on the foreign countries for fuel irradiation test, we have to pay

considerable foreign currencies and the irradiation data that we get shall be limited.

○ The technology of design and fabrication for FTL on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and new fuel development using by FTL give us

considerable spin-offs in the field of industry.

2.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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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installation of the FTL in HANARO, the burn-up and safety verification test

can be carried out. Also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technology for performance

improvement and safety verification of the fuel.

○ By getting both of the public identification with nuclear energy and technical

competitive power against foreign countries for economy and safety, national stature

will be rais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sign

- Design of the In-pile system & Out pile system

2. Fabrication and procurement of the equipments

- Fabrication of the In-pile system and In-pool piping

- Fabrication and procurement of the equipments of the out-pile system

3. Acquisition of the license

-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and acquisition of the license

- Pre-service inspection of the facility

4.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 Installation of the FTL

- Development of the commissioning procedure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sign

- Development of the design technology for the steady state FTL

- Design of the In-pile system & Out pile system

- Production of the design documents such as technical specification, P&ID and drawings

- Accident analysis

2. Fabrication and procurement of the equipments

- Fabrication of the In-pile system and In-pool piping

- Fabrication and procurement of the mechanical equipments of the out-pi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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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and procurement of the I&Cl equipments

- Fabrication and procurement of the safety and non safety class electrical equipments

- Review and approval of the the manufacturing documents

3. Acquisition of the license

-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 Make answer for the questions from KINS

- Critical heat flux test for 3-pin rods

- Acquisition of the license for installation

- Inspection of the facility by KINS

4.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 Installation of the equipments of the out-pile system

- Installation of the in-pool piping

- Audit of the installation works and design at field

- Development of the commissioning procedure

- Hydraulic test and inspection

V. Application for Results of the Project

The facility has secured its applicability after installation for the new fuel pin of PWR

type such as high burn-up fuel irradiation test. The needs for the irradiation test will be

augment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trends on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industry.

The technology of design and fabrication for FTL on the condition of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has been established and those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area of

industry. There is an advantage if the irradiation test were done at the FTL in HANARO

because we have no limitation for the release of data taken during the test. But if you do

the same test at the foreign institute, the data that you get shall be limited. By the

installation of the FTL in HANARO, it is possible to maximize the usability of the reactor

on the field of fuel irradiation together with the capsule which is extensively used for

specific test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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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정상상태에서의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를 구축하는 업무로서 본 설비가 구축되면

국내 개발 핵연료의 종합적인 노내검증시험을 할 수 있고, 조사시험기술도 축적되어 향후 특수 조사시험

을 위한 계장기술과 노내시험부의 개발도 가능하게 되며 특히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는 상용로

조건에서의 핵연료 거동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로의 조사시험시설로서 국내 하나로를 이용한 원자력 기

반기술 시험시설 분야에서 커다란 기술 발전이 이뤄지게 된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1) 고연소도 핵연료 및 신형핵연료 등 핵연료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우리나라를 포함

하는 원자력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개발 핵연료의 성능 검증을 위해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2) 국내에서는 원자력 중장기 과제로 수행중인 핵연료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핵연료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노내 조사시험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미 일부는 외국에 의뢰하여 노내조사시

험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3) 따라서 핵연료 개발의 대외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연료 성능 및 핵연료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내조사시험 자료 및 노내조사시험기술의 자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 운전중인 하

나로에 핵연료 조사시험용 루프(FTL ; Fuel Test Loop)설비의 조속한 설치와 활용이 요구됨.

2. 경제·산업적 측면

(1) 핵연료 조사시험 루프 설비 기술은 연구로 이용 분야중 핵심 기술로서 핵연료 조사시험을 외국에 의

존할 경우 상당한 외화를 지불하여야 하며 조사시험 데이터의 이용도 공유할 수밖에 없음.

(2) 상용 원자로의 운전 조건을 모사하는 FTL 설비의 설계 제작 기술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FTL 설비를 이용한 조사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향상된 핵연료(고연소

도 핵연료 등)를 개발할 경우 경제적 및 핵연료 생산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가 지대함.

3. 사회·문화적 측면

(1)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의 기반 시설인 하나로에 FTL 설비를 갖추게 되면 상용원자로에서 사용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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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연소시험 및 안전성 관련 종합검증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 핵연료 개발의 핵심부분인 핵연료

의 성능 향상, 안전성 및 성능 검증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경제적 및 안전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고연소도 핵연료개발 등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갖게 되어 국가 위상이 제고됨.

제 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노내시험부 설계 및 해석

(1) IPS(PWR & CANDU mode), IPS assembly도면 및 설계문서 작성

(2) Thermal/stress analysis, seismic analysis 수행 및 IPS의 건전성 확인

(3) In-Pool 연결관설계

나. 노외공정설비 설계 및 해석

(1) Heat & Mass Balance 계산

(2) 배관/기기배치도 작성

(3) Design Manual, 기기 용량계산, 설계계산서 및 기술사양서 작성

(4) 배관/기기의 응력해석

(5) 단선도, 각종계산서 및 논리도 등 작성

(6) 하나로 전기설비 증설(120V 교류 및 24V 직류 무정전전력) 설계

다. 하나로 노심영향평가

(1) 선출력 및 감마열출력 계산(중성자속 및 열출력 계산, 선출력 변화량 설계반영)

(2) Source Term 계산(시험핵연료내의 핵종별 총방사능량, 감마선 계산)

라. 기기설치 및 배관도면 작성 (국내A/E)

(1) 기계류 각 패키지별 구매사양서 작성 및 구매 발주

·가압기,주가열기, 탱크류 및 밸브류(AOV, PSV)

(2) 계측제어시스템 구매사양서 작성 및 구매발주

·판넬류(4종) 등

(3) 비안전등급 전기기기 구매사양서 작성 및 구매(460V 부하반 외 3종)

(4) 제작 도서 등에 대한 기술 검토 및 승인(솔레노이드, 제어밸브 등)

(5) Mock-up 제작 및 실험절차서 작성

(6) 노내시험부 Mock-up

마. 구조해석 및 사고해석

(1) 사고해석 모델링

(2) 예상운전과도(AOO)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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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각재상실 사고해석

바. 기자재 설치(IPS 및 OPS 기기설치, 공사감리) 및 시운전

(1) OPS 기기설치

·기계/배관 분야 기기설치

·계장/전기 분야 기기설치

·설치시 생성폐기물 파악 및 처리

(2) 수조내 배관 및 노내시험부 설치

(3) 공사감리 및 현장설계

(4) 시운전 절차서 작성

사. 정상상태 Fuel Test Loop 인허가 획득

(1) SAR 작성

(2) 인허가 심사 및 답변

(3) 인허가 지원을 위한 해석 및 설계 보완 변경

(4) 안전성 검증을 위한 보완 해석

(5) 3-Pin 임계열속 실험

(6) 사용전 검사 수검 및 수압시험 및 계통별 기능검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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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정상상태의 다발용 핵연료조사시험을 목표로 1992년에 FTL의 예비

설계를 시작하여 1993년부터 원자력 중장기과제중 하나인 노내조사시험시설 설계․건조 사

업으로 추진하던 중 상세설계 완료 후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동 사업이 1999년 중단되었

음.

2. 이후 이용자 요건 재정립 및 최적화 방안 등 기술검토를 연구소내 업무추진반에서 수행하였

다. 다발용 FTL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개념설계, 기본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기술사양서

등 330여종의 기술도서와 280여종의 배관등의 기술도면을 생산하여 FTL설계에 대한 기술

축적을 하였음.

3. 또한 다발 시험용 FTL의 인허가 획득을 목적으로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사

고해석 및 인허가 기술도서도 작성하여 규제 기관과의 핵연료 조사시험 루프에 대한 인허

가 경험을 축적하였음.

4.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에서의 루프를 활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은 이용자의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조사장치의 개발과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핵연료의 중성자 조사 영향을 분석 평가

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시험조건 검토, 조사장치 설계/제작, 인허가, 조사특성 측정을 위한

계장기술,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결과 분석/평가까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5. 또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개발을 위한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핵연료 종합성능검증을 위한 조

사시험 및 분석평가에 필요한 제반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제 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1. 국외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하여 현재 상용원전의 고연소도 핵연료, 고속로 핵연료 성

능검증, 고온가스로 핵연료 성능 검증 등을 위한 조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계측기

술들을 개발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하고 있음.

2. 미국에서는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이

라는 고농축의 U3O8-Al cermet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있으며 고속중성자속은

1×1015n/cm s로 핵융합 연구에 필요한 재료의 조사시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은 원자로를 건조하여 조사시험에 활용한 경험이 많으며,

특히 TMI 사고 관련한 중대노심사고 조건 하에서 핵연료 거동에 대한 연구도 PBF

(Power Burst Facility)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등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 첫 번째 건조된

재료 시험로인 MTR(Material Test Reactor)은 1952년부터 1970년까지 가동되었으며, 상용

로 설계 시 필요한 설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노심구조재 및 핵연료 선정을 위한 조사시험을

주로 수행한 바 있음. 1967년 가동 시작된 ATR(Advanced Test Reactor)은 고농축의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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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사용하는 최대 출력 250MW의 원자로로서 미국 유일의 재료 시험로로서, 캡슐과 loop

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료 및 핵연료에 대한 조사효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

음.

3. 노르웨이 Halden에서는 Halden Reactor Project라는 국제공동연구로서 고연소도 핵연료와

MOX 핵연료 등에 대한 조사시험을 위해 20여개국이 참여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중심온도 및 열적 특성변

화, 출력 및 운전 mode, 연소도에 따른 FGR 거동, 고체 및 기체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핵

연료 swelling, gas sweep을 통한 gas 이동 및 gap 영향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

는 핵연료 조사거동 모델개발 및 검증과 안전성 해석에 이용되고 있음.

4. 프랑스 CEA/CEN-Saclay 소재 OSIRIS 원자로에는 PWR, BWR 조건 하에서 핵연료의 성

능시험을 할 수 있는 OPERA, ISABELLE1, ISABELLE4 loop 등이 있음.

CEA/CEN-Grenoble 소재 SILOE 원자로는 상용로 조건 하에서 UO2 및 MOX 핵연료를 조

사시험할 수 있는 AQUILON, GRIFFON, JET- POMPE loop가 있었으며 이 loop에서는

상용원자로에서 연소된 핵연료의 재조사도 가능하였음. 또한, FBR, HTGR 핵연료를 조사

시험할 수 있는 loop로 THERMOPOMPE, GAS, COMEDIE loop등이 있었음. 이 외에도

핵연료의 LOCA 시험 및 안전성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와 시설이 있음.

5. 일본은 JAEA를 중심으로 JMTR/JRR-3M reactor를 활용하여 핵연료, FBR/개량로 재료연

구 등을 계장/무계장 캡슐 및 loop개발(OWR-1,2)을 통해 정상상태와 천이상태에서의 조사

시험을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핵연료 조사시험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하고 있음. 특히, 조사 핵연료봉의 시험을 하기 위한 재계장(re- instrumentation)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6. 영국은 DIDO class의 high flux reactor 개발과 병행하여 고려되었던 구조재 선정에 주목적

을 두고 고속 중성자 분위기에서의 기계적 특성 규명 등을 위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음.

최근 UK AEAT의 일부조직은 독일 NUKEM에 흡수된 후 네덜란드 HFR(High Flux

Reactor)과 협력하여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과 관련한 기술을 자문해주고 있음.

7. 캐나다는 Chalk River 소재 NRU, NRX 원자로의 U-loop와 X-loop를 활용하여 CANDU 발

전소 노심 구조재 및 핵연료 개발을 위해 CANDU 운전 조건 하에서 광범위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CANDU형 신형핵연료 개발과 FGR 거동 및 핵분열생성물의 영향

등 관련기술 개발을 위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함.

8. 벨기에는 SCK/CEN에 있는 BR2 reactor의 Callisto loop를 활용하여 연소시험, FGR 거동

및 안전 특성 규명 등 경수로용 핵연료 조사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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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국내 기술수준 국외 기술수준

정상상태

핵연료

조사시험

루프

○ 조사시험루프 개발기술

․ 설계 및 제작(상용로 조건)

․ 계장기술

․ 인허가
60

○ 핵연료조사용 루프개발기술

확립

․OWL-1,2 활용 경험 (일본)

․정상상태/천이상태 루프활용

(프랑스, 미국, 카나다,벨기에

등)

․OECD/NEA/HRP(노르웨이)

국제 공동연구 수행

100

핵연료

조사시험

○ 핵연료 조사시험용 루프(3-Pin

용) 개발 단계

․캡슐활용 조사시험수행 및 루프

활용 조사시험 예정

○ 핵연료봉 조사특성측정 계장

기본기술 개발

․UO2 핵연료 미세가공, 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압, 핵연료 변

형 측정 중

50

○ 핵연료 조사시험기술 확립 및

수행

․상용 원자로조건 조사루프 보

유 및 활용(프랑스, 미국, 카나

다, 벨기에 등)

․OECD NEA HRP(노르웨이)

국제 공동연구 수행

○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 기술

확립 및 활용

100

고연소도

핵연료

조사시험

○ 핵연료 조사시험용 루프(3-Pin

용) 활용 조사시험기술개발단계

․고연소도 조사시험용 노내시험

부 개발 단계(계장기술 포함)

․조사시험 예정 40

○ 핵연료 조사시험기술 확립 및

수행

․OECD NEA HRP(노르웨이) 국

제 공동연구 수행

․MOX 핵연료 조사시험 활용

․신형 고성능 핵연료 조사시험

계획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 기술

확립 및 활용

100

제 3절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및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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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설계

기본설계 시 사용자 시험 요구사항, 하나로 성능 및 간섭사항을 파악하여 설비의 운전조건

을 결정하였다. 사고해석, 안전성분석, 핵 설계 및 하나로와 간섭사항은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노내시험부는 RWE NUKEM사, 노외공정계통은 현대(엔)에서 상세설계를 수행

하였다. 본 설비의 주요 운전조건은 표1.1.1과 같으며 노내시험부 및 노외공정계통의 간단한 설

명과 설계 실적을 기술하였다.

표 1.1.1 FTL 운전조건

주요 변수 경수로형 핵연료 중수로형 핵연료
시험핵연료 갯수 3 봉 3 봉

시험핵연료 길이 0.7 m 0.5 m
출력 112 kW 116 kW
압력 15.5 MPa 10.0 MPa
고온관 온도 312 ℃ 290 ℃
저온관 온도 300.3 ℃ 276.7 ℃
유량/시험핵연료봉 0.53 kg/s 0.54 kg/s

냉각수 경수 경수

1. 노내시험부 설계

가. 노내시험부

노내시험부(In-Pile Section)는 중성자속이 높은 하나로 노심내 IR1 수직조사공에 설치되며

노외공정계통과 수조내 배관을 통하여 연결된다. 수조내 배관과 IPS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각

빔을 이용하여 지지대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

노내시험부는 시험핵연료를 장전하는 용기부와 그 지지물로 구성된다. 용기의 상부는 하나로

수조벽에 부착된 사각빔을 통하여 지지되며, 하부는 노심 상단에 설치된 브라킷을 통하여 지지

된다. 노내시험부 용기의 세부 단면도는 그림 1.1.1과 같으며 노내시험부헤드, 외부압력용기, 내

부압력용기, 유동분리관, 시험핵연료지지체등 5개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내시험부헤드의 상부는 시험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정상운전시 17.5 MPa의 주냉각수 밀폐기능을 위하여 이중의 오링(O-ring)을

장착하였다. 노내시험부헤드의 중간부분은 주냉각수의 입구와 출구 역할을 하는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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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이 있으며 수조수와의 열전달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열재가 설치되어있다. 노내시

험부헤드 하부는 외부압력용기와 플랜지 형태로 연결되며 이들 사이의 내부압력용기

는 메탈링이 설치되어 밀폐기능을 한다.

- 외부압력용기는 설계압력과 온도(17.5 MPa, 315℃)를 수용할 수 있도록 두께 5.0

mm의 321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였으며, 주위에는 9개의 SPND(Self Powered

Neutron Detector)가 장착되어 있다. 하부는 반구형태에 돌출부가 부착되어 있어 하나

로 유동관의 스파이더에 장착이 되도록 하였다.

- 내부압력용기는 두께 4.0 mm의 321 스테인레스강으로서 하부는 반구형태로 되어

있어 냉각수의 유동이 180°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입구노즐 부분의 내부압력용기

는 컬러(Collar) 형태로 제작하여 냉각수의 유입시 정체현상을 막도록 하였다. 외부압

력용기와 내부압력용기는 서로 다른 압력유지를 가능케 하는 격리구조물로서 수조와

의 단열을 위하여 중간 공간에는 불활성기체(Ne)로 채워진다.

- 유동분리관은 입구냉각수와 출구냉각수의 분리역할 및 단열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

페이서(Spacer)를 통하여 내부압력용기와의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 상부는 유동분리

잠금링(Flow divider locking ring)과의 체결을 통하여 위치가 고정되며, 하부는 하부

핵연료지지링과 0.5mm의 간극을 유지하고 있다.

- 시험연료지지체는 상부의 연료운반체지지대(Fuel carrier support stem), 하부의 연

료운반체다리(Fuel carrier leg) 및 이들 두 구조물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연료운반헤드

(Fuel carrier head)로 구성된다. 연료운반체지지대 상부는 고온의 냉각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원주방향으로 6개의 슬롯(Slot)이 형성되어 있다. 시험연료운반체다리는 120°

간격으로 3개가 위치하여 시험핵연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다리는 4개

의 핵연료지지링(Fuel support ring)을 통하여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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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노내시험부 용기의 세부 단면도

핵연료시험설비 주냉각수는 노내시험부의 입구노즐로 들어가서 내부압력용기의 내표면과

유동관사이의 환형공간을 통해 아래로 흘러 간 다음 시험연료지지체 내부의 시험핵연료를 통

과하여 위로 이동하면서 핵연료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연료운반체지지대에서 배출되는 주냉각

수는 노내시험부 출구노즐을 빠져나가 주냉각기를 통과해서 주냉각펌프로 흐른다. 주냉각펌프

에서 주냉각수는 주가열기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노내시험부 입구로 되돌아오게 된다. 노내시

험부는 시험핵연료를 지지하고 위치를 잡아주며 정상, 이상, 비상 및 사고상태동안 정하중 및

동하중을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온도 및 압력의 변동, 취급, 지진가속

등으로 인한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사고로 인한 하중의 영향은 설계해석에 포함

되어 있다.

핵연료시험설비에 장전되는 시험핵연료는 저농축핵연료이다. 정확한 농축도 및 핵연료의

기계적 설계는 시험자가 결정하게 된다. 핵연료시험설비는 미임계 조건에서 운전되므로 반응도

제어가 필요치 않다. 핵연료시험설비의 대표적 설계특성과 산출된 설계변수들은 표 1.2.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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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수조내 배관 및 지지대

나. 노내시험부 수조내 배관 및 지지대 설계

노내시험부와 갤러리를 연결하는 수조내 배관은 1”의 스테인레스강으로 양단은 Hiltap으

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배관은 하나로 수조수와의 단열을 위하여 4”의 단열재

(MICROTHERM) 및 안전등급 NNS의 배관커버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단열재와 배관커버

사이에는 공기를 채우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압방지를 위하여 1“ Rupture disc를 배

관 양단에 설치하였다. 또한 Seismic restraint를 배관 끝단에 설치하여 지진하중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수조내 배관은 1“ 스테인리스강으로 고온관(Hot leg) 및 저온관(Cold leg)으로 구성되며 관통

부배관을 통하여 갤러리 배관과 연결된다. 이들배관은 하나로 수조수와의 단열을 위하여 배관

커버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으며, 배관커버 내부에는 단열재(MICROTHERM) 및 공기를 채우

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압 방지를 위하여 1“ Rupture Disk를 배관 양단에 설치하였

다. 또한 Seismic Restraint 및 Turn buckle을 설치하여 지진하중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림

1.1.2에는 수조내 배관 및 지지대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수조내 배관 및 지지대는 ASME B&PV Section III ND 및 NF 코드요건에 따라 설계되었

으며, 시험조건, 정상운전, 과도조건, 비상조건 및 극한사고에서 유발되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

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20년 수명기간 동안 예측되는 설계

하중 조건에서 치수적 안전성 및 기능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노내시험부 Br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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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시험부에 Brazing이 적용되는 부분은 압력경계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적용 근거는

ASME Sec. III NB-4511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하였다.

ASME Sec. III NB-4511 항목 코드 항목 적용 항목

Case 1. tubesheet에 tube를 부착할 때
tubesheet Sealing Plug

tube Instrumentation

Case 2. 부속물 및 외경 1” 이하인 배관은

NB-4511-1(a)에 따라 제작

부속물 Instrumentation

외경 1” 이하인 배관 Sealing Plug

Case 1의 경우, Sealing Plug는 15개의 Hole이 가공된 두께 28mm의 tubesheet로,

Instrumentation은 직경 1mm의 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ase 2의 경우, NB-4511-1(a)의 외경 1” 이하인 배관(Part A)은 Sealing Plug, 부속물

(Part B)은 Instrument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Brazing 대상 깊이

28mm에 대하여 실제 Brazing 깊이는 전체길이의 80% (22.4 mm) 이상 되도록 하여

NB-4511-1(a)의 관통부 최소깊이(D) 요건 1/4"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Brazing에 사용되는 재

료는 NB-4512 Brazing Filler 및 Flux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였다.

- Filler는 비철금속 또는 비철합금이며, 고상온도가 427℃ 이상이고 최고사용온도보다

260℃ 높아야 한다.

- Filler는 해당 온도범위에서 용융되어 Capillary action으로 자유로이 유동해야 하며,

Controlled air에서 접합면에 쉽게 퍼지고 접착되어야 한다.

- Filler 및 접합면위의 산화를 방지하고 Filler의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Brazing 온도에서 액체 상태이고 화학적으로 활성인 Flux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설비는 위와 같이 NB-4512에서 요구하는 온도조건, Capillary action 조

건 및 Flux 조건을 따르기 위하여 Brazing 재료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구분 재료 종류

Filler material ASME II SFA-5.8 UNS-P07563 BAg-7

Brazing Flux ASME II SFA-5.31 FB3-C. Paste type (565℃~925℃)

2. 시험핵연료설계

가. 시험핵연료의 기계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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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핵연료봉 설계기준

시험핵연료봉은 특정 시험조건에 대해 설계한다. 특정 시험을 위한 설계기준은 요구되는

시험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시험핵연료 설계자는 특정 시험조건을 결정하고 이들

이 규제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각각의 특정 시험을 위한 시험보고서에 핵연료봉의

해석결과를 기록하게 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을 위한 기능요건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

험핵연료봉 설계자는 다음의 설계기준을 최소한 충족시켜야 한다.

정상운전

시험핵연료봉은 정상운전 상태 하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시험핵연료

다발은 취급, 저장 및 핵연료시험설비 보수로부터 발생할지도 모를 정지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설계운전 범위내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운전시의 하중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시험핵연료봉은 영구적인 손상이 없도록 하고 기계적 파손에 대한 여유도를 확보하여 어

떠한 이상조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상운전과도(AOO)를 유발하는 사건들은 격

리밸브 고장폐쇄, 주냉각수 유량감소(단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은 제외), 안전밸브 고장개

방, 4급 전원상실이다.

사고 및 제한사고

시험핵연료봉은 모든 사고 빛 제한사고 하에서도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즉, 어떠한 가상사고에 대해서도 기계적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한다. 다만 핵연

료봉이 떨어져서 수조 또는 이송수로의 바닥에 부딪치는 핵연료취급사고는 예외이다. 사고 및

제한사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소규모의 시험핵연료 취급사고(시험핵연료봉이 취급장비에 매달려 있는 상태 등)

2) 안전정지지진(SSE)

3) 냉각수 상실사고

4) 노내시험부 내부압력용기 파단사고

(가) 시험핵연료봉의 구조적 건전성 기준

시험핵연료봉은 주기적으로 응력을 받는다. 주기적 응력은 ASME Section III의 요건에

따라 시험핵연료봉 설계시 적절히 기술해야 한다. 시험핵연료봉은 모든 설계조건하에서 노내시

험부의 건전성 또는 시험핵연료의 냉각능력을 침해하는 기계적 변형 또는 구조부품의 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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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 시험핵연료봉의 재질 선택

노내시험부의 기계적 설계 및 가상 사고해석에서 시험핵연료봉의 핵연료 피복재에는

Zr-4 재질을 사용함을 가정하였다. 핵연료봉에 다른 재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재질을

시험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 시험핵연료봉

시험핵연료봉은 특정 실험조건에 맞추어 설계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시험에 대한 설계기

준은 원하는 시험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시험핵연료 설계자는 각 시험별로 정확

한 핵연료봉 설계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설계기준은 해당 시험보고서에 기록하

게 된다.

(2) 시험핵연료봉의 설계

특정 시험조건은 시험핵연료봉들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특

정 시험을 위한 설계특성은 원하는 시험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시험핵연료 설계

자는 각 시험에 필요한 정확한 설계특성을 결정하고 특정 운전조건이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

범위내에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시험핵연료의 설계특성은 해당 시험보고서에 수록하게 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성능평가를 위해 PWR 및 CANDU 핵연료용 표본시제품 설계를 사용

하였다.(그림1.2.1) 그러나 표본 시험핵연료봉의 기계적 해석은 수행하지 않았다(시험핵연료다

발의 세부적인 기계설계는 시험설계자의 책임이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시험핵연료봉의 기

계적 설계내용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노내시험부 설계 및 사고해석을 위해 특정

한 기계적 설계를 가정하였을 뿐이다.

(가) 시험핵연료봉 - PWR

PWR 시험핵연료봉은 유효길이는 0.7m이며, Zr-4 관에 원통형 세라믹소결체 형태의 소

결체 를 채워 넣은 것이다. PWR 시험핵연료봉의 유효길이는 0.7m이며 기타 사항은 그림 1.2.1

에 표시하였으며, 핵연료시험설비 해석을 위해 가정한 기타 설계변수는 표 1.2.1에 수록하였다.

(나) 시험핵연료봉 - CANDU

CANDU 시험핵연료봉은 Zr-4 관에 원통형 세라믹소결체 형태의 소결체를 채워 넣은 것

이다. CANDU 시험핵연료봉의 유효길이는 0.5m이며 기타 사항은 그림 1.2.1에 수록하였다. 핵

연료시험설비 해석을 위해 가정한 기타 설계변수는 표 1.2.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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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R 시험핵연료 ] [ CANDU 시험핵연료 ]

그림 1.2.1 핵연료시험설비 분석에 사용된 시험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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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핵연료봉 평가 - PWR 및 CANDU

시험핵연료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험핵연료 설계계산의 결과

는 해당 시험 보고서에 수록하게 된다.

(라) 시험 및 검사계획

시험핵연료봉 설계자는 봉의 제작공정 전 과정이 해당 품질보증기준에 부합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 핵설계

시험핵연료다발은 3개의 시험핵연료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로 노심의 IR1공에 설치

된 노내시험부 내에 위치한다. 경수로형 또는 중수로형 시험핵연료다발은 각각 다른 구조의

노내시험부를 이용하여 시험된다. 시험핵연료다발의 핵물질은 하나로 노심에 비하여 적기 때

문에 시험핵연료다발의 핵반응은 하나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에 지배받는다. 따라서

핵연료시험설비의 시험핵연료다발 출력은 하나로의 출력에 비례한다.

본 절에서는 핵설계에 대한 사항을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첫 번째 단원

에서는 핵설계 기준에 대한 것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PWR 및 CANDU 핵연료

에 대한 표본 핵설계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단원에서는 핵설계에

이용된 계산 모델 및 전산코드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 핵설계 기준

하나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중성자가 시험핵연료다발의 핵반응을 주도하므로 핵연료시

험설비는 하나로에서 사용하는 조사시험장치의 범주에 있다. 시험핵연료설비 스스로는 임계가

아니며 원자로의 핵설계 기준 중 상당부분이 불필요하게 된다. 미임계이기 때문에 제어가 필

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반응도 삽입율과 제어봉 반응도가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핵

연료시험설비의 출력준위를 하나로가 결정하기 때문에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는 하나로

운전정지 계통에 의존한다. 핵연료시험설비만을 생각한다면, 반응도 순환, 반응도계수, 제논

안정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들은 그들이 하나로의 운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만 핵연료시험설비에 적용된다. 사고시 핵연료시험설비내의 기포

발생은 하나로 노심의 냉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하였다.

시험핵연료다발은 특정 시험 목적에 맞게 설계하기 때문에 특정시험에 대한 설계기준은

요구되는 시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험핵연료 설계자가 각각의 시험에 대해 필요한

설계기준을 정확히 결정하게 되지만, 시험핵연료다발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기능이 유지됨을

입증하기 위해 각 설계조건에 대해 다음에 기술한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술한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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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잉여반응도와 연료연소도

핵연료시험설비의 잉여반응도는 하나로 노심에 핵연료시험설비를 설치하여 삽입되는 반

응도로 정의된다. IR1에 하나로 모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어 있을 때와 핵연료시험설비가

장전되어 있을 때의 임계도값 차이를 가르킨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잉여반응도는 하나로 운영

기술지침서에 명시된 실험물에 대한 반응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험핵연료다발이 설계되

어야 한다.

시험핵연료다발의 연소특성은 그 설계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시험핵연료 다발의 연소도

가 너무 높아서 방사선원이 사고해석 시 사용되는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고해석

을 해야 한다.

(2) 출력분포 제어

핵연료시험설비의 운전제한조건(LCOs)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LCOs는 사고해석

에 근거하여 사고시 핵연료설계 허용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핵연료봉의 첨두 선출력은

PWR 시험에 대해서는 41.6 kW/m, CANDU 시험에 대해선 57.2 kW/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

어해야 한다.

(3) 화학제어재 제어

핵연료시험설비에서는 필요에 따라 붕소를 주입하는데 단지 발전소 정상운전시 수화학적

조건을 모사하기 위함이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최대 농도의 붕소를 사용하더라도 시험핵연

료의 출력변화는 미미하여 발전소에서와 같이 원자로 출력제어를 목적으로 붕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화학제어재 제어는 해석하지 않는다.

(4) 운전정지 제어계통

하나로가 핵연료시험설비를 구동시키고 핵연료시험설비 출력준위가 하나로 출력준위에

비례하기 때문에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운전정지는 하나로 운전정지계통에 의존한다. 핵연료

시험설비 논리 및 제어계통은 비상정지신호를 하나로의 보호계통에 보내도록 설계하였다.

나. 표본설계 해설

시험핵연료다발은 특정 시험조건에 대해 설계를 한다. 그 결과, 특정시험에 대한 설계기

준은 요구되는 시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험핵연료 설계자가 각각의 시험에 대해 필

요한 설계기준을 정확히 결정하게 된다. 시험핵연료다발에 대한 핵설계는 해당 시험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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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술하게 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성능평가를 위해 PWR 및 CANDU 핵연료용 표본 설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표본핵연료다발의 핵설계 내용은 다른 분야의 설계를 위하여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함이다. 핵설계 결과가 다른 분야에 보수적인 값이 되도록 PWR 및 CANDU 핵연

료에 대한 표본 핵설계를 하였다.

(1) 표본 핵설계 - PWR 다발

핵연료시험설비 해석에 사용되는 PWR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은 같은 농축도의 핵연료봉

이 3개 장전된 것이다. 각 핵연료봉의 유효 길이는 70 cm이며 하나로 핵연료의 유효길이 및

축방향 위치가 같도록 하였다. 선원항이 보수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높은 선출력을 낼 수 있

도록 핵연료의 농축도를 4.0 w/o로 사용하였다. 자세한 핵연료설계 변수들은 표 1.2.1에 수록

하였다.

핵연료시험설비에 PWR 시험핵연료다발을 장전하더라도 하나로의 반응도에는 극히 미미

한 효과를 미친다. 하나로에 대한 핵연료시험설비의 반응도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반응도계산

은 MCNP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하나로 모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어 있을 때의 임계도

값은 1.00046 ± 0.00016이고, PWR용 핵연료시험설비가 장전되어 있을 때의 임계도값은

0.98944 ± 0.00024이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설치로 하나로의 임계도값이 낮아졌으므로 하나로

운전정지계통의 정지능력 이내에 있다.

(2) 표본 핵설계 - CANDU 다발

핵연료시험설비 해석에 사용되는 CANDU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은 같은 농축도의 핵연료

봉이 3개 장전된 것이다. 시험 핵연료봉의 유효 길이는 50 cm이고, 축방향으로 노심 가운데에

놓이도록 하였다. 선원항이 보수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높은 선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핵연료의

농축도를 1.5 w/o로 사용하였다. 자세한 핵연료설계 변수들은 표 1.2.1에 수록하였다.

핵연료시험설비에 CANDU 시험핵연료다발을 장전하더라도 하나로의 반응도에는 극히

미미한 효과를 미친다. 하나로에 대한 핵연료시험설비의 반응도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반응도

계산은 MCNP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하나로 모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어 있을 때의 임

계도값은 1.00046 ± 0.00016이고, CANDU용 핵연료시험설비가 장전되어 있을 때의 임계도값은

0.98853 ± 0.00023이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설치로 하나로의 임계도값이 낮아졌으므로 하나로

운전정지계통의 정지능력 이내에 있다.

다. 표본 핵설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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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력분포 - PWR 표본다발

노내시험부 내에 위치하는 시험핵연료의 출력분포는 하나로의 제어봉 위치에 가장 큰 영

향을 받는다. 제어봉 위치를 50 mm 단위로 구분하여 제어봉 위치 200～550 mm에 대한 선출

력을 그림 1.3.1에 나타내었다. 제어봉 위치 200～550 m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선출력이 낮

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출력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출력분포를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하

여 다음의 세 가지 출력 첨두계수를 산출하였다.

1) 연료봉 첨두계수

2) 국부 축방향 첨두계수

3) 전체 핵적 첨두계수

PWR 시험핵연료다발 속의 연료봉 첨두계수는 각각의 개별적 연료봉에서 발생되는 출력

을 결정하여 이 값을 평균 연료봉으로부터 발생되는 출력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국부 축방향

첨두계수는 각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 상대 선출력을 나타낸다. 국부 축방향 첨두계수는 각

단위 길이의 선출력을 연료봉의 평균출력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총 핵적 첨두계수는 모든 축

방향 단면에 대해 국부출력을 평균출력으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PWR 시험핵연료에 대한

위의 각 첨두계수를 제어봉 높이에 따라 산출하여 표 1.3.1에 나타내었다.

핵연료시험설비내 출력분포는 첨두 선출력과 핵비등이탈비(DNBR)가 안전해석에 의한 운

전한계 내에서 유지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핵연료시험설비에서의 출력분포를 제한하는 방법은

시험설계자가 고려할 사항이며 시험핵연료다발의 출력분포해석은 해당 시험보고서에서 다루게

된다.

출력분포에 대한 설계한도는 첨두 선출력과 DNBR로 주어진다. 이러한 설계한도는 단지

해석 대상인 특정 시험핵연료다발 설계에만 적용한다. 핵연료다발 설계가 달라지면 그 다발에

대한 별도 해석을 해야 한다.

핵연료시험설비내의 PWR 표본다발에 대한 허용 첨두 선출력은 41.6 kW/m 이다.

DNBR 한계는 핵연료설계에 있어서의 보정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핵연료 설계자가 설정한다.

한계설정은 모든 열적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2) 출력분포 - CANDU 표본다발

노내시험부 내에 위치하는 시험핵연료의 출력분포는 하나로의 제어봉 위치에 가장 큰 영

향을 받는다. 제어봉 위치를 50 mm 단위로 구분하여 제어봉 위치 200～550 mm에 대한 선출

력을 그림 1.3.2에 나타내었다. 제어봉 위치 200～550 m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선출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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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출력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출력분포를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하

여 다음의 세 가지 출력 첨두계수를 산출하였다.

1) 연료봉 첨두계수

2) 국부 축방향 첨두계수

3) 전체 핵적 첨두계수

CANDU 시험핵연료다발 속의 연료봉 첨두계수는 각각의 개별적 연료봉에서 발생되는

출력을 결정하여 이 값을 평균 연료봉으로부터 발생되는 출력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국부 축

방향 첨두계수는 각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 상대 선출력을 나타낸다. 국부 축방향 첨두계수는

각 단위 길이의 선출력을 연료봉의 평균출력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총 핵적 첨두계수는 모든

축방향 단면에 대해 국부출력을 평균출력으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CANDU 시험핵연료에

대한 위의 각 첨두계수를 제어봉 높이에 따라 산출하여 표 1.3.1에 나타내었다.

핵연료시험설비내 출력분포는 첨두 선출력과 핵비등이탈비(DNBR)가 안전해석에 의한 운

전한계 내에서 유지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핵연료시험설비에서의 출력분포를 제한하는 방법은

시험설계자가 고려할 사항이며 시험핵연료다발의 출력분포해석은 해당 시험보고서에서 다루게

된다.

출력분포에 대한 설계한도는 첨두 선출력과 DNBR로 주어진다. 이러한 설계한도는 단지

해석 대상인 특정 시험핵연료다발 설계에만 적용한다. 핵연료다발 설계가 달라지면 그 다발에

대한별도 해석을 해야 한다.

핵연료시험설비내의 CANDU 표본다발에 대한 허용 첨두 선출력은 57.2 kW/m 이다.

DNBR 한계는 핵연료설계에 있어서의 보정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핵연료 설계자가 설정한다.

한계설정은 모든 열적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3) 기포 출력계수

일반적으로 정의된 반응도계수는 핵연료시험설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핵연료의 중성

자속 및 출력은 하나로의 출력조건에 지배받기 때문에 기포 반응도계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

러나 노내시험부 내의 냉각수에서 생성된 기포가 시험핵연료의 출력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 기

포 출력계수는 중요해질 수 있다. 어떤 사고로 인해 하나로가 비상 정지되었을 때 시험핵연료

의 출력이 충분히 감소되기 전에 노내시험부 내에 기포가 형성되어 시험핵연료의 출력이 증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WR 및 CANDU 핵연료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노내시험부

구조에 대하여 기포 출력계수를 확인하였다. 시험핵연료의 출력이 최대가 되는 제어봉 위치

350 mm에 대하여 노내시험부 내의 냉각수의 밀도변화에 따른 출력을 계산하여 그림 1.3.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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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핵연료시험설비의 경수는 열중성자 흡수재보다는 감속재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핵연료시험설비는 노심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므로 중성자 스펙트럼이 경화되어 있다.

기포 생성으로 중성자 감속이 덜 되므로 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기포발생으로

인한 핵연료시험설비의 출력변화는 시험핵연료다발 설계와는 상관없이 같은 추세에 있다. 기

포 생성에 따라 시험핵연료의 출력이 낮아져 기포 출력계수는 음(-)이므로 핵연료시험설비는

기포 생성에 대하여 고유 안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시험 다발의 설계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음을 알 수 있다.

(4) 노내시험부의 고속중성자 조사량

노내시험부는 높은 중성자속 환경에 있는데, 특히 구조재의 조사 취화를 일으키는 고속중

성자속이 높은 영역에 위치한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노내시험부 취화가 일으나면 노내시험부

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고속중성자의 조사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본다발의 자료를

사용하여 내부 및 외부압력용기에서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계산하였다. 실제 유효 고속중성

자 조사량과 이에 따른 유효 운전수명은 핵연료시험설비내에서 수행되는 실제 시험에 따라 결

정된다.

-PWR 표본다발에서의 고속중성자 조사량

고속중성자속이 최대가 되는 노심 조건(제어봉 위치: 350 mm)에 대하여 1.0 MeV 이상의

고속중성자속을 평가하였다. 노내시험부에 PWR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을 장전하였을 때 내부

및 외부압력용기에서의 고속중성자속의 최대는 각각 1.34 x 1014 n/cm2-sec 및 1.36 x 1014

n/cm2-sec이다. 두 값 사이의 비율은 1.01로 거의 차이가 없다. 외부압력용기에서 고속중성자

속이 높은 것은 고속중성자의 대부분이 하나로 핵연료에서 공급됨을 의미하며 시험핵연료다발

의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핵연료시험설비가 일년 동안 계속 운전된다고 가정하여 1년간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산출

하였다. 하나로 이용율을 69%로 가정할 때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4.23 x 10
21

n/cm
2

및 4.29

x 1021 n/cm2이다.

- PWR 표본다발에서의 고속중성자 조사량

고속중성자속이 최대가 되는 제어봉 위치 350 mm에 대하여 1.0 MeV 이상의 고속중성자

속을 평가하였다. 노내시험부에 CANDU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을 장전하였을 때 내부 및 외부

압력용기에서의 고속중성자속의 최대는 각각 1.35 x 1014 n/cm2-sec 및 1.37 x 1014 n/cm2-sec

이다. 두 값 사이의 비율은 1.01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PWR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을 장전했

을 때와 거의 같다. 외부압력용기에서 고속중성자속이 높은 것은 고속중성자의 대부분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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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핵연료에서 공급됨을 의미하며 시험핵연료다발의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핵연료시험설비가 일년 동안 계속 운전된다고 가정하여 1년간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산출

하였다. 하나로 이용율을 69%로 가정할 때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4.26 x 1021 n/cm2 및 4.32

x 1021 n/cm2이다.

- 노내시험부의 중성자속 분포

노내시험부의 위치는 하나로의 핵연료 장전구역에 있기 때문에 노내시험부에서 축방향

중성자속 분포는 하나로의 중성자속 분포와 거의 같다. 횡방향 중성자속 분포는 노내시험부가

하나로 핵연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매우 고르다. 그림 1.3.4 및 1.3.5에 PWR 및 CANDU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을 때의 열 및 고속중성자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라. 해석방법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에 대한 노심계산을 위해 MCNP를 사용하였다. MCNP는 하나로와

같은 임계계통에 대한 임계도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중성자, 광자, 중성자/광자

쌍 또는 전자수송 등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몬테카를로(Monte Carlo)코드이다.

계산을 위한 핵자료는 ENDF/B-VI에 근거한 연속에너지의 MCNP 표준 핵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본 노심조건은 하나로 36봉 핵연료집합체가 20개, 18봉 핵연료집합체가

12개 장전된 하나로 평형노심이다. 그림 1.3.6에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연소도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전체 노심의 평균 연소도는 29.41 %U-235이다. 그림 1.3.6의 연소도 분포를 갖

고 IR1에 노내시험부가 장전된 MCNP 계산모델은 그림 1.1.10과 같다. 신뢰성있는 계산결과

를 얻기 위해 KCODE mode에서 2,000만개의 중성자 선원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

산 결과의 표준편차는 임계도값은 0.2 mk, 출력분포는 3.0%, 중성자속은 1.0%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MCNP 계산의 통계적 표준편차가 5% 미만에서는 신뢰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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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표본 시험핵연료 핵설계 변수

PWR CANDU

시험 핵연료

핵연료 소결체 외경, mm

핵연료 피복재 내경, mm

핵연료 피복재 외경, mm

핵연료 피치(pitch), mm

핵연료봉 유효길이, mm

핵연료봉 개수

핵연료 농축도, w/o

평균 최대 선출력, kW/m

국부 최대 선출력, kW/m

최대 국부 축방향 첨두계수

최대 전체 핵적 첨두계수

전체 감마 출력, kW

외부 감마 출력, kW

내부 및 기타 감마 출력, kW

최대 열중성자속, 0.625 eV 이하

최대 고속중성자속, 1.0 MeV 이상

8.19

8.36

9.50

13.8

700

3

4.0

38.86

53.57

1.44

1.43

44.80

23.54

21.26

1.27E+14

1.36E+14

12.154

12.24

13.08

14.898

500

3

1.5

34.34

43.23

1.25

1.29

45.18

22.44

22.74

1.22E+14

1.37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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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표본 시험핵연료의 출력분포

첨두계수

제어봉 위치
(mm)

연료봉 첨두계수

국부 축방향 첨두계수

전체 핵적 첨두계수

핵연료봉-1 핵연료봉-2 핵연료봉-3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P

W

R

1.02

1.03

1.03

1.01

1.02

1.02

1.02

1.02

1.25

1.32

1.44

1.37

1.40

1.39

1.36

1.32

1.24

1.34

1.36

1.38

1.38

1.39

1.35

1.33

1.25

1.31

1.34

1.40

1.39

1.39

1.39

1.37

1.27

1.34

1.43

1.42

1.41

1.41

1.42

1.39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C

A

N

D

U

1.02

1.02

1.02

1.03

1.02

1.02

1.03

1.02

1.12

1.18

1.24

1.24

1.22

1.20

1.18

1.16

1.12

1.17

1.24

1.24

1.22

1.19

1.18

1.13

1.11

1.17

1.24

1.25

1.22

1.19

1.18

1.15

1.14

1.20

1.27

1.29

1.24

1.22

1.21

1.17



- 24 -

axial power distributions

(PWR fuel, CAR: 200~5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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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PWR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의 제어봉 높이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

axial power distributions

(CANDU fuel, CAR: 200~5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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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CANDU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의 제어봉 높이에 따른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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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Water Density 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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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물의 밀도감소로 인한 표본 시험핵연료다발의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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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PWR 핵연료의 노내시험부에 대한 중성자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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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CANDU 핵연료의 노내시험부에 대한 중성자속 분포

그림 1.3.6 하나로 평형노심의 연소도(%U-235)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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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노내시험부가 IR1에 장전된 하나로에 대한 MCNP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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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시험설비 열수력 설계

핵연료시험설비의 열수력 설계는 노내시험부의 표본시험핵연료(이하 시험핵연료)로부터

적절하게 열을 제거하면서 시험핵연료가 정상 및 과도상태의 성능요건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

하여 시험핵연료의 안전성 범위 내에서 비상냉각수계통의 냉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이

다. 시험핵연료에서 발생된 열은 핵연료시험설비 주냉각수(MCW)계통, 비상냉각수(ECW)계

통, 중간냉각계통(ICL), 관통부냉각수(PCW)계통을 통해 하나로 이차냉각수계통으로 전달된다.

가. 열수력 설계기준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과도(AOO) 발생 시 열수력적으로 유발되는 핵연료의 손상을 방

지하는 것이 열수력 설계기준의 주된 목적이다. 사고에 대한 설계기준들은 11.5.15절에 명시되

어 있다. 정상상태와 예상운전과도(AOO)에 대한 설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한계를 설

정하였다. 설계한계를 위배한다고 해서 반드시 핵연료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러한

한계값을 설정함으로써 핵연료손상에 대한 안전여유를 제공하게 된다. 핵연료시험설비는 이러

한 설계한계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하나로를 비상정지 시키게 된다.

(1) 핵비등이탈(DNB :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설계기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AOO)동안 한계 핵연료봉(limiting fuel rod)에서 핵비등이탈

(DNB)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95%의 신뢰도로 95% 이상이라야 한다.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특정 시험핵연료 및/또는 조건들에 대해 한계 DNB비율(DNBR)을 규정하게 된다. 핵연료

시험설비는 핵비등이탈비율이 1.3 이상에서 운전되도록 한다.

(2) 핵연료시험설비 냉각수유동 설계기준

최소한 냉각수의 95%가 노내시험부 용기의 시험핵연료 구역을 통해 흐르고 시험핵연료

봉을 냉각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시험핵연료 냉각평가는 노내시험부 용기

로 유입되는 냉각수 유량(최소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상업용 원자로와는 달리 시험핵연료봉

구역으로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노내시험부 우회유량은 없다. 그러나 핵연료시험설비 냉각수회

로 설계에서는 노내시험부 유량과 총 펌프유량 둘 다를 제어하기 위해 주냉각수펌프

(FL-210-M-P002A/B) 우회유량을 고려한다.

(3) 핵연료피복재 온도설계기준

핵연료피복재는 Zr-4 재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피복재 조건은 상용원자로의 핵

연료 피복재와 동일하도록 가정한다. 핵연료피복재 온도설계기준을 위해 두 가지 한계를 설정

한다. 산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상운전 및 운전사건시의 피복재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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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제한한다. 첫 번째 한계는 핵연료 설계에 의존하는 운전한계이다. 이 한계는 운전의 불

확실성을 설명하게 될 설계한계에 대한 여유를 제공한다.

두 번째 피복재 온도한계는 냉각수 상실사고와 하나로 출력폭주사고(Power Excursion

Accidents) 및 완전 유량차단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이 한계는 10CFR50.46의 요건을 근거로

하여 1204℃(2200℉)로 설정하였다.

(4) 선출력 설계기준

사고해석에서 결정한 핵연료시험설비 시험핵연료의 평균 및 첨두 선출력은 표 1.4.1 및

표 1.4.2과 같다.

변수명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공칭운전 대비, %

노내시험부 출력, kW 85.16 91.08 105

핵분열 출력, kW 66.15 72.45 105

평균 선출력, kW/m 31.5 48.3 105

첨두 선출력, kW/m 43.68 60.13 105

노내시험부 유량, kg/s 1.52 1.5485 95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 306.3 282.2 102

노내시험부 압력, MPa,a 15.288 9.898 98

고압주입탱크 압력, MPa,a 15.794 10.55 95

고압주입탱크 수위, mm 2614 2614 97.6

폐기물저장탱크 압력, MPa,a 0.1579 0.1579 155.8

폐기물저장탱크 수위, mm 296 296 94

격리밸브 행정 시간, sec. 2.5 2.5 100

고압주입밸브/감압배기밸브

행정 시간, sec.
0.2 0.2 100

표 1.4.1 Non-LOCA 해석의 초기 운전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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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공칭운전 대비, %

노내시험부 출력, kW 85.16 85.91 105

핵분열 출력, kW 66.15 67.73 105

평균 선출력, kW/m 31.5 45.15 105

첨두 선출력, kW/m 45.68 58.69 105

노내시험부 유량, kg/s 1.60 1.63 100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 300.3 276.7 100

가압기 압력, MPa,a 15.6 10.1 100

고압주입탱크 압력, MPa,a 16.63 11.11 100

고압주입탱크 수위, mm 2679 2679 100

폐기물저장탱크 압력, MPa,a 0.101 0.101 100

폐기물저장탱크 수위, mm 315 315 100

격리밸브 행정 시간, sec. 2.5 2.5 100

고압주입밸브/감압배기밸브 행

정 시간, sec.
0.2 0.2 100

표 1.4.2 LOCA 해석의 초기 운전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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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고려사항

핵연료시험설비는 서로 다른 시험핵연료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다. 이미 기술된 설계기

준들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한들은 요구되지 않는다. 핵연료봉의 직경방향

갭특성, 냉각수 유속 및 분포 그리고 냉각수 기포율 등은 고유의 제한요건들이 아니다.

나. 핵연료시험설비의 열수력 설계

핵연료시험설비에 대한 설명은 이미 기술하였으며 핵연료시험설비의 CANDU 및 PWR

시험핵연료에 대한 공칭운전조건 및 사고해석 입력값은 표 1.4.1 및 1.4.2에 수록하였다.

(1) 핵연료시험설비의 배치

고압주입탱크에 대한 배관의 길이 및 치수 그리고 최초의 질소주입은 안전해석에서 가정

한 유체 방출비율을 위반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핵연료시험설비 안전관련계통에 대한 설계변수

들은 표 1.4.3과 같다.

표 1.4.3 핵연료시험설비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설계변수

기기/계통 PWR CANDU

고압주입탱크(FL-220-M-T001A/B)

- 질소압력 16.625 MPa 11.11 MPa

- 총 체적 1.476 m
3

1.476 m
3

- 총 액체체적 1.279 m
3

1.279 m
3

안전방출밸브(FL-210-J-PSV001,002A/001,002B)

- 리프트압력(60% 개방) 16.892 MPa 11.341 MPa

- 축적(100% 개방) 10 % 10 %

- 오리피스 면적 4.387×10
-5
m

2
4.387×10

-5
m

2

감압배기밸브(FL-220-J-SOV005,006/015,016)

- 오리피스 면적 2.79×10
-4
m

2
2.79×10

-4
m

2

(2) 운전유량 요건

핵연료시험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비안전등급인 주냉각수펌프

(FL-210-M-P002A/B)가 필요하다. 운전유량은 특정 시험핵연료의 설계변수 및 운전조건에 따

라 달라진다. 표 1.1.8은 CANDU 및 PWR 운전모드에 대한 최대공칭운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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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주냉각수계통의 최대 공칭운전 조건

변 수 중수로 모드 가압경수로 모드

노내시험부 열출력 ≤116.2 kW ≤112.3 kW

노내시험부 유량 1.63 kg/s 1.6 kg/s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276.7℃ 300.3℃

노내시험부 출구온도 290.0℃ 312.0℃

노내시험부 출구압력* 10.1 MPa 15.6 MPa

* 절대압

(3) 노내시험부 용기 유량 분배

노내시험부로 들어가는 냉각수의 안전해석을 위한 최소 설계유량은 표 1.4.1 및 1.4.2에

수록하였다. 냉각수는 유동분리관과 내부 압력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을 따라 아래로 흐른다. 노

내시험부 내에서는 우회 유량이 없으므로 노내시험부 용기로 유입되는 유량의 100%가 시험핵

연료를 냉각하는데 사용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노내시험부로의 최소냉각수 유량은 별도로 검

토하였다.

실제 냉각수유량은 노내시험부 용기내의 시험핵연료에 따라 결정된다. 시험조건에 따라

가정한 공칭 유량을 표 1.4.1 및 표 1.4.2에 수록하였으며, 모든 해석들은 이 값들의 95%를 사

용하였다.

(4) 노내시험부 용기 및 시험핵연료 압력강하

노내시험부용기의 입구로부터 출구노즐사이의 압력손실(회복 불가능)은 표준 손실계수 방

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핵연료시험설비에 대한 손실계수는 별도로 계산하였다. 공칭 운전

상태에서 CANDU 및 PWR 표본 시험핵연료 설계를 위해 계산한 압력분포는 표 1.4.5와 같다.

표 1.4.5에는 또한 핵연료시험설비내의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한 정격 설계압력강하를 수록하였

다. 핵연료시험설비의 PWR 및 CANDU 공칭운전 조건들은 표 1.4.1 및 표 1.4.2에 수록하였다.

표 1.4.5 핵연료시험설비의 PWR 및 CANDU 시험핵연료 운전조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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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분포(계기압력, MPa G)

위 치 PWR CANDU

주냉각수 펌프 흡입구

주냉각수 펌프 출구

- 회로 총 압력강하

저온관 격리밸브 입구

저온관 수조벽(수조측)

노내시험부 용기 입구

노내시험부 용기 출구

고온관 수조벽(수조측)

고온관 격리밸브 입구

가압기

15.358 MPa

16.394 MPa

150 mH2O

15.956 MPa

15.893 MPa

15.847 MPa

15.5 MPa

15.462 MPa

15.439 MPa

15.401 MPa

9.858 MPa

10.945 MPa

150 mH2O

10.700 MPa

10.637 MPa

10.590 MPa

10.0 MPa

9.959 MPa

9.940 MPa

9.902 MPa

기기 설계압력강하

PWR CANDU

주 냉각기

주 가열기

주 유량제어 밸브

격리밸브(개당)

노내시험부 용기(핵연료포함)

핵연료구역(고정장치 포함)

2.862 m

8.476 m

43.74 m

2.128 m

47.0 m(@ 1.6 kg/s)

7.527 m(@ 1.6 kg/s)

2.850 m

7.988 m

15.52 m

2.006 m

78.0 m(@ 1.63 kg/s)

39.583 m(@ 1.63 kg/s)

(5) 운전과도상태의 열적 영향

운전과도상태는 예상운전과도(AOO) 또는 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과도상태들을 말한다.

운전사건에 대해 보통 DNBR 한계는 냉각수온도, 압력, 출력 및 축방향출력 불균형 등의 함수

로 표시된다. 이들 안전한계 이내에서 계통을 운전하면 DNB 설계기준은 만족되며, 운전사건의

열적 영향은 최소화하게 된다.

