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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목 

SMART 연구로 원자로계통설계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SMART원자로는 소규모 전력생산 및 해수담수화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한 원자 

로이다. 본 과제의 목적은 SMART 원자로의 종합적 설증을 위하여 건설 운전될 
SMART 연구로의 원자로계통을 설계하는 것이다. SMART 연구로는 기존 상용 
Loop형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기기가 연결 배관 없이 하나 

의 압력용기 내에 배치되는 일체형원자로 (integral reactor) 이다. 즉， 노섬， 127~ 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1개의 저온 자기가압기， 127~ 의 제어봉구동장치와 2개의 주냉각 

재펌프가 단일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된다. SMART 연구로의 원자로계통 설 
계는 노섬설계， 유체계통설계， 기계설계， 주기기설계， MMIS 설계로 나누어 수행되 
었으며， 원자로계통에 대한 안전해석 및 성능해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또한， 

SMART 연구로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를 수행한다. 

SMART-P 노심설계와 노심 설계해석방법론 개발이 노심설계분야의 목표이다. 
SMART 연구로에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붕산 노섬개념을 도입하여 계통 
의 단순화를 이루고 있으며 초장주기 노심을 구성하여 원자로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SMART 연구로 노섬은 활용성의 다변화를 위하여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지르코늄과 합금 형태로 제작된 금속연료를 이용하였다. 

유체계통 설계분야에서는 유체계통 설계최적화 및 유체계통 해석 체계 개선이 목표 

이다. SMART 연구로의 원자로계통은 원자로냉각재 유로가 형성되며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정상 및 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보조하는 계통인 

피동잔열제거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충전 및 정화계통으로 이루어진다. 

계통설계시 안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동안전개념의 도입， 

기기의 모율화， 계통의 단순화를 추구한다. 

기계설계분야는 사전연구에서 개발된 원자로집합체의 구조개념을 수정 보완하여 성 

능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설계 최적화를 수행하고 구조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설계 및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한다. 

계측제어계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플랜트의 운전경험에서 밝혀진 



인적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MMIS (Man Machine 
Interface System) 개발이 SMART 연구로에 필요하다. MMIS 개발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은 입증되고 규제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플랜트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요건 분석을 통한 설계요건 설정 시험검증설비를 활용한 

입증 기술의 개발， 인간공학 원칙을 반영한 인간기계연계 (Man Machine Interface) 
설계가 요구된다. 

주기기설계분야의 연구 목표는 일체형 원자로에 적합한 주기기 3종의 계통기본설계 

를 수행하여 필요한 기술 사양을 완성하고 이를 도면과 설계문서를 통하여 정리하 

는 것이다. 원자로 하중에 대하여 주기기의 기계적 건전성 여부를 기본적으로 해석 

하여 판단하며， 성능해석을 수행하여 요구되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 

행한다 

안전해석분야에서는 SMART 연구로의 성능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사 
건들을 분류하고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개발된 이들 방법론과 코드를 이용하여 원 

자로계통에 대한 성능해석과 안전해석을 수행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노심설계는 노심핵설계， 노섬열수력설계 노섬보호감시계통， 노심차폐설계분야로 세 

분하여 SMART 연구로 노섬설계를 수행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 입력을 작성하였다. 
노심핵설계는 열출력 65.5 MW의 일체형원자로 (SMART연구로)의 초장주기， 무붕 
산 운전 개념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포함한 노심핵설계 기준 및 요건을 선정한다. 

설계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 노심장전모형을 설계하고 최적제어봉 운전전략을 수 

립하며 동 노심에 대한 핵적 특성을 분석하고 제어봉 이탈사고에 대한 노심 안전성 

분석을 수행한다. 핵연료 검증시험용 자료 및 안전/성능해석용 자료 둥 각종 연계 

자료를 생산하여 관련 분야에 제공한다. 노섬핵설계 코드체계인 HELIOS/MASTER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몬테칼로 연소계산 코드 및 임계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코드체 

계를 검증한다. 노심 열수력 기본 설계 및 최적화 연구에서는 노섬 입구 유량 분 

포 최적화 설계 및 정상 상태 열적 여유도 평가 안전해석 입력 자료 생산 둥을 수 

행하고， 열수력 설계해석 방법론 개발 및 열수력 시험을 통하여 부수로 해석 코드 

체계 및 CHF 상관식 등을 개발한다. SMART 연구로 노섬보호 및 노십상태지시 
계통의 설계기준 및 설계요건을 정립하고 기능설계를 수행한다. 노심보호계통에서 

는 모률별 기능설계에 대한 예비 검증시험을 수행하며 노심상태지시계통에서는 노 

내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노심내 3차원 출력분포 계산 방법론을 기술한다. SMART 
연구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사선차폐해석 방법론을 정립하고 SMART 연구로 계통 
에 대한 방사선선원항 평가， 방사선차폐해석， 방사선물리자료 평가 및 임계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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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함으로써 SMART 연구로의 방사선 물리학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분야 
에서 필요한 연계자료를 생산한다. 

게통설계분야에서는 SMART 연구로의 안전계통 및 보조계통 개념을 도출하고， 동 
개념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본설계를 완성했다. 그 후 유체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 

통， 피동잔열제거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충전 및 정화계통으로 세분하여 

설계최적화가 수행되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연계사항 및 인허가 요건의 반영， 

설계현안의 해결， 상용원전 설계경험의 준용， 계산， 운전모의 등을 통하여 설계가 

최적화되었다. 피통잔열제거계통의 기본설계 최적화 업무로서 열교환기， 탱크， 밸 

브 등 계통 구성기기의 열수력 설계 요건 및 용량 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각 기 

기 및 계기에 대한 요건을 결정하였다. 또한 배관 배치를 기준으로 압력 강하 및 

자연순환 유량 평가 등 계통 설계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생산하였다. 안전주업계통 

은 안전주입펌프의 수두 및 유량 산정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용량 결정 등을 통하 

여 설계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4계열의 DVI로 설계해 밸브배열의 단순화 및 신뢰 

성을 증대시켰다. 정지냉각계통은 정지냉각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내의 물 냉 

각， 재장전차폐수조 충수 저온과압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열교환기， 펌프， 탱크， 밸브 등 구성 기기의 열수력 설계요건 및 용량을 

산정하고 계측기의 운전 범위 설정치 및 환경조건 등의 결정을 통하여 설계최적화 

를 이루었다. 

기계설계분야는 원자로 집합체의 기기배치 및 구조 기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기계 

구조 해석을 위한 설계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하중을 생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정산운전 해석， 분지관 파단해석， 내진해석을 위한 최적모델 개발 및 해석 등을 수 

행하여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원자로용기의 감시시험 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운전 지침이 되는 원자로용기 온도 압력 한계곡선을 생산하였다. 또한 안전해 

석 입력자료를 작성하여 관련분야에 송부 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 입력생산 및 인 

허가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MMIS 분야는 SMART 연구로의 운전모드와 관련하여 모든 계측제어계통과 제어 
설을 포함하는 인간기계연계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요구되는 감시， 제어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MMIS는 최신 디지털기술 기반의 시스템 설계와 통신망 

기술의 적용，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제어설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설계 특정을 갖는다. 플랜트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운전을 보장하기 위하 

여 본 연구는 계측제어계통 인간공학 및 제어실 설계， 디지털 기기 검증을 위한 방 

법론 개발로 구분되는 설계활동을 수행하였다. 계측제어계통 설계는 계측준위， 제 

어준위， 감시준위， 통신체계를 포함하며 인간공학 및 제어실 설계는 NUREG-0711 
에서 요구하는 인간공학 활동 주제어설 원격정지실， 제어기 및 대형화면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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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디지렬 기기 검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은 계측채널의 불확실도 계산， 디 

지털 하드웨어 기기 검증 소프트혜어 검증절차 개발에 초점을 두어 수행하였다. 

주기기설계분야는 관류식 나선형 증가발생기 카세트， 축류식 캔드모터형 주냉각재 

펌프 및 미세반응도 조정 볼 스크류형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계통설계를 수행하 

여 계통설명서， 기가설계시방서 및 관련 도변을 생산하였다. 또한 완성된 기기의 계 

통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원자로계통의 종합적인 안전해석에 필요한 안전해석업력자 

료를 생산하여 해당 분야에 제공하였으며 인허가에 필요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 

당부분을 작성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였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과정에서 

인허가 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질의 응답을 통하여 기술적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토의하였다. 또한 지진하중에 대하여 원자로계통이 받는 지진하중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를 한남대학교와 위탁으로 수행하여 지진저감방안 및 필요한 해석방법 등을 제 

공하였다. 

