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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안전성 평가 핵심기반기술개발

l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기술적 측면

-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은 사고시 피동 및 고유안전성 입증과

HCDA 시 재임계 가능성 배제 및 사고후 열제거능력 업종임

• 미국은 금속핵연료 관련 연구개발파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관련 실험파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특히 ’86년 EBR-II의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한 특성실험을 통하여 소형 소륨

냉각 고속로의 고유안전 특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음.

• 국내에서는 SSC-K를 개발하여 상세반웅도 궤환효파를 고려한 ATWS 둥 초파설계기

준사고 안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확보하여 노섬 고유안전성 평가 가능.

• 당해단계에는 유량상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국부손상사고 및 기타사고 둥의 셜

계기준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MARS-LMR 전산코드 개발로 노섬 고유안

전성 및 붕괴열 제거능력 평가를 수행하여 사고시 피동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

-HCDA 시 재임계 가능성 배제 및 사고후 열제거능력 입증을 위하여 금속연료 용융/

고화 온도특성 둥의 기본실험과 핵연료봉내 용융연료 이동모텔 둥의 HCDA 초기단계

모텔개발， 그리고 HCDA 사고후 열제거단계 기본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임

개발되는 SFR의 안전성 검증뿐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설계 최

적화가 펼요하며 이를 위해 개념설계 단계부터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및 PSA 수행이 펼요함.

。경제 · 산엽적 측변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핵연료 이용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륨냉각 고속로의 도입이 필연적임.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소륨냉각 고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 및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컬 수 있음

- 소륨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고， 국내주도 건설 및 수출 산업

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전산코드， 그리고 관련 기술의 고

유화가 펼수적이며， 소륨냉각 고속로 상용화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 · 산엽적 파급 효

과를 고려할 때，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요망됨.



0사회 ·문화적 측면

- 원형로 또는 실종로가 건설되었던 기존의 소륨냉각 고속로 개념틀은 경제성 및 핵확산저

항성 둥의 측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소륨누출 사고 동에 의해 안전성

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임.

고유안전생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소륨냉각 고속로가 개발

될 경우， 우라늄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이 수용하는 원자로형이 될 수 있음.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결여에서 발생하므로， 소륨냉각

고속로가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된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함으

로써 Public Acceptance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ID.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4세대 소늄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설정

。후보개념 안전 현안 도출

。고유개념 예비안전생 평가

-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 설험자료 생산 및 분석

。상세역학적 반웅도 궤환효파 해석코드 개발

국내 기반기술 개발

。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 개발

。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HCDA 초기단계 기본모텔 개발

w. 연구개발컬과

。후보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제어봉 설계요건 등의 현안과 젤계 제한치 도출， 노심

압력강하 및 집합체 유량분배 최적화를 수행하여 노심설계에 연계함으로써 차기년도 실중로

개념설계에 반영토록 함

。다수의 후보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고유개념을 대상으로 Level-] PSA를 수행하여 CDF의 정

량적인 값을 도출하였고， 이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또한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석파

ATWS 해석을 통하여 고유개념의 고유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피동안

전계통의 개선과 새로운 안전계통의 펼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차기년도 실중로 개념설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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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수 있는 타당생 및 근거를 마련함

。국내에서는 TRU를 다룰 수 없는 환경이므로 TRU 대체 물절의 선정파 타당성 분석을 통하

여 U-Ce-Zr 실험을 통하여 U-TRU-Zr 용융/고화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완성함.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에 관한 실험 자료는 세계적으로 회귀하므로 본 실험을 통하여 향후

금속연료 중대사고 연구에 필수적인 실험 자료를 확보하게 됩.

。집합체 휩에 대한 외국의 실험자료 및 모텔에 근거한 현상학적 모벨을 개발하였으며，

Phenix에서 수행된 NRT 시험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함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모텔

은 향후 안전여유도 확보에 펼수적 임.

。SFR은 경수로와 달리 핵연료 및 냉각재가 다르며 풀형 원자로용기와 혁신척 피동안전계통 둥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핵연료 및 냉각재 특성에 따른 새로운 노심 손상기준 설정과， 안전계통올

포함한 계통설계 특성에 따른 새로운 초기사건선정과 분석방법 적용이 요구됨. SFR에 대한 초

기사건 분류와 계통반용사건수목과 노심반웅사건수목 둥 PSA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유개념에 대한 Level-] PSA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설계될 실증로의 설계 최적화

에 크게 기여함.

。SFR PIRT 작성을 통해 안전해석 코드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고， 피동 잔열제거계통 실험

항목을 도출하여 PDRC 실험장치 설계에 기여하였으며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을 확립하

여 차기단계 설계기준사고 해석의 기초를 마련함. 개발 완료된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MATRA-LMR/FB를 대상으로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SFR 분야에서

는 최초로 2013년에 제출할 예정임.

。’07 ‘08년 MARS-LMR을 개발하여 ’08년부터 EBR-II와 Phenix 원자로 설계 · 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열유체 모텔 캠증을 수행하였음 개발된 MARS-LMR율 이용하여 고유개념의 피동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표적인 설계기준사고를 해석하였고 차기단계 설계기준사고 해석 Tool

로 활용할 예정엄

。용융연료 상태방정식을 개발하였고， 고온의 U-Pu-Zr 금속용융물의 물생자료를 확보함.

Debris-bed의 단상/이상 상태에서의 Scoping 냉각모댈을 개발하였고 노심 용융시 냉각성능

을 평가하여 HCDA 시 사고 저항성올 확보하여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

v. 연구개발컬과의 활용계획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및 고유개념 안전성 예비평가를 통해 확보

된 기술은 2010년부터 수행되는 소륨냉각 고속로 설증로의 개념셜계 예비안전성 분석과

2012년부터 추진되는 설증로 표준절계 언허가를 위한 안전성 분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질험 시설에 대한 사전분석 연구에 활용함.

- iii -



。개발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및 전산체제를 이용하여 피동 안전특생에 의한 소륨냉각 고속로

의 고유 및 궁극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올 입증함으로써， 대중의 원자력 안전성 관련 불안요

인올 해소시킬 수 있음.

。확보된 SFR 안전성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GenIV 국제공동연구 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륨냉각 고속로 개발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과 설계 자료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또한 막대한 경제적， 산업적 효과가 예상되는 상용화 시기를 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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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Safety Evaluation

ll.Obje다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most important safet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 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are the validation of passive and inherent safety, and the exclusion of the

recriticality possibility including post-accident heat removal capability.

。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evaluation methodology for design basis events and a

system analysis code such as MARS-LMR for the assessment of inherent safety and

heat removal capability implemented in a design of SFR.

o A PSA methodology applicable to an SFR design has to be developed and PSA has to

be performed based on the developed methodology to take advantage of risk

information at conceptual design stage and also to optimize the safety design

。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an SFR to cope with the depletion of fossil fuel and the
limited Uranium resources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an SFR, which needs no

guaranteed fuel supply from foreign countries, is very high in Korea whose natural

resources are very limited. It can resolve the problem of spent-fuel storage and

disposal by recycling the fuel resources

OThe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codes and evaluation methodology becomes the

bases of domestic nuclear industry at the time of SFR commercialization in 삼Ie future.

Therefore, the investment to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has to be maintained to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al benefit from a successful SFR development.

。A development of an SFR satisfying the goals of safety, economics,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would be accepted by the public as a solution to resolve the limitaion of

Uranium resources and a future depletion of fossil energies.

。 It is 밍qJeCted to exclude the problem of public acceptance by develoαng an SFR with

mum enhanced saf，며T characteristics.

m.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advanced concepts for Gen N SFR

. Identification of safety issues for design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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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liminary safety evaluation for design ∞no탱ts

- Development of advancE영 technologies for Gen IV SFR

· Metal fuel liquidus!solidus 따nperature test and analysis

· Development of deatiled mechanistic reactivity feedback model

-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 Development of PSA metilodology for an SFR design

·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ilodology for design basis events

· Development of system analysis code

· Development of HCDA models for initiating phase

W.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Safety issues and design requirements on control rod worili were identified wough tile

evaluation of safety design characteristics and tile preliminary safety evaluation. This

res버ts will be take into account in tile studies for conceptual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in tile next stage

。The Level-l PSA has been performed and a quantitative CDF value was produced for

the selected design from several candidates. The inherent safety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design were evaluated through tile DBE analysis 없ld ATWS analysis. The

an려ysis results suggested til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of passive heat removal

design.

。The use of TRU materi머 is not allowed in Korea, tilus, a surrogate material for TRU

has been selected which is applicable to tile study of liquidus/solidus temperature test for

metallic fuel containing TRU. A metilodology for tile regression analysis with surrogate

material has been developed and a valuable data on metal fuel liquidus/solidus

tempeature has been measured.

。A simple mechanistic model describing tile bending of subassemlies has been formulated

based on tile foreign test data and existing models.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has

been evaluated for Phenix design.

。For the PSA of an SFR, in which tile design features for fuel, coolant, an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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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re quite different with a PWR, new criteria for core damage identified. The list

of initiating events, system response event tree, core response event tree, which

constitute a PSA methodology for an SFR, have been described.

。By developing a SFR PIRT model features, which have to be satisfied in a safety code,

were defined and the results were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PDRC test facility. The

bases for a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for SFR DBEs has been prepared. A draft

version of topical report on the code for local fault analysis has been completed

。 Since 2007, the MARS-LMR code has been developed and assessments for model

validation for test data from EBR-II and Phenix reactor has been continued. The code

has been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passive safety of a conceptual design of Gen IV

SFR.

V.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developed key technologies on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없ld safety analysis of

an SFR will be utilized for the safety evaluation of conceptual design in the second

stage of SFR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next two years. They will also play the

role of technical bases for the licensing calculation of standard design of demonstration

reactor during the third stage (2012-2016) of development.

。A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and safety analysis codes with high reliability would be

the prerequisites for the validation of safety in an SFR design. The safety evaluation

results with accurate and reliable analysis tools will improve the public acceptance in the

future SFR deployment.

。By participating more actively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s such a Gen IV

program based on the domestic technologies of safety evaluation, valuable foreign design

information and advanced technologies become available with less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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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은 사고시 피동 및 고유안전성 업종과 HCDA

시 재임계 가능성 배제 및 사고후 열제거능력 입증이다. 미국은 금속핵연료 관련 연구개발과 소

형 원자로의 안전성관련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86년 EBR-II의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한 특성실험을 통하여 소형 소륨냉각 고속로의 고유안전 특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상세반웅도 궤환효과를 고려한 ATWS 둥 초과설계기준사고 안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SSC-K를 개발하여 노섬 고유안전성 명가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유량상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국부손상사고 및 기타사고 등의 설계기준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MARS-LMR 전산코드 개발로 노섬 고유안전성 및 붕괴열 제거능력 평가를 수행

하여 사고 시 피동 안전생을 입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HCDA 시 재임계 가능성

배제 및 사고 후 열제거 능력 입증올 위하여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특성 둥의 기본설험과 핵연

료봉내 용융연료 이동모텔 동의 HCDA 초기단계 모텔개발， 그리고 HCDA 사고 후 열제거단계

기본모텔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SFR의 안전성 검증뿐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설계 최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념설계 단계부터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

기 위한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및 PSA 수행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핵연료 이용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소륨냉각 고속로의 도엽이 펼연적이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의 핵연료 공급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소륨냉각 고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경수로 및 중수로

의 사용후핵연료 저장파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소륨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고， 국내주도 건설 및 수출 산엽화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전산코드， 그리고 관련 기술의 고유화가 필수적이며， 소륨

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 예상되는 막대한 정제적 • 산엽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안전성 평가 기

술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요망된다.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결여

에서 발생하므로， 소륨냉각 고속로가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된 안전성을 보유하

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Public Acceptance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형로 또는 실증로

가 건셜되었던 기존의 소륨냉각 고속로 개념들은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생 등의 측면에서 실용화

제약요인올 포함하고 있고， 소륨누출 사고 둥에 의해 안전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임

이 사질이다. 그러므로 고유안전성을 지니고 핵확산 저항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소륨냉각

고속로가 개발될 경우， 우라늄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이 수용하는 원자로형이 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몇 내용

1. 최종목표

본 파제는 1단계 3년 (’07.03.01 - '10.02.28), 2단계 2년(’10.03.01- ’12.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연구개발의 1단계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11년까지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방법론 확보 및 고유개념 안전생 평가

2. 1단계 목표 및 내용

1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파 같으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1.2-1과 같다.

。 제4세대 소륨냉각고속로 고유개념 절정

·고유 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

。 제4세대 소륨냉각고속로 선진기술 개발

•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 실험 자료 생산 및 분석

• 상세역학적 반용도 궤환효과 해석 코드 개발

。국내 기반기술 개발

-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 개발

• 계통파도 안전해석 코드 개발

-HCDA 초기단계 기본모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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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 고유 PSA
방법론개발

표 1.2-1 단계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 연구개발내용

느설짚긴술갯발 J
·금속연료 lF 기술현황 분석
용융/고화온도 특성|F 질험요건 셜정

---설현욕-전--염첼 -1
·상세 역학적 반웅도

궤환 효과 기초모텔 1- 타당성 평가 및 개발방향 도출

객밭

τJl받긴술-캔[발 ---------1
- 사고분류 및 사고 시나리오 작성

·사고분류

· 시나리오 및 PIRT 작성
- 방법론 개발

·고유 예비 신뢰도 DB 구축
·고유 사고 종결 조건 정의

1차년도 120071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개발

- 코드 선정 및 주요 모델 평가

· 모델수립 근거자료 분석

· 모델 적용범위 타당성 분석

·모델개발 및 개선

· 노섬열유체 해석코드 모률 고도화

- MAR!'ιLMR 기본 모률 개발

열역학 소륨 물성치 개발 (100%)
· 증기발생기 모텔링 (100%)

· 계통과도 안천해석 1 • 중칸계통 모률개발 (100%)
코드 개발 1 • 일차계통 모률개발 (100%)

· 동특성 모률개발 (100%)
·PDRζ IRACS 계통 모텔링 (100%)
• 정상상태 모의계산 및 타당성 분석 (100%)

·HCDA 초기단계

기본 모텔 개발

- 핵연료봉내 용융연료 이동모델 개발

· 용융연료 이동모텔개발 (100%)
. Debris bed 냉각모델개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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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과도 안전해석

코드개발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 연구개발내용

- 고유개념 설정

· 후보개념 안전현안 F안전현안 도출

도출 F후보개념 안전특성 평가

- 선진기술 개발

· 금속연료 용융/고화F 실험장치 확보 및 시편 제조

온도 특성실험 시편 F시운전 및 Calibraticπ1 test
제조 및 시운전 F 예비 평가실험 및 결과분석

·상세 역학적 반웅도 lF 단일 집합체 휩 반응도 모텔 개발
궤환효과 해석코드 l1- Phenix NRT 예비 해석
개발 1

- 기반기술 개발

- 사고분류 및 사고 시나리오 작성

·사고분류체계 보완

·SFR 고유 PSA I· 사고 시나리오 작성 및 보완

방법론 개발 1- 방법론 개발

· 고유초기사건 도출 (5개 이상)

· 계통 고장수목 작성 (5개 이상)

- SFR PIRT 작성

2차년도120081 I . PIRT 개선 및 실험항목 도출 (T/H
실험항목 3개 이상)

- 변수 민감도 분석 및 방법론 구성

1 .모델개발 및 개선
·설계기준사고 해석 |

1 • 민감도 변수 분류 및 선정
방법론 개발 1

- 고속로 국부손상 사고해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생

·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상세 모형

기초자료 분석

· 국부손상 사고해석 기초 검증자료 종합

- MARS-LMR 개발

· 파도상태 해석 모률 개발

+ 사고별 보호계통 모델령완료 (100%)
+ 사고별 과도기 모델링완료 (100%)

· 전산코드 모의 능력 평가

+ 질험 셜계자료 확보 및 입력작성

+ 실험 예비계산 및 결파분석

F용융연료 이동 반응도 모델 개발
·HCDA 초기단계 |

1 • 용융연료 이동 반용도모텔 개발(100%)
기본모델 개발 |

I . Debris bed 냉각모델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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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 연구개발내용

- 고유개념 설정

·고유개념 F 예비 염A
예비안전성 평가 F 예비 안전해석

- 선진기술 개발

n 연료 F특성실험 수행
용융/고화온도 lF실험자료 결과분석
특성실험 및 분석 |

역학적 반웅도

궤환효과 해석코드 1- Phenix EOL Test 자료를 이용한 열유체

평가계산 | 모텔 평가 및 검증

- 기반기술 개발

3차년도12009

- 해석방법론 보완

해외 인허가 요건 분석

방법론보완

· 사고시나리오 설정 및 PIRT 수행
시나리오별 사고해석 기준 설정

연료봉지지물에 따른 노섬열유체 특성평가

-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석

- 장기냉각 모의

- 안전해석 입력자료 요구 및 평가

- 고속로 국부손상 사고해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검중 계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완료

- MA~ιLMR 코드 적용성 평가 및 검중

1 • Phenix 실험자료 분석
계통과도 안전해석 |

1 • Phenix 질험 평가계산
드개발 |

I • PFBR 가상사고 모의계산

·PDRC 실험장치 예비해석

F용융연료 이동 반웅도 모델 평가
·HCDA 초기단계 |

1 .반웅도 모델 평가
기본모델 개발 |

I • Core catcher 냉각능력 평가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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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최근 프랑스는 미국이 개발한 SMFR 설계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OASIS를 이

용하여 SMFR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OASIS 코드는 소륨냉각 고속로의 정상상태

와 과도 상태를 계산할 수 있는 코드로서 Super-Phenix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캠증을 마친 코드임. 또한 Phenix의 수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소륨냉각 고속로

의 안전과 열수력 현상 검증에 필요한 Phenix End-of-life test를 국제협력 프로그랩으

로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고 있음.

。 엘본은 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소륨냉각 고속로의 상용화 타당성 연구의 얼환으로 중

대 사고시 용융연료의 효파적인 재배치로 재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노섬 설계개

념을 제시하고， 노내 및 노외 설험을 통한 검증을 위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카자흐스

탄과 공동으로 EAGLE 프로책트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소륨냉각 고속로의 노섬 붕괴

사고 관련 현상연구와 재임계 평가계산올 위해 SIMMER-III 코드의 개발올 완료하였으

며， 최근에는 3차원 해석이 가능한 SThαtIER-IV 코드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은 일찍부터 소륨냉각 고속로 개발을 개시하여 Clementine, EBR-I, EBR-II,

SEFOR, FYI‘F둥을 건설 · 운영하여 풍부한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자료를 확보하고 있

음. ‘95년에 ALMR 프로그햄을 종료할 때까지는 금속연료 관련 연구개발과 소형 원자

로의 안전성관련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86년 EBR-II의 고유안전성 실증실

험을 통하여 소륨냉각 고속로의 고유 안전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음.

。 소륨냉각고속로 개발을 추진 중인 세계 각국은 미래형 SFR 기술개발을 위해 Gen IV

International Forum (GIF)에 대부분 가입하여 설계 목표인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핵

확산 저항성을 만족하는 젤계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안전성 관련하여서는 안전 및 운전 위원회 (Safety & Operation PMB)를 구성하여 안

전성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미래형 원자력시스랩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원칙 및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RSWG (Risk and Safety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gu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KALIMER에 대한 유로폐쇄사고， 농축도 오류사고 둥 국부손상사고와 TOP, LOF와 같

은 극히 일부 셜계기준사고혜석을 수행한 바 있고， 대형 유로폐쇄사고， UTOP, ULOF,

ULOHS 풍의 ATWS 사고해석， 초기단계 및 노섬 에너지 방출량 펑가를 통한 HCDA
scaping 분석파 격납용기 내 열수력 거동을 통한 격납성능 분석 및 피폭량 계산 둥 초

과셜계기준사고해석을 수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유량상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국부손상사고 및 기타사고 둥 대부분의 절

계기준사고해석 능력은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며， KALIMER에 대한 전반적인 사

고해석을 수행한 바 없음 또한 HCDA 분석은 초보적 수준임

。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국내 안전성 평가기술은 ATWS 및 격납 성능분석 둥의 초과

설계기준사고 해석과 대표적 설계기준사고언 반응도 삽입사고， 유량상설사고， 붕괴열제

거 관련사고， 유로폐쇄사고 둥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

。 소륨냉각 고속로 둥의 액체금속로에 대한 규제기관의 언허가 요건이나 규제지침이 구비

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인허가에 대비하여 기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요되는 시간

을 단축할 수 있도록 언허가 현안별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읍.

。 2003-2005년 KAERI와 ANL 간의 국제공동연구인 I-NERI 과제를 통해 금속연료의 용

융과 재배치 등의 중대사고 해석 모텔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실험계획 및 요건을 수립

하였음 개발된 질험요건에 따라 2007년부터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특성 설험 수행

함.

。 2007년부터 상세 역학적 반용도 모댈개발올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작된

Phenix End-af-Life Test 국제공동연구를통한 모델 검증을 수행 중임. 노심 고유안전

성 평가 및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하여 노섬 반경방향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

석코드 개발이 필수적엄

。 PSA 분야에서는 소륨냉각 고속로 고유 PSA 기술현황 분석， KALIMER PSA를 위한

권고사항 도출， 피동계통 선뢰도 평가 기술현황 분석 및 분석방법 개발， 초기사건 빈도

정량화 방법을 도출한 바 있읍. 소륨냉각 고속로 고유 사고 경위 분석 미비와 계통， 기

기 운전자료 및 설계 최적화 기술 미비로 초보적 수준이지만， 2007년도부터 사고분류체

계 보완， 사고 시나리오 보완， 고유초기사건 도출， 계통 고장수목 작성 풍을 수행함

。 유로폐쇄사고， 농축도 오류사고 등 국부손상사고를 해석할수 있는 MATRA-LMRlFB
전산코드가 개발 완료되었고， TOP 및 LOF를 혜석할 수 있는 SSC-K 전산코드가 개발

완료되었으나 유량상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기타사고 둥 대부분의 설계기준사고

해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파 전산코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7년부터

MARS-LMR의 개발 및 검증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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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DA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로셔， 초기단계 해적용 MELT-ill, 천이단계 혜석용

VENUS-II를 확보하고는 았지만 산화연료용 전산코드를 토대로 금속연료 노섬을 해석

할 수 있도록 얼부 깨션이 훨 상태엄. 또한 사고후 열체꺼 단계 혜석윷 위해서

Scoping 모헬올 깨발 중에 있으며 상셰 모웰올 바탕으로 전산로드 개발과 컴충이 활요

한상태임.

1.후보개념

안전댄안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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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소륨냉각 고속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상세 반웅도 궤환효과를 고려한 ATWS 및 반웅

도 삽입사고 동의 초과셜계기준사고해석 및 격납 성능분석 분야의 국내 보유 전산체제 및

개발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개발된 방법론 및 전산코드의 신뢰성 향상

을 위한 검증이 필요함. HCDA 분석 분야에서는 단순모델 개발을 통하여 Seoping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현상학적 모텔에 기초한 분석코드 개발이 펼요함.

。 소륨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기술 분야의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 수준 및 취약점은 다음과

같음.

표 2.3-1 소륨냉각고속로 안전성 평가 국내외 기술수준

기술분야
세부기술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

분야 수준(%)

국제 미국의 기존 고속로 안전해석기준은완비된 상태이나
95

수준 금속연료 신형 고속로 안전해석기준은 개발 중
안전해석

기준 국내
국내 소륨 냉각로 인허가 요건 미비 안전해석 기준을 예배

수준
설정하고， 개발된 개념설계에 대한 핵심개념 안전해석을 75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국제 미국은 기존 고속로 안전성 명가 방법론의 신뢰성 및 FSAR
90

수준 작성 농력 확보 다차원 모텔은 개발 중
계통과도

계통 과도해석 코드률 이용한 과도기 및 사고시 계통의안전해석 국내

수준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체제 구축 설계의 구체화 및 80
현상 분석 청확성 향상을 위하여 보완 및 검증 펠요

국제
미국은 산화연료 및 금속연료를 장전한 고속로의 HCDA

수준
분석코드와 방법론올 확보하고 있으나， 금속연료 노섬에 80

HCDA 대한 보완 실험 필요

안전해석 분석
국내

HCDA의 Seoping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용융 금속
기술 연료의 물성치， 거동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현상 이해 20

수준
미비 등으로 Mechanistic 분석코드 개발은 초보적 수준

국제
미국은 격납성능 분석 평가기술 확보 100

수준

격납 격납성농 분석을 위한 전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소륨화재
성능분석 국내 모텔 등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 소률내에서

수준 핵분열생생물의 거동을 고려한 방사선원항 결정과
65

성계기준사고 선정 둥과 관련된 방법론 개발은 초보적 수준

국제
기존 PSA 방법론과 신뢰도 DB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확률론적
있으나， Gen IV의 신규 기기， ISAM, 기술중립형 규제 방법 70

안전성 수준
동은 개발 중임

평가

(PSA) 및 국내
PSA 일반 기법은 확보된 상태이나 고속로 특유 사고 경위

활용 수준
분석， 계통 및 기기 운전 자료， 셜계 최적화 기술 둥은 50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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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유개념 절정

1. 후보개념 안전현안 도출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고유개념 개발을 위하여 1.200MWe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으로 농축

도 분할노심 2개안파 단일농축도 노심 1개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자체순환로 후

보노섬으로부터 최적 노섬구성올 위하여 열유체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노심 압력강하 및 피복관

내벽 최대온도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집합체내 냉각재 유량분배 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출력의 연소로 후보노심은 자체순환로에 비해 반웅도 변화가 크고 노섬 과도출력

제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섬 핵적특성이 달라 비보호사고인 ATWS 사고해석을 통해 반웅도

궤환에 의한 자기출력 제어가능성 확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600MWe 연소로 후보노섬의

ATWS 사고해석과 피동안전계통 냉각성능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연소로의 안전현안을 도출하여

노심설계에 연계하였으며 고유 피동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가. 자체순환로 노섬 열유체 특성 평가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후보개념으로 제안된 1,200MWe 자체순환로 노심설계를 최척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심설계안에 대해 노심 열유체 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2개안의 농축도

분할노섬은 Wire-wrap 의 직경이 1.5mrn인 경우와 1.4mrn인 경우이다. 또한 단엘농축도 노심은

연료봉 외경이 9.Omrn로 힐정하지만 내부/중앙/외부노심의 피복재 두께와 연료심 외경이 각각

0.87/0.78/0.59mrn 및 6.30/6.45/6.77mrn 로 구성되며， 집합체 및 연료봉의 기하학적 특성이 농축도

분할노섬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표 3.1 -1에 각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에 대한 주요 설계제원을 요

약하였다.

표 3.1-1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의 주요 셜계제원

설계변수 농축도 분할노섬 단일농축도 노섬

노심 높이， em 92.0 92.0
집합체당 연료봉 수， 개 271 271
집합체 피치， em 18.22 18.88
연료봉 외경， mrn 8.5 9.0

연료심 외경(내부/중앙/외부노심)， mrn 6.33 6.30/6.45/6.77
피복재 두꺼I (내부/중앙/외부노심)， mrn 0.60 0.87/0.78/0.59

연료봉 피치， em 1.01 1.05
연료봉 피치/외경 비율(P;D ratio) 1.1882 1.1667
집합체 수(내부/중앙/외부노섬)， 개 192/144/264 156/168/276

Wire-wrap 직경 , mrn 1.5 1.4 1.5
핵연료심 피복재간 간극， mrn 0.1 0.2 0.1

- 10 -



MATRA-LMR과 SLTHEN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0.25MPa 노심 압력강하 제한치 및 650 't

피복관 내벽 최대온도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집합체 내 유량올 분배하였다. 노섬 압력강하는 농축

도 분할노심의 경우 0.216MPa, 단엘농축도 노심의 경우 0.228MPa로 제한치인 0.25MPa 이하를

만족하였다. 단일농축도 노심의 경우 농축도 분할노섬에 비해 노섬 압력강하 폭이 큰 이유는 단

일농축도 노심의 핵연료봉 P!D가 작기 때문이다. 또한 14 그룹으로 분류된 집합체 유량분포는 노

심외곽으로 갈수록 출력 및 유량이 감소하며， 농축도 분할노심의 경우 l 1.6-25.6kg/s, 단일농축

도 노섬의 경우 10.3-25.3kg/s으로 집합체별 유량을 분배하였다.

이상과 같은 열유체 특성분석 및 유량분배를 통하여 압력강하가 작고 제작성이 보다 뛰어난

농축도 분할노심을 최적 후보노섬으로 선정하였다. 표 3.1-2는 후보 노심별 집합체 열유체 특성

을 비교 정리하고 있다

표 3.1-2 자체순환로 후보노심의 집합체 내 냉각재 유량분배

농축도 분할노심

절계변수 Wire-wrap Wire-wrap 단엘농축도 노섬

직경=1.5rnm 직경=1.4rnm

노섬 압력강하， MPa
제한치 0.25
설계값 0.216+20% 0.216+20% 0.228+20%

피복관 내벽 최대온도 제한치 650
(내부/중앙/외부노심)， 't 설계값 650/650/650 649/650/650 650/649/650
집합체 유량(14 그룹)， kg/s 설계값 11.6-25.6 11.6-25.6 10.3-25.3

나. 깨념설계 안전 특성 평가

1) 연소로 ATWS 혜석

원자로정지가요구되는 조건에서 원자로정지가달성되지 않는 비보호사고인 ATWS는 발생빈

도가 10-6/로 · 년 이하이지만 잠재적 위험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로의 열적 · 기계적 안천여

유도 평가를 위해 고속로 인허가 사고해석에 전통적으로 포함된다. 표 3.1-3은 600MWe 자체순

환로와 연소로의 노심 설계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연소로는 전환비 0.57을 얻기 위해 반웅도 변화

가 2，685pcm까지 증가하였올 뿐 아니라 노심의 과도출력 제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웅도계수

를 비롯한 핵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연소로 고유 피동안전성 확인을 위한사고해석을

수행하였다

대표적 ATWS인 비보호 과출력사고(UTOP) ， 비보호 유량상실사고(ULOF) ， 비보호 열제거원

상실사고(ULOHS)에 대해 계통안전해석코드인 SSC-K를 사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념젤계 단계에서 연소로 제어봉 구동계통에 대한 상세젤계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UTOP 해

석시 초기 반웅도 삽입량은 기준값으로 자체순환로와동일한 40 tl: , 보수적인 값으로 1$를 가정하

였다 600MWe 연소로는 자체순환로에 비해 제어봉 수가 많아 제어봉 1개의 반응도가는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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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로 비슷하지만， 제어봉 초기노심 삽입위치가 더 깊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반용도 삽입량에

대한 절계제한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모든 ATWS 과도기칸 동안 노심출력은 반웅도궤환 효과에 의해 자체적으로감소하

였다 또한 원자로용기 대 다량의 소융에 의한 큰 열적관성과 피동형 잔열제거 능력에 의하여 노

심 생성열이 적절히 제거됨으로써 계통의 열적균형이 유지되었다. 노섬에서는 열제거융에 따라

반응도궤환 효과에 의한 미소한 출력변동이 발생하지만 계산시간 이내에 순반응도(net

reacti띠ty)는 일정값으로 수렴하였다.

그램 3.1-1은 ATWS 사고해석 결과를 요약한 내용으로서 허용안전기준인 핵연료 용융금지，

피복관 파손금지， 소륨 비등금지， 노심 구조물 건전성 보장 관점에서 설정된 온도 제한치와

SSC-K로 계산된 첨두온도를 함께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40 r;; UTOP 사고에 대해 보이듯이

600MWe 연소로는 ATWS 사고에 대해 금속연료에서의 공융반응에 의한 피복관 파손이나 핵연

료 용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열척 · 기계적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계통 안전

성 측면에서 노심 및 안전계통의 설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3.1-3 자체순환로와 연소로 노심특성 비교

Parameter 자체순환로 연소로

Bumup swing, pcm 106 2,685

TRU conversion ratio 1.02 0.57

Flux fraction(>9.l keV) 0.953 0.941

TRU consumption rate, kg/yr -10 226

Peak fast fluence(>O.l MeV) 3.35xl0껑 3.3xl023

Pe밟 linear power, W/em 261 262

Pressure drop, MPa 0.15 0.13

Cladding inner wall temp., "C 611 601

Reactivity coefficient, penν℃
Doppler 0.531 0.377
Axial expansion 0.129 0.183

- Rae뼈 expans10n -0.611 -0.805
- Sodium density 0.831 0.597

Control assembly worth, pcm -542 -600

Sodium void worth, $ 8.5 5.3

Delayed neutron frac. , pcm 35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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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로의 경우 연소반웅도가가 크게 나타나므로 노심 설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반웅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 셜계의 UTOP의 경우 40ct 의 반응도

가가 삽입되지만 삽입 반응도가를 1$까지 증가시키면서 UTOP 사고에 대한 민갑도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1$ UTOP 사고에서는 핵연료와 피복관의 첨두온도가 각각 1,118"C, 805 "C로

계산되어 온도제한치를 각각 48 "C, 15"c초파하였으며， 초과온도에서의 체류시간이 26초， 40초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제어봉 인출로 인한 반웅도 삽엽이 1$ 미만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러

한 제한값을 연소로의 상세 노섬셜계에 반영하도록 제시하였다.

1 ,055·e

Pump on

940·e

Pump off

1 ,070·e

ε~UTOP

~ULOF

훌훌회 ULOHS

1100

10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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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그
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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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c off: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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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OHS 683 573 571 571(Pump off)

Av.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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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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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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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ATWS 사고 해석결파

2) 자체순환로 철계기준사고 혜석

설계기준사고 안전해석을 통해 평가해야 할 최종결과는 소내 및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

의 안전허용기준 만족 여부이다. 그러나 셜계단계에서는 부지에 대한 환경조건이 결정되지 않으

므로 방사선량을 대신하여 안전성를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물리적 변수언 핵연료와 피복재의 건전

정， 냉각재 소륨비둥 금지， 원자로 구조물의 기계적 건전성 둥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안전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KALIMER-600 에 대한 설계기준사고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표적언 사고언 유량상질사고， 제

어봉 언출로 인한 파출력사고， 급수 상설로 인한 열제거원 상질사고， 원자로 용기 하단부의 파손

사고 및 장기냉각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파는 원자로용기 파손 경우 외에는 안전해석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용기 파손의 경우는 고온 풀의 액위가 1m 정도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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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액위 상숭이 늦어짐으로 해서 PDRC 계통의 열제거량이 감소하여 온도 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PDRC 계통 이외의 안전계통을 채택하거나 PDRC 계통의 성둥 개선이 펼요함을

알 수 었다. PDRC 계통의 열제거는 Overflow가 발생해야만 효과적으로 원자로의 붕괴열올 제거

할 수 있으므로 Over뀐ow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부 대류에 의한 열제거는 DHXB닮Tel의 열전달

면적이 작기 때문에 큰 열전달 효파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므로 DHX를 통한

열전달을 사고 조건에서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설계 변경안이 요구된다. 설계 기준사고 해석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장 1.2절에서 기술하였다.

2. 고유개념 예벼 안전생 평가

가. 고유 개념에 대한 예벼 PSA 평가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지난 10년 동안 제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600Mwe 급 소륨냉각

고속로(SFR)인 KALIMER-600을 개발하여 오고 있다. 한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S-G-1.2[1-9J에서는 차세대 원전에 대해 large radioactive release 빈도를 1.0e-6/yr로 요구하

고 있으며， 노심손상 발생 후 격납건물 실패확률을 0.1 정도로 볼 때， 노섬손상빈도는 1.0e-5/yr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Gen-N International Forum (GIF)의 안전성분과에서도 묵시

적으로 차세대 Gen-N 원전에 대해 1.0e-6/yr의 노섬손상빈도를요구하고 있다.

KALIMER-600의 안전계통 설계 개념은 고유안전성파 피동안전 개념을 강조하였다.

KALIMER-600은 핵연료로서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한 U-TRU-Zr 금속핵연료를 사용한다.

KALIMER-600의 핵연료는 금속연료를사용함으로써 과도사건 발생시 노심의 반웅도 변화를 노

심의 핵연료 스스로 제어하는 고유안전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잔열제거의 경우 원자로 용기에 피

동잔열제거회로 (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를 설치함으로써 과도사건 발생시

완전피동 개념에 의하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동 안전 개념을 도입한 KALJ마i1ER-600의 경우 노섬손상빈도가 안전 목표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KALIMER-600은 개념 젤계 단계에 있으며， 여

러 가지 설계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설계 방안에 대해 PSA 측면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비 PSA 평가를 통하여 기존 상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PSA 방법의 SFR

에의 적용성올 확인하고， 부족한 기술요소를 파악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1) 예벼 PSA 평 7}

PSA 수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행된다 예비 PSA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수행

된 내용을 아래에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o 초기사건 선정

- 14 -



o 사건수목 개발

o 계통 고장수목 개발

o 신뢰도 자료 개발

o 정량화

가) 초기사건 전갱

3.2철의 PSA 방법론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9개의 초기사건을 선정하여 예비

PSA를 수행하였다.

표 3.1-4 초기사건 목록

Group KALl MER-600
General Transients
Loss of Norm al Electrical Power

Transients Loss of Prim ary Flow
Loss of Interm ediate Flow
Loss of Secondary Flow (Main Feed)

LOCA Vessel Leak
반응도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Special
Sodium Water Reaction in SG

PDRC Unavailable

냐) 사건수목 깨발

각 초기사건에 대해 안전계통의 작동 유무에 따라 전개되는 사고 시나리오는 사건수목에 의해

모텔된다. 여기서는 9개의 초기사건에 대해 각기 사건수목을 개발하였다.

(l) 엘반과도사건 (GTRN; General Transients)

일반과도사건(GTRN)는 안전기능 또는 안전계통의 기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초기사건이 발

생하는 경우이다. 안전기능과 관계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원자로 정지 (spurious trip)나， 발전소 연

차계획 유지보수(overha버)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것 둥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

과도사건가 발생한 후 필요한 안전 기능은 원자로정지 기능과 잔열제거 기능이다.

GTRN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정지이다(표제RT). 원자로정지

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U-TRU-Zr 금속연료를 핵연료로 사용하는 KALIMER-600에서는 고유 반

옹도 궤환효과(i떠lerent reactivity feedback)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

로보호계통 둥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텔하였

다(표제 UT).

cu-



원자로 정지 이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잔열제거는 머ACS 계통(표제 SGC) 또는 PDRC
계통(표제 PDRC) 에 의해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IRACS를 이용한 잔열제거가 우선이며， IRACS
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만일 원자로정지에 실패하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때까지 정상운전과 마찬가지로 주

급수를 이용한 냉각을 수행하여야 한다(표제 SGC-N).

C농 neral Re activity Normal
lRACS PDκ Heat UltimateReactor Trip Power Heat

Transients Feedback
Removal

Cooling Re moval Reactor Trip
L、ι.

ET-GTJW J(J" R $짧꽤 용It 빼RC lπ

1 。k

IG-lRACS 。k

IG-PDRC
3 cd

。k

%GTRN UT 5 cd

。k

G-lRACS UT
7 cd

G-RT IG-PDRC
cd

。k

RF IUT
10 cd

SGC-N
11 cd

그림 3.1-2 General Transients 의 사건수목

(2) 천원상젤사건 (LEP; Loss of Normal Electrical Power)

전원상실사건(LEP)은 주변압기로부터 공급되는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사건이다. 전원상실사건

이 발생하면 원자로정지계통의 정지봉을 잡고 있는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원자로정지신호가 발생

하지 않아도 정지봉이 자동으로 노심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일 정지봉들이 기계적으로 고착되어

원자로 정지가 발생되지 않아도 고유반웅도궤환효과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이 경우

최종적으로 원자로보호계통 둥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펼요한

것으로 모텔하였다(표제 UT).

원자로정지 이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전원상실사건이 발생하면 가스터빈발전기가기동

하여 lRACS 계통의 작동에 필요한 안전등급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머ACS를 이용

한 잔열제거가 우선이며， IRAC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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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Loss of Nonnal Electrical Power의 사건수목

(3) 엘차측 유량상질사건 (LOF; Loss of Primary Flow)

일차측 유량상실사건(LOF)은 일차측의 유량이 상실되는 사건으로서 필요한 안전 기능은 원자

로 정지 기능과 잔열제거 기능이다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정지이다.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지 않더

라도 고유 반웅도궤환효파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로보호계통 둥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텔하였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잔열제거가 펼요하다. 잔열제거는 1RACS 계통 또는 PDRC 계통에 의혜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lRACS를 이용한 잔열제거가 우선이며，1RAC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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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Loss of Primary Flow의 사건수목

(4) 중간루우프 유량상질사건 (LOW; Loss of Intermediate Flow)

중간루우프유량상실사건(LOlF)는 중칸루우프의 유량이 상실되는 사건으로서 필요한 안전 기

능은 원자로정지 및 잔열제거기능이다.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 정지이다.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

더라도 고유반웅도궤환효과에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로 보호계통 풍

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펼요한 것으로 모델하였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잔열제거가필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 또는 PDRC 계통에 의혜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lRACS를 이용한 잔열제거가 우선이며， IRAC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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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Loss of Intennediate Flow의 사건수목

(5) 이차측유량상질사건 (LOSF; Loss of Secondary Flow)

이차측유량상실사건(LQSF)는 종기발생기의 이차측으로 공급되는 주급수가 상실되는 사건으

로서 필요한 안전 기능은 원자로 정지와 잔열제거이다.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 정지이다.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

더라도 고유반웅도궤환효과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로 보호계통 둥

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텔하였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잔열제거가 펼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 또는 PDRC 계통에 의혜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lRACS를 이용한 잔열제거가 우선이며， IRAC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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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Loss of Secondary Flow의 사건수목

(6) 용자로용기 누출 (Vessel Leak)

용자로용기 누출(LEAK)는 용자로용기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용자로용기 누출이 발

생하면 용자로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용기 (external vessel)로 냉각재가 빠져나가며 수위가

낮아진다. 그러나 빠쳐나간 냉각재가 외부 용기를 채우게 되면 더 이상 냉각재의 유실은 없다 따

라서 용자로용기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경수로의 안전주업계통파 같은 안전계통이 필요하지 않

다.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 정지이다.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

더라도 고유반웅도궤환효과에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로 보호계통 둥

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텔하였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잔열제거가 펼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에 수행된다. 용자로용기

누출의 경우에는 냉각재 상질로 인해 PDRC 계통의 작동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

에 PDRC 계통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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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Vessel Leak의 사건수목

(7) 반용도 삽엽사고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반웅도 삽입사고(RIA)는 제어봉 제어기 둥의 오동작으로 제어봉을 인출함으로써 반웅도가 삽

입되는 사고이다.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 정지이다.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

더라도 고유반웅도궤환효과에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로 보호계통 둥

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텔하였다.

원자로 정지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 또는 PDRC 계통에 의혜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IRACS를 이용한 잔열제거가 우선이며， IRAC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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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의 사건수목

(8) 증기발생기에셔의 소륨-물 반응사고 (SWR; Sodium Water Reaction in
Ste따1 Generator)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륨-불 반웅사고(SWR)는 중기발생기에서 누출이 발생하여 소늄-불 반웅

으로 폭발이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와 관련된 구조물들을 모두 파손

된다. KALIMER-600은 소륨 물 반용이 발생하더라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다 따라서 RPS, PDRC 등의 안전계통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IHTS에 연결된 lRACS는 증

기발생기와 관련된 구조물의 파손으로 이용할 수 없다. 퍼TS는 2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회로는 이용가능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모두 이용 불둥한 것으

로 가정하였다.

소륨 물 반웅이 발생하더라도 격납건물의 건전생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지만， 격납건물 및 원자

로 둥의 구조물이 건전하게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올 고려한다(표제 VP).

이후 원자로 정지가 요구되며，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유반웅도궤환효과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로 보호계통 둥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델하였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잔열제거는 PDRC 계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田ACS 계통은 IHTS loop가 손상됨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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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Soduim Water Reaction in SG의 사건수목

(9) PDRC 이용불능사건 (PDRC; PDRC Unavailable)

PDRC 이용불능사건 (PDRC)은 정상운전 중에 PDRC 계통이 이용불능하게 되는 사건이다.

PDRC는 원자로 정지 후 잔열제거에만 사용되는 계통으로서 원자로의 출력운전과는 관계가 없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계통이 상실되고 허용된 정지 시간(AOT; Allowed Outage Time) 내
에 안전계통의 기능을 복구하지 못하면 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 에 의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하며， KALIMER-600 에서도 같은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허용정지시칸 (AOT) 시간 내에 PDRC를 복구하지 못하면 운전원은 수

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원자로 정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RPS를 복구할 때까지 정

상운전과 마찬가지로 주급수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잔열제거가 필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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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PDRC Unav려lable의 사건수목

다) 계동 고장수목 개발

사건수목에 나타나는 계통의 고장은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모델된다. 사건수목에서는 RPS,

PDRC, 머ACS 3개의 계통이 나타나나， 머ACS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전기계통 역시 고장수목으

로 모텔되어 연결된다.

본 분석에서는 RPS 계통의 셜계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설계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

문에 2가지 종류의 다양화된 계통(diverse system)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잔열제거 기능을 수행하는 PDRC 및 IRACS의 경우는 각 계통별로는 비교적 상세한 설계 개

념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IRACS는 안전둥급으로 할지， 비안전동급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되는 상태였다. 본 예비 PSA에서는 PDRC 및 PDRC 모두 안전둥급으로 셜계되며， PDRC는 2개

의 50% loop로 이루어진 것으로， IRACS는 2개의 100% loop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기계통에 대한 설계 개념이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전기계통의 설계는 OPRlOoo 원전의 설

계와 유사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 전원은 주변압기를 통해 비안전둥급 및 안전동급 전

기계통에 전기를 공급한다 안전등급 전원은 2 개의 독립적인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하여 2대의 가스터빈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다. 이로부터 480V load center, 125V DC,

120V AC 등으로 전원을 공급한다. 외부전원을 포함하여 가스터빈발전기까지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어전원인 125V DC 모션에는 축전지가 연결되어 있다. 안전풍급 전원은 원전의 주요

설비의 제어 및 상태 표시， RPS, IRACS 계통 둥에 공급되어야 한다.

고유 반웅도 궤환효과(RF)， 정상 운전과 마찬가지로 주급수를 이용한 열제거 (SGC-N)，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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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가 실패하였을 때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를 시키는 행위 (UT)， 소륨 물 반응사고시 격납건물

및 원자로용기의 구조물 건전성 둥은 별도의 고장수목을 모웰하지 않고 상수값을 가정하여 사용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RPS, PDRC, IRACS, 전기계통 4개에 대해 고장수목 모델을 개발하였다

(l) PDRC 계통

(가) 계통 절명

PDRC 계통은 원자로 정지 후에 IRACS 계통으로 잔열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잔열을 제

거하는 기능올 한다. PDRC 계통은 2개의 계열로 이루어지며， 각 계열은 50%의 잔열올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PDRC 계통의 성공을 위해서는 2개 계열 모두 작동하여야 한다.

PDRC 계통의 기기는 DHX, 배관， 배관을 둘러싸는 온도 센서 및 heat σac1ng， AHX,

expansion vessel로 이루어진다.

DHX는 원자로 내부에 위치하며 정상운전시 냉각재와 분리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 원자로의

열이 DHX를 통해 PDRC 계통으로 전달된다. 이 열에 의해 PDRC 배관의 소륨이 고화되지 않도

록 유지된다 기본적으로 원자로부터의 열 전달에 의해 PDRC 배관의 소륨이 고화되지 않도록 설

계되어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PDRC 배관의 소륨의 온도가 내려가면 heat tracing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소둡 고화를 방지한다.

원자로 정지 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잔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원자로의 온도 및 냉각재 온도

가 올라가면서 냉각재 수위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PDRC의 DHX와 냉각재가 서로 접촉하

게 되면서 PDRC에 의해 잔열이 제거되기 시작한다. AHX는 PDRC로 전달되는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AHX에는 어떠한 능동 기기도 포함되지 않으며， 외부 대기에 의해 자연적으로 열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잔열제거 모드에서 PDRC는 전기 둥의 보조계통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정상

운전 모드에서는 PDRC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heat tracing이 설치되어 있다. 온도

계측 및 Heat tracing에 펼요한 전기계통이 연결된다.

- 25 -



cold ‘·111' II’

PORC

containment

lHTS cold leg

Hot pool ‘

sodium level

UIS

Cold pool ‘

sodium level

그렴 3.1 -11 PDRC 계통 개념도

(나) 고장수목 개발

PDRC의 고장수목에 포함되는 주요 고창 모드는 아래와 같다.

o 현상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passive system reliability

o Pipe Ie따g

o Sodium solidification

o Sodium solidi잠cation의 경우에 온도 계측 및 heat tracing을 이용한 가열 실패

그림 3.1-11은 PDRC 계통의 위의 고장모르률 반영한 고장수목 예률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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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Ie왜， 전기 및 계측 관련 기기들의 신뢰도 자료는 기존 상용로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기

존 상용로에 없는 자료는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래는 PDRC 고장수목 모텔 개발시 사용된 주요

가정 사항들이다

o 현상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passive system reliability는 평가 없이 1.0e-4의 이용불능도

로 가정하였음. 추후 다음 단계에서 평가 예정임.

o Sodium solidification 반도는 100년에서 1000년 정도에 한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3e-3/yr로 사용함

o PDRC의 mission timet운전되어야 하는 시간)은 1주일(168시간)로 가정함.

PDRC 계통은 거의 모든 사건수목에 사용된다. 다만， PDRC가 기능을 할 수 없는 Vessel Le삶‘

의 사건수목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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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12 PDRC 계통 고장수목 예제

(2) IRACS 계통

(가) 계통 설명

lRACS 계통은 int앙mediate loop에 연결되어 원자로 정지 후에 잔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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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ACS 계통은 2개의 계열로 이루어지며， 각 계열은 100%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다. 즉， IRACS

계통은 1개계열 만 작동하면 잔열올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lRACS 계통은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 loss of nonnal electrical power시 안전 둥급 bus로부

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lRACS 계통의 기기는 FDHX 및 blower, EMP 펌프， isolation 밸브， 배관， 배관을 둘러싸는 온

도 센서 및 heat tracing, expansion vessel로 이루어진다

정상운전시 IRACS의 isolation 밸므가 약간 열린 채로 어느 정도 열이 lRACS 계통으로 전달

된다. 이 열에 의해 IRACS 배관의 소륨이 고화되지 않도록 유지된다. 기본적으로 intennediate

loop로부터의 열 전달에 의해 lRACS 배관의 소륨이 고화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IRACS 배관의 소륨의 온도가 내려가면 heat tracing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소륨 고화를

방지한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IRACS 계통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IRACS 계통의 작동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기틀의 작동이 필요하다.

oInt앉m떠iate loop의 EMP 펌프를 정지하고 isolation 밸므를 닫음

o lRACS loop의 isolation 밸브를 열어야 함

o lRACS loop의 EMP 펌프 및 FDHX의 blower를 기동

FDHX는 IRACS로 전달되는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FDHX에는 blower가 작동하여 외부

공기를 열교환기로 보내 열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lRACS의 작동을 위해서는 작동 신호， 전기 등의 보조 계통이 필요하다

(나) 고장수목 개발

lRACS의 고장수목에 포함되는 주요 고장 모드는 아래와 같이 PDRC의 고장모드를 대부분 포

함하며， 또한 능동 기기의 작동이 포함된다..

o 현상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system reliability

o Pipe Ie와‘

o Sodium solidification

o Sodium solidification의 경우에 온도 계측 및 heat tracing을 이용한 가열 실패

o 정상운전 중lRACS isolation 밸브 닫히고 복구안됨

oInt앙m떠iate loop EMP 펌프 정지

oIntenn어iate loop isolation 밸브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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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RACS actuation sign머 작동

o lRACS isolation 밸브 열림

o lRACS EMF 펌프 작동

o FDHX blower 작동

Pipe Ie하‘， 전기 및 계측 관련 기기들의 신뢰도 자료는 기존 상용로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기

존 상용로에 없는 자료는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래는 IRACS 고장수목 모댈 개발시 사용된 주

요 가정 사항들이다

o 현상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system reliability는 평가 없이 1.0e-6의 이용불능도로 가정

하였옴. 실제로 IRACS는 EMF 펌프로 유량을 형성하고， blower로 공기를 공급하기 때문

에 PDRC와 같이 현상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system 이용불능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

며，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 예정임.

o Sodium solidification 빈도는 100년에서 1000년 정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3e-3/yr로 사용함

o lRACS actuation signal 실패 확률은 5e-4로 가정함

o EMF 혐프의 기동실패확률은 3e-3, 기동후 고장률은 2e-5/h로 가정함.

o lRACS의 mission time(운전되어야 하는 시간)은 1주일(168시간)로 가정함.

lRACS 계통은 거의 모든 사건수목에 사용된다. 다만， intermediate loop가 손상되는 sodium

water reaction in steam generator의 사건수목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3) RPS 계통

(가) 계통 절명

RPS 계통은 원자로 정지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현 단계에서 RPS 계통의 설계 개념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였다.

o RPS 계통은 2개의 independent diverse system(1차 RPS， 2차 RPS)으로 구성된다. 두 계

통은 센서， 작동 회로， trip breaker, trip rod 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diversity

를 보장하며， 또한 독립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가정한다. 즉， 1차와 2차 RPS 간에는 공통원

인고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o 1차 또는 2차 RPS 중 어느 하나의 계통만 작동하여도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o RPS 계통에 필요한 전원(제어전원 포함)이 상실되면 RPS는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셜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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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PS 계통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sensor로부터 신호를 받아 trip logic을 거쳐trip signal을

낸다. Trip signal은 trip breaker를 작동시켜 trip rod가 낙하되도록 된다. 정상 운전시 trip rod는

전자석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며p bre따‘er가 open되어 전원이 차단되면 trip rod가 낙

하된다. 만일， loss of nonnal electrical power와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trip

signal이 없어도 trip rod는 낙하되어 원자로로 삽입된다.

전원

Trip Trip Trip -- SensorBreaker Signal Logic

Trip
Rod

그립 3.1-13 RPS 계통 개념도

(나) 계통 고장수목 개발

RPS의 고장수목에 포함되는 주요 고장 모드는 아래와 같다

o Trip signal (trip logic 및 sensor 포함)

o Trip bre하‘er 열림

o Trip rod 삽엽

다만， Loss of nonnal electrical power의 경우에 trips핑n려 및 trip breaker의 작동은 필요하

지 않다.

현재 RPS 계통의 설계 자료는 주어지지 않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RPS가 가져야 하는 신뢰도

를 가정하여 PSA 모텔에 사용하였다. 추후 아래와 같은 신뢰도를 가지도록 설계부서에서 RPS

설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o 2개의 independent diverse system(1차 RPS， 2차 RPS)으로 diverse group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가정

o 각 group은 control logic에 관계 없이 trip signal 받으면 trip되는 것으로 가정. (일부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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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같은 rod를 control과 trip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반용도의 미세 제어를 위해

rod를 제어하는 logic과 trip logic은 별개이며， trip logic에 의해 전원 차단하여 중력에 의

혜 trip rod가 낙하하는 것으로 가정)

o 1차 RPS 및 2차 RPS의 trip signal(trip sensor 포함)의 고장확률은 각기 1.0e-4와 1.0e-3

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

o Trip breaker가 열리지 않을 고장확률은 1.0e-4, trip rod 가 삽입되지 않을 고장확률은

1.0e-4를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

o RPS 계통이 실패하였을 때， 운전원이 수동으로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trip breaker를 차단

하여 원자로 정지를 할 수 있으며， 실패 확률은 0.1 미만으로 가정

RPS 계통은 모든 사건수목에 사용된다.

(4) 천기 계통

(가) 계통 첼명

현재는 전기계통에 대한 설계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OPR1000

원전을 참조로 설계를 가정하였다.

o 기본 개념은 OPRlO00 원전 절계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

o 안전둥급 버스는 2개의 redundant 계열로 구성

o 각 안전둥급 버스는 가스터빈발전기에 의해 backup

아래 그립은 전기 계통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 전원은 mam σansformer를 통해 비안

전둥급 및 안전풍급 전기계통에 전기를 공급한다. 안전둥급 전원은 2 개의 독립적인 계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외부전원 상설에 대비하여 2대의 가스터빈발전기가 연결되어 었다. 이로부터 480V

load center, 125V DC, 120V AC 둥으로 천원을 공급한다 외부전원을 포함하여 가스터빈발전기

까지 상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어천원인 125V DC bus에는 battery가 연결되어 있다. 안전둥

급 전원은 원전의 주요 설비의 제어 및 상태 표시 RPS. IRACS 계통 둥에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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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전기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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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뢰도 자료 깨발

PSA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에 사용된 각종 event틀에 대한 신뢰도 자료

가 필수적이다. KALIMER-600은 현재 설계중인 원전이므로 실제 운전 이력으로부터 신뢰도 자

료를 산출할 수 없다. 신뢰도 자료는 상용로의 신뢰도 자료， PRISM-150 PSA 등을 참고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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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부 자료는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선뢰도 자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o 초기사건 빈도

o 기기 고장 자료

o 공통원인고장 자료

o 인간신뢰도 자료

o 특수 사건에 대한 신뢰도 자료

(l) 초기사건 빈도

초기사건 빈도는 PR1SM-150 PSA 자료 및 상용로의 경험 자료를 기반으로 가정하여 사용하

였다.