급속한 과도상태 및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특정한 보호기능들이 제공된다. 이들 보호

기능들과 과도상태의 열적 영향 결과는 별도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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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관관계 및 물리적 자료

(가) 표면 열전달 보정

강제대류 열전달계수는 Dittus-Boelter 상관식을 사용하여 냉각수 전반에 대해 산정된 물

성들로부터 얻어진다.

h =
0.1306k

D e

(NR )
0.8(NPR)

0.4

여기서,

h = 열전달계수, w/m2 -。K

De = 수력직경, 4 A/Pw, m

K = 열전도도, w/m -。K

NR = De와 국부 냉각수온도에 기초한 Reynolds 수,

NPR = 국부 냉각수 온도에 기초한 Prandtl 수

이 상관식은 직접 열적여유도 계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압력강하와 피복재온도를 결

정하는데 부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식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어떠한 특정의 허용오

차가 필요하지는 않다. 단상의 열전달에 대해 계산한 피복재온도에서의 불확실성은 핵비등에

의해 피복재와 냉각재간 열전달이 일어나는 곳에서 피복재 및 핵연료 온도가 최대가 되므로

주요한 관심 대상은 아니다.

과냉각된 핵비등은 수정된 Chen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MARS 1-D (RELAP 5)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수정된 Chen 상관식의 정의는 별도의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나) 노내시험부 및 시험핵연료 압력강하 상관식

회복 불가능한 압력손실은 유로내의 기하학적 변화(형태) 및/또는 점성저항(마찰) 때문에

발생한다. 유동장(Flow Field)은 비압축성이며 난류이고 단상수(Single Phase Water)로 가정한

다. 이러한 가정 하에 시험핵연료 및 노내시험부 용기의 압력강하를 계산하여 핵연료시험설비

의 냉각수 유량을 설정한다. 노내시험부 용기의 압력강하 평가에서 이상(Two Phase)유동은 고

려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핵연료시험설비가 현저한 과냉각상태에서 운전될 것이므로 시험핵연

료의 평균기포율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핵연료 및 노내시험부의 압력손실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ΔPL= C 1(K + f
L
D e

)ρ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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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P L = 회복 불가능한 마찰 압력손실, MPa

K = 국부 손실계수

f = 마찰계수

L = 채널길이, m

De = 수력직경, 4 A/PW, m

ρ= 밀도, kg/㎥

V = 속도, m/sec

C1 = 단위변환 상수

이것은 MARS 1-D 또는 RELAP 5에서 사용된 압력손실 계산공식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유체영역은 과냉각 상태이며, 이는 정상운전 시 핵연료시험설비 유로내의 일반적인 냉각수상태

이다.

시험핵연료와 노내시험부 용기 유동의 기하학적 복잡성 때문에 손실계수에 대한 정밀한

해석은 하지 못하였으며, Idelchik과 Crane의 기하학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수적인 산출을 하

였다.

(7) 평가의 불확실성

(가) 압력강하의 불확실성

최적평가 유량에 근거한 노내시험부 용기 및 시험핵연료봉 압력강하를 표 1.1.9에 도시하

였다. 유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핵연료시험설비 전체 유로에서의 압력강하 불확실성은 계측오

차로 제한되는데 그 이유는 핵연료시험설비가 일정 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량조절 밸브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기기의 압력손실 불확실성은 미지의 설계변수와 압력손실 해석적 기법

이 갖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기의 손실계수는 기하학적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핵연료시험설비는 주냉각수 유량조절밸브(FL-210-J-FV002)를 통해 능동적인 유량제어를

수행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핵연료시험설비 유량은 이 밸브에 의해 설정되며, 전체 회로

의 압력손실 불확실성은 이 밸브의 동작에 의해 보정된다. 이를 통해 운전조건 하에서 핵연료

시험설비의 설계유량을 설정하는 계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나) 수력하중의 불확실성

정상운전에서 수력설계하중을 결정할 때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

유량, 힘 및 압력 계수, 그리고 치수의 허용오차등과 같은 변수들의 불확실성들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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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량의 불확실성

운전 중 노내시험부를 통과하는 유량의 불확실성은 계측오차에 한정된다(본질적으로 측

정된 노내시험부 유량은 100%가 시험핵연료를 통과한다).

(라) 피복재 온도의 불확실성

피복재 온도의 불확실성은 크러드와 산화물 두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다. 핵연료봉

표면과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은 아주 잘되므로 막온도강하는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

미하다.

다. 열수력 평가

(1) 핵비등이탈비(DNBR)

시험핵연료에 대해 최소 DNBR(핵비등 이탈비)을 설정해야 한다. 예상운전과도(AOO)에

대한 안전해석 수행 시 비상냉각수계통의 냉각 능력 확인을 위한 DNBR은 1.3 이상으로 한다.

(2) 노내시험부 압력손실

노내시험부 용기와 내장품의 수력학적 설계는 노내시험부 용기와 시험핵연료의 실물크기

시험 및 유량시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험을 통해 노내시험부 주위의 조사공 내와 노

내시험부 용기(시험핵연료 포함)의 압력손실을 검증하게 된다.

(3) 핵연료시험설비 열응답

정상운전에서의 정상상태에 대한 시험핵연료의 변수들을 표 1.4.1에 요약, 수록하였다.

특정 시험에서의 열적응답은 해당 시험보고서에 수록하게 된다. 예상 운전사건에 대한 시험핵

연료의 응답은 안전해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과출력 조건을 설계하기 위해 시험핵연료가 어

떻게 응답하는지는 시험 수행자가 결정해야 한다.

핵연료시험설비 감시 및 보호계통들은 설계기준들이 검토한 예상 운전사건에 대해 입구

온도, 압력, 유량 및 출력 등 핵연료시험설비의 정상운전상태를 위배하지 않음을 보장하게 된

다.

(4) 핵연료봉간의 출력분포 영향

노내시험부 용기는 CANDU 또는 PWR 핵연료들의 시제품 등 3 봉의 시험핵연료를 내장

하게 된다. 운전중 노내시험부 용기내의 총출력 또는 출력분포를 제어할 수 있는 독립된 수단

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로 원자로의 총출력과 축방향 출력분포에 대한 기존의 제어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유일한 출력제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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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시험설비는 세 개만의 시험핵연료를 내장하게 되며 PWR 및 CANDU 시험핵연료

에 대한 출력분포는 그림 1.3.1 및 1.3.2에 나타내었다.

라. 해석방법

(1) 핵연료시험설비 냉각계통 유량 결정

주냉각수펌프(FL-210-M-P002A/B)가 공급하는 최소 설계유량은 예상 운전사건들과 정상

상태 운전동안 11.5.5.4.1절의 설계한계를 위배하지 않는 유량으로 설정된다. 이 최소 설계유량

은 표 1.1.5에 수록하였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설계는 노내시험부 용기로의 유량과 전체 펌프유량 모두를 제어하는

유량제어밸브에 의해 냉각수 유량이 조절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동력로 설계와는 다르다. 이

유량조절밸브는 주냉각펌프의 TDH(150m)의 약 25%이상의 손실수두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냉각수펌프 수두곡선의 소량감소 또는 변동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작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는 않을 것이며, 유량제어밸브의 제어문제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예상 최적

유량은 계측 불확실성과 핵연료시험설비의 설계유량을 합한 값으로 하면 된다.

(2) 수력학적 불안정성

시험핵연료에서 출력에 의한 유동 불안정성은 정상상태운전 또는 예상 운전 사건 하에서

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험핵연료 구역은 연료봉 채널로 구성된 단일 채널로서, 다중채널

을 가진 동력로 노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불안정성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압경수

로 운전조건에 관한 연구들은 유동 불안정 상태가 되기 전에 임계열속으로 인한 운전한계에

먼저 도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 계측요건

핵연료시험설비에서 계측의 일차적 기능은 동 설비의 운전상태를 측정하고 설비가 허용

한계 이내에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5. 노외공정계통 설계

노외공정계통은 표1.1.1의 운전조건 즉 온도, 압력, 유속 및 수질을 모사 가능하도록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다. 냉각수는 기기실로부터 수조 내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노내시험부로 유입

되며 노내시험부를 거친 냉각수는 수조내 배관을 거쳐서 기기실로 복귀된다. 노내시험부에서

냉각수에 가해진 열은 주냉각수계통의 냉각기에서 제거된다. 주냉각수펌프는 계통 내에서 냉각

수가 순환되기 위한 구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시험핵연료에 따라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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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OPS 배치도

하여 가압기를 두었으며 설비 기동 시 냉각수의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 가열기를 펌프 후단에

두었다. 이와 같이 주냉각수는 노내시험부 운전온도, 압력, 유량조건을 맞추어 노내시험부로 공

급된다.

정상냉각기능상실이나 배관파단사고 시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비상냉각수계통을

두었다. 비상냉각수게통에는 2대의 고압주입탱크를 두어 일정기간동안 시험핵연료에 피동적으

로 냉각수를 공급하도록 설계하였다. 기기의 다중화를 통하여 초기사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안

전관련계통 또는 기기의 단일고장에서도 안전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냉각수의 충수, 배수, 처리 및 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계통을 두었으며 3차원 기기

배치도는 그림 1.5.1에 나타내었다.

- 주냉각수계통

- 비상냉각수계통

- 관통부냉각수계통

- 중간냉각수계통

-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

- 폐기물저장 및 이송계통

- 시료채취계통

- 방사선 감시계통

- 계측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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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계 시 계통의 열/질량 평형계산을 통하여 운전조건을 유지하도록 배관의 크기와 각

기기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각 기기의 기능과 운전논리를 결정하여 배관계장도와 Design

manual을 작성하였다. 계통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기기의 용량을 계산하여 설계계산

서를 작성하고, 기기의 성능과 제작 시 요구되는 사항은 기술사양서에 포함하였다. 주요 기기

로는 주냉각기, 주가열기, 주냉각수 펌프, 고압주입 탱크, 폐기물 저장탱크, 중간냉각열교환기,

LMP 냉각기 및 Interchanger 등이다.

하나로 시설과 간섭사항으로는 열제거와 시험설비에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하나로 냉각탑을 통하여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유량확보

가능성과 하나로 2차계통의 유량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시험설비

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은 폐기물저장 및 이송계통에서 처리토록 하였으며 핵종계산

을 통하여 기기의 차폐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기 검사등 기기에 접근이 필요할 경우 차폐

벽을 두어 운전원의 피폭을 가능한한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였다.

기계의 계통설계와 더불어 배관의 등각투상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모형으로 배관과 기기

의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안전등급의 배관은 내진등급 I 로 해석하고, 비안전등급의 배관은

내진등급 II로 해석하였다.

가. 주냉각수계통

그림 1.5.2는 주냉각수계통의 배관계장도이다. 주냉각수계통 및 관련기기는 냉각수의 수화

학적 조건에 부합되도록 하며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다. 주냉각수계통은 다음에 열거한 설계

특성들을 통해 기능요건들을 만족시킨다.

- 주냉각수펌프(FL-210-M-P002A/B)는 우회유량 제어밸브(FL-210-J-FV001) 및 주냉각

수 유량 제어밸브(FL-210-J-FV002)를 연동 운전함으로써 정상운전 시 노내시험부의 계통변수

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을 공급할 수가 있다. 주냉각수펌프(FL-210-M-P002A/B)는 캔형 수냉

식 원심펌프이고 중간냉각계통에 의해 냉각된다.

- 주냉각기(FL-210-M-X001)는 주냉각기(FL-210-M-X001) 이차측의 중간냉각계통 제어

밸브(FL-230-J-TV042) 및 가열기(FL-210-M-J003)와 연계되어 정상운전 시 계통온도를 규정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실온으로부터의 기동 및 정상 운전정지 시에 계통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다. 주냉각기(FL-210-M-X001)는 동체-튜브식, 단일유로형 열교환기이

며 중간냉각계통에 의해 냉각된다. 주냉각기(FL-210-M-X001)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다.

- 가압기(FL-210-M-T004)는 내부의 가열기(FL-210-M-J005) 및 살수기의 작용으로 정

상운전 시 주냉각수계통을 가압 또는 감압하며 또한 실온으로부터의 기동 및 정상 운전정지

시에 계통압력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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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FL-210-M-T004)의 안전밸브는 주냉각수계통 중 격리밸브 외측을 과압으로부

터 보호한다.

- 주냉각수계통 안전밸브(FL-210-J-PSV001,002A/001,002B)는 주냉각수계통 중 격리밸브

(FL-210-J-AOV003,004/005,006)를 포함한 내측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한다.

- 다중화된 공기구동형 격리밸브(FL-210-J-AOV003,004/005,006)는 정상 강제냉각상실

또는 배관파단사고 시 주냉각수계통에서 수조내 주냉각수계통을 격리한다.

- 비상 시에는 비상냉각수계통을 통해 비상냉각수가 주냉각수계통으로 공급된다. 비상냉

각수계통에는 다중화된 고압주입탱크(FL-220-M-T001A/B)가 설치된다. 고압주입탱크는 사고

초기에 단기간 동안 노내시험부로 냉각수를 공급한다.

- 주냉각수계통의 체적 및 화학제어는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계

통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며 재생열교환기(FL-240-M-X001), 비재생열교환기

(FL-240-M-X002), 여과기(FL-240-M-G003A/B, FL-240-M-G005), 탈염기

(FL-240-M-H004A/B), 탈기탱크(FL-240-M-T006), 화학재첨가탱크(FL-240-M-T008), 화학재

첨가펌프(FL-240-M-P009), 정화펌프(FL-240-M-P010)와 주냉각수 보충펌프

(FL-240-M-P011)로 구성된다. 주냉각수계통의 체적은 가압기 수위로 감시하며 냉각수 화학조

건은 시료채취계통으로 감시한다.

- 주냉각수 유량, 압력, 온도 계측은 3중화하였으며 핵연료시험설비 보호반을 통하여 하

나로 보호계통에 긴급정지신호를 제공한다.

- 가압기(FL-210-M-T004)는 정상운전중의 냉각수체적팽창 및 감소에 대처하고 사소한

예상 운전과도상태 및 시료채취로 인한 냉각수총량 감소에 대처할 수 있다. 핵연료시험설비 기

동 중에는 취출계통을 통해 자동적으로 증가된 냉각수를 배출하고, 시험설비 정지 중에는 하나

로 순수공급계통을 통해서 체적감소에 대처할 수가 있다. 취출 및 보충은 가압기 수위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압기(FL-210-M-T004)에는 침수식 가열기(FL-210-M-J005)와 살수기가

있어서 노내시험부 압력을 제어할 수가 있다.

- 노내시험부로 유입되는 유량은 설계유량의 30%에서 100%까지로 펌프 우회유량 제어

밸브(FL-210-J-FV001)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가 있다. 주냉각수 유량은 주제어밸브

(FL-210-J-FV002)를 사용하여 조절한다.

- 주냉각수계통 가열기(FL-210-M-J003)는 실온 상태에서 주냉각수 온도를 55℃/hr로 올

릴 수가 있다.

- 계통 격리밸브(FL-210-J-AOV003,004/005,006)들은 등급 1로 설계되며 등급 1과 비안

전등급 경계에 위치한다. 이들 밸브는 핵연료시험설비 보호계통에 의해서 폐쇄신호를 받으면

2.5초만에 폐쇄된다.

주냉각수계통의 설계변수는 표 1.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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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주냉각수계통의 설계 변수

설계변수 가압경수로 모드 중수로 모드

설계 온도 350℃ 350℃

노외시험부 설계 압력 17.5 MPaA 17.5 MPaA

노내시험부 설계 압력 17.5 MPaA 17.5 MPaA

운전 유량 1.60 kg/s 1.63 kg/s

수조 내 배관 유속(고온관) 4.9 m/s 4.8 m/s

노외시험부 배관 유속(고온관) 2.5 m/s 2.4 m/s

냉각/가열율 55℃/hr 55℃/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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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주냉각수계통 배관계장도

나. 비상냉각수계통

그림 1.5.3 은 비상냉각수계통의 배관계장도이다. 비상냉각수계통은 다음과 같은 설계특성

을 갖는다.

- 고압주입탱크는 주냉각수계통의 고온관 및 저온관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 고압주입

탱크와 주냉각수계통의 연결 배관은 2개의 병렬 배관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배관에는 2개의 고

압주입밸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주냉각수계통 고온관과 폐기물저장탱크 사이의 배기관도

2개의 병렬 배관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배관에는 2개의 감압배기밸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 또는 노외시험부의 배관파단사고에서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의 저온관측 또는 고온관측으로 냉각수를 주입한다. 비상냉각수계통은 격리밸브고장폐쇄 또는

정상 강제냉각기능 상실과 같은 예상운전과도에서도 비상냉각수를 노내시험부에 공급한다.

- 예상운전과도 및 제1기기실 배관파단사고에서 노내시험부 계통격리 후 저온관 고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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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를 통과하여 고온관에 연결된 감압배기관을 거쳐 폐기물저

장탱크로 배출된다. 고온관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폐기물저장탱크로 직접 배출되어 핵

연료 냉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수조내 배관파단사고에서는 파단 위치에 따라 핵연료 냉각

기능을 담당하는 고압주입탱크가 다르다. 고온관 파단인 경우는 저온관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

각수가 핵연료 냉각에 사용되고, 저온관 파단인 경우는 고온관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가

핵연료 냉각에 사용된다.

- 고압주입탱크는 가상 배관파단 사고시에 핵연료시험설비의 노심에 냉각수를 충수시킨

다. 핵연료를 급냉시킴과 동시에 붕괴열을 제거한다. 고압주입탱크는 노내시험부내의 시험핵연

료가 제한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압력 및 용량을 갖는다. 고압주입탱크는 예상운전과

도 및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최소 30분간 붕괴열제거에 적합한 용량을 갖는다. 단 수조 내 대형

냉각재상실사고에서는 28분간 냉각수를 공급한다. 최초 장전압력 및 유량은 초기 붕괴열제거

요구량에 맞추어 결정하였다. 붕괴열은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한다. 일단 파단사고가 일어

나면 최초 장전압력 및 유량에 의해 초기 붕괴열제거는 가능하다. 이후 고압주입탱크의 압력이

감소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붕괴열제거 요구량보다는 큰 고압주입 유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압주입관 오리피스 크기를 결정하였다.

- 정상운전 중 고압주입탱크의 압력이 사고 완화에 충분하도록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연결부가 마련되어 있다.

-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하여서 비상냉각수계통의 안전기능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

였다. 비상냉각수계통의 다중화된 배관경로 및 기기들은 서로 위치적으로 분리시켜서 능동기기

의 단일고장시에도 비상냉각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비안전등급계통의 고장이 비상

냉각수계통의 다중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 비상냉각수계통 유체와 접촉되는 배관 및 부품들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다. 밸브의 패킹, 가스켓 및 다이아프램 재료는 설치위치에서의 수화학조건 및 방사선준

위에 적합하다.

- 비상냉각수계통은 내진범주 I 요건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즉, 사고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상의 기능상실을 초래하지 않으며, 지진하중 및 기타 적용하중에 견딜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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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비상냉각수계통의 배관계장도

다. 관통부냉각수계통

관통부냉각수계통은 다중화된 펌프, 배관, 밸브 및 계측제어기기로 구성된다. 다음과 같은

설계로서 기능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 관통부냉각수펌프(FL-280-M-P001A/B)는 핵연료시험설비가 고온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항시 관통부 냉각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통부냉각수펌프(FL-280-M-P001A/B) 흡입부의 배관을 다중화하여 수조로부터 냉각

수를 취수하도록 하였다. 즉 별개의 관통부를 통해 다중화된 관통부 냉각수를 한 펌프에 공급

한다.

- 각 배관 관통부는 두 대의 관통부냉각수펌프(FL-280-M-P001A/B)에 연결되었다. 따

라서 관통부냉각수펌프(FL-280-M-P001A/B) 단일고장 시에도 배관 관통부 냉각이 가능하다.

- 관통부냉각수계통의 기능은 능동 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하여도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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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가 있다. 관통부냉각수계통의 배관경로 및 기기는 위치적으로 분리하여 다중화를 기하였

으므로 능동기기의 단일고장 시에도 관통부냉각수계통은 기능요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 관통부냉각수펌프(FL-280-M-P001A/B)의 설계수명은 20년이며 이는 핵연료시험설비

의 설계수명과 동일하다. 각 기기의 설계압력 및 온도는 최악의 정상운전조건 및 설계기준조건

에서 각 기기의 최대 온도 및 압력을 넘도록 설정하였다. 관통부냉각수펌프

(FL-280-M-P001A/B)는 정상 및 사고 조건에서 예상되는 수질에 적합하도록 재질을 선정하였

다.

- 관통부 집합체는 4인치, 6인치 및 8인치 관통배관 주위에 동축으로 삽입되도록 제작하

였다. 6인치 및 8인치 관통부는 주냉각수와 기기냉각수 경로에 설치되고 4인치 관통부는 비상

냉각수와 관통부냉각수 경로에 설치된다. 6인치 관통부는 2-1/2인치의 주냉각수 유로를 8인치

관통부는 4인치의 주냉각수 유로를 싸고 있다. 하나로 수조와 배관갤러리 사이 관통부의 환형

공간 한쪽 끝은 수조에 개방하여 관통부냉각수 취수를 하도록 하였다. 제1기기실과 배관 갤러

리 사이 관통부의 환형 공간 양쪽 끝은 밀봉 설계하였다. 이 관통부의 주냉각수 배관과 관통부

냉각수 환형공간 사이는 제1기기실 벽측에서 부트(boot)형 밀봉체를 사용하여 밀봉하였다.

- 하나로 수조와 배관갤러리사이의 4인치 크기 비상냉각수 관통부는 주냉각수/관통부냉

각수 관통부 구조와 유사하나 증기 배기 및 기기냉각수 복귀용 1인치 배관이 가운데를 통과하

고 환형공간을 통해 비상냉각수가 취수된다. 제1기기실과 배관갤러리사이의 4인치 크기 비상냉

각수 관통부로는 1인치 크기의 증기배기/관통부냉각수 배관과 3/4인치 크기의 비상냉각수 공급

배관이 4인치 크기의 관통부 내경과 접촉 없이 지나가며 관통부와 배관 사이는 예상되는 온도,

압력, 방사능준위에 적합한 밀봉재로 충전하였다.

- 계통유체와 접촉되는 배관 및 모든 부품들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하였

다. 밸브 패킹, 가스켓 그리고 밸브 다이아프램은 설치지점의 수질 및 방사능준위에 적합하도

록 재질을 선정하였다.

라. 중간냉각수계통

중간냉각수계통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 그 기능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 하나로 탈염수계통을 통해 시험 및 정상운전 중에 중간냉각수계통을 충수시킨다.

- 계통 내 체적제어와 온도변동에 의한 체적변화로부터 계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박

막형 팽창탱크를 중간냉각수계통에 설치한다. 팽창수량이 23리터이며, 용량이 53리터인 이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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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설계압력은 1.14 MPaA이다. 이 체적은 총 계통 체적 640리터를 기준으로 계통의 온도

변화 범위를 반영, 팽창율을 0.036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 주냉각수계통 냉각기(FL-210-M-X001)의 일차 측에 있는 온도측정기와 중간냉각수계

통에 있는 온도조절 밸브(FL-230-J-TV042)는 서로 연동하여 이 밸브를 조정, 주냉각수계통

냉각기(FL-210-M-X001) 이차 측으로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토록 한다.

- 중간냉각수계통 냉각기(FL-230-M-X001)는 동체-튜브형 수직용기로서 다음의 열하중

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최대 열하중을 위한 Clean condition 기준).

a) 주냉각수계통 냉각기: 162.2 kW

b)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 냉각기: 75.2 kW

c) 주냉각수계통 펌프 냉각기: 12.5 kW

- 중간냉각수계통 냉각기 하류측에 위치한 중간냉각수계통 펌프(FL-230-M-P002A/B)의

설계유량은 200ℓ/min이고 TDH는 17m이다. 중간냉각수계통 펌프 및 계통특성은 주냉각수계

통 냉각기(FL-210-M-X001),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 냉각기(FL-240-M-X002) 및 주냉각수계

통 펌프(FL-210-M-P002A/B) 냉각기의 유량을 합하여 결정하였다.

- 계통설계압력은 1.14 MPaA이며, 방출밸브(FL-230-J-PSV001) 및 설정점은 이 압력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 계통 배관에 RMS(Radiatioin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하여 방사선 레벨을 측정한

다.

마. 취출,보충 및 정화계통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은 아래와 같이 설계하여 기능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은 핵연료시험설비 운전 이전에는 주냉각수 보충기능을, 운전

중에는 주냉각수체적 자동제어기능을 수행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화학재 첨가탱크

(FL-240-M-T008) 또는 하나로의 탈염수계통은 정상보충기능을 수행한다. 냉각수보충펌프

(FL-240-M-P011)는 정화복귀펌프의 우회배관을 이용하여 주냉각수 초기 충진을 한다.

- 정상운전 중에 정화복귀펌프(FL-240-M-P010)는 화학재첨가탱크(FL-240-M-T008), 화

학재첨가펌프(FL-240-M-P009), 보충수펌프(FL-240-M-P011)로부터 보충수를 흡입한다. 각 보

충수원의 유량은 수동으로 설정하며 탈기탱크의 고/저수위에 따라 보충이 시작 또는 종료된다.

즉 탈기탱크 저-저수위에서 하나로 탈염수가 공급 개시된다.

- 주냉각수계통의 냉각수 재고량은 가압기(FL-210-M-T004) 수위에 따라 제어된다. 가

압기(FL-210-M-T004) 수위는 정화복귀펌프(FL-240-M-P010)로부터 탈기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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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240-M-T006)로의 재순환유량을 조절하여 제어된다. 정화복귀펌프(FL-240-M-P010)의 정

상유량은 취출 최대 유량을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운전기간동안 주냉각수 재고량은 천천히 증

가된다. 만약 가압기(FL-210-M-T004) 수위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가압기(FL-210-M-T004)

저-저수위시 순(net) 보충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복귀펌프(FL-240-M-P010) 속도가 증가된

다. 이후에도 가압기(FL-210-M-T004) 수위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정화복귀펌프

(FL-240-M-P010) 재순환 밸브가 폐쇄된다. 정화복귀펌프(FL-240-M-P010)는 용적형이다.

- 정화유량은 제어실에서 수동 설정하는 정화유량 제어밸브(FL-240-J-FV041)에 의해서

제어된다. 이 밸브는 비재생열교환기(FL-240-M-X002)의 고온상태, 가압기(FL-210-M-T004)

극저수위, 또는 핵연료시험설비 긴급정지신호에 의해 격리된다. 체적제어는 취출유량 제어밸브

(FL-240-J-LV043)를 이용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취출수를 배수시켜서도 가능하다.

- 정화탈염기로 유입되는 주냉각수 온도는 두 대의 열교환기에 의해 제어된다. 즉 이온

교환수지의 설계온도인 60℃(140℉) 이내로 주냉각수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어계통을 설계하였

다. 이를 위하여 재생열교환기(FL-240-M-X001)와 비재생열교환기(FL-240-M-X002)를 직렬로

연결하였다. 이온교환수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출구측 고온시 열교환기 입구측

의 정화유량 제어밸브(FL-240-J-FV041)가 폐쇄된다.

- 주냉각수의 순도 및 방사능강도는 기술지침서를 준수한다. 이를 위하여 두 대의 100%

용량 혼상 탈염기(FL-240-M-H004A/B) 중 한대를 사용하여 이온화된 오염물과 입자들을 정

상운전중에 제거한다. 정화 반감기는 1시간 이내이며 탈염기(FL-240-M-H004A/B)는 1회용

카드리지 형식이다. 카드리지와 필터는 6개월 주기로 동시에 교체한다. 취출, 보충 및 정화계

통의 정화부분에는 복귀충진시 이온교환수지가 주냉각계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수지필터(FL-240-M-G005)를 설치하였다. 정화필터(FL-240-M-G003A/B)는 탈염기

(FL-240-M-H004A/B)의 입구측에 설치되며 1회용으로 6개월 마다 교체한다.

- 정상운전중 주냉각수의 pH, 02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재 첨가 기능을 지닌다. 화

학재첨가탱크(FL-240-M-T008), 화학재첨가펌프(FL-240-M-P009) 및 첨가배관을 통해 필요한

화학재를 첨가하여 주냉각수의 수질을 유지한다.

- 탈기는 계통을 감압하고 발생기체를 폐기물저장탱크(FL-250-M-T001)로 퍼지하여 이

루어진다. 취출 오리피스를 거쳐서 계통은 감압되며 정화복귀펌프(FL-240-M-P010)는 계통압

력을 핵연료시험설비 운전 압력으로 복귀시킨다. 탈기탱크(FL-240-M-T006)로부터 탈기 제어

밸브를 통해서 폐기물저장탱크(FL-250-M-T001)로 탈기가 이루어진다. 정상운전 중에는 수소

를 이용하여 탈기탱크(FL-240-M-T006)를 퍼지하여 기체오염물을 허용수준 이하로 줄인다. 운

전정지 중에는 질소를 이용하여 주냉각수 계통의 수소농도 및 방사능 준위를 줄인다.

-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은 3개의 안전밸브로 과압 방호한다. 이온교환 계통부위의 과압

방호는 압력 강하 오리피스의 하류측에 위치한 방출밸브(FL-240-J-PSV001)에 의해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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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주냉각수 보충부분의 과압방호는 정화복귀펌프(FL-240-M-P010)에 장착된 방출밸브

(FL-240-J-PSV003)와 탈기탱크(FL-240-M-T006)에 장착된 방출밸브(FL-240-J-PSV002)를

통해 폐기물저장탱크로 압력을 방출하여 이루어진다.

- 수질분석시료는 탈염기 입구측 및 수지필터 출구측에서 채취한다. 시료채취밸브는 수

동으로 조작하며 시료채취 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다.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의 모든 고에너지부위(취출부에서 감압 오리피스까지 및 정화복귀

펌프(FL-240-M-P010) 이후에서 충진부까지)는 제1기기실에 위치한다.

- 탈기탱크(FL-240-M-T006)는 냉각수내의 용존산소를 일정하게 유지하기위해 99.9%의

수소가 충전되어 있으며, 산소농도는 2.4 v/o 이하이므로 점화원이 있더라도 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탈기탱크의 압력계(FL-240-J-PT066)와 제2기기실 천정에 설치된 수소가스검출기

(FL-240-J-AE057)를 사용하여 탈기탱크로부터 수소가스누설을 감시한다. 저-압력 혹은 고-

수소농도(2%)경보가 발생하면 운전원은 탈기탱크로 유입되는 수소가스가 차단되었는가 확인하

고,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희석 시킨 후 폐기물저장탱크로 배출한다.

바. 폐기물저장 및 이송계통

폐기물 저장 및 이송계통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련기능을 수행한다.

-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이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23호 제 16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

도록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한다.

- 폐기물 저장 및 이송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한다.

- 폐기물저장탱크 및 비안전관련 배관을 과압사고로부터 보호한다.

- 주냉각수계통, 비상냉각수계통,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으로부터 안전 및 감압밸브를 통해 방출되

는 폐기물을 수용한다.

-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의 취출수를 수용하고 하나로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이송한다.

- 폐기물저장탱크는 핵연료조사시험설비내 액체 및 기체량의 최대 방출량을 수용하도록 용량을 결

정한다.

- 폐기물저장탱크로부터 가연성기체 혼합물을 감시하고 배출한다.

- 폐기물저장탱크의 기체폐기물을 하나로 RCI 환기계통으로 이송한다.

- 폐기물저장탱크의 내용물을 시료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저장 및 이송계통은 다음과 같은 설계특성을 갖고 있어 핵연료시험설비 운전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하며 필요시 액체폐기물은 동위원소건물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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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계통의 저장탱크로 이송하고, 기체폐기물은 하나로 환기계통과 굴뚝을 통하여 외부로

방출된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의 농도가 저준위 이상일 경우 연결박스(FL-250-M-T005)와 폐기물

이송트럭을 이용하여 연구소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이송한다.

- 주냉각수계통과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의 안전 및 감압밸브를 통해 방출되는 방출물은 폐기물저

장탱크로 보내진다. 가압기 및 비상냉각수계통의 안전밸브와 주냉각수계통 가열기 및 이온교환기

입구(정화계통)의 감압밸브를 통해 방출되는 방출물은 폐기물저장탱크내의 액체속에 잠겨 있는 방

출관으로 합류되어 유입된다. 이렇게 액체속에 방출관을 잠겨있게 함으로써 강하게 분사되어 나오

는 유체가 응축이 되어,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의 작동으로 인해 탱크가 과압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탈염수계통으로부터 보충수를 유입하여 탱크의 보호수위를 유지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기타 감

압밸브를 통한 방출물도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 폐기물저장탱크(FL-250-M-T001)의 용량은 기동시 주냉각수계통의 체적팽창으로 인한 유체량

과 노내시험부 배관의 사고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 주냉각수계통의 안전 및 감압밸브를 통하여 방

출되는 냉각수 재고량을 합한 량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또한 폐기물저장탱크내 저장된

유체는 이송펌프(FL-250-M-P002)를 이용하여 하나로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이송할 수 있

다. 수동으로 이송펌프를 제어하며 탱크수위가 저수위(301mm)가 될 경우 자동정지 된다. 또한 재

순환배관이 있어 유체를 혼합하고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최소유량을 유지하며 탱크에 재유입되

도록 하여 방사성물질의 방출이 없도록 하였다. 다음에 폐기물저장탱크 용량 및 제원을 기술하였

다.

용량 : 3,185 

설계압 : 1.138 MPa(g)

설계온도 : 355 ℃

내경 : 1,219 mm

높이 : 2,896 mm

- 폐기물저장탱크(FL-250-M-T001)내의 압력이 고압설정치(0.041 MPa(g))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리고, 운전원은 폐기물저장탱크 상층부 기체를 gas sample station 5를 통하여 시

료분석한 후, 그 결과 RCI 환기계통의 배출기준이하일 경우 배기밸브를 수동조작하여 배출

한다.

- 폐기물저장탱크(FL-250-M-T001)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상부에 파열판

(FL-250-RD001)을 두었으며 방출된 유체는 관통수냉각계통을 통하여 하나로 수조로 배출된다.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1.03MPa이며 1개 이상의 안전밸브가 동시에 작동하더라도 폐기물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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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압력을 유지한다.

- 폐기물저장탱크(FL-250-M-T001)의 기체는 배기밸브(FL-250-SOV-021, 022)와 습분분리기

(FL-250-M-T003)을 거쳐 하나로 RCI 환기계통으로 배출된다. 습분분리기(FL-250-M-T003)

는 액체가 하나로의 환기계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체의 방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

다.

- 폐기물저장탱크의 수소폭발방지를 위하여 2개의 밸브(FL-250-SOV-027, 028)을 통해 수소농

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며, 수소농도가 2%에 도달하면 경고를 발생하고 4%를 초과할 경우 질소공

급밸브를 자동으로 열어 0.5 MPa,g의 질소를 자동주입하여 수소농도를 낮추도록 하였다. 또한 제1

기기실 상부에 수소농도 검출기(FL-250-AE045)를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폐기물저장탱크의 액체내용물의 핵종과 방사능을 측정하기위해 폐기물이송펌프

(FL-250-M-P002)와 수동밸브(FL-250-V002)를 통해 액체시료 채취계통과 연결된다.

- 제1기기실과 제2기기실내의 기기 및 배관에서 누출되는 누수를 집수하기 위해 제2기기

실에 썸프가 있으며 일정수위 이상이 되면 썸프펌프(FL-250-M-P004)를 가동하여 동위원소건

물 액체폐기물관리계통의 저장탱크로 이송한다.

사. 계측제어계통

(1) 계측제어계통 설계

계측제어계통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운전과 보호에 필요한 모든 신호의 취득,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수동 및 자동 조치에 관련된 기기를 포함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관련 계측 및 제

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므로 시험 및 검증자료가 확보된 기

기를 사용하여 구성하며, 원활한 정보처리와 표시가 가능하도록 첨단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여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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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계측제어계통 기기 설계사양

분류 세부기기 안전등급
품질

등급

내진

등급

계장 판넬류

FTL 보호반 NS(Nuclear Safety) Q I

FTL 안전제어반 NS Q I

FTL 안전변수 표시반 NS Q I

시료채취반
NNS

(Non-Nuclear Safety)
S Non

비안전등급

제어반

FTL 제어시스템 NNS S Non

데이터 획득시스템 NNS S Non

밸브류
제어밸브 NNS T,S II,Non

솔레노이드밸브 NS,NNS Q,T,S I,II,Non

RMS RMS 시스템 NNS S Non

현장계측기류
압력계, 차압계,

수위측정기, 온도계,

유량계, 분석기 등

NS,NNS Q,T,S I,II,Non

그림 1.5.4 계측제어계통 구성도.

핵연료시험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핵연료시험설비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 중 원자로 정지계

통이 작동하여 하나로를 비상 정지시키고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출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시

험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고 핵연료시험설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핵연료시험설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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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지계통이 작동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운전은 하나로 제어실에 추가될 운전제어반에서 원자로

운전그룹이 원자로 운전과 함께 수행한다. 표 1.5.2에 계측제어계통의 세부기기에 대한 설계사양을

나타내었고, 그림 1.5.4에 계측제어계통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가)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 설계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은 원자로 정지계통과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계통

으로 구성된다. 하나로의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인 원자로 보호계통은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 원

자력 발전소 표준규격인 IEEE Std-279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관련 계

측제어계통 설계에는 IEEE Std-279에 기초하여 IEEE Std-603의 설계요건들을 추가로 적용하였

다. 원자로 정지계통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원자로 정지변수 측정치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로를 즉시 정지시키는 계통으로 원자로 보호계통에 정지신호를 전송한다. 원자로 정지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의 설계개념과 마찬가지로 3 개의 다중 채널로 구성되며, 2/3 일반동시논리

(General Coincidence Logic)로 구성되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원자로 보호반(Reactor Protection

Panel, KM-680-JP-07, 08, 09) 해당 채널과 연계한다. 다중성과 독립성 그리고 단일고장기준 등

과 같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련 설계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전성을 최대

한 보장하였다. 온도측정 센서와 유량, 압력 전송기들은 3 중화 하였으며, 핵연료시험설비 보호반

(FTL Protection Panel, FL-681-J-P001, P002, P003)내의 비교기 및 논리회로를 거쳐 원자로

보호계통의 각 채널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보내도록 설계하였다. 각 정지변수의 표시, 시험, 교정 등

은 핵연료시험설비 보호반(FL-681-J-P001, P002, P003)에서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핵연료시험

설비를 운전하지 않고 하나로를 운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핵연료시험설비 원자로 정지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변수들을 모두 우회시켜야 한다. 각 채널별로 우회 스위치

를 하나씩 보호반의 패널에 설치하였으며, 채널정지 우회 스위치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비록 핵연료

시험설비 원자로 정지계통의 정지변수가 작동되더라도 이 신호가 원자로 보호계통으로 입력되지

않는다. 원자로 정지 논리도를 그림 1.5.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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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원자로 정지 논리도.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계통은 정지변수 측정치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로를 비상

정지시킴으로써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출력을 급격히 줄임과 동시에 정상적 유로를 이용한 시

험핵연료의 냉각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으로 비상냉각기능을 작동하여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

한 계통이다. 비상냉각을 위한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계통은 주냉각수계통 격리, 고압냉각수 주

입, 자동배기, 장기냉각 기능을 수행하며, 기기들을 2 중화하여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원자로

정지 후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변수의 측정치가 설정치를 초과하면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잔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상냉각수를 시험핵연료에 공급한다. 이 때 저온관과 고온관에 설치된 격

리밸브를 닫고, 주냉각수 배관과 고압주입탱크 사이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고, 또한 고온관

과 폐기물저장탱크 사이에 설치된 솔레노이드밸브를 동시에 열어 시험핵연료에 비상냉각수를 공급

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계통은 2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

논리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최대한 높였고, 각 트레인의 트립, 우회, 각 솔레노이드밸브의 개폐 등을

원자로제어실에 있는 안전제어반(Safety Control Panel, FL-681-J-P004, 005)에서 자동/수동으

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를 위한 계측기는 원자로 정지계통 정지변수 채널

의 센서, 전송기, 비교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즉 현장계측기들은 원자로 정지계통과 함께 사용

하고 안전제어반은 독립적인 2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하며, 각 트레인의 안전정지 논리는 2/3 국부

동시논리(Local Coincidence Logic)로 구성한다.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 논리도를 그림 1.5.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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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 논리도

(나) 비안전 관련 제어시스템

핵연료시험설비 제어시스템는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기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필요한 논리와 계산을 수행한 후 출력신호를 발생하여 현장의 구동기기를 작동한다.

제어시스템은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었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운전은 하나로 제어실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핵연료시험설비 계측제어실에도 제어반을 두어 설비의 운전상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연료시험설비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탑재된 제어논리 및 계산을 수행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0.2 초 이하이다.

- 제어반의 지시정보를 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5 초 이하이다.

- 제어컴퓨터 본체, 입출력장치, 네트워크 케이블 등이 2 중화 구조이다.

- 전류, 전압, 열전대 혹은 RTD, 압력, 주파수, 접점 등의 입출력 신호가 처리 가능하다.

- 입출력 신호 증가시 하드웨어 설계변경 없이 입출력장치를 추가함으로써 확장 가능하

다.

- 운전 중인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모든 제어기능이 자동으로 대기 중인 컴퓨터로 전환

된다.

- 자기진단기능을 갖추어 비정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경보를 발생한다.

- 공정제어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작성, 수정, 형상관리 등이

가능할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

- 제어반은 CRT로 구성되며 프린터를 별도로 네트워크에 설치한다.

조사시험기간 동안 조사이력과 시험핵연료관련 측정데이터를 취득, 저장, 및 분석하기

위하여 비안전계통 제어컴퓨터와 별도로 데이터획득시스템(Data Acquisition System)을 두

었다. 데이터획득시스템은 노내시험부 혹은 공정설비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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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중성자속 측정 : 노내시험부 시험핵연료 장착지역

- 주냉각수 유량 : 노외공정설비의 주냉각수 유량

- 냉각수 온도 : 노내시험부 시험핵연료 장착지역

- 단열관 압력 : 내부 및 외부 압력관 사이 단열관 압력

- 시험핵연료 중심온도

- 핵분열물질 가스 압력

- 기타 온도측정 : 노내시험부 밀봉재의 건전성 감시

아. 전기계통

현장기기에 필요한 전력은 하나로 전기실의 6.6 kV 스위치 기어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

하반에서 460V로 강압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대용량의 히터는 460V 부하반에서 직접 전력

을 공급하고, 순간정전으로 인한 주냉각수펌프의 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량 60 kVA의

460V 무정전전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등급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120V

교류 및 24V 직류 무정전 전력은 하나로의 설비를 증설하여 전력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상세

설계중 기술사양서, 단선도, 각종계산서 및 논리도 등이 작성되었다.

자. 시료채취계통

시료채취계통은 아래와 같이 설계하여 기능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 한 시료채취유로 또는 유로의 일부를 다른 시료와 독립적으로 변경, 차단시킬 수 있도

록 수동제어밸브를 설치하였다. 즉, 동시분석과 수동시료채취가 가능하다.

- 추가 시료채취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여분으로 시료채취연결부와 연결관 및 필요한 공

간을 확보한다. 이 중 하나는 시료냉각 및 감압기능을 지닌다.

- 이차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시료를 약 25℃로 냉각시킬 수가 있다.

- 시료 판넬은 벽이나 다른 지지물로부터 이격된 자체 지지형 구조이며 튜브와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 시료 판넬에는 시료를 처리, 냉각시키기 위해 튜브 및 냉각수 연결부가 마련되어 있다.

- 탈기탱크(FL-240-M-T006)내의 기체시료를 채취 수소농도가 99.9%인가 확인 하고,폐

기물저장탱크(FL-250-M-T001)내의 수소농도가 4% 이하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체시료채

취 및 분석계통을 두었다. 시료채취계통의 배관계장도는 그림 1.5.7 과 같다.



- 57 -

그림 1.5.7 기체시료채취계통 배관계장도

6. 계통 및 기기설계

가. 안전개념 및 설계원칙

본 절에서는 핵연료시험설비의 설계에 적용한 안전개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원칙

및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등급분류, 내진범주분류 및 품질등급분류 기준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1) 안전개념

가) 개요

하나로에 추가되는 핵연료시험설비는 설비자체만으로 보면 일반적인 원자로계통으로 정

의하기는 어렵다. 즉, 설비내에 시험핵연료를 내장하고 핵분열에 의한 열출력을 내기는 하나

그 출력의 제어는 하나로의 원자로제어계통에 의존하는 수동적 설비이며, 만약 하나로가 어떤

요인에 의해 안전정지가 된다면 핵연료시험설비도 당연히 출력운전을 중지하게 되는 하나로의

종속적 설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핵연료시험설비는 출력제어계통을 하나로와 공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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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원자로설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로의 원자로제어계통은 그 주기능이 하나로의 출력운전제어에 있고, 하나로는

다목적연구로로서 다양한 자체 시험 및 연구계획에 따라 출력운전을 하기 때문에, 핵연료시험

설비는 이러한 하나로의 종합적인 운전계획에 따라 종속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핵연료시험설비를 유사 원자로설비로 볼 때, 주요한 안전개념중의 하나인 원자로보호개념

즉, 원자로의 안전정지기능의 확보는 이미 하나로가 여러가지 원자로고유특성에 근거한 피동적

인 방법을 통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편, 핵연료시험설비의 원자로 정지변수 측정

치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로를 즉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로 보호계통에 정지

신호를 전송한다. 정지계통은 하나로 보호계통의 설계개념과 마찬가지로 3 개의 다중 채널로

구성되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3 국부동시성논리(Local Coincidence Logic)를 적용하였

다.

설비의 설계에 적용한 기타 안전개념은 운전원 및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존

의 원자로설비에 적용하는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기술하

였다

나) 다중방호벽 개념

시험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의하여 다중

방호벽을 둔다. 핵연료시험설비의 다중방호벽은 핵연료 소결체, 핵연료피복재, 노내시험부의 이

중압력관, 주냉각수계통, 중간냉각계통, 원자로수조 및 원자로건물로 구성된다.

(1) 시험핵연료는 시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설계와 재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핵연료피복재의 재질과 설계는 시험개시 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증하여 그 파손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은 폐회로로 구성하여 핵분열생성물이 냉각수내로 유

출된다 하더라도 계통내에서만 유동하도록 하고, 이들은 냉각수정화계통의 여과기 및 탈염기에

서 제거되도록 하여 관리가능한 상태로 한다.

(3) 냉각수압력경계의 파손에 의해 냉각수내의 핵분열생성물이 경계외부로 방출되더라도

대부분의 방사능이 원자로수조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핵분열생성물의 외부방출을 수조수가 1차

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하나로의 조사공에 삽입되는 노내시험부는 이중원통형으

로 하여 압력경계인 내벽이 파손되더라도 외벽에 의해 압력경계가 재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방

호벽을 한단계 높인다. 또한 주냉각기의 튜브 파손으로 인한 압력경계 파손시에도 핵분열생성

물이 하나로 2차냉각계통을 통해 직접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회로로 구

성된 중간냉각계통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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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로 원자로건물은 준격납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로수조를 벗어난 핵

분열생성물은 부압이 유지되는 원자로건물에 의해 환경내로의 방출이 억제된다. 원자로내의 핵

분열생성물은 안전등급의 비상안전환기계통에 의해 안전한 수준 이내로 정화되어 하나로 굴뚝

을 통해 고도방출되도록 한다.

다) 핵연료시험설비 보호계통

핵연료시험설비는 하나로의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보호된다. 이를 위해 보호계통에 입

력되는 기존의 원자로 긴급정지 신호에 핵연료시험설비에서 발생하는 긴급정지신호를 추가한

다.

라) 시험핵연료 냉각개념

정상운전중 시험핵연료의 핵분열이나 정지중 붕괴열에 의한 출력은 핵연료 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을 순환하는 냉각수에 의해 제거되고, 이 열은 주냉각기(FL-210-M-X001)를 통해

핵연료 시험설비의 중간냉각계통으로 전달되며, 핵연료 시험설비의 중간냉각기에서 하나로 2차

냉각계통으로 방열된다. 사고로 인해 주냉각수계통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냉각

수계통을 두어 붕괴열을 제거하고 시험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 ALARA 개념

핵연료시험설비는 불필요한 방사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계통을 설계하며, 불가

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방사선피폭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비 및 절차를 확보한다.

2) 설계원칙

가) 설계관리

안전설계를 확보하기 위해 책임설계 체계 및 조직을 운용한다. 새로운 설계기술 및 기법

의 적용은 실험 및 모형검증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 기술만 적용하며 엄격한 설계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한다. 안전성관련계통 및 기자재들은 그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

류하여 보수적이고 충분한 안전여유를 갖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 일반원칙

(1) 주냉각수계통 운전조건이 설계상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안전성관련 계통변수 및 방사능물질 누출량이 규정치 이상이면 하나로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한다.

(3) 기타 하나로의 설계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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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 특별원칙

(1) 노내시험부 출력제어는 하나로의 원자로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을 그대로 사용하되,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상태를 대표하는 계통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다중감시하여 설비가 비정상

일 경우 하나로 긴급정지를 지시할 수 있는 계측제어계통을 추가한다.

(2) 가상사고시에도 비상냉각수계통에 의해 시험핵연료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다.

(3) 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은 상용원자로 1차냉각계통과 동급으로 설계, 제작, 시공하며

엄격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4) 시험설비 운전원이 안전계통의 운전상황을 항상 감시할 수 있고, 유사시 시험설비

방호조치와 안전계통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하나로 환기계통에 추가하여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비상환기계통을 둠으로써 설

계기준사고시에도 원자로건물내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을 정화하여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도

록 한다.

나. 계통 및 기기 안전등급 분류기준

이 장에서는 핵연료시험설비의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등급 분류기준을 기술한다. 핵연

료시험설비는 미국의 규제요건 및 지침을 적용하고, 국내 제작의 경우 국내 원자력법 요건에

따라 설계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핵연료시험설비와 동력로의 설계특성을 비교,

설명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등급을 기존의 동력로 설계와 유사하게 설

정하였다.

1) 개관

핵연료시험설비 중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 계통, 구조물 및 기기들은 동력로에서와 마

찬가지로 안전성관련(Safety-related)등급 즉, 안전등급으로 분류한다.

- 10CFR100.11의 소외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기

능

-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RCPB)

-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또한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

동력로는 노심에 있는 다량의 방사성핵종이 환경으로 방출(10CFR100의 제한치를 크게

초과할 수 있는 방출)되는 경로에 세 단계의 방호벽을 두는 심층방호(Defense In Depth)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3개의 방호벽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RC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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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와 환경 사이를 차단하는 계통(예: 격납건물 및 격납계통)

핵연료시험설비는 핵연료를 통한 방호벽에 관하여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등급분류를 적

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2개의 방호벽중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만 안전등급 1(최고 등급)로 분

류한다. 왜냐하면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2개 방호벽의 손상가

능성과 냉각재상실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

성을 유지함으로써 10CFR100의 소외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더라도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복구함으로써 사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10CFR100의 소외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출사건을 제한치 이하로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세 번째 방호벽(예: 격납건물)과 두 번째 방호벽(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이 파

손되었을 때 첫 번째 방호벽(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즉, 비상냉각수

계통 (ECW)의 구조물 및 기기는 안전등급 2로 분류한다.

위 설비외에 10CFR100의 소외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사건을 유발하지 않는 계통, 구조

물 및 기기의 고장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10CFR100의 제한

치 초과여부 판정시에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선량계산방법에 의해 소외선량이 전신흡수선량기

준으로 5mSv 이상이 되면 그러한 계통, 구조물 및 기기는 안전등급 3으로 분류하고, 계산결과

가 5mSv 미만이면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한다.

출력이 큰 동력로와 비교하여 시험로가 갖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감안하여,

TID-4500에서는 냉각재 압력경계의 파손이 다음과 같은 사고로 발전되지 않을 경우, 1～

10MW 출력범위에서는 냉각재 압력경계를 안전등급 3으로 분류해도 됨을 언급하고 있다.

- 설계한계를 초과하는 핵연료손상 (안전계통이 작동한다는 가정하에서)

- 안전등급 기계류의 과응력

- 안전관련계통 또는 구조물의 기능상실(초기사건을 제외)

동력로의 안전성관련 설비에 대한 안전등급 부여가 결정론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음에 반

해 TID-4500은 예측된 소외선량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안전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계산된 선량결과치가 5mSv과 10CFR 100.11 및 DOE-6430.1A 사이에 있으면 동력로의 1차냉

각계통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라 하더라도 안전등급 3으로 분류해도 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중 수조내에 있는 부분은 이 기준을 채택하였

으며, 수조밖에 있는 부분 중 주냉각수 격리밸브까지는 배관갤러리 내에서의 배관파열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등급 1로 분류하였다. 핵연료손상 및 냉각재 압력경계 상실을 방지하는

기기(즉, 고압주입탱크(FL-220-M-T001A&T001B)와 비상노심냉각계통)는 동력로에서와 같이

안전등급 2로 분류하였으며, 사고를 완화시키는 세 번째 경계에 해당되는 기기(예: 수조)는

TID-4500에 따라 안전등급 3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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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설명

미국은 10CFR50 App.B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재처리 공장의 품질보증기준"에서 대중

의 건강 및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는 가상사고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계통,

구조물 및 기기들을 구분하여 등급을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계통, 구조물 및 기기

는 안전등급으로 분류하며 10CFR 50 App.B에 따라 프로그램화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동력로의 품질등급에 관해서는 10CFR50.55a, “규격 및 표준”에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수행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건설,

시험 및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CFR50.55a의 (C)항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RCPB)는 "ASME B&PV Code. Sec

Ⅲ의 등급 1 기기에 관한 요건"에 따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RCPB란 “원자로 냉각재계통

의 일부인 압력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등과 같이 비등경수로 및 가압경수로에서 압력을 내포

하고 있는 기기”로 10CFR 50.2에서 정의하고 있다. 직접순환형 비등경수로에서 “원자로 냉각

재계통의 범위는 주증기 및 급수배관에 있는 격납용기 격리밸브중 최외각의 격리백브까지”로

해야 하며 직접순환형 발전소의 경우, 열동력사이클에서 정상적인 열제거경로(열흡수원)는

RCPB 외부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10CFR 50.2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0CFR 50.55a에는 RCPB가 ASME Sec Ⅲ, 등급 1 기기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규정

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운전중 RCPB 내에 있는 기기에 가

상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가 정해진 방법대로 정지 및 냉각되고,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을

통해 냉각재 보충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기기는 ASME Sec Ⅲ, 등급 1의 요건을 따르지 않아

도 된다. 둘째, 원자로냉각계통과 연결되어 있고 RCPB의 일부인 기기라 하더라도 원자로가

정해진 방법대로 정지 및 냉각되고, 원자로냉각수 보충계통만으로 냉각수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즉, 독립적)이며 자동 작동되고 신속하게 닫히는 2개의 직렬연결밸브를 통해 이들

기기를 원자로냉각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면 이 역시 ASME Sec Ⅲ, 등급 1의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RCPB에 속하지 않는 안전성 관련 기기에 대해서는 10CFR 50.55a에서 R.G 1.26,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 증기 및 방사성폐기물을 내장하는 기기들에 관한 품질등급분류”와 NUREG -

0800,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대한 표준검토계획”, 3.2.2절을 등급분류의 지침으

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등급분류에 관한 두 번째의 지침들로는 NUREG-0800에서 인용하고 있는 참조문헌들을

따르면 된다. 엄격히 말해 이들 지침들이 품질등급분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 지

침은 “안전성관련”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계통들만 다루고 있으

므로 결과적으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NUREG-0800, 3.6.2절에 첨부되어 있는 BTP (Branch Technical Position) EMEB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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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용기 내부에 있는 유체계통 배관에서의 가상파열위치”에서는 격납용기 압력경계와 안쪽

및 바깥쪽 격리밸브 사이에 있는 배관중에서 엄격한 응력 및 피로 사용계수 한계를 만족할 경

우, ASME Section Ⅲ의 등급 1 및 등급 2 배관에서 파열을 가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UREG-0800, 3.6.1절에서는 발전소 설계자가 “비록 주증기관과 급수

관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파열제외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들 부분은 필수기기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하고 파열제외지역에 필수기기를 집중 배치하는 것을 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핵연료시험설비에의 적용

핵연료시험설비의 압력기기에 적용할 품질등급 분류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동력로 요건을 적용하는 범위 :

핵연료시험설비를 구성하는 압력기기의 품질등급분류에 10CFR50의 동력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요건은 없으나, 핵연료시험설비를 포함하여 하나로가 10CFR 100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험로인 것은 명백하다. 핵연료시험설비가 파손되면 동력로에서의 유사사고시

와 마찬가지로 10CFR100.11의 소외선량제한치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기준으로 RG 1.26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IAEA 35-S1, “연구용원자로의 안전에 대한 규

정; 설계”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이들 요건이 특정 원자로형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을 경

우, 해당 표준들은 적절히 그 요건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이다.