SMART 연구로의 성능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들을 분류하고 허용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개발된 이들 방법론과 코드를 이용하여 성능해석과 안전해석 

을 수행하였다. SMART 연구로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PSA 방 
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PSA 분석 범위는 전출력 운전중 내부사건에 의해 원자로 
가 불시 정지되는 사건에 대하여 노섬손상빈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SMART-P 연 
구로의 중대사고 쟁점 현안들을 검토하여 대처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두 경우에 대 

한 중대사고 현안을 평가하였다. 즉 SCDAP/RELAP5를 사용하여 핵연료 채널내의 

유로가 폐쇄되었을 때 노심이 손상되고 주변 채널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 

사고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통해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각각 평 

가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노섬핵설계 분야에서는 노내계측기를 연료집합체 사이의 제어봉안내관 중 일부에 

설치하며 제어봉안내관의 재질로는 2r-4를 사용하는 노심장전모형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SMART 연구로의 노심 핵설계 및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HELIOS!MASTER 체계의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HELIOS께!lASTER 코드체계를 검증하여 각종 핵설계 인자에 대한 불확실도를 평 

가하였다. 열수력 설계 분야에서는 노심 유량 분포 최적화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수력적 해석， 정상상태 열적 여유도 평가， CHF 및 압력손실계수 상관식 개발， 비 
정상 노섬 열수력 특성 평가 등을 수행하였고，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SR,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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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다수로 노섬 열수력장 해석 코드 COMA 유동 불안정성 해석 코드 ALFS 둥 
을 개발하였다. 노심보호 및 노십상태지시계통 설계분야에서는 노내 · 외 계측기 설 

치 위치 및 개수 선정을 포함한다. SMART 연구로 노심보호계통은 플랜트보호계통 
의 일부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운전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노심의 임계열 

속비와 선출력밀도를 계산하고 예상운전과도상태에서 노심의 최소 임계열소비와 

최대 선출력밀도를 설계제한치 이내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노섬상태지 

시 계 통(COSIS: COre State Indication System)은 SMART 연 구로에 장착되 어 운 전 
원이 원자로 노심상태를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 상태를 값 또는 그래 

프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심차폐설계분야에서는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중성자 및 감마선속 분포 및 축적량을 평가하는 차폐해석， 핵연료 및 냉각재， 내부 

구조물 등의 방사선원항 해석， 핵연료 취급 및 저장에 따른 임계도 해석， 노외계측 

기 반응 함수를 생산하는 방사선 물리 해석 동의 엽무를 수행하였다. 사용후핵연 

료 저장조의 임계도 해석에서는 연무 조건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물 밀도와 저장 

조 랙 간격의 변화에 따른 엄계도 변화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각 계통별로 기본설계문서 (계통요건서， 계통설명서， 배관 및 

계기 도면， 기기설계요건서， 밸브설계요건서， 계측제어설계요건서， 연계요건서， 고장 

모드 영향평가) , 유체계통 공통의 설계문서 (환경설계지침서， 수화학설계지침서， 필 

수기능감시계통설계요건서， 핵증기공급계통연계요건서， 보호계통설계요건서， 원격정 

지반설계요건서) , 각 기기의 설계시방서， 성능 및 사고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를 작성 

하였고， 인허가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인허가 질의에 대한 답변 

서를 작성하였다. 계통해석체계 개선 업무로서 정상 및 가열/냉각운전을 해석할 수 

있는 PZRTR 코드를 개발하였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응축열교환기 열적 크기 산정에 
사용되는 해석코드 TSCON을 개발하였다. 

원자로집합체 주요 기기의 설계 개선을 통하여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능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설계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운전중 원자로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 

도록 노내계측기， 수위계측기， 온도계측기의 배치 및 안내구조의 개념을 개발하고 

설계에 반영하였다. 최적화된 원자로집합체는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여 각 구조물 

간의 간섭을 검토하고 제작 및 조립성을 확인하였다.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보장 

되는 한계에서 원자로 운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압력-온도 한계곡선을 생산 제공하 

였다.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각 기기의 건전성 확인에 필요한 동적 하중을 생산 

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동적해석 모벨을 개발하고 내진해석 및 분지관파 

단 해석을 수행하였다. 내부구조물의 모델링에는 냉각재가 내부구조물의 동적 거동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등가구조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최적화된 

원자로집합체의 설계 자료는 각 기기의 계통설명서， 설계시방서 및 집합체 도면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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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S 연구 활동의 주요 결과는 최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관련된 규제요건 충족을 
위한 계통 설계요건， 연계요건， 하드웨어 구조와 웅용 소프트워l 어 처리논리를 포함 

하는 설계사양， 디지털 기기 검증 방법론이다. 계측제어계통의 계측준위는 공정계 

측， 핵계측， 특정감시를 포함하여 세 개의 계통으로 구성된다. 제어준위는 플랜트 

보호， 노심보호， 안전퉁급제어， 출력제어， 공정제어와 같은 다섯 개의 계통으로 구성 

된다. 감시준위는 경보지시계통 및 정보처리계통이라 부르는 두 개의 계통을 갖는 

다. SMART 연구로 MMIS의 중추인 통신체계는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으로 분리 
되어 있다. 데이터 수집， 전송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체계는 SMART 연구 
로 MMIS의 모든 제어 보호 및 감시 계통과 연계를 갖는다. 

인간공학 연구 활동을 통하여 NUREG- 0711 (인간공학 검토 모델) 요건을 충족시키 
기 위한 수행계획과 제어실의 설계 요건 및 사양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행계획 

은 운전경험검토，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직무 분석， 운전조， 인간 신뢰도 분 

석， 인간체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서 개발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설계 이행， 인 

간 성능 감시를 포함한다. 모든 플랜트 조건하에서 운전원의 의사결정 시도를 지 

원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의 배치와 인벤토리를 설계하였다. 주제어실은 다수의 감 

시 디스플레이， 경보 및 지시， 소프트제어기를 갖는 운전원 워크스데이션을 포함한 

다. 주제어실 밖의 원격정지설은 원자로를 고온/저온 대기 운전모드로 이끌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계측채널 불확실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최악의 값은 대략 土 0.943%이고， 사고채널 

의 경우는 약 士 1.243% 값을 보였다. 불확실도 계산결과는 안전해석의 입력 자료 
로 사용되었다. 온도， 습도， 압력， 지진 진통， 방사능， 전자파， 연기 등과 같은 환경 

인자들은 디지털 기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인자 

가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론과 시험절차를 개발하였다. 컴퓨터 기반의 

계측，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이 안전 및 비안전 관련 응용에 사용되므로 웅용 소프트 

워l 어의 확인 및 검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 

기에 기반을 두며 관련 규제요건의 충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체형 원자로 SMART 연구로를 위한 주기기인 중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 및 제어 
봉구동장치에 대한 계통기본설계가 수행되었다. 

증기발생기는 개당 5.44MWt의 열출력을 갖도록 원자로 내벽과 노심지지 원통사이 

에 127TI 의 카세트로 나뉘어 설치되었다. 원자로에 내장되도록 구조가 간단하고 치 

밀해야 하므로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를 선정하였으며 교체 및 운반， 취급이 용 

이하도록 카세트형의 설계를 채택하였다. 설계온도 및 압력은 원자로 계통과 같은 

값을 선정하였으며， 안전둥급은 ANSl/ ANS 51. 1 에 의해 1등급으로 분류되고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부위의 설계등급은 KEPIC MNB에 준해 1등급으로 

분류되어 설계되었다.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의 환형덮개상의 노즐에 2대가 설치된다. 유량과 수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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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909 m 3/h , 수두 10.6 m 이며 운전시 임펠러 흡입구에서의 일차냉각수의 온도 
와 압력은 각각 310 oC , 15 MPa 이며 설계압력 및 온도는 각각 350 oC , 17 MPa 
이다. 주냉각재펌프는 주냉각재펌프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고속， 중속 그리고 저속 

운전모드로 운전된다. 주냉각재펌프도 ANSI/ ANS 51 .1의 안전등급 1동급으로 분류 

되며， 일차계통의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부품은 KEPIC MNB에 준해 1등급으로 분 

류되어 설계되었다. 