표 3.1-5 초기사건 빈도

Groun KALIMER-6oo 빈도 비고

General Transients l 상용로 운전경험은 l/y 이하임

Loss of Primary Flow 0.3 loss of main feedwater와 같은 값
사용

Loss of Intermediate 0.3 loss of main feedwater와 같은 값

Transients Flow 사용

Loss of Normal 3e-2 올친 3，4호기는 0.02/y 정도임Electrical Power

LFloosws o(fMSaeincoFnedeadry) 0.3
c울on진de3n，s4e호r 기는 main feedwater 및
정도임 vacumrn 포함하여 0.3

LOCA Vessel Leak 1e-4 PR1SM-150은 1e-6/y임. 보수적 。로

가정

반용도
반웅도 Insertion 1e-3 PR1SM-150의 0.1$-0.2$에 해당하는

Accident 빈도를 가정

Sodium Water 1e-3 PR1SM-150의 l.le-3/y와 유사한

Special
Reaction in SG 빈도 가정

PDRC Unavailable 3e-3 유사한 사례가 없으며， 100년 ~
10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로 가정

(2) 기기 신뢰도 자료

펌프， 밸브， 계측 및 전기 등의 기기에 대해서는 상용 원자로의 자료를 활용하며， 나머지 자료

들은 다른 여러 가지 source를 참고하거나 또는 공학적 판단으로 가정하여 사용하였으며， Error

factor는 울진 3，4호기 PSA를 토대로 가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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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기기들에 대한 선뢰도 자료 및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6 기기 신뢰도 자료

τ닙 T근T c。미 ponent Failure Mode Rate υ〕서川 EF(5) Remark

일반 기기 61。ψer Fails to Run 1.0e-5 Ih 1.2 EPRI URD(1)

일반 기기 61。ψer Fails to Start 6.0e-4 15.9 EPRI URD

일반 기기 MOV Fails to Open 4.0e-3 7.3 EPRI URD

일반 기기 MOV Fails to Close 4.0e-3 7.3 EPRI URD

일반 기기 MOV closed spuriously 1.4e-7 Ih 8 .7 EPRI URD

일반 기기 Heater Failure on Demand 2.0e-6 Ih 3
EEE-50이 2) 의 1.87e-6/h괴 유시한

?nλ↓

일반 기기
Temperature

Failure 3.5e-7 Ih 3.3 EPRI URD
Transmitter

일반 기기
Temperature

Failure 1.0e-4 2.6 EPRI URD
Switch

SFR 7171 EMP Fails to Run 2.4e-6 Ih 10 PRISM (3)

SFR 7171 EMP Fails to Start 3.0e-3 10
상용로 자료를 근거로 가정 (일반적인

펌끄의 값괴 유시한 자료)

SFR 7171 EMP Fails to Stop 1.0e-5 10
상용로 자료를 근거로 가정 (일반적인

펌끄의 값괴 유시한 자료)

전기 계통 Battery Charger
Fails t。 미 aintain

7.0e-6 2 EPRI URD
。utput

전기 계통 Electrical Bus Fault 2.0e-7 Ih 3.3 EPRI URD

전기 계통 Battery
Fails to provide output

5.0e-4 1.9 EPRI URD
。n demand

전기 계퉁 Gas turbine Fails to run 1.0e-5 Ih 3 EPRI URD

전기 계통 Gas turbine Fails to start 2.5e-2 3 EPRI URD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Fails to close 3.0e-4 5.4 EPRI URD(high voltage)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pen spuriously 6.0e-7 Ih 1.6 EPRI URD
(high voltage)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pen spuriously 9 .4e-6 Ih 1.6 high voltage 자료를 보수적으로 가정
(very high voltage)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pen spuriously 5.0e-7 Ih 1.6 EPRI URD
(low voltage)

전기 계통
Circuit breaker

Fails to close 1.0e-3 3.0 EPRI URD
(low voltage)

전기 계통
Transformer (High

Fails while operating 1.2e-6 Ih 5.5 EPRI URDVoltage)

전기 계통
Transformer

Fails while operating 7.0e-7 Ih 4.7 EPRI URD(Medium voltage)

RPS 계통
Trip Circuit

Fails to Open 1.0e-4 3.2
NUREG/CR-5500 , Vol.10 (4) , Table

Breaker C-9 , 1.8e-5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

RPS 계통
Control element

Failure 1.0e-4 13.8
NUREG/CR-5500 , Vol.10 , Table

asεembly & rod C-9 , 1. 7e-5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

RPS 계통 Manual Switch Failure to Operate 2.0e-4 5 .7
NUREαCR-5500， Vol.10 , Table
C-9 , 1.3e-4 괴 유시한 값으로 가정

RPS 계통 Trip Signal Failure Failure
1.0e-4

10
가정

1.0e-3 1st group 1e-4 , 2nd group 1e-3

1) EPRI URD [1 -6]
2) IEEE Std 500-1984 [1 꺼

3) PRISM-l50 PSA [1-2]
4) NUREG/CR-5500, Vol.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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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N 3,4 PSA Report [1-3]

(3) 공통원안고장 자료

공통원인고장은 beta factor method를 이용하여 모델하였으며， beta factor는 모두 0.1을 사용

하였다. Redundancy가 많은 경우 beta factor method 자체가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하며， 사용된

beta factor는 최큰의 공통원인고장자료에 비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값으로써， 공통원인고장자료

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최종 평가에서는 최신의 alpha factor method 및 최신의 공통원인고장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

할 예정이다.

(4) 인간선뢰도 자료

KALIMER-600 PSA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운전원 조치가 고려되었다 하나는 정상운전 중에

IRACS 계통의 isolation 밸브가 spurious close되는 경우에 운전원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행위

로서 값은 보수적으로 0.01올 사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원자로 정지가 trip signal 또는 trip

bre밟er의 문제로 실패하였을 때， 운전원이 이를 복구하는 행위이다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안전 계통틀의 자동 기동이 실패하였을 때， 이를 복구하는 행위틀

을 모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KALlMER-600은 아직까지 운전절차서 둥이 개발되

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어느 정도 보수성을 가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중요한 운전원 복구 행위

만을 고려하였다. 상세한 운전원 행위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5) 특수 사건에 대한 신뢰도 자료

앞에서 언급된 자료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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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특수사건의 선뢰도 자료

특수 사건 신뢰도 자료 비고

1;\:f RPS 및 2;\:f RPS으| 1.0e-4(1 차) 전문가 판단에 의해 달성 가능한 신뢰도 값을

trip signal(trip sensor 포 1.0e-3 (2차) 할당함

하)

IRACS 작동 신호 5.0e-4 전문가 판단에 의해 달성 가능한 신뢰도 값을

할당함

IRACS 口I1 PORC 배관 3.0e-4/y 2.5e-10 I (h It) Nureg/cr-6928 , 140 It 7f정

leak rate

Interm ediate loop 배관 1.0e-4/y 2.5e-10 I (h It) Nureg/cr-6928 , 40 It 7f정

leak rate

PORC 및 IRACS 고화 빈 3e-3/y 100 - 10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로 가정

도

PORC 및 IRACS 계통의 1.0e-4 정확한 근거는 없음 PORC의 강써 passive
현상학적 불확실성。로 인 (PORC) component인 Check 밸 닙와 유사한 신뢰도를

한실패확률 1.0e-6 가진다고 가정하여 1.0e-4를 할당 IRACS는

(IRACS) EMP어| 의해 flow가 유지되口로 현상학적 불확

실성。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없을 것。로 판단

됨 추후 uncertainty 해석。로 재평가 예정

RPS 계통 실패시 현상학 1.0e-6 정확한 근거는 없음 핵설계 팀에서는 어」 경

적 불확실성。로 인한 반 우나 반응도 feedback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

응도 feedback의 실패확 는 것。로 평가하고 있。口로 충분히 낮은 값을

률 가정함 추후 uncertainty 해석。로 검증 예정

원자로 정지 불능시 0.5 원자로 정지시 feedwater 계롱이 이용불능한 경

Feedwater 계롱에 의한 우가 있는 비율을 입력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열제거 보수적。로 0.5 7f정

증 기 발 생 기 어| 서 1.0e-4 기본적 。 로 sodium-water reaction에 대 해 원

sodium-water reaction 자로 및 비상 안전 계롱이 보호되도록 설계함

발생시 원자로， 비상 안전 설계를 벗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1.0e-4 의

계통 들이 손상받을 확률 손상확률이 있는 것。로 가정 추후 uncertainty
해석。로 재평7f 여|정

마) 정량 분석

정량분석은 입력된 사건수목， 고장수목으로부터 전체 노섬손상에 대한 minimal cut set을 구

하고， 이로부터 전체 노심손상빈도， 각 사건수목 및 사고 시나리오의 노심손상빈도， 각 event의

중요도 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소에서 개발된 AIMS-PSA에서는 사건수목， 고장수목， 신

뢰도 자료가 입력되고， 추가적으로사건수목들을 OR 논리로 연결한 노섬손상에 대한 간단한 고

장수목을 추가하면 정량 분석을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정량 분석 결과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1.0e-6/yr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본 PSA의 기본적인 목

적이 기존 상용로 PSA 방법의 SFR 노형에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것과 KALIMER-600의 대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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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전성 수준을 명가하는 것으로서， 많은 가정이 사용되어 정량 분석 결과의 값에는 많은 불확

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각 초기사건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는 아래 표에 주어진다.

표 3.1-8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

Event 먼도 노심손상먼도 %

General Transients 1’ o 2.60e-7 25.58

Vessel Leak 1.0e-4 2.21e-7 21.67

Loss of Norm al Electrical Power 3.0e-2 1.06e-8 1.05

Loss of Prim ary Flow 3.0e-1 7.80e-8 7.66

Loss of Interm ediate Flow 3.0e-1 7.80e-8 7.66

Loss of Secondary Flow (Main Feed) 3.0e-1 7.80e-8 7.66

PORe Unavailable 3.0e-3 7.9ge-8 7.85

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1.0e-3 2.41 e-1 0 0.02

Sodium Water Reaction in SG 1.0e-3 2.12e-7 20.84

각 초기사건별 노섬손상빈도에 대한 기여율은 아래 그립에 주어진다.

9없/\R

21%

B:c
1%

o/d..GF
8"/0

o/d.fBF
8%

o/.:lCf
8%ξ즉를뻐

훨혹

그림 3.1-15 초기사건벌 노심손상빈도 기여율

2) 절계 대안 몇 가정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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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은 초기 설계 단계로서 안전 계통의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안전

계통의 설계 개념 역시 여러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PSA에 많은 가정이 사용

되었다. 따라서， 각종 설계 대안 및 가정사항들에 대해 노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올 평가하였

다. PSA 측면에서의 각종 설계 대안에 대한 민감도 평가는 KALIMER-600의 설계 방향을 설정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아래 표는 각종 설계 대안 및 가정사항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3.1-9 설계 대안 및 가정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파

계롱 기본 가정 민감도가정 COF (/yr) 증가비

PORC No PORC 5.28E-03 5176

2 x 50% Passive
2 x 100% Active

1.04E-05 10.2
System

PORC
Solidification 빈도

빈도 10배 (0.03/yr) 1.80E-06 1.76
(0.003/yr)

PORC 현싱f희f적
실패확률 10배 (1 e-3) 5.77E-06 5.66

불확실성 신뢰도 (1 e-4)

2 x 50% Passive 2 x 100% Passive 8.74E-07 0.86

2 x 100% , Safety
IRACS Class 전원 (2 Gas No IRACS 3.36E-04 364

Turbine backup)

EPS 2 Gas Turbine backup No Gas turbine 1.16E-05 11 .4

RPS
2 diverse system (1 st ,

No 2nd RPS 2.39E-05 23.4
2nd)

현재 KALIMER-600의 잔열제거 기능으로는 PDRC 및 IRACS가 고려된다 설계 대안에서는

PDRC 또는 田ACS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 PDRC를 active system으로 변경하는 경우， PDRC를

2개의 50% 계열에서 2개의 100% 계열로 변경하는 경우 둥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갑

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PDRC 또는 mACS 하나만 절치하는 안은 노심손상빈도가 매우 크게 증

가하여 고려할 수 없는 설계안으로 평가되었다 PDRC를 active system으로 변경하는 안 역시 노

심손상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PDRC를 2개의 100% 계열로 변경하는 안은 노심손상빈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효율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RPS 계통을 2개의 diverse system

을 설치하는 것에서 하나의 system만을 설치하는 경우나， 가스터빈발전기를설치하지 않는 경우

도 노섬손상빈도가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주요한 가정사항인 PDRC의 고화빈

도 및 PDRC 현상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화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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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노심손상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PDRC 현상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도는 노

심손상빈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예벼 PSA 평가에 대한 결론

본 연구는 KALIMER-600을 대상으로 예비 Level-1 PSA를 수행하고， 기존 상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PSA 방법의 SFR에의 적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기술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 기존 상용로에서 사용되던 PSA 방법을 SFR에 적용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방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FR 고유 특성에 따라 향후 아래와 같은 문제를 혜

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펼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금속 연료 및 피동 계통 도업에 따른 평가 방법의 확립

- 금속연료 고유 반응도 궤환 효과 및 공융현상에 정확한 이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PDRC 풍 피동안전계통의 비상시 거동에 대한 실험 둥 펼요

o 현상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가 방볍의 확립

- PDRC 계통의 고화 빈도 및 신뢰도 평가

SG에서의 소륨 물 반응(sodium-water reaction)으로 인한 안전계통 손상 확률 평가

o 새로 도입되는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자료 미비 정우의 신뢰도 자료 평가 방법 확립.

- 새로운 기기의 신뢰도 자료(EMP 펌프， trip rod)

초기사건 발생 빈도 평가(소륨 물 반응， 원자로용기 파단， 핵연료 채널 막힘현상 풍)

- 디지탈 I&C와 관련된 선뢰도 평가

KALIMER-600의 전출력 운전중 내부사건으로 인한 예비 Level-1 PSA의 결과로 나타난 노

심손상반도는 1.0e-6/yr로 평가되었다. KALIMER-600은 개념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가

정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KALIMER-600의

대략적인 안전성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S-G-1.2[1-9J에서는 차세대 원전에 대해 large radioactive

release 빈도를 1e-6/yr로 요구하고 있으며， 노섬손상 발생 후 격납건불 실패확률을 0.1 정도로

볼 때， 노심손상빈도는 1.0e-5/yr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ALl미!lER-600의 노섬손상빈도

는 충분히 이 목표를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묵시적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해 1.0e-6/yr

의 노심손상빈도를요구하고 있으며， KALI마!lER-600의 PSA 결과는 이를 겨우 만족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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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앞으로 PSA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설계 안전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펼요하다.

KAUMER-600은 개념 설계 단계에 았으며， 여러 가지 셜계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여러 가지 셜계 방안에 대해 PSA 측면에서의 분석올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잔열제거 수단으로

서 PDRC 및 머ACS가 모두 안전계풍으로 설계되는 것은 물론 비상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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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계기준사고 예비안전생 명가

1) 재요

KALIMER-600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대

략적인 Bounding Approach 개념으로 SSC-K를 이용한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계통의 안전성을 겁토하였다. 그러나 신개념의 안전계통

(PDRC: Passive Decay-heat Removal Circuit) 이 KALIMER-600 계통에 도입되면서 설계기준사

고에 대한 안전해석 펠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SSC-K 코드를 적용한 안전해석에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2007년부터 SSC-K 코드의 단점 극복 및 셜계기준사고의 안전해석을 위해

개발된 MARS-LMR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이 코드를 이용하여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KALIMER-600 셜계는 현재 안전둥급의 잔열제거계통으로 PDRC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안전

둥급으로 IRACS (Intermediate Reactor Auxilliary Cooling System)를 구비하고 있다. 사고시에

는 안전둥급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잔열제거 계통은 PDRC 만을 모텔하였다. 사고해석은 원자로

의 전체 운전 모드를 고려한 사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설계가 100 % 전출력 운전만을

고려한 설계이기 때문에 100 % 출력을 기준으로 유량상설사고， 파출력 사고， 열제거원 상실사고，

일차열전달 계통 배관파단사고， 원자로 용기 국부 파손사고， 전원상실사고 둥을 대표적으로 모의

하였다.

2) 절계기준사고 분류 및 딴전혜석기준

KALIMER-600 은 안전성 증진을 위해 고유안전 특성 및 피동형 개념을 설계에 채택함으로써

기존 원자로 보다 향상된 안전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일부 초과설계기준사고틀파 중대사고의

위험도(risk) 감소를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사건분류와 그에 대웅하는 안전허용기준을 셜

정하여 이들 사고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사

건분류 시 발생빈도가 희박한 낮은 발생확률을 가지는 사건일지라도 사고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크다면 위험도 측면에서 그 대처방안이 셜계에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원자로에서는 보통 lxlO-1

에서 lxlO-4/R. Y 이상의 발생확률을 가지는 초기사건을 절계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선형원

자로에서는 이보다 낮은 발생빈도의 사고들을 설계에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섣계를 통해

발전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 및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폭수

준을 기존의 방사농 보호조치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로 낮게 제한하기 위함이다. KALIMER-600
의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발생빈도는 10 잉'R ·Y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 결과를 완벽하게 도출하고 중요도 순서에 따라 위해도의 둥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PSA
를 사용할 펼요가 있다 PSA는 강력한 해석도구로서 계통 전체에 걸쳐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

고 설계기준사고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현질적으

로 PSA를 섬도 있게 다루지 못하므로 해외 액체금속로에서 수행한 사건선정 기준을 근거로 공

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소의 잠재적 사건은 사건의 발생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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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결과의 성각생에 따라 분류되며 분류된 각 사건범주에 따라 다른 대처방안이 요구훤다.

기존 발전소의 사건 분류논 정상운전， 예상 과도운전， 갤계기준사고 및 초파혈계기준사고로 구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 분류는 안전셜비의 절제， 부지 션정 및 소와 비상계획올 셜정하는떼 다

양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신형원자로 범주어I 속하는 KALIMER-600 철계는 혁신척인 셜쩨재념

을 채택하고 있으묘로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다른 운전조건을 척용한다.

미국에서 인허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로셔는 액체금속로의 설계에 사용되는 실제

척 방사션원항의 생산， 새로운 격납계통의 도입， 소외 비상계획의 축소 혹은 제거 둥이며， 이러한

현안들은 신형 액체금속로의 셜계가 기존의 원자로와는 크게 다른 혁신적얀 셜계개념들을 채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ALTh표R-600 첼계에 때해 다음파 같은 사고분류 체제를 사용하여

야 한다.(그렴 3.1-16 참조)

SSC-K

MARS-LMR

MARS-LMR

MATRA-LMR-FB

CONTAIN-LMR-K

CONTAIN-LMR-K

SPIKE/SELPSTA
CONTAIN-LMR-K

그림 3.1-16 KALIMER-앉삐 사고 분류 체계

SCAMBETA

SWEEP

MELT-III

VENUS-II

SSC-K

MARS‘ LMR

MATRA-LMR-FB

SPIKE/SELPSTA

ORIGEN2
CONTAIN-LMR-K

MACCS

(a) Moderate Frequency Events (ME): 정상운전 상태로 계통의 시운전， 철계범위 내의 운전，

고온 대기 또는 정지와 같은 발전소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b) 뼈equent Ev없t (lE): 기존 겸수행 원자로에서 고려되는 예상 운전과도사건 (없ticipa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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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occurrences; ADOs)의 등급과 동등하다. 사건의 발생빈도는 약 10 깐'R .y까지이며

발전소 수명동안 한번 혹은 그 이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응한다.

(c) Unlik!밍y Events (UE):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설계기준사고등급과 동둥

하며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사건을 선정하며 약 10 칸'R .y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

부사건을 포함한다 이때 1O-4/R. Y의 설정 기준은 사건 발생 빈도가 발전소 수명 기칸을 넘어선

기간에 한 번 예상되는 사건에 해당된다.

(d) Extremely Unlikely Events (XU): 기존의 셜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심각한 사건에 대웅

되는 것으로 발생빈도 측면에서 기존 경수로의 중대사고 범주이다. 이러한 사고 범주를 설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u.s. NRC의 중대사고 정책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범주는 약

1O-7/R. Y 까지의 사건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 (초기사건과 다중 고장사건이 동시 발생하

는 사건)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확률이 1O-7/R. Y 근처의 사건은 기존의 정수로 사건분류법에 따르면 초과설

계기준사고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KALIMER-600 절계에서는 이 발생빈도에 포함되는 사고 중

소륨의 대량누출， 노섬용융 혹은 반응도 폭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고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한

계사고 (bounding event)로 정의하여서 적절한 방지대책과 보호대책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KALIMER-600은 기존 원자로에 비하여 혁신적인 설계개념이고 기존 운전 경험을 통하여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PDRC와 같은 피동형 안전관련계통을 설계에 채택하고 있다. 또

한 금속핵연료의 고유안전 특성파 관련된 연구개발이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고 있으

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올 한계사고의 사고해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계사고의 사고해

석 방법 및 안전성 평가기준은 젤계기준사고에 근거하여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계

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XU 사건은 보수적인 방법보다는 최적평가 (best-estimate) 방법론에 근

거하여 명가한다

(e) Residual Events: 이 사건범주는 약 1O-7/R. Y 이하의 발생빈도를 갖는 사건으로서 소외

비상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경수형 원자로의 비상계획구역 (EPZ) 요

건에 의하여 고려되는 사건들과 유사한 발생빈도를 가지는 내부사건들을 포함한다

KALIMER-600 설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섬층방어 개념의 적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섬각한

노섬 손상 확률의 감소와 사고발생 시 방사성 물질 격납 기능의 강화 둥을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

을 향상시킨다 KALIMER-600의 심충방어는 사고 저항성의 증대， 노심 손상의 방지， 사고완화

대책의 확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설계에 구현되고 있다. 사고 저항성 증대는 계통의 단순화， 안

전여유도 증대， 고유안전생을 가지는 반웅도 제어계통의 설계， 변친 설계 등을 통하여 확보되며，

노섬 손상 방지는 피동안전계통의 사용， 원자로정지계통의 신뢰도 향상， 이상사고시 반응도 궤환

효과로 인한 고유안전성 확보， 향상된 잔열제거계통， 핵연료집합체 내의 유로폐쇄 및 손상된 핵

연료의 전파 방지 설계， 기기 및 제어기능 외에 공급되는 안전둥급의 교류천원 제거， 운전원의 사

고대처 시간 확대 둥을 통하여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사고완화 대책은 강화된 규제요건을 만족하

는 격납용기 개념， 보다 실제적이고 역학적인 방사선원항 계산， 화재 및 소륨반웅 방호 및 격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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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생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확보하고 있다

KALIMER-600은 피동계통에 의존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로이다 피통계통은 전적으

로 피동의 기기 및 구조물로 구성된 계통이며 피동적인 작동을 위해 제한적으로 능동기기를 사용

하는 계통을 의미한다 KALIMER-600은 피동개념을 채택하여 단순화된 안전계통과 용이한 운

전 등에 의해 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피동개념의 채태은 안전계통의 혁신

적인 단순화， 사고 잠재성의 제거， 용이한 운전 및 높은 선뢰성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올 증

진시킨다. 그러나 피동계통의 성능 확인과 계통 상호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국 NRC는 피동계통을 채택한 신형원자로 설계검토에서 피동계통

및 기기의 성능 업중파 계통 상호간의 영향 그리고 계통의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평가 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ALIMER-600 섣계의 궁극적인 안전평가 기준은 방사션 제한치이지만 설계기준사고 내에서

는 핵연료， 피복재 또는 발전소 운전변수들이 각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엽증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방출 제한치를 념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정상운전파 설계기준 과도사고

시 다음파 같이 일반적인 허용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KALIMER와 동일하다.

핵연료 용융금지

핵연료 피복재의 상변화를 동반하는 상호작용 금지

- 피복관의 변형률 및 크립 파단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금지

-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 확보

소륨 냉각재 비등금지 (노심 내부 기포생생 금지)

고온상태의 파도기간 동안 핵연료봉의 손상은 피복재의 크립파단에 의하여 발생한다. 일반적

으로 고속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복재 HT-9은 고온에서 크립 강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금속 핵연료봉은 노심말기 (EOL) 조건에서 피복재의 두께 중심온도가

760 "c를 초과하면 크립 파단이 발생한다. 일단 피복재 합금이 용융되면 공융(Eutectic) 에 의한

피복재 갑식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므로 XE 범주의 사고에 대해서는 피복재의 중심온도가 79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700 "c에서 790 "c 사이의 허용시간도 0.3시간으로 제한된다. 1.2시간

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과도상태인 경우는 핵연료와 피복재간의 경계온도가 공융이 시작하는 700
℃를 초파하지 말아야 한다.

냉각재언 소륨온도는 비등점 이하로 유지되어서 비등에 의한 양의 반웅도가 노심에 삽입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연료봉의 과도 냉각을 피하여야 한다. KALIMER 원자로 용기 내에서 소륨의

비둥온도는 압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일차계통 펌프가 운전되는 경우 약 1055 "c 이고， 펌프가 정

지되면 약 940 "c 이다 구조물과 소륨간의 온도변화는 시간적인 지연과 그외 영향을 미치는 다

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구조물의 첨두온도는 소륨온도의 거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소륨의 비

둥온도는 KALIMER의 운전온도에 비하여 매우 높으므로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충분한 파냉 여

유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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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용융온도는 핵연료 피복재의 공융이 시작하는 온도보다는 훨씬 높다. 금속핵연료 조

사시험에 의하면 과도출력 상태에서 금속핵연료의 중심이 용융되어도 피복재 손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안전성 관점에서 핵연료가 용융을 시작한

후 2분 이내에 핵연료봉 단면적의 50 % 이상이 용융되지 않도록 제한할 펼요가 있다. 핵연료 및

피복재의 허용기준온도는 정확도가 떨어지며 실험적인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더욱이 고농도

의 U-Pu-Zr 삼원 연료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다. 현재까지 주

어진 데이터에 의하면 핵연료의 Solidus 온도는 우라늄， 플루토늄 및 지르코늄의 국부적인 혼합

정도에 따라 930 'C에서 1100 'C 사이에서 변화한다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할

수 없으며 과도기칸 및 핵연료의 상태와 성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KALIMER 셜

계에서와 같이 1070 'C를 핵연료 용융의 기준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핵연료 및 피복재 온도， 그리고 발전소 운전변수

들올 안전 제한치 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방사성 물질이 허용 방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수적인 수단이다. 표 3.1-10은 물리적 현상을 기준으로 정해진

KALIMER-600 의 안전 허용기준 및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 3.1-10 안전 허용기준 및 온도 제한치

안전허용기준 구조물 건전성 유지 피복재 건전성 유지 건핵유천연지료성 소륨비둥

금지

노평섬균출온구도소，'C륨 피복재 첨두온도，'C

온핵~도연→두1료℃ 쳐n 담뺑재도 ℃Event Categoη

허용(hr시)간 허용(h시r) 간제한온도 제한온도

Moderate 560 1,, 40,000 <650 1,, 52,000Freauencv Event

Infrequent Event 560-600 I" 1,000 650-670 1,, 240 955
1,055 940

Unlikely Event 600-650 1,, 30 670-700 /,,1 .2

UnEuxkterlevaIE111vyent 650-700 1,, 5 700-790 1,, 0.3 1,070700-760 ι1

3) KALIMER-600에 대한 MARS-LMR 모탤 및 청상상태 계산컬과

KALIMER-600은 금속연료를 장전한 풀형 원자로로서 소륨을 냉각재로 이용하고 있다. 크게

계통은 일차열전달계통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PHTS), 중간열전달계통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lHTS), 중기발생기 계통(Steam Generator System; SG)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PHTS는 고온풀과 저온풀이 Reactor Baffle로 나뉘어져 있으며， 고온풀은

그림 3.1-17에서 MARS-LMR 코드의 ‘P1PE ’ (230), ’BRANCH’ (235), ‘P1PE ’ (240) 컴포넌트 둥으

로 모델되었으며， ‘240’ 컴포넌트의 3번째 Volume에서 중칸열교환기를 모델하고 있는 (250, 260,

270, 270) 컴포넌트들의 입구로 Cross-flow junction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다. 중간열교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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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생애서 생생원 영용 nITS 져흥의 소융 냉각찌표 갱당시키는 역황용 항 수 있도록 영교황기 유

브에 대혜 영 구조율 5'-률이 획어 있다 옐요환기 내￥ 유쩨 쩌쩍은 중간찌흥 휴프 혹파의 영천

닿융 고려하여 19깨의 Vol띠@융 갖는 ’PIPE' 엄포넌트로 오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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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열교환기의 출구는 하부 저온풀을 모텔한 110 ’PIPE’ 컴포넌트의 위에서 2번째 Volume

아래와 연결되어 있다. 상부 저온풀은 100 ‘ANNULUS ’ 컴포넌트로 모텔되어 있으며， 이 컴포넌

트의 상부는 비응축성 기체로 채워져 있다.110 ’PIPE’ 컴포넌트의 위에서 3번째 Volume의 아래

에서 2대의 펌프(125， 155)는 저온풀의 소륨냉각재를 원자로의 입구 플레념 (185)으로 배관을 통

하여 전달시키며， 입구 플레념에서 노심(190-220)으로 흘러 틀어간 냉각재는 노심에서 가열되어

출구 플레념 (225)으로 모인다. 노섬은 각 영역에 해당되는 핵연료를 모탤하여 유체에 열을 전달

시키며， 190번은 내부 Driver Fuel 영역， 195번은 중칸 Driver Fuel 영역， 200번은 외곽 Driver

Fuel 영역， 205번은 제어봉 영역， 210번은 반사체 영역， 215번은 B4C, 내부 저장연료 등의 영역，

220번은 중간 Driver Fuel 집합체 중의 최고 출력을 발생하는 집합체를 각각 모댈한다.

중간계통은 크게 중간열교환기의 튜브측， 중간열교환기와 중기발생기 웰측을 연결하는 배관，

중칸계통 펌프 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대의 중간 열교환기에서 가열된 소륨이 한 대의 증기

발생기로 흐르도록 소륨 배관이 중간에 합쳐지고， 다시 중기발생기 출구에서 lliTS 펌프까지 단

일배관을 통해 저온 소륨이 흐르고， 펌프 출구 배관은 다시 두 대의 중기발생기로 저온 소륨을

전달하도록 배관이 나뉘어진다. 증기발생기는 Helical 형태의 튜브들로 구성되어 있어 튜브의 길

이는 80 m에 달한다 이들 구조물을 통한 열전달을 모의하기 위해 32개의 축방향 노드와 반경방

향으로 3개의 노드를 갖도록 튜브를 모텔하였다 .3차계통의 냉각재인 물이 중기발생기 하부에서

급수되고， 상부에서는 증기가 방출된다.

PDRC 계통은 얼차계통의 240변 컴포넌트 4번째 Volume 입구에서 DHX 상부로 연결되어 있

으며， 이는 고온풀 액위가 5 cm 증가하면 DHX 계통으로의 소륨 Overflow가 형성되도록 모텔되

어 있다. DHX계통은 DHX(Decay Heat eXchanger) 열교환기 외부를 13개의 Volume을 갖는

735, 잃5번 ‘PIPE'로 모텔하여 하부 저온풀 110번 엽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는 107~ 의

Volume을 갖는 740， 840번 ’PIPE’ 컴포넌트틀로 모텔되어 110번 컴포넌트의 두 번째 Volume 상

부와 연결된다. 열교환기 내부와 외부는 740, 840번 컴포넌트의 상부와 735, 잃5번의 5번째

Volume에서 연결되어 Over flow 유량이 열교환기 내부로 흘러 들어간다. Overflow가 발생하지

않는 정상 상태시에는 735, 835 컴포넌트의 11번째와 740, 없O 컴포넌트의 7번째 Volume을 연결

하여 소규모의 국부 대류가 발생하도록 모델되어 정상상태시에도 PDRC 중간계통에서 소량의 소

륨 자연 순환이 존재한다 사고시 Overflow된 소륨은 DHX 내부의 튜브 벽면을 통해 PDRC 계통

의 중간계통으로 열을 전달시키며， 중간 계통의 소륨 열은 775, 875번 ’PIPE’ 컴포넌트의
AHX(Air Heat eXchanger)를 통해 공기로 전달된다

표 3.1-11는 100% 출력에서 KALIMER-600 전체계통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결과와 설계 값올

비교하고 있다.전체적인 계통 변수들에 대한 계산결과는 셜계값들과 거의 유사하게 계산되었다.

피동안전계통에 대한 셜계는 현재 정확한 설계의 부재로 인해 100 % 출력에서 PDRC 계통의 계

산 결과만올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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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KALIMER-600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결과 비교

、안~4- 절계값 MARS-LMR 계산

Generals
원자로 출력， MW 1523.6 1523.6

-PHTS 펌표 수 2 2
-중간계통 루프 수 2 2

IHX 수 4 4
-PDRC 계통 루표 수 2 2

PHTS
원자로 입/출구 온도，'t 390.0/545.0 391.뼈/닮6.52

-유량， kg/s 7731.3 7734.0
-IHX 엽/출구 온도，'t 않4.8/390.0 않6.37/391.43 (Pump)

lliTS
IHX 업/출구 온도，'t 320.71526.0 320.97/527.41
IHX 유량， kg/s 2900.35 2901.5

SGS
-급수온도，'t 230.0 230.0
증기온도，'t 503.1 500.37 (Max. T)
-중기유량， kg/s 331.625 332.27

PDRC

--D중공H간기X계유입통량/출유，k구량g/，온sk도g/，s ℃
1O.91/loop
4.914/1oop

174.42/238.9
AHX 입/출구 온도，'t 40/221.83

4) 사고해석

대표적인 셜계기준사고해석을위해 ‘나’절에서 언급한 Extremely Unlikely Events 및 Unlikely

Events 중에 보수적으로 대부분의 사고들을 포함하는 사고를 선택하였다. 풀형 고속로의 안전해

석에서 다루는 이와 같은 사고로는 유량상설사고， 과출력 사고， 열제거원 상설사고， 원자로 용기

파손사고， 일차열전달계통배관 파단사고， 소외전원상실사고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틀을 해석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고는 전출력 운전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으

며， 다음 조건에 따라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다

(a) 돼gh Power Trip: 111 %

(b) High Core Outlet Temperature: 555 't

(c) Low Pumping Flow Rate: 84 %

(d) Low Hot-pool and Cold-pool Level: 5 cm below normal level

원자로 붕괴열을 모사하기 위해 보수적인 ANS-79년도 모델을 이용했으며， 펌프 정지와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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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 원자로 정지 5초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대략적으로 펌프 관성운전 기간은 100

초이며， 두 개의 독립적인 PDRC 계통이 유효한 것으로 가정했다.

가) 유량상질사고(LOF: Loss of Flow)

유량상실사고는일차열전달계통에서냉각재 펌프의 유량상실로 인한 노섬 냉각능력 상실이나

일시적인 펌프의 가속에 따라 노심 과냉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는 소외전원상

실， 지진， 펌프 속도제어계통의 고장이나 원전원의 실수， 배관 용접부의 결함과 피로， 열적 스트레

스 등으로 발생될 수 있다. 주요 사고는 1대 혹은 2대 PHTS 펌프 고장으로 언한 혐프의 유량감

소， PHTS 펌프의 방출배관 파단으로 인한 유량 감소， PHTS 펌프의 순간적 정지， PHTS 펌프의

부적절한 가속 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사고해석에서는사고발생과 동시에 2대 펌프의 동시 상실을 가정하여 펌프가 관성운전을

시작한다. 그립 3.1-18에서 24까지 사고해석 결과를 도시하였다. 사고발생시 사건 전개순서는 먼

저 10초에 사고가 발생하고， PHTS 유량의 저유량 신호에 의해 원자로는 11.84초에 원자로가 정

지되었다. 원자로 정지 5초 후에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공급이 정지되었으며， 40초에 증기발생기

세관 내부의 액체가 고갈되어 IHTS의 소륨이 가열되기 시작한다. 한편 PHTS 펌프의 관성 운전

은 약 100초에 끝나며， IHTS 저온관파 고온관의 온도는 약 700초에 거의 같아지면서 PHTS 소

륨이 가열된다. PDRC로의 Over-flow는 대략 6250초에 시작해서 사고 발생 후 13900초 경에 유

사 정상상태에 도달하므로써 본격적인 잔열제거가 시작된다

노심 엽 • 출구 온도는 그림 3.1-18에 도시되어 있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노심으로 유엽되는

유량감소로 온도는 중가하고 원자로 정지 후 펌프 정지로 노섬 출구 온도가 감소한다. 펌프의 관

성운전이 끝나면 노섬 출구온도는 중가하지만 IHTS에서의 열제거량이 상당히 유지되기 때문에

노섬 업구 온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IHTS의 저온관 온도가 고옹관 온도에 근접하면서 PHTS의

저온 폴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약 2시간의 냉각재 가열로 인해 고온 폴 액위가 증가하면서

PDRC 계통으로의 Ov앙flow가 형성된다. Overflow 형성과 동시에 노심 냉각이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결국 약 4시간 후부터 PDRC 계통의 냉각능력은 노섬 잔열 생생량과 거의 같아진다

그램 3.1-19는 노섬 잔열생성량과 PDRC 계통에서의 열제거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Overflow가 형성된 이후 열제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사고 발생 후 약 20000초 이후에 열제거

량과 생성량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0는 Hot Subassembly의 피복재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서， 사고 초기 펌프 정지 이전에 590 "c까지 증가하며， 10500초에 625 "c까지 증가하였다.

그립 3.1 -21은 고온풀에서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를 나타낸 것으로서 6250초에서 시작하여

13900초에 유사 정상상태를 이루었으며， 이때 유량은 약 40 kg/s 정도를 유지한다.

그램 3.1-22은 노심의 각 유로별 유량올 나타내며， 고 출력 영역올 모사하는 Middle Core,

Irmer Core, Outer Core, Hot Subassembly 유로에서는 항상 정방향의 유량이 형성되나 기타 저

출력 영 역 (Reflector, Invessel Storage+B4C, Control Rod)을 모사하는 유로에서는 약 700초부터

역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립 3.1-23은 IHTS 계통에서 IHX의 입 · 출구 온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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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천얘격인 거용은 앙의 유용장싱사고와 거의 유사하며， 사엉 영찌 송서는 다용와 양

다 ι0초예 사고가 초기화의어 ，.초까지 호당 2 ，의 안용도가 싱잉영다 양의 안용도 앙잉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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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의 유양상싱사고약 유사히깨 약 6150초얘 시작’어서 1양100초에 유사 갱강상태에 도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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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영 3.1-29는 노싱 내쑤 유g예 때한 유용 거를융 호이고 있으며 1 약 1000초얘 저 흩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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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발전소 보호계통의 작동으로 중기발생기에서 IHTS 소륨의 고온으로 원자로 정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보호계통의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원자로

출구 소륨의 고온 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사고해석 결과 사건 전개순서는 10초에 전체 급수 상실사고를 초기화하였으며， 76.65초에 원

자로 출구온도 상숭으로 원자로가 정지된다.5초 후인 81.65초에 PHTS 펌프의 정지 신호를 발생

하여 펌프는 관성운전을 시작한다 중기발생기 튜브 내부는 약 20초 정도에 냉각수가 고갈되었

다. 따라서 IHTS 계통의 져온관 및 고온관 온도는 약 85초에 평형상태에 도달하며， 위 두 사고와

는 달리 PDRC로의 Ove버ow가 약 2000초부터 시작되 어 약 6800초 정도에 준 평형상태 에 도달했

다.

그림 3.1 -32에서 38까지 계산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립 3.1 -32는 원자로 입 · 출구 온도거동을

나타낸다. 10초에 급수상실사고가 초기화되었지만 증기발생기 내부의 냉각재 방출기간과 IHTS
계통의 소륨 냉각재 온도 상승으로 노섬 출구의 온도는 상당기간 동안 정상상태 온도를 유지한

다. 사고 발생 약 1분 후에 노섬 출구 온도는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하는 또5 't에 도달하여 원

자로가 정지된다 그러나 노심 입구온도는 IHX에서의 열전달 성능 저하로 노섬 출구온도 상숭보

다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고， PHTS 펌프 정지와 함께 노섬출구온도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만

노심 입구온도 상숭으로 인하여 빠르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펌프 관성운전 및 자연순환 수

두가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까지 노심 출구온도는 상숭한 후， 자연순환 유량의 증가로 온도는 다

시 감소하고， 이후 PDRC 계통으로의 Overflow가 시작되면서 온도는 완만한 증가를 보인다. 결

국 사고발생 110분 후에 PDRC 계통으로 Overflow가 형성되 어 냉각재 온도는 조금씩 감소한다.

그림 3.1-33은 노심 출력과 PDRC 계통에 의한 잔열제거량을 비교한 것이며， 그립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7.8시간 이후부터 잔열 제거량이 생성량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PDRC
로의 열제거가 앞의 다른 두 사고해석에서 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는 급수상실이 이사

고의 원인이고 원자로 정지가 다른 사고보다 늦게 발생해서 PHTS 소륨의 냉각재 가열이 빨리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1 -34는 피복재 온도 거동을 계산한 것으로서 사고 초기 690 't

까지 증가하지만， 온도 제한치 700 't이상 18분 지속 기준에는 미치지 옷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1-35는 고온 풀에서 PDRC DHX로 넘어가는 유량을 도시한 것으로서 약 2000초부터

6800초까지 유량이 증가한 후 준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고온의 PHTS 소륨올 냉각시킨다 그립

3.1 -36은 PHTS 노심 각 유로별 유량거동을 나타낸 것이며， 원자로 정지 후 펌프 관성운전이 끝

나고 이후 자연순환을 위한 수두 발달이 약 200초부터 600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37은 IHTSIHX 입 · 출구 온도 거동이며， 급수 중단으로 약 20초부터 입구 온도가 증가

하기 시작해서 약 85초에 입구 온도는 출구온도와 거의 같아진다 그림 3.1-38은 고온 풀 및 저온

풀의 액위 거동으로서 펌프 정지로 저온 풀의 액위가 증가한 이후 자연순환 수두만큼의 액위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고온 폴의 액위가 완전히 충분히 증가하면 고온 폴의 냉각재의 많은 량이 저온

폴로 넘어 오기 때문에 저온 풀의 액위가 거의 고온 폴의 액위에 더욱 근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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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영 3,1-38 PHTS 고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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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I톨 와'"냐고α'ipe Bre8k)

FHTS 내에 영’‘8 쇼를용 핑프에서i까당 """"에녕찌에 연갱용 매용융 톨혀여 노생으호 유

언원"."찌 KALIlιER-<m 찌용용 우 예의 잉프에서 ""'" 룰예영의 , ...용으로 내뉘어 져용

g의 냉끽져가 애용융 흩얘 i르논예， 01흩 중 한 저의 에캉에셔 앙당 짜-a:ol "’한 사고흥 ,.
." 것이다 이 사고는 용훌객으.. 휴양강질샤.<"ι끼"약 유사하여 거융'" 'I슷하다

사고은 mε에 호기와의어，-용해념약 ，.의 예암 충 양 1 사이에서 양양 '"연이 잉여냥

a으료 기}꺼외앙대 ·아악셔 파g ‘"융 톨‘ 유잉영 소를용 요우 져용 톨료 앙*쩍고， 건정 얘용

흩 흩예 - 흩혜녕￡호 유잉영 쇼융 충 영￥도 저용 g료 ’흥"''' 샤고 후 W16초에 노생 층

구 용."， 앙용으호 갱저Iv} 영1↑핀다 ~:45t 'Ii찌 "'" 후예 FHTS 영프와 중기‘’기 급수 갱겨

션효가 톨생하어 "'"갱얘 중기양생기가 1강g다 톨프는 약 110초에 e성용견흩 끝에'<，n=

의 IHX 엉구 용도는 약 ‘”흥갱에 .구용도억 꺼의 강깨 영q.. PORe효의 CMrlIOW는 "'"호정

￥티 영성의기 시작에서 """초에 종 영’상q에 도당.다

그영 :u-~에서 ￡꺼져 1상l와톨 도세하g다 그염 ~l-:lI논 노성 잉 용구 온도g 나타’

a으"셔， 사고 호기화 4호후예 연져v↑ 정져g용에도 용구하고 노생으.. 유잉의얀소용양희 g
쇼효 용호가 중가하껴안 용도 충，}의 더률어 FHTS'<흔 용의 수쭈 깅H 인얘 41양 장소도 용

어혼다 .."서 흥국 흩구 용도가 암소앙다 약 110 ε에 4~~성용갱어 융난 후 까연순" 유를

으효 용로논 엉끼ll 'l\- JI +.껴되껴안， 약 ‘."갱 lIITS 째훌의 용E 중，}로 인i‘ 노상 잉구 용호도

엉찌 중기하기 씨작앙다 그혀나 P1JRC 져흠으흐외 。-，. 영갱의연셔 노생 온도농 1영상

에예 .£«;1 !CI다

그영 :u→쩨~'"성에서의 영 g생용" P1JRC 찌톨얘셔의 영 1꺼*을 예g하여 냐타냉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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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가 영성원 이후 영 깨꺼량이 노생 진영 에생!’와 유사얘갱용 양 주 잊다 그영

3.1 잉용Hot Subas9lmb!y외 피용얘 용도 거용으효셔 파연 초기에 619 '(:까지 층가항으 ..찌 초

기 용도는 가앙 농용 온도 꺼흉율 보이지안， PDRC 져용의 。""""'" 영생기간 중의 j유안 용도는

613.5 t~서 유용상상사고의 끼g우"-다 낮용 온호톨 기를었다

그림 3.1-42농 PDRe 져용으i의 。Vδ-용 나타냉다 약"""'"’터 유용이 엉성의기 시싹

히 여 11500"에 " 명영상혜에 도당하고 얻 ..프외 PDRe 계용요호 약 50~νs의 유용이 흐를다

그엉 3.1-4어용 ~.싱 2• 유g에서의 유용거용용 보이며1 사고 초키 *' ￥휘로의 유양 상엉" 앙

애 ~싱 유영양이 증어동지안， 다은 건앤 얘용용 흥한 유랑 증가호 갱앙상" 유용보다 약간 낮용

상얘호 유지의다가영프 연성유양과 항깨 강소한다 그 후여 유양 커용응 유용장성사고와유사하

다

그영 3.1-44논 건갱 "광 유용와 와g 유향융 도셔한 것이다 "" 초기 파암 유용용 급격혀

중가하여 앙혁 영영아 이쿠어지기껴져(약l00~) 유용 땅용융 재4한다 ~혀나 그 。1후농 요히

혀 져용 룰에서 뻐"*혜연으흐유량이 유입원다 그링 3.1-45는 고용 률 잊 져용 툴의 익외 거

용융 보얀다 짜당 1껴예셔의 유용 영.효 져4온‘의 에~카 충가하다가 영시척으흐장시 영훈

후얘 영프 갱지.. 고용 용 액얘얘 E갱힌다

정쩌혀으호얘완 "암 사고의 경우e 사고 초기에 원;자효 갱지가 바호 주초예얘 이주어1낀다연

고용 를파 져용 용의 앙허 영명요료 노생 유잉양외 져하용 ’‘생하칙 많았다 그 주요 이유..서，

지}연"'" 유용의 갱우 영프톨 거쳐 ""'" 톨얘녕으호유잉되논 경우의 유흉 저앙에 이에 악당 I
생으호 쳐용 용에셔 바호 - ξ펙녕으호 유효가 영생피어 유용 저항이 강소되논 효와를 보인

다 따라서 유량상잉사고 i다 후@ 용도중가능 요에혀 판소항용 앙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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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호용기 #손 사고" PHTS 땅λ}엉 소를의 PHTS 의￥ 땅층호 。1어지e 생각@ 사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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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가용중갱사용을 l혀얘야앙것이다

사경 갱게순서논 10"에 사고가 호기화되고 ’，，)흐 갱"은 저용 률의 애써 강소흐 되은 것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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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하고 난 후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기까

지 고온 풀 및 저온풀의 액위 감소 이외에는 별다른 현상은 얼어나지 않는다. 느린 액위 감소로

원자로는 사고 발생 329초 후에 정지되었으며， PHTS 펌프 정지와 급수 고립은 원자로 정지 5초

후인 344초에 열어났다. 증기발생기 고갈은 약 380초 펌프 관성 운전은 약 440초에 끝난다. 급수

고립으로 rnTsrnx 입구와 출구 온도 차이는 약 850초에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한다 고온 풀의

액위 감소로 인해 PDRC로의 Ove버ow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고 발생 5시간 후에 피복

재 온도는 700 "c를 초과하고 계속해서 온도는 증가한다.

계산 결과는 그림 3.1 -46에서 52까지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46은 노심 엽 • 출구 온도

거동을 보이며， 사고 초기화 후의 노섬 온도는 변화가 없다. 저온 풀 액위 감소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 뒤 온도가 감소， 펌프 정지신호로 펌프의 관성운전 기간동안 출구 온도 상숭， 자연순환 수

두 발달로 출구 온도 안정상태， rnTS 소륨 냉각재의 가열에 따른 PHTS 냉각재의 온도 상승 둥

은 다른 과도기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고는 고온 풀 액위 감소로 인하여

PDRC 계통의 Overflow가 늦어점으로써 30000초까지의 계산에서 지속적인 온도 상승을 보인다.

그림 3.1 -47에 나타낸 바와 같이， Over뀐ow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PDRC 계통의 잔

열제거량은 노심 붕괴열 생성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었다. 이는 PDRC 계통의 DHX Barrel을 통

한 열전달에 따라 냉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HX Barrel의 열전달 면적이 이 계통의 열전달 량

을 화우한다. 그림 3.1-48은 이 사고 해석에서 나타난 최대 피복재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18200초에 700 "c 초과 후 계속 온도가 상숭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해석 온도 제한 기

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1-49는 원자로 하부 파손 부위의 방출유량을 도시한 것으로서， 모터 밸브로 파손 부위

를 모댈한 정우의 유량 거동이다 모터 밸브의 모델인 경우 밸브 자체의 압력 강하가 크기 때문

에 일반적인 트립 밸브로 모텔할 경우와 파손 유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떠한

밸므로 모의혜도 차이는 원자로 정지 신호의 차이만 발생활 쁜 다른 거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50은 노심 각 유로의 유량 거동올 보이고 있으며， 원자로 정지 및

펌프 정지로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된 후 rnTS 계통의 자연순환 수두가 완전 발달되는 약 3000초

부근에서 약간의 유량 변동이 있고 그 이외에는 준 평형상태의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되었다.

그림 3.1-51은 rnTS rnx 업 • 출구 온도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서 증기발생기 급수가 정지된

이후 점진적인 온도 상승을 보인다 그림 3.1-52는 고온 풀 및 저온 풀의 액위 거동올 보인다. 원

자로 용기의 파손 유량에 따라 약 10000초까지 액위는 감소하다가 이후 원자로 용기 하부와

Guard Vessel 하부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파손 유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온 풀 액위는 느

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0000초까지의 계산에서도 여전히 고온 풀 액위는 Overflow가 발생

하는 위치까지 약 0.5 ill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 사고해석의 전반적인 결과로서 현재 설

계되어 있는 PDRC 계통만으로는 이 사고 발생시 안전해석 기준을 만족할 수 없으며， 추가로 다

른 안전계통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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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아6

‘’ 견잉상얻4~‘:Sta1icm. B.1aCII: ou‘)
갱생상상사고는영풍의 영얘꺼생 상영사고로서 양서 수’‘@ 급수 상앵사3I.1lj- ..애 원얘쩍인

영찌거용 상갱사고의 를 ...이다 。1 정추는 갱원생성1’ @깨 종기"’지효의g수끼틀에 며 이

상 갱혀흩 용융하지 옷’으'"써 영찌꺼연.J 앙셜의여， 영싸영전당져흩 잊 중앙져동의 "프료의

견히이 g궁a껴 옷앙으」ζ찌 유용상상이 동안원다

사건 영1송셔농 1.초에 사고가 초기혹외어 급수， 영까영천당1’ 4프， 충안져용 l프까 용

서얘 상영의i 사고와 를시에 원자효 갱껴，，"생하농젓 ..... 가갱i으며， 그영 3.1→B예서 $까

지 사고‘쩍 갱"흩 도시하잉다 얻@격으효사고@생셔사경 천깨슬셔는언져 1α호예 싸고가 "

’하요，"기 잉자호 갱져가 생껴한 + 엉져호 률구혼도가 중가액연셔 잉짜호 갱져가 ‘”’논

것으호 기정하나 이의 ’우" WF 사1와 유사하기 ’R에 여기셔"사1 양생파 동시에 호기

영자i 갱져까 생용얻 것으-" 가갱n다 악하셔 사건동ξ 양서 소깨‘휴양상킹사그l마 앙리 정

깨"다 ill용에 충기*생기 셰" 내.의 익’기} 고"의어 IHTS의 스둥이 가영펴기 셔짝얻'>. 언

" PIITS 엄프의 융성 훈션용 약 100호에 g냐며， IHTS 겨혼홉파 l용용의 용Sε옹 약 ""초예

거의 '"아져앤서 PIITS 소흩어 가'l¥l.I:f-. PDRC호의-논 "" sπg초에 셔싹예셔 사고

@생 후 ""'"호 져예 유사 갱생상1예 도앙하므효씨 g격적인 연M꺼까 시작g다

노성 잉 률구 온도는 그영 3.1-53예 ε시되어 잉냐 사고 ".끽 톨셔예 노갱으호 유잉"는

유양강소호용도논 충가‘i 잉자호 갱져 후 영프 갱져호 노싱 용구 용도까 강소얀다 앵프의 용

생용갱어 g나영 노생 층구용도농증가하져연 IHTS에서의 영쩌거용이 상당에 유져의끼 얘용예

노생 잉구 ""논 오히혀 앙소앙다 IHTS의 쳐용" 톨도가 고용" 용도에 근갱하연서 !'!ITS의

져온 ‘ .."가 중가.." 걷다 약 2셔깐의 냉Z/-;4 7.엉료 인" '"용 톨 예때가 중가하연서

PDRC "용으"의 。.-가 엉성원다 O앤뀐~ ."피 동시얘 노상 냉악이 정씬적으g 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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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톨국 약 4시간 후...터 PlJRC 져용의 냉각놓혀용 "싱 션영 9생양"f 거의 ，，'f영대

그영 3J.-54.e 노생 "영’생1용"f PllRC 찌흥에셔의 영1껴량용 ·fa하여 나타낸 것으...셔

。""，，，w가 영성원 이후 영예거흥이 융쩍하깨 증가하며，사고 를’ 후 익 :roD.초 이후얘 g찌거

양파 갱생향이 유샤앙훌 양 수 잉다 그영 ~1-ffi는 Hot Sub!이a배y의 펴용져 용도릉 도시 •

엇으호셔， 사" 초기 명프 정찌 。1갱예 soot까쩌 중가하며 ， 1α""초에 <l5 t까껴 중가찍었다

그엉 3.1-$응 표용용에서 PlJRC 얘’으표의 """"""톨 나타냉 갖으호서 """초얘셔 셔각하어

lJ900초에 유샤 갱상상에률 이"잊，며，eJI:. 유향용 약 ., 닙νa 갱도용 유찌싼다

그명 3.1-57용 노싱의 각 유호~ ...량용 나학내며， ".펙 영억융 모사하는 '""'"" care,
.....어‘ """" c<π Hot SubBs9lmbly 유효에서는 앙상 경냉양의 유랑이 명갱외냐 가라 져

.력 영익ffiefIectcr， Inves회 Sbmilre-B4C, Conb:어 R며)융 요사하는 유효예서용 약 πP호쑤리

역츄기f ~~하논 것으.. 깨산g었다 그엉 3.1-!j8.용 lllTS ~용에셔 11lX의 잉 .구 온도를 냐

타냉 것이다 약 .，.，￥리 져혼용 용도가 중가하고 약πu예 져용용 용도논 고용용 용도와 꺼

억 g다 이후 P!ITS 져흩의 용도 증가와 g찌 lllTS 용도도 동시에 증가엉고 PlJRC 찌를으효

。.....w 이후 줄 영명앙예흩 유져얻다 그엉 3.1용연 고용 • 잊 져용 .의 액휘흩 나타왜여

영프 갱져 ... 져온 .외 익껴가 중까하고 약 ∞호 경에 고용 .의 1쩌용 획져1흩 앙스，，'>. 이'"

￥터 셔셔혀 고용‘ 에위가 층까하여 익 사고 를생 후 """초 후에 。...-，가 ’생의논 쩌쳐에

도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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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은 민감도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계산 경우를 요약한

것이다. BaseD에서 Base12까지 13 가지의 계산 경우는 제어봉가， 도플러， 냉각재 관련 반응도 계

수를 조합한 것들이며， 81에서 88까지는 원자로 출력과 열차계통 유량의 불확실도를 고려한 계

산 경우들이다.

표 3.1-12 민감도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 및 최고 피복재 온도

Case 출원력자，로% 일유차량계，%통 제어봉가，
도플러，% 냉각재，% 최피고복℃온재도，

%

BaseD 100 100 Normina1 Normina1 Normina1 626.256
Basel 100 100 Normina1 +15 Normina1 626.328
Base2 100 100 Normina1 15 Normina1 626.316
Base3 100 100 +15 Normina1 Normina1 626.328
Base4 100 100 15 Normina1 Normina1 626.314
Base5 100 100 -15 +15 Normina1 626.376
Base6 100 100 -15 -15 Normina1 626.282
Base7 100 100 +15 +15 Normina1 626.324
BaseS 100 100 +15 -15 Normina1 626.290
Base9 100 100 Normina1 Normina1 +20 626.311
Base10 100 100 Normina1 Normina1 -20 626.325
Base11 100 100 -15 +15 +20 626.317
Base12 100 100 15 +15 20 626.275

81 96 98 Normina1 Normina1 Normina1 623.574
82 96 100 Normina1 Normina1 Normina1 624.178
83 96 102 Normina1 Normina1 Normina1 613.994
84 100 98 Normina1 Normina1 Normina1 625.673
85 100 102 Normina1 Normina1 Normina1 626.820
86 104 98 Normina1 Normina1 Normina1 629.928
87 104 100 Normina1 Normina1 Normina1 628.636
88 104 102 Normina1 Normina1 Normina1 628.950

그림 3.1-60과 표 3.1-12에서 보듯이 반응도 계수들을 변화시켜 계산한 경우들은 파도기 경향

이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며， 피복재 최고온도 또한 최대 0.2 "c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반옹도 계수 변화가 반영되어 출력 변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기 때문이

며， 원자로 정지 이후 PDRC 계통에 의한 원자로 냉각까지 같은 온도 거동을 보인다.