(2) 정상열흡수원을 RCPB 바깥에 배치토록 한 직접순환형 비등경수로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

원자로의 정상냉각회로를 완전히 원자로 격납용기 안에 배치하거나 또는 격납용기 바깥

에 위치한 부분을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은 안전성 관점에서 둘다 모두

타당한 방법이다. 직접순환형 동력로의 경우, 미국에서는 후자의 설계방식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핵연료손상 가능성이 생길 때마다 방사능의 조절을 위해 열흡수원은 원자로로

부터 격리시킨다. 핵연료시험설비에도 이러한 설계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RCPB 바깥에 정상 열흡수원을 배치하기 위한 적절한 격리방법;

모든 직접순환형 원자로는 방사능누출을 통제해야 하는 어떠한 사고하에서도 격납용기

바깥에 있는 정상냉각계통의 각 지관을 격리시키기 위해 빠르게 작동하는 2개의 독립된 자동

격리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역지밸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로 수조 바깥에 정상냉각회로에 대한 이러한 격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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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 노내시험부 격리후에도 적절한 노심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위에 기술한 MEB 3-1에 따라 수조관통부에서 핵연료시험설비실 제1기기실까지 배관

갤러리에 있는 배관에서 RCPB 파손을 제외할 수 있는 범위;

배관갤러리 내에 있는 ASME Sec Ⅲ, 등급 1 배관에 대해서는 파열제외규정을 적용한다.

운전중인 미국내의 동력로들중 많은 수가 핵연료시험설비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파열제외규정

을 적용해 오고 있다.

(5) 냉각수 압력경계에 속하는 부분중 등급 1에서 제외되는 범위;

주어진 조건;

A. 핵연료시험설비의 수조내 부위에서 RCPB가 파손될 경우, 하나로 수조는 냉각수를 응

축시키고 냉각수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B. 냉각수보충계통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냉각수가 보충되며, 핵연료시험설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지하여 냉각되고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핵연료시험설비의 수조내 부위를 ASME Sec.Ⅲ의 등급 1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

다.

(6) R.G 1.26에서 정의한 핵연료시험설비의 보조계통과 등급 1에서 제외된 RCPB 부위의

등급분류;

위 (5)에 의해 등급 1에서 제외된 RCPB 부위(즉, 수조내 부위)의 등급분류는 핵연료시험

설비의 출력준위와 기확립된 하나로 수조의 설계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 3으로 분류한다.

RCPB를 형성하는 주냉각수계통중 격리밸브 바깥의 부위는 그 입구관 및 출구관 각각에

빠르게 작동하며 누설이 없는 2개의 독립된 자동격리 밸브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련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미국에서 직접순환형 동력로의 급수계통에 적용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등급 1에서 중간등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비안전등급으로 넘어가게 된다.

비상냉각수계통은 R.G 1.26에 따라 비상노심냉각 및 잔열제거계통으로서 등급 2로 분류

한다. 폐기물저장탱크(FL-250-M-T001)와 RCPB에서 이 탱크로 오는 유로는 RG 1.26을 적용

하여 등급 3으로 분류한다.

4) 요약

동력로 요건은 일반적으로 핵연료시험설비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적절히 잘 판단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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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한다. 기존의 설계기준과 출력준위를 고려해야 하며, 여기서 결정된 요건 또는

10CFR100을 핵연료시험설비에 적용해야 한다. 핵연료시험설비는 많은 면에서 직접순환형 동력

로와 유사하다. 따라서 동력로와 같이 정상열흡수원을 RCPB 바깥에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다.

방사능누출통제가 필요한 사고시에 정상냉각회로의 각 관을 격리시키기 위해 빠르게 작

동하며 누설이 거의 없는 2개의 독립된 자동 격리밸브를 직렬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격리능력에 의해 핵연료시험설비의 RCPB가 결정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중 하나로 수조내에 위치한 부분은 등급 3으로 분류하였

다. 수조경계로부터 제1기기실까지의 부분은 등급 1로 분류하였으며 이 부위의 파열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RCPB 바깥의 주냉각수계통 부위는 비안전성등급(NNS)으로 분류하였다.

비상냉각수 계통은 등급 2로 분류하였으며, 주냉각수계통의 안전 및 감압밸브로부터 이

탱크로 연결된 방출관, 비상냉각수계통의 스팀배기관을 통한 냉각수 방출관과 폐기물저장탱크

는 등급 3으로 분류하였다.

다. 내진범주 분류기준

안전성에 중요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내진범주 I로 분류한다.

내진범주 I은 다음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다.

1) 핵연료시험설비 압력경계중 안전성 관련부분의 건전성유지

2) 노내시험부(IPS)의 출력운전을 정지시키고 또한 안전한 정지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3) 10CFR100의 소외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능력

내진범주 I은 위의 정의와 RG 1.29에 따라 분류한다. 범주 I 계통의 개별 기기는

ANSI/ANS 51.1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안전등급 1, 2 및 3 계통의 모든 기기는 내진

범주 I 이다.

비안전등급(NNS)은 안전등급 1, 2, 3에 속하는 기기 및 계통들의 안전기능 유지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기기 및 계통으로 분류한다. 내진범주 I은 안전정지지진(SSE) 또는 운전기준정지

(OBE)과 같은 지진발생시 그 자체의 안전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SSC)에

적용한다. 내진범주 I에 포함되지 않는 비내진범주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SSC) 중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부품과 인접하여 이들의 손상으로 인하여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내진범주 II로 분류되며, 이는 안전정지지진

(SSE)시 압력경계의 건전성은 유지되지 않더라도 안전관련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

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66 -

내진범주 I은 안전등급 경계내에 있는 모든 기계기기와 경계 바깥의 첫 번째 내진구속물

까지를 포함한다. 파손시에 내진범주 I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허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I로

설계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이격시킨다. 파손 시에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비안전등급 설비는 내진범주 II로 분류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진범주 I 설비를 무능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설비를 기기의 기능에 따라

그러한 작용을 못하도록 방지하거나 아니면 내진범주 I 또는 II의 구조적 건전성요건을 만족하

도록 설계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구조적 건전성요건은 동적해석이나 그에 상당하는 정적해석, 시험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

법으로 입증해도 된다. 내진범주 I, II에 해당하는 기기 및 배관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기술한

입력과 방법을 따랐다.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을 포함하여 노외공정계통 주요 기기의 목록을 표 1.6.2에 수록하였

다. 내진범주 I, II가 아닌 나머지 모든 설비는 비내진범주로 분류한다. 기기에 대해서 내진범

주 II는 안전정지지진(SSE)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문

서화된 비안전등급 제어계통 기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배관지지물과 기기지지물은 그들

이 지지하는 배관 및 기기와 동일한 내진범주를 부여한다. 노내시험부 압력용기 부품에 대한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은 표 1.6.1과 같다.

표 1.6.1 노내시험부 압력용기 품질등급 및 안전등급

IPS Main Components Drawing No.
Quality

Class

Safety

Class

Seismic

Category

Head and Top Flange HAN-FL-310-NG-R003

Q SC-1 I
Outer Pressure Vessel HAN-FL-310-NG-R004

Inner Pressure Vessel HAN-FL-310-NG-R005

Fuel Carrier HAN-FL-310-NG-R008

Flow Divider HAN-FL-310-NG-R006

T NNS IIThermal Sleeve HAN-FL-310-NG-R044

Lifting Eye HAN-FL-310-NG-R035

라.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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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중요한 유체계통 기기는 품질등급 Q, T, S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이들

기준은 기기를 설계, 시공할 때 적용할 규격, 표준 및 품질보증요건을 선정하는데 지침으로 사

용되는 안전등급을 제시한다. 안전등급은 또한 유체계통 기기를 내진범주 I과 II로 분류하는 지

침으로도 사용한다. 핵연료시험설비에서 정의한 품질등급, 안전등급 및 내진범주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품질등급 ”Q“를 적용하는 규격이나 표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2.1.4절의 내용 및 과기부

고시 제 2001-47호(2001.12.27)에 명시된 KEPIC-QAP(대한전기협회 규격) 품질보증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이 기술되어 있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을 말한다.

안전등급 1, 2, 3의 모든 압력기기는 ASME Sec. III 규정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및 설

치해야 한다.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된 기기는 적용가능한 산업규격 및 표준에 따라 기기의 사

용목적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한다. 단, 국내업체 또는 미국 이외의 타국 업체가 설

계, 제작, 시험 및 설치하는 기기들은 ASME Sec. III 규정중 코드심벌의 각인이나

RPE(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의 서명등 미국 국내에서만 적용가능한 행정적인 사항

에 대해서는 안전등급 1 기기는 표 1.6.3을, 안전등급 2, 3 및 지지물에 대해서는 표 1.6.4를

적용하였다.

안전등급 분류체계는 또한 10CFR 50 APP.B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 기기를 구분하기 위

해 사용된다. 안전등급 1, 2 ,3 기기는 10CFR APP.B 요건을 반영한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따

라 설계, 제작해야 한다.

배관지지물과 기기지지물에는 그들이 지지하는 배관 및 기기에 적용하는 안전등급과 품

질보증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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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ASME 코드요건 FTL 적용방안

제작단계 설치단계

1. 설계, 제작 및

시험

ASME Sec.III,

Subsec. NB

․ASME Sec.III,

Subsec. NB 또는

․KEPIC MN(원자력

기계)/ME(원자력전기)

-

2. 설계, 제작문서

검토

RPE 서명 ․RPE 서명 또는

․KEPIC 등록기술자

-

3. 자재 ASME Sec.II, Part

A,B,C & D

ASME Sec.II,

Part A,B,C & D

-

4. 업체자격 ASME Sec.III,

N-stamp 보유업체

․ASME 인증서 보유업체 또는

․KEPIC 인증서 보유업체

NA- Certificate

Holder

5. 공인검사 ASME Sec.III,

Subsec. NB

․OneCIS Insurance Company

(밸브류)

․추후제공

(IPS)

추후제공

6. 품질표시 적용 ASME Sec.III,

NCA-8000 요건에

따른 Stamp 적용

Stamp 적용 Stamp 미적용

주: (1) 안전등급 1 기기중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표 1.6.3 안전등급 1기기의 ASME 코드 대체 적용방안(1)

항목 ASME 코드요건 FTL 적용방안

제작단계 설치단계

1. 설계문서

RPE검토

ASME Sec. III,

Subsec. NC, ND, NF

RPE 등록기술자 또는

KEPIC 등록기술자

RPE 등록기술자 또는

KEPIC 등록기술자

2. 업체자격부여 ASME Sec. III,

N-stamp 보유업체

N-Certificate Holder NA-Certificate Holder

3. 공인검사 ASME Sec. III,

Subsec. NC, ND, NF

․OneCIS Insurance

Company (밸브류)

․Commercial Union

Insurance Company

(Waste Disposal

Tank, Accumulator)

추후제공

4. 품질표시

적용

ASME Sec. III,

NCA-800 요건에 따른

Stamp 적용

Stamp 적용 Stamp 미적용

주: (1) FTL의 안전등급 배관의 제작에 대해서는 설치단계의 대체적용방안을 따름.

표 1.6.4 안전등급 2, 3 기기 및 지지물의 ASME 코드 대체 적용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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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부사건

핵연료시험설비는 외부사건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한 하나로 원자로건물내에 설치되므로

그 설계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사건은 없다. 하나로의 설비들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바. 배관파열시의 동적현상에 대한 보호

고에너지 배관계통은 가상압력경계파손 규정에 따른다. 가상된 파열결과는 안전정지능력

의 유지와 소외선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배관 휩 및 제트충격의 영향과 계통

내용물의 방출이 환경에 미치는 충격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상배관파열의 효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이격, 계통 다중성, 기기강도 및 필요하다면 사고완화 설비들을 확보해

야 한다.

필수기기는 예비 안전정지계통의 이격과 특정 배관의 파열사고시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안전정지계통으로부터 고에너지 배관을 이격시킴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중화 및 이

격을 통해 고에너지 배관의 가상파손시 안전정지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설비(휩 구

속기 및 제트편향기; whip restraint and jet deflector)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격은 장벽이나 물리적 거리로써 유지되며 분출물의 하중과 제트구역에서의 영향은 별

도로 계산하였다.

1)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열

가) 설계개념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계통 및 기기는 핵연료시험설비 제1기기실에 위치한다. 안전정지계

통의 2개 트레인은 서로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으며 이 이격이 다중계통과 기기 사이의 장벽

역할을 한다. 제1기기실에 있는 기기는 다중 안전정지기기를 가능한 한 최대로 이격시킬 수 있

게끔 배열한다. 또한 고에너지 배관계통은 가능한 한 안전정지계통과 기기로부터 이격되도록

배열하였다.

고에너지 배관의 파열위치는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가정한다. 각 가정된 파열위치에

대해서는 배관파열시 요구되는 안전정지 계통과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고에너지 배관파열은 정상운전시 고에너지 유체를 내장하는 공칭경 1"를 초과하는 지관

및 주관에 대해 가정한다. 정상운전시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이 되며 정상조건에서 다음 조건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유체계통 또는 유체계통의 일부분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1) 최고운전온도 200℉ 초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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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운전압력 275psig 초과

고에너지 배관의 파열효과를 해석할 때는 배관 휨의 결과, 물분사, 제트충격, 침수, 기기

실의 가압 및 환경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상배관파열 효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필수계통은 아래와 같다. 이들 필수계통은 각각

의 가상파열에 대하여 개요에서 기술한 보호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A. 예상운전과도(AOO)에 해당하는 소외전원 상실의 경우, 다음의 계통 또는 그 계통의

일부는 제1기기실 및 하나로 수조수내에 있는 고에너지 주냉각수 압력경계배관의 파열로 인한

냉각수상실사고(LOCA)의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하다.

(1) FTL 보호계통

(2) 비상냉각수계통

(3) 1E급 전기계통, AC/DC(스위치기어, 축전지 및 배관계통), 1E급전선 및 신호감지라인

(4) 기기냉각수계통(여기에 기재된 타 계통의 운전에 필요한 부분)

(5) 하나로 수조(최종 열흡수원)

(6) 제1기기실 격리계통

- 관통부

- 격리밸브

B. 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가상파열의 경우 각각의 경우별로 평가를 하여 다음의 기준

을 위배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1) 가상된 배관파열이 주냉각수 배관의 파열을 야기하지 않는다.

(2) 가상파열 결과를 완화하는 보호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계통의 기능은 유지되

어야 한다.

(3) FTL을 안전정지상태로 두는 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핵연료조사시험설비는 배관파단제외구역(BEA)외의 고에너지 배관은 설계요건서에 따라

배관을 가정한다. 제1기기실 내의 안전관련계통 부분은 안전 및 비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를 구

획하는 안전방벽(Safety barrier)에 의해 배관파단의 동적영향인 배관 휩(Pipe Whip), 제트 충

격(Jet impingement), 내부 비산물(Internally Generated Missiles) 및 안전/비내진 상호작용

(Safety/ Non-seismic Interactions)으로부터 보호된다. 제2기기실에는 안전관련기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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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에너지배관이 파단되더라도 안전관련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에너

지배관 파열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제어실 주위에는 고에너지 배관이 없다. 그러므로 배관파

열에 의한 배관휩, 제트충격, 증기배출등으로 인하여 주제어실 거주성에는 영향이 없다.

배관파열은 다음에 설명한 물리적이격, 방벽의 설치, 배관휩 및 제트충격 구속장치의 사

용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필수계통의 설계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필요한 기기들의 운전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가상사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 능동고장을 견디는 안전등급

계통의 능력은 계통별로 논의하였다.

(1) 이격

다중 안전계통들은 안전계통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건뿐아니라 기타 위험으로 인

해 안전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최대로 서로를 이격시켜 배치한다.

다중 안전계통들과 그들의 보조계통들을 서로 이격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보호수단이다.

(2) 방벽 및 포장

벽과 바닥에 의한 보호를 함으로써 보호요건을 만족시킨다. 이격으로 적절한 보호설비가

없으면, 추가방벽, 편향기 또는 차폐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여 기능 보호요건을 만족토록 한

다. 필요한 보호를 위해 장벽과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가상파열과 정상운전하중 및 지

진하중을 조합한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배관구속기 설치

이격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설비가 없는 곳에는 기능보호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방벽, 차폐 또는 배관구속기를 설치한다. 배관파열이 필수계통 또는 기기에 허용할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구속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계기준은 안전관련설비와 고에너

지 배관을 다른 다중 트레인에 있는 동일한 설비로부터 격리시키는 적절한 방식을 정의한다.

이격은 다음과 같이한다.

- 분리된 격실에 2개의 그룹을 따로 배치함.

- 규정된 최소 거리만큼 2개 그룹을 물리적으로 이격시킴.

- 구조적 방벽으로 2개 그룹을 서로 이격시킴.

설계기준에서는 고에너지 배관 또는 안전관련설비의 가상파손으로 인해 둘 이상의 안전

관련 트레인이 고장나는 일이 없음을 보장한다. 한 트레인에 있는 기기 또는 부계통의 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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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트레인의 다른 부위를 고장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군의 고에너지 배관이 2군의 전기

트레이를 파손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1군 기기를 파손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설비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

위의 이격기준과 배관파열기준에 의해 모든 필수설비들이 가상파열위치에서 물리적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고에너지 배관의 파열효과는 해석하지 않는다.

나) 파열위치와 가상배관파열의 동적효과 결정

이 절에서는 배관의 파열 및 균열위치 선정을 위한 설계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파열제

외 구역으로 분류된 배관부에 대해서는 파열 및 균열을 가정하지 않는다.

파열제외구역에서는 다음의 설계응력과 피로한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o ASME Sec. III, 등급 1 배관의 경우;

(1) OBE를 포함하여 운전등급 A와 B 조건에서 최대 응력강도는 ASME Sec.III

NB-3653의 식(10)으로 계산하여 최대응력강도가 2.4 Sm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식(10)으로

계산한 최대 응력강도가 2.4Sm을 초과하면, NB-3653의 식(12) 및 식(13)으로 계산한 응력범위

가 2.4S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배관피로해석에서 유도한 누적사용계수는 NURGE-0800에 규정된 Non pipe break

condition에 의거하여 0.1 미만이어야 한다.

(3) 파열제외구역 바깥에서의 가상배관파열로 인한 하중하에서 NB-3653의 식(9)로 계산

한 최대응력은 2.25Sm과 1.8Sy 중 작은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o ASME Sec III, 등급 2 및 3 배관과 기기의 경우;

(1) OBE를 포함하여 운전등급 A와 B의 응력한계를 설계시방서에 규정한 하중 및 조건

(즉, 지속하중, 단속하중 및 열팽창)을 고려하여 NC-3653 및 ND-3653의 식(9) 및 식(10)의 합

(즉, 총합응력)으로 계산된 최대 응력은 0.8(1.8Sh+SA)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ASME Sec.III,

NC-3600과 ND-3600에 정의하였듯이 Sh는 최대 온도에서의 허용응력이며 SA는 열팽창에 대한

허용응력범위이다.

(2) 파열제외구역 바깥에서의 가상배관파열으로 인한 하중하에서 NC-3653과 ND-3653

의 식(9)로 계산한 최대 응력은 2.25Sh와 1.8Sy중 작은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파열제외구역에 위치한 배관부가 아닌 등급 1 배관의 경우, 각각의 배관 및 지관에 대해

다음의 위치에서 파열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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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끝단

(2) 식(10)으로 계산한 최대 응력범위가 2.4Sm을 초과하는 중간위치

(3) 누적사용계수가 0.1을 초과하는 중간위치

파열제외구역에 위치한 배관부가 아닌 등급 2 및 3 배관의 경우, 각각의 배관과 지관에

대해 다음의 위치에서 파열을 가정한다.

(1) 끝단

(2)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간위치

(i) NC/ND-3653의 식(9)과 식(10)의 결과를 합한 응력이 NC/ND-3653에 규정된 응력한

계합의 0.8배를 초과하는 위치

(ii) 배관이음쇠(즉, 엘보우, 티, 크로스, 플랜지 및 비표준형이음쇠), 용접부착물 및 밸브위

치. 이음쇠, 용접부착물 또는 밸브가 없는 배관은 보호구조물에 인접해 있는 배관끝단.

내진해석을 하는 ASME 등급이 아닌 배관에 대해서는 위의 ASME 등급 2와 3 배관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파열을 가정한다. 파열제외구역에 위치한 배관부를 제외하고 누설균열

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ASME Sec.III 등급 1 배관의 경우, NB-3653의 식(10)으로 계산한 응력범위가 1.2 Sm

을 초과하는 축방향 위치.

(2) ASME Sec.III, 등급 2 및 3 또는 내진해석을 수행하는 비안전등급 배관의 경우

NC/ND-3653의 식(9) 및 식(10)의 결과를 합한 응력이 NC/ND-3653에 규정한 응력기준

합의 0.4배를 초과하는 축방향 위치

(3) 응력해석을 하지 않는 비안전등급 배관은 가장 열악한 환경조건을 유발할 수 있는 축

방향 위치에서 누설균열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고에너지 배관에서의 파열형태

파열제외구역 이외의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주방향 배관파

열을 개별적으로 가정한다.

(1) 최대 응력범위가 위에 규정한 한계를 초과하나 원주방향 응력이 축방향 응력의 1.5배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칭경 1"를 초과하는 유체계통의 주관과 지관에 대해서는 원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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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을 가정한다.

(2) 응력계산없이 파열위치를 선정하는 경우, 파열은 배관이음쇠, 밸브 또는 용접부착물과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비소성한계해석으로 입증해도 되는 배관구속기, 구조부재 또는 배관 스티프너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속하지 않는한 원주방향 파열은 파열 배관부의 횡방향 변위가 적어도 직경의 1

배 이상에 상당하는 배관 절단 및 분리를 유발한다고 가정한다.

(4) 파열위치에서의 제트분사에 의한 동적 힘은 배관유로 유효단면적과 해석적 또는 실험

적으로 결정한 추력계수로써 수정한 계산된 유체압력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적용가능하다면

제트분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파열위치에서의 배관변위제한, 배관구속, 유량제한기, 용적펌프에

의한 유량제어 및 에너지가 축적되는 곳을 없이하는 방법등을 고려해도 된다.

(5) 배관휩은 배관의 기하학적 구조 및 형상으로 정의되는 평면에서 일어나며 제트분사에

의한 반작용 방향으로 배관운동이 시작된다고 가정한다.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해 위에서 규정한 원주방향 파열위치에서 다음의 길이방향

파열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1) 최대 응력이 위에 규정한 한계를 초과하나 축방향응력이 원주방향응력의 1.5배 이상

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칭경 4″ 이상의 유체계통 배관 및 지관에 대해서는 길이방향 파열을

가정한다.

(2) 양 끝단에서는 길이방향 파열을 가정하지 않는다.

(3) 길이방향 파열은 배관이 절단되지 않고 축방향절개를 유발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절개는 배관 원주상에서 직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서로 반대방향에 있는 두 지점에서 발생

하여(동시 발생은 아님) 제트분사반작용으로 인해 배관 형상이 정상을 이탈하는 굽힘을 유발하

게 된다. 이러한 가정 대신에 상세응력해석에 의해 결정한 최대인장응력 부위에서의 단일 절

개를 가정해도 된다.

(4) 파열위치에서의 제트분사에 의한 동적 힘은 배관유로 유효단면적과 같은 원형 또는

타원형(2D × 1/2D) 파단면적에 근거하여, 그리고 동일한 지점에서의 원주방향 파단에 대해 계

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적 또는 실험적으로 결정한 추력계수로써 수정한 계산된 유체압

력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적용가능하다면 제트분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파열위치에서 배관구

속, 유량제한기, 용적펌프에 의한 유량제어 및 에너지가 축적되는 곳을 없이 하는 방법등을 고

려해도 된다.

5) 배관운동은 비소성한계해석으로 입증해도 되는 배관구속기, 구조부재 또는 배관 스티

프너에 의해 구속하지 않는한 제트분사에 의한 반작용방향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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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계설계

1) 적용규격

a. ASME Sec.III 기기

모든 ASME Sec.III 등급 1, 2, 3 기기는 안전관련 등급이다. 이들 기기는 1998년판(2000

년 추록) ASME Sec.III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b. ASME B31.1 배관

비안전관련 배관은 2001년판 ANSI B31.1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2) 설계 및 운전조건

ASME 등급 1 기기와 기기지지물의 설계 및 피로해석에 사용된 과도상태에 대해 다음에

설명하였다. ASME 등급 2 및 3 기기의 설계에 사용한 주기적 데이타는 11.5.3.7.3절에서 논의

하였다. 모든 과도상태는 ASME Sec.III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등급 A(정상운전), 등급 B(예

상운전과도(AOO)), 등급 C(사고), 등급 D(제한사고) 및 시험조건으로 구분한 기기운전조건범

주로 분류한다. 아래에 명시한 과도상태는 단지 설계목적을 위해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일 뿐

이며 실제 과도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거나 실제 운전절차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설계에 사용

한 과도상태의 발생회수 및 그 심각도는 핵연료조사시험설비가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실제

정도보다도 더 크게 잡은 것이다.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AOO), 사고 및 제한사고 상태에서 유발되는 압력과 온도 변동은

각 계통별로 결정한다. 설계 과도상태는 기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게 되며, 따라서 기기

설계자는 설계 및 피로해석의 근거로 시방서에 수록된 곡선을 사용한다.

등급 1 기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계 및 열 하중을 조합한 피로해석을 ASME Sec.III 요

건에 따라 수행한다. 해석목적은 핵연료조사시험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동적사건

하에서 피로파괴가 일어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3) 기기 및 지지물 설계

ASME Sec.III 등급 1, 2, 3 배관 및 기기는 ASME 코드와 코드사례(Code Case)에 따라

설계, 시공한다. ASME 코드에 따라 기기지지물에 대해서는 기술시방서에 NF 해당 부위의 관

할경계를 명시하게 된다. 용접작업은 ASME Sec.III 요건에 따라 수행하며, 기기지지물은

ASME Sec.III, Subsec. NF의 요건에 따라 제작한다.

가) 하중조합, 설계 과도상태 및 응력한계

ASME Sec.III 등급 1 기기, 지지물 및 배관 설계를 위해 규정한 하중조합은 정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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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및 사고 조건으로 분류한다. 배관설계에는 다음의 운전하중 및 하중조합을 적용하고 이

들은 응력해석시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

A. 운전등급 A 및 B(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AOO)) 상태와 관련된 동시하중

(1) 운전압력 및 열 과도상태

(2) 앵커변위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 지진하중(OBE 반복회수 포함)

(3) 운전모드 계산시에 상술된 유체 과도상태

(4) 첨두압력

(5) 정상운전 또는 예상운전사건의 환경효과

B. 운전등급 C(사고) 상태와 관련된 동시하중

(1) 첨두압력

(2) 운전모드 계산시에 상술된 유체 과도상태

C. 운전등급 D(제한사고) 상태는 운전등급 A(정상운전) 상태의 하중과 동적 하중(파열제

외구역 이외의 지관파열에 대한 가상배관파열)의 동시하중으로써, 지진과 배관파열하중은

SRSS 방법으로 합성한다.

(1) 첨두압력

(2) 지진하중 (SSE)

(3) 운전등급 D인 예상 운전사건의 환경효과

설계를 위해 규정한 특정 설계과도상태는 설계시방서에 기술된다. 코드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위의 하중조합과 그 응력한계는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내부부

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유체계통의 ASME 등급 1, 2, 3 배관 및 기기는 ASME Sec.III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고, 수압시험 또한 Sec.III에 따라 수행한다. 유체계통의 설계기준이 되는

설계압력, 온도 및 기타 하중조건은 계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기술한다. 정상, 이상, 비상 또

는 사고 운전조건 하에서 압력기기의 구조적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응력해석을 수행한다. 노

즐, 플랜지 등과 같은 중요한 불연속부위를 고려하며, ASME Sec.III에서 요구하는 설계계산에

추가하여 코드부록에 기술된 방법 또는 유사 코드나 문헌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 응력해석을

수행한다.

- ASME 등급 1 기기, 지지물 및 배관의 설계과도상태는 설계시방서에 기술된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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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동밸브의 운전압력은 해당 조건하에서의 최대압력에 대해 ASME Sec.III의 1차 압력등급

압력-온도 정격에서 택한 압력 이하로 제한한다.

- ASME 등급 2 및 3 기기설계에 사용된 적절한 운전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계통의

특정조건과 설계과도상태로 인한 계통운전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 지지물, 지지물부착용접부 및 앵커볼트를 포함하여 기기조립체는 규정된 수평/수직 지

진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지진가속도는 중력중심점에서 수평면의 두 직각 방향과 수

직방향으로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3종류의 독립된 해석에 따른 대상지점에서의 응력 또는 반

작용하중은 전체 지진설계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SRSS 방법으로 합성한다. 지지물, 부착물용접

부 및 앵커볼트와 같이 유체압력을 받지 않는 기기는 위에서 정의한 하중조건에 대해 ASME

Sec.III 응력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등급 1 밸브의 경우 하중조합은 표 1.6.5에 따른다. 능동밸브 및 비능동밸브의 경우, 응

력한계는 표 1.6.6의 각주(1)에 따른다. ASME 등급 2 및 3 밸브는 표준규칙에 따라 해석에 의

해 설계한다. 응력한계는 능동밸브의 경우 표 1.6.10을, 비능동밸브의 경우 표 1.6.9를 적용한다.

위에서 정의한 하중조건에 대해 코드에서 규정한 관할경계내의 압력경계와 동일한 코드

등급의 기기지지물을 설계할 때에는 ASME Sec.III의 응력기준을 적용한다. 펌프조립체의 일

부(즉, 받침판)로 공급되지만 건물구조물의 연장부로 간주되는 강철 구조물은 AISC의 응력기

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 ASME Sec.III 등급 1, 2, 3으로 분류된 배관계통은 20년 수명기간 동안 예측되는 설계

하중하에서 치수적 안전성 및 기능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배관을 설계할 때

다음 하중을 고려한다.

(1) 압력하중

압력하중이란 고려해야 하는 특정운전 또는 설계조건하에서 운전 또는 설계내압때문에

배관계통에 발생하는 길이방향의 하중을 말한다.

(2) 사하중

사하중이란 배관, 내용물, 보온체, 부착물(지지물하중등), 기기(리듀서, 밸브 등)의 하중 및

항구적으로 계통에 부과되는 기타 비반복하중을 말한다. 이들 사하중은 배관이 가열 또는 정

상운전중이며, 운전중 스프링에 의해 전달되는 실제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스프링행거가 고정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다.

(3) 열팽창

열팽창하중은 각각의 운전등급 A, B 조건에 대해 최종 유체 운전온도를 가정하여 계산한

다. 유체온도의 변동율 때문에 배관벽 평균온도가 최종 또는 최대 유체온도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경우, 최대 평균온도를 계산에 사용해도 된다. ASME Sec.III에 따라 탄성계수 E는 저온상

태로 가정한다. 모든 ASME Sec.III 등급 2 및 3와 B31.1 배관의 열팽창하중으로 인한 응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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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는 응력범위개념을 이용한다. 해석에서는 응력, 반작용 및/또는 다른 계통응답의 최대 범

위에 대한 한계값을 유발하는 운전조건을 고려한다. ASME Sec.III 등급 1 배관의 피로해석을

할 때에는 해석자가 계산과정에서의 조건수를 줄이기 위해 다소 보수적이고 단순화시킨 가정

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운전등급 A 및 B와 시험조건을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배관

이 부착된 기기와 구조물의 열적효과로 인한 변위는 팽창응력과 동일한 하중의 경우로 입력시

킨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시에 발생하며 해석전반에 걸쳐 팽창응력 즉, 2차효과와 동일한 방법

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들 변위효과는 NC/ND-3600의 식(10) 및 (11)에 포함되어 있으며

식(9)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4) 국부 열팽창

국부 열팽창효과는 ASME Sec.III 등급 1 배관의 운전등급 A 및 B 해석에서만 고려한다.

이 효과는 ASME Sec.III, NB-3650에 의한 αΔT1, αΔT2, (Ta - Tb)효과로 나타난다.

(5) 지진하중

모든 ASME Sec.III 등급 1, 2, 3 배관에 대해서는 지진하중을 고려한다. 구조적 파손시

설비의 안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ASME B31.1 배관에 대해서는 상세평가 또는 이들 배관을

안전관련 배관으로부터 격리 배치시킴으로써 지진하중하에서도 그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6) 관성효과

가속에 의한 관성효과는 동력학적으로 설명된다. 배관계통에의 입력은 증폭된 응답스펙트

럼(ARS) 형태로 주어지며 계통은 이를 지지하는 매체를 통해 감지하고, 정상모드 해석을 이용

한다. 각 모드내의 응답은 정역학적으로 계산하며, 설계시방서에 설명한 절차에 따라 3개 성분

의 함수인 모든 주요 모드의 응답을 합한다. 분리주파수(cut-off frequence) 100 Hz 보다 큰

고유진동을 갖는 성분에 대해서는 강체모드를 적용한다. 운전기준지진(OBE)은 배관에 최대 응

력반복회수가 10회 이상인 5번의 독립된 사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정지지진

(SSE)도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석은 USNRC RG 1.61에 따라 SSE에 대해서는 2%

의 임계감쇠값을, OBE에 대해서는 1%의 임계감쇠값을 사용하여 수행해도 된다.

포괄(enveloping) - 만약 계통이 서로 다른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구조물

이라 하더라도 현저히 다른 응답을 갖는 지점에 부착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응답스펙트럼을 갖

게 되면 해석시에 이들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현저히 다른 지진의 ARS 강도를 갖는 수 개 구조물에 부착된 배관계통에 대해서는 독립

된 지지물운동 해석을 한다. 다중 응답스펙트럼 해석을 할 때, 각 지지물그룹 (공통된 ARS

입력에 의해 여기된 지지물/앵커 세트)의 응답은 절대합 방법으로 합성한다.

(7) 지진변위 또는 앵커운동 효과

배관이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상대적변위(구조물내 및 구조물간)로 인한 계통효과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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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변위양상이 “최악” 또는 “정상이탈” 이라는 가정하에서 정적해석으로 설명된다.

(8) 기타 기계하중

증기 또는 물의 수격등과 같이 가끔 발생하는 기계하중을 적용하는 경우, 배관계통에 미

치는 영향은 가해진 힘-시간 함수를 이용한 시간이력 모드 중첩기법으로 보통 계산한다.

(9) 결정하중(settlement load)

결정하중은 핵연료시험설비 배관계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배관 파열하중

배관 파열하중은 고에너지 배관계통내의 가상파열로 인한 하중이다. 가상 배관파열과 후

속 파열하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계통은 설계시방서에 명시된다.

(11) 풍하중

풍하중은 핵연료시험설비 배관계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시험하중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으로 인한 응력을 평가해야 한다.

- 등급 1 계통의 해석은 ASME Sec.III NB-3650에 따라 수행한다. 등급 1 배관계통이

ASME Sec.III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에서 기술한 여러 하중에 대한 응답은

정적방법 또는 동적방법으로 결정한다. 정적 또는 동적 해석결과는 각 계통의 절점에서의 응

력을 계산하기 위해 국부과도상태의 영향과 연계하여 사용된다. 계산된 응력은 아래에 기술한

ASME Sec.III 등급 1 배관의 한계치와 비교, 그 결과를 평가한다. 모든 식의 번호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ASME Sec.III NB-3650을 따른다.

ASME Sec.III NB-3650은 탄성 또는 단순화된 탄소성해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다음의 평가를 요구한다.

(1) 1차응력 ; 내압, 사하중, 지진 관성력, 비연속 하중과 같은 자기제한적이 아닌 하중으

로 인한 응력들을 포함한다.

(2) 1차응력 + 2차응력 ; 자기제한적인 열팽창 및 열과도상태 하중을 포함한다.

(3) 첨두응력 ; 국부적인 응력집중과 불연속성 효과를 포함한다.

ASME 코드에서는 설계기준으로서 세 가지 응력범주 즉, 1차, 2차 및 첨두응력을 최대

전단응력 이론에 기초한 단순화된 설계공식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등급 1 배

관의 설계응력을 계산하는데 단순화된 공식과 함께 응력지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응력지수는

공칭응력에 대한 응력강도의 비율로 정의된다. 응력강도는 주어진 하중에 대해 기기내의 한

지점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응력의 절대 값의 2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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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해석방법은 1차, 2차 첨두응력의 각 응력범주에 해당하는 3가지 응력지수 B, C, K

를 사용한다. B 지수는 심각한 막파열이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식(9)에서 사용되므

로 1차응력과 관련이 있다. C 지수는 하중이 수차례 반복하여 가해진 후 탄성성질로 쉐이크

다운됨을 입증하기 위해 식(10)에서 사용되므로, 1차 응력과 2차 응력의 합에 관련이 있다. K

지수는 일반적으로 탄성응력 집중계수로서 피로파열이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식(11)

에서 C 지수와 함께 사용된다. 위에 기술한 응력은 ASME Sec.III의 한계치와 비교하기 위해

다음에서와 같이 계산하여 평가한다.

최소 요구 배관벽두께는 아래와 같이 NB-3641.1의 식(1)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tm =
PD o

2(Sm+Py)
+ A

여기서,

tm = 최소 요구 벽두께, in

P = 설계내압, psi

Sm= 설계온도에서의 재료에 대한 최대허용응력강도, psi

A = 부식 또는 침식에 의해 소실되는 재료를 보상하기 위해 혹은 배관의 구조강도에 필

요한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시방서에 규정한 추가두께(둘중 적절한 쪽을 사용),

in

y = 0.4

내압, 사하중, 지진 관성력 및 기타 지속성 기계하중을 포함하는 1차 응력강도는 아래와

같이 NB-3652의 식(9)를 만족해야 한다.

B 1

PD o

2t
+ B 2

D o

2I
Mi ≤ 1.5 Sm (식 9)

여기서,

B1, B2 = 해석하고자 하는 특정 배관에 대한 1차 응력지수

P = 설계압력, psi

Do = 배관외경, in

t = 배관의 공칭벽두께, in

I = 배관의 관성모멘트, in

M i = 다음에 의해 발생하는 최종 모멘트하중; (1) 자중 (2) 지진(단일진폭)



- 81 -

(3) 기타 기계하중(앵커운동은 제외), in-lb.

Sm = 허용설계응력강도값, psi

등급A 운전조건에서 1차와 2차 응력 강도합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NB-3653 식(10)을 만

족해야한다.

S n = C 1

PoD o

2t
+ C 2

D o

2I
Mi+C 3 E ab|α aT a- α bT b| ≤ 3.0Sm (식 10)

여기서,

C1 C2 C3 = 해석하고자 하는 배관의 2차 응력지수

P o = 운전압력 범위

M i = 열팽창, 앵커운동, 지진영향 및 기타 기계적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

하중의 범위, in-lb

Eab = 전체적으로 불연속인 두 부품의 실온에서의 평균 탄성계수, psi

aa = 전체적으로 불연속이거나 재료가 불연속인 부위의 실온에서의 “a”측

열팽창계수, 1/℉

Ta = 전체적으로 불연속이거나 재료가 불연속인 부위의 “a”측 평균온도

범위, ℉

ab = 전체적으로 불연속이거나 재료가 불연속인 부위의 실온에서의 “b”측

열팽창 계수 1/℉

Tb = 전체적으로 불연속이거나 재료가 불연속인 부위의 “b”측 평균온도

범위, ℉

Sm, Do, t, I = (식 9)에서 정의

국부적인 응력집중과 불연속 효과를 포함한 첨두 응력 강도는 아래와 같이 피로평가에

사용되는 식(11)에 의해 계산된다.

S p= K1C 1

PoD o

2t
+K2C 2

D o

2I
Mi+

I
2(1- γ)

K3Eγ|ΔT 1|

+K3C 3|α aT a- α bT b|+
1

(1- γ)
E α|ΔT 2|

(식 11)

여기서,

K1, K2, K3 = 해석하고자 하는 특정배관의 국부 응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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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

Se

C2

M i

Sm

= (식9)의 정의를 참조

= 공칭 팽창응력, psi

= 해석하고자 하는 특정배관의 2차 응력지수

= 열팽창 및 앵커운동으로 인한 모멘트 범위, in.-1b.

= 최대 운전온도에서의 응력강도, psi

Eα = 실온에서의 탄성계수(E) × 평균열팽창계수, psi/℉

| ΔT2 | = 아래의 ΔT1 에 포함되지 않은 벽두께를 가로지르는 온도구배가 비선형인 부위

에서의 온도범위의 절대값, ℉

| ΔT1 | =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대등한 선형온도분포를 가정할 때 배관외 표면온도 To와

내표면온도 Ti 차이의 절대값, ℉

r = 푸아송비 = 0.3

나머지 기호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다.

피로파열은 일반적으로 현저한 응력이 집중되는 불연속부에서 일어난다. 연속적인 반복

하중은 결과적으로 누설을 유발하는 재료를 통해 전파되는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

은 형태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ASME Sec.III에서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한다.

식(10)으로 계산한 1차 및 2차 응력강도합의 최대 범위가 3 Sm 미만이면 계통은 탄성적

으로 순환한다고 간주한다. 특히 이것은 최대 응력이 인장항복강도와 압축항복강도 범위내에

서 순환함을 의미한다. 이 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완전 탄성성질을 가정하여 응력계산을 해도

되며 또 점진적변형, 소성순환 또는 라쳇팅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교번응력강도는 식(14)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식(10)으로 계산한 응력값이 3Sm을 초과하면 피로해석에서 소성순환효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응력은 탄성한계를 초과하게 되므로 팽창응력의 크기에 한계값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1차 및 2차 하중에도 한계값을 규정해야 하는데 식(12) 및 (13)의 응력한계를

만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성취할 수 있다.

a) 팽창응력 강도 점검

S e = C 2

D o

2I
Mi ≤3 Sm (식 12)

여기서,

b) 1차막응력 + 2차막응력 + 굽힘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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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t, I

Ci, C2

C3

Sm

= (식9)의 정의 참조

= 해석하고자 하는 특정배관의 2차 응력지수

= 해석하고자 하는 특정배관의 응력지수

= 최대운전온도에서의 응력강도

P

C4

Eα

Sy

= 대상 조건에 대한 최대압력, psi

= 1.1 ; 페라이트계 재료

1.3 ; 오스테나이트계 재료

= (식 11)의 정의와 같음, psi.℉

= 대상 과도상태의 평균유체온도에서 취한 항복강도, psi

Sa

Ke

m,n

Sp

Sn

= 교번응력강도, psi

= 소성순환에서 순환주기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

= 표 NB-3228.5(b)-1에 정의한 재료변수

= (식 11)로 계산한 첨두응력강도, psi

= (식 10)으로 계산한 1차 + 2차 응력강도, psi

C 1

PoD o

2t
+ C 2

D o

2I
Mi+C 3 E ab|α aT a-α bT b| ≤ 3.0Sm (식 13)

여기서,

식 (10)한계를 초과하고 식(13)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ΔT1 값의 범위는 다음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ΔT 1 range ≤
y'S y

0.7Eα
C 4

여기서,

y′ = 3.33, 2.00, 1.20 및 0.80(각기 x = 0.3, 0.5, 0.7 및 0.8일때)

x = (PDo/2t) (1/Sy)

파열기준은 사용계수를 제한함으로써 만족된다. 사용계수란 교번응력범위의 허용반복회

수에 대한 두 하중 사이에서의 반복순환회수의 비율이다. 허용반복 회수는 ASME Sec.Ⅲ 부

록Ⅰ에 제공된 설계곡선에서 취한다. 교번응력은 다음과 같이 식(14)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S a =
1
2
KeS p (식 1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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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을 만족하면 배관부품은 합격이다. 응력범위는 다음 방법중 한 방법으로 평가

한다.

(1) 최대 총응력 범위 평가

이 평가방법에서는 모든 하중의 경우를 조사하여 최대 가능 응력범위를 찾아서 공식에

사용한다. 이 최대범위는 모든 응력범위에 대해 총반복회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얻어

지는 총사용계수는 1.0이 넘지 않아야 합격이다.

(2) 개별 응력범위 점검

최대 총응력범위 점검방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모든 계통운

전조건에 대해 개별조건의 각 쌍 사이에서 응력범위를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피로사

용계수는 각 쌍마다 누적하여 계산한다. 모든 개별 쌍의 사용계수(누적 사용계수)는 1.0을 넘

어서는 안된다.

- 등급 B, C, D 운전조건하에서 식(9)로 계산한 응력은 각각 허용응력인 1.80Sm(단,

1.5Sy 이하), 2.25Sm(단, 1.8Sy 이하) 및 3.0Sm(단, 2.0Sy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고에너지

ASME 등급 1 배관의 가상 배관 파열 지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배관응력과 사용계수를 계산한

다.

(1) 시험조건

수압 및 기압시험으로 인한 응력은 ASME Sec.Ⅲ NB-3226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즉,

1차 막응력(Pm)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Pm = Pt

D o

2t
< 0.9 S y

추가로 1차 막응력(Pm)과 굽힘응력(Pb)은 아래 식에서 주어진 적용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

다.

Pm ≤ 0.67 Sy인 경우;

B 1

PtD o

2t
+ B 2

D o

2I
Mi < 1.35S y

0.67Sy < Pm < 0.90Sy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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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P t

Sy

= 시험중에 발생하는 무게 및 기타 기계적하중으로 인한 모멘트

= T시험압력

= 시험온도에서의 항복응력

tm

P

Do

S

A

y

= 최소 요구 벽두께, in

= 설계내압, psi

= 배관외경, in

= 설계온도에서의 재료에 대한 최대허용응력강도, psi

= 부식 또는 침식에 의해 소실되는 재료를 보상하기 위해 혹은 시공중 배관의 구조

강도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시방서에 규정한 추가두께(둘 중 적절

한 쪽을 사용), in

= 0.40 ; 단, Do/tm 이 6 미만이면 y는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B 1

PtD o

2t
+ B 2

D o

2I
Mi < (2.15S y-1.2PM)

여기서,

(2) 모멘트 합성

응력해석을 위한 식을 공식화할 때, 다른 하중조건으로 인한 모멘트를 합성함에 있어서

특정 절차를 이용한다. 이러한 모멘트 합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설계시방서에 기술된다.

- ASME Sec.Ⅲ 등급 2 및 3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응력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식 번호는 ASME Sec.Ⅲ NC-3650과 ND-3650에서의 식 번호를 나타

낸다.

설계압력 점검

공칭요구 압력벽두께는 NC-, ND-3641.1의 (식3)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m (등급 2인 경우) =
PD o

2(S+Py)
+A

(식 3)

tm (등급 3인 경우) =
PD o

2(SE+Py)
+A

여기서,

y=
d

d+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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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2

tn

MA

Z

Sh

P ,Do

= 해석하고자 하는 특정기기의 1차 응력지수

= 기기의 공칭벽두께, in

= 무게 및 기타 지속하중으로 인해 안면적에 작용하는 최종모멘트

하중, in-1b

= 해당 부위의 탄성계수, in3

=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재료의 허용응력, psi

= (식3)의 정의와 같음

여기서,

d = 배관내경, in

E = 사용된 길이방향 결합부형태에 대한 표 ND-3613.4-1의 결합효율은

ND-3613.5에 따라 결정한 주조품질계수

지속하중으로 인한 응력

압력, 하중 및 기타 기계적 지속하중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 1

PD o

2tn
+B 2

MA

Z
≤1.5S h (식 8)

여기서,

등급 A 및 B 운전조건

압력, 무게 및 기타 지속하중과 간헐하중 및 지진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B 1

P maxD o

2tn
+B 2

(MA+MB)

Z
≤1.8S h (식 9)

(1.8 Sh는 1.5 Sy 이하)

여기서,

Pmax = 첨두압력, psi

MB = 압력 및 유체의 과도상태와 방출/안전밸브의 하중에서 발생하는 추력과

지진등의 불규칙하중에 의하여 단면적에 작용하는 모멘트, in-lb. 지진의 경우에는 값의 반을

사용한다. 지진에 의한 앵커의 변위영향이 (식10)과 (식11)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식9)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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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M c

f

Sc

Sh

i

= f(1.25Sc + 0.25 Sh) = 팽창응력에 의한 허용응력범위, psi

= 열팽창에 의한 모멘트, in-lb; 지진으로 인한 앵커변위의 영향이 위에 언급하

였듯이 식(9)에서 제외되었다면 고려해야 한다.

= 표 NC/ND- 3611.2(e)-1에서 구한 응력감소계수

= 최소냉간온도에서의 기본재료의 허용응력, psi

= 최소열간온도에서의 기본재료의 허용응력, psi

= NC/ND-3673.2에서 구한 응력증대계수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식10) 및 (식11)에 포함시키는 대신 (식9)에서 지진앵커변위의

반을 포함시켜도 된다.

Sh(등급 2인 경우) = 고려대상하중에 일치하는 온도에서의 재료허용강도, psi

Sh(등급 3인 경우) = 설계온도에서의 재료허용강도, psi

Sy(등급 2인 경우) = 고려대상하중에 일치하는 온도에서의 재료항복강도, psi

Sy(등급 3인 경우) = 설계온도에서의 재료항복강도, psi

Do, t, MA, Z = (식8)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

열팽창응력의 경우 (식10) 또는 (식11)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열팽창 효과는 다음 요

건을 만족해야 한다.

iMc

Z
≤SA (식 10)

여기서,

압력, 무게 및 기타 지속하중과 열팽창효과는 식(11)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PDo

4tn
+

0.75iMA

Z
+

iMC

Z
≤ SA+Sh (식 11)

여기서 0.75i는 1.0 이상이다.

ASME 등급 2 및 3 배관의 가상파열과 누설위치에 사용하기 위해 추가응력을 계산한다.

이 응력은 위 (식9)와 (식10)의 효과를 합성한 것이다.

등급 C와 D 운전조건

등급 C 및 D 운전조건에 대해서는 각각 허용응력 2.25Sh( 단, 1.8Sy 이하)와 3.0Sh(단,

2.0Sy 이하)를 사용하여 (식 9)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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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합모멘트 하중 MB를 계산하는데 지진 또는 다른 이차효과로 인한 앵커변위효과

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시험조건

수압과 기압시험 조건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B 1PtD o

2tn
< 0.9 S y

B 1PtDo

4tn
+

B 2MA

Z
< 0.9 S y

P1 = 최대시험압력, psi

응력해석을 위한 식을 공식화함에 있어서, 다른 하중조건으로 인한 모멘트를 합성하기 위

해 특정 절차를 이용한다. 모멘트 합성에 관해서는 설계시방서에 상세히 기술된다.

- ASME B31.1 응력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응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식번호는 ASME B31.1의 Ⅱ장에서 사용하는 번호를 나타낸다.

설계압력 점검

공칭 배관 벽두께는 아래와 같이 ASME B31.1, 104.1.2항의 (식3)으로 계산한다.

tm=
PDo

2(SE-Py)
+A (식 3)

여기서,

지속하중에 의한 응력(SL)

압력과 하중 그리고 다른 지속적인 기계적 하중의 영향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SL =
PDo

4tn
+

0.75iMA

Z
≤ 1.0Sh (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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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P

Do

SE

y

A

= 최소요구벽두께, in

= 설계내압, psi

= 배관외경, in

= 설계온도에서의 내압 및 결합효율(또는 주조품질계수)로 인한 재료의 최대허

용응력, psi

= ASME B31.1의 표 104.1.2(A)에 근거한 계수

= ASME B31.1, 104.1.2항에 따라 설계시방서에 정의된 추가두께

tn

MA

Z

i

Sh

SL

P , Do

= 기기의 공칭벽두께, in

= 무게와 기타 지속하중으로 인해 단면적에 작용하는 합모멘트하중, in-lb

= 탄성계수, in3

= ASME B31.1 부록 D의 응력강도계수. 0.75i의 값은 1.0이상으로 해야 한다

= 설계온도에서의 기본재료의 허용응력

= 압력, 무게 및 기타 지속하중으로 인한 길이 방향응력의 합

= (식3)의 정의와 같음.

여기서,

등급 A 및 B 운전조건

압력, 하중 및 기타 지속적인 하중 그리고 지진과 같은 간헐적인 하중의 영향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PDO

4tn
+

0.75i
Z

(MA+MB) ≤ kSh (식 12)

여기서,

열팽창 응력에 대해서는 (식 13)의 필요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열팽창의 영향

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SB =
iMc
Z

≤SA + f(Sh-SL) (식 13)

등급 C 및 D 운전조건

등급 C 및 D 운전조건에 대해서는 각각 허용응력 1.8Sh 및 2.4Sh을 적용하여 (식 12)

를 만족해야 한다.

시험조건

수압시험 조건하에서의 응력은 다음 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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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B

P ,Do, t,

MA, Z

= 1.15; 운전시간의 10% 미만 동안 작용하는 간헐하중

= 1.20; 운전시간의 1% 미만 동안 작용하는 간헐하중

= 압력 및 유체의 과도상태와 방출/안전밸브의 하중에서 발생하는 추력과

지진등의 불규칙 하중에 의하여 단면적에 작용하는 모멘트, in-lb.

지진의 경우에는 값의 반을 사용한다. 지진에 의한 앵커의 변위영향이

(식13)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식12)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식13)에 포함시키는 대신(식12)에서 지진앵커변위의 반을 포함시켜도

된다.

= (식11)의 정의와 같음

SA

MC

f

SC

i, Z , Sh

= f(1.25Sc + 0.25Sh) = 팽창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범위

= 열팽창에 의한 합모멘트의 범위,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식12)에 미리

고려되지 않았다면 지진에 의한 앵커변위의 모멘트 영향도 포함시켜야

한다. in-lb

= ASME 31.1의 표 102.32의 응력감소계수

= 최소냉간온도에서의 재료의 허용응력, psi

= (식11)의 정의와 같음

Pt

D o

2tn
< 0.9S y

Pt

D0

4tn
+ 0.75

iMA

Z
≤ 0.9Sy

여기서,

P t = 최대 시험압력, psi

다른 부호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응력해석식을 만들 때에는 서로 다른 하중조건하에서의 모멘트를 합성하기 위해 특정한

절차를 이용한다. 모멘트의 합성에 관해서는 기술시방서에 상세히 기술된다.