제어봉구동장치는 미세반응도 조정 볼스크류형을 채택하였으며 구동에는 스템모터 

를 사용하였다. 제어봉구동장치는 상부압력용기집합체 하부압력용기 집합체및 스템 

모터 집합체 및 볼스크류 집합체， 베벨기어， 완충장치를 포함하는 구동부품 등으로 

구성된다. 설계온도와 압력은 각각 350 oC , 17 MPa이며 이송 행정거리는 680 
mm, 스랩당 이송거리는 0.25 mm로 4 채널의 위치지시기를 장착하고 있다. 
3종의 주기기와 내부차폐탱크에 대한 계통설계를 수행하여 주기기 설계사양서， 계 

통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발간하고 원자로계통의 종합적인 안전해석에 필요한 안전 

해석입력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인허가에 필요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부분을 작 

성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9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48편의 논문을 
국내외 각종 학회에 발표하였으며 10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 

SMART 연구로의 기동운전， 출력운전， 정지운전에 대한 성능해석 뿐 아니라 비정 
상 출력운전인 성능시험 운전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정상 

운전영역에서 SMART 연구로는 성능해석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안전해석을 위하 
여 사건을 분류하고 허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개발과 

해석방법론을 수립하였다. 각 사건/사고들에 대해 안전해석을 수행한 결과들은 허용 

기준을 만족하였다. 총 12개의 초기사건에 대한 노섬손상빈도의 합， 즉 SMART 연 
구로의 총노심손상빈도는 1.182x10 6/η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SMART 연구로의 
설계 도중에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충분한 설계자료와 미비한 열수력분석에 따 

른 여러 가지 가정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값으로 최종 설계에 대한 평가 값은 

아니다. 총노심손상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초기사건은 소형파단냉각재상실 

사고와 급수상실사고로 밝혀졌다. SMART- P 연구로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은 노 
내 노섬용융물 억류가 효과적이며， 노심의 유로가 폐쇄되면 폐쇄된 핵연료 다발이 

용융되나 핵연료다발 외곽 튜브가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주변 핵연료 다발의 손상 

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한 노내 노심용융물 

의 억류는 노심 물질이 전부 용융되는 극단의 경우에도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기존 경수로 원전의 해석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후 금속 핵연료 및 SMART-P 원자로 모형을 반영한 상세 해석이 펼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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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연료 집합체 형태에 대한 열수력 시험으로부터 CHF, 열 

전달， 압력손실계수 등의 상관식 체계 개발에 이르는 고유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부수로 해석 코드 등의 노심 열수력장 해석 코드 체계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 기술 

을 확보하므로서 향후 원자로 수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고 

유의 CHF 상관식 개발 기술과 열수력장 해석 코드 기술 등을 활용하여 향후 원자 
로 열적 여유도 증가를 통한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요기기가 원자로내에 설치되는 일체형 원자로， 피동작동 잔열 

제거계통 등 유체계통의 설계최적화를 통하여 일체형원자로 설계 기술의 자립 및 

기술 향상을 이루었다. 향후 원자로가 건설 운영된다면 시운전을 통한 각종 시험 

및 기술 살증을 확보하여 향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로집합체의 기본설계 최적화 및 각 기기의 구조건전성 확인을 위한 원자로집합 

체 계통구조 해석에 대한 고유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수출용 또는 원자력에너지 

의 활용 다변화를 위한 일체형원자로의 기계구조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완전 디지털화된 시스템의 설계 특정을 갖는 MMIS 연구결과는 다음 단계의 상세 
설계 과정에 적용되며 규제요건에서 요구하는 입증 설계를 위한 골격 데이터로 활 

용된다. 특히 본 연구는 통합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개념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 

획， 응용 소프트워l 어의 확인 및 검증 방법론， 지진 진동， 방사능， 전자파 장애를 포 

함하는 디지털 장비의 검증 방법론， 인간공학 원칙에 기반을 둔 선형 제어실을 확 

립하고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규 건설되는 또는 선형 원전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원자로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가기←증기발생기， 주냉 

각재펌프 및 제어봉구동장치-의 설계를 개념 및 기본설계를 거쳐 그 성능 및 기능 

을 검증하는데 까지 수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일체형원자로인 SMART 연구로에 
적합한 주기기 고유의 설계 및 기기검증 기술을 상당량 확보하였고 수출원자로에 

필수적인 고유기술을 확보하였다. 형상설계， 구조건전성 해석， 전자가해석 및 검증 

시험 평가기술 등의 주기기 설계기술은 현 상용로의 성능향상， 차기 GEN IV 원자 
로 및 후속 고유원자로를 개발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기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온， 고압하에서 작동하는 일반적인 열교환기， 펌프， 계측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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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Reactor System Design of SMART Pilot Plant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SMART NPP(Nuclear Power Plant) has been developed for duel purpose, 
electricity generation and energy supply for seawater desalination.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sign the reactor system of SMART pilot 
plant(SMART-P) which will be built and operated for the integrated technology 
verification of SMART. SMART - P is an integral reactor in which primary 
components of reactor coolant system are enclosed in single pressure vessel 
without connecting pipes. The major components installed within a vessel 
includes a core, twelve steam generator cassettes, a low- temperature self 
pressurizer, twelve control rod drives, and two main coolant pumps. SMART _p 
reactor system design was categorized to the reactor coe design, fluid system 
design, reactor mechanical design, major component design and MMIS design. 
Reactor safety analysis and performance analysis were performed for developed 
SMART= P reactor system. Also, the preparation of safety analysis report, and 
the technical support for licensing acquisition are performed. 

The objectives of the core design are the optimization of the core basic desig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re design methodology. To increase economical 
efficiency, many SMR ’ s introduce soluble boron free operation concept and 
simplicity of the system is accomplished. SMART-p also adopt very long cycle 
length reload scheme to increase the plant availability as many other SMR ’ s. 
U-Zr alloy with U-235 enrichment of 20% or less is selected for the fuel of 
SMART - p for the various application of the reactor. 

The objectives of the fluid system design are the optimum design of fluid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nalysis tools used in the fluid system design. 
The nuclear ste없n supply system of SMART - P is composed of the reactor 
coolant system and the auxiliary systems which supports the reactor coolant 
system during normal and abnormal operating conditions. The reactor coolant 
system makes the passage of reactor coolant and the pressure bounda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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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iliary systems consist of the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the 
safety injection system, the shutdown cooling system, and the makeup and 
purification system. To accomplish the improvement in the viewpoint of safety 
and economy, SMART-P adopts the concept of passive safety, the 
modularization of components and the simplicity in the system design. 

The objectives of the reactor mechanical design activities are to optimize the 
structural design by improving and refining the reactor components design to 
enhance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the reactor and to develop the 
methodology for analysis and design to ensur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eactor vessel assembly. 

To enhanc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I&C systems and to reduce the human 
eπors revealed in operation experiences of conventional plants, the development 
of MMIS (Man Machine Interface System) applying advanced digital technology 
lS necess따y for the SMART-P. The digital technology applied to MMIS 
development should be proven, meet regulation requirements, and harmonize with 
the plant characteristics. To do these, it is required to the establishment of 
design requirements through regulation requirement analysis, the development of 
proven technologies by utilizing test facilities , and the man machine interface 
(MMD design based on human factors engineering principles. 

Development of the basic designs of the major components is the main object of 
major component design. Producing the technical requirements, the assembly 
drawings of the systems, and the documents for describing related research 
works is the major work scop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major 
components with reliability and good performance is a prerequisite for the highly 
safe integral reactor system. 