반응도계수 변화에 따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출력 및 유량 변화에 따른 민감도 계산은 반응

도 계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1 -61은 출력파 유량 변화에 따른 민감도 계산 결과이다.

원자로가 정지하기 바로 이전까지 온도 변화는 주로 출력 변화에 따라 약 6"C 정도의 차이를 보

이며， 이러한 추세는 원자로 정지 후에도 유지된다. 반면에 유량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는 원자로

정지 이전에 약 1.5 "c로서 출력변화에 따른 온도 차이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원자로 정지 시칸도 주로 출력이 크고 유량이 작올 수록 빨리 발생한다. 결국 표 3.1-12에 보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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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복재의 최저 온도는 출력 96 %, 유량 102 %의 경우에서 613.994 t 이고， 최고 온도는 출력

104 %, 유량 98 %의 경우에서 629.928 "c로 계산되어 Nonninal 계산경우보다 4 "c정도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보수적인 가정을 통한 온도 증가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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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열쩨거원상질사고에 대한 장기냉각 분석

잔열제거계통의 장기냉각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고려하였다. 초기 냉각

성능 분석은 3)절에서 다루었지만， 장기적으로 고온정지 조건까지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는지는

장기적인 계산이 필수적이다. 그림 3.1-62는 노심 붕괴열과 PDRC 계통에 의한 냉각율을 비교한

것으로서 약 28500초에서 PDRC 계통의 냉각율은 노심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을 초과한다. 이로

인하여 그림 3.1-63에 나타낸 소륨 액위가 감소하고 동시 에， 그립 3.1-64의 PDRC DHX로 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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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또한 감소한다· PDRC 계통의 냉각융은 약 100000초부터 다시 노심 붕괴열과 거의 비슷하

게 유지된다. 이는 노섬에서 생성되는 열만큼만 PDRC 계통에 의혜 냉각됨을 의미한다. 그림

3.1 -65와 66은 각각 노섬 업 · 출구 냉각재 온도와 피복재 최고 온도를 나타낸다 PDRC 계통의

냉각율이 초파하는 약 30000초 이후부터 100000초까지 온도는 크게 감소하지만， PDRC 계통과

노섬사이의 열평형이 이루어진 후부터 노심 입 • 출구 냉각재의 온도는 520 "C, 575 "c이고， 피복

재 온도는 580 "c 정도를 유지한다.

해석 결과 피동안전계통언 PDRC 계통의 열제거는 피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온정지까

지 냉각은 매우 장 시간을 펼요로 한다. 따라서 단 시간에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냉각을

위해서는 반드시 능동 잔열제거계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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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컬론

KALIMER-6oo에 대한 설계기준사고에 대해서 고속로 기술개발부에서 안전해석을 수행하였

다. 대표적인 사고로서 펌프 정지로 인한 유량상실사고，제어봉 인출로 인한 파출력사고， 급수 상

실로 인한 열제거원 상실사고， 원자로 용기 하단부의 파손으로 인한 PRTS 액위감소 사고 둥의

가상사고들에 대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MARS-LMR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과출력사고

를 대상으로 변수 민감도 분석과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대상으로 장기냉각 분석 등올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 원자로용기 파손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고해석에서는 안전해석 설계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로용기 파손은 고온 풀의 액위가 1m 정도 감소한 후 액위 상승이

늦어점으로 해서 PDRC 계통의 열제거량이 감소하여 온도 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PDRC 계통 이외의 안전계통이 고려되어야 하거나 PDRC 계통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PDRC
계통의 열제거는 Overflow가 발생해야만 효과적으로 원자로의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다. 즉

Overflow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부 대류에 의한 열제거는 DHX Barrel의 열전달 면적이 작기 때

문에 큰 열전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변수 민감도 분석 결과로 반응도 계수와 유량 변수는 셜계기준사고에서 그 영향이 적고， 출력

변수의 변화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로 인한 온도 차이는 최

대 ±15 'c 이다. 또한 장기냉각 분석으로서 PDRC 계통만으로 고온정지까지 발전소를 유도하기

에는 매우 긴 시간을 펼요로 하기 때문에 능동 계통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1-13 각 사고별 사건전개순서 및 피복재 최대 온도

사건 LOF TOP LORS Pipe Break Vessel SBO
Leak

사고초기화 펌표정지 반응도삽입 급수고립
PRTS 하용부기파손 전원상질
배관파단

원자로정지 11.84 16.74 76.65 14.06 338.9 10.0
SG 급수고립 16.84 21.74 81.65 19.06 343.9 10.0
SG 고갈 -40 -40 -20 -40 -380 -30
펌프정지 -100 -120 -200 -110 -440 -100

ruTS Tc""Th -700 -700 -85 -400 -850 -520
PDRC Overflow -6250 -6150 -2000 -5000 -5780start
PDRC Overflow -13900 -13800 -6800 -11500 -12500end

PCT. 'C 625 625.75 690 619 Limit 초콰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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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과절계기준사고 혜석

1) 개요

고유개념 자체순환로의 안전설계 원칙은 사고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원자로 상태가 발생하면

능동계통이나공학적안전계통 대선에 운전 신뢰성이 높은 피동계통을 사용 하여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특히， 원자로정지가 실패하는 사고인 원자로정지불능파도사고(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가 발생하면 노심의 반웅도 궤환효과와 더불어 일차 및 이차

열전달계통의 높은 열관성과 피동적으로 작동하는 붕괴열제거계통에 의해 원자로의 고유안전성

을 확보한다 ATWS는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사고결과가 노심 용융， 반웅도 폭주， 방사

성 물질 대규모 방출과 같이 매우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는 사고이다. 이와 같이 ATWS는 노심붕

괴사고(HCDA)의 기인사고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고방지 및 보호대책이 셜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엘반적으로 소륨냉각고속로 설계의 안전여유도 평가를 위해 ATWS 사고해석을 수행한다.

자체순환로의 고유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보호 파출력과도사고 (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UTOP), 비보호 유량상실사고 (Unprotected Loss-of-Flow, ULOF), 비보호 열제거

원상실사고 (Unprotected Loss-of-Heat-Si따‘， ULOHS)에 대해 안전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세

가지 ATWS 사고는 고속로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사고유형이다 UTOP과 ULOF는 반응도

삽입사고와 냉각재 유량이 변화하는 사고 중 가장 보수적인 사고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ULOHS는 원자로 입구온도가 변화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사고 중 가장 보수적인 사고이다.

2) 혜석방법

가) SSC-K 혜석을 위한 모탤령

계통안전해석코드인SSC-K는 원자로 노심을 다수의 병렬 챈널로 모텔링하고 각 챈널의 출력

과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 일차원적 열유체 해석모텔을사용한다. 노섬 출력은 point 없netics과 반

응도 궤환효파 모텔에 의해 계산한다. SSC-K는 열차 및 이차 열전달계통파 에너지변환계통인

BOP를 일차원적 열유체 모텔로 모의하고 임의의 원자로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범용의 제어계통

모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붕괴열제거계통을 모의하는 PDRC 해석모텔은 별도로 개발하여

SSC-K에 결합하였다

ATWS 사고해석을 위해서 SSC-K 코드의 기존 해석방법론을 따랐으며 자체순환로를 그림

3.1-67과 같이 모텔랭하였다 그립에서 나타나듯이 연소로를 구성하는 원자로용기， IHX， 펌프，

PDRC, SG 둥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기기들이 모텔링되어 있다. 노심에서 방출된 소륨 냉각재는

고온풀을 통해 IHX 튜므의 바깥쪽을 흐르면서 저온풀로 유입한다 저온풀의 소륨은 펌프 유량안

내관올 따라서 펌프로 유입된 후 노심입구 플레념으로 가압 방출되어 다시 노심으로 유입한다.

자체순환로의 구동 핵연료는 핵설계 측면에서 노섬 내부영역파 노섬 외부영역 집합체로 구성

되어 있으나， 상세한 사고해석올 수행하기 위해 노섬 내부영역 중 노섬 중섬에 위치하고 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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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집합체를 노심 내부영역， 나머지 집합체를 중칸영역으로 재분류하여 그림 3.1-67과 같이

핵연료를 3 개 영역으로 모텔링하였다. 전체 노심은 7개의 챈널로 구성하였으며 각 챈널은 비슷

한 핵 및 열유체적 특성의 집합체 그룹을 나타낸다. 핫챈널은 유량-대비-출력이 가장 큰 집합체

로서 내부영역 노섬에서 선정하였다.

자체순환로의 핵연료 챈널 모텔을 그림 3.1-68에 도시하였다. 각 챈널은 단일 핵연료핀과 이에

해당하는 소륨 냉각재와 집합체 덕트를 나타내는 구조불로 구성되며 핵연료핀 전체 길이를 모델

링하였다. 핵연료핀은 축방향으로 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은 하단 쉴딩， 핵연료， 상부

가스플레넘으로서 각각 2개， 10개， 2개의 축방향 계산노드로 구성하였다 핵연료 상부의 소륨본딩

은 따로 모델랭하지 않고 상부 가스플레넘 영역에 포함시켰다. 반경방향으로는 핵연료심을 8개의

계산노드로 모탤랭하였으며， 피복재， 소륨냉각재， 구조물은 각각 한 개의 계산노드로 모텔랭 하였

다. 핵연료 장전 시에는 핵연료심과 피복재 사이에 소륨본덩이 존재하지만 핵연료 연소가 시작되

면 핵연료의 반경방향 팽창에 의해 핵연료심파 피복재는 접촉하게 된다. 접촉이 발생하면 소륨본

딩이 없어지므로 열전도도가 증가하게 된다. 본 해석에서는 1.324*105 W/rn2K 값을 사용하였다.

ATWS 해석은 노섬의 초기평형조건(BOEC)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반웅도궤환 계

수를 포함한 각종 핵적 자료는 BOEC 상태의 값들을 사용하였다. 노심챈널을 SSC-K의 단일 핵

연료핀으로 모델랭하였으므로 각 챈널의 핵특성 및 유량 입력은 챈널을 구성하는 실제 집합체 개

수에 비례한다. BOEC 조건에서 도플러효과에 의한 핵연료온도계수는 소륨이 존재여부에 관계없

이 약 l/T1.l 의 거동을 따른다. 소륨밀도 반응도궤환계수는섭동이론에 의해 소륨밀도를 변화시

켜 계산한 반응도가를 사용하였다. 소륨이 아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륨반응도의 영향

은 크지 않지만 일단 노섬에서 소륨이 기화되면 양의 반응도를 가지게 된다. BOEC 조건에서 자

체순환로의 소륨기화반웅도가는 1550 pcrn (4.35$) 이다 한편 반경방향 반웅도계수는 균일한 노

심을 가정하였을 때 499.95 Ll.p/(dR!R)(pcrn %) 이며 제어봉구동축 반웅도계수는 23.03 $/rn의

값을 가진다.

그림 3.1-67에서 보듯이 원자로지지배럴과 원자로배플로 만들어진 환형공칸은 저온품과 고온

풀을 나누는 완충영역으로서 IHX, 일차펌프， DHX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지만 SSC-K는 이에 대

한 독립된 혜석모텔을 갖추고 있지 않다. 비교적 짧은 과도기간 동안에는 이 환형공강의 완충역

할이 계산결과에 큰 영향올 미치지 않지만 장기간 냉각계산에는 환형공간의 저장열 에너지가 전

체계통 냉각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본 ATWS 해석에서는 환형공간 부피의 반을 각각 저온

풀파 고온풀 부피에 포함시켜 소륨 재고량과 열관성을 보존하여 주었다. 환형공간에 위치하는 원

통형 DHX 지지배렬 내부에 DHX가 존재하며 원자로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DHX 튜브의 일부분

이 그램 3.1-67과 같이 저온풀 소륨에 잠겨 있다 PDRC는 원자로 운전 중에 항상 작동하는 피동

식 안전계통이므로 100% 정격운전 시 열손실량은 15.2 MWt로서 정격출력의 0.5%에 달한다. 고

온폴 소륨이 열팽창하여 DHX 지지배럴 상단을 통하여 DHX 튜브 바깥으로 흐르면 PDRC 배관

의 소융 자연순환이 더욱 활발하여져 PDRC 열제거율이 상숭한다. 정격운전 시 PDRC의 열손실

량은 SCS-K 정상상태 계산에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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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논 SSC-K회 판출보웰옳홈해 보회확혔으며 청상쌍태 체산에셔논갱쩍훌혁에 빼땅하논 혈

율 체거 한다고 가갱하였다‘ SSC-K 쿄특 업혁획 타당생 및 사고해적의 호71장태률 열71 위혜 코

프자 체잔한 청상상때 계흉변수와 첼쳐l짧올 벼i표 명가하였따， 반용포 변확는 노섬의 빽 및 휠척

조건이 Id~월며 되는 상태혹 변확확E혹 외푸요환에 매우 면참한 혹생흩 7r찌찌만 환 갱상상태 폐

산에혜는 청확한 S홉 1협쌍혜훌톨 유Al하였으며 다를 주요 첼켜1별수도 쩍철하체 예측하고 있홈율 확

언하혔다.ATWS 사고빼핵혼기본팩효로 획책 쳐l산 방법륜율사용하치만불확실쟁에 포함된 첼

체변수냐 훈챈볕수에 대혜혜는 보수쩍으로 자쩡하였다.

1흩} 허용만훤끼출

자쩨f윤환로는 GENIV 훨짜로에 촉하므로 딴천생 혹면에셔 기폴 훤자로보다 획 71척므로 향쌍

뭘 특생훌 자찬I파. 훨짜로시쩔의 품극쩍엔 안켈북척용 ..q고포 누출현 방사생 물철이 확혐 총샤~l

몇 언급추만에냐 환청에 며 ~l는 옐향융 허용 쩨폭71 준 。1 확로 유찌셔중1 는 챙 0) 마. 사.31.회 안천71

훈은 방사션황 쩨한껴로 ;행해지쩌만 각 사고에 때혜셔 방At젠황율 쉴쩨 쳐l잔하는 챙은 껴l싼철화

외 번쳐효용뽑만 아니라 계산에 판현팩는 쩨홈 철계변수나 환;명변수빽 불확쉴생으폴 민혜 깨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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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동안에는 수행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설계과정 중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사선량 제한치

를 확질히 보장하면서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대용척도가 필요하다.

표 3.1-14은 각 사고 범주에서 방사선량 제한치 대선에 대용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물리

적 현상에 대한 허용안전기준이다. 원자로 파도사고 동안 표 3.1-14에서 설정한 핵연료 중섬 온

도， 피복관 온도， 노섬 냉각재 온도， 노섬 출구 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이 보장된다면 보수적인 관

점에서 법률로 규제하는 방사선량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해연료와 피

복관 온도는 핵연료봉의 건전성과 관련이 있고， 노심 냉각재 온도와 노심 출구 온도는 각각 소륨

비등과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과 연관이 있다. ATWS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고에 대해

서 허용안전기준 온도와 지속시간(holding time)이 표 1-14에 정리되어 있다. 지속시간은 허용온

도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들 값은 현재까지 축적된 금속핵연료와 HT9피

복관의 조사성능 자료를 큰거로 하고 있다.

표 3.1-14 자체순환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허용안전기준

Average Core Exit Peak Cladding Peak Coolant

Temperature Temperature Peak Temp. ("C)
Event Fuel

Category
Allowance Allowance Temp.Temp.

time
Temp.

time ("C)
Pump Pump

("C) ("C) on 。，ff

(hour) (hotπ)

Pump

Moderate
560 ::5: 40，αm <650 s52，α”FreQ.uency

Events
1nfrequ없t

560-600 드 1，000 650-670 sl，αm
Events 잊J5 1 ，0또 940

U띠k리y
600-650 드30

Events
Extremely

650-700
<700 0

s5Unlikely
700-760 sl

Events

3) 혜석컬과

가) 비보호콰출력사고 (UTOP)

UTOP은 임의의 사고로 인해 노심에 삽입되어 있던 원자로제어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출되

어 급격한 양의 반웅도가 노섬에 부가되는 사고이다. 이 때 원자로보호계통 (RPS)이 제대로 작동

하면 노심손상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RPS 고장을 가정하는

UTOP사고이다. 따라서 RPS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반웅도가 삽입되는 사고에 대해 계통의 동

적거동을 해석하였다.

제어봉 인출로 인해 노심에 삽입될 수 있는 최대 반응도는 이론적으로 핵연료주기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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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잉여반용도(reactivity swing)이다 가장 보수적인 UTOP 사고해석은 노섬에 삽입된 모든 제

어봉이 사고로 인해 언출되는 경우이므로 잉여반응도가의 전부가 UTOP의 초기 반응도가가 된

다 그러나 자체순환로 설계에서는 안전계통언 제어봉정지계통 (Control Rod Stop System, RSS)
을 설치하여 원자로 운전조건에 따라 제어봉의 인출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UTOP의 초기 반응

도 삽입량은 RSS의 설정값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제어봉은 전기모터에 의해 구동되므로

모터의 운전특성에 따라 제어봉 인출속도가 결정된다. 본 해석에서는 RSS 설계의 불확실성을 고

려하여 40 Q':를 UTOP의 초기 반웅도가로 가정하였다. 즉， 15초 동안 2.6U/초의 삽입률로 제어

봉이 인출되어 총 40 Q': 반웅도가 노심에 삽입된다

UTOP은 정격출력 운전 중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원자로정지계통의 고장 외에 다른 안전계

통은 모두 작동하므로 펌프에 의한 냉각재 강제순환과 PHTS와 IHTS, SG 둥올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가 가능하다. 질제 원자로 운전에서 과출력이 발생하면 고출력 원자로정지 선호에 의혜 원

자로가 정지되지만 UTOP에서는 원자로정지 동작이 질패하므로 오직 반응도 궤환효파에 의해서

출력이 제어된다. UTOP 사고해석의 주요 관점은 노섬의 핵적 및 열유동 특성에 의한 계통거동

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핵연료 손상이나 소륨비둥 없이 노섬출력이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SSC-K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4OQ': UTOP 사고해석 결과가 그림 3.1-69부터 그림 3.1-72에

제시되어 었다 그립 3.1-69는 사고 후 1000초 동안의 노섬 출력과 유량을 나타내며 33초에서 최

대출력 (정격출력의 1.45배)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때 감소하는 출력은 PHTS의

열관성과 SG를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량과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엘정출력으로 수렴한다 본

해석에서는 1000초에 정격출력의 약 1.06배 출력에서 열적 준평형 상태를 유지하였다. 일차펌프

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므로 노섬유량은 정격유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그림 3.1-70에서 보등이 UTOP은 사고초기에 제어봉 인출로 인한 반웅도가 삽입에 의해 출력

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핵연료， 소륨 냉각재， 구조물의 온도가 따라서 증가한다. 반용도가의

총합언 순반웅도가는 사고초기에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챔두값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영의 값에 수렴한다. 핵연료 온도의 상숭은 중성자의 도플러 홉수율을 증가시키고 핵연료의 축방

향 열팽창을 야기한다 소륨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중생자 스펙트럼이 경화되어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유발하므로 그립에서 항상 양의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모

든 반응도는 음의 값을 가진다. 한편， 소륨온도의 증가는 제어봉구동축과 노심의 반경방향 변위

를 열팽창에 의해 증가시키므로 음의 반웅도를 궤환한다. 제어봉구동축은 노섬 반경방향 변위에

비해 큰 시간상수를 가지므로 반웅도 궤환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림 3.1 -70에

서 보듯이 사고경과 후 170초 정도에서 원자로용기의 열팽창으로 인해 제어봉의 노섬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제어봉구동축의 음의 반웅도 궤환효과가 약칸 갑소하는 정향올 보인다.

그립 3.1-71은 핫챈널에서 핵연료심 중심， 핵연료섬 표변， 소륨 냉각재， 피복재 및 덕트 구조물

의 과도온도를 나타낸다. 핵연료 온도가 용융온도를 초과하면 핵연료봉 내에서 용융핵연료의 재

배치에 의해 양의 반응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 온도는 수초에서 수분이 걸리는 빠른

파도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변수이다. 그림 3.1 -71은 engineering factor를 고려하지 않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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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확설토가 포함되지 않온 온로이다 SSC-K가 예혹한 핵연료 중심온토는 사고정과 후 34초

에서 831.8'C이며 이는 허용안천기준인 핵연료 용융온도 <1070 'C) 보다 영8 'C 낮다. 핵연료와 피

복재의 용갱반용은 일갱온토에서 발생하여 피욕재의 투께휠 감소시킨다. 피확재 최대온로는

657.5 'C (34초)로서 공갱온토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허용안천기준인 790 'C에 비해 132 'C의 안천여

유도톨 가진다 따라서 4O<t UTOP 사고에서 피혹재 파손 가농생온 없다

집합체 내의 소융 최대온도는 비퉁이 발생하는 포화온도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 노심 내부

에서 국부 B]동은 피복재 핵연료 접촉변의 온도릉 증가시켜 공갱반응에 의한 피복재 파손 가능

성올 중가시킨다 소둠의 포화온도는 국부 압력에 양향용 받으므로 노생의 유통조건에 따라서 다

르다 일차펌프가 운전하는 청칙유량 조건에서 노심상부의 압력은 약 OAMPa이고 이때의 소륨

포화온도는 1떠5'C 이다. SSC-K가 계산한 소륨냉각재 챔두온도는 사고 청과 후 34초에서 621.

5'C이며 이는 포화옹도에 비해 갱3 'C 낮온 값이다 원자로 대부 구조율의 건전성은 노성냉각과

방사성물질의 격납에 필수객이므로 ASME 압력용기 기춘에 따라 보수껑을 포함한 안전기준치를

사용하여 명가한다. SSC-K가 계산한 노성 출구 소륨온도는 598.5 'C (98.5초)이며 이는 ASME

levI잉 D 기춘치인 760 'C 보다 161 'c 낮다 그림 3.1-72는 저온플파 고온훌의 소융온토를 냐타내며

그험에서 ’ saturation’으로 표시원 선온 노싱 상부 압혁에서의 소륭 포화온도용 냐타낸다 UTOP

사고에서는 SG툴 흥해 갱상적인 열천달아 이'I'-어지므로 노섬에서 핵분열 쟁성혈과 열제거융이

균형용 이후는 청에서 플 온토가 갱해진다

SSC-K의 UTOP 사고해석 정과， 핵연료 손상이냐 소융비풍 없이 노싱훌력이 허용 가능한 수

준에서 안청적으로 유지되었다 。l 때 출력은 노심에서 열척 균형에 의한 피동식 반웅도 궤환효

과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순반웅도는 영의 값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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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비보호유량상질사고 (ULOF)

ULOF논 얼차펌프에 공급되논 천력이 끊어지거나 다흔 요인외 공통고장으로 인해 모든 엘차

펌프외 강제순환이 멈추는 사고이다. 일차펌프에 공급되는 소외천원용 안전둥급외 전력원이 아

니므로 소외전훤상겔온 질제 발전소에서 발생 가놓생이 높옹 예상과도사건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AOO)이다. 일반척으로 유량상질사고가 발생하면 고 출력 유량비에 외

한 원자로정지 신호가 방생하지만， ULOF에서는 원자로정지 작동이 실왜한다고 가정한다. ULOF

사고 동안 운전원 죠치와 원자로정지계용이 작동하지 않￡므로 원자로 홈력은 요칙 반용도궤환

효과에 의해서만 제어됨다.

ULOF 사고왜석에서 주요 관점온 출력-대-유량 비율의 훌균형에 의한 노심의 과도복성이다

즉， 유량감소로 인한 열제거 웅혁의 저하로 인왜 노섬에셔 핵환열 생생열이 충용히 제꺼되지 못

하면 노싱이 가열되어 핵연료용외 건전생융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ULOF 사고기간 흥안 노생

외 핵척 빛 열유재객 과도현상에 외해 소륭냉각재 비퉁이나 핵연료용 손상 없이 노생출력이 용괴

열 수준까지 캄소하는 지률 사고해석융 용해 I챙가한다.

연소로의 일치펌프는 기계식 원심펌프로셔 외부 정력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펑프축과 엄팽러

둥파 갚은 회전용체의 회션판성력에 의해 펑프유량이 셔셔히 감소되는 coast down 협상융 겪는

다 펌프의 coast do때 운전륙성은 펑프자체의 셜계륙성과 계홍의 압력손실 륙성에 의해 결정되

므로 coast down의 유량과 지속기간은 ULOF 사고전개에 매우 큰 영향융 미치는 충요한 셜계변

수이다 원자로갱지 후 일차펌프의 계속운전온 고온의 원차로 출구 구조물에 저온 냉각재의 유입

으로 인한 열충격 하중융 부가항 뿐 아니라 장키간의 coast down은 노섬에서 역휴톨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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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냉각 측면에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ULOF는 100% 정격출력 운전 중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일차펌프와 원자로정지계통 외의 다

른 안전계통은 모두 작동되므로 IHTS와 SG, PDRC에 의한 열제거 기능은 유지된다. 정상적인

IHTS열전달계통이 운전되는 경우에는 약 1000초 이내에 전체계통이 열적 균형에 도달하여 안정

상태를 유지하므로 SSC-K 사고해석올 1000초까지만 수행하였다

그림 3.1-73에서 그림 3.1-76은 SSC-K가 예측한 노심 출력 및 유량， 반웅도 궤환효과， 핫챈널

의 온도， 소륨폴 온도의 과도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1-73은 노심의 출력과 유량올 나타내며 일

차펌프가 0초에 정지하면 coast down에 의해 유량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80초부터는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된다. 사고초기에는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해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결국 PHTS

의 열관성과 SG를 통한 정상척인 열제거율과 열적 평형을 이루면서 출력은 엘정값으로 수렴한

다. 사고초기의 급격한 음의 반응도 궤환이 노심출력을 떨어뜨리지만 노섬에서 출력 대 유량의

불균형 상태로 인해 핵연료， 소륨 냉각재， 구조물의 온도는 모두 증가한다.

그림 3.1-74는 SSC-K가 계산한 반웅도 궤환효과를 나타낸다 사고 경과 후 100-130초부터

노심온도가 초기 정상상태 운전시의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핵연료가 냉각되므로 도플러 반응도

는 양의 값을 가진다. 핵연료의 축방향 반응도궤환은사고 초기에는 열팽창에 의해 음의 값을 가

지지만 핵연료가 냉각되면서 양의 값으로 변화한다. 사고경과 후 300초 정도에서 원자로용기의

열팽창으로 인해 제어봉의 노심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제어봉구동축의 음의 반응도 궤

환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순반응도는사고초기에는 음의 값올 가지지만 증가하기

시작하여 음의 값 또는 영의 값을 느리게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노섬에서 열적 균형이 이루어지

는 상태를 찾아 영의 값으로 서서히 수렴한다.

그림 3.1-75는 핫챈널에서 핵연료섬 중섬， 핵연료섬 표면， 소륨 냉각재， 피복재 및 덕트 구조

물의 과도온도를 나타낸다. 사고초기의 급격한 핵연료 온도 증가는 출력 대 유량 불균형 상태에

기인하며 첨두온도에 도달한 후 음의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해 서서히 감소한다. 핵연료 온도는

노섬출력이 붕괴열 수준에 도달하여 PHTS 열제거율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 궁극적으로 평형온

도에 도달한다. SSC-K가 예측한 첨두 핵연료 중심온도는 823.6"(; (53초)로서 허용안전기준인 핵

연료 용융온도 (1070"(; ) 보다 246"(; 낮다. 피복재 첨두온도는 801"(; (55초)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급격한 공정반응이 얼어나는 온도언 790"(; 보다는 높은 값이다. 그러나 안전기준 온도를 초과하

는 시간은 88초로 예측되었으므로 허용지체시간인 1080초 (0.3시간)를 고려한다면 피복재 손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복재와 핵연료의 공정반웅에 대한 허용안전기준 온도는 금속

핵연료의 실험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매우 보수적인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핫챈널에서의 소륨냉각재 첨두온도 (795.4"(;)는 펌프가 정지한 상태의 포화온도 (955"(; )에 비

해 160"(; 낮다. 노심출구의 평균 소륨온도는 600"(; (262초)로 예측되었으며 이온도는 ASME

level D 기준치 인 760"(; 에 비해 160"(; 의 여유도를 가친다. 그림 3.1-76은 저온풀과 고온풀의 소륨

온도를 나타낸다. ULOF시 IHTS와 SG를 통해 정상적인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고온풀 온도는

IHX 유량 캄소로 인해 저하된 열전달을 반영하여 정상상태 기준온도보다 약간 상숭하여 평형온

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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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OF 해석철과， 핵연료심 중심， 소률 냉각재， 구조물의 최대올도는 각각의 허용안전기준율 만

족하였으나 뼈연료-펴복환외 공갱반웅 흑면에서는 안전기훈올 만족시키지 뭇하였다. 그러나 허

용안전기준의 보수성을 고려하면 피복환의 손상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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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보호열제거훤상실사고 (ULOHS)

ULOHS는 다양한 IHTS 측의 사고원인에 의해 SG를 통한 정상적인 열제거 능력이 완전히 상

실되는 사고이다. 따라서 PDRC만이 유일하게 노심 생성열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노심이 열적 균

형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ULOHS는 단기 및 장기적인 과도기간 사고해

석이 필요하다. 본 ULOHS 계산에서는 반웅도궤환 효과에 의해 노심출력과 계통의 열유체 거동

이 단기간 동안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단기 ULOHS 사고해석에서는
IHX와 IHTS를 통한 열전달이 불가능하지만 일차계통 펌프가 정격운전 되므로 노심은 강제순환

유량이 유지된다

장기 ULOHS 사고해석의 목척은 노심붕괴열이 PDRC의 열제거 능력과 균형올 이루는 시점까

지 적절히 제거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요 관심대상은 PDRC 계통의 장기냉각 성능이다.

장기냉각 해석은 단순한 해석모텔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이 때 원자로용기 내의 일차냉각재 재고

량이 많을수록 열적 관성이 커지므로 노심파 고온 및 저온풀의 온도상승이 느려져서 사고대처에

유리하다. 장기냉각 운전에서는 펌프의 열에너지가 붕괴열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가

아니므로 사고해석에서 펌프 정지를 고려한다.

ULOHS 사고해석 방법론은 다른 ATWS 해석방법론과 비슷하지만 특별히 PDRC 열제거 성

능과 관련된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사고해석에서 척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립 3.1 -77은 사고

후 1000초 동안 노심의 출력과 유량을 나타낸다. ULOHS 사고 초기단계에서 노섬출력이 붕괴열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노심 생성열이 적절하게 제거되지 옷하여 노섬온도가 증가한다. 이

로 인한 음의 반웅도 궤환효파에 의해 출력이 감소하다가 붕괴열 수준에 도달하면 PDRC 열제거

율파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평형상태를 찾아간다.

그림 3.1-78에서 사고초기에는 급격한 음의 반응도 궤환으로 인해 출력이 감소하지만 IHTS를

통한 정상적인 열전달 제거능력의 상실로 인해 핵연료， 소륨 냉각재， 구조물의 온도는 상숭한다.

이들 온도의 증가는 도플러， 소륨 밀도， 축방향 핵연료 열팽창， 반경방향 노심 열팽창， 제어봉구동

축 열팽창 둥에 의한 음의 반응도를 야기한다 ULOHS는 핵연료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사고이

기 때문에 음의 도플러 반응도궤환이 크다. 소륨온도의 증가는 양의 소륨밀도 반응도궤환을 야기

하는 반면에 제어봉구동축과 노섬의 반경방향이 열팽창 함으로써 음의 반응도를 궤환한다 100
200초 이후부터는 원자로 용기의 열팽창으로 인해 제어봉의 노심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

여 음의 반웅도 궤환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79에서 핫챈널 온도는 사고초기에 IHTS를 통한 열제거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약

간 증가하지만 음의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해 서서히 감소한다. 핵연료 온도는 노섬출력이 붕괴열

수준에 도달하여 PHTS 열제거융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평형온도에 도달한다 이

때 PHTS와 IHTS의 열관성은 계통의 온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핵연료심 중심온도는 사고

가 발생하자마자 708 "C (2초)로 약간 중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준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피복

재 온도는 143초에 최대값인 약 578"C에 도달한 후 노섬의 열적 평형에 의해 매우 느리게 증가하

여 1000초에는 582"C까지 도달한다. 집합체 내부의 소륨냉각재 온도는 피복재 온도와 비슷한 경

향으로 증가하여 1000초에 581 "c에 도달하지만 소륨 비둥온도인 1055 "C에 비해 474"c의 여유도

- 94 -



훌 유지한다. 노싱출구외 팽굽 소륨응도는 젊0'C (1αxl초)로 ASME level D 기준치에 비해 180 'C

의 여유도훌 가진다

그렴 3.1 -80에서 JHX 영제거 기능 상실로 인해 져용풍의 온도는 상숭하여 고옹풍에 근접하는

반면에 고응쯤의 온도는 PHTS의 른 열관성에 의해 약감 중가한다‘ 용응도는 장기척￡록 PDRC

의 열체거옳파 균형융 이후는 갱에셔 명형온도훌 유치한다 고온풀 액위가 열팽창에 의해 DHX

치지배혈 상단보다 높아지연 부피 팽창한 소륨이 DHX 에혈로 유입하면셔 PDRC의 영제거량올

상숭시킨다 저온풀 액위는 DHX 유로가 형성되면 순간적으로 증가하여 고온풍 액위에 가까워진

다 그림 3.1-81과 3.1-82옴 ULOHS 동안 JHX와 DHX의 유량과 PDRC 엽제거량융 보여준다

JHX홈 흥하는 유로외 앙혁저항이 DHX 유로외 압력저항보다 낮기 때문에 약 75%외 노생유량용

JHX 휴프 바깔쪽용 흉해 써온풍 유입하논 반변에 35% 유량온 DHX용 통해 PDRC 계봉에 혈흘

천탈한다

단기 냉각 ULOHS 해석결과， 핵연료심 종생， 피욕판， 소융 냉각재， 내부 구죠물의 최대용도는

각각의 허용안천기춘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핵연료용의 건천생 및 원차로내부 구초물의 기계쩍

건천성은 유지되므로 고유 피동안전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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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천생 명가

1200MWe 자혜순환로 설계개엽의 ATWS 사고에 대해 다음 투 가지 판청에 주목하여 안천성

용 형가하였다. 첫 번째로 노심의 핵척 및 영유통 록생에 의해 소륨냉각재 비퉁이나 핵연료봉 손

상 없이 노심훌력이 용괴열 수준까지 감소하는 지톨 1챙가함으로써 훤자로의 자기충력체어성용

확인하였다 투 번째로 감소된 노정출력이 PHTS와 lliTS의 큰 열판성과 PDRC의 적철한 혈제거

응혁에 의해 원차로의 온도 중가훌 억제함으로써 원자로 내부 구조용의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여

부룰 확인하였다 한현 계봉의 장기냉각 생놓 판캠에서 노심의 용괴혈과 PDRC의 혈체거량이 혈

균형율 이후변 노섬온도논 평행용도에셔 안갱원 장태흉 유지한다 장기냉각 생놓 형가논 본 해석

에서 수행하지 않았지만 예비행가 철과 무리 없이 72시간 통안 얀갱상태톨 유지하논 만전요건융

만족하였다.

ATWS 해석정과， 고유개념 자체순환로의 안전성올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로정지 없이도 노

심출력은 PHTS 및 lliTS의 큰 열판성， 노심 반용도 궤환효과. PDRC의 열재거 성능에 기인하여

자동으로 제어 되는 자기출력제어 륙성올 나타내었다.ATWS 사고 시 SSC-K로 예측한 핵연료

청두온도 및 노심출구 혼합온도흥 그립 3.1-83에 갱리하였다 UTOP과 ULOHS 경우에는 핵연료

심 충심， 피복판， 소륨 냉각재， 구조불의 최대온토는 각각의 허용안천기훈융 만촉하였을 뿐만 아

니라 충용한 안전 여유토용 확보하였다 그러나 ULOF 정우에는 여복재가 핵연료 펴복재의 콩갱

반용이 발생하는 온도영역에서 짧온 시간 동얀 노출되었다 그러나 용갱반용의 온도 의폰 혹성과

보수척인 허용안천기준올 고려하면 펴욕채 손상은 성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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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진기술 개발

1.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잘혐

가. 깨요

신형 원자로 셜계개념을 따르는 KALIMER-600과 같은 액체금속로에서 대규모의 핵연료용융

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섬붕괴사고(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HCDA)는 중복성과

다양성 요건을 만족하는 심층방어 개념에 기반하여 설계된 원자로 정지계통과 더불어 높은 신뢰

도를 가진 피동식 안전계통으로 인해 그 발생 가능성이 의해 매우 희박하다. 특히 금속연료를 사

용하는 노섬은 고유의 반응도궤환 효파로 인해 ATWS 사고 시 노심 출력과 열제거 놓력이 자체

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 상태를 찾아가기 때문에 노섬붕괴 사고로 전개되기 어렵다. 또한

금속연료는 산화물연료에 비해 핵연료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작으므로 정상적으로 원자로가 비상

정지된다면 냉각재계통의 일부분은 불론 전부가 파손되는 사고에서도 노섬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속연료노심의 고유 안전특성으로 인해 대표적 중대사고로 간주되는 HCDA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회박하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극단적인 다중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속연료는 사고 위험도를 낮

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금속핵연료의 도플러 반응도 궤환이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같거나 음의 반응도 측면에서 더

작으므로 축방향 핵연료 열팽창 또는 반경방향 노섬 열팽창에 의한 반웅도 궤환 효과가 상

대적으로 커진다.

- 금속연료가 용융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용융연료의 뛰어난 유동성이 때문에 소륨 유

동중 용융연료 분산에 의한 강력한 음의 반응도를 궤환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용융핵연료 재 웅고 시 생성되는 debris bed는 높은 기공도를 가지므로 냉각성이 좋다.

- 금속연료는 핵연료 용융 과도사고 시 핵연료 자체 저장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폴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용기 내의 소륨 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대류만으로 용융된 노심

올 부분적으로 냉각시켜 노심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섬 유량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되거나，

장기 냉각 열제거 계통의 기능이 완전혀 상실되는 경우와 같은 극단적이고 복합적인 다중사고 상

황에서는 노심붕괴사고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노심 용융사고 발생 가능성

은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노심용융 사고 시 수반되는 관련 현상은 그 불확실성이 커

서 실험적 규명이 필요한데， 특히 ”냉각유로 상하부 구조불 또는 핵연료 집합체간 공간에서의 용

융연료의 웅고 또는 유로폐색 (freezing and plugging)" 현상올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용융연료의

거동과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Gen IV SFR 안전성 관련 기술현안 중 하나인 사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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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제거능력 업중융 위한 모댈 개발에 펼수적인 기본 실험자료률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속연료의

용융 온도 및 고화온도， 기동온도 둥의 기본 불성에 관한 설헝이 펼수적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금속연료의 용융 및 고화온도에 대한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온도 실험 자료툴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험 요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TRU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국내 여건을 고려하

여 SFR에 사용되는 U-TRU-Zr 금속연료의 용용 거동 욕성 파악하기 위해셔 TRUE! 거풍올 모

사할 수 있는 대체물질을 선갱하고， 타당성 분석 및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실제 실험 수행에

펼요한 용융/고화 실험 장치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고， 실험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금속연료 시연올 제조하고 섣험올 용하여 특정온도 자료을 산출하였다

나. 금속연료 용융/고화 용도 특생

용융상태의 액체 금속이 냉각되어 융정에 도달하면 옹고가 시작된다 순 금속의 웅고는 일정

한 온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금은 어떤 온도구간 사이에셔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렴 3.2-1의 좌측 그렴은 A금속의 용융 상태에서의 열분석 곡션파 A금속에 B금속을 합끔한 열

분석 곡션 2개 및 B긍속의 열분석 곡션올 나타낸다 A, B와 같은 순금속은 정우 용융/고화가 같

은 온도CA’， B’)에서 이루어지지만， A금속과 B금속의 합금 분률에 따라 용융/고화가 서로 다른

온도에셔 발생한다 이 처렴 A， B금속의 여러 가지 합금비융에 대하여 상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0.., Cι Dι D3릎 구하고， 합금의 농도와 대용하도록 나타내면 그림 3.2-1의 우측 그림과 같이 2개

의 굵온 곡선올 얻올 수 있다 이들 A , B 두 성분의 합금은 그립과 같이 액상션보다 위의 온도에

서는 모두 액체이고， 고상션 이하에서는 모두 고채이다 액상선파 고상션 사이에서는 액체， 고체

의 두 상이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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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합금의 열분석 곡션과 상태도의 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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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에셔 액상션파 3l.상선온 첨가필 용질원자의 총류와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온도와 쪼성용

각각 종축파 횡축으로 하고 안청한 상올 。1루는 범위률 표시한 것이 평형상태도이다. 즉 첨가 합

끔외 양에 따라 작각의 냉각팍션윷 :J..려고 。1 률을 서로 연절하여 상태도를 만든다. 냉각폭션。1

일정시간동안 환만하거l 진행되거나 !£는 오랫동안 일정온포에서 머부료는 것으로부터 액상점과

고상첩올 쩔청하고 이틀 두 첩올 서로 연컬하여 접전으로 그려진 상태도률 만플 수 있다.

V-Pu-Zr파 같이 얄려져 있지 않은 3원계 합픔의 상태도룰 계산하기 위해셔는， 3원계룰 구생

하는 sub-syst얹n， 쭉 모든 2훤장에 대해 착각의 조생과 온도의 합수로 표현되는 혈역학적 특생

을 수학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E로， 관계퇴는 세 채의 2훨계에 때한 상태도와 열역학쩍 쩨

이터를흘 심도 있꺼I 분석 평가해야 한다. 이흘 토대로 Solution model흘 근거로 한 보칸법올 이용

하여 2원계상의 특생값플로부터 3훤계상의 열역학척 특생들올 유추활 수 있으며， 3원껴l 상태도논

유추훤 3원쳐I Gibbs 에너지변으로부터 계산훨 수 았다. 즉， 열역학척 방법을 통해 V-Pu-Zr 3원

쳐l 상때도를 얻기 위해셔는 3원쩨를 구성하는 모든 생분인 V , Pu, Zr 각각에 대한 용융 Gibbs 에

너지 (The Gibbs 얹1얹-gy of mel따19)가 요구펴며，!£한 3훤계 합금올 구생하는 2원계 ， V-Pu,

V-Zr, Zr-Pu휘 상태도를 펼요로 한다.

:J..렵 3.2-2논 V-Pu-Zr의 820K에셔의 상태도률 나타낸다 [2-1J. 8따% 이하의 플루토늄이 합

끔훤 3원쳐1 연료의 평형 상태도는 v-Zr 합금파 유사하다. 하지만 플루토늄의 분률이 중가할수록

상변화 온도， 빽분열 기쳐l 의 확산계수， 연료의 소생도 동회 볼생이 변하꺼l 되어 X상이 나봐나는

온도가 낯아지며， 비동방생도 커지케 훤다. 이논 pu 합량이 높아쩔수록 X짱이 지배척이며 풀루토

늄 함량이 낮아지변 α상이 지배쩍이기 때푼이며， V-(3%-8%)Pu-Zr 3훨합금의 정우， 그 비풍방생

은 더욱 크께 나El-다께 되며， 19wt% 이상회 플루토늄 합담에서는 α상블이 거의 존채하지 않기

때불에 비풍방생온 크게 환화된다.

U

z,

(a) 820K

그렵 3.2-2 V-Pu-Zr 쌍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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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영 3.2-3용 U-Pu-Zr의 고장/예장션 쩌싼값용 나타영다 [2-2] 하혹에 잉는 pu +'"에서 m
00료 셔착하여 ""까지 17000 이며， lOO t: 안칙으호 도시외어 있다 요 3.2-1..@. 3밍찌의 죠갱 차

。1예 의한 용용/고학 용도 i용 냐타내며，""의 용융이 중가앙예 따라 액연"의 용정용 갱안칙으

효농아져는 것용 앙추가 있마

”

b

씨
"I\
iI1\

N써싸
”ιιι ”J11「

Z /1!! 1lJ\」셔
‘

그링 3.2-3 U-PU· 강 고강/예상성

.H: 3.2-1 solidus ar떠 매띠dus temperature of U-PU-Zr[2-2, 2 헤

Alloy (al‘)
Sol idus Terrr ralure LiQuidus Terrr [alure
E (" E ("

1:Fu-16Zr 1105 1121 1240 1268

U-1ifu-29Zr 1195 1187 1425 1394

19. 3Z r 1216±7 1221 1358 ± 10 1371

19. Ef'u-3. 3Z r 996±5 1012 1C60±4 1000

19. :Fu-14.5Zr 1003±8 1071 132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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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RU 대체물질 전정

Gen IV SFR에 사용되는 U-TRU-Zr 금속연료의 용융 거동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TRU를 이

용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나， 이는 국내 여건상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TRU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선정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된다. 보통 악티나이드 원

소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회토류(rare earth, 또는 란타나이드) 원소들이 사

용되고 있다. 표 3.2-2에 pu과 대표적인 회토류 Ce의 특성이 비교되어 있다.

표 3.2-2 pu 및 Ce 특성 비교

Element P u (94) C e (58)

A to m ic W e ig h t 244 9 140 9

Melting Point 639°C 795°C

Den s ity 19.8g/cc 6 .7 g/cc

C rysta I stru ctu re monoclinic HCP

Atom ic radius 1.75 A 1.85 A

Solubility in U unlim ited 1 .2 % *

* TRU 중 minor actinide (Am, Np, Cm) 과 유사한 거동을 보임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산화물 연료 내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Fα4+ 또는 Am3+를

모사하기 위해 Ce4+와 Nd3+둥의 희토류 원소들이 사용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는 화학

적으로 중요한 특성인 원자가(valence)와 이온반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e.g , Ce4+ 0%4 nm

vs Pu4+ 0.093 nm; Nd3+ 0.104 nm vs Am3+ 0107 nm [2 4]) 그러나 금속연료의 경우에는 pu에

대한 대체불질로 회토류를 활용하여 실험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U-Ce-Zr 잠원계

합금에 대한 연구 조차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2-5J. 이는 희토류 원소의 우라늄 대 고용한도가

낮아(2at% 미만) 석출상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단상 고용체인 U-Pu-Zr의 특성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라늄내에서 낮은 고용한도를 갖는 Ce의 특성은 U-Pu-Zr에서 고용

되지 않아 장 석출되는 Minor Actinide 원소들올 모사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6J.

ITU에서 실험한 모의 TRU 조성(U61Pu19ZrlOAm2N며Nd3.6Ce1.2YO.2)을 잘펴보면 모의

TRU 핵연료에 첨가되는 대표적인 희토류 원소는 Ce과 Nd 두가지이다[2-7] 그러므로 U-Zr을

기본 조성으로 하고 희토류인 Nd, Ce를 첨가하여 Minor Actinide 일부와 희토류를 대체 실험하

여 U-Zr의 특성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TRU내의 Minor Actinide와 희토류가 금속연료의 용

융/고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비교 분석해서 얻어진 결과를

다시 U-Pu-Zr의 특성 자료에 접목하면 U-TRU-Re-Zr의 용융/고화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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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U-Zr으로 이루어진 금속핵연료의 용융/고화 특생 온도실험을 위한 모의 핵연료의 조성

은 ITU의 경우를 볼 때， 고용되지 않는 Minor Actinide~ Am과 ITU 모의핵연료에서 사용된

Nd, Ce의 함량 (약 7wt.%정도)을 포함하여 U-I0Zr-7RE 부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KALIMER-600의 경우 핵변환로의 MA-RE의 총량이 5%를 상회하지 않으며， 발전로의 경우 2%

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결국 U-I0Zr-2Re ~ U-I0Zr-6Re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4는 U-TRU-Zr의 용융/고화 특성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U-Pu-Zr 용융/고화온도 U-TRU-RE-Zr
실험자료분석 용융/고화온도유추

U-Zr 용융/고화온도
f--

실험자료분석

MA-RE함유에 따른

U-Zr-Ge
뉴*

용융/고화특성 파악

용융/고화온도 실험자료

U-Zr-Nd
용융/고화온도 살혐자료

U-Zr-ce-Nd
용융/고화온도 실험자료

C8 All，를 [c8I"iumJ. 뼈 1:11.오디융 [f18OdYm"νml

그림 3.2-4 모의 연료를 사용한 용융/고화 온도 유추 절차

라. 젤험 요건 및 절혐 계획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에 대한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실험 장치의 사양을 분석하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는 시편의 사양과 실험

절차 등에 관한 실험 요건을 수립하고 요구되는 실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실혐 장치 특성 분석

DTA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는 온도의 변화에 대한 물질의 상태를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다. 온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을 가장 빠르게， 또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해석

할 수 있으므로 물질의 물생 연구에는 제엘 먼저 사용되는 것이 DTA 이기도 하다 DTA는 1887

년 르 샤툴리에와 1889년 오스틴에 의해 발명된 열분석법이다. 시료와 불활성의 보정물칠이 동일

한 온도 프로그램에 대해 파악되며， 시료와 보정물질 사이의 온도차이는 시료와 보정물갤에 연결

되어 양방향으로 연결된 두개의 열전쌍에 의해 측정된다.DTA는 시료를 일정한 속도로 가열 혹

은 냉각 시켰을 때 그 온도 범위 안에서 열적 특성의 변화가 없는 기준 물질과 시료와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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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온도의 함수로 기록하는 것이다. 온도차가 생기는 것은 시료에 발열 혹은 흡열 변성이 있었다

든지 화학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료에 상 변화, 융용, 결정화, 비

등. 승화, 기화, 탈수, 해리, 분해, 산화, 환원, 결정격자의 파괴 및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다. 일반

적으로 상 변화, 탈수, 환원, 분해 등은 흡열반응이고, 결정화, 산화 등은 발열반응이며 분해할 때

도 발열 반응일 때가 있다.

시료의 화학적 혹은 물리적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기준 물질과의 온도차는 아래 그림 3.2-5에

서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다. Ts와 Tr은 각각 시료와 기준물질의 온도이며 그 차이인 Ts-Tr이

그림 3.2-6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기록된다. 이때 peak의 시작은 변성이나 반응의 시작을 뜻하며

peak의 정점이 변성이나 반응의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peak이 원상으로 돌아오는

온도가 그 현상이 끝남을 의미한다. 온도의 측정에는 thermocouple을 쓰기 때문에 mg단위의 시

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와 같이 적은 양이 thermocouple을 사용할 때에는 더욱 편리하

다. DTA곡선의 peak 수, 모양 및 위치로부터 시료의 종류나 성질을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peak의 넓이는 enthalpy의 변화에 해당되므로 반응열의 정량적인 측정도 가능하다.

그림 3.2-5 DTA 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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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2-6 DTA 곡션

2) 혈혐 체확 수렵

가) 질협 메트력즈

대쩨 물질올 이용환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휴추 철차를 만쭉시킬 수 있도록 다옴파 같은

U-Zr-X의 조쟁에 대한 질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생의 션정 근거는 그휩 3.2-7에셔 보

이표 었다. 그려고 각 단계별로 실험은 표 3.2-3에 보이는 조성올 가지는 시현폴 제작하고 이에

대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의 물질 (HE) 조생 : (2%, 4%, 6%) Ce 또는 Nd

- 기본 조생 : U-lO%Zr

표 3.2-3 시현 초생 및 목척

조성 목적 비고

Zr 함량별 용융/고화 온도 병가

U-Zr
. 발전로 : 10%Zr

2008
. 핵변환로 : 15%Zr
. 원소 재분배 현상 : 5%Zr

- MAIRE 매체 물질인 Ce 사용시 용융/고화 온도 병가

U-Zr-Ce
. 고용한토 큰처 : 2%Ce

2008
. 핵변환로 기준 함량 근처: 4%Ce
. 핵변환로 기준 함량 초과시: 6%Ce

U-Zr-X MAIRE 대체 물질인 Ce , Nd 사용 시 용융/고화 온도 평가 2009

U-Zr-X-Fe - 금속연료와 구조재간의 용융/ 고화 온도 1챙가
2010
。1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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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02

Pu 모사

가능

•
•

원자가및이온반경 유사

난칸

G쪽급

잃굵련

μ-Pψ강 |흔떤냄텐

Element Pu (94) Ce (58)

Solubility in U unlimited 1.2%

上컨F

U-MA-R따|댁필텐

그림 3.2-7 질험 대상 조성 선정 근거

냐) 질혐 계획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시편 측정으로 인하여 본 실험에서는 안전상의 주의 사항이 필요하다.

이들 방사성 불질 취급과 관련한 사항이외의 고려사항은 강제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DTA 실험 절차를 포함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므로 항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혹시 발생할 수 도 있는 용융

시 방사성물질의 충발둥과 관련한 오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간， 온도(가열속도， 냉각속도)그리고 초고순도의 분위기(산소가 희박해야 한다)의 변밀하

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수행되어 실험금속의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2개의 시편들은 같이 천천히 그리고 획얼적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열량발생이 생길때까지는

실험견본과 표준범위 사이에는 어떤 온도 변화도 없어야 한다.

- DTA실험을 위한 시편을 용해하고 냉각시키는 가장 좋은 속도 (예: 5 "C/분， 10 "C/분， 2"C/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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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5"C/시간 등)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용해도가니 재료 (예: 알루미늄， 실리콘)， 열량 데이터를 가장 효

과적으로 전달하는 재료 두께 둥이 고려되어야 한다.

- 실험 결과로 나온 DTA곡선으로부터 고상온도와 액상온도를 결정시， 가열곡선， 혹은 냉각곡

선 혹은 양쪽의 평균 온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험 시편의 형태에 의존해서， 다른 DTA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이론상 시편이 작으면 실

험결파가 정확할 수 있으나 가장 적절한 시편 형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고상/액상 온도들은 시편의 화학적생질에 의존하므로， 화학적생질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실험 결과의 오차허용도 및 액상/고상용도에서 허용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펼요하다.

이러한 제반 고려 사항과 구축된 시변 제조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표 3.2-4와 같은

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2-4 연도별 실험 계획

년도 수행 내용

- Baseline test

2008
· Calibration test: aluminum or gold

. 연료심 용융고화 온도 예비 평가 시험

: U-(5,1O,15)Zr

: U-(2,4,6)Ce- lOZr

- Main test for fuel matrix

2009
· U-(5,1O,15)Zr

· U-(2,4,6)Ce- lOZr

· U-(2,4,6)Nd- lOZr

U-Nd-Ce-l0Zr

Main test for fueVsteel mixtures

U/Fe mixtures

2010 이후 U-Zr/Fe mixtures

U-Ce-Zr/Fe mixtures

U-Ce-Zr/Fe-Cr (HT9) mixtures

U-Ce-Zr/Fe-Cr-Ni- Mo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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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질험 요건

앞에서 기술한 설험 장치 특성， 시편 사양， 질험 절차 둥을 정리하여 도출한 설험 요건파 질험

계획이 표 3.2-5에 요약되어 있다.

표 3.2-5 주요 실험 요컨

- 실험장치
• Differential Thennal Analysis
• 온도범위 : <1500°C
• Crucibles: π떠a

시편 제조 • 용해주조로 이용 소량 제조

• 크기 5x5x5mm

• 순정물갤(Au) 이용 실험장비 보정

• U-Ce-Zr 용융/고화온도 측정실험

실험내용 및 절차
+ 용해주조/ U-Ce-Zr 및 U-Zr
·표본 측정

+ 시편크기: H5mmxD5mm 실린더형

+ 온도 시험범위 상온-1500"(;

+ 가열 및냉각속도: 5-1O,,(;/min

• ’08년 Baseline Test 및 예비질험

- 연도별 실험 계획 • ’09년 Main test for fuel matrix
+ U-(5,1O,15)Zr
+ U-(2,4,6lCe-lOZr, U-(2,4,6)Nd-lOZr, U-Nd-Ce-lOZr

마. 시편 쩨조 및 예벼 실험

가) 시편 제조

모의 금속연료심 및 실험시편은 다음 과정을 통하여 제조하였다. 순도 99.99% U 금속 주피

(Ingot), 순도 99.95% Zr 금속， Ce 원소를 함께 혹연 도가니에 넣은후， 진공압력 2 x 1O-3torr와 승

온속도 25-30 ，，(;/min로 1400-1600"(;까지 가열하여 용해하였다. 도가니에 용탕이 형성되었을 때

석영관 주형을 용탕에 침지시키고， 알곤가스를 용해주조로에 주입하면 용당이 합력 차이에 의해

석영관 주형으로 빨려 올라간다. 석영관 주형을 따라 빨려 들어간 용탕을 용해주조로 노내에서

냉각하여 웅고시킨다. 그립 3.2-8은 용해주조 과정과 냉각으로 웅고된 모의 금속연료심 사진이다.

제조된 모의 금속연료심으로부터 실험시편을 제작하여 제원을 측정하고 펼요 부위별로 절단

하여 밀도와 화학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회

- 110 -



절zt에 따라 강도의 pe밟가 V -(2，4，6)Ce-l0Zr의 세 시편에서 통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아 시편의 균질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마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기지조직 (Matrix)은 a-V과 8-VZrz 상 등에 Ce이 첨가되어 있으며， 그

림에서 짙은 회색부분의 석출물에서도 Ce이 관찰되어 시편이 실험목적에 적절하게 제조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조된 모의 금속연료심을 정밀절단기를 이용하여 100mg 내외로 절단

한 실험시편을 이용하여 보정시혐， 시운전을 포함한 용융/고화온도 측정 예비실험에 사용하였다.