나) 배관응력 및 배관지지물 해석에 사용되는 컴퓨터 코드

프로그램명 Version 설명

ADLPIPE V-10.0 열하중, 정하중 및 동하중을 받는 Safety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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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계통의 선형탄성해석용 프로그램

ANSYS V 7.0 열/열전달 및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다용도

유한요소 프로그램

CAESAR Ⅱ V-4.4 ASME B31.1에 근거한 3차원 배관계통의 선형 탄성해

석용 프로그램

4) 펌프 및 밸브의 운전성 보증

펌프는 설계압력의 150%에서 케이싱을 수압 시험해야 하고 총 생성수두, 유효 흡입수두

(NPSH)요건 및 기타 펌프/모터의 특성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포함하여 공장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성능시험을 하는 동안 진동도 측정한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펌프/모터의 제작자는 이들이 SSE 하중조건하에서 안전관련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안전관련 능동밸브는 아래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ASME Sec. Ⅲ의 요건에 따른 동체의 수압시험

(2) 보조시트와 주시트의 누설 시험

(3) 디스크 수압시험

(4) 설계차등압력 및 유량 발생시 요구한대로 밸브가 개폐됨을 검증하는 기능시험.

설치 후, 밸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상온 수압시험, 고온 기능시험, 그리고 주기적인

운전중 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 설비의 설계수명 동안 밸브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게 된다.

밸브들은 최소 벽두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응력해석 또는 표준 설계규칙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연장된 부착물이 있는 모든 능동밸브에 대해서는 연장구조물의 무게중심에 SSE 하

중과 같은 정적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 해석을 한다.

이 해석에서 허용되는 최대 응력한계는 해석대상 밸브의 해당 등급에 대해 ASME 코드

에서 규정한 값이다.

역지밸브 및 기타 소형밸브는 그 특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다음의 시험 및 해석으로 검정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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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착된 배관의 SSE 하중에 대한 응력해석

(2) 공장 수압시험

(3) 공장 시트누설시험

(4) 밸브의 성능보증을 위한 밸브의 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

기기들은 R.G 1.29에 따른 내진범주 I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내진검증은 해석

과 시험 또는 둘을 조합해서 수행해도 된다.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하는 하중조건

들은 열하중, 자중 및 배관노즐 말단하중을 포함한 지진하중들이다.

제작자는 배관노즐 말단하중을 포함한 열하중 및 자중과 동시에 1/2 SSE에 의해 발행하

는 정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와 SSE에 의한 정하중이 동시 작용할 경우에 대해 기기들이

관할경계내에서 구조적으로 적절함을 입증하게 된다.

고려대상인 0～33 ㎐ 범위내에서 기기들의 고유진동수를 결정한다.

부착된 조립품 및 부속물(예를 들어 기계적 또는 전기적 운전 및 구동장치)의 영향도 기

기의 고유진동수를 결정하는데 고려한다.

수학적 모델의 요소는 기기의 질량분포 및 강성도를 각각 대표하는 절점 및 부재들로 구

성된다. 이 모델은 규정된 하중하에서 고려되는 인자들(즉, 응력 및 변형)을 적절히 구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즉, 질량점의 개수).

열하중, 자중 및 동시에 작용하는 배관노즐 말단하중을 포함한 지진하중에 대해 응력, 스

트레인, 모멘트, 전단, 또는 변위등의 성분들을 평가한다. 간섭이 발생할 기능성이 있는 주요구

역의 변형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여 규정된 기기성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입증한다. 설명한

방법을 통해 계통내에 있는 펌프의 건전성 유지 및 밸브가 지진 중에도 운전될 수 있음을 검

정한다.

아.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검증

정상, 과도, 지진 및 사고시의 하중등 전반적 하중조건하에서 운전성 및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 및 전기 기기에 적용되는 시험, 해석, 절차, 허용기준 등을 기술하며 안

전관련(내진범주 Ⅰ)기기와 고장이 날 경우 안전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비안전관련기기

(내진범주 Ⅱ)가 이들 그룹에 해당된다.

안전관련 기기란 1) 냉각수압력경계의 건전성 유지 2)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3) 10CFR100의 소외선량 한계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들이다. 고장시 안전관련 기

기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비안전관련 기기는 내진범주 Ⅱ로 분류한다.

이들 두 그룹에 속하는 기계 및 전기장치의 예로는 펌프, 밸브, 밸브구동기, 솔레노이드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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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펌프모터, 계기랙, 압력스위치, 수위전송기 등이다.

1) 내진검증 기준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검증 및 동적검증은 시험, 해석, 시험과 해석의 조합 또는 경험

을 통해 수행한다. 규정된 절차에 따른 시험 및 해석에 의해 이미 검증을 받은바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이의 경험 자료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시험이나 해석을

대신할 수도 있다. 시험에 의한 내진검증 방법으로, 전기 계장은 IEEE Std. 344에 의하여 검증

된다. 펌프는 정적해석을 통하여 시방서에 기술된 하중 조건에서 축 및 모터가 정상 운전됨을

보이고, 최대 변형이 허용치 범위 이내에 있음을 검증한다. 밸브의 경우 Stem, Disc, Disc

support 등의 작동 부분이 내진하중 및 최대 노즐하중에 대하여 영구적 손상을 입지 않음을

보이고, Valve disc에 의하여 seat 또는 다른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음을 입증한다.

기능적 운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내진범주 Ⅰ 기기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며 검증코드는 IEEE Std. 344 및 USNRC Regulatory Guide-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를 적용한다.

구조적 건전성만을 입증하면 되는 내진범주 Ⅱ 기기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통해 그 성능을 입

증하며 검증코드는 ASME Section III를 적용한다. 내진등급 1 기기에 대한 목록은 표 1.6.11에

나타내었다.

가) 특정요건

A. 정적해석

등가적 정적 해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기기 및 부속물의 고유진동수

를 결정하고, 기기 및 부속물의 기본 진동수가 33㎐보다 크면 강체로 간주한다. 세 방향의 지

진파 입력(두 방향은 수평, 나머지 한 방향은 수직으로 하여 각각이 직각이 되도록 함)으로 인

한 하중은 기기의 질량과 응답스펙트럼의 최대 가속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으며, 하중은 기기

및 부속물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순화된 동적해석을 수행할 경우, 고유진동수를 구한 기기 및 부속물의 가속도는 응답스

펙트럼의 해당 가속도에 계수 1.5를 곱하여 구하고, 고유진동수가 알려지지 않은 기기 및 부속

물의 가속도는 응답스펙트럼의 최대 가속도에 계수 1.5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동적하중이

고려된 가속도는 기기 및 부속물의 질량과 곱하여 하중이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

여 정적해석을 수행한다.

세 방향으로부터의 영향을 계산한 결과는 제곱의 합들의 제곱근(SRSS)을 취함으로써 합

성한다. 수평 및 수직 지진가속도의 응답스펙트럼은 Seismic Qualification Requirement for

Seismic Category I Items(HAN-FL-E-080-DS-H012)의 Attachment S-2A에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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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적해석

1/2 SSE와 SSE 지진조건 모두에 대해 기기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동적해석은 고유진동

수와 모드응답(Model Response)를 계산하는 모드응답기법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세 방향의

지진파 입력 각각은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수학적 모델과 해석방법을 사용한다.

(1) 기기의 임계구역을 정한다.

(2) 여러 가지 기기 부품들의 중요성을 검사한다.

(3) 필요한 가정들과 함께 취급하기 용이한 모델을 정한다.

(4) 지지물 및/또는 부착물의 특성들을 작성하여 모델에 포함시킨다.

(5) 계통의 구조적 강성도를 어림하는데 필요한 질량들간의 연결부재의 특성을 정한다.

(6) 제시된 질량할당에 의해서 주요 또는 임계구역에서의 응력 및 변형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7) 계통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크기를 갖는 요소에 대해서는, 요소의 고유주파수를 구하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집중 질량을 갖는 요소로써 평가된다.

(8) 동적모델에서 적절한 개수의 질량점과 자유도를 사용하여 모든 적용가능한 구조물 및

기기의 응답을 결정한다. 질량점 수는 자유도를 하나 추가할 때 응답증가가 10% 이하이면 적

절하다고 판단한다. 아니면, 자유도 수를 진동수가 33Hz 보다 작은 모드수의 2배로 취해도 된

다.

(9) 모든 주요 모드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모드를 조사한다. 여기서 충분

하다 함의 판정기준은 모드를 추가할 때 응답증가가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응답스팩트럼 모드해석은 처음에 고유진동수(고유치 : Eigenvalue), 모드형상(고유벡터 :

Eigenvector) 및 기여계수(participation factor)를 계산함으로써 시작한다. 기기장착위치 및 감

쇠준위에 관련된 증폭된 응답스텍트럼은 모델의 각 질량점에서의 모드가속도를 계산하는데 입

력으로 사용한다. 모드해석을 통하여 얻은 모드별 유효질량과 입력값으로 사용된 모드가속도를

통하여 각각의 모드에 대한 모드관성력을 구하고 이를 모델에 정적으로 적용한다. 제시된 증폭

응답스펙트럼에 대해서 지진파의 각 방향은 독립적으로 즉, 수직, 횡축, 길이방향(기기의 수평

축을 따라)으로 평가한다. 계통 또는 기기의 최대 응답을 결정함에 있어서 응력, 스트레인, 모

멘트, 전단 또는 변위의 성분들을 사용해도 된다. 모드별 결과는 각 방향에 대해서 제곱들의

합의 제곱근(SRSS)으로 합성한다. 세 방향에 대한 결과는 다시 SRSS방법으로 합성한다.

각 모드의 진동수가 10% 내에 있는 근접모드의 합성에서는 US NRC RG 1.92에서 제시

한 그룹법, 10%법 또는 이중합산법을 사용하여 각 모드의 응답을 구한다.

고차진동수 모드응답의 합성에 관한 방법으로는 응답 스펙트럼의 가속도가 근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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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기 가속도(ZPA)가 되는 최소 진동수(33Hz) 이상인 모든 응답을 동일위상 응답으로 간주하

고, 모드 진동수가 영주기 가속도 이하인 모든 응답은 감쇠주기 응답으로 간주되어 US NRC

RG 1.92에 따라 합성된다. 이러한 응답은 최종적으로 SRSS방법으로 합성한다.

기기는 1/2 SSE 지진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모든 정상운전하중(또는 규정하였을 경우

설계하중)하에서도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SSE 지진하중 및 기타 규정된 동적하중

과 동시에 작용하는 모든 정상운전 하중에 대하여 안전기능 및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1/2 SSE와 SSE 두 조건에 대한 수평 및 수직 지진가속도 값은 Seismic

Qualification Requirement for Seismic Category I Items (HAN-FL-E-080-DS-H012)의

Attachment S-2A에 기술된다.

C. 감쇠해석 절차

응답 스펙트럼 곡선에 적용될 감쇠값의 선택은 제작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

라 운전조건 B에는 2%, 운전조건 C 및 D에서는 3%의 감쇠값을 적용한다. 만약 이러한 값보

다 높은 감쇠값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여러 가지 감쇠특성을 가진 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에 모드중첩법을 적용할 때에는 복합모

드감쇠값을 사용한다. 복합모드감쇠값은 구조물 각 부분의 질량 또는 강성에 따른 가중치를 감

쇠값에 적용합으로서 계산된다. 질량비례 또는 강성비례를 이용한 복합모드감쇠값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n = 요소의 수

βj = j 모드의 복합모드감쇠값

βi = i 번째 요소의 임계 감쇠값

φj = 모드 j의 모드형상벡터

[Mi] = i 번째 요소의 질량행렬

[M] = 구조물의 질량행렬

[Ki] = i 번째 요소의 강성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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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구조물의 강성행렬

직접적분법에서는 질량행렬 및 강성행렬에 비례하는 점성감쇠값을 사용하며 다음 식과 같

다.

[C] = α[M]+β[K]

여기서, [C]는 감쇠행렬이고, [K] 및 [M]은 강성행렬 및 질량행렬이다. α와 β값은 관심있는

진동수 구간의 감쇠값이 구조물의 감쇠값에 근접하도록 결정한다.

나)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설계

정상운전 및 사고와 같은 모든 환경하에서 안전관련계통의 기계 및 전기 기기가 적절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기기의 설치위치 및 기능에 따라 환경에 관한 설계

기준을 결정한다. 이들 기기는 그 기능이 발휘되도록 요구되는 시간동안 기기의 성능요건들을

충족시킬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1) 제1기기실(FTL Room#1), 제2기기실(FTL Room#2), 제어실 및 전기실에 위치한 안전

관련 계통의 기계 및 전기기기는 정상, 비정상 및 설계기준사고와 같은 모든 환경에서도 적절

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환경 속에서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

A. 제 1기기실 및 제 2기기실

(1) 정상환경조건(Normal Environment)

온도 40～150 ℉ (4.4～65.6 ℃)

압력 101.2 kPa, a

습도 20-90 %

방사선

a. 제 1기기실

- 유체 접촉기기 : 6.32 × 106 Rads for 20 years

- 유체 비접촉기기 : 3.14 × 106 Rads for 20 years

b. 제 2기기실

- LMP 배관 부착기기 : 1.0 × 106 Rads for 20 years

- LMP Letdown Monitor : 2.0 × 106 Rads for 20 years

- 복도설치기기 : 1.0 × 106 Rads for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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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 없음

침수 없음

(2) 비정상환경조건(Abnormal Environment - AOO)

온도 40～150 ℉ (4.4～65.6 ℃)

압력 101.2 kPa, a

습도 90 %

방사선 정상시 환경조건과 동일

살수 없음

침수 없음

(3) 사고환경조건(Accident Condition - DBE) - 제1기기실 만 적용

온도 273 ℉ (133.9 ℃)

압력 0.234 MPa (a)

습도 100 %

방사선 3.7 × 105 Rads

살수 없음

침수 없음

B. 제어실 및 전기실

온도 22～24 ℃

압력 대기압

습도 40～60 %

방사선 2.0 × 102 Rads for 20 years

살수 없음

침수 없음

FTL용 전기기기의 검증은 10CFR50.49을 따르며, 환경검증은 IEEE 323-1991을 따른다.

기계기기의 환경검증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10CFR50, GDC 1 및 4 그리고 부록 B(기

준Ⅲ, “설계관리” 및 ⅩⅤⅡ, “품질보증기록”)를 따른다.

A. 요구되는 운전시간을 포함하여 열악한 환경하에 있는 안전관련 기계기기의 구분

B. 이들 기기의 비금속부품들을 구분

C. 이들 기기에 대해 검증해야 하는 환경조건들을 구분

D. 비금속재질의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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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환경영향평가

설치위치 때문에 DBA 하에서도 환경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기는 안정된 환경

(정상 및 이상 운전조건) 하에 있다고 말한다. 이들 기기가 안정된 환경하에서 현저한 노화현

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들 기기는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준은 기계 및 전기 기기 모

두에 적용한다. 경험, 노화해석 또는 시험으로 예측한 수명이 설계수명보다 짧으면 이들 기기

는 운전성검증을 위한 검사계획 및 예방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정설비에 대한 상세

보수 및/검사계획은 특정기기별로 검증시험 및 해석결과에 따라 수립을 한다. 이러한 계획은

설비운전자 책임하에 수립, 운영된다.

열악한 환경내 기기의 노화

열악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구역에 있는 기기도 DBA 이전에는 안정된 환경하에 있게

된다. 이들 기기는 기기가 설계기준사고시에 파손될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노화기구를

찾아내는데 주력하여 노화해석을 한다. 기기를 현저히 노화시키는 기구를 찾게 되면 가속노화

계획 또는 주기적 부품교체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들 기구를 해석한다.

안전관련 계기 및 전기 기기의 검증, 시험 및 해석은 IEEE-323,1991에 따른다. 기계 기기

는 운전조건이 통상적으로 환경조건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환경조건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다. 기계기기의 운전요건 및 환경요건은 설계시방서에 모두 정의한다. 기기설

계자는 요건에 부합되는 광범위한 시험 및 장시간의 운전에 근거해서 재료들을 선택한다. 설

계에 대한 품질보증과 공정의 품질관리를 통해 기기가 특정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장한다. 또

한 설계회사 및 제작회사가 요건 준수를 인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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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Equipment Name Key Spec

HAN-FL-210-M-X001 Main Cooler

1. Type : Shell & Tube Heat Exchanger ,

2. Q'ty : 100% x 1EA

3. Capacity : 108.14 kW (for CANDU)

4. Flow rate

◇ Tube side : 1.920 kg/s

◇ Shell side : 1.621 kg/s

5. Operating Temperature

◇ Tube side :

Inlet / Outlet : 288.5 / 277.8 ℃

◇ Shell side :

Inlet/Outlet : 40 / 56 ℃

6. Design Pressure

◇ Tube side : 17.5 Mpa, a

◇ Shell side : 1.14 Mpa, a

7. Design Temperature

◇ Tube side : 350.0 ℃

◇ Shell side : 185.5 ℃

8. Shell I.D : 120 mm

9. Tube Length : 1,000 mm

HAN-FL-210-M-P002A &

P002B

Main cooling water

pump A /B

1. Type : Canned Motor Pump,

Centrifugal,Vertical

2. Q'ty : 100% x 2 EA

3. Flow rate : 146 ℓ/min

4. Suction Pressure : Max. 15.36 Mpa,g

5. Suction Temperature : 301 ℃

6. Design Pressure : 17.5 Mpa, a

7. Design Temperature : 355 ℃

8. Total Head : 150 m

9. NPSHa : 951 m(PWR), 504 m(CANDU)

HAN-FL-210-M-J003 Main heater

1. Type : Circulation Heater (Electrical)

2. Q'ty : 100% x 1EA

3. Design Pressure : 17.5 MPa a

4. Design Temperature : 350 ℃

5. Capacity : 166 kW

6. Flow rate : 1.6 kg/s

7. Inventory : Ref. 78.49ℓ(245KW)

HAN-FL-210-M-T004 Pressurizer

1. Type : CylindricalPressure Vessel, Vertical

2. Q'ty : 100% x 1EA

3. Vessel Volume : 116 ℓ

4. Design Pressure : 17.5 MPa a

5. Design Temperature : 355 ℃

HAN-FL-210-M-J005 Pressurizer heater

1. Design Pressure : 17.5 MPa a

2. Design Temperature : 355 ℃

3. Duty : 22 kW

4. 460V, 60Hz, 3 ph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1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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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Equipment Name Key Spec

HAN-FL-220-M-T001A &

T001B
Accumulator A/B

1. Type : CylindricalPressure Vessel

2. Q'ty : 2EA

3. Max. Working Pressure : 17.23 Mpa, a

4. Design Pressure : 17.23 Mpa, a (=2500 psi)

5. Design Temperature : 355 ℃ (=671℉)

6. Internal Diameter : 0.762 m

7. Height (Cylindrical Shell) : 2.896 m

8. Materials : STS 316

9. Nitrogen Gas Charging Pressure

- PWR : 15.3925 Mpa (a)

-CANDU : 10.48 Mpa (a)

HAN-FL-230-M-X001 ICL Heat exchanger

1. Type : Shell & Tube, Vertical

2. Q'ty : 100% x 1EA

3. Capacity : 195.85 kW (for CANDU)

4. Flow rate

◇ Tube side : 2.927 kg/s

◇ Shell side : 5.848 kg/s

5. Operating Temperature

◇ Tube side : Inlet / Outlet : 56 / 40 ℃

◇ Shell side : Inlet/Outlet : 5-32 / 13-40℃

6. Design Pressure

◇ Tube side : 1.14 Mpa, a

◇ Shell side : 1.14 Mpa, a

7. Design Temperature

◇ Tube side : 185.5 ℃

◇ Shell side : 185.5 ℃

HAN-FL-230-M-P002A &

P002B
ICL Pump A/B

1. Type : Centrifugal, In-line

2. Q'ty : 100% x 2EA

3. Flow Rate : 220ℓ/min

4. Total Head : 17 m

5. Suction Pressure : 0.27 Mpa,g

6. Design Pressure : 1.14 MPa a

7. Design Temperature : 90 ℃

8. NPSH av. : 27 m

HAN-FL-230-M-T003 Expansion tank

1. Type : Diaphragm

2. Q'ty : 100% x 1EA

3. Expansion Volume : 23 ℓ

4. Working Pressure : Max. 0.581 Mpa,g

5. Design Pressure : 1.14 MPa a

6. Design Temperature : 90 ℃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2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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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Equipment Name Key Spec

HAN-FL-240-M-X001
Purification

Interchanger

1. Type : Shell & Tube, Vertical

2. Q'ty : 100% x 1EA

3. Capacity : 27.68 kW (for PWR)

4. Flow rate

◇ Tube side : 0.07 kg/s

◇ Shell side : 0.07 kg/s

5. Operating Temperature

◇ Tube side : Inlet / Outlet : 300.97 / 220 ℃

◇ Shell side : Inlet/Outlet : 44 / 138.7℃

6. Design Pressure

◇ Tube side : 17.5 Mpa, a

◇ Shell side : 17.5 Mpa, a

7. Design Temperature

◇Tube side : 350 ℃

◇ Shell side : 350 ℃

HAN-FL-240-M-X002 Purification cooler

1. Type : Shell & Tube, Vertical

2. Q'ty : 100% x 1EA

3. Capacity : 80.20 kW (for PWR)

4. Flow rate

◇ Tube side : 0.07 kg/s

◇ Shell side : 1.20 kg/s

5. Operating Temperature

◇ Tube side : Inlet / Outlet : 300.97 / 44 ℃

◇ Shell side : Inlet/Outlet : 40 / 56 ℃

6. Design Pressure

◇ Tube side : 15.34 Mpa, g

◇ Shell side : 0.5 Mpa, g

7. Design Temperature

◇Tube side : 350 ℃

◇ Shell side : 185.5 ℃

HAN-FL-240-M-G003A &

G003B
Purification Filter A/B

1. Type : Reactor Coolant Filter,

Filter Cartridge Type

2. Q'ty : 100 % x 2EA

3. Flow Rate : 1.052 x 10-4 ㎥/sec (= 1.67 gpm)

4. Filter Element area : >1.02 m2

5. Filter Grade : 0.1 ㎛ abs.

6. Filter Size : ID. 150 mm, L 510 mm

HAN-FL-240-M-H004A & X004B Ion Exchanger A/B

1. Type : Mixed Bed Resin

2. Q'ty : 100 % x 2EA

3. Flow Rate : 1.052 x 10-4 ㎥/sec (= 1.67 gpm)

4. Active Resin Height : 610 mm

5. Resin Width(Vessel ID) : 300 mm

6. Resin Volume : 50 ℓ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3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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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Equipment Name Key Spec

HAN-FL-240-M-G005 Ion Exchanger Filter

1. Type : Reactor Coolant Filter, Filter Cartridge Type

2. Q'ty : 100 % x 1EA

3. Flow Rate : 1.052 x 10-4 ㎥/sec (= 1.67 gpm)

4. Filter Element area : >1.02 m2

5. Filter Grade : 0.1 ㎛ abs.

6. Filter Size : ID. 150 mm, L 510 mm

HAN-FL-240-M-T006 Degasifier

1. Type : Cylindrical Pressure Vessel

2. Q'ty : 1EA

3. Outdiameter : 482.6 mm (=19 inches)

4. Shell Height : 1,828.8 mm (= 72 inches)

5. Design Pressure : 1.138 kPa, g (=165 psig)

6. Design Temp. : 66 ℃ (=151 ℉)

HAN-FL-240-M-T008 Chemical addition tank

1. Type : Cylindrical Vessel

2. Q'ty : 1EA

3. Design Pressure : Atmospheric

4. Design Temperature : 66 ℃ (=151℉)

5. Internal Diameter : 610 m

6. Height (Cylindrical Shell) : 921 m

7. Materials : STS 316

HAN-FL-240-M-P009
Chemical addition metering

pump

1. Type : Metering pump (Plunger )

2. Q'ty : 100% x 1 EA

3. Flow rate : 1.052 x 10-4 ㎥/sec (= 1.67 gpm)

4. Max. Pumping Temperature : 66 ℃

5. Design Pressure : 1.14 Mpa, a

6. Total Head : 11 m

HAN-FL-240-M-P010 Purification return pump

1. Type : Metering pump (Plunger )

2. Q'ty : 100% x 1 EA

3. Flow rate : 1.052 x 10-4 ㎥/sec (= 1.67 gpm)

4. Max. Pumping Temperature : 66 ℃

5. Design Pressure : 17.5 Mpa, a

6. Total Head : 1640 m

HAN-FL-240-M-P011 Makeup water pump

1. Type : Centrifugal, In-line

2. Q'ty : 100% x 1 EA

3. Flow rate : 1.74 ㎥/hr (=7.66 gpm)

4. Max. Pumping Temperature : 66 ℃

5. Suction pressure : 29.62 m H2O

6. Discharge pressure : 13.1 m H2O

7. Total Head : 21.5 m (=70.5 ft)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4 of 25)



- 103 -

Equipment No. Equipment Name Key Spec

HAN-FL-250-M-T001 &

HAN-FL-250-M-RD001

Disposal tank & Rupture

Disc

1. Type : Cylindrical Pressure Vessel

2. Q'ty : 1EA

3. Max. Working Pressure : 1,138kPa, a

4. Design Pressure : 1,138 kPa, a (=165 psi)

5. Design Temperature : 355 ℃ (=671℉)

6. Internal Diameter : 1,219 mm (=48 inches)

7. Height (Cylindrical Shell) : 2.896 m

8. Materials : STS 316

9. Rupture Disc

- Size : 1 inch (= DN 25)

- Flange : 300# RF SW FLG

- Accessory : Alarm switch wire lead

HAN-FL-250-M-P002 Disposal pump

1. Type : Centrifugal, In-line

2. Q'ty : 100% x 1 EA

3. Flow rate : 117 ℓ/min

4. Max. Pumping temperature : Max. 100℃

5. Suction pressure : 0.044 Mpa,g

6. Total Head : 10 m

HAN-FL-250-M-T003 Moisture separator

1. Type of fluid : Moisture air

2. Flow : 50 CFM

3. Operating pressure : Max. 1.14 Mpa,a

4. Operating temperature : 60 ℃

5. Design Pressure : 1.14 MPa a

6. Design Temperature : 185.5 ℃

HAN-FL-250-M-P004 Sump pump

1. Type : Vertical, Centrifugal

2. Q'ty : 100% x 1 EA

3. Flow rate : 86.7 ℓ/min

4. Max. Pumping Temperature : Max.100 ℃

5. Total Head : 19 m

6. NPSH available : 9.2 m

HAN-FL-280-M-P001A & P001B
Penetration cooling water

pump A/B

1. Type : Canned Motor Pump, Centrifugal, Horizontal

2. Q'ty : 100% x 2 EA

3. Flow rate : 35 ℓ/min

4. Total Head : 10 m

5. Suction Pressure : Max. 0.85 kPa,g

6. Design Pressure : 1.14 MPa a

7. Design Temperature : 66 ℃

8. NPSH available : 14.3 m

HAN-FL-270-M-Z001
Portable Nitrogen Gas Bottle

& Booster

1. Type : Cylinder supply charging vessel or cylinder

2. Q'ty : 1EA

3. Gas to be boosted : Nitrogen

4. Inlet gas pressure : 12 Mpa,g

5. Inlet gas supplier : Gas bottle (47 liter)

6. Outlet gas pressure : 16.625Mpa,g -vessel

18 Mpa,g - Cylinder

7. Outlet gas charging volume : Max. 300 ℓ

8. Fill time : Max. 2 hour

9. Compressed air pressure : 620-865 kPa,g

10. Residual gas pressure : Max. 2.5 Mpa,g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5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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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Equipment Name Key Spec

HAN-FL-270-M-T002
High pressure nitrogen gas

supply system

1. Type : Gas Cylinder

2. Q'ty : 1EA

3. Max. gas pressure to service : 17 Mpa,a

4. Max. gas storage pressure : 18 Mpa,a

5. Nitrogen gas flow rate : Max. 50 SCFM

HAN-FL-270-M-T003
Low pressure nitrogen gas

supply system

1. Type : Gas Cylinder

2. Q'ty : As required

3. Max. gas pressure to service : 0.5 Mpa,a

4. Max. gas storage pressure : 12 Mpa,a

5. Nitrogen gas flow rate : Max. 50 SCFM

HAN-FL-270-M-T004
Low pressure hydrogen gas

supply system

1. Type : Gas Cylinder

2. Q'ty : As required

3. Max. gas pressure to service : 0.5 Mpa,a

4. Max. gas storage pressure : 12 Mpa,a

5. Nitrogen gas flow rate : Max. 50 SCFM

HAN-FL-290-M-K001 Monorail Hoist

1. Type : Monorail Hoist

2. Q'ty : 1EA

3. Capacity : 3 Ton

4. Required Hook Lift : Min. 2m

5. Travelling Length : Approx. 9.5m

6. Hoisting Speed : 4 m/min

7. Travelling Speed : 25m/min

HAN-FL-360-M-Z001
Gas Filling and Evacuation

Unit

1. Neon Gas Cylinder

a. Q'ty : 1EA

b. Charging Pressure : 1 Mpa(a)

c. Charging Volume : 30 Liter

d. Purity : 99.999%

2. Vacuum Pump

a. Q'ty : 1EA

b. Type : Dry Rotary Vane Pump

c. Capacity : 10 ℓ/min

d. Working Vacuum Degree :30 Torr abs.

e. Max. Vacuum : 15 Torr abs.

HAN-FL-731-M-C001 Packaged Air Conditioner

1. Type : High Head type

2. Q'ty : 1EA

3. Flow rate : 3,600 CMH

4. External Static Pressure : 20 mmAq

5. Capacity : 15,100 Kcal/hr

6. Refrigerant : R-22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6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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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SERVICE

PWR CANDU

MEASURING
RANGE

FLOW PRESS TEMP FLOW PRESS TEMP

kg/s ㎫(a) ℃ kg/s ㎫(a) ℃

HAN-FL-210-J- FE-042 MAIN COOLING WATER PUMP DISCH. FLOW 1.823 17.5 350 1.913 17.5 350 N/A

HAN-FL-681-J- FE-008 IPS INLET FLOW 1.84 17.5 350 1.874 17.5 350 N/A

HAN-FL-210-J- FT-042 MAIN COOLING WATER PUMP DISCH. FLOW 1.823 17.5 350 1.913 17.5 350 0 ~ 2.33 ㎏/s

HAN-FL-210-J- FT-022 IPS INLET FLOW 1.84 17.5 350 1.874 17.5 350 0 ~ 2.24 ㎏/s

HAN-FL-681-J- FT-008A IPS INLET FLOW (CHANNEL-1) 1.84 17.5 350 1.874 17.5 350 0 ~ 2.24 ㎏/s

HAN-FL-681-J- FT-008B IPS INLET FLOW (CHANNEL-2) 1.84 17.5 350 1.874 17.5 350 0 ~ 2.24 ㎏/s

HAN-FL-681-J- FT-008C IPS INLET FLOW (CHANNEL-3) 1.84 17.5 350 1.874 17.5 350 0 ~ 2.24 ㎏/s

HAN-FL-210-J- FO-061 PRESSURIZER VENT F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LS-053 PRESSURIZER LEVEL HIGH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LS-054 PRESSURIZER LEVEL HIGH-HIGH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LS-052 PRESSURIZER LEVEL 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LS-051 PRESSURIZER LEVEL LOW-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LT-055 PRESSURIZER LEVEL - A N/A 17.5 350 N/A 17.5 350 0 ~ 1800 mm

HAN-FL-210-J- LT-056 PRESSURIZER LEVEL - B N/A 17.5 350 N/A 17.5 350 0 ~ 1800 mm

HAN-FL-210-J- PS-047 MAIN COOLING WATER PUMP SUCT. PRESS 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PT-041 MAIN COOLING WATER PUMP DISCH. PRESS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210-J- PT-021 IPS INLET PRESS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681-J- PT-007A IPS INLET PRESS (CHANNEL-1)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681-J- PT-007B IPS INLET PRESS (CHANNEL-2)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681-J- PT-007C IPS INLET PRESS (CHANNEL-3)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210-J- PT-025 IPS OUTLET PRESS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210-J- PT-057 PRESSURIZER PRESS - A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210-J- PT-060 PRESSURIZER PRESS - B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210-J- TE-043 MAIN HEATER INLET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44 MAIN HEATER OUTLET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23 IPS INLET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24 IPS OUTLET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681-J- TE-009A IPS OUTLET TEMP (CHANNEL-1)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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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SERVICE

PWR CANDU

MEASURING
RANGE

FLOW PRESS TEMP FLOW PRESS TEMP

kg/s ㎫(a) ℃ kg/s ㎫(a) ℃

HAN-FL-681-J- TE-009B IPS OUTLET TEMP (CHANNEL-2)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681-J- TE-009C IPS OUTLET TEMP (CHANNEL-3)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26 M CW PSV-001A/002A TAIL PIPE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27 M CW PSV-001B/002B TAIL PIPE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45 M AIN COOLER INLET TEM 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58 PRESSURIZER VAPOR TEM 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59 PRESSURIZER LIQUID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46 M AIN COOLING PUMP SUCT. TEM 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62 PRESSURIZER VENT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E-063 PRESSURIZER PSV-003 TAIL PIPE TEMP N/A 17.5 350 N/A 17.5 350 0 ~ 500℃

HAN-FL-210-J- TW-043 M AIN HEATER INLET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44 M AIN HEATER OUTLET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23 IPS INLET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24 IPS OUTLET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681-J- TW-009A IPS OUTLET TEMP (CHANNEL-1)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681-J- TW-009B IPS OUTLET TEMP (CHANNEL-2)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681-J- TW-009C IPS OUTLET TEMP (CHANNEL-3)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26 M CW PSV-001A/002A TAIL PIPE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27 M CW PSV-001B/002B TAIL PIPE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45 M AIN COOLER INLET TEM 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58 PRESSURIZER VAPOR TEM 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59 PRESSURIZER LIQUID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46 M AIN COOLING PUMP SUCT. TEM 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62 PRESSURIZER VENT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10-J- TW-063 PRESSURIZER PSV-003 TAIL PIPE TEMP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FO-024
ECW ACCUMULATOR 'A' DOWNSTREAM FLOW FOR 
CANDU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FO-025 ECW ACCUMULATOR 'A' DOWNSTREAM FLOW FOR PWR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FO-034
ECW ACCUMULATOR 'B' DOWNSTREAM FLOW FOR 
CANDU

N/A 17.5 350 N/A 17.5 35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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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SERVICE

PWR CANDU

MEASURING
RANGE

FLOW PRESS TEMP FLOW PRESS TEMP

kg/s ㎫(a) ℃ kg/s ㎫(a) ℃

HAN-FL-220-J- FO-035 ECW ACCUMULATOR 'B' DOWNSTREAM FLOW FOR PWR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FO-036 ECW TO DISPOSAL TANK FLOW FOR CANDU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FO-037 ECW TO DISPOSAL TANK FLOW FOR CANDU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FO-041 ACCUM ULATOR PURGE F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 LSH-001A ACCUM ULATOR 'A' LEVEL HIGH N/A 17.5 355 N/A 17.5 355 N/A

HAN-FL-220- LSH-001B ACCUM ULATOR 'B' LEVEL HIGH N/A 17.5 355 N/A 17.5 355 N/A

HAN-FL-220-J- LS-001 ACCUM ULATOR 'A' LEVEL 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LS-011 ACCUM ULATOR 'B' LEVEL 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LS-002 ACCUM ULATOR 'A' LEVEL 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LS-012 ACCUM ULATOR 'B' LEVEL 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LS-003 ACCUM ULATOR 'A' LEVEL 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LS-013 ACCUM ULATOR 'B' LEVEL LOW N/A 17.5 350 N/A 17.5 350 N/A

HAN-FL-220-J- LT-022 ACCUM ULATOR 'A' LEVEL N/A 17.5 350 N/A 17.5 350 0 ~ 2900 mm

HAN-FL-220-J- LT-032 ACCUM ULATOR 'B' LEVEL N/A 17.5 350 N/A 17.5 350 0 ~ 2900 mm

HAN-FL-220-J- PT-023 ACCUM ULATOR 'A' PRESS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220-J- PT-033 ACCUM ULATOR 'B' PRESS N/A 17.5 350 N/A 17.5 350 0 ~ 25 ㎫

HAN-FL-230-J- PI-046 ICWP DISCH PRESS N/A 1.14 90 N/A 1.14 90 0 ~ 1.5 ㎫

HAN-FL-230-J- TE-042 ICL  HEAT EXCHANGER INLET C.W TEMP N/A 1.14 90 N/A 1.14 90 0 ~ 150℃

HAN-FL-230-J- TE-041 ICL HEAT EXCHANGER OUTLET C.W TEMP N/A 1.14 90 N/A 1.14 90 0 ~ 150℃

HAN-FL-230-J- TE-043 M CWP COOLER OUTLET TEMP N/A 1.14 90 N/A 1.14 90 0 ~ 150℃

HAN-FL-230-J- TE-044 PURIFICATION COOLER OUTLET TEMP N/A 1.14 90 N/A 1.14 90 0 ~ 150℃

HAN-FL-230-J- TE-045 ICWP DISCH TEM P N/A 1.14 90 N/A 1.14 90 0 ~ 150℃

HAN-FL-230-J- TW-042 ICL  HEAT EXCHANGER INLET C.W TEMP N/A 1.14 90 N/A 1.14 90 N/A

HAN-FL-230-J- TW-041 ICL HEAT EXCHANGER OUTLET C.W TEMP N/A 1.14 90 N/A 1.14 90 N/A

HAN-FL-230-J- TW-043 M CWP COOLER OUTLET TEMP N/A 1.14 90 N/A 1.14 90 N/A

HAN-FL-230-J- TW-044 PURIFICATION COOLER OUTLET TEMP N/A 1.14 90 N/A 1.14 90 N/A

HAN-FL-230-J- TW-045 ICWP DISCH TEM P N/A 1.14 90 N/A 1.14 90 N/A

HAN-FL-240-J- AE/AT-047 LETDOWN OXYGEN 0.07 1.14 60 0.073 1.14 60
0 ~ 20 ppb

0 ~ 20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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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SERVICE

PWR CANDU

MEASURING
RANGE

FLOW PRESS TEMP FLOW PRESS TEMP

kg/s ㎫(a) ℃ kg/s ㎫(a) ℃

HAN-FL-240-J- AE/AT-048 LETDOWN pH 0.07 1.14 60 0.073 1.14 60 0 ~ 14 pH

HAN-FL-240-J- AE/AT-049 LETDOWN CONDUCTIVITY 0.07 1.14 60 0.073 1.14 60
0 ~ 0.2 / 0 ~ 2
0 ~ 20 μS/㎝

HAN-FL-240-J- AE/AT-050 PURIFICATION CONDUCTIVITY 0.07 1.14 60 0.073 1.14 60
0 ~ 0.2 / 0 ~ 2
0 ~ 20 μS/㎝

HAN-FL-240-J- AE/AT-057 DEGASIFIER H2 GAS LEAKAGE N/A ATM 66 M/A ATM 66 0 ~ 100 %

HAN-FL-240-J- FE-041 LETDOWN FLOW 0.07 1.14 60 0.073 1.14 60 N/A

HAN-FL-240-J- FE-051 DEGASIFIER PURGE GAS FLOW 10ℓ/min 1.14 60 10ℓ/m in 1.14 60 N/A

HAN-FL-240-J- FE-075 M AKE-UP WATER FLOW 0.07 17.5 60 0.073 17.5 60 N/A

HAN-FL-240-J- FO-046 LETDOWN AND PURIFICATION FLOW RESTRICTION N/A 17.5 60 N/A 17.5 60 N/A

HAN-FL-240-J- FO-076 DEGASIFIER RECIRCULATION FLOW RESTRICTION N/A 17.5 60 N/A 17.5 60 N/A

HAN-FL-240-J- FO-077 LM P TO WDT FLOW RESTRICTION N/A 17.5 60 N/A 17.5 60 N/A

HAN-FL-240-J- FT-041 LETDOWN AND PURIFICATION FLOW 0.07 1.14 60 0.073 1.14 60 0 ~ 6 ℓ/m

HAN-FL-240-J- FT-051 DEGASIFIER PURGE GAS FLOW 10 ℓ/m 1.14 60 10 ℓ/m 1.14 60 0 ~ 15 ℓ/m

HAN-FL-240-J- FT-075 M AKE-UP WATER FLOW 0.07 17.5 60 0.073 17.5 60 0 ~ 50 ℓ/m

HAN-FL-240-J- LG-067 CHEMICAL ADDITION TANK LEVEL N/A ATM 60 N/A ATM 60 0 ~ 910 mm

HAN-FL-240-J- LS-068 CHEMICAL ADDITION TANK LEVEL LOW N/A ATM 60 N/A ATM 60 N/A

HAN-FL-240-J- LS-064 DEGASIFIER LEVEL LOW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LS-063 DEGASIFIER LEVEL LOW LOW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LS-065 DEGASIFIER LEVEL NORM AL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LS-062 DEGASIFIER LEVEL EXTREMELY LOW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LT-061 DEGASIFIER LEVEL N/A 1.14 60 N/A 1.14 60 0 ~ 1850 mm

HAN-FL-240-J- PDIS-052 PURIFICATION FILTER-G003A DIFF PRESS HIGH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PDIS-053 PURIFICATION FILTER-G003B DIFF PRESS HIGH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PDIS-054 ION EXCHANGER 'A' DIFF PRESS HIGH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PDIS-055 ION EXCHANGER 'B' DIFF PRESS HIGH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PDIS-056 PURIFICATION FILTER-G005 DIFF PRESS HIGH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PI-070 CHEMICAL ADDITION M ETERING PUM P DISCH PRESS N/A 1.14 60 N/A 1.14 60 0 ~ 1.5 ㎫

HAN-FL-240-J- PI-071 PURIFICATION RETURN PUM P SUCT PRESS N/A 1.14 60 N/A 1.14 60 0 ~ 1.5 ㎫

HAN-FL-240-J- PI-072 PURIFICATION RETURN PUM P DISCH PRESS N/A 17.5 60 N/A 17.5 60 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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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SERVICE

PWR CANDU

MEASURING
RANGE

FLOW PRESS TEMP FLOW PRESS TEMP

kg/s ㎫(a) ℃ kg/s ㎫(a) ℃

HAN-FL-240-J- PI-073 M AKEUP WATER PUM P SUCT PRESS N/A 1.14 60 N/A 1.14 60 0 ~ 1.5 ㎫

HAN-FL-240-J- PI-074 M AKEUP WATER PUM P DISCH PRESS N/A 1.14 60 N/A 1.14 60 0 ~ 1.5 ㎫

HAN-FL-240-J- PS-044 LETDOWN AND PURIFICATION PRESS HIGH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40-J- PT-042 PURIFICATION COOLER OUTLET PRESS N/A 17.5 60 N/A 17.5 60 0 ~ 25 ㎫

HAN-FL-240-J- PT-045 LETDOWN AND PURIFICATION PRESS N/A 1.14 60 N/A 1.14 60 0 ~ 1.5 ㎫

HAN-FL-240-J- PT-066 DEGASIFIER PRESS N/A 1.14 60 N/A 1.14 60 0 ~ 1.5 ㎫

HAN-FL-240-J- TS-043 PURIFICATION COOLER OUTLET TEMP HIGH N/A 17.5 60 N/A 17.5 60 N/A

HAN-FL-250- TS-002 PRESSURIZER PRESS RELIEF TEM P N/A 1.1 355 N/A 1.1 355 N/A

HAN-FL-250-J- AE/AT-045 DISPOSAL TANK H2 GAS LEAKAGE N/A ATM 66 N/A ATM 66 0 ~ 100 %

HAN-FL-250-J- LG-024 DISPOSAL TANK LEVEL N/A 1.14 350 N/A 1.14 350 0 ~ 2750 mm

HAN-FL-250-J- LS-045 WASTE SUM P LEVEL HIGH LOW N/A N/A N/A N/A N/A N/A N/A

HAN-FL-250-J- LS-026 DISPOSAL TANK LEVEL HIGH N/A 1.14 350 N/A 1.14 350 N/A

HAN-FL-250-J- LS-025 DISPOSAL TANK LEVEL LOW N/A 1.14 350 N/A 1.14 350 N/A

HAN-FL-250-J- LT-023 DISPOSAL TANK LEVEL N/A 1.14 350 N/A 1.14 350 0 ~ 2900 mm

HAN-FL-250-J- PI-042 DISPOSAL PUMP DISCH PRESS N/A 1.14 350 N/A 1.14 350 0 ~ 1.5 ㎫

HAN-FL-250-J- PI-046 WASTE SUM P PUMP DISCH PRESS N/A 1.14 350 N/A 1.14 350 0 ~ 1.5 ㎫

HAN-FL-250-J- PT-021 DISPOSAL TANK PRESS N/A 1.14 350 N/A 1.14 350 0 ~ 1.5 ㎫

HAN-FL-250-J- TE-022 DISPOSAL TANK TEM P N/A 1.14 350 N/A 1.14 350 0 ~ 250℃

HAN-FL-250-J- TW-022 DISPOSAL TANK TEM P N/A 1.14 350 N/A 1.14 350 N/A

HAN-FL-240- FE-002 PURGE GAS FLOW (TO WST) 20 1.1 185.5 20 1.1 185.5 N/A

HAN-FL-240- FT-002 PURGE GAS FLOW (TO WST) 20 1.1 185.5 20 1.1 185.5 0 - 30 ℓ/h

HAN-FL-260- AE-001A LM P SAMPLE STATION 2 PH 10.2 0.25 27 10.2 0.25 27 0 ~ 14 pH

HAN-FL-260- AE-001B LM P SAMPLE STATION 2 DO 10.2 0.25 27 10.2 0.25 27 0 ~ 20 ppb

HAN-FL-260- AE-001C LM P SAMPLE STATION 2 SC 10.2 0.25 27 10.2 0.25 27 0 ~ 10 μS/㎝

HAN-FL-260- AE-001D LM P SAMPLE STATION 2 CC 10.2 0.25 27 10.2 0.25 27 0 ~ 10 μS/㎝

HAN-FL-260- AE-002A LM P SAMPLE STATION 3 PH 10.2 0.25 27 10.2 0.25 27 0 ~ 14 pH

HAN-FL-260- AE-002B LM P SAMPLE STATION 3 DO 10.2 0.25 27 10.2 0.25 27 0 ~ 20 ppb

HAN-FL-260- AE-002C LM P SAMPLE STATION 3 SC 10.2 0.25 27 10.2 0.25 27 0 ~ 10 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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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SERVICE

PWR CANDU

MEASURING
RANGE

FLOW PRESS TEMP FLOW PRESS TEMP

kg/s ㎫(a) ℃ kg/s ㎫(a) ℃

HAN-FL-260- AE-002D LM P SAMPLE STATION 3 CC 10.2 0.25 27 10.2 0.25 27 0 ~ 10 μS/㎝

HAN-FL-260- AE-003A LM P & WST SAM PLE STATION N2H4 10.2 0.25 27 10.2 0.25 27 0 ~ 200 ppb

HAN-FL-260- AE-003B LM P & WST SAM PLE STATION SO 10.2 0.25 27 10.2 0.25 27 0 ~ 1000 ppb

HAN-FL-260- AE-003C WST SAMPLE STATION 4 PH 10.2 0.25 27 10.2 0.25 27 0 ~ 14 pH

HAN-FL-260- AE-003D WST SAMPLE STATION 4 DO 10.2 0.25 27 10.2 0.25 27 0 ~ 20 ppb

HAN-FL-260- AE-003E WST SAMPLE STATION 4 SC 10.2 0.25 27 10.2 0.25 27 0 ~ 10 μS/㎝

HAN-FL-260- AE-003F WST SAMPLE STATION 4 CC 10.2 0.25 27 10.2 0.25 27 0 ~ 10 μS/㎝

HAN-FL-260- FG-001B LM P SAMPLE STATION 2 CHILLED WTR FLOW N/A N/A N/A N/A N/A N/A N/A

HAN-FL-260- FG-002B LM P SAMPLE STATION 3 CHILLED WTR FLOW N/A N/A N/A N/A N/A N/A N/A

HAN-FL-260- FG-003B WST SAMPLE STATION 4 CHILLED WTR FLOW N/A N/A N/A N/A N/A N/A N/A

HAN-FL-260- FI-001 LM P SAMPLE STATION 2 FLOW 10.2 0.25 27 10.2 0.25 27 0 ~ 15 ℓ/h

HAN-FL-260- FI-002 LM P SAMPLE STATION 3 FLOW 10.2 0.25 27 10.2 0.25 27 0 ~ 15 ℓ/h

HAN-FL-260- FI-003 WST SAMPLE STATION 4 FLOW 10.2 0.25 27 10.2 0.25 27 0 ~ 15 ℓ/h

HAN-FL-260-J- LS-041 SAM PLE PANEL DRAIN TANK LEVEL N/A N/A N/A N/A N/A N/A N/A

HAN-FL-260- LS-002 WST SAMPLING WASTE WATER TANK LEVEL N/A N/A N/A N/A N/A N/A N/A

HAN-FL-260- PI-001 LM P SAMPLE STATION 2 PRESS 10.2 0.25 27 10.2 0.25 27 0 ~ 1.5 ㎫

HAN-FL-260- PI-002 LM P SAMPLE STATION 3 PRESS 10.2 0.25 27 10.2 0.25 27 0 ~ 0.6 ㎫

HAN-FL-260- PI-003 WST SAMPLE STATION 4 PRESS 10.2 0.25 27 10.2 0.25 27 0 ~ 0.6 ㎫

HAN-FL-260- PI-004 CHILLER PUMP DISCH PRESS 10.2 0.25 27 10.2 0.25 27 0 ~ 0.6 ㎫

HAN-FL-260-J- PI-042 LM P SAMPLE RETURN PUM P DISCH PRESS N/A 1.1 60 N/A 1.1 60 0 ~ 1.5 ㎫

HAN-FL-260- PI-006 WST SAMPLE RETURN PUMP DISCH PRESS N/A 1.1 185.5 N/A 1.1 185.5 0 ~ 1.5 ㎫

HAN-FL-260-J- TE-043 SAM PLING SYSTEM CHILLED WATER TEMP N/A N/A 25 N/A N/A 25 0 ~ 50℃

HAN-FL-260-J- TW-043 SAM PLING SYSTEM CHILLED WATER TEMP N/A N/A 25 N/A N/A 25 N/A

HAN-FL-260- TI-001 LM P SAMPLE STATION 2 TEM P 10.2 0.25 27 10.2 0.25 27 0 ~ 50℃

HAN-FL-260- TI-002 LM P SAMPLE STATION 3 TEM P 10.2 0.25 27 10.2 0.25 27 0 ~ 50℃

HAN-FL-260- TI-003 WST SAMPLE STATION 4 TEMP 10.2 0.25 27 10.2 0.25 27 0 ~ 50℃

HAN-FL-260- TI-004 CHILLED WATER RETURN TEMP 10.2 0.25 27 10.2 0.25 27 0 ~ 50℃

HAN-FL-260-J- AE-044 PURGE H2 SAM PLE GAS N/A N/A N/A N/A N/A N/A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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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SERVICE

PWR CANDU

MEASURING
RANGE

FLOW PRESS TEMP FLOW PRESS TEMP

kg/s ㎫(a) ℃ kg/s ㎫(a) ℃

HAN-FL-260-J- AE-045 PURGE O2 SAMPLE GAS N/A N/A N/A N/A N/A N/A 0 ~ 25 %

HAN-FL-260- FI-004A SAM PLE STATION 6 PURGE GAS FLOW 90 0.15 40 90 0.15 40 0 ~ 150 ℓ/h

HAN-FL-260- FI-004B H2 ANALYZER INLET SAMPLE GAS FLOW 90 0.15 40 90 0.15 40 0 ~ 150 ℓ/h

HAN-FL-260- FI-004C O2 ANALYZER INLET SAMPLE GAS FLOW 90 0.15 40 90 0.15 40 0 ~ 150 ℓ/h

HAN-FL-270- PI-001 N2 GAS BOTTLE-1 OUTLET PRESS N/A 20 60 N/A 20 60 0 ~ 30 ㎫

HAN-FL-270- PI-002 N2 GAS BOTTLE-2 OUTLET PRESS N/A 17.5 355 N/A 17.5 355 0 ~ 25 ㎫

HAN-FL-270- PI-003 H2 GAS BOTTLE OUTLET PRESS N/A 17.5 355 N/A 17.5 355 0 ~ 25 ㎫

HAN-FL-270- PT-001 ACCUM ULATOR INLET N2 GAS PRESS N/A 20 60 N/A 20 60 0 ~ 30 ㎫

HAN-FL-280-J- PT-042 PCW PUMP 'A' DISCH PRESS N/A 1.14 60 N/A 1.14 60 0 ~ 1.5 ㎫

HAN-FL-280-J- PT-043 PCW PUMP 'B' DISCH PRESS N/A 1.14 60 N/A 1.14 60 0 ~ 1.5 ㎫

HAN-FL-280-J- PS-044 PCW PUMP DISCH PRESS LOW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80-J- TE-041 PENETRATION COOLING WATER TEMP N/A 1.1 60 N/A 1.1 60 0 ~ 100℃

HAN-FL-230- TE-002 FTL ROOM 1 PENETRATION WATER TEM P - 2 N/A 1.1 60 N/A 1.1 60 0 ~ 100℃

HAN-FL-230- TE-003 FTL ROOM 1 PENETRATION WATER TEM P - 3 N/A 1.1 60 N/A 1.1 60 0 ~ 100℃

HAN-FL-230- TE-004 FTL ROOM 1 PENETRATION WATER TEM P - 4 N/A 1.1 60 N/A 1.1 60 0 ~ 100℃

HAN-FL-280-J- TW-041 PENETRATION COOLING WATER TEMP N/A 1.14 60 N/A 1.14 60 N/A

HAN-FL-280-J- ME-045 PCW ISALATION VALVE LEAKAGE N/A ATM 66 N/A ATM 66 0 ~ 100%

HAN-FL-360-J- PI-046 FILLING AIR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360-J- PI-047 INTERSPACE FILLING AIR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360-J- PT-041 "O"'R ING INTERSPACE-OUTER VESSEL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360-J- PT-042 "O"'R ING INTERSPACE-INNER VESSEL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360-J- PT-043 "O"'R ING INTERSPACE-OUTER ASSEM BLY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360-J- PT-044 HOT LEG INTERSPACE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360-J- PT-045 COLD LEG INTERSPACE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681-J- PT-011A
IPS GAP (INNER/OUTER VESSEL INTERSPACE) PRESS 
(CHANNEL-1)

N/A 1.0 66 N/A 1.0 66 0 ~ 2㎫

HAN-FL-681-J- PT-011B
IPS GAP (INNER/OUTER VESSEL INTERSPACE) PRESS 
(CHANNEL-2)

N/A 1.0 66 N/A 1.0 66 0 ~ 2㎫

HAN-FL-681-J- PT-011C
IPS GAP (INNER/OUTER VESSEL INTERSPACE) PRESS 
(CHANNEL-3)

N/A 1.0 66 N/A 1.0 66 0 ~ 2㎫

HAN-FL-678- RE-041 LETDOWN LINE RADIOACTIVE CONCENTRATION N/A N/A N/A N/A N/A N/A 0 ~ 104 μCi/㎖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13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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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SERVICE

PWR CANDU

MEASURING
RANGE

FLOW PRESS TEMP FLOW PRESS TEMP

kg/s ㎫(a) ℃ kg/s ㎫(a) ℃

HAN-FL-678-J- RE-042 ICL RADIATION N/A N/A N/A N/A N/A N/A 0 ~ 1.0 μCi/㎖
HAN-FL-678-J- RE-043 M CW PRESSURE BOUNDARY RADIATION N/A N/A N/A N/A N/A N/A 0 ~ 10-1 μCi/㎖

HAN-FL-678- RE-004 FTL CONTROL ROOM AIRBORNE RADIATION ACTIVITY N/A N/A N/A N/A N/A N/A 0 ~ 10-1 μCi/㎖
HAN-FL-678-J- RE-045 FTL I&C ROOM  AREA RADIATION N/A N/A N/A N/A N/A N/A 0 ~ 103 Sv/hr