To confirm performance and safety of the SMART - P plant, the related 
events/accidents are classified and the acceptance criteria is developed. The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es are performed using the T ASS/SMR code and 
methodology.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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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design is perfonned in four detai1 discip1ines such as core nuclear design , 

core thenna1 and hydrau1ics design,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design, and core shie1ding design. Safety ana1ysis report is prepared about the 
core design. Studies are carried out so that pending prob1ems and questionnaires 
of KINS can be rep1ied for the 1icense acquisition. Core nuclear design bases 
and requirements are established which include veη 10ng cycle 1ength and 
solub1e boron free operation concept for the integra1 type reactor SMART-p of 
65.5 MW thenna1 power. Core 10ading pattern is designed and an optimum 
contro1 rod operation strategy is estab1ished so that the design requirements and 
bases can be satisfied. For the pre-detennined core 10ading pattern and contro1 
rod operation strategy, nuclear characteristics are ana1yzed. ln addition, contro1 
rod ejection accident is simu1ated for the safety ana1ysis from the neutronics 
point of view. Various interface data such as for the fue1 verification tests and 
for the reactor safety and perfonnance ana1yses are provided to the re1evant 
groups. A core nuclear design and analysis system, HELIOS깨1ASTER， is 
improved and verified using Monte Carlo calculations and critica1 experiment 
data. Major activities of the core thenna1-hydraulic design area cover the 
optimization of the core in1et flow distribution, the eva1uation of steady-state 
thennal margin, the generation of design data for the safety ana1ysis and the 
assistance of the CHF • re1ated accident ana1yses. Thenna1-hydrau1ic fie1d 
analysis codes are deve10ped in order to estab1ish the design methodo1ogy for 
SMART. Experimental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to deve10p the empirical 
correlations for the CHF, the heat transfer and the pressure 10ss coefficients. 
Design bases and requirements are estab1ished for SMART-P Core Protection 
System and Core Status lndication System, and functional design is perfonned. 
Resu1ts of pre1iminary eva1uation tests for the functional design modu1e and the 
methodo1ogy re1ated to 3-dimensiona1 power distribution synthesis using the 
fixed in-core detectors are described for each system. ln addition, design bases 
for the in-core and ex-core detectors are estab1ished and the number of 
detectors and the installation positions are determined. Shie1ding design 
methodology is estab1ished for SMART-P. Radiation source tenn eva1uation, 
radiation shie1ding ana1ysis, radiation physics data eva1uation and critica1ity 
analysis are perfonned in confinnation of radiation safety and for production of 
interface data for other design parts. 

The concepts of safety system and auxiliary system in SMART - P have been 
introduced, and the basic design has been completed through the mod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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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rived concepts. Finally, the fluid systems of SMART- P was optimized as 
the reactor coolant system. the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the safety 
injection system, the shutdown cooling system, and the makeup and purification 
system. The optimum design of reactor coolant system was accomplished by 
ref1ecting the interface and licensing requirements, resolving of problems 
occurred during design process, applying the experience used in the design of 
commercial power plants, performing the related calculations and simulating the 
operation of reactor coolant system. 1n the design of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the sizings of heat exchanger, tanks and valves the scales were 
performed, and the design requirements of components and instruments were 
determined. To produce the design data necessary for ensuring the reliable 
system operation and determining the proper system configuration, the 
appropriate pressure drop and the natural circulation flow rate were evaluated. 1n 
the design of safety injection system, the optimum head and flow rate of safety 
injection pump and the capacity of refueling water storage ta따c were 
determined. Also, DV1s of four trains enhanced the reliability and the simplicity 
of valve arrangement. The shutdown cooling system was designed to perform 
the shutdown cooling of reactor coolant system, the cooling of water in the 
containment recirculation sump, the water makeup to refueling shielding pool and 
the low 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The design of makeup and 
purification system was optirnized by the establishment of design requirements 
of the constituent components such as heat exchangers, pumps and valves, the 
sizing of those components, and the determination of operating ranges , set points 
and environrnental conditions of the instruments. 

The works performed in the reactor mechanical design field include : 
Development of general arrangement and structural design of reactor vessel 
assembly 

- Development of structural analysis methodology and calculation of design 
loads 

- Development of optirnized analyses models for normal operation(NOP) loads, 
branch line pipe break(BLPB) loads, and seismic loads 
Evaluation for structural integrity of reactor pressure vessel 

- Establishment of reactor vessel surveillance program 
- Optimization of primary components structural design 

Generation of input data for safety analysis 
Structural optimiza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 pressurizer, reactor 

- Xll -



internals and conceptual design of reactor head structure assembly 
- Generation of safety analysis report and licensing support for construction 

perrmt 
Development of P-T limit curve for reactor pressure vessel 

The MMIS associated with operation modes of SMART-P encompass all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MMI, and control room. The MMIS performing 
the required monitoring, control, and protection functions has the advanced 
design features as fully digitalized software-driven system. To ensure safety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plant, this research performs the design 
activities classified into I&C systems,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control 
room design and the methodology development for digital equipment 
qualification. The design of I&C systems includes instrumentation level, contr이 
level, monitoring level and communication system.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control room design covers the human factors activities to be required in 
NUREG-0711 and the design of main control room, remote shutdown room, 
controllers, and large display panels. The methodology development for digital 
equipment qualification focuses on uncertainty calculation of instrumentation 
channels, digital hardware equipment qualification and software qualification. 

System design for the once-through helical tube steam generator cassette, the 
canned motor type axial main coolant pump, and the ball screw type contr이 

element drive mechanism for fine reactivity control has been performed to 
produce System Description Documents, Design Specification and the related 
drawings. Also based on the design information of major components data for 
safety analyses of overall plant system has been produced, and corresponding 
chapters of safety analyses report (SAR) has been prepared. Through the 
reviewing process of SAR lots of technical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resolve the comments and questions raised by the regulatory body. A study of 
'lnvestigation on Seismic Load Reduction Technology for lntegral Reactor' has 
been performed with the consignment to Hannam University to develop ideas 
and analysis method to reduce a seismic loading to the nuclear reactor with 
support structure. 

To confirm performance and safety of the SMART - P plant, the related 
events/accidents are classified and the acceptance criteria is developed. The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es are performed using the T ASS/SMR co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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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PSA technique is used to identify the safety level of SMART~P 
quantitatively. The scope of PSA is Level 1 PSA for the intemal events during 
the full power operation. Severe accident strategy of SMART ~ P was drawn by 
review of the pending issues and two technical issues were evaluated in the 
severe accident. When the flow blockage was occurred in the fuel bundle, the 
possibility of fuel melting and the damage propagation to the other bundle was 
evaluated by using the SCDAP/RELAP5. The maintenance method of the reactor 
vessel integrity through the extemal reactor vessel cooling was also evaluated. 

IV.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re loading pattem optirnization study is performed with the in~core detectors 
installed in some control rod guide tubes that is of Zr~4 and located among fuel 
channels. Verification calculations are performed for HELIOS/MASTER system 
that is used for SMART~P core nuclear design and analysis. Using the indirect 
verification, uncertainty evaluation is performed for the nuclear design 
parameters. The core inlet flow distribution at norninal operating conditions is 
optimized from the hydraulic profiling analysis. From the thermal hydraulic 
design analyses,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 fuel assembly, the 
steady~state thermal margin at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are evaluated. 
The design codes and correlations, such as the MA TRA ~SR code and SSF 
CHF correlation, are develop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thermal hydraulic 
design methodology. SMART~P COre Protection System (SCOPS) and COre 
Status Indication System (COSIS) design include determination of the numbers 
and installation locations of the in~core and ex~core neutron detectors. Online 
digital core protection system is a part of the plant protection system and 
calculates the rninimum CHFR(Critical Heat Flux Ratio) and maximum 
LPD(linear power density) based on the several online measured system 
parameters. SCOPS assures that SAFDL(Specified Acceptance Fuel Disign Lirnit) 
on CHFR and LPD is not exceeded during the anticipated operation occurrences. 
COSIS implemented in SMART • P plays a role to supply the core state 
parameters or graphs for the operator to recognize the core state effectively. For 
the core shielding design, radiation shielding analyses including neutron and 
gamma ray flux distributions inside the reactor assembly, radiation source term 
analyses in the intemals of reactor assembly, criticality analyses for the fuel 
handling and storage systems, and radiation physics analyses to produce 
response function of ex~core detectors are performed. Various water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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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ming the accident condition and various rack sizes are considered for the 
criticality analyses of the spent fuel storage. 

As the result of SMART-P fluid system design development, the following 
design documents have been produced. 

Basic design documents for each f1uid system (such as system design 
requirements, system description, P&I diagram, design requirements for 
valves, design requirements for I&C, interface requirements, and failure 
model and effect analyses) 

- Documents comrnonly used in the design of all f1uid systems (such as 
environmental design guide, chemistry design guide, design requirements for 
CFMS , interface requirements for NSSS , design requirements for plant 
protection system, and design requirements for remote shutdown panel) 

Design specification for each component 
- Input data for performance and accident analyses 

As supporting works for licensing of SMART- P, the safety analysis report and 
the responses to inquiries issued by KINS in relation to licensing were prepared. 
PZRTR code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normal and heatup/cooldown 
operations of reactor coolant system as a system analysis tool, and TSCON 
code was developed for thermal sizing of heat exchanger in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To enhance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the reactor vessel assembly(RV A) , 
the structural optimization is performed by improving and simplifying the design 
of each components. The design features for arrangement and guide structures 
for the in- core instrument assemblies, the level gauge assemblies, and the 
temperature gauge assemblie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the general 
arrangement design of the RV A. A 3 dimensional digital model of the optimized 
RV A design is produced to check the interference among the structures and to 
verify the fabricability. The P-T limit curve for the reactor pressure vessel is 
calculated and provided as an input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actor operation 
strategy while maintaining the structural integrity. To generate the design 
loads necessaη to evaluat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each component, the 
structural analysis model is developed through tuning up with the 
component-based finite element analyses. The seismic analysis, NOP, and 
BLPB analyses are performed using the developed model. For the modeling of 
the reactor intemal structures, an equivalent model is utilized to take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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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the influence of the coolant on the dynamic behavior of the reactor 
structures. The design features of the optimized RV A are documented in the 
system description document, in the design specification document, and in the 
general assembly drawing for each primary component. 