(a) Mold (b) 용탕침지 (c) 모의 연료섬

그림 3.2-8 용해주조 과정 및 연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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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raction Angle, 2e

그렴 3.2-9 X션 회절분석결과 및 V- lOZr-4Ce 미세조직

냐) 빼비 잘험

금속연료의 경우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순도 얄곤가스를 이용하여 불활성 분위기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V-Zr 합금의 용용온도를 고려하여 V-Ce-Zr 설험시환을 상옹에서

1또ot:까지 lO t:/min의 가열 및 냉각속도를 유지하였다. 그렴 3.2-10에 실험결과 도시하였으며

DSC를 이용하여 측정한 V-Ce-Zr 실험시편의 시간에 따른 열량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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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서 1차 peak가 발생하고 약 700t 부근에서 2차 peak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U-Zr

합금의 경우 607t에서 Q+O상이 Q+Y2상으로 상변태가 발생하고， 685t에서 Q+Y2상이 Yl+Y2상으

로 상변태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시펀 U-Ce-Zr의 상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600t

그림 3.2-10에 보인 바와 같이 1，200-1，400t의 온도범위에서 미세한 pe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실험시편의 용융과 고화에 의한 것이다. Ce 조성에 따른 실험시편의 측정된 용

용 및 고화온도를 표 3.2-6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Ce의 용융온도가 다른 원소들에 비하여 높

기 때문에 Ce 양이 증가하면 용융온도도 증가하여야 하며， U-2Ce-Zr과 U-6Ce-Zr의 경우， Ce 양

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온도가 증가하는 일관성을 보인다. 반면 U-4Ce-Zr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용융온도를 나타내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행된 예비실험 파정과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본 실험에 반영하고 최종 실험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결과

조성 용융온도， t 고화온도， t

U-2Ce-Zr 1372.5 1234.6

U-4Ce-Zr 1244.4 1205.5

U-6Ce-Zr 1389.8 1213.9

표 3.2-6 예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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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온도에 따른 열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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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의연료섬 철협 결과 몇 결론

가) 시현 체조

고촉로핵연료개발에서 TRU물질올 취급할 것에 대비하여 자체 고안 체착한 진공감압추조로를

이용하였다. 핵연료의 용융고화 온도에 미치는 Zr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U-(5, 10, 15)% Zr파

Ce의 영향올 판찰하고자 U-I0%Zr-(2, 4, 6)%Ce이 함유된 고속로핵연료섬올 체조하였다.

나) 실험장치 몇 측정빵법

용융고화 온도 측청에 사용된 실험장치는 SETSYS Evolution 16(SetaraIn, Fr，없lee)을 이용하

였다. 그립 3.2-11온 본 실험에 사용한 장치의 깨략도이다. 이 장치는 상온에셔 1,600 t의 온도범

위까지 측갱이 가능하며 분당 최대 100 'c까지 숭온이 가능하다. 열전대는 Pt!10% Pt-Rh의 S

ψ뿔이며， gra;빼ite furnace로 구성 되어있다. 분위기 초절을 위하여 l\.1FC(Mass Flow Controller)

훌 사용했으며， 시간당 최소 0.24 .l/h에셔 최대 12 .l /h 까지 조철이 가놓하다- 본 실햄에서는 모

든 시편올 상온으로부터 1500t까지 5t/min으로 송온 시킨 후 400t까지 5t/min로 냉각한 뒤

장온까지는 로냉을 하변서 측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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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렵 3.2-11 SETSYS Evolution 16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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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혐 컬콰 및 고찰

1) Zr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온도 변화

표 3.2-1.7은 본 실험을 통해 얻은 용융고화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2-7 Zr 함량에 따른 용융 온도

Zr 함량(%) 용융온도('t:) 고화온도('t: )
용융온도('t:) 용융온도('t:)

(계산값) (문헌값)

0 1130 [2-8]
5 1191.76 1200.21 1166.1
10 1227.62 1235.05 1202.2
15 1261.42 1239.74 1238.3
100 1852 [2-9]

그림 3.2-12는 Zr 함량에 따른 용융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Zr의 함량에 따라 용용온도

가 증가하였다. 이는 Zr의 용융온도가 1852 't: [2-8]로 우라늄의 용융온도 1133 't: 보다 높아 Zr의

함량이 증가할 수 록 용융고화 온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의 점선은 U의 용융점과

Zr의 용융점과 함량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실험에 의한 측정 값이 계산 값에 비해 약 30

℃ 정도 높게 평가 되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Zr 함량에 따른 고속로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다음파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Tmp( 't:) = 6.966 x Zr + 1157.3

1280

1260 」:w l •
MPca삐at，때 /

~ 1240

/ ’·‘
α(f) y =6 966x+ 11573
Ll 1220

/ ‘’, •• , ?”
zm
α ‘꺼n::;; 1200

/ . l.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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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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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Zr 함량에 따른 용융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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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은 Zr 함량에 따른 고화 온도의 변화률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립 3.2-14는

U- lOZr 시편에 대한 용융/고화 온도 측청 자료로 2원계합금의 대표적인 흑청 자료 그림인데， 그

림 3.2-13의 결과는 여러 측갱 자료툴 종합하여 작생한 것이다 Zr의 함량에 따라 용융온도가 증

가함을 흘 수 있는데 이는 Zr의 높은 고화온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Zr 함

량에 따른 고속로 핵연료의 용융온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sp( 'C) = 3.953 x Zr + 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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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3 zr 함량에 따른 고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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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U-10Zr 시변에 대한 용융/고화 온도

측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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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온도

Ce를 포함한 3원계 합금에 대한 본 설험을 통해 얻은 용융고화 온도를 표 3.2-1.8에 나타내었

다. 이원계 합금인 U-10Zr의 용융온도 및 고화온도보다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U-10Zr에 함유된

불순물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표 3.2-8 Ce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온도

Ce 함량(%) Zr 함량(%) 용융온도c'C) 고화온도("C)
용융온도("C )

(계산값)

2.1 7.3 1212.71 1257.49 1170.0

4.0 10.1 1213.69 1264.22 1178.7

4.2 10.4 1217.78 1290.14 1179.1

U- lOZr 1240 1350

그램 3.2-15는 Ce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용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e의 함량에 따라 용

융온도와 고화온도가 증가하였다. Ce의 용융온도가 798 "c로서 Ce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용융온

도와 고화온고가 이론적으로는 그림 3.2-15의 C외 lOZr과 같이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Ce 함량과 동시에 Zr 함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Ce와 Zr의 함량을 이용

하여 계산한 결과 그립 3.2-15의 Calculated와 같이 나타낮다. Ce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온도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펀제조가 펼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16은 U-10Zr-4Ce

시편에 대한 용융/고화 온도 측정 자료로 3원계 U-Zr-Ce합금의 대표적인 측정 자료 그림이다

1300

L•• eMP •
1280 .sP

~
。u 1260 ••• • Calculated

B.i 1240
_Ca 1- 10Zr y = 10.819x + 1233.1

1g 1220
1.6678x + 1208.9 •α y I

등 1200
y 6.05x + 1202.2

•• ‘-‘- • -‘-•- -‘
1180

y = 4.2896x+ 1161.1 •• ----------- •• ~:~ .. '=':.

1160

o 2 3 4 5

Contents of Ce

그림 3.2-15 Ce 함량에 따른 용융/고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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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역학적 반용도 모탤

가. 깨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로는 고온의 운전조건과 핵연료의 높은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노

심지지구조물과 핵연료집합체의 열팽창에 의해 노섬의 반경방향 크기가 증가함으로써 부 반응도

궤환 효과가 발생한다. 노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 효과는 노섬 특성， 집합체 절계형상， 집합체와

노심지지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잡한 열 유체 기계 핵척 현상을 수반한다. 핵연료집합체

의 휩현상은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보수적인 인허가 계산에서는 전

통적으로 노섬지지구조물의 열팽창만을 고려하는 비교적 단순한 반웅도궤환 모텔을 사용하고 있

다 노섬 반경방향 반웅도궤환은 파도사고 시 음의 반웅도를 삽입하여 노섬 안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반웅도 궤환효과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보수적으

로 그 영향을 저평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집합체 휩현상파 노섬 반경방향 반웅도에 대한 시험 데이터나 계산결과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회박하고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현상적 이해 및 설계경험 부족으로 인해 해석모텔의 개발뿐 아

니라 상세 설계요건 설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불리현상에

대한 분석마저도 수행된 바가 없다. 집합체 휩에 의한 노심 팽창은 노심 가열시 부 반웅도를 삽

입하므로 이 특성을 집합체 및 노심지지구조물 셜계에 적절히 반영하고 신뢰성 있는 해석모형을

개발한다면 원자로 운전과 인허가 사고해석에서 안전여유도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심 반경방향 반웅도궤환의 현상을 이해하고 계산모형 개발에 특별

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심의 반정방향 팽창현상과 관련된 현재까지 알려진 기술수준과

FFTF에서 수행된 시험결과를 분석하였다. ANL은 FFTF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SAS4A의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반용도 궤환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계산모형의

개념은 제한적이지만 학술논문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CEA는 Phenix 발전소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 발생한 부반웅도 삽입에 의한 원자

로정지의 원인을 Phenix EOL Test 중 NRT (Negative Reactivity Transient) 시험을 통해 규명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를 GEN IV Safety& Operation Project의 국제공동연구로 제안하였다.

KAERI와 CEA는 NRT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의 전산코드를 검증하는 공동연구에 합의하

여 현재 혜석모웰의 개발 및 예비계산올 준비하고 있다 NRT 시험은 ‘09년에 수행될 예정이였지

만 질험계획파 실험장치에 대한 프랑스 측의 인허가 문제로 인해 시험이 많이 지연되었올 뿐만

아니라 예비실험 결과가 예상하였던 NRT 원인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NRT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아직 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교 검증계산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지만， GEN-IV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나. 노섬의 반정방향 기하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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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도 영향

금속핵연료의 조사시험 결과에 의하면 금속핵연료의 비둥방성 특성으로 인해 핵연료심의 반

경방향 팽창은 축방향 팽창보다 2배나 빨라서 핵연료심파 피복관은 연소 초기에 접촉하게 된다.

핵연료섬이 피복관에 접촉하고 나면 피복관의 억제효과로 인해 더 이상의 반경방향 팽창이 불가

능하므로 핵연료가 노섬의 반경방향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따라서 노심의 반경방

향 팽창은 핵연료 온도 보다는 냉각재 온도에 의한 노심지지 구조물의 열변형에 의해 발생한다.

원자로 출력은 노심의 반경 방향 바깥으로 갈수록 감소하므로 노심 중심에 위치한 집합체는 외곽

의 집합체보다온도가 높아서 열팽창윷이 상대적으로 크다. 같은 이유로 단일 집합체 덕트에서도

노섬 중심 측에 가까운 벽면이 반대 측 벽면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덕트는 노섬 중심 측으로 오목

하게 들어가는 변형을 한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모형에서 노심 반정방향 팽창은 원자로 노심의 반정방향 치수의

변화를 의미하며， 노심의 기하적 변형 결과로 인해 반웅도 궤환이 수반된다 그림 3.2-17은 노섬

을 구성하고 있는 집합체의 반경방향 휩 현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의 좌측과 같이 그리드판

에 수직으로 체결된 집합체가 과도사고 시 그림의 우측과 같이 휘어질 수 있다 인접한 주변 집

합체와 노섬구속 구조물간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 노섬의 경계가 바깥으로 휘어지면 노심의 중성

자 효율을 저하시킨다. 앓은 두께의 집합체 덕트는 열용량이 작고 집합체 되트의 기하적인 휩 현

상이 핵연료 영역 내 또는 상부에서 발생하므로 집합체 휩 현상에 의한 반웅도 궤환효과는 과도

사건 시작 후 수초 내에 발생하는 빠른 웅답특성을 가진다. 노섬의 부피가 열팽창하여 추가적으

로 증가된 소륨 냉각재의 중성자 방사포획 영향과 유효연료 영역의 표면이 증가함으로써 중성자

누설율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인해 노섬에 음의 반웅도가 궤환된다.

노섬 반경방향 팽창의 구동력은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온도 변화나 또는 온도 구배의 변

화는 집합체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변화시키고 노심을 둘러싼 주변 구조불의 기하적 치수를 변경

시킴으로써 결국 노심의 반정방향의 크기를 변화시칸다. 이와 관련된 현상을 전 노섬 차원에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하므로， 집합체칸의 above core load pad (ACLP)의

마찰력과 변형만을 고려하여 노심 반경방향 팽창의 열적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노섬설계에 따라

집합체의 형상과 노섬 구조물의 기하적 형상이 다를 수 있지만 얼반적인 열팽창의 원리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노심 내에서 집합체는 반경 방향과 원주 방향으로도 온도 구배를 가진다. 이들 수평 방향 온도

구배는 출력 운전 중에 집합체간뿐만 아니라 단얼 집합체 내에서도 반경파 방사선 방향으로 나타

난다. 집합체 덕트의 한쪽 변은 반대쪽 변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축방향 팽창율이 커져서 집합체

는 수직선에서 반경방향으로 열변형을 하여 휘어진다 (bowing). 노섬 내 반경 방향 위치에서 각

집합체는 출력 크기에 비례하여 반경 방향 온도구배가 형성되므로 축 방향뿐만 아니라 반경 방향

으로 기하적 변형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심의 모든 집합체가 경험하지만， 축방향 온도 증가，

반경 방향 온도 구배의 방향과 크기는 각 집합체마다 다르다. 특정 집합체의 반경 방향 변형은

주변의 다른 집합체와 집합체 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노섬지지링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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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7 노섬 반경방향 반웅도 궤환기구

2) 노섬 구속물 (Core Restraint System)의 영향

노심구속 구조물은 원자로 젤계에 따라 다른 형상을 취할 수 있지만 주요 기능은 집합체를 노

심에 장전하거나 인출할 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한다. 노심구속 구조물은 운전기깐 동안 노심의

기하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팍에 존재하는 집합체와 상호접촉을 하게 되며， 이는 노심 반경방향

팽창 반응도를 제한하거나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설계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노심 상부에 존재

하는 노심구속 구조물은 령 (ring) 형상이며 노섬 설계에 따라 집합체 중간 부분과 최상단에 위치

하며 core barrel에 접촉하여 었다. 노섬구속 링을 다른 노섬 구조물파 구별하기 위해 노심지지령

(eRR)이라고 부르겠다.

집합체 부하패드의 개수와 위치는 노심지지령과 같이 노심 설계에 따라 다르므로 유일한 셜계

는 없지만 노심 반경방향 팽창 시 유리한 반응도 궤환효파를 얻기 위해 일반적인 셜계원칙이 존

재한다. 노섬지지링은 core barrel에 붙어 있으며 집합체의 반경방향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

KALIMER-600의 노심지지링의 재질은 31655이다. FFTF는 집합체 상단뿐만 아니라 중간부위

에도 노섬지지링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부위 지지령은 노심이 급격하게 밀착(compaction)될 때

유발되는 양의 반웅도 크기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진 발생 시 노심의 과도한 기하적 변

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든 집합체의 부하패드는 서로 접촉하고 었다고 가정하면

집합체칸의 모든 간극은 마지막 집합체와 노심지지랭간의 간극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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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장전 운전 시에는 노심 내부의 온도가 동얼하여 온도 구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

합체의 휩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집합체를 인출하는데 과도한 힘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

온정지 운전 시에도 노섬 내부에서 온도 구배는 없으므로 집합체간 간극이 유지된다. 노심지지령

의 재질이 31655이고 집합체 덕트가 HT9 재절을 사용하는 KALIMER-600의 경우는 HT9의 열

팽창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도 구속령과 집합체간의 간극이 증가한

다. 집합체 간에 간극이 형성되어 있으면 각 집합체가 간극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핵

연료의 위치가 정의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된 반웅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3) 중성자 조사 영향

원자로가 운전하는 동안 집합체 덕트가 받는 중성자 조사의 영향은 집합체와 노섬 구속불간의

상호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크람이나 팽윤과 같은 구조물의 직점 변형 원인과 무관하게

집합체는 비탄성적으로 반정 방향으로 휘질 수 있다 집합체에서 비탄성 변형을 겪는 부분은 핵

연료 영역이고 다른 부분은 수직을 유지한다. 중생자속 구배， 온도 구배， 덕트의 크림과 i명윤의

영향에 따라 집합체 변형은 노심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변형될 수 있다. 만약

집합체가초기에 수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집합체의 온도 구배로 인한 열변형 결과의 위치가 변화

된다 이러한 효과는 주변 집합체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집합체가 조사 영향에 의해 바깥쪽으로 변형되고 온도 구배에 의한 집합체 휩 역시 같은 방향

이면 노심지지령과 집합체간의 간극이 열팽창으로 언해 접촉하는데 요구되는 출력 크기는 조사

영향을 받지 않은 집합체얼 때의 출력보다 작아진다 집합체의 조사 영향으로 인한 집합체의 휩

정도는 그에 상응하는 열팽창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출력으로 환산할 수 있다. 만약 중성자 조

사 영향으로 집합체가 노섬 안쪽 방향으로 휘어지면 노섬 안쪽으로 휘어진 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력이 필요하다. 액금로 노섬 설계에서는 중성자 조사 영향을

고려하여， 노심에서 출력-대-유량비가 0.7인 경우에 초기 간극이 없어진다고 가정하지만 최근에

는 이 값이 0.6에서 0.8사이 또는 그 이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 노섬 반정방향 반용도모텔 깨발

1) SSC-K 계산모형

노심의 반경방향 크기는 집합체간의 칸극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집합체 간극은 단

순하게 집합체 하단의 그리드판과 집합체의ACLP 및 TLP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열팽창

계수는 노섬반경 변화를 대표하는 평균온도에서 결정하며， ACLP는 노심 출구의 소륨 온도 영향

을 받고， 그리드판 (GP)은 노심 입구의 소륨 온도 영향올 받는다고 가정한다. ACLP와 GP의 변

형율이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율에 미치는 영향은 가중치를 도입하여 고려한다 이 때， ACLP의

변형율은 노심 중심에서 유효 반경방향까지 존재하는 모든 집합체를 고려하며， GP 변형율의 기

준온도는 노심 입구의 구조물의 온도이다

55C-K 계산모형에서는노섬 반경방향 열변형률을 단순히 ACLP와 GP의 열변형율 상관식으

- 121 -



로 구성하고 가중치 변수를 사용하여 SSC-K의 전체적인 반웅도 효과가 참조계산과 비슷하게 나

타나도록 조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참조계산이나 시험결과가 이용 가능한 경우는 나름대로 의미

가 있을 수 있지만 적용 범위가 지극히 제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SSC-K는

KALIMER-150 계산에서 GE의 PRISM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하여 ACLP와 GP의 가중치를 0.65
와 0.35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KALIMER-150 에 비해 노섬의 크기가 증가하고 노섬 설계 개념

이 변경된 KALIMER-600 에서 이틀 상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2) 상셰 노섬 반정방향 반용도 계산모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궤환 효과를 실제적으로 계산하기 위혜서는 역학적인 기구에 근거하여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율을 모의할 수 있는 상세 계산모형이 필수척으로 요구된다. SSC-K 노

심 반경방향 열팽창 계산모형은 핵연료 축방향 중심에 대웅하는 노섬 반경을 전 노섬을 대표하는

반경으로 가정하여 노섬 반경의 열변형율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가정으로는 반웅도 변화를 실제

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또한 노섬의 반경방향 변형이 그리드판과 ACLP의 열변형으로만 결정된

다는 가정은 집합체와 노심지지 구조물의 기하적인 구속관계를 너무 단순화한 가정이다. 더욱이

모든 집합체의 부하패드가 전 과도기간 동안 서로 밀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집

합체의 휩 현상을 모의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노섬 반경방향 팽창 반웅도 궤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SSC-K
의 단순 가정을 극복하고 보다 역학적인 기반올 제공할 수 있는 상세 노심 변형모형의 개발방안

을 설정하였다. 노심 반정방향의 반용도 궤환 계산은 우선 노심의 반경방향 열변형량을 계산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반용도 궤환량을 다음 단계에서 계산한다 개발한 계산모델은 공학적인 단순

모형과 복잡한 상세모형의 장점을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과도상태나 사고상태 시 노심 반경방향

형상 변화로 인한 반응도 궤한효과를 모의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복잡한 상세 계산모형

이 아니므로 계산시간 측면에서도 빠르므로 계통사고해석코드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궤환 시험은 미국 ANL이 수행한 바가 있지만 시험결과는 민감자료

(applied technology) 로 분류되어 있어서 FFTF 와 EBR-II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해석

모텔의 개념만이 일부 논문에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우선 ANL과 유사한 개념의 단일

집합체 휩 반웅도모텔을 개발하여 Phenix 시험 데이터로 모텔을 검증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획

득한 경험을 통해 추후 개선된 해석모텔을 개발할 예정이다.

3) 단일접합체 범 협모텔

단얼집합체 휩모텔은 비교적 단순한 공학적 해석모텔이면서도 기계구조물 설계 전용코드인

NUBOW와 같이 역학적 원리에 의해 집합체 휩 특성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 모텔은

FFTF와 EBR-II의 시험결과인 현상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ANL의 해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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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과 유사하다

액체금속 고속로의 경우 노심 내부영역의 출력구배는 비교적 평탄하다. 제어봉집합체 부근에

서 국부적인 출력 변화가 존재하지만 평탄한 전체 구배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노

심 내부에서는 집합체들의 반경방향 이동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한 반웅도 변화량은 크지 않다.

그러나 노심의 최외팍 핵연료 영역에 위치하는 집합체 열과 다음 바깥 집합체 열 사이에는 중성

자속이 매우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이 두 집합체 열 사이의 출력구배 역시 매우 크다 이들 집

합체의 반경변위 반응도가는 노섬이 균일하게 팽창한다는 조건에서 전 노심 반응도 변화량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3.2-18와 같이 노섬에서 중성자 분포가 급격히 변화하는 최

외곽 영역에 존재하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선정하여 노심 전체의 휩 변위를 대표한다고 가정한

다 이 때 선정된 집합체는 노섬 반경방향 변위에 대한 반웅도 변화가 가장 큰 동섬원 배열(row)

에 속하므로， 최대의 반경 변위 반웅도가를 가질 뿐 아니라 반경방향 온도구배도 가장 크다

노심 반경방향 반응도 변화량은 집합체덕트가 노섬 바깥 방향으로 움직언 변위에 비혜한다.

육각형 형상의 집합체덕트에서 마주보는 두 면의 온도구배는 출력구배가 가장 큰 집합체에서 가

장 크다. 육각형 집합체펙트의 온도는 인접하는 집합체와의 열전달파 집합체 내부의 벽면 근처에

위치하는 핵연료핀의 출력 영향을 받지만 핵연료핀의 출력이 더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는 큰 중생자속 구배의 영향으로 반경 변위 반용도가가 가장 클 뿐 아니라 같은 이

유로 인해 온도구배도 가장 크다. 따라서 이 집합체의 반정 변위 반웅도는 전 노심의 반경 변위

반웅도를 대신할 수 있다 선정된 집합체는 반경방향 온도구배 영향을 받고 있는 단순빔 (simple

beam)으로 취급하며， 노심 지지 구조물과의 접촉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간극이 유지된다고 가

정한다. 노심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 빔과 노심지지 구조물간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빔의

휩 형상을 결정하는 계산모형을 유도하고 휩 형상의 변화를 반응도 변화량과 연계시킨다.

앞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 핵연료 집합체를 그립 3.2-19처럼 휩이 자유로운 단순빔

(free-bow b않m)으로 모의한다 KALIMER-600 집합체는 ACLP와 TLP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

은 축방향으로 균질한 물성치를 가지며 탄성 거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육각형 집합체덕트의 휩

형상을 결정하는 미분방정식은 다양한 구속조건을 경계조건으로 취할 수 있으나， 어떤 조건에서

도 뱀의 변위를 나타내는 미분방정식의 혜를 대수 방정식 모양으로 얻을 수 있다. 반웅도 변화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노섬영역의 반경방향 변위는 최외곽 핵연료 집합체되트의 중심축이 아니라

최외곽 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계산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상태 또는 파도상태에서 빔이 가질 수 있는 하중조건에 따

라 휩 변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이다. 모든 기계적이고 열적인 부하조건에서 범은

그림 3.2-19파 같이 몇 군데에서 구속조건을 가질 수 있다. 우선 그리드판의 receptacle파 집합체

하단의 nosepiece 사이에 칸극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리드판에 단순히 끼워져 있

는 집합체 nosepiece와 receptacle사이에 칸극이 존재하면 집합체는 그리드판 접촉 부분에서 경사

지게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리드판이 열팽창하여 칸극이 없어지면 집합체는 그리드판과의

접촉 부분에서 항상 수직인 기울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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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초건

그 책에도 ACLP. 'I工P. 노심지져령(eRR)에셔 접합체와의 컵혹 여푸7}- 범의 협 형상올 쩔청

하는데 중요핸 역활올 환다. 이 때 지본쩍으로 펼요한 지하척 데이터는 다옴과 같마.

- 그려드환의 유효반갱

- ACLP획 최소 유효 반청(R1)

- TLP의 최소 츄효반경 따2}

- 최외팍 접합쳐l의 유효반청

- 노섬지지렴(CRR)의 유효반청 댐3)

그램 3.2-짧는 접합체의 휩형상을 도식화 한 것이며 x, y 화표의 철갱 휘척롤 보여준다. 그렴

에셔 수칙션올 기춘으로 잡합체 횡 변휘는 마음 척에 의해 컬청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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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 = 뺀랭 모멘토， N-m

x= 집합체 축상의 거려， m

I = 접합쳐l 딴면척의 관생모멘트，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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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탄생껴l수， N/m2

d 2y
El"::""":← =λX

dx" x

여기셔

y = 접합쳐l 촉혜 수칙안 거려， m
그햄 3.2-20 딴일접합쳐l 빔회 휩

현상

뺀I정 모벤트는 그려E환과 부하때E에셔 받는 합에 의하꺼나 집합체 펙트의 대용변

(flat-to-flat)에셔회 온도 차이로 인해 발쟁할 수 었다. 접합체의 반청방향 온도 구때는 댁트 때웅

변의 온도 차이이며 이는 노심 영역파 노심 상부 영역에서 다음 식에 의해 열쩍 뺀링 .£.땐트를

야기한다.

옆LαI1TID
El

(3.2-2)

여기셔

M T = 열척 뺀명 모멘트， N-m

cχ = 집합체 펙트의 전팽창껴I수， K-l

I1T ; 접합쳐l 때웅변의 온도차이， K

p = 접합쳐l 대웅면회 꺼려， m

중성자 쪼사의 영향도 깥은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쪽， 집합체 상란과 노심 상탄에서의 초

71 변위가 사용자 업랙 형태로 추어지면 프로그햄에셔 이률 뺀I정모땐트로 환산하여 혈척 뺀I정 모

멘트와 합하여 아래 식파 같이 접합체회 zf 위치에 부가시킬다.

M 1 =λ11T +λ1ll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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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λ;J2T +λ4

여기서

M lI = 노섬 영역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벤딩 모멘트， N-m

M 2I = 노섬 상부 영역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벤딩 모멘트， N-m

MIT = 노심 영역에서 열적 벤딩 모멘트， N-m

(3.2-4)

M 2I = 노섬 상부 영역에서 열적 벤딩 모멘트， N-m

중성자 조사의 영향이 모두 노심 영역에 부가되는 경우 집합체 상단과 노심 상단의 휩 변위

관계는 다음 식파 같다. 부하패드와 노섬지지링(CRR)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심 상

부와 하부는 수직 변위를 유지한다

Y2I = ι[1+3(L-a)/(a- 꺼 )J

여기서

YlI = ACLP의 변위， m

Y2I =집합체 상단의 변위， m

L = 집합체 길이， m

a = 집합체 하단에서 ACLP까지의 거리， m

xl = 집합체 하단에서 노심하단까지의 거리， m

(3.2-5)

집합체의 형상 데이터， 온도 구배， 중성자 조사 영향 퉁이 집합체의 휩 형상을 결정한다 그리

드판， ACLP, 노심지지링에서의 간극의 존재 여부에 따라 총 107]-지의 휩 형상이 존재할 수 있다.

ACLP와 TLP 위치에서 집합체의 휩 변위는 벤딩 모멘트를 고려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Y, =M1 (a- Xl)'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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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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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떼
rLνy (3.2-7)

여기서

Y" ~ ACLP의 변위， m

YL ~ TLP의 변위， m

M, ~ 노심 영역에서의 벤딩 모벤트， N-m

M , ~ 노심 상부 영역에서의 벤딩 모멘트， N-m

반응도 궤환 효파 측면에서는 노섬 영역의 휩 변위가 중요하므로 집합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부하조건에서 노심 휩 변위 (x， ~x~a )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식들에서

새로 정의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SGR ~ 그리드판에 수직선에 대한 집합체의 기울기

SGRλι-IX ~ 그리드판에 수직선에 대한 집합체의 최대 기울기

VGR ~ 그리드판에서 반경방향 반작용 힘

MGR ~ 그리드판에 작용하는 모멘트

p ~ 노심 부하패드에 작용하는 반경방향 힘

집합체 휩 계산은 그리드판과 집합체 하단 노플 사이의 간극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

지 경우로 구분되며， 각 경우마다 5가지 하중 조건에 대한 혐 형상을 구하는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립 3.2-21는 경우 1에서 경우 10까지의 집합체 휩 형상을 도식화한 것으로 그립에 나타난

집합체와 부하패드， 노심지지링 (CRR)과의 간극은 질제 스케엘이 아니고 휩 특성을 강조하기 위

해 확대하였다. 앞으로는 분맥에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외곽 핵연료집합체로 선정된

집합체를 대표집합체라고 명시한다.

가) 그리드판과 집합체하단 노즐 사이의 간극이 존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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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ACLP, RR, TLP 무접촉

집합체 열적 벤딩모멘트가충분히 크지 않아서 대표집합체와 ACLP나 TLP에서의 간극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의 집합체 휩 변위는 아래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변수 x는

xl보다 크고 a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 ACLP와 TLP위치에서 칸극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집

합체 변위가 결정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구속조건이 필요하다. 그리드판에서 집합체가 수직을 유

지한다고 가정하면 집합체의 휩 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형노집에서 출력이 중가

하면 열적 벤딩 모멘트가 증대되어 음의 반응도 궤환영향이 나타난다.

y(x) = -;:-;::;쭈~(x-xS

경우 2: ACLP, TLP 무접촉， CRR 접촉

(3.2-8)

집합체 열적 벤딩모멘트가 충분히 커서 집합체의 TLP와 CRR 사이의 간극이 없어지고 대표

집합체 바깥쪽의 모든 집합체들이 CRR 쪽으로 밀려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TLP에서의 구속 영향

으로 인해 대표집합체가 ACLP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노심 안쪽으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출력이

증가하면 노심 크기가 감소하여 양의 반웅도 궤환영향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경우 1)에서와 같이 추가적인 구속조건이 없으면 휩 변위가 결정되지 않지만 그 범위는 계산이

가능하다.

y(x)펴옳(x-x，)' +SORX

SOR = [is 햄[(a 갤(L-a) +빨] 햄떻]/L

경우 3: ACLP, CRR 무접촉， TLP 접촉

(3.2-9)

(3.2-10)

집합체 열적 벤딩모멘트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대표집합체가 TLP 위치에서 밀착된 집합체 영

역에 접촉하고 ACLP나 CRR에서의 간극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외곽

핵연료집합체들의 반경방향 온도구배가 바깥 부분 쪽으로 커지므로 출력이 증가하면 노심 형상

이 커져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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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싫파(x-x，)' + SORX (3.2-11)

SOR = [κ 함 [ (a-썩(L-a) +빨] 햄떻]/L (3.2-12)

경우 4: ACLP 접촉， TLP, CRR 무접촉

이 정우는 (정우 3)과 비슷한 조건이지만 집합체가 ACLP와 접촉하는 것이 차이이다. 부하패

드의 팽창이 그리드판의 팽창보다 크고， 더불어 열적 밴딩모멘트가 집합체의 부하패드 영역을 밀

착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조건에서 발생한다. 출력 증가는 노섬 크기를 증가시켜 음의 반웅

도 궤환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체의 휩에 미치는 열적 벤딩모멘트의 영향은

부하패드의 열팽창 효과의 30 - 40%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열적 밴딩모멘트가 과도하

게 커지변 노심 크기를 캄소시켜 양의 반응도 궤환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y(x)=싫파(x- 꺼)' + SOR X (3.2-13)

Q째
-
뻐

M
-Rcu

(3.2-14)

경우 5: ACLP, CRR 접촉

이 경우는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집합체의 휩 형상이다.

집합체의 열적 밴딩모벤트가 충분히 커서 TLP 위치에서 CRR과의 칸극이 없어지고， ACLP 위치

에서 대표집합체 내부의 밀착된 집합체들과의 칸극이 없어진 상태이다. 집합체를 노심 바깥쪽으

로 휘게하는 반경방향 온도구배가 정해지변 집합체의 변위는 결정된다. 노섬 출력이 증가하면

ACLP 영역의 열팽창과 열적 밴딩 영향으로 가장 큰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를 나타내므로 정상적

인 출력과 유량 조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다.

V~n x3 ex
y(x)=-」쇼-(X 꺼)' 놔.:::...._ "----'I"'''

6E1(a λi)'- -,/ EI 6 E1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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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숲[1- ~]

옮웬=[몫般-껴껴+햄짧[않뚱-껄쌓+흥號J[많[않￡운-1반]I
[(바(a3

_ 2a
2
L+ aL2 )매

옮= 본+쏠[뚱 뚱 옳] I(a-x,) 훨[강]

냐) 그리드판콰 집합체하단 노즐 사이의 간극이 존째하지 않을 때

(3.2-16)

(3.2-17)

(3.2-18)

(3.2-19)

이 경우는 그리드판의 열팽창 변위가 그리드판파 집합체 하단 노즐 사이의 설계 간극을 초파

할 때 발생한다 그 영향으로 그리드판의 집합체 접촉부위에 반경방향으로 반작용 힘이 작용하거

나 또는 힘과 함께 모멘트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드판 접촉부분의 구속조건으로 집합체의 휩

변위는 결정될 수 있다

경우 6: ACLP 무접촉， CRR접촉

이 경우는 경우 2와 비슷하지만 그리드판의 집합체 접촉부위에서 칸극이 없으므로 집합체는

최대 경사 (SGRMAX)를 가지고 기울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집합체를 바깔쪽으로 오목

하게 휘어지게 하는 반경방향 온도구배의 경우는 출력 증가가 집합체를 더욱 굽혀지게 하므로 양

의 반응도를 궤환시킨다. 그리드판 접촉 부분의 구속조건으로 집합체의 휩 변위는 결정될 수 있

다

y(x)=삶펴(x-xS +x넓 훨[칭] 뺨[증]

M GR _ ν L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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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짝 프~13(a λi) (L-a)+(a 꺼 )2l /2L3

£1 L3 £1 L- ,-- --'J ,- --J. ,-- --'J J

램[3(L-a)2J /2L3-3S0RMAX / L2

경우 7: ACLP 무접촉， TLP접촉

(3.2-22)

그리드판의 집합체 접촉 부위에 간극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외에는 경우 3과 비슷하고 집합

체의 경계조건은 경우 6과 동일하다. 그림 3.2-21에서 보듯이 반경방향 용도구배의 영향으로 집

합체의 끝단이 안쪽으로 휘어져 TLP와 접촉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밀착된 TLP 영역이 그리드

판의 유효반경보다 보다 클 때에도 발생활 수 있다. 따라서 출력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반웅도

궤환의 크기나 방향은 반경방향 온도구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y(X)=싫펴(X- Xl)' +X織 훨[칭] 魔[용]

MOR ν
L

E1 E1

V__ 3R .A끼 I_I I~ \2 l
-뿌=-4-」| 3(a- 꺼) (L-a)+(a-꺼 )21 /213E1 L3 EI L- \ -- --, J \ - -- J . \ -- --, J J

판13(L-a)2 1 /213 -3S0RMAX / L2
Ell' 'J

(3.2-23)

(3.2-24)

(3.2-25)

정우 8: ACLP 접촉， CRR, TLP무접촉

경우 7파 비슷하지만 집합체의 접촉 부위는 ACLP쪽이다. 경우 7과 같이 출력 증가로 인해 야

기되는 반웅도 궤환의 크기나 방향은 반경방향 온도구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y(X)=싫펴(X- Xl)' +xSORMAX 함[쓸] 량[증]

M OR Pa

E1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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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R P
£1 £1

부 쩔-쓰L노후r
£1 a3 £1 2a3 3Sα았MX / a

2

(3.2-28)

(3.2-29)

경우 9: ACLP, CRR 접촉

그리드판의 집합체 접촉 부위에 간극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외에는 경우 5~ 비슷하며 출력

이 중가하면 경우 5만큼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음의 반웅도 궤환효과를 나타낸다.

y(x)=싫펴(x- x，)' +x磁 함[흥] 뺨[증]

M~. P
-얻= (L-Q)-파L

£1 £1' £1

훨=붉[1+옮-젊]+쁨-참[직a-꺼 )(L-써a-꺼 )']/2L3

-함[3(L - a)']/2L' -3SGRMAX / L2

맥땀 횡}2 껴

닮 =1 램[[떻 룹]람L+[옳 찮 ~}a 꺼 )}a- x，) ’/
함[떻 룹]댐L+SGRMAX [a+앓 갚]

a3 [1옳-옮+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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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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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0: ACLP, TLP 접촉

이 경우는 대표 집합체 내부에 위치하는 집합체들의 부하패드 영역이 충분히 팽창해서 집합체

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상태이다. 출력이 증가하변 경우 5나 경우 9만큼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음의 반웅도 궤환효과를 나타낸다.

y(x)=싫폐(x 꺼)' + xSORMAX 쏠[칭] 쏠[강]

M~" P
-쑤=-(L-Q)-#L
£1 £1' '£1

VOR _ P 1 , ,a' 3a2
1 , 3R2

£1 £11"·213 2L2 1· L3

꿇[3(a 꺼 )(L-a)+(a λ;)'];213

함[3(L-a)2];213 -3S0RMAX / L2

겐[폼 흉]/2 껴

닮 =j 힘[[푼 칠]말L[옳 1옳 i}a 진 )}a 꺼) ’/
램[쯤 흉]쁨L+SORMAX [a+앓 쓸]

a
3 [1옮 옳+뿔 ~]

(3.2-34)

(3.2-35)

(3.2-36)

(3.2-37)

집합체에 작용하는 부하조건에 따라 위의 식들에서 구한 반경방향 변위와 정상상태 기준 온도

때의 반경방향 변위와의 차이가 결국 임의의 시점에서의 노섬의 반경방향 변형량이 된다. 노섬의

임의 축방향 위치에서 구해진 변형량에 반경방향 변위 반웅도가를 곱하면 각 위치에서의 반웅도

변화량이 된다 노섬의 축방향 노드는 축방향 출력 분포를 위해 세분화한 노드와 같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산상 편리하다. 이렇게 구해진 모든 축방향 노드의 반웅도가를 더하면 노심의 전체

반웅도 변화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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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반경방향 팽창에 대한 반웅도가 곡선은 노심이 균일하게 팽창한다는 가정 하에서 얻어진

다. 중생자 계산에서 집합체간의 피치를 증가시키면 노심이 균엘하게 반경방향으로 팽창하게 된

다 이는 그리드판이 팽창하면 항상 그리드판에 수직으로 꼽혀있는 집합체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과 동일하다. 이런 노물리 계산은 보통 일정하고 균일한 온도 조건에서 수행한다. 균일한 반

경변위 반웅도가가 원자로의 축방향 출력 분포와 같은 노드에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분포는 파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핵연료 영역에서 축방향 계산노드를 세밀하게

하면 각 위치에서의 반웅도계수가 필요하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노불리 계산이 추가적으로 요구

된다 기존 SSC-K계산모형과 같이 노심 반경방향 반용도계수가 단일 값으로 주어지면 유효 노

심 반경 변위를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장래에 집합체 내부 유로에서 국부적인 소륨 비등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상세영역의 반웅도계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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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부하조건에 따른 최외곽 핵연료집합체의 휩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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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henix 용경져료 용끽 잊 NRT 예비킥석

phenix NRT 시헝용 모의하기 전에 노심 빛 계흥혈1 예이터흩 용여하여 할천소의 구죠 몇

륙성용 파악하였으며 phenix NRT 사고와 판련원 광고문서로부터 파거 안욕하여 항생한 NRT

사고경위와 대용조쳐얘 대해 갱토하였다 기 학생원 ‘<ARS-LMR의 업력 벼oedock응 창고하여

NRT 시엉융 오의하기 해한 SSC-K의 다차원 노생 혈유져 오멸의 잉력용 싹생 중이다 ph<cix는

free-flowering 노심지겨 깨녕안에 안예 KALIMER→m온 피띠ted- Ire<• bow 깨엽의 노싱져지구

조올흘 "빽하고 았다 즉， KALIMER‘m온 노싱구속링이 정함찌다옐의 안경방향 횡융 ，.~하

찌안 phenix는 핵연료정앙1 의학에 ~는 비액연료갱합1 역트의 기져척 강생융 상대객으g 크

게 함으호써 핵연료정합체의 형용 제한하고 있다 갱함셰 형현상의 모옐링 흑연에서는

free- flowering 노생지져 개냉이 보다 영다

그혐 3.2-22·온 1989년화 l!lOO년.. phenix에셔 합’한 NRT 사고시 노십층혁용 나타내는 계흑

기의 중생자옥 신호이다 원인용명의 부 안용도에 의때 층력이 급히 명어지다가 안퉁하는 두 언

의 싹이즐 경향이 두 경우에 대혜 동힐하며， oj 예 과도응용력 차이는 사고시 초기용력이 다르기

예운이다 특히 마져악 용력 안증용 초기융력보다 오히려 농아 졌다가 갱지셰어용의 상업에 외혜

총력이 감소한마 그렴 32-22얘셔 우 언의 총력연용이 예우 ..용 350 ms 동안 옐생하었으므로

노싱 이외의 제용에셔 옐유져쩍 파도거용이나구조용의 영쩍 화도거풍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용

짖으로 횡단핀다 。}칙까겨 NRT 시헝져획이 확갱되져 앙아서 결갱항 수논 었지만 그영파 비슷

한 결와흩 영기 위한 시엉이라연 노성 내부안의 상세 영유체 ‘씌 .. 핵쩍 동륙성 계산융 연계함

으로씨 NRT 시앵용 모의합 수 있용 것으로 용단원다 。l 얘 노생 잉충구 조건용 정껴조건으호

셰종한다 상기 예산융 수쟁하기 취해 SSC-K의 다차원 노생 영수력 모융융 기반으로 하여 노생

영역의 열유동 계싼파 연계하여 안용도꿰환 "-파용 쩌산하는 독립객인 프로그영용 깨발하었마

이러한 땅엉은 노싱용 포항한 천1 계용의 혹도예석용수예하논 것에 비혜 업혁 마련파 찌산시간

흑연예셔 않용 노혁이 절약와논 장검이 있다

@

ιr
\

\:h~ 다 /\면
1닝71\ \‘{언

1 1\ 닌

g ↓ri℃ i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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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9"lal hom neutron flux chamber in P\-ENIX

" 잉’‘'11989. 2: WWI990)

그링 3.2-22 Phenix NRT 사고시 충력연동

136



제 3 절 안전해석 기반기술 개발

1. 철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 개발

가. 깨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제4세대 소융냉각고속로 고유개념은 최상위 안전원칙인 심충방어 개념에

따라 안전 설계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안전 설계목표는 사고 저항성의 극대화와 사고완화 설계대

책에 의해 확보되는데， 이를 위하여 과도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사고 조건에서 발전소 상태를 설

계기준 내에서 유지할 수 있음을 타당한 방법올 사용하여 보여야 한다.

발전소의 가상 과도상태나 설계기준사고 시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

석코드， 가정 및 입력 계산방법 등을 포함하는 해석기법의 총체를 평가방법론(Evaluation Mode])

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방법론은 평가대상의 설계가 확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하지만， 제4

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고유개념은 현재 개념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KALIMER-600 젤계를 기준

으로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을 개발하였다.

l 단계 (2007~2009)에서는 먼저 해석모델의 요건과 사고 시나리오별 주요사건을 결정하기 위

해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 Ranking Table) 수행지침서를 개발하였고， GECD 산하

NEA!CSNI가 주도하는 소륨냉각 고속로 PIRT 개발에 참여하여 안전현안 및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실험항목 풍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안전해석 시 중요한 설계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

론올 보완하였다. 특히 소륨냉각 고속로 집합체 절계특성으로 인해 고속로 안전성평가에서 특별

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부손상사고 해석에 적용할 해석코드와 해석방법론의 인허가 획득올 위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 작성과 더불어 이의 보완을 위해 적용할 해석코드의 상대적 평가도 수

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은 향후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냐. 코드 션정 및 주요 모탤 명가

액체금속에 대한 열전달계수는 주로 Fe 수에 대한 Nu 수로 상관식을 제시했지만， 관 내부의

경우는 각 대상 액체금속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므로， Fe (~ Re • Fr) 수 보다는 Re 와 Fr 수

각각에 따라 상관식이 결정된다. 관내부 열전달계수는 KALIMER 계통의 중간 열교환기(IHX)，

PDRC-의 AHX 및 DHX Tube 측에 적용된다.

반면에 봉다발 열전달계수는노심 핵연료 봉다발， IHX 및 DHX의 Shell 측 열전달계산에 채택

된다 노심의 경우 압력손질 계산에서는 Wire-wrap의 영향이 크지만， 열전달의 측면에서는 자체

의 열발생이 없고 열전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Wire-wrap에 대한 인자틀은 고려되

지 않는다. 또한 봉다발 지형은 Nu 수가 Fe 수뿐 아니라 봉의 밀집도(Compactness) 에도 의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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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 봉다발은 밀집하여 P!D 값이 주로 1.2 이내의 값이며， IHX 경우는 1.7 이상으로 설계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열전달 설험에는 액체금속으로 NaK, Hg, Na가 주로 사용된다.

1) 열천달 모옐 평가 및 최적 모댈 선정

가) 관 내부 유동 포텔

(l) Aoki 모텔[Aoki， 1973]

이 모텔은 열 및 운동량 전달에 대한 Eddy Diffusivity 연구결과를 소륨 열전달 상관식에 적용

했다. 열전달계수는 축방향으로 균일한 열속파 Sinusoidal 열속 조건에서 측정했다. 그 외에도 수

은(Mercurγ)의 비풍 열전달， 비퉁곡선， Bubble Growth Velocity, 비둥개시 과포화

(Incipient-boiling Sup!갚heat)에 대한 용해기체 (Dissolved gas) 영향， 소륨대류비둥에 의한 압력

변화(Pressure :fluctuation)의 Power spectrum에 대한 영향 연구도 수행되었다.

열전달과 운동량 전달 Eddy diffusivity 비 (ratio)의 평균 및 둥가 값， ψ가 액체금속의 열전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먼저 F 즉 εHI εM 의 이론적 계산이 시도되었다 De따tins ， 1951;

Deissler, 1952; Lykoudis, 1958] 여기서 εM 과 εH 은

Turbulent shear stress (깐)르 pu ’ u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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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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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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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η

εM - ψu’
(3.3-2)

ψ = Mixing Length for momentum transfer

그리고

-M

-
φ

HεP
C?q

(3.3-3)

εH = g"v ’ (3.3-4)

f ” = Randt1 M1X1ng I￡ngd1 for heat transfer

로 정의된다. Lykoudis는 ψ를 Pr 수 (Prandtl Number) 만으로， 그리고 Deissler는 P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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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let Number, Pe ~ Re • Pr)만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Dwyer는 Laminar boundary layer

(Layer 1)에서 ψ를 Pr 수와 Re 수를 독립적으로 표현해 이론식인

1.82
F=l------ 7ι

Pr(εM/vjmJ

을 유도했다 [Dwyer, 1963J. 또한 Kunz and Yer잉ums는 ψ에 대한 식으로

0= 1l. 5exvl- 0. 90 |
'l[SM/(λ /Cpp)r" )

(3.3-5)

(3.3-6)

을 제안하기도 했다 [Kunz and Yerazunis, 1969] 여기서 λ는 열전도도이다.

Aoki 는 Deissler 모텔을 수정했는데， Deissler 모텔에서는 Layer (총) 1에서 2로 이동하는

Eddy 에너지는 전도에 의해 주위로 상실되어 총 2에서 주위 액체와 혼합됨으로써 최종온도에 도

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Aoki 모텔은 Deissler 모텔과 열전달 과정은 같지만 층(Layer) 1에서 2

로 이동하는 동안 구형의 Eddy로부터대류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구형 Eddy

에서의 Stanton Number(St ~ Nul Pel를 이용해 St’의 Pr 수와 Nu 수의 의존성 즉，

Nu oc Reo.55 x PrO.8 호~ St’ 。c Re-0.45 x Pr-o.z. ~

을 고려하여

iiJ = 0.014Reo45 Pr0 2 {1 - e짜 71.8Re-0.45 ProDι)}

(3.3-7)

(3.3-8)

를 얻었다

원형관에서 Fully developed turbulent flow에 대한 열전달은 소위 Martinelli-Lyon 상관식

Nu = 7 + 0.025Peo8

에서 Eddy diffusivity 효과(ψ)를 고려하여

Nu ~ 7 + 0.025(iiJ Pef8

를 얻었다 [Lyon, 1951] 여기서 ψ에 대한 식 (3.3-10)를 대체하면

( 4繼~J
Pe - -----

이 된다 이런 배경에서 Aoki는 질험값들의 Fi깐mg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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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 6 + O.025{o. 014Re145 Pr12 (l_ e 지 8ReO4JPrO2)}08 (3.3-12)

을 제안하게 되었다 [Kuroyanagi et 머， 1970]

(2) SI며cher and Rouse 상관식[SI，마cher and Rouse, 1975]

이 모텔은 원형관내 F버ly Developed Turbulent 유동을 가정하고 Boundary Layer 근사법을

사용한다. 에너지 보존식

뚫[r(a + εH)뽕] = 균찮 (3.3-13)

올 무차원 변수를 정의하여 표현하고 적분하면

t+ = [Y+ 1 - ylJι ψ

ιo llPr + εH1v
ι

(3.3-14)

꺼
꿇-
v

웹챔종

t· = (to - T)파TF
qo" / pc

q。” = 앙뜨뽕
2 dx

qo = 내부벽면 열속

to = 벽면온도

t = 시간 평균온도

tm _ 관내 반경방향 평균온도

v = 관내 반경방향 형균유속

를 나타낸다.

그러나 식 (3.3-14)를 적분해서 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치적 적분이 필요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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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μ = 6. 3 + 0.0167 Reo.85 PrO.93

라 폐쇄형이 아니어서 실용적이지 못하다. 식 (3.3-14)의 열전도 부분， 즉 11Pr은 액체금속의 청

우 상대적으로 크므로 난류영향이 비교적 우세한 매우 큰 Re 수에서는 열전달에 기여도가 작지

만， 작은 & 수에서는 그 기여도 매우 크다. 특히 매우 낮은 Pr 수의 액체금속에 대해서는 최저

열전달 한계가 반경방향 열전도가 된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서 최소 열전달을 열전도에 해당하는

Pr 수로 가정하고， 경험식

(3.3-15)

을 제안했다. 이 식에서 6.3은 분자 열전토에 해당하는 11Pr 값이다. 따라서 최저 열전달은 액

체금속의 반경방향 열전도이다 [Kays and Crawford, 1980].

(3) Lyon 상관식 [Lyon, 1951]

Lyon은 에너지 보존식 식 (69)를 적분하여 Nμ 수를 계산하고 Pe 수에 대한 단순식을 제안했

다.

Nμ = 7 + O.025PeO.8

(4) 모멜 바교-분석

(3.3-16)

식 (68)의 상관식은 Nμ 수가 직접적으로 Pe 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Pr 수에도 의존함

을 뜻한다. Nak는 실험에서 주로 Pr = 0.014 ~ 0.021 범위의 값을 가지는 반면， Na는 약 0.0067

근처의 값을 갖는다. 즉 Na의 경우 Pr 수가 2배 이상 낮다. 서로 다른 Pr 수를 가진 Na와 NaK

액체금속을 분리해서 각각의 상관식， 즉 식 (3.3-12) , (3.3-15) , (3.3-16)과 비교해 그렴 3.3-1과

3.3-2에 각각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골

50

10

。 Baker am Sessonske

‘ SC 4J ins싸

• Kirillα

• Mikyey8V

····-81히 cher& Rouse
...... ‘ A。씨

---"Lyon

50

-'--s넘 cher& R(JJ se
······Lycn

5 10 2

Pe

10' 5 8 5 10 2

Pe

3
10 5 8

그림 3.3-1 NaK에 대한 실험값과 상관

식 예측 값 비교

그림 3.3-2 Na에 대한 질험값과 상관식

예측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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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낮은 Pe 수의 N와〈에서는 2개의 식 (3.3-12) , (3.3-15)이 비교적 잘 일치하지

만， Aoki 식의 경우 높은 Pe 수에서는 다소 과대 예측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륨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그러나 2개 액체금속의 비교에서 식 (3.3-15)이 전반적으로 보다 실험값에 큰접함을 알

수 있다. Borishanskii 실험값 [Aoki, 1973]에 대해 모든 예측 값들이 너무 과대평가된 것은 모텔

자체의 예측도 보다는 실험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사향으로 판단된다. 현재 자료의 추적이 어

려워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실험값에 비해 측정값이 모두 뚜렷하게 낮고 다른 Na 실

험값들이 모두 일관성있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저유량에서 모든 모텔들이 다소 불일

치함을 보여주는데， 아마 저유량에서는 반정방향 열전도 외에 축 방향 열전도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립 3.3-3과 그림 3.3-4는 각각 Aoki 모탤과 Sleicher and Rouse 상관식의 예측값과 실험앓

차이에 대한 돗수분포를 나타낸다. Aoki 모텔은 Nμ 수의 ±100 % 범위 내에 93.7 %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한편 Sleicher and Rouse 상관식도 과대 예측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결과를 보이지만

93.7 %의 실험자료가 Nμ 수 ±50 % 범위에 들어온다. 이를 근거로 할 때 Sleicher and Rouse

상관식을 관 내부 열전달계산에 적용함으로써 안전 여유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KALIMER 해석에 Aoki 모텔 대신 Sleicher and Rouse 상관식을 선정한 이유이다.

D
-150 -100 -50 0 50 100 150

Relative Error ('!o)

D
-150 -100 -50 0 50 100 150

Relative Error ('!o)

30 30

20J +100% l +100% J 20

EQI그。떠 1 II I~ Data짜〕。ψI그。이띠

lO J 1.111

그립 3.3-3 액체금속에 대한 Aoki 모델

의 예측 범위

그립 3.3-4 액체금속에 대한 Sleicher-ROlιse

상관식의 예측 범위

나) 봉다발 열전달

봉다발 지형은 KALIMER의 경우 노심 핵연료 봉다발과 중칸 열교환기 (IHX)의 Shell 쪽에

채태된다. 봉다발 지형은 Nμ 수가 봉들의 밀집도(Compactness)에 의존한다. 핵연료 봉다발은 밀

집하여 P!D 값이 주로 1.2 이내의 값이며 KALIMER 노심의 경우는 1.167이다. 반면에 표IX의

Shell 측은 대부분 1.5 이상이며 KALIMER 설계에서는 2.5이다.

Maresca and Dwyer 연구결과 [Maresca and Dwyer, 1964]에서는 원형봉의 제약없는 관다발

을 통한 수은의 명행유동 (In-line flow of Mercurγ 단lrough an unbaffled bundle of cir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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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s)에 대해 열전달 실험 Data를 획득했다. 등칸격의 3각 구조의 13개 봉을 이용해 실험이 수행

했다. 모든 봉 다발은 전기로 가열되어 엘정한 열속조건올 유지했다. 질험조건은 Fr = 0.02이고，

7,500 S; Re S; 2 x 105 이므로 150 S; Fe

S; 4,000 이 된다 그리고 걸이와 유효직경의 비는 4 S; Lf / D , S; 46 의 영역을 가지는 데， 여

기서 Lf는

입구에서 축방향 거리이고 ， D，는 봉다발의 유효직경(Equivalent Diameter) 이다. 이

상관식은 액체금속로의 노섬 및 Shell-and-Tube IHX에 적용 가능하다.

Dwyer [Dwyer and Tu, 1960]는 다발 내의 유로에 대한 유체속도 장을 이론적으로 구해서

Fully established turbulent flow와 균둥열속 조건에서 Nu 수를 계산했다. 그 결파를 바탕으로

반 경험식 (Semi-empirical equation)인

Nu = 0.93 + 10.81(P / D) - 2.01(P / D)2 + 0.0252(P / D)0273(ijJPe)08

70 S; Fe S; 104

1.375 S; P!D S; 2.20

(3.3-17)

을 제안했는데， 식 (3.3-17)의 Nu 식을 다른 연구자의 속도분포 자료를 이용해 적분해서

다음과 같은 최종 상관식을 얻었다

Nu = a+ β (ijJPef

a = 6.66 + 3.126 (P / D) + 1.1 84(P /D)'
β = 0.0155

r = 0.86

1.82
F=10------ 14

PreεM / v)nmx”

70 S; Fe S; 104

(3.3-18)

1.3 S; P!D S; 3.0

그림 3.3-5과 3.3-6은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와 다른 상관식 즉 Borishanskii

[Borishanskii, 1969]와 Graeber-Rieger [Graber-Rieger, 1973] 식들과 함께 식 (3.3-18)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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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Maresca and Dwyer 실험 자료와

모텔 예측값 비교 1
그림 3.3-6 Maresca and Dwyer 질험자

료와 모텔 예측값 비교 2

Borishanskii는 액체금속( Pr " 0.007 and Pr " 0.03 ) 열전달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

했다. 실험 봉다발은 정삼각 (equilateral triangles) 배열을 가진 7 개의 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P!D = 1.1, 1.3, 1.4 의 범위를 갖는다 봉다발의 봉 직경은 22 mm이고 P!D 값에 따라 Casing

직경은 76.8, 92, 107 mm 이다. Cell의 열수력 직경 (Hydraulic diameter)은 각각 7.35, 18.9,

25.5 mm 이다 냉각재 온도는 200 - 230°C 이다. 경계조건은 P!D 값이 작을 경우 중요한데，

일정 열속 조건을 사용했다. 설험결과를 분석하여

씨 = 21.1S*lo{-8. 12 + 12.76*(PID) - 3.6S*(PID)']

+ 0.0174* {l. - εxp[-6.0*(PID -l. )J}*(Pe - 200.)"