HAN-FL-678-J- RE-046 FTL ROOM #2 AREA RADIATION N/A N/A N/A N/A N/A N/A 0 ~ 104 Sv/hr

HAN-FL-678-J- RE-047 FTL ROOM #2 AIRBORNE RADIATION ACTIVITY N/A N/A N/A N/A N/A N/A 0 ~ 10-1 μCi/㎖

HAN-FL-751-J- PI-042 COMPRESSED INSTRUM ENT AIR SUPPLY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751-J- PT-041 COMPRESSED INSTRUM ENT AIR SUPPLY PRESS N/A 1.0 66 N/A 1.0 66 0 ~ 2㎫

HAN-FL-731-J- TE-043 FTL ROOM #1 TEMP N/A 0.3 100 N/A 0.3 100 0 ~ 150℃

HAN-FL-731-J- TW-043 FTL ROOM #1 TEMP N/A 0.3 100 N/A 0.3 100 N/A

HAN-FL-731-J- PIS-010A FTL ROOM #1 PRESSURE (-R) N/A 0.3 100 N/A 0.3 100 N/A

HAN-FL-731-J- PIS-010B FTL ROOM #1 PRESSURE (-W) N/A 0.3 100 N/A 0.3 100 N/A

HAN-FL-731-J- LS-041 FTL ROOM #1 LEVEL ABNORMAL (-R) N/A 0.3 100 N/A 0.3 100 N/A

HAN-FL-731-J- LS-042 FTL ROOM #1 LEVEL ABNORMAL (-W) N/A 0.3 100 N/A 0.3 10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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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15 of 25)

VALVE NO. Valve name Q'TY

MATERIAL CODE &

BODY DISC SEAT STANDARD

HAN-FL-210-P-V001
MAIN COOLING PUMP-A DISCHARG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002
MAIN COOLING PUMP-A DISCHARG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003
MAIN COOLING PUMP-B DISCHARG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004
MAIN COOLING PUMP-B DISCHARG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005 PV-041 BYPASS (PZR UPSTREAM) VENDOR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011 MAIN COOLING PUMP-A SUCTION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012 MAIN COOLING PUMP-B SUCTION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021 PRESSUERIZER N2 GAS LIN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201
TEST FIRST BLOCK FOR MAIN COOLING 
PUMP DISCHARG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202
TEST SECOND BLOCK FOR MAIN 
COOLING PUMP DISCHARG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211
TEST FIRST BLOCK FOR MAIN COOLING 
PUMP SUCTIO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212
TEST SECOND BLOCK FOR MAIN 
COOLING PUMP SUCTIO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301 PT-041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302 FT-042 ROOT OF FE-042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303 FT-042 ROOT OF FE-042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311 PT-021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12 PT-007A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13 PT-007B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14 PT-007C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21 FT-022 ROOT OF FE-008 UP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22 FT-008A ROOT OF FE-008 UP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23 FT-008B ROOT OF FE-008 UP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24 FT-008C ROOT OF FE-008 UP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31 FT-022 ROOT OF FE-008 DOWN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32 FT-008A ROOT OF FE-008 DOWN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33 FT-008B ROOT OF FE-008 DOWN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34 FT-008C ROOT OF FE-008 DOWN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41 PT-025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351 PS-047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361
LSH-053 UPPER SIDE ROOT OF 
PRESSURIZ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362
LSH-053 LOWER SIDE ROOT OF 
PRESSURIZ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363
LT-056 UPPER SIDE ROOT OF 
PRESSURIZ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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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NO. Valve name Q'TY

MATERIAL CODE &

BODY DISC SEAT STANDARD

HAN-FL-210-P-V364
LT-056 LOWER SIDE ROOT OF 
PRESSURIZ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365 PT-057 & PT-060 ROOT OF PRESSURIZ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401 PSV-003 OUTLET LINE LOWEST DRAI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402
SOV-042 DOWNSTREAM LINE LOWEST 
DRAI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10-P-V403
PSV-001A, -002A OUTLET LINE LOWEST 
DRAIN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V404
PSV-001B, -002B OUTLET LINE LOWEST 
DRAIN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AOV003 AOV003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AOV004 AOV004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AOV005 AOV005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AOV006 AOV006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PSV001A MCW SYSTEM : PSV001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PSV001B MCW SYSTEM : PSV001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PSV002A MCW SYSTEM : PSV002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PSV002B MCW SYSTEM : PSV002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10-P-PSV003 MCW SYSTEM : PSV003 VENDOR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20-P-V003
BOUBLE BLOCK VALVE EXPANSION 
CHECK FOR ACCUMULATOR-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013
BOUBLE BLOCK VALVE EXPANSION 
CHECK FOR ACCUMULATOR-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021 N2 BLOCK FOR ACCUMULATOR-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022 N2 BLOCK FOR ACCUMULATOR-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023
N2 GAS CHECK FOR ACCUMULATOR-A & 
B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20-P-V301
LT-022 UPPER SIDE ROOT OF 
ACCUMULATOR-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302
LT-022 LOWER SIDE ROOT OF 
ACCUMULATOR-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303 PT-023 ROOT OF ACCUMULATOR-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304
FILL CONN. FIRST ROOT OF 
ACCUMULATOR-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305
FILL CONN. SECOND ROOT OF 
ACCUMULATOR-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311
LT-032 UPPER SIDE ROOT OF 
ACCUMULATOR-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312
LT-032 LOWER SIDE ROOT OF 
ACCUMULATOR-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313 PT-023 ROOT OF ACCUMULATOR-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314
FILL CONN. FIRST ROOT OF 
ACCUMULATOR-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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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NO. Valve name Q'TY

MATERIAL CODE &

BODY DISC SEAT STANDARD

HAN-FL-220-P-V315
FILL CONN. SECOND ROOT OF 
ACCUMULATOR-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V401 SYSTEM LOW POINT DRAIN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PSV001A ECW SYSTEM : PSV001A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20-P-PSV001B ECW SYSTEM : PSV001B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30-P-V001
ICW RETURN LINE BLOCK FOR MAIN 
COOL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02 TV-042 UPSTREAM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03 TV-042 DOWNSTREAM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05 ICL HEAT EXCHANGER UPSTREAM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11 ICL PUMP SUCTION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12 ICL PUMP SUCTION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13 EXPANSION TANK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14
ICL HEAT EXCHANGER DOWNSTREAM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21 ICW PUMP-A DISCHARG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22 ICW PUMP-A DISCHARG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23 ICW PUMP-B DISCHARG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24 ICW PUMP-B DISCHARG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26
ICW SUPPLY LINE BLOCK FOR MAIN 
COOL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31
ICW RETURN LINE BLOCK FOR MCW 
PUMP-A COOL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32
ICW RETURN LINE BLOCK FOR MCW 
PUMP-B COOL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33
ICW RETURN COMMON LINE BLOCK FOR 
MCW PUMP-A & B COOL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41
ICW RETURN BLOCK FOR PURIFICATION 
COOLER (ROOM 1)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42
ICW RETURN BLOCK FOR PURIFICATION 
COOLER (ROOM 2)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51
EXIST DEMIN. WATER LINE  
(722-1"-L012-HGD)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61
ICW SUPPLY BLOCK FOR MC PUMP-A 
COOL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62
ICW SUPPLY BLOCK FOR MC PUMP-B 
COOL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071
ICW SUPPLY BLOCK FOR PURIFICATION 
COOL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201 TEST FOR ICW PUMP SUCTIO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202 TEST FOR ICW PUMP DISCHARG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301 PI-046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311 PI-051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321 PI-054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322 FT-055 ROOT OF FE-055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323 FT-055 ROOT OF FE-055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401 DRAIN FOR ICW PUMP SUCTIO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411 DRAIN FOR ICW FE-055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V501 VENT FOR ICW PUMP DISCHARG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30-P-PSV001 ICL SYSTEM : PSV001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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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L-230-P-PSV002 ICL SYSTEM : PSV002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1 AE-047, 048 & 049 UPST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2 AE-047, 048 & 049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3 AE-047, 048 & 049 BYPASS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4 M-G003A FILTER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5 M-G003A FILTER DRAI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6 M-G003B FILTER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7 M-G003B FILTER DRAI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8 SAMPLING STATION - 1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09 SAMPLING RETURN LIN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11 N2 LINE BLOCK FOR M-G003A FILT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12 N2 LINE BLOCK FOR M-G003B FILT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21 M-H004A EXCHANGER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23 M-H004B EXCHANGER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25 M-G005 FILTER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26 M-G005 FILTER DRAI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27
M-G003A FILTER BLOCK TO M-G005 
FILT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28
M-G003B FILTER BLOCK TO M-G005 
FILT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31 M-G005 FILTER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32 M-G005 FILTER DOWNSTREAM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33 AE-050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34 AE-050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35 AE-050 BYPASS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36 N2 LINE BLOCK FOR M-G005 FILT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37 SAMPLING STAITION - 2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41
PURIFICATION RETURN PUMP DISCHARG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42
PURIFICATION RETURN PUMP DISCHARGE 
RECIRCULATIO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43
MAKE UP WATER PUMP DISCHARGE LIN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44
PURIFICATION INTERCHANGER FIRST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45
PURIFICATION INTERCHANGER SECOND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51 PRURIFICATIOIN INTERCHARGER INLE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52 PRURIFICATIOIN INTERCHARGER OUTLE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53 DEGASIFIER N2, H2 GAS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61 EXIST DEMIN. WATER LIN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62 EXIST DEMIN. WATER LIN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63
CHEMICAL ADDITION TANK DEMIN. WATER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71
MAKEUP WATER PUMP DISCHARGE LIN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72
MAKEUP WATER PUMP DISCHARGE LIN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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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NO. Valve name Q'TY

MATERIAL CODE &

BODY DISC SEAT STANDARD

HAN-FL-240-P-V081
CHEMICAL ADDTION TANK DOWNSTREAM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91
CHEMICAL ADDITION METERING PUMP 
DISCHARGE LIN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092
CHEMICAL ADDITION METERING PUMP 
DISCHARGE LIN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01 DEGASIFIER DISPOSAL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02 DISPOSAL BLOCK FV-051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03 DISPOSAL BLOCK FV-051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04 SAMPLE STATION - 6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11 H2 GAS PV-046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12 H2 GAS PV-046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21 N2 GAS PV-045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22 N2 GAS PV-045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31 RESIN COLLETION UNIT BLOCK - C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132 RESIN COLLETION UNIT CHECK - C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01 PT-042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11 PS-044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12 PT-045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13 FT-041 ROOT OF FE-041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14 FT-041 ROOT OF FE-041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21 PDIS-052 OF M-G003A FILTER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22
PDIS-052 OF M-G003A FILTER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23 PDIS-053 OF M-G003B FILTER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24
PDIS-053 OF M-G003B FILTER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31
PDIS-054 ROOT OF M-H004A ION 
EXCHANGERS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32
PDIS-054 ROOT OF M-H004A ION 
EXCHANGERS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33
PDIS-055 ROOT OF M-H004B ION 
EXCHANGERS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34
PDIS-055 ROOT OF M-H004B ION 
EXCHANGERS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41 PDIS-056 OF M-G005 FILTER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42
PDIS-056 OF M-G005 FILTER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51 PT-066 ROOT OF DEGASIFIE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52
LT-061 ROOT OF DEGASIFIER UPPER 
SID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53
LT-061 ROOT OF DEGASIFIER LOWER 
SID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61 PI-071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62 PI-070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71 PI-072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72 FT-075 ROOT OF FE-075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82
LG-067 ROOT OF CHEMICAL ADDITION 
TANK LOWER SID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91 PI-073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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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L-240-P-V392 PI-074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93 FT-051 ROOT OF FE-051 UP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94 FT-051 ROOT OF FE-051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401 CHEMICAL ADDTION TANK DRAI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501 M-G003A FILTER VEN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502 M-G003B FILTER VEN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505 M-G005 FILTER VEN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PSV001 LMP SYSTEM : PSV001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PSV002 LMP SYSTEM : PSV002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01
DISPOSAL PUMP DISCHARGE CHECK 

FOR HANARO LOWER LEVEL RADWASTE 
SYSTE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73 FT-075 ROOT OF FE-075 DOWNSTREAM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40-P-V381
LG-067 ROOT OF CHEMICAL ADDITION 

TANK UPPER SID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02 SAMPLING - STATION 3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03 EXISTING DEMIN. WATER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04
DOUBLE BLOCK VALVE EXPANSION 

CHECK FOR DISPOSAL TANK 
DOWNSTREAM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011
DISPOSAL TANK MANIFOLD - 1 FIRST 

CHECK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012
DISPOSAL TANK MAINFOLD - 1 SECOND 

CHECK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021
DISPOSAL TANK MAINFOLD - 2 FIRST 

CHECK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022
DISPOSAL TANK MAINFOLD - 2 SECOND 

CHECK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031
DISPOSAL TANK OUTLET BLOCK FOR 

MOISTURE SEPARATOR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61
ROOM #2 SUMP PUMP DISCHARGE 

CHE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62
ROOM #2 SUMP PUMP RECIRCULATION 

LIN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63 COONECTION BOX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64
DISPOSAL PUMP DISCHARGE BLOCK TO 

CONNECTION BOX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65 COONECTION BOX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066 SAMPLING STAITION - 4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201
TEST BLOCK FOR DISPOSAL PUMP 

SUCTIO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202
TEST BLOCK FOR DISPOSAL PUMP 

DISCHARG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301 PI-042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302 PI-046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50-P-V311 PT-021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312
LS-026 ROOT OF DISPOSAL TANK 

UPPER SIDE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313
LS-026 ROOT OF DISPOSAL TANK 

LOWER SIDE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401 PSV OUTLET LINE LOWEST DRAIN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50-P-V402 PSV OUTLET LINE LOWEST DRAIN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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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L-280-P-V014
PENETRATION COOLING PUMP - B 
DISCHARGE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80-P-V041 WASTE TANK RV CHARGE LINE CHECK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280-P-V201
TEST FOR PENTRATION COOLING PUMP - 
A & B SUCTION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80-P-V202
TEST FOR PENTRATION COOLING PUMP - 
A & B DISCHARG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80-P-V301 PT-042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80-P-V302 PT-043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280-P-V311 PS-044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360-P-V001
NEON GAS FIRST BLOCK FOR 
INNER/OUTER VESSEL INTERFAC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360-P-V011
NEON GAS SECOND BLOCK FOR 
INNER/OUTER VESSEL INTERFACE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360-P-V311 PT-011A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360-P-V312 PT-011B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360-P-V313 PT-011C ROOT 1
SA-182 
F316

STL STL ASME SEC.III

HAN-FL-360-P-V501 HVAC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360-P-PSV001
IPS INTERSPCE GAS FILLING & 
MONITORING SYSTEM : PSV001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31-P-AOV041 AOV041 1
A-351 

GR.CF8M
STL STL ASME B31.1

HAN-FL-731-P-AOV042 AOV042 1
A-351 

GR.CF8M
STL STL ASME B31.1

HAN-FL-731-P-AOV043 AOV043 1
A-351 

GR.CF8M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11 HAN-FL-230-J-TV-042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12 HAN-FL-230-J-TV-041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13 SPAR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21 HAN-FL-240-J-FV-051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22 HAN-FL-240-J-LV-043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23 HAN-FL-240-J-LV-042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24 HAN-FL-240-J-PV-045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25 HAN-FL-240-J-PV-046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26 SPAR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1 HAN-FL-210-P-AOV-006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2 HAN-FL-210-P-AOV-005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3 HAN-FL-210-P-AOV-004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4 HAN-FL-210-P-AOV-003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5 HAN-FL-210-J-FV-002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6 HAN-FL-731-P-AOV043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7 SPAR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8 HAN-FL-210-J-FV-041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39 HAN-FL-240-J-PV-041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41 HAN-FL-210-J-FV-001 IA BLOCK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42 SPARE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43 HAN-FL-731-P-AOV041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044 HAN-FL-731-P-AOV042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301 PT-041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HAN-FL-751-P-V302 PI-042 ROOT 1 A-182 F316 STL STL ASME B31.1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21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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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EIS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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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L-210-J-FV-001 MCW RECIRCULATION FLOW CONTROL
NNS

(NON 1E
CLASS)

Ⅱ T A182 F316 GLOBE

HAN-FL-210-J-FV-002 MCW FLOW CONTROL
NNS

(NON 1E
CLASS)

Ⅱ T A182 F316 GLOBE

HAN-FL-210-J-PV-041 PRESSURIZER SPRAY CONTROL
NNS

(NON 1E
CLASS)

Ⅱ T A182 F316 GLOBE

HAN-FL-230-J-TV-041 ICL H/E SECONDARY C.W TEMP CONTROL
NNS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GLOBE

HAN-FL-230-J-TV-042 ICL H/E INLET C.W TEMP CONTROL
NNS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GLOBE

HAN-FL-240-J-FV-041 LETDOWN FLOW CONTROL
NNS

(NON 1E
CLASS)

Ⅱ T A182 F316 GLOBE

HAN-FL-240-J-FV-051 DEGASIFIER PURGE GAS FLOW CONTROL
NNS

(NON 1E
CLASS)

NONE T A182 F316 GLOBE

HAN-FL-240-J-LV-042 PURIFICATION RETURN FLOW CONTROL
NNS

(NON 1E
CLASS)

NONE T A182 F316 GLOBE

HAN-FL-240-J-LV-043 DEGASIFIER LEVEL CONTROL
NNS

(NON 1E
CLASS)

NONE T A182 F316 GLOBE

HAN-FL-240-J-PV-045 DEGASIFIER INLET N2 GAS CONTROL
NNS

(NON 1E
CLASS)

NONE T A182 F316 GLOBE

HAN-FL-240-J-PV-046 DEGASIFIER INLET H2 GAS CONTROL
NNS

(NON 1E
CLASS)

NONE T A182 F316 GLOBE

HAN-FL-360-J-PCV-041 IPS INTERSPACE FILLING AIR PRESS
CONTROL

NNS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GLOBE

HAN-FL-210-J-SOV-042 PRESSURIZER VENT ISO. VALVE
NNS

(NON 1E
CLASS)

Ⅱ T A182 F316 2-WAY

HAN-FL-210-J-SOV-043 PRESSURIZER N2 GAS SUPPLY ISO. VALVE
NNS

(NON 1E
CLASS)

Ⅱ T A182 F316 2-WAY

HAN-FL-220-J-SOV-001 ACC-A DISCH ISO. VALVE (AR) - A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02 ACC-A DISCH ISO. VALVE (AR) - B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03 ACC-A DISCH ISO. VALVE (AG) - A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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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L-220-J-SOV-004 ACC-A DISCH ISO. VALVE (AG) - B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05 ECW ISO. VALVE (AR) - A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06 ECW ISO. VALVE (AR) - B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11 ACC-B DISCH ISO. VALVE (BR) - A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12 ACC-B DISCH ISO. VALVE (BR) - B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13 ACC-B DISCH ISO. VALVE (BG) - A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14 ACC-B DISCH ISO. VALVE (BG) - B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15 ECW ISO. VALVE (BG) - A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16 ECW ISO. VALVE (BG) - B
CLASS 1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21 ACCUMULATOR N2 GAS SUPPLY ISO.
VALVE

CLASS 2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20-J-SOV-041 MOISTURE SEPARATOR N2 GAS SUPPLY
ISO. VALVE

NNS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2-WAY

HAN-FL-240-J-SOV-044 MAKEUP DEMIN. WTR ISO. VALVE
NNS

(NON 1E
CLASS)

NONE T A182 F316 2-WAY

HAN-FL-240-J-SOV-047 DEGASIFIER PURGE BYPASS ISO. VALVE
NNS

(NON 1E
CLASS)

NONE T A182 F316 2-WAY

HAN-FL-250-J-SOV-021 WASTE DISPOSAL ISO. VALVE (-R)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50-J-SOV-022 WASTE DISPOSAL ISO. VALVE (-G)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50-J-SOV-023 DISPOSAL PUMP SUCTION ISO. VALVE (-R)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50-J-SOV-024 DISPOSAL PUMP SUCTION ISO. VALVE (-G)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50-J-SOV-025 DISPOSAL TANK INLET N2 GAS ISO. VALVE
(-R)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50-J-SOV-026 DISPOSAL TANK INLET N2 GAS ISO. VALVE
(-G)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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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L-681-J-P001~P003 FTL Protection Panels 3 EA N/A 1E

HAN-FL-681-J-P004, P005 FTL Safety Control Panels 2 EA N/A 1E

HAN-FL-681-J-P006 FTL Safety Indicator Panel 1 EA N/A 1E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24 of 25)

TAG NO. SERVICE

CODE
CLASS

(SAFETY
CLASS)

SEISMIC
CLASS

QUALITY
CLASS

MATERIAL TYPE

HAN-FL-250-J-SOV-027 GAS SAMPLE STATION 5 INLET N2 ISO.
VALVE (-R)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50-J-SOV-028 GAS SAMPLE STATION 5 INLET N2 ISO.
VALVE (-G)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50-J-SOV-043 DISPOSAL TANK RECIRCULATION WATER
ISO. VALVE

NNS
(NON 1E
CLASS)

NONE T A182 F316 2-WAY

HAN-FL-250-J-SOV-044 DISPOSAL TANK INLET DEMIN. WATER ISO.
VALVE

NA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2-WAY

HAN-FL-250-J-SOV-045 WASTE DISPOSAL ISO. VALVE
NNS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2-WAY

HAN-FL-250-J-SOV-046 WASTE SUMP ISO. VALVE
NNS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2-WAY

HAN-FL-280-J-SOV-021 PCWP DISCH ISO. VALVE (-R)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80-J-SOV-022 PCWP DISCH ISO. VALVE (-G)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80-J-SOV-023 PCWP SUCT ISO. VALVE (-R)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280-J-SOV-024 PCWP SUCT ISO. VALVE (-G)
CLASS 3

(1E CLASS)
Ⅰ Q SA182 F316 2-WAY

HAN-FL-678-J-SOV-041 ICL. RAD. MONITOR INLET WATER ISO.
VALVE

NNS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2-WAY

HAN-FL-678-J-SOV-042 MCW PRESSURE BOUNDARY RADIATION
INLET AIR ISO. VALVE

NNS
(NON 1E
CLASS)

NONE S A182 F316 2-WAY

표 1.6.2 FTL 기기 및 계기목록 (25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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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조건 설계하중조합
(1)

설계

등급 A (정상)
(2)

등급 B (이상)
(2)

등급 C (비상)

등급 D (사고)

PD + DW

PO + DW

PO + DW

PO + DW + DE

PO + DW + SSE + DF

기기 응력한계
(1)

기기지지물 응력한계
(2)

설계

등급 A (정상)

등급 B (이상)

등급 C (비상)

등급 D (사고)

NB-3221, NB-3231

NB-3222, NB-3232

NB-3223, NB-3233

NB-3224, NB-3234

NB-3225, NB-3235

NF-3221 or NF-3321, and NF-3225

NF-3221 or NF-3321, and NF-3225

NF-3221 or NF-3321, and NF-3225

NF-3221 or NF-3321, and NF-3225

NF-3221 or NF-3321, and NF-3225

표 1.6.5 ASME 코드 등급 1,2 및 3 기기의 하중 조합

주:

1) PD = 설계압력

PO = 운전압력

DW = 사하중

SSE = 안전정지지진

DE = 비상조건하에서 계통의 동하중

DF = 배관파열시 계통의 동하중

2) ASME Sec.Ⅲ 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열적 과도상태 및 온도구배 등 기타 하중을

열거한 하중을 발생시키는 1차응력에 추가하여 고려해야 한다. OBE는 기기 피로 평

가 시에 고려한다.

표 1.6.6 ASME 등급 1 기기 및 기기지지물의 응력한계

주 :

1) 열거한 응력한계는 능동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에 대해 ASME Sec.Ⅲ 및 해당 부록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적용한다. 능동기기는 설계조건에 대해서는 NB-3221 및 NB-3231의 응력한계를,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NB-3222 및 NB-3232의 응력한계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2) 사고조건하에서의 하중에 대해서 등급 기기를 지지하는 NF 지지물의 두 부재를 연결하는 하중경로

에 있는 볼트는 인장응력을 0.7Su 또는 Sy중 작은 값 미만으로 제한한 마찰형결합부에 대한 ASME

코드의 부록 XVI에 따라 설계한다.

3) 응력한계는 ASME Sec.Ⅲ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적용하며 RG 1.124 및 1.130에 따라 수정한다. 기기

의 표준지지물은 NF-3280의 한계를 적용하여 설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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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등급 응력한계*

설계 및 등급 A
σm ≤ 1.0 S

(σm 또는 σL) + σb ≤ 1.5 S

등급 B
σm ≤ 1.1 S

(σm 또는 σL) + σb ≤ 1.65 S

등급 C
σm ≤ 1.5 S

(σm 또는 σL) + σb ≤ 1.8 S

등급 D
σm ≤ 2.0 S

(σm 또는 σL) + σb ≤ 2.4 S

운전등급 응력한계
*

Pmax**

설계 및 등급 A σm ≤ S 1.0

(σm 혹은 σL) + σb ≤ 1.5S

등급 B σm ≤ 1.1S 1.1

(σm 혹은 σL) + σb ≤ 1.65S

등급 C σm ≤ 1.5S 1.2

(σm 혹은 σL) + σb ≤ 1.8S

등급 D σm ≤ 2.0S 1.5

(σm 혹은 σL) + σb ≤ 2.4S

표 1.6.7 안전관련 ASME 등급 2 및 3 용기의 응력기준

* 응력한계는 ASME Sec.Ⅲ, Subsec. NC/ND의 표 3321-1에 규정된 값이다.

표 1.6.8 ASME 등급 2 및 3 비능동펌프와 펌프지지대의 응력기준

* 펌프설계의 타당성을 위해 요구되는 이러한 응력한계는 펌프의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 최대압력은 표에 있는 Pmax 값에 설계압력을 곱한 값을 초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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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등급 응력한계
*(1～4)

Pmax
**(5)

설계 및 등급 A σm ≤ 1.0S 1.0

(σm or σL) + σb ≤ 1.5S

B급 σm ≤ 1.1S 1.1

(σm or σL) + σb ≤ 1.65S

C급 σm ≤ 1.5S 1.2

(σm or σL) + σb ≤ 1.8S

D급 σm ≤ 2.0S 1.5

(σm or σL) + σb ≤ 2.4S

운전등급 응력한계
*

PMAX**

설계 및 등급 A ASME Sec, III 1.0

NC-3500 및 ND-3500

B급 σm ≤ 1.1S 1.1

(σm or σL) + σb ≤ 1.50S

C급 σm ≤ 1.2S 1.2

(σm or σL) + σb ≤ 1.65S

D급 σm ≤ 1.2S 1.5

(σm or σL) + σb ≤ 1.8S

표 1.6.9 ASME Code Class 2와 3 비능동밸브의 응력기준

주 :

1. 주조품질계수는 1.0으로 한다.

2. 밸브설계의 타당성을 위해 요구되는 이러한 응력한계는 밸브의 적절한 작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 이 표에 기재된 설계요건은 밸브 디스크, 스템, 시트링 및 몸체외 보넷 내에 있는 기타 밸브

부품들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이러한 규칙은 Safety relief valves에는 적용할 수 없다.

5. 최대압력은 표의 Pmax에 있는 값에 설계압력 또는 적용가능한 운전온도에서의 정격압력을 곱

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1.6.10 등급 2와 3 능동밸브의 응력기준

표 1.6.9의 주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 능동밸브에 대해 규정한 응력한계는 ASME Sec.Ⅲ의 한계 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운전등

급 D(막응력 + 굽힘응력)인 경우, 응력은 1.8S를 초과해도 되지만 재료항복응력 미만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변위가 기기의 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형해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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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1 FTL 내진등급 I 기기 목록(1 of 5)

Equipment No. Equipment Name 기기공급자

HAN-FL-220-M-T001A &

T001B
Accumulator A/B Joseph Oat Corp.

HAN-FL-250-M-T001 Waste disposal tank Joseph Oat Corp

HAN-FL-681-J-P001~P003 FTL Protection Panels 현대중공업

HAN-FL-681-J-P004, P005 FTL Safety Control Panels 현대중공업

HAN-FL-681-J-P006
FTL Safety Indicator

Panels
현대중공업

HAN-FL-220-J-SOV-001 ACC-A DISCH ISO. VALVE (AR) - A TARGET ROCK

HAN-FL-220-J-SOV-002 ACC-A DISCH ISO. VALVE (AR) - B TARGET ROCK

HAN-FL-220-J-SOV-003 ACC-A DISCH ISO. VALVE (AG) - A TARGET ROCK

HAN-FL-220-J-SOV-004 ACC-A DISCH ISO. VALVE (AG) - B TARGET ROCK

HAN-FL-220-J-SOV-005 ECW ISO. VALVE (AR) - A TARGET ROCK

HAN-FL-220-J-SOV-006 ECW ISO. VALVE (AR) - B TARGET ROCK

HAN-FL-220-J-SOV-011 ACC-B DISCH ISO. VALVE (BR) - A TARGET ROCK

HAN-FL-220-J-SOV-012 ACC-B DISCH ISO. VALVE (BR) - B TARGET ROCK

HAN-FL-220-J-SOV-013 ACC-B DISCH ISO. VALVE (BG) - A TARGET ROCK

HAN-FL-220-J-SOV-014 ACC-B DISCH ISO. VALVE (BG) - B TARGET ROCK

HAN-FL-220-J-SOV-015 ECW ISO. VALVE (BG) - A TARGET ROCK

HAN-FL-220-J-SOV-016 ECW ISO. VALVE (BG) - B TARGET ROCK

HAN-FL-220-J-SOV-021 ACCUMULATOR N2 GAS SUPPLY ISO. VALVE TARGET ROCK

HAN-FL-250-J-SOV-021 WASTE DISPOSAL ISO. VALVE (-R) TARGET ROCK

HAN-FL-250-J-SOV-022 WASTE DISPOSAL ISO. VALVE (-G) TARGET ROCK

HAN-FL-250-J-SOV-023 DISPOSAL PUMP SUCTION ISO. VALVE (-R) TARGET ROCK

HAN-FL-250-J-SOV-024 DISPOSAL PUMP SUCTION ISO. VALVE (-G) TARGET ROCK

HAN-FL-250-J-SOV-025 DISPOSAL TANK INLET N2 GAS ISO. VALVE (-R) TARGET ROCK

HAN-FL-250-J-SOV-026 DISPOSAL TANK INLET N2 GAS ISO. VALVE (-G) TARGET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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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Equipment Name 기기공급자

HAN-FL-250-J-SOV-027 GAS SAMPLE STATION 5 INLET N2 ISO. VALVE (-R) TARGET ROCK

HAN-FL-250-J-SOV-028 GAS SAMPLE STATION 5 INLET N2 ISO. VALVE (-G) TARGET ROCK

HAN-FL-280-J-SOV-021 PCWP DISCH ISO. VALVE (-R) TARGET ROCK

HAN-FL-280-J-SOV-022 PCWP DISCH ISO. VALVE (-G) TARGET ROCK

HAN-FL-280-J-SOV-023 PCWP SUCT ISO. VALVE (-R) TARGET ROCK

HAN-FL-280-J-SOV-024 PCWP SUCT ISO. VALVE (-G) TARGET ROCK

HAN-FL-210-P-V311 PT-021 Root 현대건설

HAN-FL-210-P-V312 RT-007A Root 현대건설

HAN-FL-210-P-V313 RT-007B Root 현대건설

HAN-FL-210-P-V314 RT-007C Root 현대건설

HAN-FL-210-P-V321 FT-022 Root of FE-008 up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322 FT-008A Root of FE-008 up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323 FT-008B Root of FE-008 up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324 FT-008C Root of FE-008 up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331 FT-022 Root of FE-008 down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332 FT-008A Root of FE-008 down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333 FT-008B Root of FE-008 down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334 FT-008C Root of FE-008 down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341 FT-008C Root of FE-008 downstream 현대건설

HAN-FL-210-P-V403 PSV-001A, -002A Outlet line lowest drain 현대건설

HAN-FL-210-P-V404 PSV-001B, -002B Outlet line lowest drain 현대건설

HAN-FL-210-P-AOV003 AOV003
CURTISS-

WIGHT

HAN-FL-210-P-AOV004 AOV004
CURTISS-

WIGHT

HAN-FL-210-P-AOV005 AOV005
CURTISS-

WIGHT

HAN-FL-210-P-AOV006
AOV006

CURTISS-

WIGHT

HAN-FL-210-P-PSV001A MCW System: PSV001A 현대건설

표 1.6.11 FTL 내진등급 I 기기 목록(2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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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Equipment Name 기기공급자

HAN-FL-210-P-PSV001B MCW System: PSV001B 현대건설

HAN-FL-210-P-PSV002A MCW System: PSV002A 현대건설

HAN-FL-210-P-PSV002B MCW System: PSV002B 현대건설

HAN-FL-220-P-V003 Bubble block valve expansion check for Accumulator-A 현대건설

HAN-FL-220-P-V013 Bubble block valve expansion check for Accumulator-B 현대건설

HAN-FL-220-P-V021 N2 block for Accumulator-A 현대건설

HAN-FL-220-P-V022 N2 block for Accumulator-B 현대건설

HAN-FL-220-P-V301 LT-022 Upper side root of Accumulator-A 현대건설

HAN-FL-220-P-V302 LT-022 Lower side root of Accumulator-A 현대건설

HAN-FL-220-P-V303 PT-023 Root of Accumulator-A 현대건설

HAN-FL-220-P-V304 Fill conn. first root of Accumulator-A 현대건설

HAN-FL-220-P-V305 Fill conn. second root of Accumulator-A 현대건설

HAN-FL-220-P-V311 LT-032 Upper side root of Accumulator-B 현대건설

HAN-FL-220-P-V312 LT-032 Lower side root of Accumulator-B 현대건설

HAN-FL-220-P-V313 PT-023 Root of Accumulator-B 현대건설

HAN-FL-220-P-V314 Fill conn. first root of Accumulator-B 현대건설

HAN-FL-220-P-V315 Fill conn. second root of Accumulator-B 현대건설

HAN-FL-220-P-V401 System low point drain 현대건설

HAN-FL-220-P-PSV001A ECW system: PSV001A 현대건설

HAN-FL-220-P-PSV001A ECW system: PSV001B 현대건설

HAN-FL-250-P-V004
Double block valve expansion check for disposal tank

downstream
현대건설

HAN-FL-250-P-V011 Disposal tank manifold-1 first check 현대건설

HAN-FL-250-P-V012 Disposal tank manifold-1 second check 현대건설

HAN-FL-250-P-V021 Disposal tank manifold-2 first check 현대건설

HAN-FL-250-P-V022 Disposal tank manifold-2 second check 현대건설

HAN-FL-250-P-V311 PT-021 Root 현대건설

HAN-FL-250-P-V312 LS-026 Root of disposal tank upper side 현대건설

HAN-FL-250-P-V313 LS-026 Root of disposal tank lower side 현대건설

표 1.6.11 FTL 내진등급 I 기기 목록(3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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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Equipment Name 기기공급자

HAN-FL-250-P-V401 PSV outlet line lowest drain 현대건설

HAN-FL-250-P-V402 PSV outlet line lowest drain 현대건설

HAN-FL-280-P-V041 Waste tank RV charge line check 현대건설

HAN-FL-360-P-V011 Neon gas second block for inner/outer vessel interface 현대건설

HAN-FL-360-P-V311 PT-011A Root 현대건설

HAN-FL-360-P-V312 PT-011B Root 현대건설

HAN-FL-360-P-V313 PT-011C Root 현대건설

HAN-FL-681-J-FE-008 IPS INLET FLOW 현대건설

HAN-FL-681-J-FT-008A PS INLET FLOW (CHANNEL-1) 현대건설

HAN-FL-681-J-FT-008B IPS INLET FLOW (CHANNEL-2) 현대건설

HAN-FL-681-J-FT-008C IPS INLET FLOW (CHANNEL-3) 현대건설

HAN-FL-681-J-PT-007A IPS INLET PRESS (CHANNEL-1) 현대건설

HAN-FL-681-J-PT-007B IPS INLET PRESS (CHANNEL-2) 현대건설

HAN-FL-681-J-PT-007C IPS INLET PRESS (CHANNEL-3) 현대건설

HAN-FL-681-J-TE-009A IPS OUTLET TEMP (CHANNEL-1) 현대건설

HAN-FL-681-J-TE-009B IPS OUTLET TEMP (CHANNEL-2) 현대건설

HAN-FL-681-J-TE-009C IPS OUTLET TEMP (CHANNEL-3) 현대건설

HAN-FL-210-J-TW-023 IPS INLET TEMP 현대건설

HAN-FL-210-J-TW-024 IPS OUTLET TEMP 현대건설

HAN-FL-681-J-TW-009A IPS OUTLET TEMP (CHANNEL-1) 현대건설

HAN-FL-681-J-TW-009B IPS OUTLET TEMP (CHANNEL-2) 현대건설

HAN-FL-681-J-TW-009C IPS OUTLET TEMP (CHANNEL-3) 현대건설

HAN-FL-210-J-TW-026 MCW PSV-001A/002A TAIL PIPE TEMP 현대건설

HAN-FL-210-J-TW-027 MCW PSV-001B/002B TAIL PIPE TEMP 현대건설

HAN-FL-220-J-FO-024 ECW ACCUMULATOR 'A' DOWNSTREAM FLOW FOR CANDU 현대건설

HAN-FL-220-J-FO-025 ECW ACCUMULATOR 'A' DOWNSTREAM FLOW FOR PWR 현대건설

HAN-FL-220-J-FO-034 ECW ACCUMULATOR 'B' DOWNSTREAM FLOW FOR CANDU 현대건설

HAN-FL-220-J-FO-035 ECW ACCUMULATOR 'B' DOWNSTREAM FLOW FOR PWR 현대건설

HAN-FL-220-J-FO-036 ECW TO DISPOSAL TANK FLOW FOR CANDU 현대건설

HAN-FL-220-J-FO-037 ECW TO DISPOSAL TANK FLOW FOR CANDU 현대건설

표 1.6.11 FTL 내진등급 I 기기 목록(4 of 5)



- 130 -

Equipment No. Equipment Name 기기공급자

HAN-FL-220-J-LS-001 ACCUMULATOR 'A' LEVEL LOW 현대건설

HAN-FL-220-J-LS-011 ACCUMULATOR 'B' LEVEL LOW 현대건설

HAN-FL-220-J-LS-002 ACCUMULATOR 'A' LEVEL LOW 현대건설

HAN-FL-220-J-LS-012 ACCUMULATOR 'B' LEVEL LOW 현대건설

HAN-FL-220-J-LS-003 ACCUMULATOR 'A' LEVEL LOW 현대건설

HAN-FL-220-J-LS-013 ACCUMULATOR 'B' LEVEL LOW 현대건설

HAN-FL-250-J-TW-022 DISPOSAL TANK TEMP 현대건설

HAN-FL-681-J-PT-011A
IPS GAP (INNER/OUTER VESSEL INTERSPACE) PRESS

(CHANNEL-1)
현대건설

HAN-FL-681-J-PT-011B
IPS GAP (INNER/OUTER VESSEL INTERSPACE) PRESS

(CHANNEL-2)
현대건설

HAN-FL-681-J-PT-011C
IPS GAP (INNER/OUTER VESSEL INTERSPACE) PRESS

(CHANNEL-3)
현대건설

HAN-FL-731-J-PIS-010A FTL ROOM #1 PRESSURE (-R) 현대건설

HAN-FL-731-J-PIS-010B FTL ROOM #1 PRESSURE (-W) 현대건설

표 1.6.11 FTL 내진등급 I 기기 목록(5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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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매 제작

1. 노외공정설비(OPS) 기계 및 배관분야 구매제작

노외공정설비의 상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기계분야 기기의 구매패키지를 표2.1.1

과 같이 분류하였다. 구매패키지는 기기의 유사성, 직접구매/설치공사업체구매, 내자/외

자에 따라서 분류되었다. 기기는 설치공사업체의 계약 후 설치공사가 시작되기 이전

또는 공사 기간 동안 공급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1과 같이 기계 및 배

관 분야의 주요 기기는 모두 연구원이 직구매 및 관리하여 시공사에 공급하였다. 주요

기기로는 열교환기류(주냉각기 외 3종), 정화기기류(정화필터 외 7종), 캔형 펌프류

(주냉각펌프 외 1종)이다. 모든 기계류는 국내제작으로 구매 발주되었다. 표 2.1.2는

기계분야 주요 기기의 사양 을 나타내며, 표 2.1.3은 주가열기의 주요 구성을 나타낸다.



- 132 -

구매 패키지 세부 기기
안전등급/
내진범주/
품질등급

수량

(set)
구매 방식

열교환기

Main Cooler NNS/ II/ T 1 직접구매

ICL Heat Exchanger N/A/ Non/ S 1 직접구매

Purification Interchanger NNS/ II/ T 1 직접구매

Purification Cooler NNS/ II/ T 1 직접구매

정화기기

Purification Filter A/B NNS/ Non/ T 2 직접구매

Ion Exchanger Filter NNS/ Non/ T 1 직접구매

Ion Exchanger A/B NNS/ Non/ T 2 직접구매

Filter Handling Cask NNS/ Non/ T 1 직접구매

Working Shield Plug NNS/ Non/ T 1 직접구매

Cask Transporter NNS/ Non/ S 1 직접구매

Filter Handling Tool NNS/ Non/ S 1 직접구매

캔드 펌프

Main Cooling Pump A/B NNS/ II/ T 2 직접구매

Penetration Cooling Pump A/B NNS/ II/ T 2 직접구매

가압기 Pressurizer NNS/ II/ T 1 직접구매

히터 Main Heater NNS/ II/ T 1 직접구매

원심펌프

ICL Pump A/B N/A/ Non/ S 2 직접구매

Disposal Pump NNS/ Non/ T 1 직접구매

플런저펌프

Chemical Addition
Metering Pump NNS/ II/ T 1 직접구매

Purification Return Pump NNS/ Non/ T 1 직접구매

가스공급기기

Gas Supply System N/A/ Non/ S 1 직접구매

IPS Interspace Gas
Filling & Monitoring NNS/ Non/ T 1 직접구매

도급기기류

Moisture Separator NNS/ II/ T 1 설치공사업체 공급

Expansion Tank N/A/ Non/ S 1 설치공사업체 공급

Sump Pump NNS/ Non/ T 1 설치공사업체 공급

Monorail Hoist N/A/ Non/ S 1 설치공사업체 공급

Packaged Air Conditioner N/A/ Non/ S 1 설치공사업체 공급

배관류
배관, 피팅, 지지대 및
매뉴얼 밸브 _ 각 1 설치공사업체 공급

표 2.1.1 기계분야 구매 패키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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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패키지
세부 기기

안전등급/

내진범주/

품질등급

수량

(ST)
주요 사양

열

교

환

기

Main Cooler NNS/II/T 1

- Type : Shell & Tube

- Capacity : 108.14 kW (for CANDU)

- Flow rate : Tube side 1.920 kg/s, Shell side 1.621 kg/s

- Design Pressure : Tube side 17.5 Mpa, a, Shell side 1.14 Mpa, a

- Design Temperature : Tube side 350.0 ℃, Shell side 185.5 ℃

ICL Heat

Exchanger
N/A/Non/S 1

- Type : Shell & Tube, Vertical

- Capacity : 195.85 kW (for CANDU)

- Flow rate : Tube side 2.927 kg/s, Shell side 5.848 kg/s

- Design Pressure : Tube side 1.14 Mpa, a, Shell side 1.14 Mpa, a

- Design Temperature : Tube side : 185.5 ℃, Shell side 185.5 ℃

Purification

Interchanger
NNS/II/T 1

- Type : Shell & Tube, Vertical

- Capacity : 27.68 kW (for PWR)

- Flow rate : Tube side 0.07 kg/s, Shell side 0.07 kg/s

- Design Pressure : Tube side 17.5 Mpa, a, Shell side 17.5 Mpa, a

- Design Temperature : Tube side 350 ℃, Shell side 350 ℃

Purification

Cooler
NNS/II/T 1

- Type : Shell & Tube, Vertical

- Capacity : 80.20 kW (for PWR)

- Flow rate : Tube side 0.07 kg/s, Shell side 1.20 kg/s

- Design Pressure : Tube side 15.34 Mpa, g, Shell side 0.5 Mpa, g

- Design Temperature : Tube side 350 ℃, Shell side 185.5 ℃

정

화

기

기

Purification

Filter

A/B

NNS/Non/T 2

- Type : Reactor Coolant Filter, Filter Cartridge Type

- Flow Rate : 1.052 x 10
-4
㎥/sec(= 1.67 gpm)

- Filter Size : ID. 150 mm, L 510 mm

Ion Exchanger

Filter
NNS/Non/T 1

- Type : Reactor Coolant Filter, Filter Cartridge Type

- Flow Rate : 1.052 x 10-4 ㎥/sec(= 1.67 gpm)

- Filter Size : ID. 150 mm, L 510 mm

Ion Exchanger

A/B
NNS/Non/T 2

- Type : Mixed Bed Resin

- Flow Rate : 1.052 x 10-4 ㎥/sec(= 1.67 gpm)

- Size :Active Resin H 610 mm, W 300 mm, Resin Volume 50 ℓ

Filter

Handling

Cask

NNS/Non/T 1

- Type : Movable Radiation Shielding Cask

- Handled Material : Spent Filter Cartridge

- Material : Lead + Steel

- Lifting Device : Chain Hoist with Grapple

- Maximum Height : 1,100 mm, Weight : Max. 3 Ton

Working Shield

Plug
NNS/Non/T 1

- Type : Radiation Shielding Plug

- Size : W 1,435 x L 2,470

- Thickness : Min. 140 mm (lead)

- Material : Lead + Steel

- Accessories : Lead Glass Viewing Window

Cask

Transporter
NNS/Non/S 1

- Type : Wheel mounted vehicle

- Loaded Equipment : Filter Handling Cask

- Max. Loading Capacity : 3 Ton

Filter

Handling

Tool

NNS/Non/S 1
- Type : Long Handled Tools

- Material : Stainless Steel

캔

드

펌

프

Main Cooling

Pump A/B
NNS/II/T 2

- Type : Canned Motor Pump, Centrifugal, Vertical

- Flow rate : 146 ℓ/min

- Total Head : 150 m

Penetration

Cooling

Pump A/B

NNS/II/T 2

- Type : Canned Motor Pump, Centrifugal, Horizontal

- Flow rate : 35 ℓ/min

- Total Head : 10 m

표 2.1.2. 기계분야 주요 기기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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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기 번호 기기 명 수량
설계코드

/ 안전등급
설치 위치

1 HAN-FL-210-M-J003 Main Heater One (1)
ASME VIII

/ NNS

FTL Room #1

(EL+76.6m)

2 HAN-FL-210-J-TW-044 Thermowell One (1)
ASME VIII

/ NNS

FTL Room #1

(EL+76.6m)

3 HAN-FL-210-J-TE-044
Temperature

Element
One (1)

IEEE

/ Non-1E

FTL Room #1

(EL+76.6m)

4 HAN-FL-210-E-P001
Main Heater

Control Panel
One (1)

IEEE

/ Non-1E

FTL I&C

Room

(EL+77.6m)

표 2.1.3 주가열기 주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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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공정설비(OPS) 계측분야 구매제작

계측제어기기의 구매를 위한 기술사양과 설치공사를 위한 사양을 작성하였다. 기

기구매 과정에서의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설비운전시의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주요 기

기를 직접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품목별로 기기를 분류하여 구

매사양을 작성하였다. 계측 제어 분야는 판넬류(안전등급계장 판넬 및 샘플링시스

템), 비안전등급 제어반(제어시스템 및 데이터획득시스템), RM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방사선감시시스템) 하나로 연계시스템 등으로 유사한 품목별로

표 2.2.1과 같이 기기를 분류하여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였다. 안전등급계장 판넬은

핵연료시험설비 보호반(FTL Protection Panels)(3면),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제어반

(FTL Safety Control Panels)(2면), 핵연료시험설비 안전표시반(FTL Safety

Indicator Panel)로 구성되며, 안전과 관련한(Safety Related) 핵연료시험설비의 계측

및 제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IEEE-603, IEEE-323, IEEE-344 등의 요건에 따라 내

진시험, 내환경시험 등의 시험을 수행하여 제작하였다.

구매단위 분류 세부기기

Safety Class/

Quality Class/

Seismic Category

수량 구매방식

판넬류

보호반 NS/ Q/ I 3 직접구매

안전제어반 NS/ Q/ I 2 직접구매

안전변수 표시반 NS/ Q/ I 1 직접구매

시료채취반 NNS/ S/ Non 2 직접구매

비안전등급

제어반

컴퓨터 제어시스템 NNS/ S/ Non 1식 직접구매

데이터 획득시스템 NNS/ S/ Non 1식 직접구매

밸브류

제어밸브
NNS/ T,S/ II,

Non
12 직접구매

솔레노이드밸브
NS,NNS/ Q,T,S/

I,II,Non
36 직접구매

RMS 하나로

연계 시스템
RMS 컴퓨터시스템 NNS/ S/ Non 1식 직접구매

현장계측기류
압력계, 차압계,

수위측정기, 온도계,

유량계, 분석기 등

NS,NNS/ Q,T,S/

I,II,Non
1식

공사에

포함

표 2.2.1 계측제어기기 기술사양

3. 노외공정설비(OPS) 전기분야 구매제작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등급 전력은 하나로 설비에서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이

에 따라 하나로의 120V 교류 및 24V 직류 무정전 전원장치의 용량을 증설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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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하였으며, 또한 안전등급의 현장기기와 제어 및 보호계통 등에 안전등급의 120V

교류 및 24V 직류 전력을 공급하는 분배반을 제작하였다. 비안전등급 전력을 공급

하기 위한 6.6kV 스위치기어, 460V 부하반, 전동기 제어반, 및 460V UPS의 구매를

위한 기술사양을 작성하였으며 표 2.3.1에 요약하였다.

기기명 구매사양 수량 구매방식

6.6kV 스위치기어

(VCB)

- T Class, Non-Seismic

- 정격전압 : 7.2kV

- 차단용량 : 20kA

- 제어전압 : 125VDC

2 직접구매

460V 부하반

- T Class, Non-Seismic

- 정격전압 : 6.6kV/460V

- 용량 : 750kVA/1000kVA

1 직접구매

460V 전동기제어반
- T Class, Non-Seismic

- 정격전압 : 460V
2 직접구매

460V UPS

- T Class, Non-Seismic

- 입력전압 : 3상 460V

- 출력전압 : 3상 460V

- 용량 : 60kVA

1 직접구매

표 2.3.1 전기분야 구매패키지

4.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조립체(IPS Vessel Assembly, IVA) 제작

가.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조립체의 재작설계

그림 2.4.1 Installation position of the 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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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조사공에 설치된 IVA 외부표면에서는 50℃ 이하의 하나로 냉각수가 강제대류

로 흐르고 있고, 노심 내의 IR1 조사공의 중성자와 감마 플럭스는 높다. 그림 2.4.1과 같이

IR1 조사공에 설치된 IVA의 정상 운전조건은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조건을 고려하였다.

IVA는 설계기준에 따라 압력경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IVA 자체, 수조내 배관

및 연결부의 파손, 지진을 포함한 어떠한 사고시에도 하나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야 한다.

육각형 모양의 내벽간 거리가 74mm인 IR1 조사공 안에 삽입되는 IVA는 원자로 본

체의 침니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침니 위로 노내시험부 헤드의 입출구는 힐탭(Hiltap)에

의해 수조 내 배관과 연결된다. 시험핵연료 외부에 이중의 압력용기가 배치되도록 설계하

였다.

그림 2.4.2 Structure of the IVA

IVA의 제작설계 과정에서 조립, 분해, 시험핵연료 검사를 고려하여 외부조립체와 내

부조립체로 나누었으며 그 구성도는 그림 2.4.2와 같다. 수조내 배관에 연결 조립되는 외부

조립체는 헤드, 외부압력관, 내부압력관, 유동관으로 구성된다. 이 외부압력관의 안쪽에 조

립되는 내부조립체는 탑 플랜지, 커넥터, 운반체지지대, 시험핵연료 운반체, 계측라인 관통

부, 단열층 슬리브 등으로 구성된다.

IVA에서 냉각수는 그림 2.4.3과 같이 입구 노즐을 통해서 내부압력관 안쪽으로 유입되

고, IVA 내부 끝단에서 방향이 180° 굽어지면서 유동분리관 안쪽으로 흐른다. 이 냉각수

가 시험핵연료를 냉각한 후 운반체지지대를 통과해서 흘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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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Flow of the main cooling water

나. IVA Mock-up 제작

헤드조립체 등 4개의 서브조립체로 구성되는 외부조립체는 배관지지대에 설치되고 탑

플랜지 등 6개의 서브조립체로 구성되는 내부조립체는 수조내 배관과 힐탭에 의해 연결된

다. 설계완료 후 IVA mock-up을 제작하였는데 국내 기술로의 제작 가능성, 열유동 및 진

동시험을 통한 IVA 성능시험 그리고 설치공사에서의 정확한 설치위치 확인 등을 목적으

로 하였다. Mock-up은 길이 5.6m, 중량 153kgf이며 계측기기와 핵연료를 제외하고는 실

제와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IVA는 안전등급 1, 품질등급 Q에 해당되나, mock-up은 원자

로에 설치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등급 NNS, 품질등급 T로 제작하였다.

상세설계에서 일체형으로 설계된 내․외부압력관 및 분리유동관의 제작은 일체형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림 2.4.4와 같이 적당한 길이로 나눠진 관을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4.4 Welding of Inner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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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시험부 압력용기조립체(IVA)에서의 브레이징은 IVA 내의 계측기기 라인을 IVA

밖으로 끌어내면서도 IVA를 시험압력에서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KEPIC MDW 5.8, 5.31 등 전력산업 기술기준에 준하여 브레이징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

편을 세척한 후, 용융 삽입재를 접합부에 바른 후 열처리 해당제품을 바스켓에 담아 장입

하여 브레이징 공정에 따라 브레이징을 한다. 진공 브레이징은 진공의 분위기에서 열과 용

융 삽입재를 사용하여 450℃ 이상의 온도에서 모재를 접합하는 용접방법이다.

조립절차서에 따라 mock-up이 조립된 후, 그림 2.4.5와 같이 IVA의 가스 경계면 간

극부위 및 냉각수 부위에 대한 누설시험이 이루어졌다. 누설시험 부위에 He 가스를

6kgf/cm2로 주입하여 30분간 압력 유지 상태를 확인하였다. 시험결과 가스 경계면 간극

부위에서는 누설 발생이 없었다. IVA mock-up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mock- up에 대한

차압시험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그림 2.4.5 IVA mock-up leak test

다. 시험장치 구성 및 차압 시험

(1) 시험장치 구성

차압시험은 제작 완료된 IVA mock-up을 수직으로 세워서 수행하였다. 실험동 건물

기둥빔에 플레이트를 붙이고 이 플레이트에 IVA 지지대를 볼트로 조립하였다. 실제와 동

일하게 IVA 지지대에 mock-up을 삽입하였다. IVA 차압측정은 그림 2.4.6과 같이 IVA

내부로 유량이 유입되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의 두 지점사이의 유량에 대한 압력손실을 측

정하였다.