The main results of the MMIS research activities are the system design 
requirements to meet regulat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the interface requirements , the design specifications including 
hardware structure and functional logic of application software, and the 
methodology for digital equipment qualification. The instrumentation level of the 
I&C systems consists of three systems including process instrumentation, 
nuclear instrumentation, and specific monitoring. The control level consists of 
five systems such as plant protection, core protection, safety graded control, 
power control, and process control. The monitoring level has two systems ca11ed 
the alarm and indication system and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he 
data communication system which is at the heart of the SMART-P MMIS is 
divided into safety grade and non-safety grade. This system, which performs 
the data gathering, transmission, and processing functions , interfaces to eveηf 

control,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in the SMART-P MMIS. 
The implementation plans to meet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D requirements and the design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for control room were developed through the research activities of 
human factors engineering. The developed implementation plans include the 
fo11ows operating experience review, functional requirements analysis and 
function a11ocation, task analysis, staffing, human reliability analysis, human 
system interface design, procedure development, human factor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design implementation, and human performance monitoring. The 
layout and inventory of the main control room (MCR) was designed to support 
operator’ s decision making approach under a11 plant conditions. The MCR 
contains operator workstations with multiple monitoring displays, alarms and 
indications, and soft controllers. The remote shutdown room outside the MCR 
has the capability to bring and maintain the reactor to hot/cold standby 
operation mode. 
The uncertainty calculation of instrumentation channel was performed. The value 
of worst case is 0.943% approximately and the case of accident channel is 
1.243% approximately. The uncertainty calculation results was utilized as basic 
input data for safety analysis.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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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ty, seismic vibration, radiation, electromagnetic, and smoke effect the 
integrity of digital equipment. The methodology and the test sequence to 
experiment the effect of those factors were developed through this project.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 &V) methodology of application software was 
developed because the computer based instrumentatio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are used in both safety and non-safety related applications. This 
methodology is based on th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and focuses on the 
meet of related licensing requirements. 

Twelve steam generator cassettes, each 5.44MWt, insta11ed in the annular cavity 
between the inner wa11 of reactor vessel and the core support barrel constitute a 
set. The once-through helical tube type heat exchanger concept is adopted for 
the steam generator cassette, and the simplicity of the outline and interface 
points of each cassette achieved by the careful consideration in design activity 
can make the insta11ation and replacement process, transportation, and handling 
works easier. The same design temperature and pressure of the reactor pressure 
boundary are considered. The safety class 1 by ANSVANS 51 .1 and KEPIC 
MNB design code for the pressure boundaries are considered. 

The SMART reactor has two main coolant pumps insta11ed on its annular cover. 
The flow rate and the head of each pump are 909 and 10.6 m, respectively. The 
design temperature and pressure of the main coolant pump are 350 0C and 
17MPa, respectively. At the normal operation condition,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in the intake of the impe11er are 310 0C and 15MPa, respectively. The 
main coolant pump is operated by the electric control system providing three 
operation modes of high speed, midium speed, and low speed. The safety class 1 
by ANSV ANS 51.1 and KEPIC MNB design code for the pressure boundaries 
are considered. 

The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of the SMART is designed with the 
ba11-screw type mechanism driven by a stepping motor for fine control. The 
upper housing and the lower housing constitute the pressure boundary. The 
stepping motor assembly, the ba11 screw assembly, the bevel gears, the upper 
and lower shock absorbers are the key items and they are a11 insta11ed into the 
pressure boundary of the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The design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350 0C and 17MPa, respectively. The contr이 

elements is moved upward and downward with step distance of 0.25mm in the 

- XV lI -



full stroke range of 680mm, by the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The 
vertical position of the control rod is measured by the position detectors 
composing four channels. 
System Description Documents, Design Specification and the related drawings 
for the three major components are produced. The design data and documents 
for safety analyses and for the SAR have been produced. The important 
achievements during the work have been reported trough the journal papers, 9 
papers, and introduced, 48 papers, on the major conference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tal 10 items have been applying for patents anφor accepted. 

Startup operation, power operation and stutdown operation as well as 
performance test operation is performed. From these analyses results, the 
SMART • P is satisfied the acceptance criteria for the performance. The events 
and accidents are classified to analysis safety of the SMART - P and the 
analysis code and methodology are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hey 
are satisfied the safety related acceptance criteria. 
The total core damage frequency is determined as 1 .182x10-6/η for the internal 
events during the full power operation. This value is not the final because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interim design data and various assumptions due to the 
lack of detail thermal-hydraulic analysis. Small LOCA and loss of feedwater 
event are identified as the major contributors to the total core damage 
frequency. The in-vessel corium retention through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is considered as a severe accident mitigation feature in the SMART-P 
design. If the flow blockage is occurred in the SMART - P fuel bundle, the fuel 
is melted. However, the maintenance of the bundle outer tube integrity 
prevented the damage propagation to the other bundle. In spite of the melting of 
the total core material, the thermal margin of SMART - P is enough for the 
in-vessel corium retention. More detailed severe accident analysis is necess따y 

because the mostly available model for pressurized light water reactor was used 
in this study. 

v. Proposal of Applications 

A technology for developing new thermal-hydraulic correlations and KAERI ’ s 
own technology for the thermal-hydraulic analysis codes have increa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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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of reactor technology for the export of a nuclear reactor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enhanced accuracy of the CHF correlation and 
thermal-hydraulic analysis codes may result in the increase of reactor thermal 
margin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actor safety. 

Through the optimum design of fluid systems in SMART- P which is typically 
characterized by the integral reactor in which primary components of reactor 
coolant system are enclosed in a pressure vessel and th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which operates passively, the technical independence and the technology 
improvement for the design of integral reactor were accomplished. If the 
prototype plant is constructed and operated in the future, various tests and 
technology verifications ensured by the plant st따tup operation will establish 
technical competitiveness. 

The structural optimization technology for the design of RV A and the structural 
analysis methodology to evaluat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each component are 
developed as a KAERI ’ s own technology. The developed technology and 
methodology can be used for the mechanical design of integral reactors for 
export or for diversification of the practical use of nuclear energy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MMIS study having the design features of fully digitalized 
systems will be applied to the next detailed design process, and be utilized as 
the backbone data for the proven design required in regulation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established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integrated 
digital I&C systems, the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plans, the V & V 
methodology of application software, the qualification methodology of digital 
equipment covering seismic vibration, radiati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nd 
the advanced control room based on human factors principles. These research 
results will be applied to newly- constructed or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The serie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s, such as drawing the design 
concepts, developing the basic designs, and perforrning the verification tests of 
the three major components developed for integral reactor SMART, is the first 
challenging nuclear project in Korea. The technical achievements and the 
valuable experiences . shall be the concrete basement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in the nuclear industry. The basic design technologies 
cultivated for three major component of the SMART, such as the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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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esign, the structural integrity analysis and assessment technique, the 
electromagnetic system analysis technique, and the test and verification 
experience can be applicable to the performance improvement works for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and to the development of the new mechanical 
components for the next generation reactor systems. In the more wide view 
point, the technologies can als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of the general purpose heat exchangers, pumps, and sensors operated in the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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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l.2 System Fun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7 
3.1l.3 System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깨97 

3.1l.4 Components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깨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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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Instrumentation and Contro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 0 
3.11.6 System Operation "……"…"“…….“…….“……"…….“…….“……"……"……"……"……"……"……"…"…"…….“…….“…….“…….“……"……"……"…… .. ……"……"…… .. ……"……"……"…… .. ……"……"…… .. ……"…….“……"…… .. …….“……"……"…….“…….“…….“…….“…….“…….“……"……"……"……"…… .. …….“……"……"……"…… .. ……"……"……"…… .. ……"……"……"…… .. …….“…….“……"…….“…….“…….“…….“…….“…….α…….“…….“…….“…….“…….“…….“……"…….“…….“…"……"…" 802 