200. "Pe" 2200

Nu=24.1S* 얘-8.12 + 12.76*(PID) - 3.6S*(PID)']

Pe" 200

(3.3-19)

(3.3-20)

올 제시했다.

또한 Kalish and Dwyer [Kalish and Dwyer, 196η의 실험연구에서는 19 봉 다발을 사용하고，

Fully developed velocity and temperature profile 조건과 입구영 역 조건(enσance-reglOn

conditions)을 고려했다 실험 결과는 이론적 예측과 이전 수은(Hg)을 이용한 실험결과와 잘 얼치

했다. 유량이 적을수록 열전달계수가 작아 계면저항 (Interface resistance)이 유량에 매우 민감했

고， 불활성 밀봉기체 (Inert seal gas)의 열표연 출현으로 less-than-perfect wetting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수은에 대해서는 다음 2개의 상관식이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 Molecular-conduction regime (at low Pecle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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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 -2.79 + 3.97*(PID) + 1.025*(PID)'

+ 3.l2*logRε - 0.265*(log Rε)' (3.3-21)

2) Molecular-conduction/eddy-conduction regime (at medium and high Pecet

numbers)

Nu = a + β(ψPer

a = 6.66 + 3.l26(P ID) + 1.1 84(P ID)'

β = 0.0155

r = 0.86 (3.3-22)

기타 연구결과로 Graeber-Rieger는 N하〈를 사용하여 봉다발에 대한 설험을 수행했다 설험영

역은 Fe ~ 100 ~ 4300 이고， P!D (Pitch-to-diameter ratios)는 1.25, 1.60, 1.95 이다. 봉은 전기가열

및 Tube and Shell 형태로 이루어졌고 31-봉의 정삼각형 배열 (Equal lateral triangles)으로 구성

되었다. 봉의 벽면온도와 부수로 내부 냉각재 온도를 측정하여 Nu를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실험

자료를 Fitting 하여

Nu = a + bPe'

a = 0.25 + 6.20 P I d

b = -0.007 + 0.032 pi d

c = 0.80 - 0.024 pi d (3.3-23)

의 경험식을 얻었다

그림 3.3-7-12는 이들 연구에서 얻은 실험자료와 Borishanskii 상관식 (식 3.3-20, 3.3-21),

Dwyer 상관식 (식 3.3-23), Graber-Rieger 상관식 (식 3.3-24)을 상호 비교한 것이 다. Dwyer 상

관식에서 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εM 알려져야 하는 데， 이 값은 Todreas & Kazimi에 의해 P!D

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Regression 방법으로 식을 구해 계산했다 [Todreas & Kazim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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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멜칸 벼쿄.분석

각 모텔들의 예측범위 분석을 위해 설험값과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적합한 상관식의 정량적 분

석을 수행했다， 그림 3.3-13와 3.3-14는 현재 사용되는 Borishanskii 상관식 (식 3.3-20, 3.3-21)파

Schad-Modified 상관식 (식 3.3-26)에 대한 실험값 예측의 상대적 차이를 돗수분포로 나타낸 것

이 다. Borishanskii 상관식은 ± 30 % 내에 비교값의 97 %가 존재하며 이상적 인 정규분포와 접

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Schad-Modi 회ed 상관식은 비록 ± 40 % 내 100 %의 비교값이 존재

하지만， 적용범위 한계로 언해 분포가 불연속 할 뿐 아니라 비교 자료의 숫자도 적어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Borishanskii 상관식이 Pe 뿐 아니라 P!D의 적용 범위가 보

다 넓 다. 그림 3.3-15, 3.3-16은 역시 식 (식 3.3-20, 3.3-21)와 P!D > 1.6 에 대한 실험값과 비교

한 것이다. 그림 3.3-15는 그림 3.3-13의 결과에 비해 약간 아래로 치우쳐져 있어 과소 예측함을

볼 수 있다. 예측범위가 ± 40 % 이므로 그렴 3.3-16의 Graeber-Rieger 상관식의 예측범위 ± 30

% 보다는 다소 넓은 편이다.

따라서 제시된 봉다발 열전달 모델 중 일반적으로 P!D가 큰 값 ( ~ > 1.7) 일 경우는

Graeber-Rieger 상관식이 보다 실험자료에 접근한다. 그리고 노심 핵연료 봉다발과 같은 작은

P!D 값에 대해서는 Borishanski.i 상관식이 대부분 실험자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예측한다. 반

면에 Dwyer 상관식은 부수로 내의 유통분포를 계산해서 ψ값을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과 예측

성에서도 다른 모렐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50

때‘~
100%

97%
40% +40 %

35% +35% •

Pd=• 1 • 5

폐IJ III

30

며ta 3'11 ‘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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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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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Borishanskii 상관식 상대적
그렴 3.3-14 Schad-Modified 상관식 상대적

차이값 돗수 분포 (1.1~ P!D ~ 1.5)
차이값 돗수 분포 ( 1.1 ~P!D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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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Borishanskii 장관식 상대

적 차이값 돗수 분포 (P!D~1.6)

2) 마찰계수 명가 몇 최적 장관식 션정

노심 내 Wire-wrapped 봉 다발의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Pitch-to- eli따neter

Ratio(P!D), Wire lead-to-eliameter(표φ)， Re 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인자들의 이론적 상

관관계 규명온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험 자료와 비교하여 경험적 상관식이 사용된다.

노심 내 Wire-wrapped 봉 다발의 마찰계수에 대한 모델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노

심 유량을 Wire-wrap을 따라 흐르는 성분과 축 방향 성분으로 나누어 Wire-wrap에 의한 유속

증가분과 축방향 성분의 비를 근거로 모탤령한다. 즉， Wire-wrap에 의한 유속 증가분을 기본으

로 실험 자료와 비교하여 앞에 언급한 언자들을 고려한 경험식으로부터 Smooth Pipe에 대한 마

찰 종배계수(M띠tiplier) 상관식을 유도한다. Novendstern 모텔파 SSC-K에서 사용되는 모텔이

여기에 속한다. 두번째는 부수로 해석코드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Wire-wrap 봉다발(Rod

Bundle)의 부수로 마찰계수와 열전달 Mixing Par없neters에 대한 일관성 있는 Hydrodynamic 모

델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Cheng & Todreas 모델이다.

그렴 3.3-17은 이틀 3개의 모텔을 Cheng 실험 자료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SSC-K 모탤파 Novendstem 모텔의 경우는 천이영역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층류 빛 난류

의 경계에서 불연속인 거동을 보여준다. 비교 결과를 보면 Cheng & Todreas 모텔이 실험결과와

가장 근접하며， 충류의 천이영역에서도 불연속 없이 부드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3.3-18은 Cheng & Todreas 모델의 각종 실험값과 예측값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다. 대략

대청적인 분포를 가지며 ±25 % 예측범위 내 96 %의 실험 자료가 들어오므로 가장 신뢰도가 높

은 상관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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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마찰계수 모탤의 비교

그림 3.3-18 Cheng&Todreas 모텔 예측

값분포

3) 사고해석 영향 명가

현재 제4세대 SFR의 셜계 및 안전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고 시나리오 중 하냐는

소외 전원상실이다. 이는 극단적언 냉각기능 불능 사고로써 제4세대 SFR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피동계통의 유효성 결정에 매우 중요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차계통 뿐 아

니라 중간계통 펌프도 모두 정지하므로 일차계통 유량상실과 중간열교환기(IHX)를 통한 열제거

불능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 때 유일한 열제거는 안전동급 피동잔열제거계통인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심 냉각은 자연대류에 의존하게 된다.

이 사고 해석의 보수생을 위해 중간계통의 자연대류를 배제하여 사고발생과 동시에 표DC를 통

한 열전달은 없고， 정상적인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된다고 가정한다. 이번 해석

은 PDRC 작동조건 이전 단계의 일차계통 초기 자연순환 거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외 전원이 상실되는 0.0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0.2 초 후에 원자로가 정지하며， 펌

프 또한 정지신호 후 0.2 초에 모두 정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과도기 계산은 열전달 및 마찰압

력계수， 그리고 펌프 반감기 범위에 따라 피복재 최고온도를 계산하여 평가했다.

그림 3.3-19는 과도기 피복재 최고온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열전달계수에 따른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마찰계수에 따른 영향은 뚜렷하다. 펌프 반감기 (Halving Time) 18.0

초의 경우 마찰계수 +25 % 상한범위에서 약 97°C의 안전 여유도를 보이며， 기준 경우보다는 약

8°C의 여유도가 줄어든다. 반면에 반감기가 10.0 초인 경우(그렴 3.3-20) 는 안전여유도가 마찰계

수 예측범위 +25 %를 기준으로 약 750C로 줄어툴며 노심 내 역류도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해석

에 마찰계수 모댈로 인한 보수성이 고려되어야하며， 초기 역류방지를 위해서는 펌프 반감기가

10.0 초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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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피복재 온도에 대한 마찰계수

영향( "t1l2 = 18.0 s)

그림 3.3-20 피복재 온도에 대한 마찰계수

영향 ( "t1l2 = 10.0 s)

다. 국부손상사고 특정기술주제 보고셔 초안 작생

1) 개요

소륨냉각고속로 (SFR; Sodium Cooled Fast Reactor)는 노심의 조밀한 기하학적 특정으로 인

해 손상된 핵연료봉 파면이나 이물질이 집합체 내부로 유입되어 국부적인 유로폐쇄 유발 가능성

이 존재한다 유로 폐쇄는 폐쇄물 상부에서 냉각재의 국부적 재순환을 형생해 인근 온도를 상숭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연료 봉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

전생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로폐쇄 시 노심의 열수력 현상을 적절히 예측하고， 핵연료 봉의 건

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해석코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속로 개발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로폐쇄 해석 코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큰까지 이런 종류의 코드 확보가 지연됐었다. 이런 배경 하에 국내에서는 현재 개발되는 소륨

냉각고속로의 인허가에 대비하기 위해 집합체 유로폐쇄 해석용 코드인 MATRA-LMR기FB를 독

자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개발된 MATRA- LMR/FB 전산코드를 이용한 집합

체 유로폐쇄 해석방법론의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인허가기관이 요구하

는 양식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02-’06년도에 작성된 이론모텔

기술보고서， 실험자료를 활용한 검증해석 보고서， KALIMER 집합체설계 사고해석 보고서 동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주제별 기술보고서 작성의 목적， 유로폐

쇄사고의 특성파 관련된 사고 시나리오， 안전허용기준， 해석 전산코드의 적용범위 및 제한조건에

대해 기술된다. 본론 부분에서는 먼저 국내 액금로의 유로폐쇄 해석에 사용할 계획인

MATRA-LMR/FB 코드의 이혜를 돕기 위해 코드의 개발 과정을 설명한다 MATRA-LMR/FB

는 MATRA-LMR 코드의 수치해법 방법 수정， Wire-wrap 지지격자에 의한 유동저항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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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를 위해 분산유동저항 모텔의 적용， 난류 혼합 모델의 개선， 저유속에서의 혼합 차분법 적용

둥올 통해 개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 변경이력을 제2장에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MATRA

코드를 위혜 과거 이미 수행된 인허가 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

는 MATRA-LMR!FB 개발에 사용된 지배방정식， 수치해법， 주요 상관식 둥의 기술적 내용을 담

고 있다 제4장에는 MATRA-LMR!FB의 계산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자료를 활용하

여 수행한 평가계산 결과가 제시된다. Wire-wrap 설계의 연료봉 집합체를 이용한 ORNL의

THORS(Thermal Hydraulic Out of Reactor Safety) 실험자료， CEA의 SCARLET 실험자료， 그

리고 일본 PNC(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 Center)의 오아라이 공학 센터

(0따ai Engineering Cent앙)에서 수행한 37FC34/5-2/ 실험자료를 이용해 검증계산을 수행했다.

일반적인 코드 예측능력 평가를 위해 Liquid Metal Boiling Working Group(LMBWG)에서 수행

한 실험 중 독일 Karlsruhe에서 수행한 KNS 실험에 대혜서도 검증계산을 수행했다. 또한 검증된

타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위해 유럽에서 유로폐쇄 해석에 이미 적용된 바 있는 SABRE 코드의

KALIMER-150에 대한 해석 결과와 비교.분석한 내용도 포함된다.

제5장은 MATRA-LMR/FB 코드의 실제 액금로에 대한 적용방법론의 예시계산으로

KALIMER-600 개념설계[한도희， 2004]에 대해 집합체 유로폐쇄 사고혜석을 수행한 결과를 다룬

다. 최종적으로 제6장에서 이 보고서의 결론을 맺는다. 그 외 부록에는 MATRA-LMR기FB의 코

드구조， 부프로그램의 설명， 코드엽력 및 기하학적 형상엽력 설명과 기하학적 엽력생산을 위한

GEOM.exe 예제입력과 출력， 그리고 MATRA-LMR/FB의 예제엽력 둥을 수록하였다.

2) 쿄드 적용생 명가

MATRA-LMR!FB 코드의 예측 능력 평가를 위해 이미 수행된 KAL1MER-I50의 Breakeven

노섬셜계에 대한 SABRE4(Sub-channel Analysis of Blockage in Reactor Elements) 코드의 혜

석결과[Kwon， 2003]와 비교분석했다 SABRE4 코드 해석에서는 집합체 내부 유로폐쇄는 축 방

향 출력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폐쇄면적은 설계기준 사고인 6개 부수로 폐

쇄를 포함하여 24개， 54개 부수로 폐쇄 둥의 3가지 크기에 대해 해석했다. 폐쇄 크기는 반경 방향

의 넓이만을 고려하였으며， 폐쇄 넓이는 한 개의 핵연료 봉을 중섬으로 인접한 첫 열에 포함된 6

부수로 (그림 3.3-21), 첫 열부터 둘째 열까지의 24개 부수로， 첫 열부터 셋째 열까지의 54개 부수

로가 각각 폐쇄되는 정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쇄영역의 냉각재 투과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O(Zero)을 가정함으로써 냉각재가 유로폐쇄 영역을 전혀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모의했다. 그림

3.3-21은 271 개의 핵연봉 배치와 대상 집합체 단변을 보여주는데， 그립에 표시된 바과 같이 반경

방향으로 3가지 위치 즉， 집합체의 중심 (Center) ， 집합체 중심과 벽면간의 중간(Middle) ， 벽변에

인접한 가장자리 경우(Edg e)에 폐쇄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폐쇄위치에 따른 만캄도 분석올 또

한 수행했다. 반경방향의 부수로 위치는 A-A’ 단면에 대해 왼쪽 유로(337번)가 1번이며， 19번 유

로(l번)가 정 중앙이고， 38번 유로(334번)가 오른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중앙 유로 폐쇄

시에는 반경방향 18, 19, 20 번째 부수로가 노섬 중앙이다 부수로 번호는 GEOM 프로그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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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KALIMER-150 유로폐쇄사고 해석을 위한 입력 번호체계 및 유로폐쇄 위치

핵연료봉과 관련한 최소 입력을 이용해 자동으로 배분한 것이다. 다만 6개 부수로 폐쇄의 경

우는 참고로 집합체 벽면과 접한 부수로(그림 3.3-21의 334 번째 유로)가 포함된 폐쇄의 경우도

해석했다.

냉각재 평균온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핵연료 집합체(Hot Assembly) 의 총 발생

열량은 6.11 MW 이며， 운전 시 집합체 유량은 27.2 kg/s 이다 [Kwon, 200l]. 그러나 집합체의 입

구 경계조건은 집합체 내 유로폐쇄가 일어날 경우 폐쇄유로 개수에 따라 평균 유로면적이 변한

다 집합체 내 같은 합력강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합체 유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KALIMER-150의 셜계는 상당부분 KALIMER-600의 것과 유사하므로， 유량감소는 폐쇄면적 비

(比)가 KALIMER-600 해석 시 사용한 값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사용한 값을 그

대로 적용했다 [하귀석， 2004]. SABRE4 입력에서는 한 개의 노드길이를 둥칸격인 Wire-wrap 피

치의 1/6에 해당하는 3.44 em로 맞추기 위해 노섬 축 방향으로 103 개의 노드로 나누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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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MATRA- LMRlFB 입력에서는 수치해법의 제한으로 117 개의 등 간격으로 나누어서 한 개의

크기를 3.02 em로 하였다.

폐쇄 깊이는 한개 노드가 폐쇄되는 것으로 했고， 두 코드 모두 축 방향 출력이 가장 높은 지점

의 노드에서 폐쇄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는 유로 폐쇄 바로 상단에서 폐쇄면적의 크

기에 따라 상숭 냉각재의 속도가 매우 적거나 재순환 영역의 형생으로 냉각재 정체 시간이 길어

져서， 높은 출력으로 인해 높은 온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립 3.3-22는 핵연료봉의 노섬 내 상

대적 출력분포를 보여준다. 집합체 내부의 반경방향 출력 분포는 균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핵

연료가 장전된 ’Fuel Slug’ 부분은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집합체 중앙부분으로 부수로 엽구로

부터 112.36 em - 217.36 em (노드 # 38 - 72) 영역이다. KALIMER-150 노섬에서 출력이 최대

인 위치는 160.7 em ( 노드 # 54)이므로 이 위치를 포함하는 노드에서 유로폐쇄가 발생했다고 가

정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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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노섬 출력분포

KALIMER-I50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내 6개 부수로가 폐쇄되는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먼저

해석을 수행했다. 그림 3.3-23은 선택된 5개의 다른 높이에서 폐쇄가 없올 경우의 반경방향 온도

분포를 그린 것이다. 특별한 온도 첨두가 나타나지 않으며， 집합체 최고온도는 예상되었듯이 출

구에서 발생하지만 가장자리를 제외하면 거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가친다. 반면에 그림 3.3-24은

집합체 중앙 6개 부수로가 폐쇄되었을 경우의 높이에 따른 반경방향 온도분포 계산결과이다 유

로폐쇄가 없는 경우(그립 3.3-23)와 비교해 폐쇄 후류(Downstream) 영역이 주위보다는 높은 온

도를 가진다. 이 결파는 폐쇄물 후류영역에서 혼합(Mixing)효과는 작고， 국부적인 온도분포가 형

성됨을 말해 주고 있다. 폐쇄

지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국부척 효과는 줄어들면서 횡류에 의한 혼합효파가 점점 증가해 주

위와의 온도차는 줄어든다. 이런 점 때문에 사고인지를 위한 노섬출구 온도감지에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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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립 3.3-25와 3.3-26은 부수로 폐쇄가 없는 경우와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축 방향 온도

및 유량분포를 보여준다. 가장자리 영역을 제외하면 반경방향 온도구배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

는데， 가장자리의 용도 감소는 상대적으로 전열면적의 감소와 집합체 벽면과 접한 부수로의 면적

이 작아 유속이 빠르기 때문이다. 폐쇄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반경방향 중앙 6개 부수로가 폐쇄되

었을 경우에는 폐쇄영역 바로 상단에서 냉각재 속도가 줄어들어 냉각재 이동시간이 길어져 온도

가 증가한다. 또한 폐쇄 후류 영역 밖의 주위 냉각재와는 혼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심출

구까지 온도분포가 유사하게 유지된다. 그림 3.3-27의 높이별 반경방향 횡단면의 온도분포 결과

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구 부근에서는 선회류(Swirling flow) 영향으로 혼합효과로 중앙

온도차가 줄어든다. 그림 3.3-27에서 온도 분포가 한 쪽으로 편향되는 것도 선회류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그렴 3.3-26에서는 단변의 위치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해석 결과에서 집합체 내 냉각재 최고온도는 저속도 영역인 폐쇄 바로 후단이 아니고， 핵

연료 Slug 영역에서 가열된 후 핵연료 Slug가 끝나는 다음 노드언 73 번째(집합체 업구로부터

220.5 em)에서 예측되었다. 그려고 반경방향으로는 그림 3.3-37의 A-A ’ 단면에서 좌로부터 18
번째 부수로에서 최고온도가 발쟁한다. 정 중심 부수로는 19번째이므로 이 노드는 중앙에서 왼쪽

에 위치한 부수로인데， 중심 3 개 부수로의 온도차는 2.5°C 미만이다. 따라서 폐쇄 후류 영역에

서 집합체 최고 온도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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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중앙 6개 부수로 혜쇄 시 높이에 따

른 반경방향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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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폐쇄

상류 52번 노드 (155.5 em)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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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혜

쇄 후류 60번 노드 (179.7 em)의 온도분포

없-$
$
m
$
$
%
g
g

짧
g
g

쩌g
g

쐐g
g

빼

10 20 30
%뼈최 9iH:hn냄Nl.rTber( I )

그림 3.3-26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축 방향온도 및 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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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폐쇄

후류 55번 노드 (164.6 em)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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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폐쇄

후류 80번 노드 (240.1 em)의 온도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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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3-31 6개 중앙 부수로 폐쇄 시 접합 그립 3.3-32 6개 부수로 폐쇄 시 폐쇄위치에

체 출구 (351.9 em)온도분포 따른 반정방향 온도 분포

그림 3.3-32는 부수로 폐쇄 위치에 따른 집합체 최고온도 발생 축 방향 지점의 온도분포를 보

여준다. 집합체 중심에서 유로폐쇄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온도를 보여주며， 집합체 중간

과 가장자리에 유로폐쇄가 발생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폐쇄 후류의 폐쇄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

난다. 다만 집합체 벽면파 접한 유로의 폐쇄 시에는 벽면효과로 인한 강한 선회류의 영향으로 폐

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국부적 현상 없이 거의 균질한 온도분포가 나타나고， 최고온도는 부수로

출구에서 발생되었다. 그 외에는 각 폐쇄위치에 대한 최고온도의 발생위치가 모두 같은 축 방향

높이 (73번째 노드)이고， 반경방향으로도 폐쇄 영향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선회류에 의한

비대칭이 전체 집합체 유로의 혼합(Mixing)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3-33은 중앙부수로 폐쇄 시 SABRE4 계산결과를 도시하고 있는데， 그립 3.3-26의 결과와 축 방

향 둥온션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얀다. 그립 3.3-34와 3.3-35은 집합체 반경방향 중간 및

가장장리 부수로 폐쇄의 경우온도 및 유량분포를 나타내는 데， 그림 3.3-36 및 3.3-37의 SABRE4

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집합체 내부 유로혜쇄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폐쇄 위치를 포함해서 크기에 대해

서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폐쇄위치는 6개 유로폐쇄 시와 마찬가지로 축 방향 뿐 아니라 반경방향

으로도 집합체 중심 (Center) , 집합체 중심과 벽면 중간 (Middle), 집합체 벽면 근처의 가장자리

(Edge)에 폐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축 방향 폐쇄 위치도 6개 유로폐쇄 시와 같은 지점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그림 3.3-38와 3.3-39는 24개 및 54개 부수로의 폐쇄 경우에 대한

축 방향 옹도분포를 계산한 결파이고， 그림 3.3-40~꽉 3.3-41은 이에 대웅한 SABRE4의 계산 결과

이다. 폐쇄효과는 6개 부수로 폐쇄 시와 마찬가지로 폐쇄 영향의 국부적인 현상이 두드려지며， 두

코드 모두 펴1 쇄지점 바로 상단 보다는 약간 높은 지역에서 온도 구배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런 점에서 두 코드의 계산결과는 상호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부적인 폐쇄 영향이 나타나고， 하류로 갈수록 온도구배가 작아짐을 볼 수 있다. 즉，

상단으로 가면서 혼합효과가 강해짐을 의미한다. 특히 폐쇄면적이 클수록 폐쇄 바로 상단에서 재

순환 영역이 냐타나는 데， 이는 그림 3.3-42 및 3.3-43의 결과를 통해 역류 발생을 확인할 수 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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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쇄 영역이 를수록 재순환 영역도 넓어지고， 냉각재 정체시간 또한 증가하여 더 높은 최고온

도가 계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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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33 6개 중앙 부수로 혜쇄 시 축

방향 온도 분포 (SABR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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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6개 가장자리 부수로 폐쇄 시 축 방향 온도 및

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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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은 MATRA-LMRlFB와 SABRE4 코드로 해석한 결과를 정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집

합체 최고온도 및 출구 최고온도의 크기 뿐 아니라， 발생한 반경방향 부수로 및 축 방향 노드번

호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Cen않r는 집합체 중앙， Mid버e은 집합체 중앙과 벽면 중간， Edge는 집

합체 가장자랴， 그리고 Comer는 벽면파 접한 부수로를 포함한 폐쇄 위치를 각각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로 폐쇄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노심 최고온도는 증가하는데，

이는 재순환 영역이 넓어져서 상대적으로 냉각재 가열 시칸이 길어지기 때문이다.54개 부수로

폐쇄 시를 제외하면 MATRA-LMR!FB 코드가 최고온도 크기에서 약 10 °c 내외 정도로 과소

펑가되었다. 가장자리 폐쇄 시에는 집합체 벽면 효과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한 선회류(Swirling

flow)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집합체 내부로 횡류(Cross flow)가 발달되어 혼합효과는 증가해

다소 낮은 온도가 계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집합체 벽면에 접한 6개 부수로 폐쇄 시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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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선회류 영향이 더욱 뚜렷해， 집합체 최고 온도가 다른 경우와는 달리 노심출구 근처에서 발생

한다.

선회류의 예측은 코드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개 가장자리(Edge) 부수로 폐쇄의 경우는

MATRA-LMRlFB가 폐쇄 영향권 (W밟e)을 벗어난 13번째 부수로에서 최고온도를 예측했고，

반면에 SABRE4 경우는 29번째 부수로에서 발생했다. 모든 경우에서 MATRA-LMRlFB의 최대

온도 발생지점이 SABRE4에 비해 엘관성있게 집합체 중앙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결과를 볼 때，

MATRA-LMRlFB가 상대적으로 SABRE4에 비해 중앙 쪽으로 강한 선회류를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최대온도 발생위치는 상호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SABRE4의 경우 축 방향으로 핵연료 Slug의 끝 노드인 212 - 216 em에서 최대온도를 갖고，

MATRA-LMRlFB도 이와 유사하게 대부분 최대온도를 축 방향 73번째 노드 (220.5 em)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벽면과 접촉한 6개 부수로 폐쇄의 경우 도 두 코드 모두 최대온도

발생지점을 출구위치로 예측한다 이와는 달리 54개 중앙 부수로 폐쇄의 경우는 SABRE4에서 55

번째 (164.6 em)인 반면， MATRA-LMRlFB의 경우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73번째 노드에서

최대온도가 발생한다. 또한 54개 중앙 부수로 폐쇄의 경우는 위치 뿐 아니라， 온도 크기에서도 차

이가 너무 크다. 이 결과를 볼 때 폐쇄면적이 클 경우에는 재순환 및 선회류 예측에 대한 코드들

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최대온도의 발생위치는 부수로 폐쇄면적에 따라 각각 다른 위치에서 발생한다. SABRE4는 54

개 부수로 폐쇄 시 약 825 DC 정도로 최고온도를 계산했는데， 다른 계산과 비교해 매우 비정상적

인 큰 값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림 3.3-44와 3.3-45에 볼 때 이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특이한

냉각재 거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MATRA-LMRlFB 계산 (그림 3.3-45)에서는 오히려 54개

가장자리 부수로 폐쇄 시 가장 높은 온도가 예측되고， 다른 정우와 달리 첨두가 2개 나타나며 왼

쪽으로 편향된 분포를 보인다. 이는 벽면효과에 의한 재순환 형태가 다른 폐쇄 경우와는 달리 폐

쇄 근처에서 상대적인 정체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3-46의 결과에 의하면 폐

쇄물 바로 상단인 55번 노드에서 가장자리 폐쇄의 경우가 다른 위치의 폐쇄와 비교혜 전체적으로

낮은 역류량을 보인다. 특히， 다른 경우는 항상 56번 노드보다는 55번 노드에서 역류량이 큰 것으

로 나타나지만， 가장자리 폐쇄의 경우는 그림 3.3-47에 보듯이 %번 노드가 55번 노드보다 역류

량이 오히려 크다. 결과적으로 가장자리 폐쇄 근처에서 냉각재 정체기간이 길어져 55번 노드에서

보다 높은 최대온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3.3-48의 축 방향 유량분포

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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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9는 MATRA-LMRlFB와 SABRE4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식화 해 비교한 것이 그림 3.3-50이다. 그림 3.3-50의 결과를 볼 때 모든 예측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두 코드 계산결과는 상호 엘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4개 중앙 부수로 폐쇄를 제외하면 MATRA-LMRlFB가 SABRE4에 비해 최대 약 25°C 정도

과소평가하며，출구온도의 경우는 이보다 더 작은 약 15 °C 이내로 과소 예측한다 54개 부수로

폐쇄 경우에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폐쇄 위치에 따라 과소 혹은 파대 예측을 하고 있다.

특히， 설계기준사고인 6개 부수로 폐쇄 시에는 두 코드의 예측결과는 서로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온도계산에 가장 큰 변수는 재순환 영역의 예측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유동 및 온도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소규모 실험을 통

한 운동량 뿐 아니라 에너지 혼합모텔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검증계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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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MATRA-LMR/FB 비교계산 결과 종합:SABRE4 계산결과

Sizes 6 sub-chann리 blockages 24 6ft∞bkcahgaensnel 54bslobckcahgmes1Il 리

Bp。laslkdaognes No Center Middle Edge Comer Center Middle Edge Center Middle EdgeBlockage

Radi떠 Node# 15 18 26 34 13 20 28 33 19 28 26
(Assembly

(20) (29) (34) (16) (20)
Max. Temp,)

Axial Node # 117 73 73 73 117 73 73 73 73 73 55
(Assembly

(117) (71) (72) (72) (117) (72) (55)
Max. Temp,)

Radial Node # 15 18 26 13 13 20 28 32 20 28 31
(Outiet Max.
Temp,)

(18) (28) (29) (16)

Max. Temp. 580.4 600.8 591.3 595.2 580.1 650.2 652.9 635.8 701.1 705.9 735.5
(Assembly,

(돼0.3) (608) (612) (602) (51:써) (655) (656) (656) (825) (711)。C)

Max. Temp. 580.4 588.4 579.2 않6.9 580.1 621.0 620.5 605.9 666.8 666.1 655.9

(Outiet, "C) (590.3) (597) (597) (당l!J) (51:웠) (620) (620) (614) (696) (654)

마. KALIMER-600 PIRT 개발

1) 개요

가)PIRT 방법론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때d Ranking Table) 절차는 미국 NRC의 주도 하에 1989년

에 Code Scaling, Applicability and Uncertainty를[3-21] 평가 방법론 중 일부로 개발되었다. 정

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의 인허가 계산방법인 보수적 계산모델(evaluation mode])을 최

적계산(best es디mation)과 불확실도 평가방법으로 대체하기위한 방법론의 얼부로써 사용되었다.

이후 PIRT 절차의 개발과 다양한 적용사례를 통해 PIRT는 정형화된 주관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서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특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 절차를 문서화하여 그 과정을 명

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었다.

PIRT는 과도사고 시 발전소 거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현상 및 과정과 이와 연계된 발전

소 계통， 장치들을 파악한 후， 예상되는 과도거동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정들을상

대적 중요도에 따라 둥급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표시방법이다.PIRT의 유용성은 원자로와 같은

복장한 계통에서 중요한 현상들을 비교적 빠르고 효과적으로도출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PIRT 절차의 주 기능은 발전소 과도거동의 성능표식자로서 파도거동 시 상

대적으로 중요한 계통， 장치， 현상 및 프로세스 둥을 도출하는 것이다.PIRT의 부수적인 기능으

로서는 안전해석 전산코드를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주요 모델올 중요도에 따라 도출하거나，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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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 포함된 모델들의 개별효과시험 (SET)과 종합효과시험(lET)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마지막으로 안전해석 결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방법론

설정 시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PIRT 절차는 경수로의 ECCS 최적 평가방법론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경수로에 대한 적용사례

와 그에 대한 PIRT 결과물은 문헌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적용된

PIRT 경험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액금로인 KALIMER-600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

함과 더불어 일부 섣계기준사고에 대해 예비 PIR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KALIMER-600 안전해석을 위한 사고 시나리오 도출파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개발파 모텔 검증

실험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냐) KALIMER-600 PIRT

본 연구기간 동안에는 과거 KAERI가 SMART 원자로를 대상으로 수행한 PIRT 경험을 기반

으로 하고 국외의 다양한 PIRT 결파를 참고하여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에 적용할 PIRT 수행
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대표적인 KALIMER-600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예비 PIRT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VHTR PIRT작성을 위해 발간된 US NRC의 NUREG/CR-6944 [3-22]와 SMART
원자로에 대한 PIRT 결과를 분석하였다. 원자로의 설계특성에 따라 해석 대상사고의 물리적 현

상， 시나리오별 주요사건， 중요도 평가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륨냉각고속로의 엘반적인 특

성뿐만 아니라 KALIMER-600 의 고유 절계특성올 함께 고려하여 KALIMER-600 PIRT를 개발

하였다.

US NRC는 PIRT가 원자로계통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임올 인정하여， 신형원자로의 안전성

평가 시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위해 PIRT를 활용할 것을 Reg. Guide 1.203 [3-23] 에서 제안하고

있다 KALIMER-600 은 혁신적인 개념의 피동안전계통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인

참조 발전소가 없으므로 PIR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할 필요가 었다. 또

한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검증을 위한 열유체 질험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건전개 과정에 수반되

는 물리적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모텔파 필요한 실험 데이터베이스 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KALIMER-600 은 안전해석코드 검증파 확인 절차에 대한 규제기관의 엄격한 요

구가 예상되므로 전산코드 해석능력에 대한 요건 도출과 검증실험 계획 수립에 PIRT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NENCSNI가 주도하는 소륨냉각 고속로 PIRT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소륨냉각 고속로의

안전현안과 향후 실험 및 연구개발 항목 둥에 대해 해외 전문가의 정보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국제공동연구 (TAREF) 에서는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륨 실험설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으며 고속로 안전을 위해 펼요한 연구항목과 실험들에 대해 각국의 의

견을 교환하였다. 수차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소륨냉각고속로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술적 현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현재는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기 앞서 참여국들의 검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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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LIMER-600 PIRT 개발

가) KALIMER-600 PIRT 개발범위 및 철차

PIRT는 기존 설계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개념단계의 설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PIRT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념설계가 대중에 미치는 위험도나 잠재적으로

안전여유도와 관련된 중요한 물리적 현상과 이슈들을 도출할 수 있다. 신형원자로의 젤계개념을

평가하는 데에 PIRT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예가 참고문헌 [3-24]에 소개되어 있다.PIRT를 사용

하여 복잡한 계통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불확실도가 크거나， 기술적 도전이 필요

한 부분 동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PIRT는 물리적 현상들의 중요도， 개념적인 모탤의 적정생， 검

증 및 실험의 적정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PIR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

상이 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다

기기와 계통들로 복잡하게 구성된 KALIMER-600은 원자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

건이 발생 가능하다. 특정 사건의 경과기간 동안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중에 어떤 현상들은 다른

것에 비해 원자로 안전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질이 PIRT의 기본개념이다. 이때 현상

은 원자로 계통이나 기기에서 실험적으로 관측 가능한 물리적 거동을 의미하거나， 특정한 원자로

/계통/기기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이거나 공학적인 변수， 원자로 공정변수 둥이 될

수도 있다.

냐) KALIMER-600 PIRT 개발철차

PIRT 목적올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된 문제영역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펼

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KALIMER-600 PIRT를 수행하기 위해

PIRT 위원회의 참여위원을 선정하였다 PIRT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PIRT 결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KALIMER-600 계통설계 및 안전해석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수년간 경험올 가친 안전해석 분야， 노심 열수력 설계분야， 유체계통 절계분야의 전문가와 그리

고 소륨 실험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어떤 현상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는 참여위원의 심사숙고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KALIMER-600 PIRT는 다음 9가지 단계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PIR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시나리오를 우선 선정혜야 하며， 다음에는 시나리오 동안 작동하거나 시나리오에 잠재적 영

향을 미치는 주요 계통 및 기기를 도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PIRT 단계별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서화함으로써 향후 참고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KALIMER-600 PIRT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선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PIRT 적용결파를 기술한다

1 단계: 기술현안 정의 (Define the issue)

2 단계: 구체적인 목적 정의 (Define the specific objective)

3 단계 : 정보 데이 터 베 이스 확보 (Obtain database information)

4 단계: 하드훼어와 시나리오 정의 (De죄ne hardware and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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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FOM 설정 (Establish the :figure of merit)

6 단계: 불리적 현상 도출 (Identify phenomena)

7 단계 : 상대적 중요도 순위 메기기 (Importance rar뼈ng)

8 단계: 지식수준 평가 (Knowledge assessment)

9 단계:PIRT 결과 문서화 (documentation)

(l) l단계: 기술현안 정의

PIRT 위원회는 “왜 우리가 PIRT를 수행하며， PIRT 결과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라는 질

문을 염두에 두면서 PIRT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기술적 현안은

KALIMER-600의 원자로 젤계 및 핵심 안전계통 개념들이 제4세대 원자로의 목표를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개선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기술현안

의 정의는 제4세대 원자로의 설계목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펼요한 세부 물

리현상으로까지 좁혀진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KALIMER-600 PIRT는 안전해석 전산코드와

기술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현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KALIMER-600 인허가를 지원하

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다

(2) 2단계: 구체적언 목적 쟁의

PIRT 성파물의 초점， 내용， 의도를 정의함으로써 PIRT 목적을 분명히 명시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PIRT에 투입할 노력파 가용 자원 둥에 대해서도 미

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PIRT를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수행할지는 가용자원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가용 자원과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PIRT 수준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PIRT

기법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 수준 이상의 상세한 PIRT를 계획하거나

또는 가용 자원이나 연구비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상세한

PIRT룰 수행하는 것은 무모한 엘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업무 분

량을 정의할 펼요가 있다.

PIRT 목적은 “기술현안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하는 관점에서 최종 성과

물을 셜정해야 한다. PIRT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목적과 세 개의 부차적 목적을 가친다. 주목적

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건 진행과정 중에 발전소 거동에 포함되는 계통， 기기， 과정 및 현상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부차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개별효과 시험 또는 종합효과 시험의 수행으로 발전소의 물리적 거동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 발전소의 불리적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전산코드의 능력 및 검중에 대한 평가

- 전산코드의 종합적인 불확설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물리적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의 도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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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l미!lER-600의 셜계의 진전에 따라 구체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PIRT는 넓은 범

위의 상세한 PIRT 업무가 펼요하겠지만， KALIMER-600의 주요 셜계 목적을 단순 검토하는 정

도는 개념셜계 내용을 활용한 예비 PIRT로서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PIRT의 구체적인

목적은 KALIMER-600 의 정상운전에서부터 가상사고까지의 전체 파도사건에서 안전관련 현상들

을 도출하고， 현상이 평가기준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틀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

하게 모사하기 위한 현재의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3) 3단계: 정보 데이터메이스 확보

PIR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경정보틀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배경정보는 상세 계통설명， 사고 진행 설명， 사건 개요， 발전소 모의계산 및 실험 결과 둥이다 최

신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발 중인 PIRT와 관련이 있는 물리적 현상 및 프로세스와 하드웨어에

대한 적절한 해석적 및 실험적 지식을 포함한다. PIRT 참여위원은 PIRT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

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최선 지식을 보유하고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펼요한 정보는 민감도 해석， 실험자료， 실험자료에 대한 해석， 전산코드에 의한 실험 모의， 발

전소 거동에 대한 전산코드 해석 등을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PIRT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PIRT 위원회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품질검증이 될 수

있도록 문서화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공동판단은 수집된 최신정보에 기반하여 적절한 근거에 의

해 이루어져야 한다. KALIMER-600 PIRT를 수행하기 위해 KALIMER-600 개념설계보고서 및

현재 설계단계에서 확보된 계통 및 기기 셜계자료， KALIMER-600 및 해외 소륨냉각고속로에 대

한 안전해석 보고서， 경수로에 대한 PIRT 보고서 둥을 활용하였다.

(4) 4단계: 하드웨어와 시나라오 청의

PIR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계통， 기기， 계측기， 시나리오 둥에서 PIRT 목적과 관련되

는 구체적 하드웨어와 사건 진행과정 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선정할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까지 자세히 분류할지는 참여위원틀이 토의하여 결정한다 예를 틀어 관섬 있는 현상을 일차냉각

재계통에만 국한하거나 주어진 경계조건에 의해 원자로건불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다면 원자로건

물을 관련 하드웨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발전소 셜계에서 모든 사건 시나리오에 공통

으로 작동하는 능동적인 원자로계통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계통이나 하부계통은 특별한 시나리오

에서만 작통한다.

시나리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통들을 PIRT를 위한 발전소의 펼수 계통으로 정의하여야 한

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일차냉각재펌프가 주요 발전소 하드웨어에 포함되

지만 소외전원상실사고 시나리오 정우에는 전원이 없이는 펌프 기동이 불가능하므로 배제하여도

된다 따라서 PIRT 대상사고와 관련 있는 주요 하드웨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통이나 하부계

통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PIRT 목적올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워l 어를 적절히 선정

함으로써 주요 이슈를 흐트렬 수 있는 불펼요하고 복잡한 하드웨어를 제거할 수 있다

물리적 현상의 상대적 중요도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다. 시나리오를 몇 가지 단계 (phase)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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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는 것은 현상의 중요도는 시나리오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하

드혜어와 시나리오가 중복하여 혼합되어 있으면 PIRT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시냐리오에 대한 기본 PIRT를 우선 개발하고， 차후에 추가적인 하드웨어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또 다른 PIRT를 개발하는 것이 효파적이다.

하드웨어의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기기들을 가능한 체계

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도웅이 된다 분류된 기기는 사던 시나리오가진행되는 동안 대처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드웨어를 계통별로 분류함으로써 사고 시나리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통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때 분류구조는 계통， 부계통， 기기 순으로 세분화 하며， PIRT에서 요

구하는 상세도에 따라 필요하다면 더 세분화된 구성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KALIMER-600의 주요 계통 및 기기들을 PIRT 참여원의 합의를 거쳐서 표 3.3-2와 같이 선

정하였다. 표 3.3-2는 PIRT에서 고려한 계통 및 기기들 중 엘부만을 사례로써 제시한 것이다.

KALl미ffiR-600은 개념설계 단계 중이므로 기기 또는 부품들에 대한 상셰 설계자료가 부족하므

로 각 사건 시나리오와 직접 관련 있는 상위수준의 계통 및 기기를 도출하였다 즉，

KALIMER-600을 핵연료 및 원자로심， 일차열전달계통 (PHTS), 이차열전달계통(IHTS)， 잔열제

거계통(RHRS) ， 원자로정지계통 동으로 분류하였다. 특별히 소륨냉각고속로의 고유안전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플러나 소륨밀도 변화， 핵연료집합체 및 노심 구조물의 열팽창에 의한 반

웅도궤환 효과 등을 고려하였으며， 원자로 정지 후， 자연순환유동에 의한 피동식 노섬냉각과 금

속핵연료의 과도생능의 영향도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표 3.3-3은 KALIMER-600 PIRT에서 다루는 대상사고 시나리오이다. KALlMER-600 안전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셜계기준사고와젤계기준초과사고인비보호사고를 다음처럼

선정하였다

@ 파출력사고 (TOP)

전출력에서 제어봉집합체 인출

e 유량상실사고 (LOF)

- 일차냉각재 유량 완전상실

@ 열제거원상설사고 (LOHS)

주급수 완전상실

@ 냉각재상설사고 (LOC)

- 원자로용기 파손

@국부사고

핵연료집합체 내부 유로폐쇄

@ 비보호과출력사고 (U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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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정지계통 고장을 수반한 전출력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언출

@ 비보호유량상실사고 (ULOF)

원자로정지계통 고장을 수반한 일차계통 유량 완전상설

@ 비보호열제거원상실사고 (ULOHS)

- 원자로정지계통 고장을 수반한 열제거원 완전상실

표 3.3-4는 위에서 선정한 8가지 대상사고를 원자로계통의 응탑특성에 근거하여 각 단계에서

예측되는 중요한 프로세스 또는 물리적 현상을 도출한 것이다.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상세한 시나

리오 설명과 안전해석코드를 사용한 시나리오 모사결파는 참고문헌 [3-25]에， 비보호사고에 대한

시나리오 해석결과는 참고문헌 [3-2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한다

(5) 5단계: 안전기준 첼정

안전기준 (Figure of Merit, FOM)은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전소 거동 중 관측되는 현상이나

공정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선정된 기준은 원자로계통이나 기기에 의해 영향올

받는 변수(v때able) 또는 요소(paramet앙)이다.PIRT 절차에서 도출된 현상이나 프로세스에 대

한 상대적 순위를 메기기 앞서 FOM이 반드시 셜정되어야 하며， 잘 절정된 FOM은 다음과 같은

특성올 가친다.

@ 논의하는 이슈와 직접 연관이 되어야 함

@ 시나리오 동안 직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

@ 이해하기 쉬워야 함

@ 분명하여야 함

@ 측정 가능하여야 합

@ 문턱효과(threshold effect)가 없이 연속성을 가져야 함

셜계기준사고 시나리오의 경우， FOM은 일반적으로 인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요건이 된

다 초과설계기준사고의 시나리오 정우의 FOM은 인허가 요건이나 셜계목표 또는 사고 전개과정

에서의 구체적 상태로 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의 셜계기준사고 및

비보호사고에 대한 허용안전기준올 PIRT의 FOM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표 3.3-4에 제시되어

있다. KALIMER-600의 허용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참고문현 [3-27]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6) 6단계: 물리적 현상 도출

물리적 현상은 PIRT 참여위원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도출된다 참여위원들은 3단계에서 확

보한 배경정보롤 활용하여 PIRT의 요소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현상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 때 ‘현상’은 물리적 현상 자체일 뿐만 아니라 과정， 조건， 특성， 또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PIRT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는 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기기까지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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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며， 그리고 이보다 더 상세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상을 어느 정도 수

준까지 상세히 기술하여야 할지는 해석적 방법에 의한 자료와 실험자료를 활용한다.

KALIMER-600의 8가지 대상사고에 대해 도출된 물리적 현상 및 프로세스가 표 3.3-5에 제시

되어 있다 PIRT 참여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들 현상과 프로세스를 선정하였으며，각 사고

시나리오의 단계에서 이들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였다. 표 3.3-5는 KALIMER-600

PIRT에 사용된 현상 및 프로세스로의 얼부를 예로서 나타낸 것이다.

(7) 7단계: 중요도 순위 컬갱

현상/프로세스의 중요도를 결정하여 둥급화 하는 이 단계가 PIRT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

로서， 이전의 모든 단계는 이 단계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상대적 중요도가 얼마나 적절하게 결정

되었는지는 PIRT 참여위원의 개인척 전문성은 물론 공통적인 합의 여부， 제공된 배경지식의 품

질， 선정한 FOM의 정확성파 공통 이해도， 개별적 우선순위와 공동합의를 위해 허용된 토의 기간

둥에 따라 달라진다.

각 참여위원은 현상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결정하고 그 큰거와 결정에 사용된

정보들에 대해서 기록한다. 개별 현상의 우선순위는 참여위원들의 토의 과정에서 취합되고 참여

위원틀 간에 우선순위가 크게 다르게 평가된 현상에 대해서는 공동 결정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면 각 현상에 대한 중요도 순위와 그 근거를 기록한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

든 현상에 대해서는 기 설정된 규칙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의견이 최종 우선순위로 채택

된다. 그러나 소수 의견인 우선순위와 그 근거도 각각의 평가표에 기록으로 남긴다.

상대적 중요도는 5단계에서 설정한 FOM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각 현상의 중요도를 표시하기

위해 둥급기준이 필요하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표 3.3-6에 제시되어 있다. 파거부터 몇

가지의 둥급기준이 사용되어 왔지만 과거기준과 일치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급인 ‘높음

(H)’, ‘중간(M)’， ‘낮음(L)’， 그리고 ‘해당사항 없음 또는 중요하지 않음(I)’ 의 4등급을 사용한다 위

의 글자를 대신해 1-5 둥급의 숫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글자’에 의한 등급기준은 공

동합의가 잘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면에 ‘숫자’에 의한 등급기준은 PIRT 참여위원

들 간에 공통 의견을 모으기 힘들 때 사용되며 각 위원들의 평가한 숫자의 평균값으로 최종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7단계는 PIRT 결과물의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PIRT 참여위원들은

순위 평가 시 PIRT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중요도가 ‘높음’으

로 평가된 현상에 대해서는 평가에 활용된 실험과 해석도구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야 하며， 반면

에 중요도가 ‘낮음’으로 평가된 현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의 실험과 해석적 모사

가 용인될 수 있다.

KALIMER-600의 설계기준사고 중 과출력사고(TOP)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결과가 표

3.3-7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PIRT 참여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결과이다. 표 3.3-7은

부족한 배경자료와 설계자료를 큰거로 하여 작성된 예비결과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 3.3-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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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급표가 4단계에서 선정한 총 8개의 대상사고에 대해 생산되었다

(8) 8단계: 지식수준 평가

PIRT 참여위원은 물리적 현상의 중요도 평가와 지식수준의 평가를 구별하여야 한다. 지식수

준 평가에 사용된 둥급기준은 표 3.3-7에 제시되어 있다. 지식수준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둥급

기준으로 1-4 까지의 숫자가 사용되기도 하며， 글자기준으로는 ‘이해함 (known)’, ‘부분적으로 이

해함 (parti외ly known)’, ‘모름 (unknown) ’ 의 셰 둥급이 사용된다. 숫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숫

자 둥급에 해당하는 정의가 표 3.3-6과 같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엘반적으로 PIRT 참여위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그 현상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올 보인다 따라서 지식 부족

으로 인한 불확질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냉으로써 현상의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왜곡될 수 있는 단

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FOM에 대한 현상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

현상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게 평가된 경우는 불충분한 정보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 예산 내에서 추가적인 실험과 해석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로 요구되는 연구/

개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PIRT 결과가 사용될 수 있는 예이다.

표 3.3-7에 KALJ마ilER-600의 설계기준사고중 파출력사고에서 도출된 현상 및 프로세스에 대

한 현재 지식수준의 평가결파가 제시되어 있다. 금속핵연료에 대한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금

속핵연료 과도성능의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수준은낮음올 알 수 있다 또 잔열제거계

통인 PDRC는 순수 피동계통이므로원자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운전에 대한 신

뢰성 및 열전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서 지식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9)9단계: 문셔화

PIRT 작엽은 상세하고 완벽한 문서작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문서화의 주

목적은 PIRT의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식견이 있는 제 3자가

이혜할 수 있도록 범위와 깊이를 고려해서 내용올 기술하고 결과물을 정리하는 것이다. 반드시

운서화가 되어야 할 PIRT의 주요 결과는 논의가 이루어진 현상과 그에 대한 정의， 각 현상의 중

요도 평가결과와 평가에 사용된 근거， 각 현상에 대한 지식수준과 불확설도 및 판단 근거， 기본

PIRT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평가 둥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KALlMER-600의 예비 PIRT 결과， 도출된 주요 현상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불확설도가높다는 참여위원의 의견에 따라 질험시절을통한 연구를 하기 전에 임시방

편으로 사고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이들 현상에 대한 민캄도 연구룰 수행할 펼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이툴 민감도 연구가 완료되면 PIRT결파를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작성할 예정이

다

3) 컬론

PIRT는 초기에 전산코드의 불확실도를 평가하기 위해 그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여러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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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결과， 현재는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얼반

화된 절차로 인정받고 었다. 특히 US NRC는 신형원자로의 개념설계의 안전성올 평가하거나 사

고혜석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시나리오 및 중요한 현상들올 도출하는데 PIRT를 사용할 것올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국내외 PIRT 경험들을 검토하여 소륨냉

각고속로인 KALIMER-600 에 척용할 수 있는 PIRT 절차를 개발하고 설제 KALIMER-600 의 대

표적인 설계기준사고와 비보호사고에 대해 예비 PIRT를 수행하였다. KALIMER-600 의 사고 시

나리오의 선정 이후， 사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현상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각 현상틀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각 현상의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더불어 각 현상에 대한 지식

수준과 불확실도를 평가하였다 PIRT 결파로 나타난 불확실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틀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KALIMER-600 은 혁신적인 피동형 안전계통을 사용하므로 중요한 물리적 현상들은 피동적

이고 자연법칙에 근거한 고유성(i며lerenc)을 특성으로 가진다 PIRT 참여위원틀은

KALIMER-600 의 열유체 및 노섬 동특성 관점의 현상파 프로세스를 평가한 결파， 다음파 같은

프로세스와 관련 계통/기기가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CD 반응도 제어

@ 원자로계통 및 잔열제거계통의 열제거

@ 소륨 냉각재의 화학반웅 (예비 PIRT에서는 제외)

@ 방사성물질의 격납 (예비 PIRT에서는 제외)

이들 프로세스에 포함된 중요한 물리적 현상을 관련 계통/기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핵연료 및 노심

- 금속핵연료 파도성능 모텔 (물성치 변화에 핵연료봉의 온도구배，

피복재 팽윤， 공융반웅， 크림효과)

반웅도 궤환 (제어봉정지계통 및 노섬지지계통의 설계)

- 붕괴 열 및 노심 동특성 변수

@ 일차 및 중간열전달계통 (PHTS & 田TS)

펌프 관성운전

- 열전달 수반한 다차원 유동

자연순환

@ 피동붕괴열제거계통 (P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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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C 루프의 자연순환

소륨 공기 열교환기의 열전달

@ 소륨 물반응 압력완화계통 (SWRPRS)

(예비 PIRT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 원자로건물

- (예비 PIRT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KALIMER-600 PIRT의 궁극적인 목적은 KALIMER-600 대상사고의 과도거동 중에 발생하

는 물리적 현상 및 프로세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상의 상대적 중요도는 인허

가 관점에서 요구하는 주요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엘반적으로 인허가 안전기준은 설계

개념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PIRT의 주요 평가기준(FOM)은 이를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KALIMER-600 젤계가 구체화되어 가는 중에 수행한 예비 PIRT 결과는 원자로 설계， 전산코

드 개발， 검증 설험 및 불확질도 평가 풍에 반영할 예정이다. PIRT 결과에서 나타난 전산코드 모

텔 요건과 현재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모텔 능력을 서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코드개선을 위한 새로

운 요건을 도출하며， 더불어 실험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술기준으로 사용

할 예정이다. 향후 KALIMER-600 설계의 검증을 위해 다양한 SET와 lET 실험을 수행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PIRT 결과로 도출된 불리적 현상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현재 지식수준의 평가결

과에 근거하여 시험 항목을 합리적으로 계획 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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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3.3-2 KALIMER--600.!1l 주요 계흥 몇 기기 용유 (영부 예)

System Component ProcesslPhenomena

c 。야 인 reacti이 Veηect

S1u~ Heat condu 메이I' coefficient charlge

Decay he따

Lιper gas αenurr Pre，잉urization by fission gas

F"인 • Reac。이ty effect by density chaIlge

aaddin~ Cladding thinning by e띠ectic

Fαced aIld natl떼 heal traIl역인

Sodium bondin~ s。이 "m 이잉 acement to UN인 plenull'

','!ire wrap Pre，잉ure loss

F에，m~ ’여S c。이 이 이 shutdown reactiν t,

Second f얘S Cont 이 。f shutdown re때\끼

Co""이 rod dr쩨ce Reacti effect by ttlem히 e m
Cooν이 Rods Shim ~이m Control of rod 빼。 에얘 a써’앞

이(UUSnSa)tP Shutdown Sydem Shutdown reactivity

Rod Stop S m (RSS) 띠!이 rod wittl띠 aw，에따

R뻐 d 영trit때。 n

Cm, 써chaIlnels
Pre，피 re dr。

Core metric ttle뼈 fluid m•"0
Row re¥l' r왜 durin ump coastd。‘m

Bypass flo‘ R뻐 d 영trit때。 n

Sodium coo때 s。이 "m 떼 reacti effect

Grid plate Reacti effect by ttle뻐 expanSion

CαeRe∞a 이 Cooν이 。f core flo_rin
Syslerr Pd，"께 m Reacti effect by ttlem에 e 히n잉"'

A=:LP, TIP Reacti e아 t by ttle뻐 expar끼S10r

Irlet p뼈 Inlet flow에빼 due to。빼 ressure qradie 이

Row mixir

。때et plenL 끼
Thermal fluid 뼈 。f core 뼈아 n。‘

Temperature vi빼 d뾰 cted by ttlermocolPles
Lo 헤 flow mixinq aI:써Xo，써 arid pump in 연

Temperature distribution
Cold pc이 The빼>l 펴 C뼈 아 RV bottom

Thermal inertia d띠inq traIl slent
L떠 conYe얘" fl。‘ wittll l1아X~ 。 rt barel
L씨 flow mixinq aI: IHX inlet aIld UIS
Ro, m 이써x애 and DHX OYe여。“

Reaιt이 Veo띤
“ :>t pool Thermal stralification due to jet 이ume of core flc ‘

durinQ reactαt끼

Thermal 까rtia d띠in~ traIl slent
Gas inqress into IHX i~let nozzle

Alnulus volume
Thermal b애인 between cold aIld hot pools
Leak flows from;lo 。이S

CO¥l'r gas p뼈
H，하 b뼈gι sodium po。

Gas inqress into IHX i~let nozzle

f);떠。 r ¥l'ssel wall Bre야 of RV wall
Rod떠.tion heal: traIlsfer to qU어e νe~녕

Guide Ye~려
Rod떠.tion he하 traIlsfer f，α ∞s

• Reservoir of RV break 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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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KALIMER-600 PIRT 대상사고 및 FOM

No 10 Events Main Safety Criteria

Uncontrolled control
Fuel/cladding integrity

TOP assem bly withdrawal from
f , ill

Structural integrity

2 LOF Loss of off-site power
Fuel/cladding integrity
Structural integrity

3 LOHS Total loss of main feedwate
Fuel/cladding integrity
Structural integrity

4 LOC Reactor vessel leak
Fuel/cladding integrity
Structural integrity

5
Flow Flow blockage within a fuel Fuel/cladding integrity

Blockage su bassem bly Sodium boiling

Uncontrolled control Fuel/cladding integrity
6 UTOP assem bly withdrawal from Coolant boiling

full power without scram Structural integrity

Total loss of prim ary
Fuel/cladding integrity

7 ULOF Coolant boiling
co이ant flow without scram

Structural integrity

Total loss of IHTS coolant Fuel/cladding integrity
8 ULOHS flow Coolant boiling

without scram Structur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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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3.3-4 사고 시나리오의 당채I 주요 프호셰스 (2tl)

IEventlD Phase ID Event Scenarios and M머。 r Processes

• E、τnt initiated by CEA ll¥ithc때W히 at full power
1, Power excur~or • Power increase due to po~ti앤 reactivity insertion

• Fuel temperature reaι야 speak

• Power decrease φue to neg해ν1: reactivity feedbaιk effec•

니TOP 2, Pia미 .，이 lizaUor
• N。 π 이 heat removal !h rο」닝Ih SGs
• Fuel temper히ure level-off when PHTS heat b버"ιe is

eslabiiι ， d

3, Pas징 ve cool dowr • Reacbr trip by USS or m8.J1uaJ
• Plant s pa잉에 yo 。이ed through PDRC in long• erm mode

• E""미 1세:Iated by f아니 re of 히 I primary pumps
1, Mismatch of power- • Coasljown 이이mary pump ftoι

to뀌。‘ • Power inαease due to mismatch of powe서Q꺼Q “ 「때Q

• Fuel temperature reaches peak

ULOF • p。‘'8. r deαease due to neg히tive reaι씨ty feedbaιk effeιt

2 P버 끼 slabilizaUor • N이m히 heat rem。떼 through SGs
• Fuel tηperature level --off when PHTS heat bal 8.J1 ce is
，.，에"， d

3, Pas~ve c。이 d,," • p년이 s pas~vely c。이ed through PDRC in long-term π。de

• Eve미 iniUated by Iαss of IHTS heat remov히
1, IHTS heat-uc • IHTS heat UP due to SG drvout

• ReaιtJr trip by h벼h-core ouUet teπωerature sign버

ULOHS
• Power deαeo" ψue to neg히tive read'이ty feedback effe이

2, Pia끼 slabilization • PDRC heat rem。 허 "αeases when DHX overflow begins
• Fuel temperature level-off when PHTS heat t 에 ance IS
，.，에"， d

3, Passive cool down • Pia끼 ;p，성에 yo 。이ed through PDRC in long키erm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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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사고 단계별 주요 물리적 현상 (얼부 예)

πgκ;j tJi iii 。∞erl E며이에 αχurina rolmt 0∞대m
TO' LCF LQ-lS = FB lJlOP WJF Ll.Q-IS

s,stem CorTllXlrent Process/A'Brorrem
11 :2 213 ~ , 31 1 21 3‘ 31 1 11 2 31 1 112 11 2 3

•DJpper rea이ivitveffect .I() 。. t 。 .I() 。. t 。 。。 。 • • 1• • 1• • 1• • 1.
SI u;] • Heat cε YiJctivitv c∞ffident c이CJl CE .1• • 1• • 1• • 1• • 1• • 1. 。。 。 • • 1• • 1• • 1• • 1.