차압 시험장치는 펌프, 저압 3상 고효율 전동기, 물탱크 및 유량계로 구성된 폐회로 루

프로써 IVA를 설치하여 차압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펌프는 원심형 다단 펌프로써

최대유량 2.0kg/s, 양정 30m, 구동모터 15kW이고 속도조절용 인버터는 회전수 1,750rpm

으로 속도조절이 가능한 장치이다. 펌프에 연결된 컨트롤 판넬에서 펌프 회전수를 조정하

여 유량을 제어하며 유량계에서 유량을 확인할 수 있다. IVA 차압시험장치는 탱크에서 물

이 공급되어 IVA 내부와 루프를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실험용 루프에서 IVA 차압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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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비닐호수를 사용하여 우회 루프를 설치하였다.

그림 2.4.6 Flow diagram of experimental facility

(2) Mock-up에 대한 차압시험 및 결과

본 시험에서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 펌프 구동시작 유량에서 정격유량까지 유량을 증가

시켜가면서 차압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장비의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 22개 유량 조

건에서 데이터를 각각 10개 씩 얻었다. 그리고 차압계 성능을 확인 후 다시 실험을 수행하

였다. 2차 실험에서는 22개의 유량 조건에서 데이터를 각각 20개씩 얻어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값으로 정하였다.

그림 2.4.7 Pressure drop vs. Mass flow rate at th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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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시험은 상온에서 실험하였고, 유체는 물을 사용하였다. 이때 각각의 설정치를 충분

히 고려하여 실험 유량 범위로 0.17～1.92kg/s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수행하였다. 상온에서

IVA 입․출구에서 측정된 질량유량과 압력강하의 관계를 그림 2.4.7에 나타내었다. IVA

설계시점에서 정상상태 운전(300 ℃)일 때 질량유량에 따른 압력강하 계산치는 약

300kPa이었다. 차압시험한 값에 펌프용량 부족으로 실험은 못했지만 계산해보면 질량유

량이 1.6kg/s 일 때 압력강하는 313kPa으로 계산치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상상태(300℃) 운전에서의 레이놀즈수에 따른 압력강하를 계산하여 그림 2.4.8에 나타

냈다.

그림 2.4.8 Pressure Drop vs. Reynolds number at the 300℃

(4) IVA 본체 제작 발주

IVA 제작은 safety class 1, seismic category 1, quality class Q의 제품이므로 제작

가격이 높아 2번의 유찰을 거쳐 5개월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다. 계약 후 제작착수회의를

통해 제작일정, mock-up 참고로 활용, 제작 설계도면 작성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선 제작하여 사용된 IVA mock-up을 제작사에 제공하였다. 제작설

계를 위하여 제출된 도면목록 및 도서목록은 표 2.4.1과 같다.

제작에 있어서 기계가공은 세대에너텍(주) 하도급을 받은 대우정밀(주)에서 가공을 하

였으며 용접은 주계약자인 세대에너텍(주)에서 수행였다. 제작 후 부품검사와 조립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연구원들의 입회 검사가 이루어졌다. 헤드부가 용접에 의해서 지나치게

많이 수축되어 다시 가공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용접시 수축방

지용 치구를 설계 제작하였다. IVA의 설치는 노외에서의 고온고압시험의 필요성 제기, 모

의 시험핵연료 제작설계 사양 변경, 수조내 배관에서의 커플링 체결방식의 변경으로 인하

여 가조립하여 설치조립 용이성을 확인한 후 해체하였다.(그림 2.4.9)

제작된 IVA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하도급 제작사인 대우정밀(주) 직원들의 참여하에

조립절차서에 따라 조립 검사를 수행하였다. 수압시험절차서에 따라 수압시험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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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VA mock-up에 대한 수압시험 후 IVA 본품에 대한 수압시험 수행키로 하였으며 수

압시험에 필요한 부품(고압용 밸브 4개, T 2개, 니플 8개, 소켓 2개 등)을 요청하였다.

IVA mock-up에 대한 수압시험은 223kg/cm2에서 10분간 유지하므로써 성능을 확인하였

다.

Manufacturing spec.(HAN-FL-E-310-DT-R005 2006. 6.16, Rev.1) 및 수압시험

절차서(S-IHTP-001 2006. 6.12 Rev.0)에 따라 IVA 본품에 대한 수압시험 수행하였다.

본품을 manufacturing spec.에 따라 압력용기, 헤드, 탑플랜지 등을 조립하여 아래 부분

에서 기술함ㄴ바와 같이 수압시험을 설계압력의 125%인 223kg/cm2에서 수행하였음. 현

재 브레징이 안되었기 때문에 Instrumentation feedthrough의 계장선 홀이 막혀있는 것

을 사용하여 수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추후 브레이징이 된 후에 별도의 압력시험을 수행

할 예정이다.

1) 주요부 조립 후 가압 : IVA의 헤드, 탑플랜지, 압력용기

2) 주요 압력부위에 가압된 상태에서 탑플랜지의 seal 사이 공간

3) 주요 압력부위에 가압된 상태에서 Instrumentation feedthrough의 seal 사이 공간

4) 주요 압력부위에 가압된 상태에서 Purge port의 seal 사이 공간

5) 주요 압력부위에 가압된 상태에서 내부압력용기 플랜지의 seal 사이 공간

6) 주요 압력부위에 가압된 상태에서 외부압력용기 플랜지의 seal 사이 공간

압력용기
탑 플랜지 헤드

그림 2.4.9 IPS vessel ass'y 상부 형상

- 압력시험에 사용된 장비 및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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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고압세척기(성보하이드로엔지니어링, 모델명 : SL270/12TST)및 유압잭을 이

용하여 223kg/cm2까지 가압하였으며 압력계는 우진계기 및 WISE 3개를 사용하여 압력

을 측정하였다.

그림 2.4.10 수압시험 장비

2.4.11 압력계

- 일차 수압시험을 수행한 결과 “5) 주요 압력부위에 가압된 상태에서 내부압력용기

플랜지의 seal 사이 공간”에서 압력이 걸리지 않음이 확인되어 압력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것을 조사한 바 내부압력용기 플랜지부분의 메탈링 홈의 깊이가 1.9 +0,-0.·1(상세설계)인

데, 1.9 ±0.05(제작설계)로 변경이 되었고, 제작은 2.05로 공차에서 벗어났음. 따라서 이 부

분에 대한 수정 가공을 요구했고 수정이 된 후에 다시 수압시험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내

부압력용기 플랜지 부분이 수정 가공이 된 후에 223kg/cm2에서 “5) 주요 압력부위에 가

압된 상태에서 내부압력용기 플랜지의 seal 사이 공간”부분에 대한 수압시험을 다시 수행

하였으며 제 압력에서 압력이 유지됨으로써 IVA에 대한 압력시험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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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헬륨 leak test를 수행하였으며 헬륨 leak test 방법으로 우선은 sniffer 이용

법을 하였으나 manufacturing spec. 요구사항이 back-ground 보다 작은 5×10-9 torr

ℓ/s를 요구하므로 IVA 내부에 진공을 걸어주면서 스프레이로 헬륨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재수행할 예정이다.(그림 2.4.12)

그림 2.4.12 헬륨 leak test 전경

표 2.4.1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조립체 제작 Drawing 및 documents

No. Document No. Document Title

1 HAN-FL-310-NG-R000A Shop drawing

2 HAN-FL-310-AP-001 Inspection & test plan

3 HAN-FL-310-AP-002 Welding plan

4 HAN-FL-310-AM-001 IPS assembly procedure

5 HAN-FL-310-AM-002 Inner & outer pressure vessel manufacturing procedure

6 HAN-FL-310-AM-003 IPS head manufacturing procedure

7 HAN-FL-310-AM-004 Inner assembly procedure

8 HAN-FL-310-AM-005 PV bolt tightening procedure & load calibration method

9 HAN-FL-310-AM-006 Weld (& repair) procedure

10 HAN-FL-310-AM-007 Brazing procedure

11 HAN-FL-310-AM-008 NDE procedure

12 HAN-FL-310-AM-009 Hydrostatic pressure test procedure

13 HAN-FL-310-AM-010 Leak test procedure

14 HAN-FL-310-AM-011 Nitriding procedure

15 HAN-FL-310-AM-012 Pneumatic pressure test procedure

16 HAN-FL-310-AM-013 Surface treatment procedure

17 HAN-FL-310-AM-014 Component identification & marking methods &location

18 HAN-FL-310-AM-015 Electricity insulation resistance test procedure

19 HAN-FL-310-AM-016 Shroud marking methods to indicate hidden welds

20 HAN-FL-310-AM-017 Packing,shipping &off-load procedure

21 HAN-FL-310-RT-001 Weld procedure qualification reports

22 HAN-FL-310-RT-002 Welder performance qualification reports

23 HAN-FL-310-RT-003 Brazing procedure qualification report

24 HAN-FL-310-RT-004 Brazing performance qualific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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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허가

1. 안전성분석

가. 사고해석 방법

(1) 사고해석 체제 및 방법론

예상운전과도(AOO) 및 설계기준사고에서 핵연료시험설비(FTL: Fuel Test Loop)의

열수력 거동 및 방사선결말 해석의 방법론을 기술하고, 사고의 결과를 평가하며, 핵연

료시험설비 및 하나로의 설계 내용이 사고의 결과를 수용 또는 완화시키기에 적합한지

를 평가하였다.

핵연료시험설비는 두 개의 정상운전조건에서 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나는 가압

경수로 핵연료시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중수로 핵연료시험 조건이다.

(2) 핵연료시험설비 사고도출 및 분류

미국의 상업용 원전 인허가에 적용하는 SRP(Standard Review Plan)에서 분류하고

있는 초기사고들을 검토하여 이들이 핵연료시험설비에도 적용가능한가를 평가하였다.

검토결과 8개의 초기사고 범주를 핵연료시험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별 간략한 설명은 표 3.1.1에 나타냈고, SRP의 각 초기사고 및 이들의 핵연료시험

설비 적용여부는 표 3.1.2에 기술하였다.

초기사고 및 초기사고의 조합은 사고범주를 검토하여 도출하였고, 각 초기사고별 허용

기준을 기술하였다. 각 초기사고 그룹 내의 한계(bounding, limiting) 초기사고에 대

하여만 상세한 해석 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나머지 사고

또는 사고의 조합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상세한 해석을 생략하고 이들이 한계사고가 아

님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3) 핵연료시험설비의 운전상태 구분

핵연료시험설비의 운전상태는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설계기준사고로 구분한다. 정

상운전은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의 운전 조건과 유사하다. 기동 및 정지, 계통수압시험

도 정상운전 상태에 포함된다. 격리밸브 고장폐쇄, 주냉각수 유량감소(단 주냉각수펌

프 회전자 고착은 제외), 안전밸브 고장개방, 4급전원상실은 예상운전과도에 해당된다.

냉각수상실사고, 노내시험부의 내부압력용기 파단사고,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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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설계기준사고에 해당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사고해석 입력 값은 표 3.1.3 및 표 3.1.4와 같다.

(4) 보호계통의 작동

핵연료시험설비에는 두 종류의 안전관련 정지회로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로의 원자로

정지용이고, 다른 하나는 핵연료시험설비를 격리하고 비상냉각수계통을 작동시키기 위

한 것이다.

(가) 하나로 정지

하나로는 핵연료시험설비의 냉각수 고유량, 저유량, 고온, 저압 및 고압 신호와 노내시

험부 이중 압력용기의 단열갭 고압신호에 의해서 정지된다. 안전해석에 사용한 하나로

정지 설정치는 표 3.1.5에 수록된 것과 같고, 핵연료시험설비 센서의 정지조건 감지에

서 하나로의 원자로 정지봉 구동신호 발생까지의 소요 시간은 표 3.1.6과 같다. 이 표

의 값들은 하나로의 원자로 보호계통의 지연시간요건에 핵연료시험설비의 추가적인

릴레이 지연시간과 사고해석 불확실성을 더한 값이다. 핵연료시험설비는 하나로의 출

력에 의해 제어된다.

(나) 노내시험부 격리 및 비상냉각수계통 기동

노내시험부 격리 및 비상냉각수 주입, 주냉각수의 감압배기는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

각수 고유량 및 저-저유량, 고-고온도, 저-저압 트립 신호에 의하여 작동한다. 사고해

석에 적용한 설정치는 표 3.1.5와 같다. 센서의 신호 감지에서 노내시험부 격리와 비상

냉각수 주입을 위한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 신호 발

생까지의 소요 시간은 표 3.1.7과 같다. 노내시험부 격리밸브의 행정 시간은 2.5초이며,

고압주입밸브와 감압배기밸브의 행정 시간은 0.2초이다.

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수상실사고가 발생하면 하나로가 정지하고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가 차단된다. 또한 고압주입탱크의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밸브가 동시에 개방된다. 따

라서 예상운전과도 및 제1기기실 배관파단사고의 경우 냉각수 유로는 고압주입탱크로

부터 노내시험부를 거쳐 폐기물저장탱크로 흐르도록 형성된다. 수조 내 배관파단사고

의 경우 고압주입탱크에서 주입된 고압의 냉각수는 노내시험부의 시험핵연료를 냉각

시킨 후 파단면을 통하여 하나로 수조 내로 방출되고 일부는 주냉각수계통 고온관에

연결된 감압배기밸브를 거쳐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고압주입탱크는 주냉각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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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온관 및 저온관에 1개씩 연결되어 있다. 폐기물저장탱크는 주냉각수계통 고온관

에 연결되어 있다.

(5) 수학적 모델

MARS/FTL 전산코드로 핵연료시험설비의 열수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MARS/FTL

은 핵연료시험설비의 LOCA 및 Non-LOCA 해석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MARS 코

드를 수정한 것이다. MARS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COBRA-TF와

RELAP5/MOD3.2.1.2를 통합하여 개발한 최적해석 전산코드이다.

MARS/FTL은 MARS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MARS에 내장된 열전달 상관식에

증배계수를 곱하여 열전달계수를 계산하는 기능과 Moody의 임계유량 모델 및

Baker-Just 물-금속 반응 모델을 갖고 있다. 열전달증배계수의 이용과 Moody의 임

계유량 모델 및 Baker-Just 물-금속 반응 모델은 입력 변수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MARS/FTL의 최적해석 기능만을 이용하여 Non-LOCA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본시

험핵연료에 대한 핵비등이탈비(DNBR)는 1986 AECL Look-Up Table의 CHF를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Non-LOCA 해석에 사용한 사고 초기의 계통운전 변수는 표

3.1.3과 같다.

MARS/FTL를 핵연료시험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사고해석 전산코드

및 방법론 심사지침서 (KINS/GE-N005)”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다.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

술지침서(KINS/GT-N007-1)에 따라 보수적인 방법으로 LOCA 해석을 수행하였다.

Moody의 임계유량 모델 및 Baker-Just 물-금속 반응 모델을 사용하고, 열전달증배

계수를 참고문헌5와 같이 적용하였다. LOCA 해석에 사용한 사고 초기의 계통운전 변

수는 표 3.1.4와 같다.

(6) MARS/FTL 모델링

그림 3.1.1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 비상냉각수계통, 노내시험부를 MARS

로 해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MARS/FTL의 계산 격자이다. 100번대 계산 격자는 주냉

각수펌프에서 노내시험부 압력관 입구노즐까지 나타내고, 400번대 계산 격자는 시험핵

연료 하류부터 주냉각수펌프 전단까지 나타낸다. 200번대와 300번대 계산 격자는 노내

시험부 압력관 강수부와 시험핵연료 영역을 나타낸다. 800번대 계산 격자는 비상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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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주입 배관과 폐기물저장탱크의 배관을 나타낸다.

시험핵연료 부분은 14개의 계산 격자로 나누었다. 시험핵연료와 시험핵연료가 위치한

압력관의 내부 구조물은 몇 개의 열구조물로 모델링하였다.

(7) 시험핵연료 및 노내시험부 열출력 모델링

(가) 하나로 운전정지 후 노내시험부의 출력 변화 모델링

핵연료시험설비의 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수상실사고 해석을 위한 하나로 운전정지 후

핵연료시험설비의 출력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노내시험부 출력은 시험핵연

료의 핵분열 출력과 노내시험부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감마히트로 구성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출력은 중성자 출력과 붕괴열의 합이다.

정격 출력 운전시 중성자 출력과 붕괴열의 비율은 0.93과 0.07로 가정하였다. 붕괴열은

ANS Standard 자료의 1.2배를 적용하고, 중성자 출력은 평형노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한 하나로 정지시 출력 변화를 적용하였다. 즉 시험핵연료의 중성자 출력 변화는

하나로의 중성자 출력변화와 동일한 형태로 가정하였다.

하나로의 원자로 보호계통 트립시 원자로 정지봉의 낙하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지봉 구동 낙하지연시간 : 0.11초

- 정지봉 600mm 도달시간 : 1.08초

- 정지봉 700mm 도잘시간 : 3초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자로 보호계통 트립 후 정지봉의 낙하에 따른 핵연료

시험설비의 시험핵연료 출력 변화는 표 3.1.8과 같다. 정지봉 구동 후 2초까지는 붕괴

열이 초기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MARS 모델링에서 하나로의 원

자로 운전정지 지연 시간에 정지봉 낙하지연시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MARS 코드의

핵연료 출력 변화 입력은 표 3.1.8의 시간에서 0.11초를 빼주었다.

노내시험부의 감마히트가 시험핵연료의 출력과 비교하여 무시할 만큼 작지 않다. 따라

서 사고 해석을 수행할 때 감마히트를 노내시험부의 열출력에 포함시켜야 한다. 감마

히트를 유발하는 노내시험부의 구조물은 시험핵연료 이송 및 지지대와 유동 분리관,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이다. 하나로의 원자로 보호계통이 작동하여 정지봉이 삽입되면

노내시험부 구조물의 감마히트는 원자로의 중성자 출력 감소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구하였고 표 3.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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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핵연료 및 압력용기의 출력 분포

사고해석의 입력으로 사용된 시험핵연료의 출력 분포는 제어봉 삽입 깊이에 따른 축방

향 출력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중성자 조사에 따른 노내시험부의 압력용기 구

조물에서 발생하는 감마열이 시험핵연료의 핵분열 에너지 비하여 작지 않다. 따라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감마열도 사고해석에 반영하였다. 표 3.1.10은 가압경수로 핵연

료 시험모드인 경우 축방향에 따른 핵분열 출력 분포와 노내시험부 압력용기 및 내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감마열의 축방향 분포이다. 표 3.1.11는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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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핵연료시험설비의 초기사고 범주 검토

범 주 잠재적 안전 쟁점 FTL 적용성

열제거 증가

반응도 폭주시 열적여유도 상실 또

는 설계압력 한계치를 초래. 핵연료

봉 피복재 또는 압력용기의 취성, 연

성 파괴 초래

FTL에서의 반응도제어 없이 하나로 중

성자에 의해 시험핵연료가 연소되므로

FTL로부터의 반응도 삽입은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열제거 감소

냉각수 가열로 열적여유도 상실 또

는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는 과

압 초래

주냉각기 기능상실 또는 비안전

교류전력 상실시 FTL에 적용됨

유량 감소

냉각수 가열로 열적여유도 상실 또

는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는 과

압 초래

주냉각수 펌프 회전자 고착 및

격리밸브 고장페쇄시 FTL에

적용됨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1) 하나로 노심 출력폭주로 열적여유

도 상실 또는 설계 압력의 110%

를 초과하는 과압 초래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허용하는

최악의 공칭변수 이탈조건에서

열적여유도 상실 및 핵연료중심

선 온도 제한치 초과

하나로 출력폭주 및 FTL 운전제한

조건에서 FTL에 적용됨

냉각수 총량 증

가

비상냉각수 계통 또는 취출, 보충, 냉

각 계통 작동으로 설계압력의 110%

를 초과하는 과압 초래

FTL에 적용됨

냉각수 총량 감

소
LOCA시 핵연료가열 초래

수조 내 LOCA 및 제1기기실 파단

구역에서의 LOCA시 FTL에 적용

됨. 허용기준은

- 첨두피복재 온도 1204
ㅇ
C 미만

- 국부 피복재 산화 17% 미만

- 수소생성율 1% 미만

- 냉각가능한 기하학적 요건 유지

- 장기적 냉각기능 유지

보조계통 및 기

기에서의 방사능

유출

핵연료 취급사고 및 폐기물 탱크 누

출

시험핵연료 낙하사고시 FTL에 적

용됨.

교류전원

완전상실

교류전력 완전상실로 인한 냉각능력

상실

FTL에 적용됨. 핵연료파손 허용

기준은

1) 과도상태시 파손 허용기준 즉,

열적여유도 상실 또는

2) 사고시 파손 허용기준 즉,

- 첨두피복재 온도 1204ㅇC 미만

- 국부 피복재 산화 17% 미만

- 수소생성율 1% 미만

- 냉각가능한 기하학적 요건 유지

- 장기적 냉각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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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SRP의 각 초기사고 및 핵연료시험설비에 대한 적용성 평가

SRP 장절 제 목 범 주 FTL 적용성

15.1.1 급수온도 감소 열제거 증가 Y

15.1.2 급수유량 증가 〃 Y

15.1.3 증기유량 증가 〃 N

15.1.4
증기발생기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부적절한 개방
〃 N

15.1.5 격납건물 내외부의 배관 파단 〃 N

15.2.1 외부 부하 상실 열제거 감소 N

15.2.2 터빈 긴급정지 〃 N

15.2.3 복수기 진공 상실 〃 N

15.2.4 주증기 격리밸브 폐쇄(BWR) 〃 N

15.2.5 증기압력 조정기 고장(폐쇄) 〃 N

15.2.6 비안전 교류전력의 상실 〃 Y

15.2.7 정상 급수유량 상실 〃 Y

15.2.8 격납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파단 〃 Y

15.3.1
펌프 긴급정지로 인한 원자로 냉각수 강제

유동 상실
냉각수 유량 감소 Y

15.3.2
유량제어기 오작동으로 인한 원자로

냉각수 강제 유동상실
〃 Y

15.3.3 원자로 냉각수 펌프 회전자 고착 〃 Y

15.3.4 원자로 냉각수 펌프축 파손 〃 N

15.4.1
미임계 또는 저출력 기동시의 제어봉

집합체 인출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N

(1)

15.4.2 출력운전중의 제어봉집합체 인출 〃 N

15.4.3 제어봉 조작 실수 〃 N

15.4.4
부적절한 온도에서의 비가동 루프 또는

재순환 루프의 기동
〃 N



- 152 -

표 3.1.2 SRP의 각 초기사고 및 핵연료시험설비에 대한 적용성 평가(계속)

SRP 장절 제 목 범 주 FTL 적용성

15.4.5
노심유량을 증가시키는 유량제어기 고장

(BWR)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Y

15.4.6
취출, 보충, 정화계통의 오동작으로 인한

원자로 냉각수 내 붕소 농도 감소
〃 N

15.4.7
부적절한 위치에 핵연료를 장전한 상태에

서의 운전
〃 N

15.4.8 제어봉 이탈 사고(PWR) 〃 N

15.4.9 제어봉 낙하 이탈 사고(BWR) 〃 N

15.5.1 비상냉각수 계통의 부적절한 운전 냉각수 총량 증가 Y

15.5.2
취출, 보충, 정화계통의 오동작으로 인한

원자로 냉각수 총량 증가
〃 Y

15.6.1
PWR 가압기 압력방출 밸브 또는 BWR

압력방출 밸브의 부적절한 개방
냉각수 총량 감소 Y

15.6.2
일차 냉각수를 격납건물 외부로 이송하는

소구경 배관 파단으로 인한 방사능 영향
〃 N

15.6.3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인한 방사능

영향(PWR)
〃 Y

15.6.4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주증기관 파단으로

인한 방사능 영향(BWR)
〃 N

15.6.5 원자로 압력경계 내의 각종 규모의 LOCA 〃 Y

15.7.3
액체탱크의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

가상 유출

부계통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유출
Y

15.7.4 핵연료 취급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 〃 Y

15.7.5 사용후 핵연료 캐스크 낙하 사고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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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공칭운전 대비, %

노내시험부 출력, kW 85.16 91.08 105

핵분열 출력, kW 66.15 72.45 105

평균 선출력, kW/m 31.5 48.3 105

첨두 선출력, kW/m 43.68 60.13 105

노내시험부 유량, kg/s 1.52 1.5485 95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 306.3 282.2 102

노내시험부 압력, MPa,a 15.288 9.898 98

고압주입탱크 압력, MPa,a 15.794 10.55 95

고압주입탱크 수위, mm 2614 2614 97.6

폐기물저장탱크 압력, MPa,a 0.1579 0.1579 155.8

폐기물저장탱크 수위, mm 296 296 94

격리밸브 행정 시간, sec. 2.5 2.5 100

고압주입밸브/감압배기밸브

행정 시간, sec.
0.2 0.2 100

표 3.1.3 Non-LOCA 해석의 초기 운전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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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공칭운전 대비, %

노내시험부 출력, kW 85.16 85.91 105

핵분열 출력, kW 66.15 67.73 105

평균 선출력, kW/m 31.5 45.15 105

첨두 선출력, kW/m 45.68 58.69 105

노내시험부 유량, kg/s 1.60 1.63 100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 300.3 276.7 100

가압기 압력, MPa,a 15.6 10.1 100

고압주입탱크 압력, MPa,a 16.63 11.11 100

고압주입탱크 수위, mm 2679 2679 100

폐기물저장탱크 압력, MPa,a 0.101 0.101 100

폐기물저장탱크 수위, mm 315 315 100

격리밸브 행정 시간, sec. 2.5 2.5 100

고압주입밸브/감압배기밸브 행

정 시간, sec.
0.2 0.2 100

표 3.1.4 LOCA 해석의 초기 운전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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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사고해석에 사용한 설정치

방호 조치 PWR 모드 CANDU 모드

하나로의 원자로 정지

주냉각수 저유량

주냉각수 고유량

주냉각수 고온

주냉각수 저압

주냉각수 고압

노내시험부 압력용기 단열갭 고압

1.28 kg/s

1.84 kg/s

331.5℃

14.1342 MPa,a

17.237 MPa,a

9.0 MPa,a

1.304 kg/s

1.8745 kg/s

307.2℃

8.9082 MPa,a

11.7755 Mpa,a

9.0 MPa,a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 격리 및

고압주입, 감압배기

주냉각수 저-저유량

주냉각수 고유량

주냉각수 고-고온도

주냉각수 저-저압

0.96 kg/s

1.84 kg/s

339.5℃

13.4447 MPa,a

0.978 kg/s

1.8745 kg/s

309.7℃

8.4133 MPa,a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밸브

개방 설정압력

복귀 설정압력

16.8921 MPa,a

15.2029 MPa,a

11.3413 MPa,a

10.2072 MPa,a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 펌프

긴급정지 지연시간 5.0 s 5.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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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핵연료시험설비에 의한 하나로 정지 지연시간

구 분
지연 시간

유량 및 압력계 온도계

핵연료시험설비

- 계측기 반응 시간

- 비교기

- Relay drop out 시간 : 0.01초 x 3개

0.25

0.07

0.03

20.0

0.07

0.03

하나로

- Relay drop out 시간

- 하나로 솔레노이드 밸브 반응 시간

- 하나로 정지봉 초기 구동 지연시간

0.03

0.075

0.11

0.03

0.075

0.11

사고해석 불확실성 0.05 0.05

전체 지연 시간 0.615 20.365

표 3.1.7 노내시험부 격리 및 비상냉각수계통 기동 지연시간

구 분
지연 시간

유량 및 압력계 온도계

핵연료시험설비

- 계측기 반응 시간

- 비교기

- Relay drop out 시간 : 0.01초 x 4개

0.25

0.07

0.04

20.0

0.07

0.04

사고해석 불확실성 0.05 0.05

전체 지연 시간 0.4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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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원자로 보호계통 트립 후 노내시험부 시험핵연료의 출력 변화

Time (sec.) 중성자 출력 ANS D.P. ANS D.P.x1.2 Relative Power

0.0 0.930000 0.070000 0.070000 1.000000

0.11 0.930000 0.070000 0.070000 1.000000

0.16 0.919212 0.070000 0.070000 0.989212

0.21 0.888801 0.067500 0.070000 0.958801

0.31 0.747441 0.066940 0.070000 0.817441

0.41 0.539772 0.066389 0.070000 0.609772

0.51 0.393948 0.065833 0.070000 0.463948

0.61 0.300948 0.066278 0.070000 0.370948

0.71 0.237429 0.064722 0.070000 0.307429

0.81 0.193998 0.064167 0.070000 0.263998

0.91 0.164052 0.063611 0.070000 0.234052

1.01 0.143964 0.063056 0.070000 0.213964

1.11 0.132897 0.062500 0.070000 0.202897

1.36 0.125364 0.061625 0.070000 0.195364

1.61 0.118761 0.060750 0.070000 0.188761

2.1 0.107787 0.059035 0.070000 0.177787

3.1 0.091214 0.057128 0.068554 0.159768

5 0.068997 0.054360 0.065232 0.134229

10 0.037340 0.050070 0.060084 0.097424

20 0.016787 0.045000 0.054000 0.070787

40 0.007657 0.039600 0.047520 0.055177

100 0.001774 0.033100 0.039720 0.041494

200 0.000302 0.027500 0.033000 0.033302

600 1.62E-06 0.021100 0.025320 0.025322

1000 9.87E-09 0.018500 0.022200 0.022200

2000 0 0.015700 0.018840 0.018840

6000 0 0.011200 0.013440 0.0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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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원자로 보호계통 트립 후 핵연료시험설비의 감마히트 변화

Time (sec.) Relative Gamma Heat

0.0 1.000000

0.11 1.000000

0.16 0.988400

0.21 0.955700

0.31 0.803700

0.41 0.580400

0.51 0.423600

0.61 0.323600

0.71 0.255300

0.81 0.208600

0.91 0.176400

1.01 0.154800

1.11 0.142900

1.36 0.134800

1.61 0.127700

2.1 0.115900

3.1 0.098080

5 0.074190

10 0.040151

20 0.018051

40 0.008233

100 0.001908

200 0.000325

600 1.74E-06

1000 1.06E-08

2000 0.000000

6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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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거리

(mm)

핵분열 출력

(표본시험핵연료)

축방향 거리

(mm)

핵연료이송대 및

유동분리관
이중압력용기

350 ～ 525 0.02038 0.01903

300 ～ 350 0.02450 300 ～ 350 0.02562 0.03806

250 ～ 300 0.04450 250 ～ 300 0.04559 0.04594

200 ～ 250 0.06236 200 ～ 250 0.05965 0.05920

150 ～ 200 0.07750 150 ～ 200 0.07306 0.07236

100 ～ 150 0.08957 100 ～ 150 0.08339 0.08323

50 ～ 100 0.09800 50 ～ 100 0.09059 0.08934

0 ～ 50 0.10357 0 ～ 50 0.09476 0.09299

-50 ～ 0 0.10357 -50 ～ 0 0.09473 0.09304

-100 ～ -50 0.09800 -100 ～ -50 0.09107 0.09026

-150 ～ -100 0.08957 -150 ～ -100 0.08591 0.08498

-200 ～ -150 0.07750 -200 ～ -150 0.07716 0.07733

-250 ～ -200 0.06236 -250 ～ -200 0.06639 0.06681

-300 ～ -250 0.04450 -300 ～ -250 0.05551 0.05550

-350 ～ -300 0.02450 -350 ～ -300 0.03619 0.03193

표 3.1.10 가압경수로 핵연료시험모드의 노내시험부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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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거리

(mm)

핵분열 출력

(표본시험핵연료)

축방향 거리

(mm)

핵연료이송대 및

유동분리관
이중압력용기

350 ～ 525 0.03027 0.01973

300 ～ 350 0.04089 0.03946

250 ～ 300 0.04862 0.04680

200 ～ 250 0.0599 200 ～ 250 0.05846 0.05956

150 ～ 200 0.0847 150 ～ 200 0.07033 0.07227

100 ～ 150 0.1054 100 ～ 150 0.08074 0.08235

50 ～ 100 0.1200 50 ～ 100 0.08617 0.08934

0 ～ 50 0.1300 0 ～ 50 0.08939 0.09264

-50 ～ 0 0.1300 -50 ～ 0 0.08913 0.09193

-100 ～ -50 0.1200 -100 ～ -50 0.08683 0.08967

-150 ～ -100 0.1054 -150 ～ -100 0.08198 0.08454

-200 ～ -150 0.0847 -200 ～ -150 0.07448 0.07630

-250 ～ -200 0.0599 -250 ～ -200 0.06561 0.06602

-300 ～ -250 0.05771 0.05614

-350 ～ -300 0.03940 0.03326

표 3.1.11 중수로 핵연료시험모드의 노내시험부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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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MARS/FTL 계산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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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해석 결과

(1) 핵연료시험설비의 열제거 증가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기는 1차측(주냉각수계통) 및 2차측(중간냉각수계통)이 모두

단상의 과냉수로 운전된다. 증기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차측의 감압으로 인해서 현

저한 과냉각 상태가 야기되지 않는다. 핵연료시험설비의 과냉각 상태는 2차측 급수유

량의 증가, 급수 온도의 감소 또는 주냉각수 유량 증가에 기인한다. 만약에 유량제어밸

브가 고장으로 인해 개방되면 주냉각수 유량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중간냉각수계통의 고장이나, 주냉각수의 우발적인 유량증가로 인한 핵연료시험설비의

열제거 증가는 단일고장을 가정하여 해석하여도 핵비등이탈이 발생하지 않고 핵비등

이탈비가 증가한다.

과냉각 과도현상 발생시 검토할 사항은 과냉으로 인한 반응도삽입 효과이다. 핵연료시

험설비는 하나로의 중성자로 시험핵연료를 연소시키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로 노

심과 시험핵연료는 중성자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핵연료시험설비

에서의 반응도 변화가 하나로 노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며 단지 국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핵연료시험설비 출력이 소규모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핵연료시험설비

로 인한 반응도삽입은 하나로의 반응도폭주 사고의 영향범위 이내이다.

(2) 핵연료시험설비의 열제거 감소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기는 증기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차측의 과압으로 인해 열

제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원전의 경우와 달리 터빈제어 및 압력제어 이상상

태는 핵연료시험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열제거능력 감소는 2차측 급수상실, 급수온

도(주냉각기 냉각수 공급온도) 제어기 오작동 또는 주냉각수 유량감소에 기인한다. 급

수상실은 중간냉각계통의 펌프기능상실, 밸브고장, 배관파단 또는 비안전등급 교류전

력 상실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주냉각수 유량제어기의 오작동은 주냉각기 우회유량

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가 있다. 만약에 주냉각수 유량제어밸브가 고장으로 개방되면

주냉각수 유량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중간냉각수 배관파단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은 주냉각수 배관파단사고인 경우

보다 적음으로 제1기기실 배관파단사고의 영향 범위 이내이다. 또한 하나로 2차계통을

통한 방사능 누출은 주냉각기와 중간냉각수 열교환기 튜브가 동시에 파손되어야 함으

로 발생할 확률이 적으며, 중간냉각수 열교환기 튜브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영향은 중

간냉각수계통 내의 방사선원이 적어 무시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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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시험설비 열제거능력 감소의 영향은 격리밸브 고장폐쇄와 주냉각수 펌프 회전

저고착 사고의 영향범위 이내이다.

(가)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기 급수유량상실

주냉각기 급수상실은 중간냉각계통의 펌프 기능상실, 밸브고장, 배관파단, 비안전등급

교류전력 상실등의 요인에 의해 초래된다. 비안전등급 교류전력의 완전상실은 주냉각

수 펌프의 정지 및 비상냉각수계통의 작동을 야기한다. 급수상실 사고는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핵연료 시험모드 모두에 적용된다. 급수유량상실 사고는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보다 심각하지 않다.

급수상실 사고에 따른 핵연료시험설비의 최대 압력 및 핵비등이탈비에 미치는 영향은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보다 심각하지 않다.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의

두 경우 모두 주냉각수 고온 트립에 의하여 하나로가 먼저 정지하고 주냉각수 고-고온

트립에 의하여 주냉각수 격리 및 비상냉각수 고압주입 신호가 발생한다. 주냉각수 펌

프는 주냉각수 계통의 격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까지 작동한다. 따라서 격리밸브 고

장폐쇄 사고보다 노내시험부로의 냉각수 공급이 원활하다.

급수상실 사고의 영향은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보다 심각하지 않다. 핵연료 가열 및

계통 가압이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보다 심각하지 않다.

(3)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 유량 감소

핵연료시험설비는 정상운전 중 펌프 1대, 주냉각기 1대로 운전되며 유량은 제어

밸브에 의해 조절된다. 펌프의 고장, 유량제어기의 오동작 및 펌프 회전자의 고착은 냉

각수 유량 완전상실을 초래한다. 또한 노내시험부 격리밸브의 고장폐쇄는 즉각적인 강

제냉각능력 상실을 초래한다.

위에서 열거한 초기사고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격리밸브의 고장폐쇄 및 펌프

회전자 고착이다. 격리밸브의 고장폐쇄는 즉각적인 강제냉각능력 상실 및 비상냉각수

계통으로의 전환을 초래하며, 펌프회전자 고착 사고도 다른 냉각수 유량상실 사고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 핵연료시험설비의 격리밸브 고장폐쇄

격리밸브 고장폐쇄의 경우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유량감소에 의한



- 164 -

핵연료 온도의 거동이며 두 번째는 펌프 토출부 폐쇄 수두에 의한 계통 가압 및 노내

시험부 핵연료 영역에서의 기포 생성이다. 가압경수로와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

의 사고 초기 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시험모드에 대해서 온도, 압력 거동을 별도로 해

석하였다. 고온관의 격리밸브만 고장 폐쇄되는 경우, 저온관의 격리밸브만 고장 폐쇄

되는 경우, 저온관과 고온관의 격리밸브가 동시에 폐쇄되는 경우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격리밸브 고장폐쇄는 주냉각수 유량감소 사고 중 주냉각수 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격리밸브의 고장 및 이로 인한 폐쇄는 주냉각

수 유량의 급격한 감소와 노내시험부 핵연료 영역의 급격한 냉각기능 상실을 초래한

다. 다른 초기사고들은 본 사고에 비해 완만한 유량 감소를 초래하며 따라서 냉각능력

도 이 사고보다는 우월하다.

1) 초기사고 및 원인

노내시험부 격리밸브는 LOCA시 수조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개 또는 두 개의 밸브가 자체 고장 또는 이상신호에 의해 닫힌다.

2) 사고 전개 및 계통 운전

표 3.2.1은 고온관에 설치된 격리밸브가 고장으로 폐쇄될 때 시간대별 계통거동이다.

이 사고의 전개 순서 및 계통운전은 위에서 언급한 격리밸브의 고장 폐쇄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거동은 유사하다. 특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의 경우 핵비등이탈비는 고장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냈고, 중수로 핵연

료 시험모드의 경우 고온관 격리밸브가 닫히는 경우에 가장 작은 핵비등이탈비를 나타

내었다.

3) 사고 영향 및 결과

가)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격리밸브 고장 후 주냉각수 저유량에 의해 하나로는 정지된다. 이 사고에서 핵연료 피

복재 온도와 노내시험부의 압력이 최대가 되는 것은 고온관측 격리밸브가 고장난 경우

이다. 최대 핵연료 피복재온도는 363.6℃(636.8K)이고, 시험핵연료 출구 지점의 최대

압력은 약 16.4 MPa이다. 약 7%의 압력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안전밸

브는 열리지 않는다. 사고 개시 후 약 2.41초 만에 시험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는 최대로

상승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고에서 최소 핵비등이탈비는 1.37이상의 값을 갖는다. 가압

경수로 시험핵연료인 경우 핵연료 길이는 700mm이고 7개의 등 간격으로 해석하였으

며, 그림에서 Fuel Zone 3, 4, 5는 시험핵연료의 가장 아래 부분부터 세 번째,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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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위치에서의 핵비등이탈비이다. 사고 후 4877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

로 고압주입 밸브는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 증가로 노내시험

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잔열 제거율도 증가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고압

주입밸브가 닫힘에 따라 폐기물저장탱크의 압력과 같아진다.

나)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격리밸브 고장 후 주냉각수 저유량에 의해 하나로는 정지된다. 이 사고에서 핵연료 피

복재 온도와 노내시험부의 압력이 최대가 되는 것은 고온관측 격리밸브가 고장 난 경

우이다. 최대 핵연료 피복재온도는 748.1℃(1021.3K)이고, 시험핵연료 출구 지점의 최

대 압력은 약 11.2MPa이다. 격리밸브 차단에 의하여 약 11%의 압력 상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고 개시 후 약 4.8초에 시험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는 최대로 상승

한다. 최소 핵비등이탈비는 1.47이다. 중수로 시험핵연료인 경우 핵연료 길이는

500mm이고 5개의 등 간격으로 해석하였으며 결과 그림에서 Fuel Zone 2, 3, 4는 시

험핵연료의 가장 아래 부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치에서의 핵비등이탈비이

다. 사고 후 6253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

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 증가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잔열 제거율도 증가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

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닫힘에 따라 폐기물

저장탱크의 압력과 같아진다.

4) 결론

핵연료시험설비의 최대압력은 강제냉각 유량 완전상실 사고시에도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된다.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모두 임계열유속을 초과하지

않고, 핵연료 피복재온도도 설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5) 방사능영향 분석

격리밸브의 고장폐쇄 사고로 인한 주냉각수의 방출은 폐기물저장탱크로 집수되고 외

부로 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고의 방사능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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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통 운 전

사고 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고온관 격리밸브 고장)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고온관 격리밸브 고장)

격리밸브 고장폐쇄 개시 0.0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1.81 1.81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2.42 2.42

격리밸브 정상 폐쇄 개시(저-저 유량) 2.45 2.44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 유량) 2.45 2.44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 유량) 2.45 2.44

격리밸브 고장 폐쇄 완료 2.5 2.5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2.65 2.64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2.65 2.64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3.42 3.42

격리밸브 정상 폐쇄 완료 4.95 4.94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77 6253

감압배기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77 6253

표 3.2.1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 전개 및 계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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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계통압력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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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피복재온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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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격리밸브 고장폐쇄로 사고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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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기공률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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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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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임계열유속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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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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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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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유량 (CANDU 모드)

0 50 100 150 200 250 300

0.0

0.2

0.4

0.6

0.8

 Fuel Zone 02
 Fuel Zone 03
 Fuel Zone 04
 CL Vol.-150
 HL Vol.-445

Loss of Flow: Isolation Valve Fail Closure (CANDU)

Vo
id

 F
ra

ct
io

n

Time (sec.)

그림 3.2.10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기공률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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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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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시 임계열유속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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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1) 초기사고 및 원인

주냉각수펌프의 회전자 고착은 주냉각수펌프에 공급되는 기기냉각수의 상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펌프의 회전자가 고착되면 펌프의 관성정지 없이 핵연료시험설비의

냉각수 유량 상실을 일으킨다.

2) 사고 전개 및 계통 운전

주냉각수펌프의 회전자 고착은 주냉각수 저유량 신호에 의한 하나로 정지를 초래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며 고압주입탱크의 냉각수가 노내시험부로 공급된다. 냉각수 공급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압주입탱크의 냉각수 공급과 동시에 감압배기 밸브가 열

린다. 주입된 비상 냉각수는 노내시험부를 거쳐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키고 폐기물저장

탱크로 배출된다. 표 3.2.2는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사고시의 시간에 따른 계통 거

동이다.

3) 사고 영향 및 결과

가)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주냉각수펌프의 회전자 고착과 거의 동시에 주냉각수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내시

험부의 열제거능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주냉각수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고압주입밸

브 및 감압배기밸브가 열리고 노내시험부에 비상냉각수가 공급되어 핵연료 피복재온

도는 약 4℃ 증가한 후 감소한다. 시험핵연료 출구 지점의 압력은 가압 없이 감소한다.

사고 후 4876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

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

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

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 증가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

로의 잔열 제거율도 증가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보

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나)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주냉각수펌프의 회전자 고착과 거의 동시에 주냉각수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내시

험부의 열제거능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주냉각수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고압주입밸

브 및 감압배기밸브가 열리고 노내시험부에 비상냉각수가 공급되어 핵연료 피복재온

도는 약 8℃ 증가한 후 감소한다. 사고 후 6170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

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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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 증가로 노내시험

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잔열 제거율도 증가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4) 결론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에서 핵연료시험설비의 최대 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된다.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모두에서 핵연료 피복재온도

는 설계기준 내로 유지된다.

5) 방사능영향 분석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로 인한 주냉각수의 방출은 폐기물저장탱크로 집수되

고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고의 방사능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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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 전개 및 계통운전

계 통 운 전

사고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0.0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05 0.04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 유량) 0.49 0.48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 유량) 0.49 0.48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 유량) 0.49 0.48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6 0.66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9 0.68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9 0.68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6 1.66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9 2.98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76 6170

감압배기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76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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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계통압력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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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피복재온도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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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유량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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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기공률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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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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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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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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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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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기공률 (CANDU 모드)



- 185 -

0 50 100 150 200 250 300
0.0

0.2

0.4

0.6

0.8

1.0

 CL Acc. Flow
 HL Acc. Flow
 Vent Flow
 SRV Flow

Loss of Flow: MCW Pump locked rotar (CANDU)

M
as

s 
Fl

ow
 (k

g/
s)

Time (sec.)

그림 3.2.22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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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펌프 고장정지

핵연료시험설비에는 두 대의 주냉각수펌프가 설치되나 한 대만 작동하고 한 대는 대기

한다. 주냉각수펌프의 정지는 정전과 460V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고장이나 전동기의

고장에 기인한다. 펌프의 정지는 노내시험부 및 시험핵연료로의 정상 강제냉각유량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로를 정지시킨다. 또한 노내시험부 격리와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

기밸브 개방을 초래한다. 그러나 주냉각수펌프가 관성을 갖고 정지하는 이 사고의 영

향은 격리밸브 고장폐쇄와 주냉각수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보다 심각하지 않다.

(라) 유량 제어기 오작동

주냉각수계통의 배관에는 유량제어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밸브의 고장은 노내시험

부 및 시험핵연료로의 정상 강제냉각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유량이 상실되면 격리밸브

가 닫히고 비상냉각수가 공급된다. 유량감소가 격리밸브 고장폐쇄보다 상대적으로 느

리기 때문에 유량제어기 오작동 사고의 영향은 격리밸브 고장폐쇄 사고보다 심각하지

않다.

(4) 반응도 및 출력 분포 이상

(가) 핵연료시험설비 반응도 폭주

핵연료시험설비는 자체적인 반응도제어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냉각수에 포함된 붕

소는 시험핵연료의 화학 조건을 위한 것이지 제어 목적은 아니다. 핵연료시험설비로

인한 반응도삽입의 영향은 미미하므로 하나로에 영향을 못 미친다. 핵연료시험설비로

부터 하나로의 반응도 궤환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시험연료봉 각각의 출력 분포도 거

의 동일하다. 실제 시험시의 시험핵연료 형상과 중성자적 설계가 본 핵연료시험설비의

설계 범위를 벗어나면 각 시험대상 핵연료 별로 사고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나) 하나로의 반응도 폭주

핵연료시험설비의 출력은 하나로 출력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로가 과출력 상태

이면 시험핵연료도 과출력 상태가 된다. 하나로의 과출력 상태에서도 시험핵연료는 설

계 제한치 내로 설계해야 한다.

1) 초기사고 및 원인

하나로의 출력 폭주는 하나로 제어봉 인출사고 또는 실험시료 인출사고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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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나로의 제어봉 인출사고로 인한 출력 폭주는 정상운전 중에 운전원의 오동작

혹은 제어봉 구동장치나 하나로 제어계통의 고장으로 제어봉이 연속적으로 인출되어

발생한다. 실험시료의 인출사고로 인한 하나로 출력 폭주는 실험시료의 비정상적 인출

로 인하여 노심에 정반응도가 급격히 삽입되어 발생한다.

2) 사고전개 및 계통운전

하나로의 출력 폭주 발생시 핵연료시험설비는 하나로 트립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 격리나 고압주입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로의 출

력 폭주는 하나로의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하여 정지된다.

3) 사고영향 및 결과

하나로의 극한 출력 폭주사고는 평형노심 주기말에서 초기출력 50%FP로 TPTH 운

전 중 제어봉 인출사고시 발생하고, 그 다음은 평형노심 주기말에서 TPTH 운전 중

실험시료 인출사고시 발생한다. 위 두 경우를 모두 보수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정상

상태 운전 중 시험핵연료의 출력이 순간적으로 정상운전 출력의 130%로 증가하여 4

초 동안 유지한 후 트립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 격리 및 고압주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냉각수계

통의 압력 및 온도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로의 출력 증가에 따라 핵

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 온도와 시험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는 서서히 상승하지만 핵

연료시험설비의 보호계통이 작동하기 전에 하나로의 원자로 노심보호계통에 의하여

하나로가 정지한다. 하나로는 정지하고 핵연료시험설비의 강제냉각은 유지되므로 시험

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는 다시 감소한다. 첨두 피복재 온도의 최대 값은 사고 후 4.7초

에 나타나며 360.4℃(633.6K)이고, 최소 핵비등이탈비는 사고 발생 후 약 4.7초에 나

타나며 약 2.02이다.

나)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 격리 및 고압주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냉각수계

통의 압력 및 온도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주냉각수 온도와 시험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는 서서히 상승하지만 핵연료시험설비의 보호계통이 작동하기 전에 하나

로의 원자로 노심보호계통에 의하여 하나로가 정지한다. 하나로는 정지하고 핵연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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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설비의 강제냉각은 유지되므로 시험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는 다시 감소한다. 첨두 피

복재 온도의 최대 값은 사고 후 4.7초에 나타나며 323.3℃(596.5K)이고, 최소 핵비등

이탈비는 사고 발생 후 4.7초에 나타나며 약 3.74이다.

4) 결론

하나로의 출력 폭주에 따른 시험핵연료의 과출력 발생시 핵연료시험설비의 최대압력

은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된다.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모두

임계열속을 초과하지 않고, 핵연료 피복재온도도 설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5) 방사능영향

하나로의 출력 폭주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로의 원자로 노심보호계통에 의하여 하나로

는 정지하게 되고, 핵연료시험설비는 강제대류냉각을 유지하여 안전 정지에 도달하므

로 출력 폭주에 따른 핵연료시험설비의 방사능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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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하나로 출력 폭주 사고시 피복재온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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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하나로 출력 폭주 사고시 임계열속비 (PWR 모드)



- 190 -

0 50 100 150 200 250 300
450

500

550

600

650

 Fuel Zone 02
 Fuel Zone 03
 Fuel Zone 04

Over Power Transient (CANDU)

Cl
ad

 T
em

pe
ra

tu
re

 (K
)

Time (sec.)

그림 3.2.25 하나로 출력 폭주 사고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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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하나로 출력 폭주 사고시 임계열속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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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시험설비 냉각수 총량 증가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에는 두 대의 고압주입탱크 및 폐기물저장탱크,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고압주입탱크,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이

핵연료시험설비 냉각수 총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가) 비상냉각수의 부적절한 고압주입 개시

두 대의 고압주입탱크는 질소로 가압되어 있다. 각 탱크는 핵연료시험설비의 설계압력

과 유사한 압력으로 초기에 충전된다. 즉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는 16.625

MPa,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는 11.11 MPa로 충전된다. 고압주입탱크의 우발적

인 작동으로 인하여 주냉각수계통 압력이 안전밸브 설정압력 이상으로 상승될 수가 있

다. 그러나 설계압력에서의 안전밸브 방출유량이 고압주입 유량보다 크므로 부적절한

고압주입으로 인하여 계통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취출, 보충 및 정화 계통의 기능 이상

핵연료시험설비의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은 운전 압력에서 최대 0.105kg/s의 보충용

량을 가진다. 안전밸브의 설계 용량은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인 경우 0.77kg/s이

고,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인 경우 1.09kg/s이다. 따라서 안전밸브를 통해 계통압력

을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6) 핵연료시험설비 냉각수 총량 감소

(가)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밸브 고장 개방

안전밸브가 우발적으로 개방되면 핵연료시험설비가 감압된다. 안전밸브는 노내시험부

격리밸브와 노내시험부 압력용기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한 개의 안전밸브 고장

개방의 영향은 가압기 안전밸브의 고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1) 초기사고 및 원인

주냉각수계통의 고온관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밸브 시트 또는 스프링의 고장 등에 의해

우발적으로 개방될 수가 있고, 감압을 위하여 개방된 후 닫히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에 핵연료시험설비 압력은 제어불능 상태로 감압되어 냉각수상실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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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전개 및 계통운전

표 3.2.3은 안전밸브 고장개방 후 시간대별 계통 거동이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

드에서는 저유량 신호에 의한 하나로 정지가 먼저 발생하고, 저압에 의한 하나로 정지

가 0.05초 후에 발생한다. 그러나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인 경우는 주냉각수계통 저

압에 의한 하나로 정지가 먼저 발생한다.

3) 사고 영향 및 결과

가)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안전밸브의 고장개방은 핵연료시험설비를 감압시킨다. 안전밸브의 개방은 노내시험부

로의 유량을 감소시키고 시험핵연료의 냉각능력을 감소시킨다. 하나로는 냉각수 저유

량 신호에 의해 정지하고 비상냉각수의 주입 및 주냉각수계통 격리는 주냉각수계통 저

-저압력 신호에 의하여 개시된다. 하나로의 출력강하와 비상냉각수의 주입으로 인하여

시험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는 즉시 감소한다. 임계열속은 초과되지 않으며 핵비등이탈

비의 최소 값은 2.25이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안전밸브의 고장개방으로 감소한다. 사

고 후 1982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

수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

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

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 증가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

의 잔열 제거율도 증가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닫힘에 따라 폐기물저장

탱크의 압력과 같아진다. 따라서 노내시험부의 압력 및 온도와 핵연료피복재온도는 설

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나)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하나로는 주냉각수계통 저압력 신호에 의하여 정지한다. 비상냉각수의 주입 및 주냉수

계통 격리는 저-저압 신호에 의하여 개시된다. 하나로의 출력강하와 비상냉각수의 주

입으로 인하여 시험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는 즉시 감소한다. 임계열속은 초과되지 않으

며 핵비등이탈비의 최소 값은 3.5이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안전밸브의 고장개방으로

감소한다. 사고 후 2532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

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

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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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 증가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

로 수조수로의 잔열 제거율도 증가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

화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닫힘에 따라

폐기물저장탱크의 압력과 같아진다.

4) 결론

안전밸브의 우발적 개방 및 고착으로 인한 핵연료의 현저한 가열은 없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는 저유량에 의한 하나로 정지가 저압에 의한 하나로 정지보다 약

간 앞서 발생하였고,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는 저압에 의한 하나로 정지가 일어

났다. 임계열속은 초과되지 않으며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및 중수로 핵연료 시

험모드 모두 핵연료 피복재온도는 비상냉각수계통의 설계 요구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5) 방사능영향 분석

안전밸브의 고장 개방 사고에서 주냉각수는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방사능영향은

대형냉각수상실 사고에서의 방사능영향보다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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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전개 및 계통운전

계 통 운 전

사고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안전밸브 고장개방 개시 0.0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13 7.08

하나로 정지(저압) 0.18 0.27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75 0.89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 압) 0.79 5.07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 압) 0.79 5.07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 압) 0.79 5.07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99 5.27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99 5.27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75 1.89

격리밸브 폐쇄 완료 3.29 7.57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1982 2532

감압배기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1982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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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계통압력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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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피복재온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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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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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기공률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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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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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임계열속비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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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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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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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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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기공률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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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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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기 튜브 파단

주냉각기 튜브의 파단이 발생하면 주냉각수는 중간냉각계통으로 누출된다. 중간냉각계

통은 폐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냉각수의 누출로 인해 압력이 상승하면 중간냉각계

통의 압력방출밸브가 개방되고 이 밸브를 통해 누출수는 폐기물저장탱크로 집수된다.