3.12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 …….“…….“…….“…….“…….“…….“…….“…….“…….“…….“…….“…….“……"……"……"……"……"…….“……"……"…….“…….“……"……"…….“……"…… .. ……"…… .. …… .. …… .. ……"…….“……"……"…….“…….“…… .. …… .. ……"…….“……"……"…….“…… .. ……"…….“…….“…….“…….“…….“…….“……"…….“…….“…….“…….“…….“…….“…….“…….“……"……"……"……"…,, 808 
3.12.1 Design Requirements and Bases .“……"… .. “…….“…… .. ……"…… .. ……"……"……"……"… .. …….“……"……"…….“…….“…….“…….“……"…….……….“…….“……"……"…….“…….“……"……"……"……"……"……"……"……"……"……"……"…….“…… •• … .. ….“……"…….“…….“…….“…….“…….“…….“…… .. …… .. ……"…… .. ……"…….“…… .. …….“…….“…….“….“.808 
3.12.2 System Function "……"……"……"……"…… .. …….“……"…… .. ……"…… .. ……"…… .. ……"……"…….“…… .. ……"…….“……"…….“…… .. ……"……"…….“…….“…….“…….“…….“…….“…….“…….“…….“…….“…….“…….“…….“…….“…….“…….“……"…….“……"…….“…… .. …….“…….“…….“…….“…….“…….“……"…… .. …….“……"……"……"……"……"……"……"……"……"……"…… .. ……"……"……"……"……"…….“……"……"…….“…….“…….“…….“…….“…….“…….“…….“…….“…….………"…….“…….“…….“…….“……"….“.8없11 1 

l 3.1띠2.3 System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8없11 

3.12.4 Components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2 
3.12.5 Ins얀trume태ntπt떠at디10아on and Contro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없15 

3.12.6 System Operation .“…….“……"……"…….“…….“……"……"…….“……"…….“……"…….“…….“…….“……"……"……"……"……"……"……"……"……"……"……"…….“…….“…… .. …….“……"…….“…….“…….“……"……"……"……"……"……"……"……"…….“……"……"……"……"……"……"……"……"… •• ••• ……"….“ • ••• “…….“……"……"…… .. ……"……"……"……"…… .. …… .. ……"…….“…… .. …….“…….“…….“……"… .. …"…….“…….“…….“…….“…….“…….“…….“….“.8없15 

3.12.7 Test and Inspe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6 
3.12.8 Intem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HRS Flow Instability .“…….“….“.“…….“……"…….“…….“…" 816 

3.13 Shutdown Cooling System"……"…….“……"……"…….“…….“……"……"……"……"……"……"…… .. …….“…….“……"……"…….“…….“…….“……"……"……"……"……"……"…….“……"……"…….“…….“…….“…….“……"……"……"……"……"……"……"……"……"……"……"……"……"……"…"…"……"…….“…….“…….“……"……"……"…….“……"……"……"……"…….“…….“…….“…….“…….“…….“…… •• ……"……"……"…….“…….“……-“…….“…….“…….“….“.823 
3.13.1 Design Requirements and Bases .“…….“…… .. …… .. …….“……"…….“…….“…….“……"…… .. …… .. …….“…… .. ……"…….“…….“…….“……"……"…….“…….“……"……"……"……"……"……"…….“…….“…."….“…….“…….“…….“…….“…….“…….‘…….“…….“…….“…….“……"…….“……"……"…….“…….“…….“…….“…….“…….“…….“…….“…….“…….“…… .. …… .. …… .. … .. 823 
3.1피3.2 System Function .“……….“………"……….“………"………"………"………"………"………"………"………"………"………"………"………"………"………"………"………"………"………"……….“………"……….“……….“……….“……….“……….“……….“……….“……….“……….“……….“……….“……….“……….“……….“……….“……….“……….“……….“……….“……….“………"………"………"……….“……….“……….“……….“………"………"……….“………"……….“……….“……….“……….“………"……"……… .. ……….“………"……… .. ……… .. ……….“……… .. ……… .. ……….“……… .. ……… .. ……….“……… .. ……… .. ……… .. ……… .. ……….“……….“……….“……….“……….“……….“…….“……….“……….“……….“……….“…….“….“. 82낌 7 
3.13.3 System Description .“…….“…….“…… .. …… .. …….“……"……"……"……"…….“…….“……"…….“……"……"……"…….“…….“…….“…….“…….“…….“…….“……"…….“…….“……"……"…….“…….“……"……"……"…….“……"……"…….“…….“……"……"…….“…….“…….“…….“……"……"……"……"……"……"……"……"……"…….“……"…….“…….“…….“…….“…….“…….“…….“……"…….“…….“……"……"…….“…….“……"…… .. …….“…….“…….“…….“…….“…….“…….“…….“…… .. …… .. …… .. …… .. …,, 827 
3.1퍼3.4 Components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8 
3.13.5 Instrumentation and C“on따1πtro띠o이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0 0 
3.1퍼3.6 System Operation .“……"…. "……"……"……"…….“……"……"……"……"……"……"…….“…….“……"……"……"……"…….“…… .. …….“…….“…….“…….“…… .. …….“…… .. …….“……"……"……"…….“…….“……"……"…… .. …….“…….“…….“……"……"……"…….“…….“…….“…….“…….“…….“……"…….“…….“……"……"…….“…….“…….“…….“……"…….“…….“…….“……"…….“…….“…….“……"…….“…….“…….“…….“…"…….“…….“…….“…….“…….“…….“…….“…… .. …… .. …….“…….“……"……"…….“… .. 830 

3.14 Makeup and Purification System ." .. """ .. "" ...................... " ........ " ................. 837 
3.14.1 Design Requirements and Bas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7 
3.14.2 System Fun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 
3.14.3 System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 
3.14.4 Components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 
3.14.5 Instrumentation and Control .. ……….“……….“……….“……….“……….“………"……… .. ……… .. ………"………"……… .. ………"………"……… .. ………"………"………"……… .. ………"………"………"………"………"………"………"………"………"………"……….“………"………"……….“……"………"……….“……….“………"……….“……….“………"……….“……….“………"………"……….“……….“……….“………"……….“…….“…….“………"……….…………"………"……….“……….“………"………"………"……"………"…… .. ……"……"….….85염 3 
3.14.β6 System Oper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853 
3.14.7 Test and Inspe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 
3.14.8 Ove하rpressure Prote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 
3.14.9 Water Chemistry Design "……… .. ………"……… .. ………"……… .. …….“…….“………"………"……… .. ………"………"……… .. ………"………"……… .. ………"………"………"………"………"………"………"………"……… .. ………"………"………"………"………"……….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던 7 
3.14.10 Evaluation of COITosion C다ha따rac다te밍rist디ics of SMART-P Materials 858 
3.14.11 Radiochemical Equilibrium of Ammonia and Evaluation of the 

Specific Ac다t디iψvity 0여f COITosion Product .“…….“….“ .. …… .. ……"……"……"……"……"…….“……"……"……"……"……"……"……"……"……"……"……"…… .. ……"…….“…….“…….“…….“…….“…….“…….“…….“…….“……"……"…….“…….“……"……"……"……"…….“…….“……"……"…… .. ….“.859 

3.15 l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 .. ……… .. ……"………"……"………"………"………"……"……"………"………"………"……"……… .. ……….“……….“……….“……….“……… .. ……… .. …….“…….“…….“………"…… .. …….“……"……"……’”……"………"……… .. ……… .. ……‘”……….“…… .. … .. 868 
3.1퍼5.1 Instrumentation Level .. ……… •• …… .. ………"………"………"………"………"………"………"………"………"………"………"……….“……….“……….“……….“……….“……….“……….“……….“……….“……….“……….“……….“……….“……….“……….“…….“….“……….“……….“……….“……….“……….“……….“……….“…….“….“……….“………"……….“……….“……….“………"………"………"………"………"……….“……….“………"……….“………"………"……….“………"……… •• ………"………"………"………"…….“…….“……….“……….“……….“……….“……….“…….“……….“…….“……….“……….“……….“…….“…….“………"…… .. … .. 868 8 
3.15.2 Control Leve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8 
3.15.3 Monitoring Leve리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3 
3.1퍼5.4 Communication Syste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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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Control Room Design .. ............ ..... ....... 973 
3.16.1 Human Factors Engineering ............ ............ ...... .... .................. ...... ........ .... 973 
3.16.2 Control Room Design .............. ......... .... .. ........ ........ ...................... .... .. .... .. .. . 983 