• [k예 reat ()I() .I() ()I. ()I() .I() ()I. 。。 。 t ()I. ()I() .I() ()I•
Upper gffi pellJlT' • FT e:;suizatiαl by fi잉mgεE t 。 。 t 。 O t 。 Ol() O 。 。。 。. t 。 .I() 。. t 。

FeB •ReεctMty effect by derS ly chEn;J€ .I() ()I. ()I() .I() ()I. ()I() 。。 。 • • 1• • 1• • 1• • 1.
Oacti미g •Oajjirg thimir딩 byeureclc ()I() ()I() ()I() ()I() ()I() ()I() ()I() ()I • • 1• • 1• • 1• • 1.

•Forced aTI netω외 real trcmfer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XJ니m tDrdirg • S:JdiLJ끼 de이ccanent to α:pe r plenlJT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Wire 애헤P •FTe:;sue loss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Priπffy r，α:Is -Control 。↑ 드Jl utcbMl rexlrvily .。 。. 。。 .。 。. 。。 。。 。。 。。 。。 。。 。。

SEcordary rcd3 • Control of sIl utcbMl rexlrvily .。 。. 。。 .。 。. 。。 。。 。。 。。 。。 。。 。。

Caltrd rcd drY에 re •ReεctMty effect by therlTB.l expall3bn .。 。. 。。 .。 。. 。。 。。 。 • • 1• • 1• • 1• • 1.
OJntrd Rxt S미 mrmtα • Control of rcd irrerti 。미애 tmraNa rate .。 。. 。。 .。 。. 。。 。。 。. 。。 。。 。。 。。

Ultimate S미utdoMl
• Sill1cbMl recctivity 。。 。。 。。 。。 。。 。。 。。 。。 。. 。。 。。 。。SY.3 tem

fbj Step Sy1em (RSS) • Li m! of rcd witmra'Ni3 rete .。 。. 。。 .。 。. 。。 。。 。. 。。 。。 。。 。。

•Flow dstri bJtim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A"e:;sue dcp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Cαe fbwdlmr1키s
。 t 。。 t 。 。 t 。。 ι 。 。。 。 ι ()I() ()I() ()I() ()I()'AsνmπEIre lrefπ.a fluid nl씨「딩wre •Flow Ie ψersal duriαJP띠lO CC ε13tdo 'Ml 。 t 。 t t 。 。 t 。。 。。 。。 。。 。。 ()I() t 。 。。

Bypass fbw •Flow dstri bJtim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xJumαco녕대 • S:JdiLJ끼 de.mitv re었ivitveffect .。 。. 。。 .。 。. 。。 。。 。 • • 1• • 1• • 1• • 1.

•ReεctMty effect by therrral exparsbn .。 。. 。。 .。 。. 。。 。。 。 • • 1• • 1• • 1• • 1.GIid 이ate
• Control of cae ~。‘!.er I C(] t 。 。 t 。。 t 。 。 t 。。 。。 。 • • 1• • 1• • 1• • 1.Co re R2strai Ii

Sy1 em Re3trari riru •ReεctMty effect by therlTB.l exparsbn t 。 。 t 。 O t 。 Ol() O 。 。。 。 • • 1• • 1• • 1• • 1.
AClP, TLP •ReεctMty effect by therlTB.l ex~ 외，mn t 。 。 t 。。 t 。 。 t 。。 。。 。 • • 1• • 1• • 1• • 1.

표 3.3-6 현상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둥급

rank Definition Application Outcomes

Phenomena has controlling Experimental simulation and
High (H) impact on figure-of-merit analytical modeling with a high

degree of accuracy is critical
Phenomena has moderate Experimental simulation and/or

Medium (M) impact on figure-of-merit analytical modeling with a
moderate
degree of accuracy is required

Phenomena has low Modeling must be present only
Low (니 impact t。

。 n figure-of-merit preserve functional dependencies
Phenomena has n。’ 。r Modeling must be present only if

Insignificant insignificant impact on functional dependencies are
(I) figure-of-meri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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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지식수준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둥급

Rank Meaning

4 Fully known, small uncertainty

3 Known, moderate uncertainty

2 Paπially known, large unceπainty

1 Very limited knowledge, unceπainty cannot be characte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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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TOP사고 시 현상/프로세스 및 지식수준의 상대적 중요도 펑가 (l/3)