여기서 압력방출밸브의 설정 압력은 0.831MPa,g인데, 파단된 튜브에서의 누출 유량이

폐기물저장탱크로의 방출 용량을 초과하면 주냉각기 쉘측의 안전밸브가 개방하여 제1

기기실로 주냉각수를 방출한다. 주냉각기의 안전밸브 설정치는 중간냉각계통의 압력이

설계압력인 1.04MPa,g의 1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방사

능영향은 제1기기실 LOCA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다. 또한 열수력학적 영향도 제1기기

실 LOCA나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보다 심각하지 않다.

(다) 취출, 보충 및 정화 계통의 오작동

취출, 보충 및 정화 계통의 오작동은 과도한 냉각수 취출을 초래하며 과냉각이나 냉각

수 보충기능 부적합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냉각수 취출시의 열수력학적 영향

은 11.5.15.7.1에서 논의한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보다 덜 심각하다. 부적절한 냉각수

보충기능에서도 가압기의 최소 냉각수 총량은 계통의 냉각수 총량을 유지하는데 적절

하다.

취출, 보충 및 정화 계통은 격리밸브 외측에서 핵연료시험설비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

계통에서의 파단이 일어나도 설비의 격리가 가능하다. 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영향은

제1기기실 LOCA에 비하여 덜 심각하고 열수력학적 영향은 안전밸브 고장개방 사고

보다 심각하지 않다.

(라) 핵연료시험설비 대형냉각수상실사고(LBLOCA)

제1기기실 및 배관 갤러리, 하나로 수조 내의 배관파단을 가정하여 LBLOCA를 해석

하였다. 양단 파단을 가정하고 0.4, 0.6, 0.8, 1.0의 방출계수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배관

파단 시간은 0.01초로 가정하였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 안전밸브는 단일고

장을 가정하였다. 배관 갤러리 내의 배관파단사고에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제1

기기실이나 수조 내 배관파단사고에서의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보다 낮았다.

1) 초기사고 및 원인

LBLOCA는 설계기준사고로서 무작위적인 고장이나 지진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핵연료시험설비 설계에 대한 LOCA 해석을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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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2) 사고전개 및 계통운전

표 3.2.4는 제1기기실의 배관파단사고에서 시간대별 계통 거동이고, 표 3.2.5는 수조 내

배관파단사고에서 시간대별 계통 거동이다. 이 표는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최대인 경우

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3) 사고영향 및 결과

가) 제1기기실 LBLOCA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주냉각수펌프 후단의 저온관 파단사고에서 나타나고, 여기

서 배관의 단면적은 909㎟이며 방출계수는 0.8이다. 하나로는 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정지하고, 핵연료시험설비도 저-저유량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

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시작된다. 파단 위치가 유량계의 상류에 있기 때문

에 저유량 신호가 발생한다. 저압 및 저-저압 신호도 저유량 및 저-저유량 신호와 거

의 동시에 연이어 발생한다. 저유량와 저-저유량 신호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지만, 신

호전달 지연시간의 차이 때문에 하나로 제어봉 삽입 시간보다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

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 시작 시간이 앞선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와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의 행정 시간 차이로 노내시험부가 완전히 격리되기

전에 비상냉각수가 주입된다. 노내시험부의 격리밸브는 사고 후 2.93초에 완전히 닫히

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고 후 0.63초에 완전히 열린다.

파단에 의하여 주냉각수계통은 급속히 감압되고, 노내시험부에서의 냉각수 유량도 급

격히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역류가 발생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고 비상냉각수의 주

입이 시작되면서 일정량의 순방향 흐름이 유지된다. 저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를 통과하며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 후 고온관에 연결된 배

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고온관으로 주입된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

부로 주입되지 않고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배출된다.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발생 후 3.8초에 발생하며 960.9℃(1234K)이다. 핵연

료피복재 온도는 최대 값에 도달한 후 비상냉각수의 냉각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 사고 후 약 5114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에 의하여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그러면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

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렇지만 노내시험

부 압력용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내시험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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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열전달도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열도 감

소하여 노내시험부의 잔열 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나) 제1기기실 LBLOCA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주냉각기 전단의 고온관 파단사고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배

관의 단면적은 909㎟이며 방출계수는 0.4이다. 하나로는 저유량에 의하여 정지하고,

핵연료시험설비도 저-저유량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

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시작된다. 저유량 신호가 발생하는 것은 유량계 상류의 노내

시험부 우회 배관이 저온관과 고온관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압 및 저-저압 신

호도 저유량 및 저-저유량 신호와 거의 동시에 연이어 발생한다. 노내시험부의 격리밸

브는 사고 후 2.96초에 완전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고 후 0.66

초에 완전히 열린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고 비상냉각수가 주입되면서 일정량의 순방향 흐름이 유지된다.

저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를 통과하며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 후 고온관에 연결된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고온관으

로 주입된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로 주입되지 않고 배기관을 통해 폐기물저장탱크

로 배출된다.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발생 후 6.4초에 발생하며 919.9℃(1193K)이다. 핵연

료피복재 온도는 최대 값에 도달한 후 비상냉각수의 냉각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 사고 후 약 6436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그러면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렇지만 노내시험부 압력용

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열전달도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열도 감소하여 노

내시험부의 잔열 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다) 수조 내 LBLOCA(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저온관 파단사고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배관의 단면적은

464㎟이며 방출계수는 0.8이다. 하나로는 고유량 신호에 의하여 정지하고, 핵연료시험

설비도 고유량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

브 개방이 시작된다. 파단 위치가 유량계의 하류에 있기 때문에 고유량 신호가 발생한

다. 저압 및 저-저압 신호도 고유량 신호와 거의 동시에 연이어 발생한다. 노내시험부

의 격리밸브는 사고 후 2.94초에 완전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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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 0.64초에 완전히 열린다.

사고 후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노내시험부의 유량도 급격히 감소하여

역류가 발생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고 비상냉각수의 주입이 시작되면서 노내시험부

의 냉각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정체한 후 일정량의 역방향 흐름을 유지한다. 저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파단면을 통하여 수조로 방출되고, 시험핵연료는

고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에 의하여 냉각된다. 고온관 고압주입탱크

의 냉각수 중 일부는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되고 나머지의 냉각수가

노내시험부에 주입된다.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발생 후 71.5초에 발생하며 773.8℃(1047K)이다. 피

복재 온도는 최대 값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다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상승하지만

유량 정체가 해소되고 잔열이 감소하면서 다시 떨어진다. 사고 후 약 1900초에 고압주

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그

러면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

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시험핵연료의 잔열은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전도 열전달과 수조비등에 의한 증발열로 충분히 제거된다.

라) 수조 내 LBLOCA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저온관 파단사고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배관의 단면적은

464㎟이며 방출계수는 0.4이다. 하나로는 고유량 신호에 의하여 정지하고, 핵연료시험

설비도 고유량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

브 개방이 시작된다. 파단 위치가 유량계의 하류에 있기 때문에 고유량 신호가 발생한

다. 저압 및 저-저압 신호도 고유량 신호와 거의 동시에 연이어 발생한다.

사고 후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노내시험부의 유량도 급격히 감소하여

역류가 발생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고 비상냉각수의 주입이 시작되면서 노내시험부

의 냉각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정체한 후 일정량의 역방향 흐름을 유지한다. 저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파단면을 통하여 수조로 방출되고, 시험핵연료는

고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에 의하여 냉각된다. 고온관 고압주입탱크

의 냉각수 중 일부는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되고 나머지의 냉각수가

노내시험부에 주입된다.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발생 후 1.6초에 발생하며 603.9℃(877K)이다. 피복재

온도는 최대 값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다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상승하지만 유량

정체가 해소되고 잔열이 감소하면서 다시 떨어진다. 사고 후 약 2345초에 고압주입탱

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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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

도는 다시 상승한다. 시험핵연료의 잔열은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

로의 전도 열전달과 수조비등에 의한 증발열로 충분히 제거된다.

4) 결론

LBLOCA에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수조 내 저온관 파단사고에서 발생하였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의 경우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960.9℃(1234K)이고,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의 경우 919.9℃(1193K)이다. 따라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

는 핵연료 설계제한치인 1204℃ 이하로 유지된다.

5) LBLOCA의 방사능영향 해석

가) 수조 내에서의 배관파단

① 가정 및 입력자료

○ PWR 시험핵연료의 방사선원은 최대출력으로 운전 후 주기 말 연소도(70

GWD/MTU)에서의 값에 20%의 여유를 고려하였다. CANDU 시험핵연료의 방사선

원은 연소도(10 GWD/MTU)가 PWR 시험핵연료 보다 적으므로 사고해석에서는 보

수적으로 PWR 시험핵연료에 다음의 조사 조건을 이용하였다.

-열출력: 83.6 kWt

-평균연소도: 70 GWD/MTU

-출력밀도: 69.89 kW/kg

-농축도: 4 w/o

시험 핵연료 내 방사능은 ORIGEN2 전산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으며 TID-14844와

USNRC Reg. Guide 1.4에 따라 불활성기체 및 요드만을 고려하였다. 시험 핵연료 내

방사능을 표 3.2.6에 나타내었다.

○ 주 냉각수 내에 포함된 방사능은 정상운전시 손상된 시험핵연료에서 방출되는 핵

분열생성물로 표 3.2.7에 나타내었다.

○ 사고 후 시험핵연료로부터의 휘발성핵종의 누설율은 다음과 같다.

- 불활성기체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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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 : 50 %

○ 사고 시 요드의 화학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원소 : 91.0 %

- 입자 : 5.0 %

- 유기물 : 4.0 %

○ 입자형 및 원소형 요드의 수조에 의한 제염계수는 상업용 PWR에서의 증기발생기

튜브 파단사건에서와 같이 100으로 가정하였다. 불활성기체 및 유기성 요드는 수조에

서의 제염계수가 1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원자로실로 즉시 방출된다.

- 입자형 및 원소형 요드 : 100

- 유기성 요드 : 1

- 불활성 기체 : 1

○ 원자로실로 유입된 방사능 물질은 외부로 방출되기 전에 원자로실에서 혼합이 된

다. 일반적으로 격납용기에서는 100% 혼합효율을 가정하며, 부압이 유지되고 적절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격실은 50% 혼합효율을 권장하고 있다.

원자로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큰 공간으로서 자연혼합에 적합한 구조이다. 또한 하

나로 수조에서 유입되는 방사선원이 외부로 방출되기 전에 모든 방향으로 분산된다.

따라서 건물과 외부와의 압력차에 따른 대기누설에 의한 지표면 방출의 경우에는 혼합

효율을 100 %로 가정한다. 그러나, 비상환기계통의 작동으로 인하여 굴뚝을 통한 고

공방출의 경우 원자로실내에서 충분히 혼합되기 전 방출될 수 있으므로 혼합효율을

50%로 가정한다.

원자로실에서의 요오드제거율(기기 및 벽면 침적)은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상방출

및 고공방출에 대해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

○ 주민피폭선량의 계산시에는 사고전 Iodine Spike를 고려한다. 사고 후 Iodine

Spike는 사고전 Iodine Spike에 의해 구속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 폐기물저장탱크의 퍼징시에는 배관파단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폐기물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는 정상운전 중에는 모두 닫혀 있으며 설계압력을 초과할 경우

Rupture disk가 터져 탱크내 방사성물질은 관통부냉각계통을 거쳐 하나로 수조로 흐

른다. 탱크의 퍼지 배관은 RCI 배기계통에 연결되어 있으며 정상운전시 닫혀 있다. 퍼

지계통의 연간사용시간이 90시간 이하일 경우 피폭영향분석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폐기물저장탱크의 연간 퍼징시간을 90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퍼징시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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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설계기준 사고 시 원자로실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원자로건물에 의해 외부환경으

로의 방출이 억제된다. 방사능 감시기에 의해 고방사능이 감지되면 하나로 가동정지와

함께 정상환기계통의 작동이 중지되고 비상환기계통이 작동한다. 이에 따라 방사성물

질은 비상환기계통에 의해 굴뚝을 통해 방출된다. 하나로 굴뚝은 하나로 건물의 높이

보다 2.5배 이상이 되므로 비상환기계통에 의한 방출은 고공방출로 취급될 수 있다.

한편, 비상환기계통이 작동하지 않으면 방사성물질은 원자로실내에서 억제된다. 이

경우 건물과 외부와의 압력차에 따른 대기누설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된

다. 이러한 하나로의 원자로건물 누설에 따른 방출은 지상방출로 취급된다.

○ 원자로건물의 누설율은 최초 24시간 까지는 600 /hr로 가정하며 이후에는 50

hr 로 가정하였다.

○ 주냉각수 계통의 부피 : 487.85× 

○ 원자로실 체적 : 39,000  (참고문헌 22)

○ 원자로실 비상환기계통 유량 : 6,200 

○ 원자로실 비상환기계통 요드 제거효율 : 95 %

○ 기상자료는 기상탑에서 5년간(1999.1.1 - 2003.12.31 ) 10m 와 67m에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 사고 후 시간에 따른 호흡률은 안전성분석보고서 16.4-6와 같다.

○ 선량환산계수는 표 3.2.8과 같다.

○ 단기대기확산인자는 방출지점 주위의 지형효과를 고려하여 PAVAN 전산프로그램

으로 계산하였다. 지상방출과 고공방출의 경우 거리 및 시간경과에 따른 단기대기확산

인자 값을 각각 표 3.2.9와 표 3.2.10에 나타내었다.

○ 과기부고시 2000-8호에 근거하여 설계기준 사고시 제한구역(EAB : 200m)과 저인

구구역(LPZ : 300m) 경계에서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역 전신선량 갑상선선량

EAB 0.25Sv/2시간 3Sv/2시간

LPZ 0.25Sv/사고 3Sv/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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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과

수조 내 배관파단 사고가 발생하면 파단지점을 통하여 주 냉각수가 수조로 유입된다.

또한 주냉각수 계통에 설치된 정지변수에 의해 하나로가 안전정지 되며, 시험핵연료의

냉각을 위해 비상냉각수계통이 작동된다. 주냉각수 계통에 설치된 이중 격리밸브가

사고 후 2.96초에 닫히며, 시험핵연료내의 방사성물질은 모두 수조로 유입된다. 입자

형 및 원소형 요드는 수조 내에서 제거과정을 거친 후 원자로실로 방출되며, 가스상

방사능은 시험핵연료로부터 원자로실로 그대로 방출된다.

원자로실로 방출된 방사선물질의 방출경로로 원자로의 비상환기계통이 작동하여 하나

로 건물내의 대기가 굴뚝으로 고공방출되는 경우와 비상환기계통이 작동하지 않아 하

나로 건물의 대기 누출에 의해 지표면방출의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건물내 방사선원과

선량계산을 수행하였다.

방출된 핵종의 이동은 TACT 5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피폭선량을 표 3.2.11

에 나타내었다.

③ 결론

수조 내 배관 파단시 시험핵연료내에 축적된 방사성생성물이 방출된다는 가정하에 보

수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3.2.11의 전신피폭선량계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 방출

시의 피폭선량이 고공방출시의 값보다 낮고, 갑상선피폭선량의 경우 지상방출의 경우

가 고공방출의 경우보다 높다. 고공방출의 경우 제한구역(200m)에서의 방사선량은 2

시간동안의 집적선량으로서 전신에 대해 13.6 mSv, 저인구지역의 방사선량은 사고 전

기간동안(30 일)으로서 15.1 mSv 이다. 한편 갑상선선량의 경우 지상방출시 제한구역

에서 2 시간동안 98.2 mSv, 저인구지역에서 사고전기간동안 244.6 mSv 피폭된다. 따

라서 본 사고시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에서의 피폭선량은 전신 및 갑상선 선량 허용

기준치 0.25 Sv 과 3 Sv을 만족하고 있다.

나) 제1기기실에서의 배관파단 (LBLOCA)

① 가정 및 입력자료

수조 내 배관파단 시 기술한 가정 및 입력 자료와 같으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기기실, 각종 탱크 및 계통은 원자로실에 비해 부피가 적고 비교적 고 에너지의

유체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100% 혼합효율을 사용한다.

○ 제1기기실에서 배관파단사고시 계통으로부터 누출된 방사능이 기존의 공기중방사

능보다 훨씬 많음으로, 공기중방사능은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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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냉각수계통의 격리밸브로부터의 누설율은 안전계수 2 를 고려하여

 ×   으로 가정하였다.

○ 제1기기실의 가용체적 : 123.23 

○ 제1기기실 정상운전 배기유량 : 1,250 

② 결과

주 냉각수계통의 격리밸브와 하나로 수조관통부 사이의 배관은 파단제외 구역으로 설

계되어 있으므로 제1기기실에서의 배관파단의 위치는 격리밸브 후단으로 국한된다.

배관파단시 주냉각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은 즉시 제1기기실로 방출되는 것으

로 가정한다. 정상운전시 제1기기실은 하나로 정상 환기계통에 의해 환기되나 격리밸

브 폐쇄신호 발생과 함께 정상 환기계통의 격리밸브가 닫힌다.

한편 사건발생 후 2.94 초 이내에 격리밸브가 닫힘으로, 시험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제1기기실로 누출되지 않고 격리밸브 전단의 배관과 노내시험부에 고

립되어 있다. 고압주입탱크로부터 비상냉각수가 주입되면 방사성물질은 폐기물저장탱

크로 방출된다. 폐기물저장탱크는 사건 발생시 모든 비상냉각수가 방출되어도

Rupture disk가 터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일 Rupture disk가 터지더라도 하나

로 수조로 방출되므로 이 경우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은 하나로 수조 내 배관파단시 방

출되는 방사성물질보다 크지 않음으로 이 경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냉각수 격리밸

브전단 배관, 노내시험부, 폐기물저장탱크내에 고립된 방사성물질은 격리밸브 누출에

의해 제1기기실로 방출된다.

제1기기실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환기계통 격리밸브가 닫힘으로 제1기기실에 고립되

나, 환기계통의 격리밸브와 기기실 개구부 밀폐설비는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

아 방사성물질의 격리기능에 신뢰를 줄 수 없다. 따라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제1기기실에서의 고립을 고려하지 않고 즉시 원자로실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원자로실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방출경로는 비상환기계통이 작동하여 원자로 건물내

의 대기가 굴뚝으로 고공방출되는 경우와 비상환기계통을 정지하여 원자로 건물의 대

기 누출에 의해 지표면방출의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건물내 방사선원과 선량계산을 수

행하였다.

방출된 핵종의 이동은 TACT 5 전산프로그램(참고문헌 25)을 이용하였으며 피폭선량

을 표 3.2.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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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론

제1기기실 내 배관 파단시 시험핵연료내에 축적된 방사성생성물이 방출된다는 가정하

에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3.2.12의 전신피폭선량계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

방출시의 피폭선량이 고공방출시의 값보다 낮고, 갑상선피폭선량의 경우 지상방출의

경우가 고공방출의 경우보다 높다. 고공방출의 경우 제한구역(200m)에서의 방사선량

은 2시간동안의 집적선량으로서 전신에 대해 0.033 mSv, 저인구지역의 방사선량은 사

고 전 기간 동안(30일)으로서 0.092 mSv 이다. 한편 갑상선선량의 경우 지상방출시

제한구역에서 2 시간동안 5.560 mSv, 저인구지역에서 사고 전 기간 동안 381.4 mSv

피폭된다. 따라서 이 사고에서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에서의 피폭선량은 전신 및 갑상

선 선량 허용 기준치 0.25 Sv 과 3 Sv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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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제1기기실 LBLOCA 전개 및 계통운전

계 통 운 전

사고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제1기기실 LBLOCA 개시 0.0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02 0.04

하나로 정지(저압) 0.03 0.1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3 0.66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유량) 0.43 0.46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3 0.46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3 0.46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3 0.66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3 0.66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3 1.66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3 2.96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5114 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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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수조 내 LBLOCA 전개 및 계통운전

계 통 운 전

사고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수조 내 저온관 LBLOCA 개시 0.0 0.0

하나로 정지(고유량) 0.03 0.03

하나로 정지(저압) 0.04 0.05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4 0.66

격리밸브 폐쇄 개시(고유량) 0.44 0.44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고유량) 0.44 0.44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고유량) 0.44 0.44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4 0.64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4 0.64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4 1.64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4 2.94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190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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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시험핵연료내 방사능

핵 종

핵연료내 방사능(Bq) Gap Activity(Bq)

운전정지직후 8시간후 운전정지직후 8시간후

I128 4.07E+12 6.66E+06 3.74E+11 6.85E+05

I130 1.20E+13 7.70E+12 1.20E+12 7.70E+11

I130M 4.85E+12 4.26E-04 4.85E+11 4.26E-05

I131 8.77E+13 8.58E+13 1.05E+11 1.03E+13

I132 1.27E+14 1.16E+14 1.24E+13 1.16E+13

I133 1.65E+14 1.30E+14 1.75E+13 1.30E+13

I134 1.80E+14 1.00E+12 1.80E+13 1.00E+11

I135 1.57E+14 6.77E+13 1.57E+13 6.77E+12

KR83M 7.62E+12 2.08E+12 7.62E+11 2.08E+11

KR85 1.18E+12 1.18E+12 3.56E+11 3.56E+11

KR85M 1.36E+13 4.00E+12 1.36E+12 4.00E+11

KR87 2.40E+13 3.10E+11 2.40E+12 3.10E+10

KR88 3.32E+13 4.74E+12 3.32E+12 4.74E+11

XE131M 1.01E+12 1.01E+12 1.01E+11 1.01E+11

XE133 1.66E+14 1.66E+14 1.66E+13 1.66E+13

XE133M 5.40E+12 5.25E+12 5.40E+11 5.25E+11

XE135 2.02E+13 5.77E+13 2.02E+12 5.77E+12

XE135M 3.52E+13 1.08E+13 3.52E+12 1.08E+12

XE138 1.27E+14 8.07E+03 1.27E+13 8.07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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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주냉각수의 방사능

핵종

MCW

Concentration

(Bq/㎤) (1)

MCW

Inventory

(Bq)(2)

Iodine

Spike

(Bq)(3)

I 131 4.03E+03 1.96E+09 3.92E+10

I 132 4.26E+03 2.08E+09 4.14E+10

I 133 7.62E+03 3.74E+09 7.44E+10

I 134 4.48E+03 2.18E+09 4.37E+10

I 135 6.66E+03 3.24E+09 6.48E+10

Kr 85 3.22E+01 1.57E+07 1.57E+07

Kr 85m 5.70E+03 2.78E+09 2.78E+09

Kr 87 8.07E+03 3.92E+09 3.92E+09

Kr 88 4.50E+04 7.33E+09 7.33E+09

Xe131m 1.98E+02 9.66E+07 9.66E+07

Xe133 3.57E+04 1.74E+10 1.74E+10

Xe133m 1.18E+03 5.74E+08 5.74E+08

Xe135 5.29E+03 2.58E+09 2.58E+09

Xe135m 2.77E+03 1.35E+09 1.35E+09

Xe137 2.28E+03 1.11E+09 1.11E+09

Xe138 7.22E+03 1.85E+10 1.85E+10

주 (1) 참고문헌 51 참조

(2) Main Cooling Water Inventory(Bq)= MCW concentration (Bq/


)x 467 liter(MCW inventory) x 

(liter)

(3) Iodine Spike(Bq)= MCW Inventory (Bq) x 20 ( only for I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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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선량환산계수

핵종

호흡에 의한 성인의 내부피폭

(m㏜ per ㏃-Inhaled)

외부피폭

(m㏜/sec per ㏃/㎥)

갑상선 전신선량

KR-83M 　 6.486E-16

KR-85M 　 1.005E-11

KR-85 　 1.416E-13

KR-87 　 5.054E-11

KR-88 　 1.254E-10

I-131 4.027E-04 2.357E-11

I-132 3.865E-06 1.386E-10

I-133 7.270E-05 4.189E-11

I-134 1.008E-06 1.438E-10

I-135 1.514E-05 1.138E-10

XE-131M 　 7.892E-13

XE-133M 　 2.162E-12

XE-133 　 2.522E-12

XE-135M 　 2.681E-11

XE-135 　 1.546E-11

XE-138 　 7.595E-11

표 3.2.9 단기대기확산인자 - 지상방출의 경우

시간

거리(m)

χ/Q (sec/㎥)

0-2시간 2-8시간 8시간-1일 1일-4일 4일-30일

200 7.40E-03 5.03E-03 4.14E-03 2.72E-03 1.49E-03

300 3.72E-03 2.52E-03 2.08E-03 1.36E-03 7.46E-04

400 2.28E-03 1.55E-03 1.28E-03 8.40E-04 4.61E-04

500 1.56E-03 1.06E-03 8.78E-04 5.80E-04 3.19E-04

600 1.14E-03 7.83E-04 6.49E-04 4.30E-04 2.39E-04

700 8.79E-04 6.04E-04 5.01E-04 3.34E-04 1.86E-04

800 7.00E-04 4.83E-04 4.01E-04 2.68E-04 1.50E-04

900 6.26E-04 4.27E-04 3.53E-04 2.33E-04 1.29E-04

1000 5.55E-04 3.76E-04 3.10E-04 2.03E-04 1.11E-04

1100 5.06E-04 3.40E-04 2.79E-04 1.81E-04 9.77E-05

1200 4.67E-04 3.11E-04 2.54E-04 1.64E-04 8.69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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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단기대기확산인자-고공방출의 경우

시간

거리(m)

χ/Q (sec/㎥)

0-2시간 2-8시간 8시간-1일 1일-4일 4일-30일

200 3.75E-03 1.08E-03 5.80E-04 1.51E-04 2.17E-05

300 3.75E-03 1.23E-03 7.08E-04 2.12E-04 3.77E-05

400 3.75E-03 1.63E-03 1.07E-03 4.35E-04 1.19E-04

500 3.75E-03 1.62E-03 1.07E-03 4.31E-04 1.17E-04

600 2.75E-03 1.19E-03 7.80E-04 3.14E-04 8.49E-05

700 2.11E-03 9.11E-04 5.98E-04 2.40E-04 6.47E-05

800 1.68E-03 7.24E-04 4.75E-04 1.90E-04 5.12E-05

900 1.38E-03 5.92E-04 3.88E-04 1.55E-04 4.16E-05

1000 1.13E-03 4.86E-04 3.19E-04 1.28E-04 3.43E-05

1100 9.60E-04 4.13E-04 2.70E-04 1.08E-04 2.90E-05

1200 8.32E-04 3.57E-04 2.34E-04 9.34E-05 2.50E-05

구 분 전신선량 갑상선선량

1) 지상방출

- EAB

- LPZ

1.88m㏜/2시간

1.98m㏜/30일

98.2m㏜/2시간

244.6m㏜/30일

2) 고공방출

- EAB

- LPZ

13.6m㏜/2시간

15.1m㏜/30일

37.3m㏜/2시간

48.9m㏜/30일

표 3.2.11 수조 내 LOCA시의 피폭선량

구 분 전신선량 갑상선선량

1) 지상방출

- EAB

- LPZ

0.017m㏜/2시간

0.233m㏜/30일

5.560m㏜/2시간

381.4m㏜/30일

2) 고공방출

- EAB

- LPZ

0.033m㏜/2시간

0.092m㏜/30일

2.751m㏜/2시간

19.17m㏜/30일

표 3.2.12 제1기기실 LOCA시의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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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제1기기실 내 LBLOCA시 계통압력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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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제1기기실 내 LBLOCA시 피복재온도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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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제1기기실 내 LBLOCA시 유량 (PWR모드)

그림 3.2.42 제1기기실 내 LBLOCA시 기공률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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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제1기기실 내 LBLOCA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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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제1기기실 내 LBLOCA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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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제1기기실 내 LBLOCA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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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제1기기실 내 LBLOCA시 유량 (CANDU 모드)

그림 3.2.47 제1기기실 내 LBLOCA고시 기공률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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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제1기기실 내 LBLOCA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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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수조 내 LBLOCA시 계통압력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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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수조 내 LBLOCA시 피복재온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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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수조 내 LBLOCA시 유량 (PWR 모드)

그림 3.2.52 수조 내 LBLOCA시 기공률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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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수조 내 LBLOCA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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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수조 내 LBLOCA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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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수조 내 LBLOCA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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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수조 내 LBLOCA시 유량 (CANDU 모드)

그림 3.2.57 수조 내 LBLOCA시 기공률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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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수조 내 LBLOCA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CANDU 모드)



- 235 -

(나) 핵연료시험설비 소형 냉각수상실사고(SBLOCA)

제1기기실 및 배관 갤러리, 하나로 수조 내의 배관 파단을 가정하여 SBLOCA를 해석

하였다. 다양한 파단 면적에 대하여 해석하였고, 해석한 파단 면적의 최대 값은 배관의

단면적과 같다. 배관파단 시간은 0.01초로 가정하였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

안전밸브는 단일고장을 가정하였다. 배관 갤러리 내의 배관파단사고에서 최대 핵연료

피복재 온도는 제1기기실이나 수조 내 배관파단사고에서의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보

다 낮았다.

1) 초기사고 및 원인

SBLOCA는 설계기준사고로서 무작위적인 고장이나 지진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파열은 작은 구멍, 배관 길이 모양의 파열, 이음 부위 누설 등의 형태로 생기

며 냉각수 방출을 초래한다.

2) 사고전개 및 계통운전

표 3.2.13은 제1기기실의 배관파단사고에서 시간대별 계통 거동이고, 표 3.2.14는 수조

내 배관파단사고에서 시간대별 계통 거동이다. 이 표는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최대인

경우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3) 사고영향 및 결과

가) 제1기기실 SBLOCA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주냉각수펌프 후단의 저온관 파단사고에서 나타나고, 여기

서 파단 면적은 배관 단면적과 동일한 909㎟이다. 하나로는 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정

지하고, 핵연료시험설비도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

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일어난다. 파단 위치가 유량계의 상류에 있기

때문에 저유량 신호가 발생한다. 저압 및 저-저압 신호도 저유량 및 저-저유량 신호와

거의 동시에 연이어 발생한다. 노내시험부의 격리밸브는 사고 후 2.93초에 완전히 닫

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고 후 0.63초에 완전히 열린다.

파단에 의한 냉각수 분출로 노내시험부의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다 일시적인 역류가 발

생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기 시작하고, 비상냉각수의 주입이 시작되면서 일정량의

순방향 흐름이 유지된다. 저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를

통과하며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 후 고온관에 연결된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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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방출된다. 고온관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로 주입되지 않고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발생 후 3.6초에 발생하며 958.9℃(1232K)이다. 핵연

료피복재 온도는 최대 값에 도달한 후 비상냉각수의 냉각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 사고 후 약 5114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그러면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렇지만 노내시험부 압력용

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열전달도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열도 감소하여 노

내시험부의 잔열 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나) 제1기기실 SBLOCA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주냉각기 전단의 고온관 파단사고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파

단 면적은 배관 단면적의 25%인 227.3㎟이다. 하나로는 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정지하

고, 핵연료시험설비도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

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일어난다. 저압 및 저-저압 신호도 저유량 및 저-

저유량 신호와 거의 동시에 연이어 발생한다. 노내시험부의 격리밸브는 사고 후 2.96

초에 완전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고 후 0.66초에 완전히 열린

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고 비상냉각수의 주입이 시작되면서 노내시험부에는 일정량의 순

방향 흐름이 유지된다. 저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를

통과하며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 후 고온관에 연결된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

크로 방출된다. 고온관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로 주입되지 않고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발생 후 6.4초에 발생하며 921.9℃(1195K)이다. 핵연

료피복재 온도는 최대 값에 도달한 후 비상냉각수의 냉각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 사고 후 약 6432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그러면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렇지만 노내시험부 압력용

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열전달도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열도 감소하여 노

내시험부의 잔열 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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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조 내 SBLOCA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저온관 파단사고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파단 면적은 배관

단면적의 14%인 64.96㎟이다. 고유량 신호에 의하여 하나로가 정지하고,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시작된다. 유량계가 파단

부의 상류에 있기 때문에 고유량 신호가 발생한다. 저압 및 저-저압 신호도 고유량 신

호와 거의 동시에 연이어 발생한다. 노내시험부의 격리밸브는 사고 후 2.95초에 완전

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고 후 0.65초에 완전히 열린다.

사고 후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급속히 감압되며, 노내시험부의 유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역류가 발생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고 비상냉각수의 주입이 시작되면서 노내시험부

의 냉각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정체한 후 일정량의 역방향 흐름을 유지한다. 저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는 파단면을 통하여 수조로 방출되고, 시험핵연료는

고온관에 연결된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에 의하여 냉각된다. 고온관 고압주입탱크

의 냉각수 중 일부는 배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되고 나머지의 냉각수가

노내시험부에 주입된다.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발생 후 13.2초에 발생하며 1012.9℃(1286K)이다. 피

복재 온도는 최대 값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다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상승하지만

유량 정체가 해소되고 잔열이 감소하면서 다시 떨어진다. 사고 후 약 2015초에 고압주

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그

러면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

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시험핵연료의 잔열은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전도 열전달과 수조비등에 의한 증발열로 충분히 제거된다.

라) 수조 내 SBLOCA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저온관 파단사고에서 나타났고, 여기서 파단 면적은 배관

단면적의 16%인 74.24㎟이었다. 고유량 신호에 의하여 하나로가 정지하고, 노내시험

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시작된다. 저압 및 저-

저압 신호도 고유량 신호와 거의 동시에 연이어 발생한다. 노내시험부의 격리밸브는

사고 후 2.94초에 완전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고 후 0.64초에

완전히 열린다.

사고 후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노내시험부의 유량도 급격히 감소하며

역류가 발생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되고 비상냉각수의 주입이 시작되면서 노내시험부

의 냉각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정체한 후 일정량의 역방향 흐름을 유지한다.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발생 후 27.9초에 발생하며 990.9℃(1264K)이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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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 온도는 서서히 감소하다 일정한 시간 후 다시 상승하지만 유량 정체가 해소되고

잔열이 감소하면서 다시 떨어진다. 사고 후 약 2572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그러면 시험핵연료의 잔

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

다. 시험핵연료의 잔열은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전도 열전달

과 수조비등에 의한 증발열로 충분히 제거된다.

4) 결론

SBLOCA에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수조 내 저온관 파단사고에서 발생하였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의 경우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1012.9℃(1286K)이고,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의 경우 990.9℃(1264K)다. 따라서 최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핵연료 설계제한치인 1204℃ 이하로 유지된다.

5) SBLOCA의 방사능 영향

SBLOCA시의 방사능 영향은 LBLOCA의 방사능 영향보다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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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제1기기실 SBLOCA 전개 및 계통운전

계 통 운 전
사고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제1기기실 SBLOCA 개시 0.0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02 0.04

하나로 정지(저압) 0.03 0.1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3 0.66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유량) 0.43 0.46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3 0.46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3 0.46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3 0.66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3 0.66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3 1.66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3 2.96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5114 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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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수조 내 SBLOCA 전개 및 계통운전

계 통 운 전

사고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수조 내 SBLOCA 개시 0.0 0.0

하나로 정지(고유량) 0.04 0.03

하나로 정지(저압) 0.08 0.07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5 0.65

격리밸브 폐쇄 개시(고유량) 0.45 0.44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고유량) 0.45 0.44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고유량) 0.45 0.44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5 0.64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5 0.64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5 1.65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5 2.94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2015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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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제1기기실 내 SBLOCA시 계통압력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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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 제1기기실 내 SBLOCA시 피복재온도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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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제1기기실 내 SBLOCA시 유량 (PWR 모드)

그림 3.2.62 제1기기실 내 SBLOCA시 기공률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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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제1기기실 내 SBLOCA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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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 제1기기실 내 SBLOCA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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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 제1기기실 내 SBLOCA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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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제1기기실 내 SBLOCA시 유량 (CANDU 모드)

그림 3.2.67 제1기기실 내 SBLOCA시 기공률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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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제1기기실 내 SBLOCA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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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9 수조 내 SBLOCA시 계통압력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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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0 수조 내 SBLOCA시 피복재온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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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 수조 내 SBLOCA시 유량 (PWR 모드)

그림 3.2.72 수조 내 SBLOCA시 기공률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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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3 수조 내 SBLOCA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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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4 수조 내 SBLOCA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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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5 수조 내 SBLOCA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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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수조 내 SBLOCA시 유량 (PWR 모드)

그림 3.2.77 수조 내 SBLOCA시 기공률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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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8 수조 내 SBLOCA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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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핵연료 취급사고

(가) 사건 및 원인

시험핵연료취급사고는 시험핵연료를 취급하는 도중에 떨어뜨리는 핵연료 낙하사고 이

다.

(나) 계통운전

시험핵연료는 계통을 정지시킨 후 최소한 8시간이 지난 다음에 취급을 개시한다. 핵연

료시험설비에서 조사된 시험핵연료는 수조수에 의한 잔열제거에 의해 붕괴열을 제거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붕괴된 후 시험공에서 꺼내게된다. 새로운 시험핵연료의 장

전, 조사 중간에 육안검사를 위한 장탈착, 조사시험 완료 후 시험핵연료의 제거등과 관

련된 작업시 취급 부주의에 의한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수조수에 의한 요드 제

거효율이 최소가 되는 핵연료이송수로(Fuel transfer canel)에서 낙하한다고 가정한

다.

(다) 방사능 영향

1) 가정 및 입력변수

수조 내 배관파단 시 기술한 가정 및 입력자료와 같으며 추가 및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취급사고시의 방사능의 누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Safety Guide 25와

NUREG/CR-5009의 기준을 이용한다. NUREG/CR-5009에서는 I-131과 Kr-85의

gap activity 비율을 증가 시켰다. 또한 핵연료취급사고는 8시간 이후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들 기준에 따른 gap activity는 표 3.2.6에 나타내었다.

○ 입자형 및 원소형 요드의 수조에 의한 제염계수는 상업용 PWR에서의 증기발생기

튜브 파단사건에서와 같이 100으로 가정하였다. 불활성기체 및 유기성 요드는 수조에

서의 제염계수가 1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원자로실로 즉시 방출된다.

- 입자형 및 원소형 요드 : 100

- 유기성 요드 : 1

- 불활성기체 : 1

○ 시험핵연료 취급전 붕괴시간 : 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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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의 화학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원소 및 입자 : 75 %

- 유기물 : 25 %

○ 핵연료취급사고시 누출되는 Gap activity의 분율 : 100 %

○ Gap acitivity는 핵연료방사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 불활성기체 ( Kr-85 제외) : 10 %

- Kr-85 : 30 %

- 요드 ( I-131 제외) : 10 %

- I-131 : 12 %

○ 입자형 및 원소형 요드는 건물벽, 주변기기에 50%정도 흡착이 되나 보수적으로 건

물흡착을 고려하지 않았다.

○ 원자로실 비상환기계통 요드 제거효율 : 90% (원소형 요드), 70% (유기형 요드)

2) 결과

핵연료이송수로에서 낙하하여 시험핵연료가 파손된 경우 방사능은 모두 수조로 방출

된다. 입자형 및 원소형 요드는 수조 내에서 제거과정을 거친 후 원자로실로 방출되

며 가스상 방사능은 핵연료로부터 원자로실로 즉시 방출된다.

원자로실로 방출된 방사선물질의 방출경로는 비상환기계통이 작동하여 하나로 건물내

의 대기가 굴뚝으로 고공방출되는 경우와 비상환기계통이 작동하지 않아 하나로 건물

의 대기 누출에 의해 지표면방출의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건물내 방사선원과 선량계산

을 수행하였다.

방출된 핵종의 이동은 TACT 5 전산프로그램(참고문헌 25)을 이용하였으며 피폭선량

을 표 3.2.15에 나타내었다.

3) 결론

이송수로에서 시험핵연료취급사고로 시험핵연료내에 축적된 방사성생성물이 방출된다

는 가정하에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3.2.15의 전신피폭선량계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 방출시의 피폭선량이 고공방출시의 값보다 낮고, 갑상선피폭선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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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방출의 경우가 고공방출의 경우보다 높다. 고공방출의 경우 제한구역(200m)에서

의 방사선량은 2시간동안의 집적선량으로서 전신에 대해 0.749 mSv, 저인구지역의 방

사선량은 사고 전 기간동안(30 일)으로서 0.830 mSv 이다. 한편 갑상선선량의 경우

지상방출시 제한구역에서 2 시간동안 4.02 mSv, 저인구지역에서 사고 전 기간동안

10.4 mSv 피폭된다. 따라서, 본사고시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에서의 피폭선량은 SRP

15.7.4에서 제시한 전신 및 갑상선 선량 허용 기준치 60 mSv 과 750 mSv를 만족하

고 있다.

구 분 전신선량 갑상선선량

1) 지상방출

- EAB

- LPZ

0.091 mSv/2시간

0.113 mSv/30일

4.020 mSv/2시간

10.4 mSv/30일

2) 고공방출

- EAB

- LPZ

0.749 mSv/2시간

0.830 mSv/30일

4.751 mSv/2시간

6.258 mSv/30일

표 3.2.15 핵연료취급사고시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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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급전원상실

(가) 초기사고 및 원인

교류전원 완전상실은 설계기준사고로서 무작위적인 고장이나 지진에 의해서 교류전력

완전상실을 초래하는 사고이다. 교류 전력이 상실되어도 460V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의하여 주냉각수펌프는 곧바로 정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비안

전등급이므로 사고해석에서는 교류전원이 상실되면 주냉각수 펌프가 정지하여 강제냉

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적인 평가를 하였다.

(나) 사고전개 및 계통운전

표 3.2.16은 4급전원상실로 인하여 강제냉각기능이 상실하는 경우 시간대별 계통거동

이다. 4급전원이 상실되면 주냉각수펌프가 정지하여 주냉각수 유량이 감소한다. 하나

로는 주냉각수 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정지하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 격리

밸브는 주냉각수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작동한다.

(다) 사고영향 및 결과

핵연료시험설비의 비상냉각수는 고압주입탱크로부터 공급받는다. 고압주입탱크는 주

냉각수계통보다 약간 높게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주입밸브와 감압배기밸브가 열

리면 주냉각수계통이 감압되면서 비상냉각수가 주입된다. 핵연료시험설비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완화는 피동냉각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주냉각수펌프는 전원이 상실하면

5초 만에 관성 정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4급전원상실시 주냉각수 유량은 주냉각수펌프축 고착사고에 비하여 유량 감소가 완만

하다. 그것은 펌프의 관성 정지 때문이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노내시험부 격리와 고

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 개방에 의하여 가압되지 않고 서서히 감소한다. 핵연료

피복재의 첨두온도는 사고 발생 후 약 360.2℃(633.4K)까지 약간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한다. 최소 핵비등이탈비는 사고발생 후 약 4.0초에 나타나며 그 값은 약 2.03이

다. 사고 후 4876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

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 증가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잔열 제거율도 증가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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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닫힘에 따라 폐기물

저장탱크의 압력과 같아진다. 따라서 노내시험부의 압력 및 온도와 핵연료피복재온도

는 설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2)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4급전원상실시 주냉각수 유량은 주냉각수펌프축 고착사고에 비하여 유량 감소가 완만

하다. 그것은 펌프의 관성 정지 때문이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노내시험부 격리와 고

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 개방에 의하여 가압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핵연

료 피복재의 첨두온도는 사고 발생 후 약 325.1℃(598.3K)까지 약간 상승하였다가 다

시 감소한다. 최소 핵비등이탈비는 사고발생 후 약 1.7초에 나타나며 그 값은 약 3.25

이다. 사고 후 6174초에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신호로 고압주입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및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노내시험부 압력용기

의 냉각수와 하나로 수조수의 온도 차이 증가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수로의 잔열 제거율도 증가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닫힘에 따라 폐

기물저장탱크의 압력과 같아진다. 따라서 노내시험부의 압력 및 온도와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설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라) 결론

4급전원상실 사고시 핵연료시험설비의 최대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된

다.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모두 임계열속을 초과하지 않고, 핵연료 피

복재온도도 설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마) 방사능영향

안전방출 밸브는 열리지 않으며 냉각수는 모두 폐기물저장탱크로 집수되어 외부로 누

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시의 방사능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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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4급전원상실사고 전개 및 계통운전

계 통 운 전
사고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4급전원상실사고 개시 0.0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87 0.86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1.48 1.47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유량) 2.33 2.32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2.33 2.32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2.33 2.32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2.53 2.52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2.53 2.52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2.48 2.47

격리밸브 폐쇄 완료 4.83 4.82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76 6174

감압배기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76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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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9 4급전원상실 사고시 계통압력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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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0 4급전원상실 사고시 피복재온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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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1 4급전원상실 사고시 시간별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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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2 4급전원상실 사고시 기공률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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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3 4급전원상실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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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4 4급전원상실 사고시 임계열유속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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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5 4급전원상실 사고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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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6 4급전원상실 사고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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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7 4급전원상실 사고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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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9 4급전원상실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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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 내부압력용기 파단사고

(가) 초기사고 및 원인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에서 이중 압력관의 수명은 3년으로 설계되었다. 3년 이내의 시험

기간 중 내부 압력용기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하여 파단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였다.

(나) 사고전개 및 계통운전

표 3.2.17은 내부압력용기의 파단이 발생한 경우 시간대별 계통거동이다. 내부압

력용기가 파단되면 노내시험부의 냉각수는 외부압력용기와 내부압력용기 사이의 단열

갭으로 분출되고, 노내시험부 압력은 감소한다. 하나로는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

고유량 신호에 의하여 정지한다. 노내시험부 고유량 신호 발생 직후 노내시험부 저압

및 단열 갭 고압 신호가 연속하여 발생한다.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 격리밸브

는 주냉각수 저-저압 신호에 의하여 작동한다.

(다) 사고영향 및 결과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파단전누설(LBB)을 가정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파단이 발생

한다고 가정하였다. 외부압력용기와 내부압력용기 사이의 단열 갭과 단열 갭의 압력을

감시하기 위한 튜브의 유체 체적은 약 0.002m3이며, 충진 압력은 5MPa이다. 파단 면

적에 따른 핵연료피복재온도의 민감도를 조사하여 첨두피복재온도가 최대인 경우에

대하여 해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1)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양단 파단과 슬릿 타입의 파단을 가정하였다. 최대 파단 면적은 단열 갭의 단면적으로

가정하였다. 방출계수가 1인 양단 파단으로 가정한 계산 결과에서 첨두핵연료피복재온

도가 최대 값을 나타내었다. 최대 첨두핵연료피복재온도는 노내시험부의 내부압력용기

파단사고 후 약 3초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값은 782.4℃(1055.6K)이다. 노내시험부 및

단열 갭의 최대 압력은 설계 압력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압주입밸브가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 후 시험핵연료의 잔열은 노

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전도 열전달에 의하여 하나로 수조수로 제거된다. 노내시험

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닫힘에 따라 폐기물저장탱크의 압력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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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내시험부 내부압력용기의 파단사고가 발생할지라도 노내시험부 및 단열 갭

의 압력과 핵연료피복재온도는 설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2)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양단 파단과 슬릿 타입의 파단을 가정하였다. 최대 파단 면적은 단열 갭의 단면적으로

가정하였다. 소형냉각수 상실사고와 동일하게 모사한 슬릿 타입의 파단에서 파단 면적

이 단열 갭 단면적의 40%(1.064x10-4m2)인 경우에 첨두핵연료피복재온도가 최대 값

을 나타내었다. 첨두핵연료피복재온도는 파단사고 후 약 2.8초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값은 812.7℃(1085.9K)이다. 노내시험부 및 단열 갭의 최대 압력은 설계 압력을 초과

하지 않는다.

고압주입밸브가 완전히 닫히고 비상냉각수 공급이 차단된 후 시험핵연료의 잔열은 노

내시험부 압력용기를 통한 전도 열전달에 의하여 하나로 수조수로 제거된다. 노내시험

부의 냉각수 온도는 노내시험부의 포화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닫힘에 따라 폐기물저장탱크의 압력과 같아진다.

따라서 노내시험부 내부압력용기의 파단사고가 발생할지라도 노내시험부 및 단열 갭

의 압력과 핵연료피복재온도는 설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라) 결론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모두 노내시험부 내부압력용기 파단사고시 핵

연료시험설비의 최대압력은 설계압력의 110% 이내로 유지되고, 핵연료 피복재온도도

설계기준 이내로 유지된다.

(마) 방사능영향

안전방출 밸브는 열리지 않고, 외부압력용기 및 단열 갭의 압력을 측정하는 튜브가 압

력 경계를 유지하므로 노내시험부 내부압력용기 파단사고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은 발

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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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7 내부압력용기 파단사고 전개 및 계통운전

계 통 운 전
사고후 경과시간(초)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내부압력용기 파단사고 개시 0.0 0.0

하나로 정지(고유량) 0.03 0.03

하나로 정지(저압) 0.07 0.05

하나로 정지(단열 갭 고압) 0.08 0.6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5 0.64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압) 0.44 0.44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압) 0.44 0.44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압) 0.44 0.44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4 0.64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4 0.64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5 1.64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4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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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1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계통압력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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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2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피복재온도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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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3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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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4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기공률 (PW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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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5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PW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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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6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계통압력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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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7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피복재온도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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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8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유량 (CANDU 모드)



- 278 -

0 50 100 150 200 250 300

0.0

0.2

0.4

0.6

0.8

1.0

 Fuel Zone 02
 Fuel Zone 03
 Fuel Zone 04
 CL Vol.-150
 HL Vol.-445

Inner Vessel Break (CANDU)

Vo
id

 F
ra

ct
io

n

Time (sec.)

그림 3.2.99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기공률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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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0 내부압력용기 파단 사고시 고압주입 및 감압배기 유량,
안전밸브 방출 유량 (CANDU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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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로 운영변경허가 추진

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는 하나로의 부속 실험설비이다. 따라서 핵연료노내조사시험

설비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1장 실험시설”의 11.5절에

작성하였다. 가압경수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준용하여 핵연료노내조사

시험설비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1. 설비개요 및 일반사항, 2. 부지특성, 3. 계통 및 기

기설계, 4. 건물 및 구조, 5. 노내시험부, 6. 주냉각수 계통 및 연결계통, 7. 공학적 안전

설비, 8. 계측 및 제어계통, 9. 전력계통, 10. 보조계통, 11. 방사성 폐기물관리, 12. 방

사성 방호, 13. 운전관리, 14. 시운전, 15. 사고해석, 16. 기술지침서, 17. 품질보증으로

작성하였다.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총 쪽수는 468쪽이다. 하나

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11.5절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해

당하는 장․절을 인용하였다. 또한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를 하나로에 설치함에 따

라 영향을 받는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도 개정하였다. 개정한 하나로 안전성분석보

고서는 3장 안전개념 및 설비 일반, 5장 원자로, 9장 전력계통, 11장 실험설비의 3절

동위원소생산시설, 12장 방사성폐기물관리 , 13장 방사선 방호이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운영부를 비롯한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관련 부서 및 전문가의 검토와 하나로 안전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다.

나. 하나로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 수검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를 하나로에 설치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6일 과학기술부에

하나로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구조부지, 원자로안전해

석, 계통평가, 기계해석, 금속재료, 계측제어, 전기제어, 방사선평가, 품질규제, 운전분

석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2005년 1월 22일부터 2006년 7월 14일까지 심사하였다.

하나로운영변경허가 신청 및 심사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

다.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포함한 하나로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에 대하여 총 496개 항목의 질의를 심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이에 대한 답변 및 보

충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496개의 질의에는 188개의 재질의가 포함된 것이다. 또한 심

사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분석보고서를 수정하였다.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하나로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에 대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의견에 근거하여 2006년 7월 21일 과학기술부가 “핵

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설치에 따른 하나로운영변경허가”를 승인하였다. 이 승인 공문

에 사용전검사 수검 및 10개 항목의 후속 조치 요구가 포함되었다. 10개 항목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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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는 실제로 시험할 핵연료에 대한 설계 및 안전성분석, 3-핀 가열봉에 대한 임계

열유속 실험,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및 교육, 가동중 검사 및 시험계획서 작성, 시험

핵연료 파손감지기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후속 조치는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의 운영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1) 질의 접수 이력

○ 2005년 4월 19일 : 1차 질의 176개 항목 접수 (신규 질의 176개)

○ 2005년 5월 9일 : 1차 질의(품질분야) 13개 항목 접수 (신규 질의 13개)

○ 2005년 8월 15일 : 2차 질의 155개 항목 접수 (신규 질의 78개 재질의 77개)

○ 2005년 11월 28일 : 3차 질의 91개 항목 접수 (신규 질의 22개 재질의 69개)

○ 2006년 1월 2일 : 4차 질의 5개 항목 접수 (재질의 5개)

○ 2006년 2월 2일 : 5차 질의 3개 항목 접수 (신규 질의 3개)

○ 2006년 3월 9일 : 6차 질의 48개 항목 접수 (신규 질의 13개, 재질의 35개)

○ 2006년 3월 22일 : 6-1차 질의 3개 항목 접수 (신규 질의 3개)

○ 2006년 6월 14일 : 7차 질의 2개 항목 접수 (재질의 2개)

○ 2006년 6월 5일 : 안전성분석보고서 1차 보완 요구 접수

○ 2006년 6월 21일 : 안전성분석보고서 2차 보완 요구 접수

(2) 답변 제출 이력

○ 2005년 7월 5일 : 1차 질의 관련 189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5년 10월 05일 : 2차 질의 관련 152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5년 11월 23일 : 2차 질의 관련 3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1월 20일 : 3차, 4차 질의 관련 57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1월 24일 : 3차 질의 관련 20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1월 31일 : 3차 질의 관련 13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3월 8일 : 3차, 5차 질의 관련 13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4월 3일 : 3차, 6차, 6-1차 질의 관련 34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4월 26일 : 6차 질의 관련 2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5월 10일 : 3차 질의 관련 7개 항목의 보완 답변 제출

○ 2006년 5월 16일 : 6차 질의 관련 5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6월 9일 : 6차 질의 관련 23개 항목의 답변 제출

○ 2006년 6월 9일 : 안전성분석보고서 1차 보완 제출

○ 2006년 6월 23일 : 안전성분석보고서 2차 보완 제출

○ 2006년 7월 14일 : 7차 질의 관련 2개 항목의 답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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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질의 답변 설명회

○ 2005년 3월 11일 :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설치에 의한 하나로운영변경허가 신청 설

명회

○ 2006년 4월 17일 : 심사질의에 대한 답변 설명회

○ 2006년 4월 26일 : 심사질의에 대한 답변 설명회

다. 사용전검사 수검

상용로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사용전검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단계 사용전검사는 구조물 및 설치 검사이다. 2006년 6월

13일 1단계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고, 2006년 7월 7일 사용전검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17일 설치공사 개시 전에 1단계 사용전검사 검사전 회의를 가졌다.

설치 공사 지연 및 노내시험부 설치를 2007년도 8월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전검사 1단

계를 변경 신청하였고 검사기관이 승인하였다.

계통평가, 구조부지, 방사선평가, 금속재료, 기계해석, 전기제어, 계측제어, 품질규제 분

야의 검사원 12명이 9차례에 걸쳐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검사를 하였다. 설계 요

건에 따라 기기를 구매하고,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설치하고 있음을 설치 절차서

와 기기구매 품질문서를 제출하고 설명하였다.

표 3.2.18과 같이 3건의 지적과 3건의 권고를 받았고, 적절히 조치하여 해결하였다.