3.17 Digital Equipment Qualific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2 
3.17.1 Uncertainty Calculation of Instrumentation Channels .“…….“…… .. …… .. …… .. …….“…… .. …… .. …….“…….“…….“…….……….……… .. …… .. …… .. …… .. …….“… .. 102껑 2 
3.17.2 Di핑g밍ita려1 Hardware Equipment Qua떠li퍼f젠lκcat디l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6 
3.17.3 Software Qualific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0 

3.18 Internal Shielding Tank (ISTν ............ .... ........ .................. ..... .......... ... .......... 1068 
3.18.1 Design Bases and Requirements .. ......... … ........... ................................. 1068 
3.18.2 Function and Performance of 1ST ........ ... .. .. ..... ...... ....... .... .....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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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1.1 개요 

료르 
L--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너지 이용은 전력생산 목적의 대용량 원자로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기술개발 및 기술개선도 대용량 원자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 · 

소형 원자로는 전력생산 관점에서 경제성이 일반적으로 대용량에 비해 떨어지므로 

발전용으로는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다목 

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열병합， 해수담수화 에너지원， 지역난방， 선박추 

진 동력원 둥에 사용을 위한 소형원자로 개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형 규모 

의 원자로 시장형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따라 국제적인 개발 경쟁도 점차 치열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일찍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다변화에 관 

심을 가지고 소규모 전력생산과 해수담수화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경제성이 향상된 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 설계개발을 추 
진해왔다. 

SMART는 소형 일체형 원자로로 열출력 330MW급의 원자로이다. SMART 원자로 
의 개발 목적은 소규모 전력생산과 아울러 SMART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바닷물 

담수화에 이용하는 것이다. SMART로부터 에너지(증기)를 공급받는 담수계통에서 

는 하루 40，000톤의 담수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수 담수화와 함께 전력 

계통에서는 약 90M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SMART 원자로계통 및 원자 
력 해수담수계통 기본설계개발은 정부의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두산중공업，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학계 등의 부분적인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SMART는 일체형 원자로로 기존의 분리형(loop type) 원자로와는 달리 노심， 증기 

발생기， 가압기， 주냉각재 펌프 등이 배관 연결 없이 한 개의 압력용기 안에 내장된 

원자로이다. 따라서 분리형 원자로의 주요한 설계기준사고인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LBLOCA)를 근본적으로 배제하였다. SMART 설계개발에는 기본적으로 입증된 경 
수로 설계기술을 이용하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고유안전성 개념 

및 피동안전 개념 퉁의 혁선적인 안전개념을 도입되어 있다. 또한 소형 원자로가 

가지는 경제성 약점을 보완하기위하여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개념이 도입되 

었다. 

SMART 원자로 기술은 기본적으로 기존 원자로 기술에 근거하고 있지만 안전성의 



획기적인 제고와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술과는 다른 기술， 즉 고유안전성 

확보기술， 피동안전기술， 모률화 기술， 선 개념 제작 및 설치 기술 등 새로운 기술 

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선기술은 아직 본격적으로 원자로 및 플랜트에 완전하게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원자로 개발이 신기술이 접목되기 어려운 대 

용량 원자로 개발에 노력을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SMART와 같은 소형 원자로 분 

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다. 2002년에 SMART의 원 

자로계통기본설계 개발이 완료되고 이후에는 SMART기술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SMART 연구로 설계/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체형원자로사업단에서 발주한 SMART 연구로 원자로계통설계를 한 
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 SMART 원자로계통의 모든 주요 설계내용의 정보 
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정보 범위는 원자로계통에 국한 

되며 이차계통에 대해서는 설계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일차계통과 연계된 개념에 

관한 설계정보만 기술된다. 

1.2SMART 원자로계통 특성 

SMART 연구로는 SMART(330MWt)의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건설 운전되 
는 원자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자로계통의 설계 개념은 기존의 SMART 원자로 
계통 설계 개념과 같다. 그러나 SMART 연구로 개발 RFP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SMART 연구로의 활용 다변화를 위하여 핵연료는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금속핵연료에 따른 관련 계통(즉， 제어봉구동장치， 원자로내주구조물 등) 

은 일부 SMART 계통과 상이하다. 

따라서 SMART 연구로는 일반적인 루프형 가압 경수 원자로와는 달리 원자로 냉 
각재 및 주기기가 연결 배관 없이 하나의 압력용기내에 배치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를 형성하는 일체형원자로이다. 즉， 핵연료 및 노섬， 증기발생기， 저온 자기가압 

기， 제어봉구동장치와 주냉각재펌프가 하나의 원자로 압력용기내에 설치된다. 

SMART 연구로의 주요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가 형성되는 원자로 집합체 
를 포함한 원자로냉각재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충전 

및 정화계통으로 구성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네 (4) 계열로 이루어지며， 원자로 

정지 후， 이차계통을 이용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이 불가능할 경우， 증기발생기 

를 통해 노섬의 잔열을 제거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임의의 출력운전 조건에서의 

온도로부터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하여 정지냉각계통이 운전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 

까지 냉각시킨다. 안전주입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상실사고시 노섬의 

」‘ 



안전성 확보를 위해 냉각수 주입에 의한 노심 냉각 기능을 수행하며 네 (4) 개의 계 

열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냉각계통은 원자로의 고온 정지 후 노심 잔열 및 붕괴열 

을 냉각시키는 주기능을 가지며 두(2) 개의 계열로 이루어진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 계획정지 또는 보수를 위한 정지 운전시에 원자로 냉각재의 수질을 제어하 

고 정화한다. 또한 출력운전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누설에 대처하기 위해 고압 

질소 공급 운전과 충수 운전을 수행한다. 각 계통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3장에 

기술되어 있다. 

SMART 연구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특성은 고유안전성 피동안전성(능동안 
전계통과 병행 사용) , 계통 단순화， 첨단 인간공학 연계설계 둥으로 요약되며 그 주 

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고유안전성 설계특성 

일체형 배열에 따라 대형 배관이 없으므로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근원적 배제 

- 무붕산 노심설계에 따른 큰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 

낮은 노심출력밀도에 따른 출력 천이상태 자체흡수 용이와 큰 열적 여유도 

- 다량의 일차냉각수 및 큰 가압기 부피에 의해 thermal inertia가 크므로 출력변화 
에 대한 열적 저항성 및 수용성 여유도 

。피동안전 설계특성 

- 피동안전개념의 공학적 안전설비 (피동 잔열제거계통) 

o 계통 단순화 

- 피동안전개념을 도입함으로 각종 계통이 단순화되고 이에 따라 계통의 운전 불확 

실성을 제거하여 안전성 제고 

。첨단 인간기계 연계설계 

- 디지탈 기술， MMI 기술 접목으로 제어기능 향상에 따른 계통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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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계기본요건 및 기술기준 

2.1 엘반섣계요건 및 설계원칙 

일반 설계기본요건 및 설계원칙은 SMART 연구로 설계개발의 기본목표인 
SMART 기술의 종합적인 기술 검증을 위하여 SMART 연구로의 설계개념 방향 
제시에 활용하고 설계개발 시 기본요건과 원칙으로 사용하였다. 

2.1.1 일반설계요건 

최상위 설계요건으로 Design Philosophy에 해당하며 원자로계통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를 만족하여야 한다. 

o SMART 연구로는 가압기， 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주냉각재펌프 둥 주기기 
가 노섬과 같이 통일한 한 개의 압력용기에 설치되는 일체형 원자로로 설계 

。 원자로계통(NSSS)의 열출력은 65MWt로 설계 

0 원자로계통은 소내 전력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 원자로계통의 설계는 최대한 단순화하고， 주요 기기들을 모율화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 잔열을 제거하기위한 안전계통은 SMART원자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 개념을 그 

대로 적용하여 설계하고 노섬 냉각재 재고량을 보충하기위한 안전계통은 능동 

으로 작동되는 안전주입계통을 설계. 