R뻐~t R뻐y 빼빼

써매때씨 C삐씨삐 U빼 P때% rlomllP~~~om~~a
γI빼 t뼈씨

빼~~alf

111 J 111 J 1111 J

미ι”川샤따때깨띠r샤ψ… f Il l II ~ 빼μ 싸때씨'Q\~ 써M

5」매 Wl l빼 ((I(l(M때ffdel\(~때{ f Il l j I) 11m뼈 ru11 ~1r~~ff(e jJ↑~~ Uc181~1

”ι“〔끼시니ι빼 II M川 HII ~ ~ 11W川I때떼”

~~~11 ~a\) el메 III I ，마뻐i빼 U때~~ ~l; 1 III 3뼈 1~빼:1:1 (cia

“뻐 IfCC(뻐 1~1d ~~뼈때 (~M~1 f Il l II ~ 뻐u 싸씨씨씨W때

[Ia'!씨씨1 ，lm때” ml 매”뻐”‘~~~i~~ 때 III l III 3따 ~~rel jJ깨때[

써내빼빼 MIM川 U川 II ~ 4빼뼈 ~1!l:때떠 \i~~뼈때11

씨께…U째써샤川”川내니 ml ,떼~I뼈mm1~lk 빠1m메 Mil l III 3따빼뼈ji~l:

υ川“”뻐 II M川 MIrl1뻐: 1)$; II M川 U川 II ~ 4빼『빼빼때~~

뼈때 Mil I I[~~I미 ~Im빼”빼~ Mil II ~ I~

58삐삐mt Mil I I[~~I~I ~I mmmr 1Q(뼈 Mil II ~ I~

〔빼때뼈Ie ~ II I IfCC(배jv 1M ~v ~1~11) 뼈~~ f II II ~ 4빼b때11 ~I J~M n~~I ~，)j

C빼01 뼈S 5hhn 뼈~I III I I[~삐 ~II((I빼~~Ij~ (la'때「뻐 III II ~ I~

~11[1 :r매r삐얘빼
III I I:rll'!')'M!빼U 1 j I) 씨삐써뻐매뻐

(L):
F매:\')))뼈(메) ~ II I Iunl ~II~ ，~，!뼈 III f II II ~ ~ II빼빼~W1~빼 n뼈11 때C

I~~W ~며b~')l MIM川 U川 II ~ mill!싸때빼빠

)~~a:빼It때때뼈 S m川 M
Irl1삐삐 MIM川 U川 II ~ I~

I~((I빠『빼 ~~i I)i~~ 1 II ~ 4따 ~~rcr jJ↑~~ Wf
tOI~

I~~WI:~때 0J11J ~~I) W때삐 l l II ~ I~

~때:I~~\ m川 MI~~W ~빼~')1 MIM川 U川 II ~ I~

씨께…빼 Wl μ씨U빠삐써삐μm川새띠깨…“」 f Il l II ~ I~

~i~川川i~ ~싸싸“ ml
IfCC(ijv1M ~v빼 1) 뼈~~ Mil l III ; 10빼j(lhn

I[~~I미 ~I때 j~뻐11 III 0-2 F4

빼빼
~1빼I i~~ ml 머μF빼새띠씨씨써M개씨M빼 Mil l III ; 10빼뻐j (I j:뼈

%매 M ml IfCC(배jV1M~v빼 8빼~~ Mil llllll; 뼈빡(I j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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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TOP사고 시 현상/프로세스 빛 찌식수훈외 상때쩍 춤요도 명 7r (2/3)

U께IIII씨M삐 III L’ I~빼떼빼b뼈n 뻐 10 la~i~ ~Ic뼈 ~ ~Ia~빼 III II ~ ~ I ~

,R聊U III II ~ ~ I ~

빼패배“씨깨 MIM
빼”씨M씨M씨”빼” 빼 II MMI ~ ~ I ~ m~m에깨m~o~~ ~M

,1메삐삐I~ V때a~o~ 뼈~(~~ ~y ~~rmo(o~~b Mil II ~ ~ I ~ u빼 1011~adol m~ ~~~~

,lo(~ ~ow mi~~~ all~X 0빼때 ~~m~ i~I~1 MIMMI ~ ~ I ~ 에~d I~ad매 I~~~~a(~

,1매~~I삐~ ~i~~때 Jf MIMMI ~ ~ I ~ II매에m~~~on~ ~~~d

뻐 ~o시비 MIMMI,Th~rm~ waOO(메 o~ al 매 b얘om III II J JIJ ~~~~~~~~I o~ 삐빼

빼깨빼 II MMI ~ ~ I ~

'lo(~ (0[얘 d배애 ‘ilni~ 매뼈~~o~ ~에 ~I III ll1 111 ~~(m~~ 1ITy i~ ~~X ~~~~r
Uηl빼川”빼 i~11川빼 MIMMI ~ ~ I ~ 에~d I~ad매 I~~~~a(~

,R매 예i oll~X i~뼈d 매Xo빼‘ III II ~ ~ I ~ 메삐빼매미

빼매빼
ι”씨 ~o시미 MIM

빼뼈께떼씨M빼빼
Mil I IJ ~ I ~ ~~~a~ve ~~o)Qn(y ~(“

뻐빼빼μ

川꺼빼니빼삐υ때뻐니 II MMI ~ ~ I ~

,Gal i~~I~연 i~lo I배 비~I ~O~c III I IJ JIJ삐삐써떼m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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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TOP사고 시 현상/프로세스 및 지식수준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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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기존의 능동형 안전계통올 채택하는 상용원자로에서는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방법을 이용함

으로써 원자로의 리스크를 평가한다.

KALIMER-600의 안전계통 설계 개념은 고유안전성과 피동안전 개념을 강조하였다.

KALIMER-600은 핵연료로서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한 U-TRU-Zr 금속핵연료를 사용한다.

KALIMER-600의 핵연료는 금속연료를사용함으로써 과도사건 발생시 노심의 반웅도 변화를 노

심의 핵연료 스스로 제어하는 고유안전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잔열제거의 경우 원자로 용기에 피

동잔열제거회로(PDRC;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를 셜치함으로써 과도사건 발생시

완전피동 개념에 의하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SFR는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피동안전 개념을 도입한 것이 기존의 상용 원

자로와는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수로형 원전에서 사용되던 방법을 기반으로 이

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SFR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앞의 1.2절에서 SFR의 예비 Level-l PSA를 수행하였다.

가. Level-l PSA 방법론 개발

Level-l PSA 방법은 기존의 상용 원자로에 사용되던 방법을 기본으로 따른다 여기서는 SFR

의 특생에 따른 안전 계통의 종류 및 기능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초기사건언 얼반

과도사건올 대상으로 사건수목을 시범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분석올 수행하였다

1) PSA 수행 절차 및 소프E훼 어

가) PSA 수행 절차

엘반적인 Level-l PSA 방법은 PSA Procedures Guide [1-1]에서 기술되며， PSA 분석의 주요

업무는 아래 그립에 주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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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PSA 수행 절차도

PSA에서 첫 번째 엽무는 PSA 수행에 필요한 원전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KALIMER-600은 개념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통에 대해 상세한 셜계 자료가 가용

하지는 않으며， 설계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하여 설계 자료를 수집한다

두 번째 업무는 초기 사건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초기사건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사

건으로서， 만일 안전 계통의 실패와 연계되면 노심손상까지 이를 수 있는 사건이다. 초기사건올

선정하기 위하여 PRISM PSA 보고서[1-2] 및 기존 상용로 PSA[l-3], KALIMER-600 설계를

검토하였고， 이로부터 본 PSA에 필요한 초기사건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엽무는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안전계통의 작동 유무에 따른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단계이며， 이는 사건수목으로 표현된다.

네 번째 업무는 사건수목에서 나타나는 안전계통의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 계통의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파 확률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통 고장수목 모텔을 구성한다.

고장수목은 기본 사건의 AND, OR 논리의 조합으로 계통의 고장을 모델하며， 기본 사건은 기기

고장， 공통원인고장， 인적 오류 동으로 표현된다.

다섯 번째 업무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선뢰도 자료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신뢰도 자료는 초기사건 발생빈도， 기기의 고장확률， 공통원인고장 확률， 인적오류 확

률 둥에 대해 평가된다.

여섯 번째 업무는 사고경위 정량화이다 사고경위 정량화는 사건수목에 나타나는 각 사고 시

나리오에 대해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하고 전체 리스크에 주요한 인자들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사

고 경위 정량화를 위해서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을 결합하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연결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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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노심손상 사고 시나리오들의 모든 빈도를 합쳐서 계산된다.

나) PSA 수행 소프트웨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AlJ\JIS-PSA[1-4] 및 FTREX[1-5]를 기반으로

PSA 분석올 수행한다. AIMS-PSA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을 입력하고， 이를 하나의 고장수목

으로 변환한 후 FTREX와 연계하여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 set)을 계산하고 결파를 정리하는

소프트웨어이다

FTREX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최소단절집합 계산 소프트웨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FTREX는 빠른 계산 속도뿐만이 아니라 순환논리(circular logic)를 가진 고장수목을 자동 해석

및 ru1e-based recovery 처 리 등 유용한 기능틀을 가지고 았다.

아래 그림은 AIMS-PSA의 예제 화변을 나타낸다. 화변의 왼편은 고장수목， 사건수목， 신뢰도

자료， 결과 둥을 관리하는 project explorer이며， 오른면은 고장수목， 사건수목， 결과 둥이 나타난

다. AIMS-PSA는 기존의 PSA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고장수목， 사건수목， data를 입력하고 계산

하는 단추만 누르면 분석이 완료되도록， 분석 과정이 모두 자동화되어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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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 AIl\‘S-PSA 화면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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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LIMER-600 안천 1톨풍 몇 기능

가) KALIMER-600 주요 안천 쳐l홍

KALIMER-600획 쭈요 안전 쳐l통흔 원자로 정지를 위환 RPS(원자로보호껴l풍)와 잔열제거를

휘한 PDRC 및 많ACS로 구생된다.

아래 二l험은 잔열쩨거 쳐l풍출연 PDRC 빛 많ACS의 간단환 재념용 나봐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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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댐 3.3-53 잔혈쩨거쩨통 재념도

아직 보븐 껴l흥에 대해 셜쳐1가 찬행훤 것이 아냐기 때푼어l 쩨흥에 대해서 다음파 같은 가정블

사용하였다. RPS 계풍은 2까지 총류의 다양화된 계톱(diverse sys않m)으로 첼계되는 것으로 가

쩡하였으벼， 천기체통은 OPRI000 원전의 썰쩨와 유사하게 되는 것으로 7}청하였다. 쭈 천훤은

주변압기를 흥해 바얀전흉급 몇 안전풍즙 전기계홍어l 전기를 공급한다. 안전동즙 천원은 2 쩨회

복렵쩍언 계열로 구생되어 았으며， 외부천원 상실에 대비하여 가스터빈발천717} 안전 풍급 천거

쳐l홍에 연철되는 것으로 가쩡하였다. 외부천원올 포함하여 가스려빈발천71짜지 상실되는 청우에

대벼하여 제어전원엔 125V DC .:£선에는 촉전지자 연쩔되어 았는 것으로 가쩡하였다. 딴전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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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은 원전의 주요 설비의 제어 및 상태 표시， RPS, IRACS 계통 등에 공급되어야 한다

냐) OPR1000 원전과의 주요 안천 기능 비교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KALIMER-600의 주요 안전 기능올 정리하였다 노심손상 관

점에서 KALIMER-600의 안전 기능은 아래와 같이 4개로 분류할 수 있다.

o 원자로 정지 기능(제어봉 낙하， 고유 반웅도 궤환 효과， 장기적 원자로 정지)

o 잔열 제거 기능

o 냉각재 재고량 제어

o 안전계통기기를 작동시키는 전기 및 신호 둥의 안전보조계통

아래 표는 KALlMER-600과 OPRlOOO 원전 원전에 대해 주요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계

통들을 나타낸 것이다.OPRlOOO 원전에 비해 KALlMER-600 의 안전계통은 피동개념이 도입되

어 비교적 단순하다

표 3.3-11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계통들

Safety Feature KA Ll MER-600 OPRlOOO 원전

반응도 RPS (2 group Diversity 7 f정 ) RPS

Inventory 외부 Vessel
Safety Injection (High Pressure ,

SIT , Low Pressure)
PDRC (Passive) AFWS (2 MOP + 2 TOP)

Decay Heat IRACS
Safety Injection + Bleed (SDS

Removal
밸닙 s)

Norm al Feedwater
Norm al Feedwater

Startup Feedwater 펌 끄

Pressure Not Required Pressurizer , PRV

Supporting
Electrical Power System ,

Electrical Power System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System , HVAC , etc

(l) 원자로 갱지

원자로 정지를 위해서는 OPRlOOO 원전에 비혜 완전히 분리된 2개의 다양화(diversified) 계통

을 가진다 만일 원자로 정지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는 1차 또는 2차 원자로보호

계통(RPS)에 의해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1차 또는 2차 RPS 중 어느 하나만 작동하여도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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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가 된다.

(2) 채고량 제어

LOCA 둥에 대비하여 OPRlO00 원전은 펌프와 밸브 풍의 작동이 필수적인 여러 개의 능동계

통이 필요하다. KALIMER-600 은 원자로 용기 외부를 둘러싸는 외부 용기 셜치함으로써 원자로

용기에서 LOCA 또는 누출(le따‘)가 발생하여도 일정 수위 이하로 원자로 내의 재고량이 낮아지

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LOCA 또는 누출이 발생하여도 재고량 보충을 위한 별도의 안

전 계통이 펼요하지 않다 다만， 원자로 안의 수위가 떨어짐으로 인해 PDRC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3) 잔열제거계통

잔열제거를 위해서 OPR1000 원전은 기본적으로 능동계통에 의존한다 보조급수계통이 기본

적으로 절치되어 있으며， 주급수 및 보조급수가 모두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감압계통을

통혜 원자로의 냉각재를 격납건물로 방출하고 안전주업계통을 통혜 냉각재를 주입하는 충전 및

방출 운전 (feed and bleed operation)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KALIMER-600에서는

능동계통인 IRACS외에도 기기의 작동이 전혀 필요 없는 피동계통인 PDRC가 설치되어 있다.

PDRC는 모든 전원 상실사고에도 작동할 수 있다.

원자로 정지 후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중지되며， IHTS의 펌프 역시 중지된다. 이후에

따TS에 연결된 lRACS에 의해 수행된다 IRACS 격리 밸브가 열리며 IRACS 펌프 및 blower가

작동함으로써 원자로의 잔열제거가 이루어진다.

만얼 田ACS를 통한 잔열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자로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PDRC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원자로의 잔열제거가 이루어친다.

(4) 합력 제어

KALIMER-600의 원자로는 가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OPRl000 원전과 같

이 압력 제어를 위한 계통이 펼요하지 않다

(5) 보조 계동

OPRlOOO 원전에서는 안전계통 펌프 및 밸브 둥의 작동을 위하여 전기 계통이 필요하며， 펌프

둥의 냉각을 위해 기기냉각수계통 (CCW) 및 HVAC 계통이 필요하다.

KALIMER-600 안전 계통의 작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기계통은 펼요하다. 이 외에 IR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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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펌프 및 blower의 냉각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이들은 별도의 냉각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초기사건 비교

KALIMER-600의 초기사건은 PRISM-l50의 PSA 보고서， OPRl000 원전 계열인 울진3，4

PSA 보고서를 토대로 KALIMER-600의 설계를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아직 KALIMER-600의

설계가 초기 단계언 관계로 OPR1000 원전에서 고려되는 보조 계통들의 고장으로 인한 초기사건

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PRISM-l50에서 고려된 모든 초기사건은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아래 표는 KALIMER-600과 PRISM-150 PSA의 초기사건올 비교한 표이다. PRISM-150에

비해 일상적인 원자로 정지와 관련된 초기사건들을 일반과도사건(gen앙머 transients)으로 묶었으

며， 일차측 및 중간루우프와 관련된 초기사건들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PRISM에서는 반웅도삽입사건의 종류를 반웅도 삽입율에 따라 3개로 분리하였는데，

KALIMER-600에서는 l개만 고려하였다. SFR의 경우는 어느 이상의 반웅도가 급속하게 삽입되

면 폭주로 fuel이 바로 손상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KALIMER-600은 가압 상태가 아니며， 정지

봉/제어봉이 인출되는 속도를 기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PRISM-l50에서와 같이 반웅도가 급

속히 삽입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반응도삽입 관련 초기사건들을 반응도삽입사고

(RIA) 하나로 묶고，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없는 급속반응도삽입사고는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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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KALIMER-600 및 PRISM-150 PSA의 초기사건

Group KA Ll MER-600 빈도 PRISM-150 빈도

Forced shutdown 0.9

General Transients 1.0
Overhaul 0 .4
Spurious scram &

0.4
transients handled by PCS

Loss of Norm al
3e-2 Station blackout 1e-3

Electrical Power
Transients

Loss of Prim ary Flow 0.3
Loss of total prim ary flow 5.2e-2
Loss of one prim ary 펌 μ 0.2

Loss of Intermediate
Loss of Shutdown Heat

1e-2
0.3 removal via IHTS

Flow
IHTS 펌 끄 Failure 5e-2

Loss of Secondary
0.3

Loss of operating power
0.2

Flow (Main Feed) removal
LOCA Vessel Leak le-4 Vessel Leak 1e-6

Reactivity Insertion 반응도 Insertion ($0.1 -0.2 ,
1e-3 ,

반응도
Accident

1e-3
$0.2-0 .4, >0 .4$)

5e-4 ,
5e-5

Sodium Water
1e-3

Large Na-H20 Reaction
1.1 e-3

Reaction in SG (IHX Failure)
Special

-jTξ- -응r 바~。ζ〉늬
Local core coolant

1 .1 e-l
blockage

PDRC Unavailable 3e-3 RVACS Blockage 0.1

Earthquake (0.3g-0.375g ,
3e-4 ,

External -jTξ- -응r 바~。ζ〉늬

0.375g-0.825g , >0.825g)
1.ge-5 ,
7.1 e-7

아래 표는 KALIl\JIER-600과 OPR1000 원전(구체적으로는 울진 3，4호기를 지칭) PSA 의 초기

사건을 비교한 표이다.OPR1000 원전의 일반과도사건(Gener떠 Transients) PRISMl-l50의 초기

사건과 비교한 후 3개로 분류하였고， 주급수계통 관련 사고를 하나의 초기사건으로 묶었다.

OPR1000 원전의 전원상실사건 (1ρss of Normal Electrical Power) 및 발전소정전사건(Station

Blackout) 역시 하나의 초기사건으로 묶었다 OPR1000 원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LOCA 관련

사건틀을 원자로용기 누수(vessel Ie삶이라는 하나의 초기사건으로 고려하였다.OPRlOOO 원전에

서 보조계통의 고장파 관련된 초기사건틀이 KALIl\JIER-600의 설계가 초기단계인 관계로 고려되

지 않았다.

반면에 OPRlOOO 원전에서 일반파도사건의 하나로 고려되었던 반응도삽입사고(반응도

insertion accident)가 따로 분류되었으며，새로운 계통인 PDRC와 관련된 PDRC 이용불능이라는

초기사건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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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 KALIMER-600 및 OPRlOOO 원전 PSA의 초기사건

Group KA Ll MER-600 빈도 표준형원전 PSA 빈도

General Transients 1.0
Loss of Prim ary Flow 0.3

General Transients 1.45
Loss of Interm ediate

0.3
Flow

Loss of Norm al
Loss of Norm al Electrical

2.20e-2
3e-2 Power

Transients Electrical Power
Station Blackout 1.4ge-5
Loss of Main Feedwater 0.186

Loss of Secondary
0.3

Loss of condenser vacuum 0.101
Flow (Main Feed)

Large Steam & Feedwater
Line Break

1.50e-3

Failure of
Loss of a 4.1 6KV AC Bus 1.22e-3

Supporting -슷r-응r 바~。ζ〉늬
Loss of a Com ponent

0.177
Cooling Water 계 열

System
Loss of a 125V DC Bus 2.44e-3
원자로 Vessel Rupture 2.66e-7
Large LOCA 1.70e-4

LOCA Vessel Leak 1e-4 Medium LOCA 1.70e-4
Small LOCA 3.00e-3
Interfacing LOCA 1.77e-9

반응도
Reactivity Insertion

1e-3 고려되지 않음
Accident
Sodium Water Reaction

1e-3
Steam Generator Tube

4.50e-3
Special in SG Rupture

PDRC Unavailable 3e-3

4) 사건수목의 개발

도출된 초기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일반과도사건에 대해 사건수목을 개발하였다. 사건수목은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안전계통의 작동유무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는 일반과도사건(General Transients)을 중섬으로 SFR 원자로에서 모텔랭하는사건수목 작성 방

법을 설명하였다

엘반과도사건(GTRN)는 안전기능 또는 안전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초기사건이 발

생하는 경우이다. 안전기능과 관계없이 발생한 잘옷된 정지 (spurious trip)Lj-, 발전소 연차계획 유

지보수(overhau l)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것 둥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과도사건가

발생한 후 필요한 안전 기능은 원자로정지기능과 잔열제거기능이다.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원자로정지이다(표제 RT). 원자로정지가발생

하지 않더라도 U-TRU-Zr 금속연료를 핵연료로 사용하는 KALIMER-600에서는 고유 반응도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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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효과 (j따lerent reactivity f，않dback)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자로보호

계통 둥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라도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농이 펼요한 것으로 모탤하였다

(표제 UT) 원자로 정지 이후에는 잔열제거가 펼요하다. 잔열제거는 IRACS 계통(표제 SGC) 또
는 PDRC 계통(표제 PDRC) 에 의해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lRACS를 이용한 잔열제거가 우선이

며， IRAC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DRC가 작동하게 된다. 만일 원자로정지에 실패하면， 수

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때까지 정상운전파 마찬가지로 주급수를 이용한 냉각을 수행하여야

한다(표제 SGC-N).

이상과 같이 일반과도사건에 대해 개발된 사건수목은 아래에 주어지며， 계통 고장수목 모텔

및 신뢰도 자료를 개발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C농neral Reactivity Nonnal
lRACS PORe Heat U~imateReactorTrip Power Heat

Transients Feedback
Removal

@이 019 Removal Reactor Trip
?훌빼*

ET웹TIff RT AF 훌훌째 soc PDRC ur

1 ok

2 okG-lRACS
IG-PffiC

3 cd

4 ok
%G1RN UT

5 cd

6 ok

G-lRACS IUT
7 cd

G-RT G-PffiC
8 cd

9 ok

RF IUT
10 cd

SGC-N
11 cd

그림 3.3-54 일반과도사건의 사건수목

5) 금속연료 액금로의 노심손상 정의

금속연료 액금로의 경우 높은 열전달율과 고유 반웅도 궤환효과라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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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온도에서 공융현상 (eutectic)이 발생한다. 공융현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그동안 많은

실험적 연구가 있었지만 공융발생 온도가 우라늄과 철 성분의 조성비에 따라 달라지며 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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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우라늄과 철성분의 비율에 따라 공융발생 온도는

725"C에서 1050"C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ISM 및 ALMR 핵연료인 U-20Pu-lOZr 금속연료와 HT9 피복재의 공융온도는 790 "C 정도

로 보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U-TRU-Zr 연료와 Mod.HT9

(Modified-HT9) 피복재의 공융온도에 대한 실험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연료의 U 조성비에 따라 공융온도는 변화하므

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는 U-TRU-Zr 연료와 U-20Pu-10Zr 의 조성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

면 공융온도를 790"C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뒤의 노섬손상 사고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피복재의 온

도가 이 온도에 도달하면 노섬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금속핵연료 자체의 용융온도는 약 1100"C로 보고 있다 소륨의 기화점은 압력에 따라 약 95

O"C - 1000 "C 범위이다. PRISM-l50 PSA [1-2] 및 엘본 2단계 고속로 시스템 연구[1-13]에서 정

의한 금속연료 소륨고속로의 고유안전성 평가를 위한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냉

각재 온도의 경우에는 760"C가 념을 경우에， 피복재 온도의 경우에는 790"C가 념을 경우에， 핵연

료 온도의 경우에는 1100"C를 념을 경우에 노섬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3-14 금속연료 SFR의 노심손상 기준

안전성 목표 방사성 물질의 가툼 (contain) 기능 유지

성농목표 성능 기준 온도 기준

핵연료 중섬 최고 온도
핵연료 고화(solidus) 온도언

1093°C 이하 유지

피복재 건전성 유지
장기적 핵연료 표면 최고 핵연료 피복재 공융 온도인

온도 700°C 이하 유지

단기적 피복재 두께중섬 최 열적 크리프 강도 제한치인

고온도 790°C 이하 유지

1차측 경계 건전성 유지 1차측 경계 구조 온도 704°C 이하

서브채널 소륨 최고 온도
국부적 소륨 포화온도인

982°C 이하 유지
다이나믹 로딩 방지

핵연료 고화(solidus) 온도인
핵연료 중섬 최고 온도

1093°C 이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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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5 일본 JSFR 개발시의 안전성 평가 기준

연료건전생

산화불 연료 금속연료

연료최고온도 융점이하 (2650°C) 융점 이하 (Zr 함유율에 따라다름)*

댐복관 두께중섬온 (피복관 내변온도)

이상과도
피복관 최고온도 0.05시 칸이 내 780°C 이 하.

830°C 이하 그 이상의 시간에서는 650°C 이하

냉각재최고온도 비둥점이하 비등점이하

피복관 creep 분율 0.1 이하 0.1 이하

연료최고온도 융점 이하 (2650°C) 흉형이하 (강 함유율에 따라 다

(캡관 두께중심온

사고 피복관 최고 온도
900°C 이하

냉각재최고온도 비둥점이하 비둥점이하

피복관 creep 분융 0.3 이하 0.3 이하
경계건전성

이상과도 650°C 최고사용온도 1.4배 초과

사고 650°C 최고사용온도 1.6배 조과

피폭평가

사고 실효선량 5mSv 이하
업지평가 갑상선(성인) 에 대해서는 3Sv 이하
(가상사고) 전신에 대해서는 0.25Sv 이하

6) 사고 시나리오의 엽력변수에 대한 민캄도 분석

SSC-K 코드에 의하여 사고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ULOHS, UTOP, ULOF, SBO 둥 다양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업력변수 및 모텔에 대한 민감도 분석올 수행하였다. SSC-K 코드는 핵

연료 온도 변화에 따른 Doppler 효과， 소륨 팽창에 의한 반웅도 변화， 제어봉 안내관의 길이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 반경방향 노심 변형에 따른 반응도 변화 등 5가지 종류의 고유 반용

도 궤환효과를 모의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 대상 입력변수로는 펌프 전원 상실시의 펌프 유량

이 1/2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펌프 h머vmg 시간(6초， 1.5초)과 5가지 반응도 궤환 효과

가 모두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한 경우와 5가지 중 3가지 변수만 효력을 발휘하고 아직 논

쟁 중에 있는 반경방향 노섬 변형에 따른 반응도 변화 둥 2가지 변수는 효력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둥이다. UTOP 사고의 경우에는 15초 동안에 반웅도 삽입율을 39 cents부터 1.5 dollar까

지 변화시켜 가며 분석하였다

UTOP 사고의 경우(case 1)는 15초 동안에 39 cents부터 1.5 dollar의 반웅도가 삽입되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5초 동안에 75 cents 이내의 반용도가 삽입되면 최대 피복재 온도

및 최대 냉각재 온도가 제한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5초 동안에 75 cents

이상의 반웅도가 삽입되면 최대 피복재 온도 및 최대 냉각재 온도가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15초 동안에 1.2 dollar 이상의 반응도를 삽입하였올 경우에는 최대 핵연료 중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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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도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초 동안에 1.5 dollar 이상의 반웅도를 삽입하였

을 경우(case 2)에는 즉발 임계가 발생하였다.

39 cents UTOP과 ULOF를 동시에 발생한 경우(Case 3)에도 최대 피복재 온도 및 최대 냉각

재 온도가 제한치를 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펌프 halving time을 6초로 가정한 ULOF base case(case 4) 경우에는 최대 피복재 온도 및

최대 냉각재 온도가 제한치를 념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총 5가지 종류의 반웅도

궤환효과 중 37~ 의 반웅도 궤환효과만 작용한다고 가정한 경우(case 5) 및 펌프의 inertiae즉

펌프 halving 시간)을 1/4로 줄였을 경우(case 6)에는 최대 피복재 온도 및 최대 냉각재 온도

가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ULOHS 사고의 경우(case 7 및 case 8)에는 노심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본 분석이 아직까지는 KALIMER-600 Level-l PSA 사건수목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금속연료 SFR의 노섬손상기준올 수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

고유반웅도 궤환효파 및 피동안전성 둥은 추후 MOSA1QUE를 이용한 피동안전계통 신뢰도 평

가 방법 [1-14]에 의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표 3.3-16 성공기준 평가용 시나리오 및 결과

peak power Peak Fuel
peak clad

peak coolant
Structure

to flow rati。 centerline Fuel Clad Temp
Case Description

(occurrence Temp. (ace Integrity
Temp

integrity (∞currence
integrity Result

time) time)
(ace. time)

time)

<70 ¢
750'C 720'C

Case 1 UTOP/15sec <2.1 (40sec) 940'C (40sec) 。 。 。 core safe
。nds

(40sec) (40sec)

75 ¢ < UTOP
1050'C 810'C 780'C

Eutectic
Case 1 <1.2$/15sec。 >2 .4 (13sec)

(30sec)
。

(30sec)
X

(30sec)
X Istrucure

nds damage

Case 1 >1.2$ UTOP 2.9 (15sec)
1120'C

X
910'C

X
860'C

X fuel melting
(25sec) (25sec) (25sec)

SSC-K
Case 2 >1.5$ UTOP 。 ver 4.0 X X X Impossible

to run

39 ¢ 850'C 850'C
Eutectic

Case 3 2.9 (45sec) 890 ’'c (25sec) 。 X X Istru야ure
UTOP/LOF (25sec) (25sec)

damage

Case 4
ULOFbase

2.2 (43sec) 770'C (40sec) 。
742'C

。
740'C

。 core safe
case (40sec) (40sec)

ULOF + 3/5
910'C 9CX)'C

Eutectic
Case 5 Reactivity 3.4 (48sec) 940'C (50sec) 。 X X Istru야ure

feedback
(50sec) (50sec)

damage

ULOF+25% 950'C 950'C
Sodium

Case 6 4.3 (15sec) 970'C (20sec) 。 X X voiding at
pump inertia (20sec) (20sec)

20 풍C

U LOHS base
1.0 at 10 sec

saturated t。 saturated t。 saturated t。
Case 7 Thereafter 。 。 。 core safe

case
decreasing

575'C 575'C 575'C

ULOHS + 3/5 1.0 at 10 sec
saturated t。 saturated t。 saturated t。

Case 8 Reactivity Thereafter
630'C

。

630'C
。

630'C
。 core safe

feedback decreasing

- 194 -



참고로 각종 사고 시나라오의 업력변수에 대한 민갑도 분석 결과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리된 결과가 다음 그립들에 주어진다

o Power to Flow Ratio

o Peak Fuel Centerline Temperatures

o Peak Cladding Temperatures

o Peak Core Outlet Temperatures

4

+--• ;'39centsUTOP
............ 70 cents UTOP

%8%

에
39 Cents UTO P.t OF
ULOF base case

a•..."•-6. ULOμ3i5Reac!Fdbk

딩~ULOF‘1ι Pump Inert딩

용~ -1 ULOHS base case

l>- t::-l> ULOHS‘ 3i5 ReactFdbk

|\νk

1.1

• 0
time. sec

• 00 • 000

그림 3.3-55 Power to Flow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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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6 Peak Fuel Centerline Temperatures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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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Peak Core Outlet Temperatures (DC)

나. LeveI-2 PSA 방법론 개발

Level-2 PSA의 목적은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격납건물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격납건물 내에서의 사고 진행을 분석하고 격납건물의 파손시간， 파

손위치， 파손형태 동올 파악하며 이와 관련된 방사선원 특성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경수로 및 중수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PRA Procedure

Guide[I-l],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Submittal G버dance[l-15] 및 NUREG-1150[1-16] 에

서 제시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올 따르고 있으며 아래 그림은 이 방법론의 전체적인 흐름올

보여주고 있다

Level-2 PSA 분석파정을 크게 구분하면 발전소 손상군 분석，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 및 방

사선원군 분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과정에서는 사건수목 작성， 사건수목 정량화， 통계처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CONPAS[I-17]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노심 손상군 분류나 사건수목 정량화에 필요한 각 분기 확률 값들은

KALlMER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PSA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KALlMER 고유 값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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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앙갱소손상궁톨여

가) KALIMBR-6QC) Level-l 사건수용 특성 영토

양전소 혼상궁(Plant D어nage State, PUS) 옆씌용 뀌왜서는 앞에서 기*핑 Lev，잉-1 사건수욕

의 륙성융 톨색할 영요가 II다 나vel-l 사건수욕에서 노생손상용 땅지하기 위때서는 (1) 앤자효

갱지 생풍 잊 (2) 노싱생성 잔영 계거 성장융 용시에 안혹때야 한다 쟁자'" 경지는 l차 또는 2차

원자료 갱지계용CReaCtOr Protection Sys따n， RPS)에 외왜 수맹되며， 기본척으효 l차 또는 2차

RPS 중 어는 하나안 싹흥하여도 앤자로 갱꺼논 생용한다 한연 노싱에서 생생의농 산영융 쩌거

하기 위빼서논 놓흥계홈인 ffiACS(Interm.edia.te Reactcπ A_C뼈1ng System) 또논 기기의

학흉이 천혀 영요 없논 피흉깨홈인 펴흉 진영제거회호(Passive Decay HeBt Removal Ciro띠t，

!'DRC)가 학통되어야 하며，!'DRC는 모든 전훤 상상사고에도 짜롱이 가능하다

염자료가 갱지피연 중기양생기효 용융되논 융수가 충당의고 nrrS(Intenned:inte lieat

Transfer System)의 pump 역시 중단영다 이후에논 lliTS에 연경원 lRACS에 의해 수앵흰다

즉，1RACS 차당앵브가 영리며 lRACS 야mp 잊 blower:가 짝흉항으로써 앤자료의 강영제거가 。1

쭈어진다 안엽 lRACS용 흉한 잔영쩨꺼가 이우어지지 않으연， 원자호외 용도가 중가하연서 수휘

가 입갱 수움 이상￡표 상송하고 !'D!‘C가 자용쩍 o 긍 악용하쩨 되어 원자궁의 강영쩨꺼가 이후

- 198 -



어친다.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지만 원자로정지가 실패한 경우에도

KALIMER-600에서는 고유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궁극

적으로는 RPS 등의 보수를 위하여 수동으로라도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모

댈 되어있다. 이와 같이 초기 원자로정지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수동으로 정지시킬 때까지 정상

운전과 마찬가지로 주급수를 이용한 냉각이 성공하게 되면 노심 손상은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냐) 발전소 손상군 군접화 논리도 개발

PDS 분석을 위하여 PDS 군집화 논리도(Grouping Logic Diagram)를 개발한다 PDS 군집화
논리도에서는 손상군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게 되며 본 분석에서는 격납

건물내의 사고 진행， 격납건물 파손 유형/시간/위치， 및 방사선원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

자로 (l) 격납건물 우회， (2) 격납건물 격리상태， (3) 초기사건 유형， (4) 원자로 정지 성공여부，

(5) 노섬생성 잔열 제거 성공여부， 및 (6) 격납건물 대기냉각을 고려하였다. KALIMER-600 PDS
을 정의하기 위한 6개의 주요인자틀에 대한 선정근거는 아래에 기술하였다.

(l) 격납건물 우회

이 변수는 Level-] 노섬손상 사고경위의 방사션원이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될 것인지 아니면

격납건물 대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주변 대기로 방출될 것인지를 구분하게 된다. 즉 2개의 가

지 (branch)를 갖게 된다.

a 격납건물 경유 (Containment Bypass)

b. 격납건물 우회 (No Containment Bypass)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사고경위는 일차계통으로부터 격납건불 경계 밖으로 직접적으로 방사선

원을 방출하는 유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격납건물을 경유하는 사고경위와는 방사능 특성이 상이

하다 즉 건납컨물 내에서 자연현상이나 공학적 안전계통에 의해 방사능물질을 포획하거나 감쇄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격납건물을 우회하는 사고경위는 노섬손상 이후 상

대적으로 큰 방사션원 방출 특성올 갖게 된다.

(2) 격납건물 격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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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는 Level-l 노섬손상 사고경위에서 노심이 손상되는 시점에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여

부에 따른 분류이다. 만약 격납건물이 격리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면 개방부위의 크기에 따라

보다 빠른 시점에 많은 양의 방사선원이 외부로 방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기점에서는2개의

가지 (branch)를 갖게 된다.

a 격납건물 격리 (Containment Isolation)

b. 격납건물 격리 질패 (No Containment Isolation)

(3) 초기사건 유형

초기 사건의 유형에 따라 사고진행은 매우 상이하며 따라서 방사션원 특성 또한 달라질 것으

로 예상된다. KALIMER-600의 Level-l PSA 예비평가에 따르면 Level-l분석을 위한 초기사건

은 PRISM-l50의 PSA 보고서， OPR-1000 계열인 울진3，4 PSA 보고서를 토대로 KALIMER-6oo

의 설계를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1) Transients. (2) Loss of Coolant(Vessel Leak), (3)

Reactivity Insertion, (4) Sodium Water Reaction in SG, (5) PDRC Unavailable 및 (6) External

Events 로 분류되었다 이중 External Events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반영 예정으로

본 발전소 손상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즉 이 분기점에서는 5개의 가지 (branch)를 고려하고

있다.

a. Transients

b. Loss of Coolant (Vessel Leak)

c. Reactivity Insertion

d. Sodium Water Reaction in SG

e. PDRC Unavailable

KALIMER-6oo Level-l PSA 보고서의 초기사건 분석올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KALIMER-600의 설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관계로 OPR-looO에서 고려되는 보조 계통들의 고장

으로 인한 초기사건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PRISM-l50에서 고려된 모든 초기사건은 검토하여 반

영되어 있다. PRISM-l50파 비교했올 때 일상적인 원자로 정지와 관련된 초기사건틀을 일반과도

사건(General Transients)로 묶었으며， 일차측 유량상실사고 및 중간루프 유량상실사고와관련된

초기사건들을 단순화하였다.또한 PRISM에서는 반웅도 삽입율(Reactivity Inseπ.ion Rate)올 3개

로 분리하였는데， KALIMER-600에서는 1개로 통합하였다. 기본적으로 KALIMER-600은 가압

상태가 아니며， 제어봉이 인출되는 속도를 hardware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PRISM-150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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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반용도가 급속히 삽입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반웅도삽입 초기사건들을 반웅

도 삽입사고(Reactivity Insertion Accident) 하나로 묶고， 발생할 수 없는 급속한 반응도 삽입을

초기사건에서 제외하였다.

(4) 격납건물 대기 냉각

이 변수는 격납건물 대기 열제거 가능성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경수로 또는 중수로에서는

격납건물 살수계통 또는 냉각팬에 의한 격납건물 대기 냉각계통을 고려하며 이 계통들이 작동할

경우 격납건물 대기 내에서의 사고친행， 격납건물 압력부하， 및 격납건물 내 방사션원 분포 둥에

영향을 미친다. KALJ마i1ER-600에 대한 격납건물 대기냉각 관련 설계는 아직 상세정보가 없지만

일단 추후 셜계를 가정하여 발전소 손상군 논리도의 주요 변수에 포함하였다. 이 분기점에서는 2

개의 가지 (branch)를 고려하고 있다.

a 격납건물 대기 냉각 성공

b. 격납건물 대기 냉각 실패

(5) 수소제어계통상태

수소제어계통의 역할은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를 제어하게 되며 계통의 작동상태

에 따라 2개의 가지 (branch)를 고려한다.

a 수소제어계통 작동 성공

b 수소제어계통 작동 실패

SFR에서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가 파손되면 노심용융물과 소륨이 원자로 외부로 방출될 수 있

으며 노심용융불과 소륨이 주변 콘크리트와 접촉하게 되면 소위 노섬용융물 콘크리트 상호반응

(Molten Core-Concrete Interaction. MCC]) 및 소륨-콘크리트 상호반웅(Sodium-Concrete

Reaction, scm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현상은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지만 콘크리트 챔식파

연소성 및 비웅축성 가스인 수소가 생성된다. 격납건물 내에 생성된 수소는 연소에 의하여 격납

건물 내부합력이 상숭하거나 수소폭발에 의한 격납건물 손상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격

납건물 내 수소제어셜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KALIMER-600에 대한 수소제어설비 관련 설계는

아직 상세정보가 없지만 일단 추후 설계를 가정하여 발전소 손상군 논리도의 주요 변수에 포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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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천소 손상군 갱량화

발전소 손상군 정량화는 발전소 손상군 사건수목에서 정의된 발전소 손상경위들에 대하여 각

각 해당되는 PDS 번호를 지정하고， 같은 PDS 번호를 가진 모든 사고경위의 빈도를 합하여 해당

PDS의 빈도를 구하는 작엽 이다. 각 PDS는 군집화된 많은 사고경위를 대표하는 하나의 가상적인

사고경위를 의미한다. PDS 사건수목에서 PDS 번호를 정할 때는 수작엽으로 하지 않고 정량화를

위한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번호를 정한다 정량화 전산코드는 PDS 분류규칙올 사용하여 PDS

사건수목들에서 정의된 발전소 손상경위를 PDS 논리도에 나와 있는 PDS로 배정하는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PDS 분류규칙은 PDS 사건수목에서 사용된 주요 정점사상의 성공과 실패를 이용

하여 작성한다. 모든 PDS 사건수목 경위들을 PDS 번호를 배정하고， 같은 PDS 변호를 가친 모든

사고경위들의 빈도를 모두 합하면 PDS 정량화는 완료된다. PDS 정량화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

는 코드는 CONPAS 코드이다[1-17].

2)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

가) 격납건물 사건수목 개발

다음 단계로는 격납건물 사건수목(Containment Event Tree, CET)을 구성한다. 격납건물 내

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사고 현상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격납건물의 파손확률을 계산하기 위

해서 격납건물 사건수목이 이용되며， 이 사건수목은 노섬손상에서부터 주위환경으로 방사능이

누출되기까지 사고 진행을 예측하게 되고 격납건불의 건전성이나 방사선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중대사고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수목 기법은 사고 진행 경로를 논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격납건물의 반웅을 분

석할 때 매우 효파적이다.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격납건물의 반웅을 모텔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수목 기볍을 사용한 격납건물 사건수목을 개발했다 개발된 CET는 중대사고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 격납건물 안전계통 상태 및 격납건물 파손모드 등올 확률적

으로 묘사한다

각 PDS는 CET 관점에서 보면 고유한 사고 진행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상 각 사

고경위는 내재된 사고 진행 형태의 고유함으로 인해 독립적으로정량화되어야한다. 일례로 격납

건물이 성공적으로 격리된(isolated) 노심손상 사고경위는 격납건물이 격리되지 않은 사고경위와

비교하여 서로 다른 격납건물 상태를 가지게 되므로 개개의 PDS에 대해 각각의 CET가 개발되

어 정량화 될 필요가 따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격납건물 우회 (bypass) 및 격납건물 격리실패

(isolation f，려lure) 사고경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경위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며 이는 과거 수

행된 PSA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엘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고경위에 대하여는 공통으로 적용가능

한 일반 격납건물 사건수목(general CET)을 작성하며， 격납건물 우회와 격리질패에 대하여는 특

수 사건수목(speci려 CET)을 독립적으로 개발지만 KALIMER-600 의 경우 기존 경수로 또는 중

수로에 비하여 CET 구조가 보다 간단할 것으로 예상되어 격납건물 우회 및 격리실패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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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를 구성하고자 한다

중대사고 현상틀을 모두 CET에 모델 할 경우 이들올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

문에 중요한 현상은 CET의 정점사건(Top Event)으로 구성하고 상세 현상이나 운전원의 조치사

항들은 각 정점사건의 하부구조인 분해사건 수목(Decomposition Event Tree, DET)에서 다룰 수

도 있다. 분해사건 수목을 사용할 경우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정점사건은 10-20개 이하로 하여도

충분히 사고 진행과정을 분석할 수 있으며， 발전소 고유의 격납건물 극한 강도도 이 과정에서

고려되고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해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손압력 분포도

필요하게 된다

냐) 격납건물 사건수목 정점사상 션정

격납건물 사건수목 개발 시 각 사고경위들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들을 선정해야 하

며 이러한 사건들올 정점사상(top event)이라 한다. 이 정점사상에는 격납건물 손상시기， 손상유

형 및 손상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현상， 사고친행 과정， 또는 격납건물 거동에 상이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KALIMER-600에 대한 CET 에서는 다음처럼 7

개의 정점사상을 예바로 선정하였다. 선정근거는 방사능 물질의 방출경로 및 파압/고온에 의해

격납건물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틀로 고려되었으며 추후 격납건물내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인자들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CET 구조를 간단히 하기 위해

정점사상의 개수를 가능한 적게 선정하고， 선정된 정점사상의 확률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하위

사상(sub event)으로 추후 DET를 구성할 수도 있다.

a 격납건물 우회

b 격납건물 격리상태

c. 원자로용기 내 노섬용융물 냉각

d. 소륨방출 및 화재

e 소륨(노심용융물) 콘크리트 상호반웅

f 가연성물질의 연소

g. 격납건물 파손 시기

다) 격납건물 사건수목 정량화

다음 단계는 격납건물 사건수목을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격납건물 사건수목 정량화의 목적은

각 발전소 손상군에 따라 격납건물 사건수목 사고경위의 확률 또는 상대적인 가능생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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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각각의 발전소 손상군이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입력으로서 이용되고 사건수목을 통하여

전파(Propagation)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방사션원 방출군의 확률이 구해지며， 격납건물 사건

수목의 각 분기점(Branch point) 에서는 각 발전소 손상군에 대해 보통 서로 다른 확률 값이 주

어진다. 분해 사건수목이 구성될 경우 각 분기점에서의 확률 값은 관련된 발전소 손상군의 정보

나 전문가 판단에 의해 구해지며， 전문가 판단을 위하여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중

대사고 현상분석 보고서 또는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의 분석결과 둥이 사용된다.

3) 방사션원 방출군 분석

가) 방사션훤 방출군 군집화 변수

최종 단계에서는 방사선원 방출군(Source Term Category or Release Category) 을 정의하게

되며 방사선의 종류， 양， 방출시간， 방출기칸， 위치， 또는 에너지 둥에 따라서 특성 지워 진다. 격

납건물 사건수목 분석결과 수십 개 또는 1007fl 이상의 최종점(End Point) 이 작성되게 되며 이는

방사선원을 상세하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많은 개수이기 때문에 유사한 방사능 특성을 갖는 최종

점끼리 서로 묶어서 약 10-20 개 정도의 방사선원 방출군으로 구별된다. 방사선원 방출군을 정

의하고 나면 각 방출군이 가지는 확률 값이나 방사능 특성에 따라 대표적인 사고경위를 선정하며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대표 사고경위에 대한 방사선원 분석올 수행하는 것이 엘

반적인 Level-2 PSA 분석 절차이다.

방사선원 방출군 정의를 위해서는 군집화 변수를 선정한다. 즉， 핵분열생생물 방출 및 사고결

말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및 격납건물 고유의 특성에 따라 선정된다. 방사선원 방출군 군집화

변수가 정의되면 이들 군집화변수를 정점사건으로 하여 논리도를 구성하며 논리도에서 각 최종

점들은 방사선원항 특성이 서로 다른 방출군을 의미한다. KALIMER-600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군집화 변수는 다음과 같다.

a 격납건물 우회

b 격납건물 격리상태

c. 원자로용기 내 노섬용융물 냉각

d. 격납건물 손상시점

e. 격납건물 손상 유형

￡ 노외 노섬용융물 냉각

냐) 방사션훤 방출군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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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 PSA로부터 제공된 노섬 손상 사고는 발전소 손상군과 격납건물 사건 수목을 거쳐

방사선원 방출군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각 방출군의 발생 빈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그룹에 할당

된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각 사고 경위의 발생 빈도를 더하면 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

경위의 발생 빈도는 발전소 손상군 종결점의 빈도에 격납건물사건수목 각각의 정점사상조건 확

률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각 PDS 별 방사선원 방출군 각 확률은 PDS의 초기 조건과 CET의

현상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해당하는 STC에 할당된다.

이러한 빈도의 합산 과정은 간단하긴 하지만 PDS와 CET에서 다루는 사고경위 모두에 대하

여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량

화 파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

발생 확률을 각 방사선원 방출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PDS와 CET에서 사용되는 규칙 개발파 유

사한 방법으로 할당 규칙올 개발한다. 이렇게 모든 사고 경위가 할당되고 나면， 그에 따라 발생

확률도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방사선원항 정량화가 수행된다.

마) 방사션훤항 분석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사고경위틀은 방출군 군집화 논리도에 의하여 유사한 방사선원항 특성

을 갖는 사고경위로 분류되어 방사션원 방출군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하나의 방출군에는 여러 종

류의 사고경위들이 존재한다. 이들 사고경위 중에서 방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사고경위를

선정하여 방사선원항 특성을 분석한다. 각 방출 그룹의 대표사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

다.

a 분석하고자하는 방출 그룹에 가장 기여가 높은 발전소 손상군 (PDS)올 선정한다.

b 방출 그룹에 속한 PDS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사고정위를 선정한다

c. 특별한 중대사고 현상 모의를 위한 조건이 필요하면 격납건물 사건수목파 사고경위의 정의

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d. 격납건물 파손 압력， 시점， 그리고 파손 조건들은 방출 그룹의 특성에 따른다

위와 같이 방사선원항 방출그룹의 대표 사고가 정해지면， 방출그룹별 방출 특성 평가를 위해

열수력 및 방사선원항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중대사고 현상 모의를 통한 결정론적 사고 해석올

수행한다. 이를 위한 발전소 모델령이 펼요하며 코드입력으로 사용하기위한 핵분열생성물 초기

재고량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KALIMER-600 고유의 방사선원항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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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료의 방사능 방출 특생과 금속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PRISM에서의 노심손상군 분류방법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l) 금속연료의 방사능 방출 특성

특정 원전에 대한 2단계 또는 3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 원전의 핵연료가 가지는 방사능 방출특성이다. 방사능 방출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와 분석을 동반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만이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다.

KALIMER-600의 정우 소륨을 일차냉각재로 사용하며 이 일차냉각재가 원자로 내에 존재하

는 폴(PooD형이고 핵연료로는 삼원합금인 U-TRU-lO%Zr금속 핵연료를 사용한다. 피복재로는

고온 강도와 크립 저항생을 높이기 위해 HT9M을 사용하도록 절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KALIMER-600 금속 핵연료에 대한 충분한 방출특성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

에 비교적 유사한 방출특성올 갖는 것으로 예상되는 PRISM 원자로의 핵연료인 U-Pu-Zr 금속

합금 (70% U, 20% Pu, 10% Zr)파 HT9 피복재가 가지는 방사능 방출특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 방출 모드는 다음올 들 수 있다 즉，(1) 정상운전 시， 핵연료연소에 의

해 생성된 핵분열 가스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연료로부터 빠져나와 상부 가스 플레늄(Upper

Gas Plenum)에 모이는 가스 플레늄 방출， (2) 사고 시， 핵연료가 피복재와 반응하여 보다 낮은

용융점을 갖게 되어 핵분열 생성물을 방출하는 공융물 방출(Eutectic Release) , (3) 보다 섬각한

상황에서 핵연료 용융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핵연료 용융물 방출(Meltdown Release), (4) 핵연

료가 기화되는 상태에서의 핵연료 기화 방출(Vaporization Release) 둥이다

각 방출모드에 대한 방출 특성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방사능 방출 분율은 PRISM 핵연료의 조

사형태 (Irradiation Pattern)와 참고문헌[I -18] 및 WASH-1400[1-19]의 방사능 물질 방출정보를

토대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PRISM PSA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이다.

(가) 가스 플래늄으로 부터의 핵분열생생물 방출

기체상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은 연소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Mark II 노섬의 EBR-II 연료

에서는 방출률을 아래 표에 요약하였다. 즉， 연소도 2.5 at% 이하에서는 50% 이하의 기체 방사능

이 방출되고 연소도 5 at%에서는 약 67% 방출률， 연소도 15 at% 에서는 약 87%의 방출률을 보

여준다. 이는 U-Pu 혼합 산화연료가가지는 방출률 3.0 %[1-19] 보다 훨씬 큰 값이며 이는 금속

핵연료 특성상 큰 기공율(Porosity)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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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7 금속연료와 산화연료의 핵분열생성물 방출특성(가스 플레늄 방출)

연소도
방출률

EBR-II 연료 U-Pu 혼합 산화연료

- 2.5 at% <50 %

5 at% 67 % 3%

15 at% 87 %

세숨과 같은 액체 핵분열쟁성물은 핵연료와 플레늄의 소륨(Bond Sodium)에 분포되어 있다.

플레늄 영역의 소륨으로 방출률은 연소도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5.5 at% 연소도에서 약 40 %

정도가 상부 플레늄으로 방출되며 이는 U-Pu 혼합 산화연료가 가지는 방출률 약 15 %[1-19]보

다 많은 양이며 그 이유 역시 금속핵연료 특성상 큰 기공율(Porosity)을 갖기 때문이다.

금속연료에서는 고체상태의 핵분열생생물은 대부분 핵연료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U-Pu

혼합 산화연료가가지는 방출률 1-10 % 보다 작은 양이고 이는 금속연료가 낮은 온도에서 운전

되므로 핵분열생성물의 운동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정상운전 중에 핵연료를 빠져나와서 플레늄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들은 피복재가 손상되면

핵연료봉으로 부터 방출되며 이 때 방출률은 피복재 파손 위치， 파손면적， 핵분열생생물의 엔탈

피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결국 피복재 손상을 가져오는 사고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방출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세한 사고경위 분석이 펼요하지만 PRISM

PRA[I-2]에서는 WASH-1400[1-19]의 평균 방출률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금속연료 피복채 공융혼합물로 부터의 핵분열생생물 방출

금속연료와 피복재가 공융혼합물을 형성하게 되면 엘반적으로 낮은 용융점을 갖게 되고 용융

점 이하에서는 일부 핵분열생성물들이 방출된다. 즉， Xe, Kr과 같은 Noble Gas와 Iodine, Br 둥의

할로겐 원소， 그리고 Cs 둥의 알칼리 금속 풍 낮은 용융점을 갖는 핵분열생생물이 방출된다.

PRISM 금속핵연료의 경우 725 DC 이상에서 공유물을 형성하게 되고 1,080 DC까지 온도가 증가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공융불 형성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Zr는 공융불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

에 모든 피복재가 공융불올 형성하지는 않으며 PRISM PRA에서는 725 DC 이상에서 약 25%의

피복재가 2%의 핵연료와 공융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핵연료 용융과 기화에 의한 핵분열생생물 방출

금속핵연료의 용융점은 약 1,150 DC 이하이고 산화연료의 용융점은 약 2,300 DC 이하이기 때

문에 금속연료 노섬용융물로부터 용융점이 1,150 DC 이상 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량은 산화연

료의 경우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PRISM PRA에서는 산화연료 방출률의 10분의 1로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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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사용하였다 휘발생 물질의 경우는 물론 100% 방출된다. 한편 핵연료가 기화되는 극단적인

사고의 경우는 모든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며 기체상태 외의 모든 생성물은 에어로졸 크기의 업

자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PRISM PRA 노섬촌상군 분류 및 특성

금속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PRISM 에서의 노심손상군 분류방법 [1-2]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Level-l PSA 결과로 도출되는 각 사고유형(Accident Type)은 노심손상 사건수목(Core Damage

Event Tree, CDET)의 분석과정올 거쳐 노섬손상군(Core Damage Category, CDC)으로 분류된

다. 즉， 각 사고유형은 여러 가지 현상학적 과정이나 운전원의 조치에 따라 과도상태 (Transient

Phase)를 거쳐 Neutronic Shutdown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Neutronic Shutdown에 도달하였

을 때 노섬의 상태 (Core Damage Event Tree의 End State에 해당)는 노심손상군(CDC)으로 정의

되며 노섬손상군올 결정하는 변수로는 (1) 핵분열생생물의 방출률 및 방출 위치， (2) 노심용융물
의 방출분율， 불리적 형태 및 방출위치， (3) 원자로 및 밀봉부위의 손상， (4) 일차계통 냉각재 온

도 둥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노심손상 정도와 2차측 열제거 계통의 작동 여부에 따라

12개의 노심 손상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14부터 표 19 참조) 즉 잔열제거계통이 가용할 경우에

대하여 6가지 (CDCl 부터 CDC6 까지)， 잔열제거계통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6가지

(CDCIS 부터 CDC6S 까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손상정도가 심할수록 CDCl에서 CDC6로 숫자가

증가된다. 각 손상군의 특성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노섬손상군 CDCl & CDCIS 정의

첫 번째 노심손상군은 노심손상이 가장 작은 경우로 정의된다. 즉， 원자로가 정지될 때 25%

미만의 피복재가 손상되며， 공융합금이나 핵연료의 누출이 없고， 원자로의 건전성은 유지되며， 일

차 냉각재 온도도 정상운전 범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상부 가스 플레늄의 핵분열생성물 중 약

25% 미만의 가스 및 휘발생 생성물이 방출될 수 있다. 이 노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아래 표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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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8 노섬손상군 CDCl 및 CDCIS의 특성

CDC1 & CDClS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18 Cover Gas

I, Br 2 Primary Na

FP released Cs, Rb 4 Primary Na

Te 0

Sr 0

Others 0

Fuel released None

Vessel or Seal damage None

Primary sodium T앉np. Normal Operation

(나) 노섬손상군 CDC2 & CDC2S 정의

두 번째 노섬손상군은 원자로가 정지될 때 2% 미만의 핵연료가 피복재/핵연료 공융불 형태로

누출되는 경우이다. 가스 플레늄에 존재하는 모든 핵분열생생물과 공융물 형태로 방출되는 2%

핵연료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된다 이 노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

다.

- 209 -



표 3.3-19 노섬손상군 CDC2 및 CDC2S 의 특성

CDC2 & CDC2S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65 Cover Gas

FP released
I, Br 8 Primary Na

Cs, Rb 19 Primarγ Na

Plated out on
Others 2 upper core

structure

Fuel released 2 % in eutectic form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None

Prima!γ sodium Temp. 750°C

(다) 노섬손상군 CDC3 & CDC3S 청의

세 번째 노섬손상군은 두 번째 손상군파 유사하며 다만 정지되기 전 원자로 출력이

TOP(Transient Over Power) 결과 정격출력의 100-125%로 운전되는 경우이다 이 노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표 3.3-20 노섬손상군 CDC3 및 CDC3S의 특성

CDC3 & CDC3S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75 Cover Gas

FP released
I, Br 10 Primary Na

Cs, Rb 20 Primary Na

Plated out on
Others 2 upper core

structure

Fuel released 2 % in eutectic form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None

Prima!γ sodium Temp. 8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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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섬손상군 CDC4 & CDC4S 갱의

네 번째 노섬손상군은 약 15%의 핵연료가 용융된 상태에서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이

다 약 5%의 핵연료는 연료봉으로부터 분출되어 냉각상태의 용융물로 존재하며 나머지 10%는

연료봉 내에 용융상태로 존재한다. 용융핵연료가 분출되기 이전에 2% 의 핵연료가 피복재/핵연

료 공융불 형태로 먼저 방출된다. 이 노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표 3.3-21 노섬손상군 CDC4 및 CDC4S의 특성

CDC4 & CDC4S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70 Cover Gas

I , Br 20 Primary Na

FP released Cs, Rb 30 Primarγ Na

Te 2 Primary Na

Sr 0.2 Primary Na

Others 0.05 Primar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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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 삼Ie form of eutectic 허loy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None

Primary sodium Temp 800°C

(마) 노섬손상군 CDC5 & CDC5S 정의

다섯 번째 노심손상군은 약 50%의 핵연료가 용융된 상태에서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이다 약

25%의 핵연료는 연료봉으로부터 분출되어 노심 외부에 존재하며 일부는 작은 입자로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 노심 외부로 빠져 나가는 용융물이 분포되는 위치는 매우 불확실하며 엘부는 원자

로 하부에 위치하여 원자로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이 노섬손상군이 갖는 변수

값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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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 노섬손상군 CDC5 및 CDC5S의 특성

CDC5 & CDC5S

Fission Product Relesed Fr. (%) Location

Xe, Kr 85 Cover Gas

I, Br 50 Primary Na

FP released Cs, Rb 60 Primarγ Na

Te 5 Primary Na

Sr 1 Primary Na

Others 1 Primarγ Na

24% - Debris on 삼lermal baffle, lower vessel head,
Fuel released IHTS(Intermediate Heat Transfer System),

I% - Aerosol-size particles in primary Na
No immadiate danlage.

Vessel or Seal danlage Chance(-I%) of vessel melt-through due to

non-coolable loc허 debris concentration
Primary sodium T밍np. 850°C

(바) 노섬손상군 CDC6 & CDC6S 정의

여섯 번째 노섬손상군은 100%의 핵연료가 용융된 후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이며 이 중 약

10%의 핵연료는 에어로졸 크기의 작은 입자로 존재한다 원자로 상부 밀봉이 손상되어 약 5%의

핵영료 에어로졸과 1，0C삐!kg의 소륨 냉각재가 Head Access Area로 누출된다. 이 노섬손상군이 갖

는 변수 값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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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3 노섬손상군 CDC6 및 CDC6S의 특성

CDC6 & CDC6S

Fission Product Relesed Fr. (%) Iρcation

Xe, Kr 100 }lead access area

I , Br 80 Primary Na

FP released Cs, Rb 90 Primary Na

Te 25 Primary Na

Sr 10 Primarγ Na

Others 10 Primary Na

25% - in debris form on thermal baffle 없ld upper

vessel structures

Fuel released 65% - in debris form on core support plate

5% - in aerosol form in head access area

5% - in aerosol form in primary Na

Vessel or Seal damage
Seal damage leading to release of 5% fuel (aerosol)

and 1,OOOkg of Na to head access area.

Primary sodium T밍np. 8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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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I홍콰도 안천해찍 끊묘채발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셔 채발되고 있는 KALTh狂짧 시스웹의 ATWS 한천해석에 이용되는 코

E는 SSC-K[3-28] 효드로서 흐름프행 액쳐l급속로의 안천해석올 위한 SSC-L올 근간으로 풀형언

KALIMER-l50회 안전쟁을 분석하도록 채발되었다. 그러나 SSC-K는 기본척으로 고챙흰 시스웹

(KALIMER-l50)의 안전해석에 척합한 코드로서 현재 깨볍쩔계 단쩨에서 많은 계통의 변화를 갖

는 새로운 시스햄(KALIMER 없0)획 안전해석에는 많흘 시칸파 노력을 펼요로 한따. 예를 툴어，

새로운 쩨폼이나 꺼기자 채볍셜쳐l 중에 71촌 시스햄에 삽입펼 청우， SSC-K는 새로운 불려척 현

상블 설명할 수 었는 보댈을 곧 바로 끊드에 삽입해셔 안천해석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코드의

겁중 문체룹 수반환다.

SSC-K률 이용하여 다양한 안천해석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E의 많은 부분올 사용차가 이해

해서 해석 때상휘 시스햄을 쩍철히 모헬할 수 었어야 한다. 따봐서 SSC-K률 이용한 째로훈 액체

끔촉로 계통의 안전해석은 많은 언혁파 시칸올 투자해야만 수행이 가놓하다. 이려한 번커로움윷

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N뼈싫ization이 자유롭고， 새로운 쩨통을 바로 오웰할 수 있는 코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청수로의 안전해석에셔 그 타당생을 컴중한 MARS[3-29],

RELAP[3-30], TRAC[3-31] 동파 같은 코드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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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3-60 MARS-LMR 채발 및 검종 현황

MARS 코드는 한국 훤자력연구훤에셔 RELAP파 COBRA-TF[3-32]률 수치해석쩍으로 결합

하여 채발한 쿄E로서， Data Manag얹n않lt와 다차원 모웰령이 가능하도홉 콘 재션이 있었으벼，

국때 독자적으로 채발되어 온 시스웹 딴전해석용 코드。l 다. 그려나 이 궁드률 액체급촉로의 안천

해석에 이용하기 위해셔는 몇 가지 션행 연구가 펼요하다. 첫 번째로 MARS어l 셔 。1용되는 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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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체 금속과 관련된 물성치 표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액체 금속과 관련된 열전달 계수

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액체 금속 노심의 Wire-wrap 격자로 인한 유동 저항올 설명하

는 모텔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외에 액체금속 특히， 소륨은 열전도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방정식에서는 제어체적칸

의 열전도 항이 추가되어야 하고， 운동량 제어체적에서의 Donor Property에 대해 속도에 따라

Hybrid Scheme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을 수행해서 보다 적

절히 코드를 개선하는 것이 펼요하다.

가. 소륨 물성치 깨발

MARS 코드는 현재까지 주로 수 냉각로를 기준으로 개발되어온 이상 유체 계통 해석 코드로

서， 물과 관련한 물생치는 매우 정확한 실험 자료를 기초로 ASME 증기표가 계속 개정되고 있다.

RELAP이 ASME ‘67년도 증기표를 사용하는 반면에 MARS는 개정된 ‘92년도 물성치 [3-33]를

사용하도록 수정되었다. 물과 달리 액체 금속과 관련된 자료는 소수에 불과하다. SSC-K는 주로

G. H. Golden 둥이 1967년도에 개발한 소륨 물성치를 이용하고 있다. MARS 코드를 위한 소륨

불성치는 1977년 David A. Young[3-34]이 개발한 새로운 방법을 개선해서 만툴었다.

다음절은 MARS 코드를 액체금속로의 계통 혜석에 이용하기 위해 소륨 물생치를 유도하는

이론과 모텔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용 범위는 온도 371 - 2100 K, 압력 1.0 Pa - 11.2 MPa이다.

1) 상태 방정식 모델

1977년 David A. Young은 당시 증식로의 열수력 해석을 위해 다양한 액체 금속에 대한

Semi-empirical Soft-sphere 모텔을 개발하여 상태 방정식에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부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액체 금속의 열역학적 특성을 때o MFa, 7000 K까지 기술할 수 있다.

Young의 상태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Hoover[3-35] 의 모텔을 이용한다. 이 모텔은 식 (3.3-24)

과 같이 Pair Potential로 상호 작용하는 엽자들에 대한 Monte Carlo 계산에 큰거한다. 이를 이용

하여 식 (3.3-25)의 Helmholz free energy 식 이 유도된다.

n
에
카
끼

/
J
터
-l
‘

•서
η

(4”
γ

4 드 n 드 12 (3.3-24)

A=l때 In￥+ c"pn믹，fJ+ : (n+4) Qpn/9뮤1'/3 _pm! ， fJ]+E.깨 (3.3갱)
가 κ γ nc IkT/" 2"'" ··~C IkT/ c IkT/I" ~con

식 (3.3-25)의 괄호 안 첫 번째 항은 운동에너지를 의미하여， 두 번째는 정적인 격자위치 에너

지， 세 번째는 열적 격자 에너지의 보정 항， 마지막 항은 인력의 위치에너지를 나타낸다. 식

(3.3-25)의 마지막 항(E.뼈)은 웅집에너지(Cohesive Energy)이며， λ는 deBroglie wavelength

(hi냉듀과T) ， fJ는 정규화된 에너지 (N，il ν2V)， Q는 열용량에서 전기적 효과를 절명하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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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이다 식 (3.3-25)를 이용하여 압력(식 (3.3-26» 과 내부에너지(식 (3.3-27» 엔트로피(식 (3.3-28»

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짧LT=펠[1냥 c;，pn/3(숲)+옮n(n+4) Qpn/g(숨(3 _pm(숲)]

E=A-~쓸Lv=폐3+qρn/3(숨)+웅 (n+4) Qpn/g(숨(3 _pm(숲)] +Emh (3.3-27)

s=-(쓸)N， v =람걱 (3.3-28)

여기서 α ζ n, m, Q 둥은 물절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질험 둥을 통해 나온 엔탈피， 비체척，

음속 둥에 위의 상관식들을 Fitting하여 구한다.

위의 식에서 기본적으로 용집에너지와 마댈롱 상수(Cn) 등은 물질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며，

이들이 주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 n, m, Q 의 값들을 가정하면 α Z는 식 (3.3-26)과 (3.3-27)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때 식 (3.3-26)은 용융시 P (Vm, T",) = 0이고， 식 (3.3-27)는 E (Vm,

T",) = Hm이다 여기서 첨자 ‘m’은 Melting을 의미하며 ， Hm은 용융시 엔탈피를 나타낸다.

위 식들을 이용한 소륨 물성치 계산에서 David A. Young은 n=8, m=O.58, Q=O.95의 값을 이용

하여 α ε 둥의 값을 구했다. 그러나 이들올 통해 개발된 값들을 설험 자료와 비교한 결과，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과는 다른 값， 즉， n=Z6, m=0.77, Q=1.04 둥의 값을 이용하여 질험

값에 보다 근사시켰다.

(J = 7.12349 X 10-30 (m) => 6.492823346 x 10-30

ε = 6.21332 x lO-19 (JIatom) => 1.045325333 x 10-19

N = 2.620 X 1025 (atorn/kg) => 2.61942 x 1025

Cn = 6.3755

Ecoh = 4.659 xl06 (J/kg)

H m = 2.117 X 105(J/kg)

Tm = 371 (K)

Vm = 0.00107875 (m3/kg)

위에서 수정한 α ζ N 둥에 관한 상수 값을 이용한 식 (3.3-26) - (3.3-28)과 함께 포화 방정

식(식 (3.3-29)파 함께 상태 방정식 둥을 구성한 후 기본적인 MARS 코드에서 이용 가능한 불성

치 표를 구한다.

12535.4595870045In P, = 24.8533432749897 - L~VVV' LV;;'V~' ~~ LV 0.349546810188993' In(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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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들은 기본적으로 열적 물생치를 제공하지만， MARS 코드는 아래의 점생도， 전도도 등

의 Dynamic 물생치와 표면 장력은 상관식들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은 G. H. Golden 둥이 개발

한 식들올 사용한다

표면장력 (Surface T하lsion)

σ= 206.7 -0.1 • T

식 (3.3-30)에서 표연 장력(에의 단위는 dyne/，αn， 온도(η는 ℃ 이다.

적생도(Viscositv)

다마id

234.65

점생도( 17 )의 단위 는 pOIse, 온도(T)는 K이다

X윌펙IT

η=0.0190+0.1375X lO- 4 • T+0.1709X 10 9
• T'

점성도( 17 )의 단위는 Ibm가IT-ft ， 온도(T)는 。F이다.

척도도(Conductivitv)

다마괴d

k = 54.306 + 1.878 x 10- 2 • T+ 2.0194 x 10- 6 • 얀

전도도(k)의 단위는 Btu자IT-ft-F， 온도(T)는 。F이다

꼬웰인lr

k=0.1693X lO- 2 +O.3977X lO- 4
• T+0.9697x 10- 8 • 연

전도도(k)의 단위는 Btu/hr-ft-F , 온도(T)는 。F 이다.

(3.3-30)

(3.3-31)

(3.3-32)

(3.3-33)

(3.3-34)

2) 물생치 컬과

아래 그립들에서 비교하는 바와 같이 MARS 코드에 이식되어 있는 물성치들은 참고 문현

[3-36]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밀도의 경우， 900 K 이후 과대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참고문헌 결과와 잘 얼치하고 있다. 엔탈피의 경우 전 영역에서 질험파

잘 일치한다 압축율의 경우는 참고 문헌 값틀파 차이를 보이지만 이 값의 경우는 주로 수치 해

석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모의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타 다른 물성치

들도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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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액체급속로 노섬의 Wire-wrap 격자를 고려한 벅면 마찰 모델

MARS 코드의 벽 마찰 언자 모델로서 Darcy-Weisbach 마창 인자는 난류 및 총류에 대한 상

관식으로부터 계산되며， 천이영역은 두 상관식으로부터 내삽하여 이용한다. 난류 마찰 인자는

Colebrook-White 상관식에 Zigrang-Sylvester가 공학적으로 근사시킨 모텔[3-37]을 이용하며，

각 유동 영역별로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식들에서 f든 마찰 인자이고， Re는 레이놀드 수， ε

은 벽면의 거칠기 ， DH는 수력학적 직경을 의미한다. 수력학적 직경과 표변의 거칠기는 업력에 의

해 주어진다.

효효율호보열

f 쁘
L Iiε

fora 드 Be 드 2200 (3.3-35)

낱효율호보별

fT=l 있앵lOh:퍼+짧[l L 2loglo(술+짧ill)
for Be 는 3000 (3.3-36)

단류 층류 천이유통 엿역

I _ 8250 \
f L - T= (3.75 그~V ) • (JT~ 3000 - h~ 2200)+h~ 2200 for 2200 < Be < 3000 (3.3-37)

여기서 !L"22fX)은 레이놀드 수 2200에서 총류 유동 마찰 인자 값이고， f~3000은 레이놀드 수 3000

에서 난류 유동 마찰 인자 값이다.

위의 식틀은 액체금속로의 일반 배관 및 벽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지만， 연료봉이

Wire-wrap으로 감겨있는 액체금속로의 노섬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4년 S. C. Cheng과 N. E. Todreas가 Wire-wrap이 감겨 있는 봉 다발에 대해 개발한 아

래의 마찰 인자 모델[3-38]을 적용했다. 위의 기본 모텔에서 난류 유동에서 천이유동， 천이 유동

에서 충류 유동으로의 레이놀드 경계수는 각각 2200과 3000이지만， Wire-wrap이 감겨 있는 봉다

발에서 이들에 대한 레이놀드 수는 봉 다발의 Pitch와 봉의 직경 비의 함수로 주어진다.

]OglO(짧)= l.7(응 1)

]OglO(識)= 0.7(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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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38) , (3.3-39)에서 ReL，과 ReT 는 난류 유동에서 천이유동으로，천이 유동에서 난류 유

통으로 전환되는 레이놀드 경계 수를 각각 의미한다. 이들의 경계치 내에서 마찰언자는 각각 다

음 식들과 같이 주어진다. 아래 식들에서 P， H， D는 각각 연료봉의 Pitch, Wire-wrap Lead, 연

료봉 직경 동을 의미한다.

αr
fL =」Z forO 5 & 5 fkL

(3.3-40)
않 = (-974.6+ 1612.0 [pID] - 598.5 [pID]2) X (HID)O.06-0.085(P/D)

G ",

f r = ---=-'삼g for& E fkT
.1 BeU.l~ - - - -- - - --.1 (3.3-41)

다T= (0.8063-0.90221oglO [HID]+0.35261oglO [HIDF) X (pID)9.7(HID)1.78-2(P/D)

(3.3-42)
for BeL < Be < Be Tf L - T= (짧)(1폐3+ 짧)!l}/3

1Jr= loglO (Be lBeL)
loglO(Be에BeL)

식 (3.3-38) 에서 식 (3.3-42)까지의 적용범위는 1.025 ~ P!D 드 1.42, 8.0 ~ HID ~ 50.0이며，

마찰 계수 ctz，파 cp는 그림 3.3-66와 3.3-67에 나타내었다. 직 (3.3-40) 에서 보듯이 ， P!D가 1.35

이상이면 ctz，은 감소하므로 실제로 이들 식들의 적용 범위는 1.025 s P!D ~ 1.35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들을 MARS 코드에 적용하였다.

120

Lines: Cheng-Todreas Model

100

80
lJ~

60

40
1.0

‘
e

• 1 1.2

HID =8.33
HID =12.5
HID =16.7
HID =50.0

Bundle HID
e CHIUP8) 8.00
iii ENGEL(’79) 7.78
‘ SPENCERC80) 51.7
• EFTHIMIADIS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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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EN('82)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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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ymbol: Experimental data by Rehme and M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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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67 난류 유동에서 P!D와 HID에 따른 마찰

계수

다. 액체금속 열전달 포웰

MARS 코드는 이상 유체에 대한 시스템 과도기를 해석하기 위해 이상 유체의 열 전달을 고려

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들 모델들은 현재 증기발생기를 모델하는데에 그대로 이

용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액체금속로의 과도 상태에서 일차 및 중간 열전달 계통은 대부

분 단상 유체상태에서 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액체금속과 관련된 단상 열 전달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물의 열전달 상관식이 대부분 Re, pr 수들을 종속 변수로 유도했지만 액체금속로의 열전달

에는 이들 무차원 수들과 함께 가열봉 혹은 열전달 세관들의 P!D를 종속변수로 추가해야 한다.

액체금속 소륨을 유체로 갖는 열 구조물에 대해 다음파 같은 상관식들이 MARS코드에 추가

되어 Dittus- Boelter 상관식 [3-39]을 대체한다. 총류 및 정 체 유동에 대해 Subbotin 상관식이 적

용되었으며， 난류 유통에 대한 얼전달 모의는 Rod Bundle 영역에 대해서 Modified Schad 상관식

이 적용되고， 열교환기의 튜브 영역은 Aoki 상관식， Shell 영역의 소륨에 대해서는 Graber Rieger

상관식을 각각 적용하였다. 이들 상관식은 SSC-K 코드에서 계통안전해석을위해 이용된 모델들

로서 계통 모의의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이식하였다.

춧류 유통 역 역 (Subbotin Correlation)

N= 5.0+0.025XPeO.8

난류 유통 엿 역 (Modified Schad Correlation)

빠= [-16.15+24.96냄)-S.55(용n ·Pe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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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퍼페6암+0.002빼2

Nu=매0.2껑5+얘댐6없2에(응김)+ [0.032에(응김)-0.00떼07에7서] • Pe
O

.
88

fortuooinside

forShellside

(3.3-45)

(3.3-46)

그림 3.3-68과 3.3-69는 각각 P!D가 1.15, 1.3 일 경우의 실험 결과들과 위의 식들을 비교한 것

이다. 이들 질험 결과는 CRBRP의 집합체 해석을 위해 사용된 결과들로서， 그림 3.3-69는 참고문

헌 [3-40]의 페이지 453에 질려 있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것들은 자체적인

실험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설명한 냉각재 물생치와 벽마찰 모델， 열전달 모텔들을 MARS 코드에 이식한 후 코드

명을 MARS-LMR로 개명하였다 MARS-LMR 코드를 이용하여 액체금속로를 모탤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 소륨을 유체로 하는 루프는 MARS-LMR 코드의 120-129 카드상의 4번 째 Word를 다음과

같이 입력해서 Default 유체가 소륨(na)임을 나타낸다.

120 180010000 0.0 na phts

121 350190000 5.14 na ihts1

122 550190000 5.14 na ihts2

123 700010000 6.64495 h20 sgl

124 800010000 6.64495 h20 sg2

- 열 구조물 모텔에서 앞에서 언급한 소륨을 유체로 하는 대류 경계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구조물의 경계조건 입력 카드에서 12-word format을 이용한다.

12800900 1

12800901 0.0365 10.0 10.0 10.0 10.0 0.0 0.0 1.0 0.8 1.46 1.125 19

액체금속로 노심의 Wire-wrap Spacer의 마찰언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노심을 ‘pIpe’

Component로 모텔해야 하며， 다음의 카드(ccc320l)가 추가로 업력되어야 한다.

* this card is added to calculate friction factor of wire-wrap rod

* p_roφd_rod h_wire/d_rod

2203201 1.1667 22.0751 13

소늄의 열전도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열의 확산이 매우 크다 따라서 Upwind Scheme을 이

용하는 MARS-LMR 코드의 정우 유체 속도에 따라서 Cell 크기를 적절하게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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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ARS-LMR 코드 검증

코드 개발에 있어서 코드의 검증은 코드의 오류， 코드의 과도기 해석으로의 적용성 등을 평가

하는 중요한 하나의 절차이다‘ 그러나 이전 단계에서 SSC-K 개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내