사용전검사 수검 수행 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6년 6월 13일 : 하나로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설치에 대한 사용전검사

(1단계) 신청

○ 2006년 7월 7일 : 1단계 사용전검사 범위 및 일정, 자체 수행 계획 설명회

개최

○ 2006년 7월 18일 : 1단계 사용전검사 검사전 회의 개최

○ 2006년 8원 24일 : 계통평가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고창석, 이공희)에

대한 수검

○ 2006년 9월 7일 : 구조부지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윤의식에 대한 수

검

신대수 PM 현장 검사에 대한 수검

○ 2006년 9월 19일~21일 : 계통평가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고창석, 이공

희)에 대한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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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21일 : 방사선평가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전제근, 송민철,

정규환)에 대한 수검

○ 2006년 9월 26일~27일 : 금속재료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김상택, 김석

훈)에 대한 수검

○ 2006년 11월 13일 : 하나로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설치에 대한 사용전검사

(1단계) 변경 신청

○ 2006년 11월 21일~23일 : 계통평가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고창석, 이공

희)에 대한 수검

○ 2006년 12월 1일 : 전기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김대식)에 대한 수검

○ 2006년 12월 19일 : 기계해석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정연기)에 대한 수

검

○ 2007년 1월 8일 : 계장분야 현장 검사 및 문서 검토(황희수)에 대한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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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적/권고 내용 조치 현황

검사지적

FTL 제어실 차폐벽 콘크리트 배합설계

미흡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험으로 입증, 조치보고서 제출

자체처분 대상폐기물의 자체처분 절차

위반

표면오염도 검사 후 자체 처분 절차에 따라

관리 중, 심사기관에 조치보고

공기구동밸브 핸드휠 제거 시 QA 절차

위반, 안전성 평가 요구

해당 밸브의 성능 및 안전성에 문제 없음을

입증, 조치보고서 제출

검사권고

화학재 주입펌프의 설계 자료와

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 내용 불일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 압력 수정

운영기술지침서에 격리밸브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사항 추가

운영기술지침서에 해당 밸브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 사항 추가 기술

규정에 따라 케이블트레이 ID를 도면과

일치하게 표시하도록 권고
도면과 일치하게 케이블트레이 ID 표시

표 3.2.18 핵연료노내조사시험시험설비 사용전검사 검사지적 및 검사권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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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핀 가열봉 임계열유속 실험

가. 임계열유속 측정 목적

핵연료시험설비에서 시험할 표본시험핵연료봉의 설계 기준 중 하나는 정상운전 및 예

상운전과도(AOO)에서 임계열유속(CHF)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임계열유속은 가열

면과 유로의 형상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핵연료시험설비의 3-핀 가열봉에 대한 임

계열유속 측정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압경수 및 중수로형 표본시험핵연료봉과 동

일한 가열봉과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와 동일한 유로 형상에서 임계열유속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임계열유속을 1986년 AECL-Look-Up Table의 임계열유속 자료와 비교하여

1986 AECL Look-up Table에 대한 보정계수를 개발하였다. 이 보정계수는 압력, 질

량유속, 건도의 함수로 개발되었다. 이 보정계수와 봉다발 보정계수, 등가가열직경에

대한 보정계수를 함께 사용하면 1986 AECL Look-up Table로 핵연료시험설비의 3-

핀 표본시험핵연료봉의 임계열유속을 잘 예측하였다.

나. 실험 장치 및 방법

(1) RCS 열수력 실험 장치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RCS 열수력 실험장치를 사용하여 임계열유속 측정 실험을 수행

하였다. RCS 열수력 실험장치의 주요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운전압력 : 0.5 ～ 16MPa

- 실험대 유량 : 0.03 ～3 kg/s

- 최대 유체 온도 : 347 ℃

- 실험대 최대 출력 : DC 450kW, AC 970kW

그림 3.3.1과 3.3.2는 RCS 열수력 실험장치의 구성과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장치

는 순환펌프, 오리피스 유량계, 예열기, CHF 시험대, 기수 분리기(Steam water

separator), 응축기, 가압기, 열교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배관을 구성하는 모

든 기계장치, 압력용기, 배관 및 각종 측정부는 스테인리스 스틸 304로 만들어졌으며,

ASME VIII,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및 ANSI B31.1.0, Power Piping

Code에 따라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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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펌프로부터 배출된 순환수는 예열기를 거쳐 시험대로 흐르는 동안 시험대 내부에

설치된 3핀 가열봉 봉다발에 의해 가열되어 수증기-물의 2상 유동 상태로 시험대를

나와 수증기/물 기수 분리기로 유입된다. 여기서 수증기는 응축기에서 응축되어 가열

수와 함께 열교환기를 거쳐 주어진 온도까지 냉각된 후 순환펌프로 회수된다. 시험대

로 공급되는 유량의 측정은 3 종류의 오리피스 유량계 중에서 실험 유량의 범위에 적

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유량은 순환펌프의 회전속도 조절, 유량제어밸브 및 우

회밸브의 조절을 조합하여 제어된다. 저유량 영역에서 흔히 관찰되는 유량의 진동은

시험대 입구 측에 설치된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여 유량을 조절하여 제거된다. 40kW의

출력을 갖는 예열기는 시험대 입구의 용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시험대에서 가열된 순환용수는 수증기-물의 2상 유동 상태로 시험대를 나와 기수 분

리기 및 응축기에서 완전히 단상의 물이 되어, U-tube형 열교환기에서 설정된 온도까

지 냉각된다. 실험장치의 압력은 내부에 40kW 출력의 가열기가 설치된 가압기에 의하

여 조절된다.

(2) 3핀 임계열유속 시험대

임계열유속 시험대는 냉각수가 공급되는 하부 플레넘(Lower Plenum), 냉각수가 배출

되는 상부 플레넘(Upper Plenum), 가열봉 히터가 설치되는 주시험대(Main Test

Section)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시험대의 형상과 배치도는 그림 3.3.3에서 볼 수

있다. 시험대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상세 설계사양은 다음과 같다.

주시험대는 상부 플레넘과 하부 플레넘 사이의 ANSI 3" SCH.160 배관과 상부에 부

착된 ANSI 6" 2500lb 차폐 플랜지(Blind flange)와 하단부에 부착된 ANSI 5"

2500lb 차폐 플랜지(Blind flange)를 의미한다. 주시험대의 3-PIN 임계열유속 실험을

위한 유동 단면적은 3" SCH.160 배관 내부에 가공된 쉬라우드(Shroud)를 설치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그림 3.3.4와 그림 3.3.5는 시험대의 단면도이다.

(3) 계측계통

이 실험에서 측정한 주요 계측변수들은 표 3.3.1에서 정리하였다. 3핀 CHF 실험은

RCS 열수력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므로, 계측기들은 기존의 계측기들과 3

핀 CHF 시험대에 설치된 계측기로 구분할 수 있다.

RCS 열수력 실험장치내에는 RCS 순환배관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다수의 계측기

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계측기들의 계측 변수는 압력, 온도, 유량, 수위들이며 펌

프, 가압기, 습분분리기, 배관 등에 설치되어 있다. RCS 순환배관을 제외한 3핀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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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험대에는 입구(하부플레넘)와 출구(상부플레넘)에 계통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계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주시험대의 압력 강하를 계측하기 위한 차압계는 입

구와 출구의 압력계에서 병렬도 분기되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하부 및 상부 플레넘에

는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CHF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계측변수는 가열봉의 벽면온도이며, 각 가열봉에는 직경 0.5mm의 K-type 열

전대 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개는 가열구간 상부 10mm 하부, 2개는 30mm

하부에 설치되었으며, 1개는 490mm 하부, 즉, 가열구간에 설치된 지지격자 상부

10mm에 설치되었다. 주변방향(peripheral)으로는 0o, 90o, 180o 방향에 설치되어 있으

며, 자세한 설치 위치는 그림 3.3.6에서 볼 수 있다.

(4) 실험절차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시험대 입구의 유량, 온도 및

압력을 설정된 조건에 맞춘 다음, 시험대 가열봉다발에 전원을 공급하고 서서히 가열

전력을 증가시킨다. CHF 근처에 도달할 경우 공급 전력을 미세하게 Step 상태로 증

가시키면서 수 분 동안 유지하여 CHF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 Step으로 증가시킨

다. CHF가 발생하면 CHF 검출기에 의해 전력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정지시킨다. CHF

의 판단 조건은 최대 가열봉 표면온도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판단하

며, 본 실험에서는 최대 표면온도가 포화온도보다 50oC 이상 상승하면 CHF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질량유량이 커서 가열봉에 인가되는 전력이 크거나, 압력이 높아

포화온도가 높은 경우 CHF 근처에서 가열봉의 평균 표면 온도가 포화온도보다 매우

높다. 이 경우 CHF 발생 전 무작위로 발생하는 가열봉 표면 온도의 진동으로 인해

CHF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CHF값을 계측하기 위하

여 CHF 판단 온도를 포화온도 60oC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7은 Test ID가 P80-G400-S3 (P=8.0MPa, G=400kg/s-m
2
, Δ

hin=372.8kJ/kg)인 경우의 CHF 발생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약 48초경 가열봉 표면온도가 CHF 판단 기준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불확실도 분석

일반적으로 어떤 측정값에 대한 전체오차(Total Error, δ k)는 다음과 같이 계통오차

(Systematic or bias Error, β) 및 우연오차 (Random Error, εk)로 구분될 수 있다.

δ k= β + ε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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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오차는 실험 수행시 측정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것으로서, 정상상태

(Steady-State) 실험의 수행시에는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가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계통오차는 물리적 측정계통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

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는 실험기간동안 변하지 않는 오차로서, 일반

적으로 동일한 방법 및 환경조건에서 어떤 물리량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각각의 측

정값에는 동일한 계통오차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계통오차는 계측기 제작자에

의해 명시되는데,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계측계통의 교정과정에서 실제의 실험조건

과 동일한 환경에서 표준기기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

계측의 불확실도에 관한 분석은 매우 복잡하므로, 계통오차 및 우연오차의 합성치로

나타내는 오차의 타당한 상한값(Upper Limit)의 의미를 갖는 불확실도 (Uncertainty;

U)로 표현한다. 즉, 어떤 변수(X)는 다음 식으로 표현되는 구간이 그 계측의 참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폭을 나타낸다. :

X ± U (2)

어떤 측정값의 평균치는 식(2)와 같이 평균치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

확실도(U)는 계통오차와 우연오차에 의해 95 %의 신뢰도 구간에서 다음 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

UR = [ B 2 + (t S
X
) 2 ] 1/2 (3)

만약 99%의 신뢰도 구간에서의 불확실도를 구하고자 하면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UR = B + t S
X (4)

여기서 B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계통오차의 지표로서, 이는 계통오차( β )의 상한값에

대한 추정치이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실험수행 과정에서 평가될 수 없으므로, 계측계

통에 의해 야기되는 Binst를 대신 사용한다. S
X 는 평균치의 정밀도 (Precision

Index)를 나타내는데, 이는 우연오차의 척도인 표준편차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리

고 t는 대칭하는 student-t 분포에 대해 면적의 95 %를 차지하는 지점에 대응하는 통

계값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일 data set은 최소한

30개의 Data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험결과의 불확실도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계산할 수 있다 :

○ 계측과정의 열거

○ 요소오차 요인의 열거

○ 각 요소오차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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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변수별 계통오차 및 우연오차의 계산

○ 계통오차 및 우연오차의 전파계산

○ 불확실도 계산

본 보고서에서는 입구조건 관점에서 임계열유속(CHF)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에 대하여 수행한 불확실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들은 정압,

차압, 질량유속, 입구온도(또는 건도), 열유속(또는 출력) 및 기하학적 수치들이다.

이상으로 본 실험에서 임계열유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

도를 분석하였으며, 산출된 불확실도는 표 3.3.2에 정리되었다.

계측기 수 설치 위치 비고

압력 2 시험대 입구 및 출구 하부 및 상부 플레넘

차압 1 시험대 입출구 하부 및 상부 플레넘

유체 온도 2 시험대 입구 및 출구 하부 및 상부 플레넘

가열봉 벽면온도 18
가열봉 상부 10mm, 30mm 하부

동일 높이에서 반경방향으로 3곳
가열봉당 6개 열전대 사용

유량 1 시험대 입구 배관 오리피스 유량계

전력 1 3핀 가열봉 전력 전압, 전류 및 전력 측정

RCS Loop 온도 11 RCS 열수력 실험장치 순환 배관내 여러 곳

RCS Loop 압력 3
RCS 열수력 실험장치내

가압기, 습분분리기, 순환펌프 출구

RCS Loop 수위 2 RCS 열수력 실험장치내 가압기 및 습분분리기

표 3.3.1 주요 계측변수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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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KAERI RCS 열수력 실험장치 구성도

측정변수 계측기 계통오차 우연오차 불확실도

정압 및 차압 SMART Type ±0.51% ±0.16% ±0.6%

온도 K-type 열전대 ±1.3K ±0.12K ±1.3K

질량유속 오리피스 유량계 ±0.8% ±0.9% ±2.0%

전력 Powermeter ±0.2% ±0.8% ±1.6%

표 3.3.2 주요 계측변수들의 불확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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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KAERI RCS 열수력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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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3핀 시험대 형상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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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가압경수로형 시험대의 단면도

그림 3.3.5 중수로형 시험대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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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CHF 발생시의 가열봉 표면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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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계열유속 실험결과

(1) 가압경수로형 임계열유속

표 3.3.3은 이 실험에서 PWR형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Test Matrix를 보

여주고 있다. 압력은 8.0MPa ～ 15.5MPa 범위에서 약 2.0MPa의 간격으로 6개의 압

력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질량유속 범위는 200～1000 kg/s-㎡으로 KAERI RCS

실험장치의 최대 유량과 가열봉다발의 출력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입구 과냉

도 범위는 30～60℃ (208 ～ 373kJ/kg)로 서로 다른 압력에서는 과냉 엔탈피의 값이

동일하도록 Test Matrix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3.3.3에서 정의된 시험 범

위에서 최종적으로 총 71개 (중복데이터 포함)의 임계열유속 데이터를 얻었다.

AECL Look-Up Table (Groeneveld et al. 1986)이 본 실험에서 얻어진 임계열유속

데이터를 가장 잘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측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정계수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하였으며, 회

귀 상수들은 표 3.3.4에 나타나 있다.

       




where P = 압력 (bar)

   i f     

   i f ≥ 

   i f ≤ 

그림 3.3.8은 위에서 얻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AECL 1986 Look-Up Table로 임계

열유속 데이터를 예측한 결과이다. 표 3.3.5에는 보정계수를 이용할 경우 임계열유속

예측 오차가 약 절반으로 작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보정계수를

이용할 경우 압력, 질량유속과 건도의 크기에 무관하게 임계열유속이 비교적 고르게

잘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AECL 1986 Look-Up Table에 보정계수를 이용한 임계열

유속 예측 방법을 한계 DNBR 해석에 사용한다.

(2) 중수로형 임계열유속

표 3.3.6은 본 실험에서 CANDU형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Test Matri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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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압력은 6.0MPa ～ 15.0MPa 범위에서 약 1.5MPa의 간격으로 7개의

압력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질량유속 범위는 200～1000 kg/s-㎡으로 KAERI RCS

실험장치의 최대 유량과 가열봉다발의 출력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입구 과냉

도 범위는 18～70℃ (117 ～ 345kJ/kg)로 서로 다른 압력에서는 입구 과냉도를 온도

가 아닌 과냉 엔탈피의 값이 동일하도록 Test Matrix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3.3.6에서 정의된 시험 범위에서 최종적으로 총 108개 (중복데이터 포함)의 임계열

유속 데이터를 얻었다.

앞 절에 나타난 것처럼 AECL Look-Up Table (Groeneveld et al. 1986)이 본 실험

에서 얻어진 임계열유속 데이터를 가장 잘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측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86 Look-Up Table은 낮은 유량, 낮은 압력, 높은 건도 조건에

서 예측오차가 크게 떨어지며 임계열유속 값을 실험에서 측정한 값보다 크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정계수를 회귀분석을 통하

여 구하였으며, 회귀 상수들은 표 3.3.7에 나타나 있다.

       




where P = 압력 (bar)

   i f     

   i f ≥ 

   i f ≤ 

그림 3.3.9는 위에서 얻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AECL 1986 Look-Up Table로 임계

열유속 데이터를 예측한 결과이다. 표 3.3.8에는 보정계수를 이용할 경우 임계열유속

예측 오차가 약 절반으로 작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보정계수를

이용할 경우 압력, 질량유속과 건도의 크기에 무관하게 임계열유속이 비교적 고르게

잘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AECL 1986 Look-Up Table에 보정계수를 이용한 임계열

유속 예측 방법을 한계 DNBR 해석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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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Total 71)

Pressure

(MPa)

Mass Flux

(kg/s-m2)

Subcooling

(oC)

Inlet Subcooling

Δhsub(kJ/kg)

9 8.0 200, 400 40 ～75

208 ～373

6 10.0 200, 400 38 ～72

14 12.0 200, 400, 800 35 ～67

12 14.0 200, 400, 800, 1000 32 ～64

15 15.0
200, 400, 800, 1000,

1200
31 ～61

15 15.5
200, 400, 800, 1000,

1200
30 ～60

표 3.3.3 가압경수로형 가열봉의 시험 조건

 회귀 상수 PWR

 C1 0.200E-1

 C2 -0.270E-1

 C3 0.697E-2

표 3.3.4 가압경수로형 보정식의 회귀 상수

상관식

Predicted/Measured CHF

(P/M) (-)

Measured/Predicted CHF

(M/P) (-)

Avg. Error* RMS Error Avg. Error RMS Error

AECL Look-Up Table (1986) 0.815 0.173 1.283 0.276

Doerffer et al. (1994) 0.720 0.230 1.618 0.749

AECL Look-Up Table &

보정계수
0.999 0.112 1.014 0.116

표 3.3.5 기존 상관식에 의한 임계열유속 예측 결과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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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ion of errors: Ri = P/M or M/P, Avg. Error: ≡ 
  



 , RMS Error

≡ 



  



  

Data #

(Total 102)

Pressure

(MPa)

Mass Flux

(kg/s-m2)

Subcooling

(oC)

Inlet Subcooling

Δhsub(kJ/kg)

9 6.0 200 ～600 23 ～56 117 ～273

13 7.5 200 ～600 22 ～70

117 ～345

13 9.0 200 ～800 21 ～68

19 10.5 200 ～1000 20 ～65

13 11.5 200 ～800 19 ～63

19 13.0 200 ～1000 18 ～60

16 15.0 200 ～1000 16 ～56

표 3.3.6 중수로형 가열봉의 시험 조건

 회귀 상수 CANDU

 C1 0.269E-2

 C2 0.414

 C3 0.371E-1

표 3.3.7 중수로형 보정식의 회귀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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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

Predicted/Measured CHF

(P/M) (-)

Measured/Predicted CHF

(M/P) (-)

Avg. Error
*

RMS Error Avg. Error RMS Error

AECL Look-Up Table (1986) 0.976 0.170 1.050 0.149

Doerffer et al. (1994) 0.787 0.180 1.330 0.268

AECL Look-Up Table &

보정계수
0.998 0.086 1.009 0.080

표 3.3.8 기존 상관식에 의한 임계열유속 예측 결과 (CANDU)

* Definition of errors: Ri = P/M or M/P, Avg. Error: ≡ 
  



 , RMS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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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보정계수를 적용한 AECL DSM 상관식의 임계열유속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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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보정계수를 적용한 AECL DSM 상관식의 임계열유속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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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계 임계열유속비

임계열유속 상관식의 한계 임계열유속비(DNBR)는 핵연료봉 표면에서의 임계열유속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적인 기준치로서, 이는 임계열유속 상관식의 예측 불확실도

를 통계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원자로심에 대한 열적 설계 기준에 의하면 임계열

유속 상관식의 한계 DNBR은 95% 이상의 신뢰도 수준에서 임계열유속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95/95 설계 기준). 하나로 핵연료

시험설비에서도 이와 동일한 임계열유속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상관식 한계 DNBR을

설정하였다.

DNBR은 임계열유속 예측치(=P)와 실제 국부 열유속(=A)의 비로 정의된다. 즉,

DNBR=P/A 이다. 임계열유속 실험 조건에서는 실제 국부 열유속이 임계열유속 측정

치(=M)와 동일하므로 DNBR은 P/M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일정한 국부 열수력 조건

에서 상관식으로 예측되는 CHF (P)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계산되지만, 이 조건에서

실제 측정되는 임계열유속 (M)는 물리적 현상의 무작위성으로 인하여 임의의 값을 가

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DNBR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위한 난변수(random

variable)를 M/P로 선정하였다. 임계열유속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임의의

운전 조건에서 실제 국부 열유속이 그 조건에서 측정된 임계열유속보다 작아야한다.

즉,

A < M

여기서, M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면 95/95 설계 기준에 따라 위 조건은 아래와 같이 표

현된다.

A < M(95/95 lower limit)

위 식의 양변을 P로 나누고 DNBR=P/A를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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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로부터 상관식 한계 DNBR (DNBRCL)은

 ≡    



로 정의된다. M/P의 95/95 하한치는 M/P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통계량을 추정하여

평가하는 공차한계(tolerance limit)로부터 그림 3.3.10과 같이 결정된다.

상관식의 한계 DNBR은 M/P의 공차한계로부터 평가한다. M/P의 공차 한계를 평가

하는 방법은 M/P 확률분포의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한다. D'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M/P의 모집단은 유의 수준 5%에서 정규분포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1과 그림 3.3.12는 전체 자료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형태를

정규 분포 곡선과 비교한 것이다. M/P 모집단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에

95%의 신뢰도와 95%의 확률을 갖는 (M/P)의 lower limit은

           ×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임계열유속 상관식의 한계 DNBR은 다음 식으로 평가

된다.

      × 



여기서 k95/95는 one-sided tolerance factor이다. 자료수가 71개인 가압경수로형 상

관식의 경우 k95/95=1.987이다. 따라서 상관식의 한계 DNBR은 표 3.3.9와 같다. 임계

열유속 상관식의 M/P 빈도수 분포와 정규 분포 곡선 비교는 그림 3.3.11과 같다.

자료수가 108개인 중수로형인 경우 k95/95=1.915이며, 상관식의 한계 DNBR은 표

3.3.10다. 임계열유속 상관식의 M/P 빈도수 분포와 정규 분포 곡선 비교는 그림

3.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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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표본 통계량
상관식 한계 DNBR

자료수 평균 (M/P)mean 표준편차(s) 모집단 확률분포

71 1.014 0.117 정규분포 1.279

표 3.3.9 상관식 한계 DNBR 계산 결과 (PWR)

M/P 표본 통계량
상관식 한계 DNBR

자료수 평균 (M/P)mean 표준편차(s) 모집단 확률분포

108 0.998 0.075 정규분포 1.170

표 3.3.10 상관식 한계 DNBR 계산 결과 (CANDU)

M/P

R
e
la

ti
ve

 f
re

q
u
e
n
c
y f(M/P); M/P 확률밀도

함수 (모집단)

(M/P)95/95 lower limit

그림 3.3.10 상관식 M/P 확률 분포 및 공차 한계 개념도



- 303 -

0.6 0.7 0.8 0.9 1.0 1.1 1.2 1.3 1.4
0

10

20

30

Fr
eq

ue
nc

y

M/P

Number of data: 71
Mean: 1.014
Standard Deviation: 0.117

Normal distribution

그림 3.3.11 CHF 상관식의 M/P 빈도수 분포와 정규 분포 곡선 비교(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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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CHF 상관식의 M/P 빈도수 분포와 정규 분포 곡선 비교
(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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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설치 및 시운전

작업자의 안전, 하나로의 건전성 유지, 성공적인 FTL 설치를 공사 목표로 정하였다.

공사범위는 첫째 노외공정계통 제작 및 설치, 인수시험, 둘째 수조내 배관지지대 등 노내

시험부 제작 및 설치, 마지막으로 관통부 개조 등이다. 소급기자재 제작, 노내시험부 압력

용기조립체 및 핵연료검사장치 제작 등을 제외한 FTL 공사 전부를 공사범위로 하였으며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설치공사 추진경위

2005.12.27 : Fuel Test Loop(FTL) 설치공사 계약(현대건설)

2006. 2.16 : 공사 감리 계약(현대엔지니어링)

2006. 3. 2 : 공사 착수회의

2006. 7. 3 : FTL 설치공사 Task Force Team 구성

2006. 7.21 : 설치공사에 대한 인허가 승인(원자력안전기술원)

2006. 7.24 : FTL 설치공사 시작

2007. 4. : FTL 설치공사 완료

1. 설치공사 내용

설치공사는 작업자의 안전, 하나로의 건전성 유지, 성공적인 FTL 설치를 공사 목표

로 정하였다. 공사범위는 첫째 노외공정계통 제작 및 설치, 인수시험, 둘째 수조내 배관지

지대 등 노내시험부 제작 및 설치, 마지막으로 관통부 개조 등이다. 소급기자재 제작, 노내

시험부 압력용기조립체 및 핵연료검사장치 제작 등을 제외한 FTL 공사 전부를 공사범위

로 하였다.

FTL은 하나로를 활용하여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이다. FTL은

그림 4.1.1과 같이 노내시험부(IPS)와 노외공정계통(OPS)으로 구성되어있다. 노내시험부

는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조립체(IPS Vessel Assembly, IVA), 수조내 배관 및 그 지지대

로 이루어져 있다. 노외공정계통은 FTL의 정상운전 유지를 위한 주냉각수계통,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 중간냉각수계통, 비상냉각수계통, 관통부냉각계통 등으로 구성되었다. 노외공

정계통은 사고시 하나로와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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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되었다.

그림 4.1.1 Schematic Diagram of FTL

기기실별 공사 내용은 제1기기실, 제2기기실, FTL 제어실, 노내시험부 및 배관관

통부로 나누어진다. 제1기기실은 주냉각수계통 등 고온․고압기기들이 설치되며 건축공사

내용은 기기 기초공사, 안전 방벽 설치, 차폐뚜껑 개조 등이다. 기계 설치는 LMP

interchanger and cooler, main heater, main cooler, accumulator, disposal tank,

pressurizer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지지대 및 배관 설치, 계장 및 전기공사 등이 있다.

제2기기실은 취출․보충․정화계통, 중간냉각수계통, 시료채취계통 등의 상온․상압에서

운전되는 기기들이 설치되며 기기 기초공사, 차폐벽 설치, monorail hoist 설치 등의 건축

공사가 있다. 기계 설치는 ion exchanger, filter, intermediate heat exchanger,

degasifier, chemical additional tank 등이 설치되었다.

FTL 제어실은 4개의 격실로 구분하여 access flow 설치, 관통구 공사 등의 건축공

사를 수행하였다. 기계 설치는 air conditioner 설치, HVAC duct 개조 등이 있다. 전기계

장 공사로 process control system, data acquisition system, radiation monitoring

system, protection panel, operation station, data logger station 등이 설치되었다. 그

외에도 instrument, tubing, supports, 전선관, 케이블, 조명, 접지, CCTV 등이 설치되었

다. 하나로 제어실에는 FTL control panel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바닥 및 관통부 공사를

수행하였다.

노내시험부 및 배관 관통부 공사는 하나로 수조 및 배관갤러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노내시험부의 주요구역인 하나로 수조에서는 개조된 수조내 배관 및 지지대, IR1

유동관, lower bracket & mounting plate, IVA 등이 설치된다. 두 번째로 배관갤러리는

관통부 배관 및 단열재를 개조하는 것이다. 하나로는 10년 이상 가동된 원자로로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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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 구역이며 작업자 안전 및 하나로 노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주의

가 필요했다. FTL 노내시험부, 제1기기실, 제2기기실, FTL 제어실을 그림 4.1.2와 같이

3D 모델링 하였다.

그림 4.1.2 Model of FTL

2. 설치공사 조직 구성 및 Cop 관리

FTL 설치공사 계약과 함께 발주자, 시공사, 감리사, 시공협력사로 구성된 공사조직이

구성되었다. 2006년 7월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림 4.2.1과 같은 FTL 설치공사를 위

한 Task Force Team(TFT)를 구성하였다.

그림 4.2.1 Organization of Task For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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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술관리, 하나로간섭 및 유틸리티관리, 공사지원, 공사관리, 방사선관리,

품질보증,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사중에 하나로 내에서의 감독자업무는 주로 FTL과제 및

운전관리과제에서 수행하였다. 설치공사 TFT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절차서를 만들었

고, 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다. 매일의 감독자를 월별로 Community of Practice(CoP)

에 게시하였다.

그림 4.2.2 Bulletin of Community of Practice

FTL 설치공사 전체 공사공정, 격주 공사공정, 공사일지를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공정관

리를 하였다. 그리고 주간공정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공정 확인 및 문제점 해결을 하였다.

CoP에는 그림 4.2.2와 같이 공사일지, TFT 회의 및 감독자, 공정관리 및 회의자료, 작업

절차서, P&ID, 시운전절차서 등 공사 및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관련자들이 언제

든지 엑세스가 가능토록 하였다.

3. 공사 진척사항

설치공사 진행공정을 월별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8월은 건축 철근 및 신

설벽 설치를 위한 드릴 및 치핑작업, FTL제어실 및 제2기기실 콘크리트 타설, 배관지지대

및 케이블지지대 설치, 배관 spool 용접 950 point 제작을 완료하여 설치를 시작하였다.

9월에는 FTL제어실, 제2기기실 신설벽 거푸집 해체, 제1기기실 main cooling water

pump, penetration cooling water pump, main heater, main cooler 등 기계설치, 배관

spool 용접 530 point 등이 수행되었다. 그림 4.3.1은 제1기기실에 기계를 설치한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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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4.3.1 Construction of Room #1

10월에는 제1기기실과 FTL제어실 사이 벽에 관통부 슬리브 설치, 배관 spool 용접

420 point, 6.6kV 고압케이블 포설 및 PLC, DAS panel, 120V UPS, 24V DC

distribution panel 설치가 이루어졌다.

11월에는 그림 4.3.2와 같이 제2기기실에 monorail hoist, disposal pump,

chemical additional metering pump, purification return pump, ICL pump, ICL heat

exchanger, chemical additional tank, sump pump 등 기계를 설치하였다. RMS장비 및

sampling panel, thermowell, 오리피스설치, protection panel 및 safety panel 설치, 배

관 spool 용접 420 point 등이 이루어졌다.

그림 4.3.2 Construction of Ro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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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시험부 hot/ cold leg 용접 설치가 그림 4.3.3과 같이 이루어졌다. 노내시험부

hot/ cold leg는 힐탭(HILTAP)이라는 고온/고압용 커플링을 조립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조립 후 압력시험에서 계속적으로 leak가 발생되어 커플링을 조립 후 용접을 하였다.

그림 4.3.3 Installation of In‐Pile Section

12월에는 제1기기실 vacuum breaker, moisture seperator 설치, 노내시험부 hot/

cold leg에 대한 압력시험 및 helium leak test가 수행되었다. 300 point의 배관 spool 용

접을 포함하여 FTL 전체공사에서 총 배관 spool 용접은 3861 point가 수행되었다. 그리

고 케이블 재단, 포설, 결선, 조명작업 및 접지작업, Instrument rack 설치, RTD 설치 등

이 이루어졌다.

2007년 1월에는 관통슬리브 실링작업, FTL제어실 덕트 설치, IPS interspace &

monitoring system 설치, 힐탭 seal welding 작업, main cooling water system 등 압

력시험, ICL, MCW, Letdown 등 flushing, power 및 electric control 케이블 라인 체

크, megger test 등이 이루어졌다.

2월과 3월에는 마감페인트, purification system, emergency cooling water

system에 대한 flushing, 단열재 설치, manual valve 건설인수시험(Construction

Acceptance Test, CAT), 케이블 덕트 덮개작업, 계장 tubing leak test 등이 수행되었

다.

가동을 정지한 원자로에서 활용설비 중의 하나인 FTL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어려

운 점이 많았다. 원자로 정지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자 초기에 공사계획을 3개월로 하였

지만 설치장소 협소 및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작업 능률제고가 어려웠으며 하나로 내부와

외부의 차압 등으로 작업자들이 쉽게 피로를 느껴 야간작업 및 휴일 작업에 능률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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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했다.

방사성 안전을 위하여 하나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 출입승인을 받기까지 어려움으로

작업자가 FTL 설치공사 현장 근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긴급 작업 또는 돌관 작

업에 필요한 작업자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ASME Sec.III는 발주하여 납기기간을 최소 6개월을 보장해야 하나 본 현장에서는

설계지연으로 3개월 납기기간으로 구매단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 발생하였으며 소량 다품

종으로 구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사용전 검사 지적

사항인 차폐벽의 콘크리트 배합문제, 기도입자재의 특수공구 구입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체

공기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공사 진척사항은 그림 4.3.4와 같은데 노내시험부, 배관설치, 관통부개조, 기계설치는

업무수행 흐름이 유사하다. 배관설치의 경우는 원자로 내부에서의 용접작업을 줄이고자 제

작을 하여 원자로 안으로 반입하였다. 건축공사는 초기에 진척율이 높고, 전기 계측공사는

후반부에 진척율이 높다. 보온공사는 공사 시작 후 5개월이 지난 후 작업을 시작하여 마쳤

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서 인수인계가 수행되는데 인수인계 문서에는 건축, 기계, 배관,

전기, 계장 등 분야별 시공품질기록, 제작사 및 소급자재에 대한 구매품질기록, Field

Change Request(FCR) 등 현장설계기록, 작업절차서, 품질보증이행문서 등 품질보증기

록 등이 36권으로 된 패키지로 인수인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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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VA와 모의핵연료봉 제작이 완료되었고, 조립 및 instruments 브레징이 완료

되면 압력시험, 헬륨 leak test, IVA에 대한 고온 고압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완료된 후

원자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운전 절차서 작성은 계통별 기능시험 및 핵연료 장전 전․후

종합계통시험으로 분류되었다. 현재 계통별 기능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부

터 종합계통시험은 수행예정이다.

4. 수조 실측작업

가. 측정준비

노내시험부 압력관, 수조내 배관 및 지지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침니 상부

작업대(이하 작업대라 함.)를 설계 제작하였다. 작업대는 그림 4.4.1과 같이 수조내 박스

빔과 플랫홈에 프래임을 걸고 그 위에 작업대가 놓여지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하나로 정기

검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로 이동하였으며 노내시험부

As-built 측정을 위하여 원자로 수조수 수위를 12m에서 5m까지 배수하였다.

그림 4.4.1 원자로에 설치된 작업대

표 4.4.1에서와 같이 노내시험부 As-built 측정을 위하여 H빔, 수조다리, X-Y 테이블

및 받침대 등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기준 브라켓, 측정자 받침, 높이측정봉 등 측정용 치

구를 설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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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측정용 장비 및 치구

No. 품명 및 규격 용도 수량

1
수조 상부 H-빔
(150mmx 75mmx 4.2m)

X-Y 테이블 및 수로다리 설치 2

2 수조 다리 작업자 이동 2
3 X-Y 테이블 조사공 위치 측정 1
4 X-Y 테이블 받침대 X-Y 테이블 설치 1
5 중심추 와이어 홀더 중심선 와이어 고정 1

6
∅ 74mm 중심추 및
0.8 mm 와이어

IR1 중심 측정용 1

7 기준 브라켓 IR1 중심기준 고정 1

8 높이 측정봉
유동관 스파이더와 FTL 박스빔 
수직거리 측정

1

9 측정자 받침 스틸자의 휨 방지 및 정확 측정  1

나. 노내시험부 As-built 측정

(1) IR 1 조사공 위치 측정

수조 상부에 IR 1 조사공(이하 조사공이라 함.)을 중심으로 2개의 H빔, 2개의 수조

다리, 1개의 X-Y 테이블 받침대을 놓는다. X-Y 테이블 받침대 위에 X-Y 테이블 단축을

동서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30° 기울여 설치하였다. 그림 4.4.2는 이와 같이 설치된 측정

장비이다.

그림 4.4.2 수조상부에 설치된 측정 장비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 74mm의 중심추를 0.8mm 와이어로 묶고 와이어가 홀더를

통과토록 한 후 홀더를 X-Y 테이블에 볼트로 고정시킨다. 중심추를 서서히 내려 침니 내

부의 조사공으로 삽입한다. 이때 중심추가 기울어짐을 확인하고 X-Y 테이블 나사부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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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치조정을 한다. 중심추 위치 조정과 조사공 삽입과정에서 중심추가 기울어짐 없이 조

사공에 삽입되는 위치가 IR1 조사공의 중심이다. 그림 4.4.3은 와이어홀더에 와이어가 끼

워지고 이 와이어홀더가 조립된 X-Y 테이블과 침니 내부에 조사공으로 삽입되는 중심추

이다.

그림 4.4.3 X-Y 테이블 및 중심추

(2) 거리 측정

설계 치수와는 별개로 조사공에서부터 박스 빔까지의 거리는 시험핵연료가 조립된

노내시험부 압용용기조립체가 설치되기 때문에 FTL 노내시험부 배관 및 지지대 설치에

있어서 중요한 치수이다. 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침니 상부에 기준 브라켓을 고정한

다. 조사공 중심에 내려진 와이어에 기준 브라켓 상부면에 있는 센터를 맞춘다.

canal과 기준 브라켓 위에 측정자 받침을 올려놓고 기준 브라켓 센터와 기준선에서

내린 수직추로 측정자 받침의 중심을 잡는다. canal에 놓여진 측정자 받침에 조립된 볼트

로 측정자 받침의 레벨을 조절하면서 측정자 받침의 수평을 잡는다. 측정자 받침 위에 스

틸자를 놓고 조사공에 내려진 와이어로부터 박스 빔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4.4.4는

IR 1 조사공에서 박스 빔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세팅된 기준 브라켓, 측정자 받침

및 측정 기기들이다.

박스 빔 전면과 상면에 IR 중심선을 마킹하였다. 그리고 박스 빔 전면과 윗면의 평면

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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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조사공에서 박스 빔까지의 거리측정

유동관 스파이더 삽입부 바닥으로부터 기준 브라켓까지의 거리를 높이 설정봉을 조

사공에 세워 마킹한 후 그 길이를 측정하였다. 스파이더 바닥에서 침니 상단까지의 거리와

침니상단에서 박스빔 상하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다. 측정 결과

조사공에서부터 박스 빔까지의 거리는 박스 빔이 용접구조물로 하단에서 902mm, 상

단에서 904.5mm가 측정되었다. 남북 중심선에서 박스 빔 자체의 남북간 수평기울기는 북

쪽이 남쪽보다 4mm 높다. 동서간 수평기울기는 박스빔 양쪽이 중앙보다 2mm 높다. 박스

빔 전면의 동서간 기울기는 서쪽이 동쪽에 비해 남쪽으로 4mm 들어갔다. 그 결과는 표

4.4.2와 같다.

표 4.4.2 조사공에서부터 박스 빔까지의 거리 및 박스빔 기울기

정의 설명
절대좌표

X(abs) Y(abs) Z(abs)

O1 IR spider Ф14 hole 바닥 중심 0 0 0

O2 IR기준브라켓 상면의 X-Y 기준점 0 0 4797.8

O3 남북기준 브라켓 상면의 X-Y 기준점 0 0 4810

N_top X축과 박스빔 상면 북쪽 끝과의 교점 904.5 0 5137

S_top X축과 박스빔 상면 남쪽 끝과의 교점 1157.5 0 5133

N_bot X축과 박스빔 하면 북쪽 끝과의 교점 902 0 *

N_top 위치 O3를 기준으로 한 N_top의 상대적 위치 904.5 0 327

S_top 위치 O3를 기준으로 한 S_top의 상대적 위치 1157.5 0 323

박스빔 
수평기울기

N_top을 기준으로 한 수평기울기 

* -650 2

* -200 0

* 250 0

* 700 2

박스빔 
동서기울기

N_bot을 기준으로 한 동서기울기
3.4 -550 *

-0.5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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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관 스파이더 삽입부 바닥으로부터 기준 브라켓까지 측정한 높이설정봉을 I높이는

4,797mm였다. 이를 통하여 스파이더에서 침니 상부까지의 거리가 4.398mm 침니 상부에서

박스빔 상부까지의 거리는 740mm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리 측정결과를 그림 4.4.5에 나

타냈다.

그림 4.4.5 거리측정 결과

5.시운전

가. 계통별 기능 시험절차서 작성

운전이 실시되는 각각의 계통을 병행하면서 혹은 시스템 및 관련 기기의 순서

대로 시운전 시험을 실행하여 각각의 계통 및 기기의 운전 안전성과 설계 의도에

맞는 설계 및 제작, 설치의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 각각의 계통의 운전이 시작되면

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및 계기의 운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동운전

시험에 대한 절차와 정상 운전관련 시운전 시험 및 정지운전을 하면서 실행되어야

하는 운전관련 확인 작업을 기술한다. 표 4.5.1에는 계통별 시운전 절차서의 작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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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차서 현황

계통별 기능시험

(2007년 3월～2007년 7월)

Main cooling water system Rev.1

Letdown, makeup and purification system Rev.1

Emergency cooling water system Rev.1

Waste storage and transport system Rev.1

Intermediate cooling water system Rev.1

Gas supply system Rev.1

Penetration cooling water system Rev.1

Radiation monitoring system Rev.1

Sampling system Rev.1

FTL HVAC System Rev.1

IPS Inter-space Gas Filling & Monitoring Rev.1

계측제어계통 통합 연계 시운전 절차서 Rev.0

Compressed instrument air system Rev.1

구분 절차서 현황

핵연료장전 전 종합계통 시험

(2007년 8월～2007년 10월)

핵연료 장전 전 고온기능시험 Rev.1

핵연료 장전 전 주 가열기 및 주 냉각기 성능시험 Rev.1

핵연료 장전 전 가압기 성능시험 Rev.1

핵연료 장전 전 취출, 보충 및 정화계통 종합 성능시험 Rev.1

주 냉각수 펌프 성능시험 Rev.1

핵연료 장전 전 주 냉각수계통 안전방출밸브 성능시험 Rev.0

핵연료 장전 전 주 냉각수계통 유량 측정시험 Rev.1

황을 나타내었다.

표 4.5.1 계통별 시운전 절차서

나. 핵연료 장전전 시험절차서 작성

운전이 실시되는 각각의 계통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상운전 압력 및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운전을 기반으로 각 계통의 시험을 순차적으로 혹은 병렬적인 방

식으로 시운전 시험을 실행하여 계통의 운전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3-Pin Fuel Test Loop 의 계통의 설계 의도에 맞는 설계 및 제작, 설치의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 종합적인 3-Pin Fuel Test Loop 의 운전 시작되면서 시운전 시험에

대한 절차와 정상 운전관련 시운전 시험 및 계통을 기동할 뿐만 아니라 고온 및 고

압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하고, 시스템을 정지 운전하면서 실행되는 운전

관련 계통 및 주요 기기의 운전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기술한다. 표 5-2에는 핵연료 장전 전 종합계통시험 시운전 절차서

의 작성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4.5.2 핵연료 장전 전 종합계통시험 시운전 절차서



- 317 -

핵연료 장전 전 배관 정상/과도상태 진동 및 열팽창 시험 Rev.0

핵연료 장전 전가압기 열 손실 측정시험 Rev.1

핵연료 장전 전 주 냉각수 화학성분 분석시험 Rev.1

핵연료 장전 전 가압기 압력 및 수위 제어시험 Rev.1

구분 절차서 현황

핵연료 장전 후 종합계통 시험

(2007년 11월～2007년 12월)

압력경계에 대한 수압시험 Rev.0

Post-core heat-up/cool-down control test Rev.0

Post-core main cooling water system flow rate test Rev.0

주 냉각수 화학 성분 분석 시험 Rev.0

라. 핵연료 장전후 시험절차서 작성

각 계통별 개념 설계에 맞는 설계, 제작 및 설치를 수행한 후에 계통의 실제적

인 운전 시작되기 전에 노외시험설비(OPS: Out-Pile System) 및 노내시험설비

(IPS: In-Pile System)의 설계압력에 대한 건전성 및 내구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압력경계에 대한 압력경계 및 압력경계로부터 일차 누설 밀봉이 유지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 압력의 1.15배에서 계통의 수압시험을 수행한다. 압력

경계에 대한 계통 수압 시험은 핵연료 장전 후 시운전 기간에 수행된다.

Fuel Test Loop 의 운전 시작될 때 앞에서 실시한 핵연료 장전 전 종합계통

시험과 동일한 방식을 수행하지만, Fuel 이 장착된 상태에서 각 관련 시스템 및 기

기가 종합적으로 운용되고, 계통의 기동관련 시운전 시험에 대한 절차와 정상 운전

관련 시운전 시험 및 계통을 정지하면서 실행되어야 하는 운전관련 확인 작업 등을

실행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표 4.5.3 핵연료 장전 후 종합계통시험 시운전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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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달성도

3-Pin용 FTL(Fuel Test Loop) 개발을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MS-Project를 활

용하여 사업을 관리하여 FTL설비의 노외공정설비와 노내시험부에 대한 설계를 수

행하였다. 기본설계 시 사용자 시험 요구사항, 하나로 성능 및 간섭사항을 파악하

여 설비의 운전조건을 결정하였다.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사고해석, 안전성분석, 핵

설계 및 하나로와 간섭사항을 수행하였으며 노내시험부는 RWE NUKEM사, 노외

공정계통은 현대(엔)에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2004년도에 완료하였다. FTL 설비

의 노외공정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기계, 전기, 계장기기와 노내시험부의 구매 제작

을 기기의 유사성, 직접구매/설치공사업체 구매, 내자/외자와 같은 분류에 따라 구

매패키지를 구성하여 연구소의 구매절차에 의거 연도별 예산과 설치공사 일정에

맞추어 공급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FTL설비의 설계를 바탕으로 2005년 1월에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규제기관의 안전성심사를 받아 2006년

7월에 과기부로부터 설치인허가를 받았다. 2006년 7월부터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2월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단계내 목표인 3-Pin

FTL의 설계, 기자재 구매 제작, 인허가 및 설치를 모두 달성하였다.

3-Pin용 FTL(Fuel Test Loop)은 핵연료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연구시설

로서 상용 원자력발전소의 고온 고압의 운전조건을 모사하여 핵연료 종합검증 조

사시험에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등급기기 추가 등 설계 변

경 보완 등으로 인허가 승인단계에서 일정 지연이 있었으며 설치공사중 사용중검

사 지적사항 및 하나로 간섭사항 등으로 일부 일정지연이 있었으나 단계내 목표는

달성하였다. 또한 3-Pin용 FTL(Fuel Test Loop)의 인허가 심사 중 3-Pin 핵연료

에 대한 부수로 해석을 요구하여 그 자료를 얻기 위해 3-Pin에 대한 임계 열속 시

험을 수행하였다. 3-Pin에 대한 임계 열속 시험은 국제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업

무로서 이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이 국내외에 소개될 예정으로 있다.

이외에도 3단계의 연구성과로는 PBNC 등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고

온․고압 운전기술, 고에너지배관파단 사고해석 및 공정계통기술검토에 관한 논문

(58편) 및 기술보고서(22편)를 다수 발간하였으며 설계문서로 노내시험부 및 노외

공정계통의 설계도서(205종), 도면/P&ID(206건, 648매)를 작성하였다.

3단계의 주요 연구별로 수행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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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3-Pin용 FTL 설비의 기본설계는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수행하였으

며 노내시험부(IPS)의 기본설계 및 해석, 하나로 노심영향평가 및 FTL 운전개념 설

정 분야에서는 3-Pin용 FTL 설비의 기본설계에 대한 국외전문기관 자문을 활용하였

다. 기본설계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내시험부 기본설계 및 해석

(2) 노외공정설비 기본설계 및 해석

(3) 하나로 노심영향평가

나. 상세설계

상세설계는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사고해석, 구조건전성해석, 안전성분석, 하나

로와의 양립성 등은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원자력부분의 설계 경험을 소유한 국내사

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를 토대로 한 상세설계 문서 작성 및 기자재 설계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기사양서, 기기설치 및 배관도면 작성 (국내A/E)

(2) 구조해석 및 사고해석

(3) IPS 및 In-Pool 연결관설계(NUKEM사)

다. 기기구매 및 제작

기자재구매는 3-Pin FTL 기자재중 안전등급설비 및 주요기자재 KAERI가 직

접구매 추진( IPS 압력용기 집합체, 및 안전등급 OPS 기계류(자동 및 안전밸브류

등), 안전등급 계측제어 및 전기설비(1E Class 제어 및 전기기기 등) 및 주요기기

(가압기, 주가열기, 펌프류 등))하였으며 KAERI에서 직구매로 예상하는 품목을 제

외한 모든 현장 기자재(배관자재 등)의 제작 업무는 국내 원자력설비 건설경험 및

자격을 갖춘 업체인 현대건설(주)이 발주하였다. 주요 연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기구매 및 설치공사 발주사양서 작성

(2) 안전등급/비안전등급 OPS 및 전기

(3) 계장 기기 구매 발주 제작

(4) IPS 및 In-Pool 연결관 제작

라. 인허가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작성은 3-Pin용 IPS 및 공정설비 기본설계를 바탕으

로 우선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계통구성 및 사전평가를 거친후 IPS의 노심내 설치

에 따른 하나로와의 interface 및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IPS의 노심내 거동

(차압 및 Vibration)시험은 Mock-up을 제작하여 설계검증 시험을 수행하였고 기본

설계 및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상세설계 및 SAR 작성업무 수행하였다. 인허가

에 따른 연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SAR 작성완료 및 SAR 심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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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R 심사완료 및 설치허가 취득

(3) 사용전검사(1단계) 수검

마. 설치 및 시운전

FTL 설비의 설치 업무는 국내 원자력설비 건설경험 및 자격을 갖춘 업체인

현대건설(주)이 수행하였으며 시운전은 KAERI의 설비 개발자 및 하나로 운영자가

중심이 되어 시운전 절차서를 개발하였으며 유사 설비의 운전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를 초빙하여 활용하였다.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하여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FTL 설치공사 발주

(2) 기기, 배관, 계장 및 전기 설치공사

(3) 수조내 배관설치공사

(4) 공사감리 및 현장설계 (국내A/E)

(5) 시운전 절차서 작성

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3-Pin용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가 구축되면 하나로 이용분야의 확대는 물론

핵연료 조사시험기술의 및 핵연료주기기술 확보 및 도약이 기대되며 FTL설계의 결

과는 국내 원자력 설계기술 분야의 향상과 연계되며 원자력 등급의 기자재 제작 분

야에서도 원자력기기(노내시험부 등)의 국산화에 이바지하여 원자력이용설비의 설

계 및 제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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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FTL 시설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고연소도 핵연료 등 경수로용 신형핵연료의 연

료봉 조사시험에 활용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의 전망으로 보아 추

가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고온 고압의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의 설계 및 제작기술을 확보하여 산업체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외 조사시험시에는 제한적인 조사시험자료만 확보 가능

하나 국내에서 시험할 경우 모든 시험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하나로에 FTL이 설

치됨으로 캡슐설비와 함께 종합적인 핵연료 조사시험 수행이 가능하며 하나로 이용

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1. 기대 성과

○ 하나로에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가 구축되면 경수로용 고연소도핵연료와 수

출 선도형 고유 핵연료 등 경수로용 신형핵연료의 연료봉 종합성능검증시험을

착수할 수 있음.

○ 또한 중성자속과 선출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상용 발전로보다 가혹한 조건

에서 실험이 가능하며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국외에 의뢰하였던 핵연료 조사시험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서 외화 절감 뿐만 아

니라 국내의 독자적인 핵연료 조사시험자료 확보 가능.

○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를 모사한 고온 고압의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 설계/제

작 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산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함.

2. 활용 방안

○ 경수로용 고연소도 핵연료 노내조사시험

○ 수출선도형 고성능 고유 핵연료 노내조사시험

○ 국제협력을 통한 핵연료의 국제공동 조사시험연구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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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조사시험 기술

○ Proc. 2005 JAEA-KAERI Joint Seminar on Advanced Irradiation and PIE

Technologies, Oarai, Japan (2006)

○ Proceeding of Enlarged Halden Program Group(EHPG) Meeting 2004

○ Proceeding of Enlarged Halden Program Group(EHPG) Meeting 2005,

Lillehammer,

Norway(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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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Practice and Annexes, Safety Series No.35, International At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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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U.S.NRC Regulatory Guide 1.70, Off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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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관단체

연 구

(발표)자

국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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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stress analysis on IPS flange
section

한국기계기술학회
지

2003/5권/2호
사단법인
한국기계
기술학회

박국남

2
The case study on PWBS methodology and
project management for development of
utilization facility at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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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기술학회
지

2004/6권/1호
사단법인
한국기계
기술학회

지대영

4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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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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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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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계
기술학회

박국남

부 록

1. 연구실적물

가. 총괄표

구 분

1차년도

(2003.4.1～2004.2.28)

2차년도

(2004.3.1～2005.2.28)

3차년도

(2005.3.1～2006.2.28)

4차년도

(2006.3.1～2007.2.28)

합계

(단위: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2 7 5 2 16

논문발표 3 1 14 2 15 10 42 3

기술보고서 7 7 4 4 22

나. 세부목록

1) 논문게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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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시험부 압력용기조립체의 Mock-up 제작 및 차
압시험

한국기계기술학회지 2006/8권/2호
사단법인
한국기계
기술학회

박국남

발표

1
Study on the cooling ability of 3-Pin FTL
accmulator for the anticipated operation
occurrence and LOCA

하나로
workshop

2003
2003/5

한국원자력연구
소

지대영

2
Preliminary reactor physics analyses for
fuel test loop in HANARO

하나로
workshop

2003
2003/5

한국원자력연구
소

서철교

3
Design concept for 3-Pin fuel test loop at
HANARO

한국기계
기술학회

동계학술대회
2003/12

사단법인
한국기계
기술학회

박국남

4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에서의
열손실과 관통부에서의 열전달 평가

HANARO
Workshop 2004

2004/4
한국원자력연구

소
지대영

5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고에너지배관 파단
사고시 제1기기실 압력 해석

HANARO
Workshop 2004

2004/4
한국원자력연구

소
박수기

6
FTL 시설의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조립체 형상
설계

HANARO
Workshop 2004

2004/4
한국원자력연구

소
박국남

7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의 고에너지 배관파
단 사고시 제1기기실 벽체 및 슬라브의 건전
성 평가

HANARO
Workshop 2004

2004/4
한국원자력연구

소
이종민

8
3-핀 핵연료시험설비의 가압경수로 핵연료시
험모드에서 냉각수상실사고 해석

한국원자력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2004/vol.1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박수기

9
3-Pin FTL 노내시험부 관통부 구조물의 열
응력 해석

한국원자력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2004/vol.1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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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15-20줄 내외)

3-Pin용 FTL(Fuel Test Loop) 개발을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MS-Project를

활용하여 사업을 관리하여 FTL설비의 노외공정설비와 노내시험부에 대한 설계

를 수행하였다. 기본설계 시 사용자 시험 요구사항, 하나로 성능 및 간섭사항을

파악하여 설비의 운전조건을 결정하였다.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사고해석, 안전성

분석, 핵 설계 및 하나로와 간섭사항을 수행하였으며 노내시험부는 RWE

NUKEM사, 노외공정계통은 현대(엔)에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2004년도에 완료

하였음. FTL 설비의 노외공정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기계, 전기, 계장기기와 노

내시험부의 구매 제작을 기기의 유사성, 직접구매/설치공사업체 구매, 내자/외자

와 같은 분류에 따라 구매패키지를 구성하여 연구소의 구매절차에 의거 연도별

예산과 설치공사 일정에 맞추어 공급되도록 추진하였음. 또한 FTL설비의 설계

를 바탕으로 2005년 1월에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규제기관

의 안전성심사를 받아 2006년 7월에 과기부로부터 설치인허가를 받았다. 2006년

7월부터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2월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조사시험, 핵연료 노

내조사시험설비, 노외공정계통, 노내시험부,

인허가, 3-Pin 핵연료, 안전성분석보고서, 고연

소 핵연료, 설계, 설치, 운전조건, 고온,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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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the commissioning procedure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Research reactor, Fuel irradiation test, Fuel test loop, Out

pile system, In pile system, Licence, 3-Pin fuel, Safety

analysis report, High burn up fule, Design, Installation,

Operating condition,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표 제 지
	제 출 문
	보고서 초록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제 3절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및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설 계
	제 2 절 구매 및 제작
	제 3 절 인허가
	제 4 절 설치 및 시운전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부 록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