용을 검증할 실혐의 부재였다. 이를 위해 본 단계의 연구에서는 미국 EBR-II(Exp얹imen떠1

Breeder Reactor-II)의 실험과 프량스 Phenix 원자로의 실험 동을 이용혜 MARS-LMR 코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로 열유체 모델들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나， 향후에는

코드의 반응도 모텔 검증도 병행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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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R-II 유량상설사고모의

EBR-II 발전소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U.S. Atomic Energy Commission)가 초기원자로 형을

개발할 때의 한가지 형태로서， 우라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알곤 국립 연구소

에서 개발했던 액체 금속 고속 중식로이다. 이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 238을 연소시킴으로써 우라

늄 238을 플루토늄으로 변환시키고 원자력을 발생시키는 원자로이며， 전체 우라늄 중에 1% 가량

의 우라늄 235만을 이용하는 경수로에 비해 이 원자로는 거의 100 %의 우라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원자로형으로서 각광을 받고 건설되었다 EBR-II의 건설은 Closed Energy Supply

sys따n(폐 에너지공급체계)， 즉 동력로와 핵연료 주기 시스템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검증이다. 위

의 검증에는 몇 가지의 선행요건이 있는데， 폐 에너지 공급체계 내에 존재하는 핵연료의 재고량，

악티타이드 계열의 고 방사성 물질들의 수용， 핵연료의 재처리 풍올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과 장기적 전력 생산을 위한 고속 충식로의 기술 개발을 위해 EBR-II가 건설되어 운영되었다.

고속로는 고속 중성자의 분열 및 홉수 단면적이 열 중성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다른 원자로

형파는 다르게 핵연료 배열은 아주 조밀하게 위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농축도를

높여야 임계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 구조불 및 냉각재 둥도 중성자 흡수가 적은 재료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의 요건에 부합해서 액체 금속이 냉각재로 이용되었으며， 액체금속의 높은

비둥점으로 인해 대기합 조건에서 액체금속로의 운전이 가능하며， 경수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냉각재 상실사고는 액체금속로에서 거의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적용

하여 EBR-II가 건설되었으며， 금속연료를 사용하는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

가 되고 있는 핵확산 저항성을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

EBR-II는 22년간 성공적으로 전기 생산 및 다양한 질험을 하고 해체되었다. EBR-II의

Pool-type으로 62.5 MW의 열 출력을 발생하는 고속 충식로이다. 1985년 해체 직전 고속 충식로

의 고유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발전소는 액체금속 소륨을 냉각

재로 이용하는 일차계통과 중간계통， 불을 이용하는 3차 계통 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3.3-70는 일차계통을 개략적으로 보이고 있다.

두 대의 일차냉각재 펌프는 Primary Pool에서 485 kg/s 유량을 흡입하여 원자로 바로 아래 두

개의 고압 하부 공동과 저압 하부 공동으로 배관을 통해 소륨을 배출한다. 이 냉각재는 원자로를

지나 원자로 출구 공동에서 473 "c의 온도가 된다 출구 공동에서 한 개의 출구 배관을 통해 중간

열 교환기에 도착한다. 중간 열 교환기에서 전열관을 통해 중간 계통의 소륨으로 열을 전달하고

다시 Primary Pool로 되톨아 온다

원자로는 육각 집합체플로 구성되는데， 육각 집합체는 마주 보는 판 사이가 5.817 em이다. 노

심은 Row 7까지 Driver fuel 집합체가 채워져 있고， Row 7에서 Row 10 까지는 Reflector, 나머

지 Row 14까지는 Blanket fuel 집합체로 구성된다. Driver fuel 영역에는 두 개의 Safety rod가

Row 3에 , 12 개의 Control rod가 Row 5에 장착되어 있으며 , 일반적으로 8 개의 Control rod만 장

착된다. 다른 4 개의 위치에는 계측 장치가 있는 집합체가 삽입된다 핵연료의 직경은 0.3302 em

이고， 0.442 em 직경의 316 스테인리스로 피복되어 있다. 핵연료 핀과 피복재 사이에는 소륨으로

접합되어 있다 각각의 핵연료봉은 0.1245 em 직경을 갖는 Wire spacer로 감겨있다. 각 핵연료

집합체는 91 개의 핵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Control rod와 Safety Rod에는 61 개로 이루어져

- 225 -



있다. 중깐 계통은 한 개의 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 315 kg/s 의 소륨이 전자 펌프에 의해 순환

된다.

중간 계통의 열은 7 개의 증가 발생기와 2개의 과열기를 통해 3차 계통인 증가 계통으로 전달

되며， 이들의 열 전달 관은 2중벽 관들로 설계되어 었다. 증기는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한

다.62.5 MW의 열출력에서 32 kg/s, 438 ·C 의 과열 증기가 8.7 MPa 의 압력으로 터빈에 분사된

다.

Sodium Level

IHX

ow PresSlre Pipe

。utlet Plenu m

Reflector and Blanket

Core fueled Driver SAS

High Pressure Plenum

Low Presslre Plenum

그림 3.3-70 EBR-II 발전소의 일차 계통 개략도

가) EBR-II 발전소에 대한 MARS-LMR 코드 업력 모텔

그림 3.3-71은 EBR-II 발전소에 대한 MARS-LMR 코드의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컴포넌

트 300은 일차 계통 탱크를 모델한 것이다.6개의 Volume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에서 두 번째

Volume의 업구(하단부)에서 펌프와 연결되고， 세 번째 Volume의 입구가 중간 열 교환기 출구와

연결된다. 컴포넌트 305와 335는 펌프를 나타내며， 모텔했으며， 12인치 파이프 310.330으로 각각

소륨을 방출한다. 이들 파이프 모댈들은 고압 하부 공동(370)으로 연결되며， 파이프 중칸 부분에

서 4인치 배관 320， 350으로 연결된다. 밸브 325와 355에서 상당한 압력 강하가 일어나고， 약 16%

의 유량이 배관 모텔 330, 360을 거쳐 저압 하부 공동(380)으로 유입된다

노심은 5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컴포넌트 430은 계측 집합체인 XX09를 나타내고， 400은

Driver fuel 집합체들을 모두 모의한 것이다. 컴포넌트 410은 Inner blanket들을 의미하며， 420은

Control rod와 Safety rod들을 모델한 것 이 다. 이 들 컴포넌트들로는 모두 고압 하부 공동(370)으

로부터 소륨이 유입되어 뼈O 출구 공동으로 유출된다. Outer blanket과 Reflector 집합체들은 컴

포넌트 390으로 모텔했으며， 이 컴포넌트로는 저압하부 공동(380)에서 소륨이 유입된다. 노심에

- 226 -



서 가열된 소륨은 출구 공동(450)으로부터 출구 배관 컴포넌트 460을 거쳐 중간 열 교환기 컴포

넌트 520으로 유입된다. 중간 열교환기에서 열을 중간 계통의 소륨으로 전달한 후 다시 일차 계

통 탱크로 배출된다.

중칸 열 교환기의 입구의 배관과 공동은 770 파이프와 775 Branch 컴포넌트로 모델했다. 컴포

넌트 775의 소륨은 전열관을 모텔한 780 컴포넌트를 지나면서 가열된다. 고온의 소륨은 배관을

모댈한 600 - 640 까지의 파이프 컴포넌트를 지나 과열기 컴포넌트 650으로 유업된다.650 컴포

넌트에서 중간 계통 소륨은 증기발생기 컴포넌트 690에서 생성된 증기를 과열사킨다. 증기발생기

690 컴포넌트를 나온 소륨은 배관을 통해 Surge Tank를 모텔한 730 컴포넌트를 경유해서 745 전

자 펌프 모델로 유입된다. 전자 펌프는 다시 저온의 소륨을 중간 열 교환기로 유입시킨다.

3차 계통의 물은 증기발생기를 모델한 810 컴포넌트에서 벼등해서 830 Separator를 거쳐 순수

증기만이 과열기 컴포넌트 860으로 유입된다.

Primary Tank: 300

76
nu폐h”째

』개캠

145

그림 3.3-71 EBR-II 발전소에 대한MARS-LMR Noda1ization

냐) SHRT(Shutdown Heat Removal Test) 질혐 모의

SHRT 실험들은 원자로 정지 후 냉각재의 자연순환에 의한 붕괴열의 피통 제거를 입증하고，

강제 순환 상실 후의 원자로의 자연적언 정지를 증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고는 대개 유량 상

실사고와 열제거원 상실사고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3 개의 SHRT 실험을 MARS-LMR 코드

의 액체 금속 관련 Feature들을 검증하기 위해 모의하였다. SHRT-17 실험은 원자로 정지

(Reactor Scram)와 동시에 유량이 상질되는 사고로서， 실험 목적은 일차 냉각재 펌프가 전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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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인해 냉각재의 강제 순환에서 자연순환으로의 천이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실험 자료를 제

공하고， 자연순환으로 충분히 노섬 붕괴열이 제거됨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이 질험은 일차 냉각재

펌프들과 원자로를 정격 출력 및 유량에서 동시에 정지시키면서 시작한다.

-SHRT-17 test Pump1
- - SHRT-17 test Pump2
~SHRT-39 test Pump1
- .-SHRT-39 test Pump2
-:.- SH RT-45 test Pu mp 1
- ‘ -SHRT-45 test Pu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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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T-39와 45 실험들은 Reactor Scram이 일어나지 않고 유량 상실사고가 발생하는 사고이

다. SHRT-39 실혐의 초기 조건은 100 % 출력과 100% 유량， 일차 계통 탱크의 초기 용도 352 "c

둥이다. 두 개의 일차계통 펌프들의 Coastdown은 능동적으로 제어하므로써 의도적으로

Coastdown 시간을 300초까지 증가시켰다. 반면 SHRT-45 실험은 100 % 출력과 100% 유량， 일

차 계통 탱크의 초기 온도 334 "c에서 수행되었다. 일차 냉각재 펌프들의 Coastdown 은 피통적

제어되어 Coastdown 시간이 100초 정도였다. 사고 후 원자로 출력은 원자로에서의 온도 증

인해 부 반웅도가 궤환되면서 감소했다. 결과적언 3 실험들의 펌프 Coastdown 콕선과 원자

걷Jλ{
• 1"-"

- 228 -

으로

가로



로 출력을 그립 3.3-72과 73에 도시하였으며， 실험 초기 조건들은 표 3.3-24에 나타내었다

이들 펌프 Coastdown 곡선과 원자로 출력 둥은 MARS-LMR 코드를 이용한 SHRT 실험들의

모의를 위해 과도기 업력으로 이용된다 원자로 출력은 계측된 핵분열 출력과 계산한 붕괴열을

합한 값이다. 붕괴열은 경수로의 ANSI 표준에 액체금속로 핵연료의 몇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계

산되었다. 결파적으로 액체금속로의 붕괴열은 경수로에서 계산한 값틀과 거의 유사하다. 일차 냉

각재 펌프틀의 측정된 속도도 MARS-LMR 코드의 입력으로 기업되었다. 각각의 실험에서 두 펌

프들의 속도는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펌프들의 내재적인 차이로 인해 최종 정지 시간에서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

SHRT-I7 설험에서 XX09 계측 집합체의 상단 부근의 과도기 온도에 대한 계산 결과를 실험

파 비교하여 그림 3.3-74에 나타내었다 0초에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후 출력은 바로 급격히 감소

한다 이로 인해 냉각재 온도도 따라서 감소하고， 동시에 펌프는 Coastdown하면서 정지하게 된

다. 펌프가 Coastdown 하면서 냉각재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다가 자연순환이 시작되면서 냉각재

의 유량도 소량 증가하고 온도도 갑소하기 시작한다.

표 3.3-24 EBR-ll 발전소의 설계 변수와 실험 초기 조건

Design SHRT SHRT SHRT
Parameter

Value 17 39 45
Core Power, MWt 60.5 59.73

59.5
Reactor 1γpe 62.5

No. of IHTS loops Pool

Active Core Height, mm 1

Blanket Length, mm 360.68

No. of subassemblies 914.4

Subassembly Pitch, mm 637

FueνBla파‘et Pins per 58.928

Assembly 91/19 644.3η4
625/720

618.4/71

Reactor Core I/O Temp., K 644.3.η45.9 2 8
484.8*

Total PHTS Flow Rate, 485.0 482.2* 485.6*

kg/s Mechanical

Primary Pump Type 2

Number of Primary Pumps 582.03n36.5 581η35
567η14

558n07
*

IHX I/O T，앉lp. ， K 303.3 * *
320.4

IHTS Flow Rate, kg/s 32.0 303.3 315.8
30.6*

Steam Flow Rate, kg/s 720.0 31.6* 29.2*
696.0*

Steam Temperature., K 8.72 708.0* 689.6*
6.98

Steam Pressure. MPa 8.72 6.05
* MARS-LMR calc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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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계산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펌프의 Coastdown 후 자연순환시의 온도

거동도 질험과 잘 일치하지만， 계산 결과가 약간 높다. 이것은 XX09 집합체와 이웃한 집합체들

사이의 Duct wall 을 통한 열전달을 모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온도 거동에 대

해서는 실험 자료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립 3.3-75는 SHRT-17 실험에서 XX09 집합체내로 흐르는 유량 거동을 나타낸다. 과도기 초

기에， MARS-LMR 코드로 계산된 유량은 펌프가 완전히 정지하는 50.5초까지 실험자료와 잘 일

치한다. 펌프가 정지한 후， 실험보다 조금 빠르게 자연순환을 위한 압력분포가 이루어지지만， 자

연순환 거동도 매우 낮은 유량에도 불구하고 실험자료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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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SHRT-17 실험과 SHRT-39, 45 실험들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는 원자로 정지 (Reactor Scram)

의 발쟁여부이다.SHRT-17 실험에서 과도기가 시작된 후에 노심의 출력은 원자로 정지로 인해

붕괴열에 따라 감소된다. 그러나 SHRT-39와 45에서는 원자로 정지가 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 반응도 꿰환으로 감소된다. 따라서 그림 3.운영과 3.3-73에 보언 바와 같이， 노섬 출력 거동은

펌프 Coastdown 곡선에 따라 감소된다. 펌프의 Coastdown이 끝나는 시점까지 즉 SHRT-39의

경우 350초， SHRT-45의 경우 100초까지 유량은 펌프의 속도에 비례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그림

에 보이고 있다. 일차 계통의 저온측과 고온측 사이의 벌도 차이로 인한 자연 대류 유량은 정격

유량의 약 3% 정도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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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측 온도 거통

그림 3.3-77에 보인 바와 같이， XX09 집합체 상단부 냉각재의 최고 온도는 SHRT-39 실험에

592.4 'C, SHRT-45 실험에서 688.5 t로 측정되었다. MARS-LMR 코드를 이용한 모의에서

각각 608.5 'C, 691.8 °C로 계산되었다. 두 실험을 비교하면 파도기 최고 온도는 펌프

Coastdown 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거동 또한 MARS-LMR 코

드가 매우 잘 모사함을 보인다. 이틀에 대한 모의로 MARS-LMR 코드는 출력 감소 중의 주요 열

수력 현상과 이와 관련한 자연 대류에 의한 열제거 능력을 매우 잘 모댈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그림 3.3-78은 Driver 핵연료 영역의 출구 온도에 대해 실험과 계산 결과를 보이고 었다.

MARS-LMR 코드는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점근 온도를 다소 낮게 예측하고 있다. 이는

그립 3.3-7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간 계통으로의 과도한 열제거가 일차계통의 지나친 온도 감

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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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enix End-Of-Life Test 자연순환 모의

Phenix 원자로는 1973년에 가동을 시작한 소륨냉각고속로 (SFR)의 원형로로서 약 35년간의

성공적인 운전 후 2009년 2월에 수명을 종료하였다. 수명 종료 시점 약 2년 전부터 프랑스 CEA

는 SFR 설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각 국의 관섬사를 반영하여 수명 종료 시험 (End-of-Life

test)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될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KAERI는 이 시험 자료를 이

용하여 SFR 계통해석에 사용되는 해석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Phenix 수명 종료 시험

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양 기관 간에 체결된 상세협력항목(STC)에는 Phenix 수명 종료 시험 중 노심 팽창 시험

(core flowering test) 자료를 이용한 KAERI의 SSC-K 코드 반응도 모텔 검증， 열유체 시험 자료

를 이용한 MARS-LMR 모텔 검증， 그리고 부반응 과도 사건 (Negative Reactivity Transient,

NRT) 펑가 계산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합의한 연구 내용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

차로서 필요 자료의 목록 작성， 노섬 자료 제공， KAERI 연구원의 파견， 사전 계산 수행， CEA와

KAERI 코드 비교 평가， 시험 결과 제공， KAERI 계통 코드 모텔 검증， 최종 해석 둥의 상세 일정

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제4세대 (Gen IV) 시스템 개발 국제공동연구에 포함되어 추진되

고 있다. 합의 내용에 따라 2008년 초부터 수행된 Phenix 수명 종료 시험 관련 연구는 Phenix

설계 및 운전 자료를 토대로 한 사전 계산， 수명 종료 시험 수행을 통한 데이터 생산， 그리고 최

종 해석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2010년 1월 현재까지 사전 계산은 완료 되었고， 수명 종료

시험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향후 최종 해석을 수행할 것이다

여러 번의 정보 교환을 통하여 CEA는 KAERI에서 수행할 사전 계산에 펠요한 Phenix 설계

및 운전 자료를 제공하였다 각 계통과 부품의 제원， 물성치， 노섬 설계， 운전 조건 둥 대부분의

자료는 CEA 발행 문서 “Data list for the calculation of Phenix End of Life Tests,

CEA!DEN!CAD.φER/SES{!LESN NT DO 16"에 포함되 어 있다. 그림 3.3-80은 Phenix 원자로

의 일차열전달계통과 중간열교환기 (lliX)의 개략도이다.

원래 정격 열출력 565MW, 전기 출력 255 MWe의 PHENIX는 3개의 일차 펌프와 6개의 중간

열교환기 (lliX)가 3개의 루프로 구성된다 하지만 1989년과 1990년 발생한 3차례의 원자로 정지

원언을 확인하기 위해 1993년까지 보수 기간을 거친 후 두 개의 이차측 루프만 이용하여 정격 출

력의 약 2/3인 350 MWth로 운전해 왔다 이 후 3개의 힐차 펌프는 약 540rpm으로 운전 중이며

전체 열차 유량은 약 1840 kg/s이다. 이차측은 2개의 펌프가 운전 중이며 이와 연결된 4개의 lliX

가 일차측의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고 있다. 동작하지 않는 하나의 이차 루프에는 소륨이 채

워져 있으며， 연결된 두 개의 lliX는 저온풀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는 원통형 장치인 DOTE로 대

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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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영 3.3-80태"""쟁자료의 깨와도

가) 경앙상에 -"-의

MARS-LMR 이용한 셔엉갱 얘액에서는 。1’"'，，，차흥융 간..화하여 경져조건으요요의하

었다 측 와악의 층간영l싼기효 동융의는유용파온도 에이리용 시간영흐찌용하여 사용하였다

노갱융 구생하는 981깨의 찍영찌는7깨의 유요료 구용하여 요앤하었고、영천당이 영어냐는4깨외

충안영a환기는 특잉적으료 요영하었다 그i용융" 져온융e 영차명으" 요영하었.:Jl. vesso리

a때... """"의 유효를 깐..억하여 구생하었약 그영 3.3-81용 시엉갱 예에 ’어여예 시용원 노

드를 보여추고 잉으며 그앵 3.3-'"용R표Nα의 영상파주요 ￥용외 얘껴도이다 PHENIX "의

갱껴 "이는 약 12m°l여 1 내￥ 찍킹온 11.82m이다 q연료의 .킥 영역용 5깨의 징이영양 노르호

구용의었으며 - 핑용찌는 7껴의 노드호 구성하였다

'34



245-Helium Gas

굶밟{ 靜따←
-I*n-m

238

on-
뉴- 51125
뉴- 5 야

f- 'III;;“ -LOVψer utlet olenum
r-'- 5 갱

222 Core To 爛또
다숨 110

f--1'1 90"92 95120 20 10121 3 π’1i4j1‘
1 f표 10 HO 。。 CR BK RF SH 5 7

「←←←
7d "T

l‘많175N 180-LP

:e9177ε55

그림 3.3-81 Phenix 시험전 예비 해석에 사용된 노드

체계

•

s。이um Level0.'"
•
•

。.‘

。‘6

패쇄께시
=깅

•
•

“
•

애1‘
"。

0.'''''

Pump。‘n

。 Core

IHX

,-
0.00<

D냉 "’”。
••

0."'0。,. 。

“" 。""

"m

1.'"

그림 3.3-82 Phenix 풀 배치도

- 235 -



수명 종료 시혐의 열유체 시험 중 비대청 시험은 350MW의 출력에서 시작되며， 자연순환 시

험은 120 MW의 출력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두 조건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350 MW 조건에 대한 계산은 주어진 운전 조건올 입력으로 하여 얻어졌으며， 120 MW에 대한

조건은 출력과 일차 유량， 그리고 이차 유량을 캄소시켜 얻어졌다. 표 3.3-25는 두 조건에 대한

정상상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발전소 변수틀은 설계치와 비교해서 측정 오차

내에서 만족되었으나， 이차측 nIX 출구 온도는 350 MW의 경우 약 5K, 그리고 120 MW의 경우

약 8K 정도의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다. 이 편차는 설계에 사용된 코드와 MARS-LMR 코드의

nIX 이차측의 열전달 상관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3-25 Phenix 정상상태 모의 결과

P = 350 MWth P = 120 MWth
Plant parameter MARS-L MARS-L

Design
MR

Design
MR

Core Inlet T밍np.， K 653.15 654.56 638.15 640.98

Core Outlet Temp.,
803.15 804.34 713.15 714.57

K

Core flow rate, kg/s 1840 1836.9 1280 1281.6

1st IHX In Temp., K 803.15 803.72 713.15 714.56

1st IHX Out Temp.,
653.15 654.33 638.15 640.89

K

2nd IHX In Temp., K 593.15 593.17 588.15 588.17

2nd IHX Out Temp.,
798.15 792.68 705.15 713.38

K

2nd flow rate, kg/s 1380 1380 760 760

Hot pool level, m 10.145 10.119 10.007

Cold pool level, m 9.215 9.258 9.587

냐) 자연순환 모의

자연순환 시험은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율의 감소로 인해 시작된다. 이로 인혜 nIX 이차

측 입구 온도가 증가하며， 원자로 정지와 이차 펌프의 정지가 발생한다 또한 3개의 일차계통 펌

프는 정지 운전을 하게 된다. MARS-LMR을 이용한 모의 계산은 nIX로 공급되는 이차측 소륨

의 온도에 대한 경계 조건을 부파함으로써 중기발생기의 Dryout 조건을 모의한다. MARS-L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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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는 초기에 급격하게 감소한 얼차측 유량은 자연순환의 형생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복되

며， 노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붕괴열올 성공적으로 제거함을 볼 수 있다. 원자로 정지 이전

IHX 이차측 온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섬 입구온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림

3.3-83과 같이 노섬 출구 온도는 원자로 정지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이후 노섬 유량 감소

로 인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비대칭 시험은 이차측 루프 1파 3 사이에서 열 제거율이 비대칭으로 이루어지도록 수행되었

다. 이 과도상태는 루프 1의 이차 펌프의 정지로 시작되며， 제어봉의 급속 삽입 운전으로 출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루프 3의 또 다른 이차 펌프의 속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제어되며， 출력이

약 50MW 근처일 때 원자로는 정지된다. 이 과도 상태의 모의를 위해 이차측의 온도 변화와 유

량 변화를 경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비대칭 시험에 대한 사전해석 결과 초기 고속 제어봉 삽

입 운전과 원자로 정지로 출력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일차계통 유량은 거의 엘정하게 유지

된다 그리고 두개의 IHX를 통해 이루어지는 열제거량의 차이를 확연히 보인다 또한 노섬 입구

와 출구 영역의 온도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약 100초경부터 입구 영역의 온도가 출구 영역의 온

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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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84 비대청 시험 시 IHX 일차 출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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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시험에 대한 rnx 일차측 출구 온도를 그림 3.3-84에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보다

정밀한 3차원 계산을 수행할 경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3차

원 해석 결과는 노심 출구와 rnx 입구 영역은 일차원으로 모의된 예비 결과이다. 비교된 DYN2B

코드 해석 결과는 CEA에서 수행한 것으로 이 코드는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고온풀 모델령을 최

적화한 것이다. 얼차원 모탤령의 경우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온도 변화의 원인은 노심 출구 온도

의 급격한 변화가 상부의 고온풀로 전달되는 시간이 비현설적을 크게 계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로 인해 중간열교환기로 전해지는 소륨의 온도 또한 크게 되며， 일차계통 펌프로 유입되는

소륨 온도도 실제보다 높게 되어 노섬 업구 온도가 비현실적으로 노섬 출구 온도보다 높게 나타

나게 된다. 사전해석 수행 결과 MARS-LMR 코드는 풀형 소륨냉각고속로의 장기적인 과도 상태

를 모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모텔들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단기적인 풀 거동을 모의

하기 위해서는 3차원 모형 또는 적절할 일차원 모델령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5월 29일 오후 3시 15분부터 비대청 시험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이차측 펌프의 정지로

시험이 시작되었으며， 또 다른 펌프의 속도가 감소되었다. 약 45.2초 후에 원자로가 정지되었고，

이후 노심과 IHX의 용도가 약 50K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저용풀의 하부와 중간 영

역의 온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몇몇 구간에서는 온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주 시햄은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이후 운전 지침에 따라 이차측 펌프의 속도와 일차 펌프의 속도를 제어

하는 운전이 진행되었다. 비대칭 시험에서 측정된 주요 발전소 변수및 저온풀 온도는 그림

3.3-85, 3.3-8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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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3.3-짧 버때횡 셔협 폼만 혹청된 쳐혼풀 온도 환포

짜연출환 씨협흘 g훨 22-23 양월감 추웹되었다. 01 ~11홉의 초71 쪼천올 맞추71 휘혜 6월 ?2

얼 오후 3Al 푸리 훨짜로회 훌핵올 앓OMW에셔 엽OMWj흩 활경노시커는 훌캘올 시작확여 휠~OO

불 쩡 120MW 훌쩍에 로활확였다- 훌쩍 참충에 맞추애 이월}체홈 3명프의 혹로보 약 4"1 많함 부

터 효기활 1빼 rp:며요훌+터 참호셔켜 6시 짧폼 경 목훌훌￡언 않해 멜n에 도활하였다. 일착케흉 휩

프팩 혹보 s:.환 략 6),1부다 댐o rpm으로부터 참소~1쳐 fV.130훌 쩡 홈효밟딴 많떼 l'l)lll에 로활확

였다.7시 15환 경 쭈끌수 휴황훌 감호셔힘오로쩌 추 셔협 01 ""-1 짝되렉 학 Z폼 후인 7셔 17폼 경

춤찌벌A앵 71 급수7t 고활확혔다. 에후 훨파로 훌혁용 혼포체환 효파째 왜f빼 홈출확.3I..• .:r..잠 훌구

-2;옐흩 -



온도 f표현 감소하는 청향율 보였고， 약 5볼후 훤자로는 정지되었다. 시험 시작 후 약 3시 간 후에

충기발챙기의 공기 유입구롤 혈어 이후 4시 찬 풍안 더 높운 냉각율율 유지하였다‘ 。l 후 천행필

자연 순환 시혐의 또 다론 추요 북척훈 풍기 냉각 유로 내의 짜연순환 메커니즘융 규명하는 것이

었는데， 효프 검중~ 쩍협적인 판계논 없논 i과챙이었다.::J.렴 3-87올 자연순환 시험회 철차률 요

약하고 었고，:J...렴 3-88온 주요 컬과롤 노시환 갯이다.

Test 빠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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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3-짧 자연순환 시험 추요 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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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3-88 자연순환 시험 동한 휴청원 주요 발철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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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CDA 초기단계 분석모텔 개발

가. 깨요

MELT-III 코드는 초기 단계의 HCDA 사고 시， 원자로 물리 및 열수력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다중 채널 해석용의 종합 코드이다. 특히 원자로 과출력 사고(UTOP)시， 사고 초기부터 노섬 붕

괴 (core disassembly)기 시작되는 시점 또는 핵연료 분산(sweepout)에 의해 사고가 종결될 때 까

지의 현상이 다루어진다. MELT-ill 계산은 정상 상태 모둘(STEADY)， 파도 상태 모둘

(TRANSIENT) 및 뼈연료 용융 • 재배치 (relocation)둥의 독자적인 세 모둘어] 의한 계산이 순차적

으로 행해진다[1-18J.

액체금속로 과도 상태 해석 및 노섬 용융 현상 해석 코드인 MELT-III!TRANSIENT 모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해석 모텔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용기 내 열수력 모델

point kinetics 모텔 및 반응도 궤환 모텔

- 핵연료 봉 내에서의 용융연료 거동 모텔

유로내 융융연료 거동 모텔

- 용융 연료-냉각재 반웅 모텔

전 단계에서는 산화연료 노심 해석용으로 개발된 MELT-III 코드를 금속연료 노심인

KALIMER-600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상상태 핵연료 성능해석 모탤 SIEX-II 수정， 대체되었고

금속연료의 고온 물성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도플러 반웅도 및 소륨 반웅도 모텔이 수정된 바

있다

금속 핵연료에서 핵연료봉 파손 전에 발생하는 연료봉 내부 핵연료 재배치 거동은 이로 인한

반웅도 궤환효과에 의해 중대사고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핵연료봉에서 연료봉 파손 전에 발생하는 연료봉 내부 핵연료

재배치 거동을 2가지 경우에 대해 모사하고 이에 따른 반웅도궤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용융연

료가 핵연료 파손 전에 핵연료 상부 기체 플레넘으로 분출되는 경우와， 핵연료 파손과 함께 냉각

유로로 분출되는 사고 정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Core catcher 냉각 능력 평가를 위하여 용융물 debris bed 에서의 dryout 열속 모텔을 개발하

고 KALIMER-600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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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융연료 이동 모델 개발 및 명가

1) 용융연료 이동 현상

ULOF나 UTOP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핵연료봉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와 냉각재에 의해 제

거되는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핵연료봉이 가열된다. 사고가 악화되면 핵연료봉 내부는 용융하

기 시작하고 용융 연료와 핵분열가스의 혼합물로 채워진 캐비티(cavity)가 형성된다. 이 캐비티

는 용융이 계속 됨에 따라 그 크기가 축방향과 반경방향으로 계속 증가한다.

캐비티 내의 핵연료 가스 혼합물은 핵분열가스에 의해 가합되고 국부적인 압력구배의 영향을

받아서 핵연료 내부에서 이동하게 된다. 핵연료봉 내부에서 캐비티 경계가 계속 용융되면 핵연료

봉과 냉각재 유로의 상태에 따라 다음 두 형태의 용융핵연료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a) 캐비티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해 캐비티가 핵연료봉의 상부까지 확장되는 경우: 캐비티의

가압된 용융물이 낮은 압력의 가스 플레넘으로 분출되어 핵연료가 급격히 재배치된다. 핵연료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해 핵연료 밀도가 감소되면 음의 반웅도가 궤환되어 노심출력을 떨어뜨리거

나 핵분열 반응을 정지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b) 캐비티의 반경방향 팽창과 피복관의 용융으로 인해 핵연료 피복관이 파손되는 경우: 캐비

티는 파손부위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의 냉각재유로와 연결되면 용융핵연료는 파손부위

쪽으로 급격히 가속 이동한다.

그림 3-89 은 위의 두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핵연료봉 내부에서 용융핵연료의 재배치는 파

손 위치와 축 방향 파손 전파속도에 따라 노섬에 미치는 반웅도 궤환 영향은 양 또는 음이 될 수

있다. 냉각재 유로로 분출된 용융핵연료는 냉각재 유로 내에서 분산되면서 음의 반응도를 궤환시

킨다

일반적으로 산화물 핵연료의 TOP 반웅도 특성은 핵연료 재배치 보다 피복관 파손이 먼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에 금속핵연료는 높은 열전도 특성으로 인해 캐비티가 핀의

상부 쪽에서 형성되어 핵연료 재배치가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속 핵연료에서 핵

연료봉 파손 전에 발생하는 내부 핵연료 재배치 거동은 사고가 전 노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융핵연료와 핵분열 가스로 구성된 캐비티의 크기가 증가하면 캐

비티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고온과 고압 영역에서부터 저압 영역으로 대류에 의한 핵연료 재배치

가 발생한다.

그러나 캐비티 내부에서의 핵연료 재배치는 제한된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로 인

해 나타나는 음의 반용도궤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금속핵연료와산화물핵연료에 대한 예

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크기를 가진 캐비티 내에서의 핵연료 재배치는 최대 출력과 에너

지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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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융연료 이동모델 명가

가) Null Transient 분석

MELT-III 코드의 용융연료 이동모델 평가를 위해서 우선 KALIMER-600에 대한 null

transient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원자로계통의 냉각재 유속， 압력 및 온도 분포가 정상

상태 값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정상상태 시， 원자로 냉각계통의 압력 강하는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PRESUR + HEADcold - DPW2 - HEADhot - DELP = 0 (3.3-47)

여기서 PRESUR 는 펌프 수두， HEADcold , HEADhot 는 각각 1차 측과 원자로 측의 수두이

며， DELP와 DPW2 은 각각 원자로용기와1차측의 마찰압력 손실이다.W는 냉각 유량을 나타낸

다 윗식에서 유량과 펌프 수두， HEADcold , HEADhot 는 설계 값으로 고정시키고 원자로 측과

1차 측에서의 마찰손실을 변화하여 최적 값을 모색하였다. 원자로 측의 마찰손설은 핵연료집합체

orifice 에서의 압력강하에 대한 불확질성이 있고， 1차 측의 마찰 손질은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원자로 측의 마찰 손실(DELP)이 2.5 x 105 N/m2 이고， 1차 측 마찰손실 계수(DP)

가 3.6 x 10-8 Ig.cm3 얼 때에 냉각재 유속， 압력 및 온도 분포가 정상 상태 값에 수렴하였다.

그립 3-90은 null transient 계산에 의한 내부 구동핵연료의 핵연료 집합체의 축방향의 온도 분포

( 즉 핵연료 중심 온도， 핵연료 외경 온도 및 피복재 중심 온도)와 냉각재의 온도분포를 보여 준

다

과도해석 계산에서는 원자로 하부 플레념 압력 계산을 위해 1차 측에서의 압력 강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bk+1 = Pek+1 - Dp· (Wk)2 + HEADcold + PRESUR - (SLOA)-(Wk - Wk-l)1 Ll.t (3.3-48)

위에서 Pb , Pe 는 하부플레념과 채널 출구에서의 압력이고， SLOA는 1차 측의 유로 길이를

유로 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Ll.t 는 시간 간격， k 는 시간 지표이다. SLOA 는 핵연료 파손 시，

1차 측 냉각 유로에서의 일시적인 냉각재 가속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ri외

and error 에 의해 SLOA 값을 0.01406 cm-1 을 입력 값으로 결정하였다.

냐) 핵연료봉내 용융연료 거동 분석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KALIMER-600 과도해석을 위한 열수력 초기 조건을 결정한 후， 반웅

도 삽입율이 0.5 $/s 인 UTOP(Unprotected Transient Overpower) 사고 시， 핵연료 파손에 의해

용융연료가 냉각 유로로 분출되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핵연료봉 내에서의 용융연료 거동을 분석

하였다. 또한 용융연료가 연료봉 상단 gas plenum 으로 분출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림 3-91은 0.5 $/s UTOP 사고 시， 핵연료봉 파손 시점까지의 도플러 효과， 소륨밀도， 및 핵

연료봉의 축방향 팽창으로 인한 노심 반웅도 변화를 보여준다. 핵연료와 냉각재의 온도 상숭과

함께 소륨 반응도는 + 방향으로 증가하고 도플러 및 팽창 반응도는 - 방향으로 증가하여，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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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파손 시의 총 반웅도는 88 cent 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복재 내경 온도가 1,350 K

에 도달했올 때 핵연료봉이 파손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이 온도에서 핵연료 피복재간 공융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3-92 는 과도 사고 시， 원자로 출력 및 에너지 발생량을 보여준다. 출력은 정상상태 값인

1,523 MW에서 핵연료 파손 시점에 57,800 MW 까지 40 배 정도 증가하며， 에너지 발생량은 약

2,000 M] 에 이른다. 한편， 그림 3-93에서 보듯이， 핵연료 용융은 사고 후 1.9 초경에 발생하였으

며， 이 후 핵연료 용융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핵연료 파손 시점인 2.15초에는 70 % 에 이르

게 된다

그림 3-94 은 핵연료 용융이 시작되는 시점인 1.90 초와 피복재 파손 시점인 2.15 초에서의 핵

연료 축방향의 온도 분포를 보여 준다. 그림 3-93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후 1.9 초 경， 핵연료

상단부 (60-70 cm 높이)에서 핵연료 중심 온도가 용융점인 1,400 K에 도달하였다. 한편 핵연료

파손 시점에는 핵연료 상단부(70-80 cm 높이)에서 피복재 온도가 파손 기준 온도인 1,350 K에

도달하였다

한편， 핵연료 용융이 핵연료봉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확장되면 피복재 파손 전에 용융핵연료가

핵연료핀 상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가스 플레념으로 분출되는 용융핵연료에 의해

핵연료 재배치가 상당히 큰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용융핵연료가 가스 플레념 영역으로 분출

되면 핵연료 영역이 확장되므로 그로 인해 음의 반웅도 궤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반웅도

궤환효파는 금속핵연료가 산화물핵연료보다 반용도 궤환 효파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재배치로 언한 반응도 궤환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핵연료 피복재 파손

전에 핵연료 상단 온도가 용융점에 도달하게 되면 용융연료가 기체 플레념으로 분출된다고 가정

하였다. 핵연료봉의 기계적 거동에는 핵연료 팽윤(swelling) ， 핵연료 축방향 팽창， 핵연료-피복관

상호작용， 핵분열 가스의 생성파 방출， 그리고 용융물 공동(molten cavity)의 가압과 같은 복잡한

현상이 수반된다. 일반적으로 산화불핵연료는 고옹영역인 핵연료 중심부에 캐비티가 생성되지만

금속핵연료에서는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성자 조사의 영향은 기공확산(porosity

migration), 핀 내부 캐비티 형성， 입자성장(grain growth) , 핵분열가스 방출， 핵연료와 피복관의

팽윤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도기간은 수 초 또는 수 분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이므로 이들

중 오직 핵연료팽윤에 의한 핵분열가스 쟁성만을 과도기간 계산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MELT-III 코드내에서의 과도상태시 핵분열 기체 생성물 방출 및 연료 용융과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 용융에 의한 부피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올 정우의 연료봉에서 용융된 총 부피;

TOTMET =L: VMUSH (1AX1AL) - VVOID

부피 변화를 고려하였을 경우의 용융된 부피，

VLIQ = L: VMELT (파XIAL) / 13.5

여기서

VMUSH: 축방향 노드 파XIAL에서의 연료 중심부 보이드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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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OID 전체 연료봉내에서의 보이드 넓이

VMELT (IAXIAL) : 축방향 노드 머XIAL에서 용융된 연료 무게

연료 중심부의 보이드로 방출되는 기체 부피;

VGAS = V * (paRaS + CCPERC ) * TMELTLl293 * 1.013 * 106 (3.3-51)

여기서

V: 축방향 노드에서의 용융된 연료 부피

paRaS: 노드에서의 연료 기공률

CCPERC: 연료내에서의 핵분열 기체 부피

TMELTL: 연료 고상 온도

이와 같은 산화불 연료와 관계된 일련의 관계식을 금속 연료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축방향

노드 퍼X파L에서의 연료 중심부 보이드 넓이언 VMUSH를 0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변수인 VVOlD도 무시하였다.

그림 3-95 , 3-96 은 0.5 $/s 반웅도 삽입으로 야기된 UTOP 사고 시， 용융연료의 재배치로 인

한 반웅도 변화와 축방향 온도 분포를 보여 준다. 사고 2.05 초 후에 핵연료의 최상단 온도가 핵

연료 용융 온도인 1,400 K에 도달하게 되어 용융 연료는 기체 플레넘으로 분출하게 되고 노섬 반

응도는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때의 피복재 온도는 파손 온도보다 낮아， 핵연료봉의 파손

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냉각재 유로로의 용융연료 분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사

고는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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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bris bed 냉각모델 개발

(1) Debris bed 단상 및 2상 유동 냉각모텔 개발

UTOP이나 ULOF같은 ATWS가 초기사고이후중대사고로 전개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과토 열전달 및 유체 동력학， 냉각재 비둥， 핵연료 및 피복판의 용융 및 재배치

둥의 많은 물리적인 현상들이 상호 명향을 미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소륨냉각고속로의 고

유안전성과 설계특성으로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사고일지라도 노심손상사고(core disruptive

accidents)에 대한 해석은 전체 위험도(risk)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HCDA(Hypothetical Core Disruptive Accident) 사고 후， 노심 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

에서 장기적으로 냉각 유지 가둥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심손상사고후 열제거

(post-accident heat removal: PAHR) 능력 평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냉

각 농력올 갖올 수 있는 원자로 하부구조의 설계가 병 행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용융 사고시 core catcher 상부에 집적되는 노심 파편입자층(P앞ticulate

Debris bed)의 냉각성놓올 평가하기 위한 수치해석척 모텔을 개발하였다. 그림 3.3-97은 노심파

펀업자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각현상을 개념적으로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삐삐삐삐 삐삐삐삐| 삐삐삐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P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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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filled
에th liquid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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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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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iquid

Retention plate I I Retention plate I I Retention plate I I Retention plate

단상유동 2싱유동 용융풀

그림 3.3-97 파편입자층의 단계별 냉각 특성

노섬손상 사고(core disruptive accidents)시 핵연료와 노심 용융물은 노심하부로 흘러내리면

서 상대적인 저온의 냉각재와 접촉하여 급속히 냉각되면서 파면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파편화된 입자들은 노심하부 유로를 폐쇄시키거나 Core catcher와 같은 노심하부 구조물에

쌓이게 된다.

노섬 파편입자충은 불규칙한 모양의 파편 입자들이 집적되었기 때문에， 큰 기공율을 갖는 매

질로 단순화 할 수 있다. 단상유동 냉각모텔은 파편 입자들 사이에 형성된 유로를 통해 흐르는

냉각재의 압력강하를 마찰저항과 관성저항으로 표현하는 Forchheimer 방정식을 기본 방정식으

로 하여 Macdonald 등이 개선한 Ergun 방정식과 Hardee & Nilson의 단상대류 Roll-Cell 모댈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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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파편입자층의 공극률， 파편입자의 유효직경， 파편입자 표면 거칠기 등을 고려한 식

(3.3-52)을 유도하였다.

식 (3.3-52)을 만족하는 냉각재의 유속 v를 식 (3.3-53)에 대입하여 고정 파편입자충에서의 상

하부 온도차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냉각성능올 평가 할 수 있다.

v3+ 180μ(1- C) .2 와，L(3gD，f
3

RpD, ν RpC

4Q,, (1- c)L
T• T~= "" T= ←←스----드

g ν vpC

(3.3-52)

(3.3-53)

여기서 v=냉각재의 겉보기속도(cm!s) ， E=파편충 공극률， R=파편입자 표면거칠기， p=냉각재 밀도

(g!cm3
) , Qp=파편입자층 열발생량(W!cm3) ， L=노심파편층 두께 (em)， C=비열 (Jig· K)이다.

파편입자층의 상 하부 용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이 불가능한 경우， 파편

입자층에서는 소륨비퉁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2상유동 냉각이 시작된다. Lipinski는 Ergun 방정

식을 근간으로 개발된 2상유동 냉각모델을 개량하여 충류와 난류， 중력， 표면장력에 의한 모세관

힘， 그리고 2상유동 발생시 파편입자층의 상부에 생생되는 유로 등을 고려한 l차원 2상유동 냉각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편입자층이 균일 직경의 파편입자와균일한 공극률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편

입자충의 두께를 감안하여 표면장력은 무시하고， 파편입자충의 바닥은 단열 바닥변인 비합축성

유동을 가정하여 단상유통시 적용하였던 Macdonald 방정식과 Lipinski의 2상 유통 냉각모벨을

접목시켜 식 (3.3-54)과 같은 2상유동 Scoping 냉각모벨을 개발하였다.

R(l- c)cl r 1 . 1 1. 180(1-f)q I μ |
「각 | + |+ 각「 | +fL|=(Pl P)9

hfvf'D, l Pv (l-s)ν PISν l flLfDe l pJl s )U PjSo l L U
(3.3-54)

여기서 hlv=기화열(JIg) ， De=파펀업자 유효직경 (em)， Ill, Ilv=액상과 기상의 동점성계수(Poise) ， PI,

Pv=액상과 기상 밀도(g/cm3)， q= 파편입자층 열유속(W!cm2) ， s=유효 포화도(Effective

saturation)이다

개발된 2상유동 Scoping 냉각모델은 많은 가정들을 통해 얻어진 모텔로서 정성적인 파편입자

층의 냉각성능 분석에 이용될 수 있으며， 파편입자층 바닥면으로의 냉각재 유업과， 파펀업자의

직경 및 공극률의 변화를 추가로 고려하여 노심하부에 집적된 파면업자층의 냉각성능을 보다 정

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텔로 확장시킬 펼요가 있다.

(2) Debris bed 냉각 생능 명가

개발된 단상유동에 의한 냉각모텔을 이용하여 KALIMER-600을 대상으로 Core catcher에 집

적된 노섬 파편입자층의 냉각 성능을 평가하였다. 표 3.3-26은 노심의 용융 형태에 따른 노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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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자층의 높이 및 열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26 노섬 용융 형태에 따른 노섬파편층의 높이 및 열발생량

Inner Core In. + Mid. Core Whole Core
Power Density (Wlem3

) 179 171 152
Molten Pool Depth (em) 5.12 10.24 14.85

Debris bed Height (em), ε = 0.9 51.2 102.4 148.5

그림 3.3-98은 기존에 발표된 파편입자층의 상하부 온도를 예측하는 모델들과 본 연구에서 개

발한 모텔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개발한 모텔에서 관성 저항항(Inertia drag)을 생략한 모

델과 기존모델이 정량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개발된 모텔이 관성 저항항을 추

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다공성 매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학적 현상을 보다 충실히 모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99는 노심의 용융형태에 따라， 파펀층의 공극률， 파편입자의 유효칙경 및 표면 거철

기 둥을 변화시키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계산 결과 450set 중 내부노심 용융의 모든

경우는 단상유동에 의해 냉각이 가능하였고， 내부+중간노섬 용융의 경우 5set, 전노섬 용융의 경

우 lOset가 단상유통에 의한 냉각이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파편업자총의 공극률이 0.6보다 작

고， 파편입자의 유효직경이 2mm보다 작은 경우에 파편층의 냉각성능이 크게 감소하였다. 향후

파편 입자층 생성에 관한 메카니즘 연구를 수행해 냉각이 불가능한 파편 입자층 조건이 형성되는

지에 대한 실험적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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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8 파편입자층의 상하부 온

도차

그렴 3.3-99 전노섬용융시 파면층 상

하부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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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후보 개념 안전 현안이 될 수 있는 제어봉 셜계 요건 결정을 위한 ATWS 민갑도 분석을

통하여 연소로 제어봉 설계 시 반웅도 설계제한치를 도출하였으며， 절계기준사고 해석을

통하여 피동잔열제거 계통의 성능을 평가하여 셜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또한 도출

된 고유개념에 대한 Level-l PSA를 수행하여 CDF의 정량적인 값을 도출함으로써 전체

적인 안전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TRU를 직접 다룰 수 없는 국내 환경에서 TRU 대체 물질의 선정과 타당성 분석을 통하

여 U-Ce-Zr 실험을 통하여 U-TRU-Zr 용융/고화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완성

하였으며， 원내 실험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음 금속연료 용융/고화온

도에 관한 실험 자료는 세계적으로 희귀하므로 본 실험을 통하여 향후 금속연료 중대사고

연구에 필수적인 실험 자료를 확보하게 됩.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 효과 모텔은 안전여유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써， 외국의 설험자료 및 모텔에 근거하여 집합체 휩 모텔을 개발하고 Phenix에서 수행된

NRT 시험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실험 자료 해석에 적용하여 모텔 타당성

파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SFR 젤계에 대한 PSA 방법론 개발을 통해 신뢰도 DB를 구축하고 노심 손상기준을 정의

하였으며， 초기 사건에 대한 사건 수목과 계통 고장 수목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실증로 개

념설계 PSA 분석과 설계 최적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함

。풀형 SFR 설계를 기준으로 예비 PIRT를 개발하고， 전세계적으로 수행된 설험 시설 자료

를 분석하여 향후 안전성 펑가에 펼요한 질험 항목을 도출함. 또한 계통 해석 코드의 기

본 모텔 분석 · 평가와 설계기준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도출하고 대표적 사고

에 대한 예시 계산을 통하여 기본적인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의 틀을 구성함으로써 향

후 민감도 분석 동올 추가로 수행하여 SFR 설계기준사고 해석방법론의 완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됨.

。개발 완료된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MATRA-LMRlFB의 모텔 특성을 분석하고 전산

코드의 모텔 검중 계산과 적용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향후 기본 모텔 보완과 보고서 개정올 거쳐 언허가 기관의 검토가 가능한 시점

에 승인 신청이 가능하게 함.

。 1단계 초기부터 계통 해석 코드인 MARS-LMR 개발을 시작하여， 주요 열유체 모텔파 물

성치를 포함하는 기본 모율과 과도기 해석 모률을 완성하였으며， EBR-II와 Phenix 원자

로 설계 · 실험 자료를 확보하여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음. 여기에 사용된 자료들은 실제

원자로에서 얻어진 신뢰성 있는 귀중한 자료로써 향후 인허가 관련 펼수 실험을 대치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 개발된 MARS-LMR을 이용하여 향후 실증로의

피동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표적인 절계기준사고 해석 Tool로 활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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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Zr 용융금속연료의 밀도 압력 에너지 상태방정식을 개발하고， 금속용융물의 고온

물성자료를 확보하였음. 또한 Debris-bed의 단상/이상 상태에서의 Scoping 냉각모텔을 개

발하였고 노섬 용융시 냉각성능을 평가하여 HCDA 시 사고저항성올 확보하여 안전성 향

상에 크게 기여함.

세부

연구목표

。고유개념 설정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 | 연구

중 | 목표。、
치J 달성도01

(%)“ 1 (%)

비고4)

고유개념 예비 PSA 1 17 1 100

후보개념 | 안전현안 1 1 1 안전해석용 설계자료집 발간(‘08)

안전현안 | 도출 1 1 1- UTOP시 반웅도 삽입에 대한 민감도 분석(‘08)

도출 1 1 1 1- 제어봉 설계요건 둥의 현안과 설계제한치
도출(‘08)

후보개념 1 1 1- 600MWe 연소로 ATWS 사고해석(‘08)

안전특성 1 1 1 피동안전계통 냉각성능분석 및 고유피동안전성

평가 1 1 1 평가(‘(8)

- 1,200MWe 자체순환로 노심 압력강하 및 집합체

--------------~------------------~-------~---------~---쉰:활분밴-현켠-환~C~L
고유개념 | 예비 PSA 1 1 1 계통 및 기기의 신뢰도 자료구축(‘09 계속)

예비안전성 1 1 1 1- Level-1 PSA 수행결과 노심손상빈도
평가 I I I I 1.02x1만'fRY로 정량화 및 각종 셜계안에 대한

민감도 분석(‘09.7)

격납건물 사건수목 방법론 개발(‘10.02)

예비 1 1 1- KALIMER-600 6개 대표적 절계기준사고

안전해석 1 1 1 해석(‘09.07)

- 고유개념 600MWe 연소로 UTOP 사고해석 결과

안전기준치 만족(‘09.05)

고유개념 1,2ooMWe 자체순환로
비보호사고해석 (‘09.12)

。선진기술 개발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생 실험자료 생산 및 1 5 1 100
분석

실험요건 | 기술현황 1 1 1- TRU 대체 물질 선정 및 타당성 분석(‘07)

설정 | 분석 1 1 1- 용융/고화온도 특성 해석 방법론 개발(‘07)

- 질험요건 1 1 1- 금속연료 용융/고화 온도 특성 질험 요건 및

설정 1 1 1 매트릭스 개발(‘07)

실험장치 1 1 1- DTA, TG, DSC 둥 실험장치 확보 및 U-Zr,
확보 및 1 1 1 U-(2,4,6)Ce-Zr 시편제조(‘(8)
시편 제조 1 1 1- SEWEJ)AX!OM을 통한 제조시편 화학적

특성분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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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중 목표이
치( 달성도이

(%)2)1 ~(%)

I 1- 1,200 "C 이상， 3x10 3torr, Ar Gas 충진하에서
시운전(‘00)

사파이어 표준시펀올 이용하여 질험 측정장치

교정(‘00)

예비 1 1 1- U-(2，4，6lCεzr 시편 용융/고화온도 예비실험

평가질험 및 1 1 1 수행(‘00)

결과분석 1 1 1- U-Zr 상태도 변태점과 비교하여 실험 타당성

확인(‘00)

-Ce 조성비에 따른 결과의 일관성 분석(‘00)

-----흑청칠휩---r--흑생칠황----l-------r---------l~-흑청--칠험추행-횟체초서현-현짚청--혹한fdi-hy---

및 분석 | 수행

실험자료 1 1 1 실험자료 분석으로 U-TRU-RE-Zr 용융/고화온도
-------'----붙설 J l l 춘샅-('09.1원------

상세 역학적 반응도

궤환효과 해석코드 개발

기초모텔 1- 타당성 평가기 1 1- 노심 반경방향 반웅도 궤환효과 해석

개발 | 개발방향 1 1 1 기술현황분석(‘fJ7)

도출 1 1 1 모텔 개발 타당성 평가 및 개발 방안 도출(‘fJ7)

해석코드 | 단일 집합체 1 1 1- ANL 집합체 휩 해석경험/모델 분석후 해석모델

개발 | 휩 1 1 1 설정(‘00)

반웅도모텔 I I I- Piler파‘ NRT 실험평가를 위한 이론식 유도 및
개발 1 1 1 SSC-K 천산코드에 모텔 적용('00)

R뼈파〈 부반응도 삽입 운전자료 및 사고경위

분석(‘00)

Piler파， NRTj 1 1- NRT 실험계획서 검토 및 실험평가를 위한

예비 1 1 1 입력자료 작성(‘00)

해석결과

해석코드 1- 열유체 모탤 1 1 1- 다차원 열유동 해석모률 엽력작성 완료(‘09.(0)

평가계산 | 평가 및 I I I- Piler파‘ NRT 실험 후 다차원 열유체 모펠
검증 I I I 캠증(‘09.12)

。국내 기반기술 개발

SFR 고유 PSA 방법론 1 '0 1
I 12 I 100

개발 1 i~ 1

사고분류 1- 1 1 1- 고속로 사고분류 체계 개발(‘fJ7)

및 사고 | 사고분류체 I I 1- 원자로용기 파손 소륨 누출사고 사고분류체계
시나리오 | 계 개발 및 1 1 1 보완(‘00)
작성 | 보완

사고 1 1 1- EFR, JSFR, PRlSM 대비 KALIMER-{뻐

시나리오 1 1 1 사고해석 비교를 통한 사고시나리오 작성 및

작성 및 I I I 보완(‘fJ7-’00)

보완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니l

비 11 4)’~

챔
및
전

험

작

운

실

제

시

시운전 및

교정시험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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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개발

세부

연구목표

주요 |가|연구 1
연구개발 | 중 | 목표 | 비고4)II}" 1 치 |달성도잉|
실적11)- I(%씨 (%) 1

고유 예비 1 1 1 고속로 초기사건 빈도 및 신뢰도 DB 구축(‘rIl l

신뢰도 DB 1 1 1 고속로 노심 손상기준 및 격납건물 파손 조건

구축 1 1 1 정의(‘rIl)

- 고유사고 1 1 1 사고해석/시나리오 작성으로 21개 초기사건

종결 조컨 1 1 1 도출(‘08)

정의 1 1 1 도출된 각 초기사건에 대한 계통반웅 사건수목
초기사건 1 1 1 작성(‘08)

도출 1 1 1 안전계통 고장수목 작성올 위한 안전계통
계통 1 1 1 기능분석 및 고장수목 표제 작성(‘08)

고장수목 1 1 1- 12개 노섬손상군 분류 및 노심반응 사건수목

--------------------~--칸켠 J l l 높련토--잠설(~(원L_
절계기준사고 1 ~~ 1

I 35 I 100
해석방법론개발 1~I

• 코드 선정 | 모텔수립 1 1 1 노심 IHX 열전달 계수 최적 상관식 선정(‘이)

및 주요 | 근거자료 1 1 1 노심 마찰 계수 최적 상관식 선정(‘rIl)

모댈 평가 | 분석 1 1 1 설계기준사고 시 모델 영향 정량적 평가(‘rIl)
타당성 분석

모벨개발/개

선

주tkf 착청 r=-- 혀11 III 늄1Fi1r;;l-------r---------l~-()~jj- 1IiEIi\/'c;능 iii 푸3E 푹껴i 능닫다 닫따f; 채할립

작성 1 1 1 참여(‘08)

PIRT 개선 1 1 1- SFR PIRT 수행을 위한 수행지침서 개발(‘08)

및 실험항목 1 1 1 잔열제거계통 예비 실험항목 도출(‘08)
도출

• 변수 | 민감도 변수 1 1 1 설계변수， 원자로 정지 설정치， 반웅도모텔，

민감도 분석| 분류 및 1 1 1 잔열수준， 운전주기 등을 민감도 변수로 선정(‘08)

및 방법론 | 선정 1 1 1- 과출력사고 및 유량상실사고 둥 기준사고

구성 1 1 1 1 선정(‘08)

-------~------------------~-------~---------~二 -.?'1릎산곳-핸설곁관--앞철:>.1출-올톤전1할친--말좀~C9§l
• 기준사고 | 대표적 설계 1 1 1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석을 위하여 TOP과 LOF
예시계산 | 기준사고 1 1 1 사고에 대한 기준사고 해석 및 민감도 분석(‘09)

해석 1 1 1- MARS-LMR 이용 LOBS 시 장기냉각
장기냉각 1 1 1 모의(‘09.09)

모의 1 1 1 자체순환로 비보호사고해석을 위한 안전해석

안전해석 1 1 1 입력자료 수집 및 평가(‘09)

업력자료 1 1 1- 1200MWe 자체순환로 비보호 사고해석
요구 및 1 1 1 수행(‘09.1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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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1 4)’~
주요

연구개발
실적니l

세부

연구목표

• 해석방법론 | 방법론 보완

보완

가 연구

중 목표”、
치( 달성도.，

(%)ι %)

해외 인허가 요건 지속적 분석과， 설계기준사고를

추가하여 PffiT 수행 ('09.10)

연료봉 지지물에 따른 노섬 열유체

특성평가(‘ 10.02)

고속로 1 1 1- MA1RA-LMRIFB 전산코드 변경이력 작성(‘08)

국부손상 1 1 1 유동저항/유로폐쇄/난류혼합 모델개발 보고서

사고해석 1 1 1 종합(‘08)

특정기술 1 1 1 전산코드의 주요 프로그랩 구조분석 및 보고서

주제보고서 1 1 1 작성(‘08)

초안 작성 1 1 1- TIIORS/SCARLET;1'NC/I짧〈 유로폐쇄실험 계산

종합(‘08)

SABRE(영) 전산코드와 비교계산 결과종합(‘08)

KALTh표ill--IDJ 집합체 유로폐쇄 사고해석

결과종합(‘08)

MA1RA-LMRIFB의 사용자 지침서 작성(‘08)

SABRE 코드와의 비교계산을 위한

KALIMER-l50 집합체들에 대한 유로폐쇄
사고해석 수행 중(‘09.08)

-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초안 작성완료('09.12)

계통과도 안전해석 1 ，~ 1
I 16 I 100

코드개발 1 ~~ 1

"MARS- 1- MARS- 1 1 1- MARS-LMR 기본 모둘 개발(‘(J7)

LMR 기본 1 LMR 기본 1 1 1 일차계통， 중간계통， 안전계통 모의 기법 개발(‘(J7)

모률 개발 | 모률 개발 1 1 1- K따JMER-600 정상상태 평가계산(‘(J7)

"MARS- 1- 과도상태 1 1 1- 보호계통/계측기 불확실도를 반영한 예비

LMR 개발 | 해석 모률 1 1 1 보호계통 구성(‘08)

개발 1 1 1 원자로 정지를 위한 보호계통 값 설정: 출력

•사고별 1 1 1 !1!9-6! 노심 출구온도 닮5"C， 일차계통 유량
1 1 1 84%(‘08)

보호계통 1 1 1
모텔링완료 1 1 I-~αF 사고에 대한 보호계통 모텔링 완성 및

1 1 1 과도기 모의→·DBE 사고시 피동잔열계통 성능

•사고별 1 1 1 확인(‘08)

과도기 1 1 1- 설계기준초과사고 및 PSA를 위한 반웅도
모델링완료 1 1 1 모델링(‘08)

SSC-K 반웅도궤환 결과비교로 MARS-LMR
타당성 확인(‘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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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1 4)’~
주요

연구개발
실적니l

전산코드

모의 능력

평가

·질험/설계

자료확보

및 입력작성

·실험

예비계산및

결과분석

세부

연구목표

가 연구

중 목표”、
치( 달성도.，

(%)ι %)

I 1- Gen IVIIAEA-CRP 국제공동연구로 EBR-II(미)，
ph없ix(프) 원자로 설계 및 설험자료 확보(‘08)

원자로 설계/실험자료 이용 MARS-LMR
열유체모텔 검증(‘08)

- IAEA-INPRO 국제공동연구로PFBR(인도)

설계자료 확보(‘08)

각국 Benchmark Test로 코드계산결과 타당성

확인(‘08)

- 확보 원자로 설계생험자료는 인허가 관련

펼수실험을 대치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08)

확보한 실험자료는 추후 코드 인허가 획득에

활용(‘08)

• 코드적용성 1- I I I- Pher파( EOL 실험평가를 위한 원자로

평가 및 1 MARS-LMRI 1 1 모텔링(‘09.04)

검증 | 코드 적용-~ 1 1 1- Phenix 원자로 자연대류 Benchmark 문제를
평가 및 1 1 1 설정하여 선진국들의 코드 계산결과와 비교，
검증 I I I 선진국들과 대둥한 결과를 얻었으며， 자연대류

실험평가(‘09.09)

- PFBR의 소외전원상실사고 모의를 통해

잔열제거계통 능력분석에 대한 국제적 공인

획득(‘09.04)

PDRC 실험장치의 모의 해석을 통해 척도에 따른

해석의 일관성 확인(‘09.10)

HCDA 초기단계 기본모텔 - ~ ,
I 10 I 100

개발 1 ~V 1

• 핵연료봉내 | 용융연료 I I I 역학적 파도팽창 계산 모형 개발(‘(J7)

용융연료 | 이동 I I 1- MELT-III 코드를 이용한 용융핵연료 이동의

이동모델 | 반웅도모델 I I I 반웅도 영향 평가(‘(J7)

개발 | 개발 I I 1- U-Pu-Zr 용융연료의 밀도-압력-에너지

상태방정식 개발(‘08)

고온 U-Pu-Zr 금속 용융물 물성자료 확보(‘08)

Debris bed I I I 단상유동 Debris bed 냉각모텔 개발， 냉각성능

냉각모텔개 1 1 1 평가(‘(J7)

발 1 1 1- Debris-bed 단상 및 이상 유동 냉각모텔 개발(‘08)

- KALIMER-600 Debris-bed 냉각성농 평가(‘08)

단상유통으로 냉각 불능 Debris-bed 형상
도출(‘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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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실주구적요개니발l (%치가중)‘ι/
연구

연구세부목표 달목성(%표도)d”、j 비’ jl4)

·용융연료 반웅도모벨 MELT-III 코드의 반웅도 모벨 평가('09.10)

이동반응도 평가 Debris-bed 이상유동 냉각모델 개발 완료 및

모탤개발 - Core catcher 이상유동시 냉각성능 평가(‘09.12)

냉각능력

평가

총계5) 100 100
주1) 연구개발실적은 연구목표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2) 전체연구목표 대비 세부연구목표의 중요도를 표기

3) 목표달성도는 질적/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달성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목표달성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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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풀형 SFR의 사고분류， 사고시나리오 작성， 변수 민감도 분석 및 방법론 구성을 통하여 마

련된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을 완생함으로써 실증로 개념셜계의 안전성 평가와 제4세

대 소륨냉각 고속로의 고유개념 안전성 평가에 활용함.

。MARS-LMR 전산코드 개발 및 컴증을 통하여 유량상설사고， 붕괴열제거 관련사고， 국부

손상사고 및 기타사고 둥의 설계기준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확보함으로써 노

섬 고유안전성 및 붕괴열 제거능력 평가가 가능함.

。리스크 정보를 이용하는 SFR 고유 PSA 방법론 개발 및 PSA 수행을 통하여 소륨냉각

고속로의 안전성 검증뿐만 아니라 정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젤계 최

적화 달성에 활용함.

。개발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및 전산체제를 이용하여 피동 안전특성에 의한 소륨냉각 고속

로의 고유 및 궁극척 안전성 확보 가능성을 엽증함으로써， 대중의 원자력 안전성 관련 불

안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소륨냉각 고속로 및 실험시설 건설시 인허가와 관련

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함.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및 고유개념 안전성 예비평가를 통해 확

보된 기술은 2010년부터 수행되는 소륨냉각 고속로 실증로의 개념설계 예비안전성 분석과

2012년부터 추진되는 실중로 표준설계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 분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질험 시설에 대한 사전분석 연구에 활용함.

。확보된 SFR 안전성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Gen IV 국제공동연구 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여 소륨냉각 고속로 개발 선진국틀파의 기술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과 설계 자료를 경제

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막대한 경제적 · 산엽적 효과

가 예상되는 소륨냉각 고속로 상용화 시기의 기술도입 비용 절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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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口 Gen IV SFR 연구컬과물

。 SO 프로젝트

컬"!-폴 쩨목
2T단as계k

활용방안
ill

PDRC 초기냉각특성 평가 [Task S1.a] 4.2 GenIV 개념 개발

한 PDRC 실험장치 기본설계안 [Task S1.a) 8.2 DHRS 젤계
국 금속연료 용융/고화온도 특성실험 결과 (Task Slob) 6.5 중대사고 모텔 개발

PSA 방볍론 SFR 적용생 평가 보고서 (Task S1.c) 6.3 안전성 명가

국내외 피동안전 시험자료 평가 [Task S1.a] 6.2 안전해석 코드 검중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설계 [Task Slob] 6.5 중대사고 대처 설계

미
[산Ta화sk물S및2.a]금속핵연료 노심의 ATWS 안전성 평가 피동얀전성 평가국 6.2

[불Ta확sk실@도2및c] 민감도 평가 방법론 [Task S2,c] 외 1건 6.1 안전성명가 방법론

피동원자로정지장치 (SASS) 성능분석 2건 [Task 51 머 6.2 원자로 정지계통 설계

일
2중건대[사Ta고sk시S재lob임]계 배제를 위한 조기 핵연료 방출연구 6.5 중대사고 대처 설계

본
lOYO ATWS 시험 [Task S2.a] 6.2 계통해석 코드 컴중

MONJU 증기발생기 튜브 시험 [Task Op2.a] 7.2 발전소 가동중 검사

피동 및 능동 잔열제거계통 성능평가 [Task S1.a] 4.2 GenIV 개념 개발

:II: Phenix 접합체 전체유로폐쇄현상 평가 [Task Slob] 6.2 중대사고 코드 명가

항 RSWG 방법론의 SFR 적용 가능성 평가 [Task S1.c] 6.3 안전성평가 방법론
까‘

핵연료 차이에 의한 피동안전 특성 [Task S2.a] 6.2 중대사고 대처 설계

Phenix 시험 [Task Op1.a] 외 2건 [Task Op.2a, Op2.b] 6.4 계통해석 코드 검중

口 국쩨 공동 연구를 통한 각국의 고속로 셜계 자료 및 연구깨발 자료

인도 PFBR 주요 부품 및 계통 절계 데이터 및 도면

인도 PFBR 대상 INPRO 연구 참여국 DHRS 거동 분석 결과

Data list for the calculation of Phenix End of Life Tests

- IAEA CRP 참여국 Phenix Natural Circulation Test 사전 분석 결과

- 262 -



제 7 장 참고문헌

[1-1] PSA Procedures Guide, NUREG/CR-2815, USNRC, 1984

[1-2] PRISM Preliminary Safety Information Document, Vol. IV, Chapters 15 to 17

and Appendix A, Preliminary 만ubabilistic Safety Assessment, GEFR-00793,

UC-87Ta, General Electric, 1987

[1-3] Fin외 Level 1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for Ulchin Nuclear Units 3 and

4 (Internal Event Analysis) Rev.l, KAERI, 1997

[1-4] Sang Hoon Han, Ho-Gon LIM and Joon-Eon YANG, AIMS-PSA: A Software

for Integrating Various Types of PSA, PSAM9, 2008

[1-5] W.S. JUNG et. aI., "A Fast BDD Algorithm for Large Coherent 고장수목s

An려ysis"， Reliability Engine앙ing and System Safety, Vol. 83, pp. 369-374,

2004

[1-6]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Utility Requirements Document, Volume II

ALWR Evolutionary Plant, Chapter 1, Appendix A, PHA Key Assumptions and

Groundrules, Rev. 7, EPRI, 1995

[1-7] IAEA Guide to the Collection and Presentation of Elec1퍼C려， Electronic, Sensing

Component, and Mechanical Equipment Reliability Data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Std 500-1984, IAEA, 1984

[1-8] Reliability Study: Combustion Engineering 원자로 보호계통， 1984 - 1998,

NUREG/CR-5500, Vol. 10, USNRC, 2001

[1-9]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Safety Guide No. NS-G-1.2, IAEA, 2001

[1-10] 검태운 외， KALIMER-600 금속핵연료 소륨냉각고속로에 대한 Level-l PSA 모텔

개발， Development of Level-l PSA Model for the Metallic Fuel Sodium-Cooled

Fast 원자로， KALIl\따~R-600， KAERνTR- 3741/2009

[1-ll] 김태운 외， 세계 각국의 액체금속로 개발에 따른 PSA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PSA Technology Review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iquid Metal Fast

Reactor in the World, KAERIlAR-799/2008

[1-12] 박수용 외， KALαfER-600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PRISM PHA 적

- 263 -



용생(I)(노심반응 사건수목 분석 편)， Applicability of PRISM PRA Methodology

to the Level II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of KALIMER-600 (I) (Core

Damage 사건수목 Analysis P따t) ， KAERVTR-3739/2009

[1-13] JAEA, Feasibility Study on Commercialized Fast Reactor Cycle Systems,

Technical Study Report of Phase II - (1) Fast Reactor Plant Systems- (2006)

[1-14] Ho-gon LIM and Sang Hoon HAN, “Development of T，α-I Uncertainty Analysis

S!W MOSAIQUE", KAERVGP-283/2oo9, JAEA-Review-2009-038, Proceedings

of the 10th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PSA, pp 626-639, 2009.

[1-15] USNRC, "In버vidu려 Plant Examination: Submittal Guidance," NUREG-1335,

August.1989.

[1-16] USNRC, "Severe Accident Risks: An Assessment for Five U.S. Nuclear Power

Plants," NUREG-ll50, Final Summary Report, VoLl, December, 1990

[1-17] Ahn, K.I. et al., "Development of a Computer Code, CONPAS, for an Integrated

Level 2 PSA,"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30 (1), 58-74. 1998.

[1-18] L.C.walters et 머.， "Performance of Metallic Fuels and Blankets in Liq벼d-Metal

Fast Breeder Reactors," Nuclear Technology, Vol. 65, pp. 179, May, 1984

[1-19] USNRC, "Reactor Safety Study," WASH-1400(NUREG-75/014), October, 1975.

[1-20] 하귀석， “ KALIMER-6oo 설계기준사고 해석，" SFR-SA123-WR-01-2009Rev.00,

2009.

[1-21] 하귀석， “MARS-LMR 개발 및 KALIMER-6oo 정상상태 계산，" KAERVTR-3418

/2007

[1-22] 하귀석， “MARS-LMR 코드의 열유체 모텔 검증，" KAERVTR- 3687/2008

[1-23] 정해용， “ SSC-K 코드를 이용한 KALIMER-600 과출력사고 및 유량상실사고의

보수적 해석，" KAERVTR-3713/2009

[1-24] 김태운， “세계 각국의 액체금속로 개발에 따른 PSA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KAERVAR-799/2008

[1-25] 권영 민， “Design Basis Events for Developing Safety Analysis Methodology for

KALIMER-6oo," LMR!SA131-WR-0l, 2005

[1-26] 권영 민， “Acceptance Criteria for KALIMER-6oo Safety Analysis," LMR!SA221-



WR-01, 2005

[2-1] G. Hofman et aI., "Swelling Behavior of U-Pu-Zr Fuel," Met삶Iurigic려

Transations 21A, 517p, 1990.

[2-2] L. Leibowitz et 외.， ]. Nuc!. Mater. , 154 (1988) 145.

[2-3] D.R. Harbur et aI., LANL Report, LA-4512 (1970)

[2-4] R.D. Shannon, Acta Cryst. A32 (1976) 751.

[2-5] Holleck, H., Wagner, W.: Ternary Oxides, Nitrides and Carbides of U-Ce-Zr;

Thennodynamics of Nuclear Materials, Vienna, 667-681 (1968) 자료 미보유.

[2-6] Y. Shoji et aI. ]. Nucl. Mater., 265 (1999) 134.

[2-7] T. Inoue et aI. Trans Am. Nucl. Soc. 64 (1991) 552

[3-1] Shigenbumi Aoki, "Current Liquid-metal Heat Transfer Research in

Japan,"Progress in Heat & Mass Transfer, Vo!. 7, pp. 569-573, edited by O.E.

Dwyer, Pergamon Press, Inc., Elmsford, New York, 1973.

[3-2] Je파dns， "Heat Transfer and Fluid Mechanics Institutes," Stanford Univ., pp.

147-58(1951)

[3-3] Deissler, NACA-RM-E52 F05, pp. 1-20 (1952)

[3-4] Lykoudis, ASME Trans, 80 (3), 653 (1958)

[3-5] Dwyer, A.I.Ch.E., ]. 9 (2), 261-8 (1963)

[3-6] Kunz and Yerazonis, ASME Trans., series C, 91 (3), 413-20 (1969)

ChemicalCoefficients,"Richard N. Lyon, "Liquid Metal Heat-Transfer

Engineering Progress, Vo!. 47, No.2, 1951

[3-8] Kuroyanagi et aI., The 7th Japan Heat Transfer Symposium, pp. 269-72 (1970)

[3-7]

[3-9] C.A. Sleicher and M.W. Rhouse, Int. ]. Heat Mass Transfer, Vo!. 18, pp.

677-683 1975

[3-10] M.W. Kays and M.E. Crawford, "Convective Heat and Mass

Transfer,"McGraw-Hill Book Company, pp. 238-239, 깡5-247 (1980)

[3-11] M. W. Maresca and O. E. Dwyer (BNL), 얀feat Transfer to Mercury Flowing

- 265 -



In-Line Through a Bundle of Circular Rods," Journal of Heat Transfer,

Transaction of the ASME, pp. 180-186, 1964.

[3-12] Y. M. Borishanskii, M. A. Gotovs녕i， and E. V. Firsova, "Heat Transfer to

Liquid Metals in Longitudinally Wetted Bundles of Rods," Atomic energy,

27:549, 1969

[3-13] O. E. Dwyer and P. S. Tu, "Analytical Study of Heat Transfer Rates for

Parallel Flow of Liquid Metals Through Tube Bundles, Part I," Chern. Eng.

Progr., Symposium Series, vol 닮， no. 30, 1960, pp. 183-193

[3-14] H. Graeber and M. Rieger, "Experimental Study of Heat Transfer to Liquid

Metals Flowing In-line through Tube Bundles," Progress in Heat and Mass

Transfer, Vol. 7, pp. 151-166, 1973

[3-15] Sheldon Kalish and Orrignton E. Dwyer, "Heat Transfer to NaK Flowing

through Unbaffled Rod Bundles," Int. ]. Heat Mass Transfer, Vo1.10, pp

1533-1558, 1967

[3-16] Neil E. Todreas and Mujid S. Kazimi, "Nuclear System I Thermal Hydraulic

Fundamentals,"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1990

[3-17] 검원석， 김영균， 검영진， ”액체금속로 노심부수로 해석을 위한 MATRA-LMR 코

드개발，" KAERI!TR-I050/98 (1998)

[3-18] 권영민， 정해용， 하귀석， 장원표， 이용범， “KALIMER 핵연료집합체 국부유로폐쇄

사고 안전해석，”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TR-2562!2003 (2003).

[3-19] Y. M. Kwon, "Design Data for the Plant Safety Analysis for KALIMER

D않ign，" LMR!SAI21-DO-02!2001, Rev.OO, KAERI (2001).

[3-20] 하귀석， 정해용， 장원표， 이용범， “액체금속로 집합체의 유량상설사고 해석 및

MATRA-LMR!FB 개선，”한국원자력 연구원， KAERν'TR-2817/2004， (2004)

[3-21] Technical Program Group,“Quantifying reactor safety margins: application of

CSAU to a LBLOCA," NUREG/CR-5249, EG&G, Id하10 (1989)

[3-22] US NRC,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king

Tables (PIRTs) ," NUREG/CR-6944, March 2008

[3-23] US NRC, Regulatoη Guide 1.203, Transient and Accident Analysis Methods,

December 2005

- 266 -



[3-24] S.]. B외I and S.E. Fisher, “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s (PIRTs) (NUREG/CR-6944) Volumes 1 to 6,
USNRC, March 2008.

[3-25] 하귀석 외， “ KALIMER-600 설계의 대표적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한국

원자력연구원， KAERVTR-3938/2009 (2009).

[3-26] 권영민 외， “ATWS 사고 시 KALIMER-600 셜계개념의 고유 안전특성 평가，” 한

국원자력연구원， KAERνTR-3163/2006 (2006).

[3-27] 권영민 외， “금속핵연료 노심 소륨냉각고속로의 고유 피동안전 특성，” 한국원자력

연구원， KAERν'TR-3727/2009 (2009)

[3-28] y. M. Kwon, et 외.， "SSC-K User’s Manu외，" KAERVTR-1619/2000, 2000.

[3-29] MARS CODE MANUAL VOL. I - IV

[3-30] RELAP CODE MANUAL VOL. I - IV, NUREG/CR-5535, 1988.

[3-31] TRAC CODE MANUAL, NUREG/CR-3633, 1984.

[3-32] COBRA!TRAC CODE MANUAL, NUREC/CR-3046, 1983.

[3-33] C. A. Meyer, et aI., "ASME STEAM TABLES ," 1992

[3-34] David A. Young, "A Soft-sphere Model for Liquid Metal," UCRL-52352, 1977

[3-35] William G. Hoover, et 머.， "Generallized Van der Walls equation of state," ]. of

Chemical Physics, Vol. 63, No. 12, 1975

[3-36] Joanne K. Fi따‘ and Leonard Leibowitz,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Sodium,"

ANL-CEN-RSD-79-1, 1979

[3-37] D. ]. Zigrang and N. D. Sylvester, "A Review of Explicit Friction Factor

Equations," Transactions of ASME, Journal of Energy Resources Technology,
107, 1985

[3-38] S. K. Cheng and N. E. Todreas, "Hydrodynamic Models and Correlations for

Bare and Wire-wrapped Hexagonal Rod Bundles - Bundle FrictionFactors,
Subchannel Friction Factors and Mixing Parameters," N.E.D. 92, 1986.

[3-39] F. W. Dittus and L. M. K. Boelter, "University of California Engineering

Publications," Vol. 2, 1930.

- 267 -



[3-40] N. E. Todreas and M. Kazimi, "NUCLEAR SYSTEM I," MIT, Hemisphere

Publishing Co

- 268 -



셔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변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변호 INIS 주제코드

KAERVTR-40없1/2010

제목/부제
제4세대 소융냉각 고속로 핵섬기반기술개발/

안전생명가 핵섬기반기술깨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정해용 (고속로기술개발부)

연구자및부서명
권영빈， 김태운， 박수용， 석수동， 이귀렴， 이용범， 장원표，

하귀석，한상훈(고속로기술개발부)

줄판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10. 7.
페이지 268 p 도 표 있음( 0 ), 없음( 크 기 A4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0 ), 대외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 계약 변호

초록 (15-20줄내외 )

제4세대 소륨냉각고속로 후보개념 예비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제어봉 설계요건 동의

현안과 셜계 제한치 도출， 노심 압력강하 및 집합체 유량분배 최적화를 수행하여 노심설

계에 연계함으로써 차기년도 설증로 개념설계에 반영토록 함

다수의 후보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고유개념을 대상으로 Level-1 PSA룰 수행하여 CDF
의 정량적인 값을 도출하였고， 이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또한 대표적 설계기준사고 해

석과 ATWS 해석을 통하여 고유개념의 고유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안전성 평가를 통하

여 피동안전계통의 개선과 새로운 안전계통의 필요성을 제기함.

SFR에 대한 초기사건 분류와 계통반웅사건수목과노심반웅사건수목동 PSA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유개념에 대한 Level-1 PSA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설계

될 실종로의 설계 최적화에 크게 기여함

SFR PIRT 작성을 통해 안전해석 코드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고， 피동 잔열제거계통

실험항목을 도출하여 PDRC 실험장치 셜계에 기여하였으며，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을

확립하여 차기단계 설계기준사고 해석의 기초를 마련함. 개발완료된 국부손상 사고해석

코드 MATRA-LMR!FB를 대상으로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함.

’07-‘08년 MARS-LMR을 개발하여 ’08년부터 EBR-II와 Phenix 원자로 설계 · 실험 자

료를 확보하여 열유체 모텔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자료들은 인허가 관련 필수 실험

을 대치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

주제명키워드 소륨냉각고속로，안전해석，금속연료，고유안전성， 반웅도궤환，확률론적

(10단어내외) 안전성 명가， 셜계기준사고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1I1ing Org. Sponsoring Org.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Reoort No. Reoort No

KAERν'TR-4099/201O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Safety Evaluation

Project Manager Hae Yong Jeong (Fast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partment Department)

Young Min Kwon, Tae Woon Kim, Soo Yong Park, Soo Dong
Researcher and Suk, Km Lm LHga,hYno(nFgasBtuRmeaIc￡to!er， Won Pyo Charlg, KM Seok

Department HDeap, aSratmngenHt)oot1 Technology Deve1opment

Publication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Jul. 2010

Place Date
Page 268 p. Ill. & Tab. Yes( 0),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0), Restricted( ),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I Contract No.
Abstract Safety issl.l!앙 and design requirements on control rod war섬IW잉e

(15-20 Lines) identified through The evaluation of SafEπy design characαmstics

and The preliminary safety evaluation. This results wi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nceptual design studies of The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next stage. The Level-]
PSA has been performed and a quantitative CDF value was produced for The selected
design from The several candidates. The inherent safety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design were evaluated tlrrough the DBE and ATWS analyses.

A surrogate material for TRU has been selected which is applicable to The study of
liquidus/solidus temperature test for The metallic fuel containing TRD. A meThodology for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surrogate material has been developed and valuable data on
me떠1 fuel liquidus/solidus temperature have been measured. A simple mechanistic model
describing a bending of subassemlies has been formulated based on The foreign test data
and existing models. Its applicability has been evaluated for 삼Ie Phenix design.

New criteria of the core damage for The SFR PSA were identified. The list of initiating
events, system response event tree, 없Id core response event tree, which constitute a PSA
meThodology for an SFR, have been introduced. By developing 삼Ie SFR PIRT,
phenomenological model features, which have to be satisfied in a safety code, were
defined and The PIRT results were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PDRC test facility. Bases
for a safety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SFR DBEs have been also prepared. A draft
version of the topical report on the code for local fault analysis has been completed.

Since 2007, The MARS-LMR code has been developed and assessments for model
validation wiTh The test data from EBR-II and Phenix reactor have been continued. The
code has been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passive safety of a conceptual design of Gen
IV SFR.

S(Aubbjoeuctt 1KOeywwoorrddss) Sodium Coded Fast RReoacbtaobru,IsSnacfetSyafAetIy1a1Aysnl외S，yMs1Se,taD]않FuIgenl, Bh1ahse1srenEtvgSa1tfety,
Reactivity Feedback,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Design Basis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제 2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유개념 설정
	제 2 절  선진기술 개발
	제 3 절  안전해석 기반기술 개발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