。 충분한 설계여유도를 확보하고 입증되고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 

。 안전정지 지진요건은 O.3g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내 임의의 부지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 

2.1 .2 설계원칙 

SMART 연구로 설계개발의 일반설계요건을 만족시키는 설계개발의 일반 설계원칙 
은 다음과 같다 

o 운전 및 보수 측면에서 설계 단순화 추진 

가능한 피동안전개념 도입으로 각종 계통의 단순화 및 기기 축소 

- 첨단 인간공학 개념 도입으로 운전원의 실수 배제 

。 충분한 설계 여유도 확보 

사고 저항력 증진과 충분한 운전조치 여유시간 제공 

。 입증기술 사용 

기존 가압경수로 설계에서 입증된 기술을 사용 

-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은 개별 검증설험 및 시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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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성관련 요건 

본 절에서는 SMART 연구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목표와 설계개발시 반 
영되어야 할 안전성관련 요건을 기술하였다. 

2.2 .1 주요 안전성 목표 

SMART 연구로는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획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목표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안전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노심 손상빈도는 1O-5/RY 보다 작아야 함. 
- 지진 및 파업을 제외한 내외부 사건을 포함하고 PSA를 통해 확인. 

• 대규모 방사능 누출빈도는 10 6/RY 보다 작아야 함. 

2.2.2 주요 안전 요건 

SMART 연구로에 대한 상기의 주요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립되고 설계 
개발 과정에서 적용된 주요 안전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는 최소 8% 이상의 CHFR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함. 
사고시 원자로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계통이 설계되어야함. 

안전 관련 기기는 정상 운전 및 사고 후 환경조건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안전성 

이 보증되어야 함. 

• 원자로계통은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시에 경보 발생 및 자동으로 플랜트를 안 

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계통이 구비되어야 함. 

• 원자로계통은 비안전 계통의 기능 상실과 안전관련 계통의 단일 고장을 동반한 

안전정지지진， 그리고 동시에 소외 전력의 상실로 인하여 원자로가 정지되었을 

경우 36시간 이내에 원자로가 고온정지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저온정지 설비는 USNRC BTP, RSB 5-1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원자로계통은 과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며， 또한 자동적으로 

원자로의 정지가 되지 않는 예상된 과도상태 (ATWS) 발생 시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반응도 출력계수가 모든 원자로 상태에서 항상 음이 되도록 원자로를 설계. 

• 충분히 개선된 인간기계간 연계계통을 사용하여 가능하면 정상운전 중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 

원자로 운전 또는 안전에 중요한 회전 기기 및 고압계통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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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누수감시， 진동 및 다른 발생 가능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 

정상적인 안전계통 작통신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계통의 작동을 운전원이 

무시하고 안전기능에 반하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설계. 

원자로건물과 관련한 설계에 있어서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원자로건물을 통한 효 

율적인 열제거 및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을 

설계하여야 함. 특히 원자로건물의 설계압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냉각재 상실사고 또는 증기관 파단사고를 고려하여야 함. 

설계기준 사고시의 선원항은 국내 원자력법과 규제기관의 권고를 기준으로 함. 

설계기준 사고시 핵연료의 100%가 산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소의 양을 포함한 

전체 수소량이 원자로건물내의 공기량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소량을 제 

어할 수 있어야 함. 

원자로건물을 구성하는 기기 (원자로건물 차단밸브 등)는 사고시 사고가 발생한 

계동 또는 기기로부터 충분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공통고장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원자로건물의 누설율이 0.5wt%/일 이하가 되도록 설계. 

기본적으로 SMART 연구로의 계측 및 제어계통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기능 
을 제외한 일체의 안전 교류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설계. 

SMART 연구로는 모든 교류 전력 손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발전기로부 
터 전력공급 외에 외부로부터의 전력공급을 받아 안전 및 비안전 등급 교류 전 

력을 확보함. 

2.2.3 중대사고관련 주요 안전요건 

SMART 연구로는 중대사고에 대비한 완화설계를 요건으로 정립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NUREG-1070 요건 만족 
SMART 연구로 원자로계통 설계개발 시 NUREG-1070 요건에 의한 인허가 
과정 중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 

원자로계통은 10CFR50.34(f)에 언급되어 있는 TMI 요건에 대한 기술적인 대 
처방법에 따라 검증-

- 원자로계통은 NUREG-0933에 분류되어 있는 USI 및 상위/중위의 GSI에 대 
하여 제안된 기술적인 해결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 

- SMART 연구로에 적용되는 확률론적 위험평가 (PSA) 레벨 I을 수행. 
• 원자로건물 설계 방안 

원자로건물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을 충분히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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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건물의 성능은 원자로 부지 외부에서 방 

사선량의 제한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의 기빌 유지성이 

확보되어야 함. 

• 중대사고 선정 방안 

중대사고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의하여야 하며， 이들 중대사고 선정 과정에 

서 중대사고 완화를 위하여 작동 순서 및 평가를 수행. 

부속장비 접속 방안 

• 중대사고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또는 외부의 도움용 이동식 장비를 위한 

영구적인 부속장비 접속 설비를 갖추어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도 

록 하여야 함. 

2.3 성능관련 요건 

SMART 연구로가 목표로 하는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계개발 시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주요 성능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다. 

• SMART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설계 
- 설계수명을 만족하기 위하여 일부 기기를 교체할 수도 있으며 재료의 피로， 

부식， 열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취성 등 재질의 특성변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따라서 기기의 교체가 용이하고 재질의 설계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해석과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원자로계통은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전 출력 운전에서 원자로/터빈 정지 없이 소내 부하로 운전 전환이 가능-

- 원자로 기동 운전 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가열은 원자로심의 핵분열 출력에 

의해 기동. 

- 20% 출력 이상에서 100% 출력까지 주파수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1: 1%/초의 

출력 변동 운전이 가능한 부하추종능력. 

• 90% 노심수명 운전 시 매일 100-50-100% (14-2-6←2)의 부하추종능력 확보. 
- 100% 운전 상태로부터 원자로 정지후 120시간 이내에 재장전을 위하여 원자 
로 냉각재의 최대 평균 온도가 60 0C 이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 . 

- 저온정지 상태로부터 100% 출력 운전까지 4시간 이내에 기동이 가능. 
원자로섬은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노심은 감속재 온도 부반응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붕산 노섬으로 가 

연성 독봉과 제어봉에 의해 임계 상태가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 

증기발생기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정상 운전 중 터빈 입구의 증기 과열도는 최소 40 0C 이상 그리고 과도 운전 
시에는 10 0C 이상 유지해야 한다. 

-7-



- 증기발생기 2 구역을 격리했을 때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국부적 온도 상승이 
허용 범위 이내에 들도록 설계해야 한다. 

- 증기발생기를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를 

통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강하는 최소화해야 한다. 

- 원자로 압력 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증기발생기는 내방사성 재료로 선택하며 

허용 방사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압기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원자로냉각재 계통은 노섬 출구 온도 변화에 따른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 

변동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냉각재펌프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 주냉각재펌프는 고속 중속 및 저속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제어봉구동장치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 냉각재의 반응도 조절을 위하여 붕산수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출력 변동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미세 반응도 제어 능력 

을 보유해야 한다. 

제어봉 구동 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이 상설된 경우 제어봉은 자연적인 힘 (중 

력 또 는 스프링 에너지)에 의하여 노심에 삽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방사성 폐기물 및 수처리 계통 설계 및 방사능 차폐 설계 기준 설정시 규제 요 

건 과 일치하는 핵연료 손상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 SMART 연구로 전체 운전 기간 중 SMART 연구로 운전 및 보수와 관련한 종 
사원에 대한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1.0man-Sv/yr (100man-rem/yr)이하가 되어 

야 한다. 

이상의 SMART 연구로 설계개발에 적용된 일반설계요건， 설계원칙， 안전성관련 요 
건 및 성능관련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2.3. 1]에 기술되어 있다. 

참고문헌 

2.3.l 김긍구， 여지원， “ SMRT 연구로 원자로계통 설계기준서”， 
SMP65-PM-DBOOO-0l, Revision 01 , 한국원자력 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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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MART 원자로계통 설계 

3.1 SMART 원자로계통 개요 

3.1.1 원자로계통 일반구성 

SMART 연구로는 기존 상용 Loop형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주 

기기가 연결 배관 없이 하나의 압력용기 내에 배치되는 일체형원자로 (integral 

reactor) 이다. 즉， 핵연료 및 노심， 127~ 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1개의 저온 자기가압 

기， 12개의 제어봉구동장치와 2개의 주냉각재펌프가 단일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 

치된다. 주기기간 배관 연결 없이 주기기를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Loop형 원자로의 취약점인 대형냉각재상실사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SMART 연구로 원자로계통은 원자로냉각재 유로가 형성되며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정상 및 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보조 

하는 계통인 피동잔열제거계통， 안전주업계통， 정지냉각계통， 충전 및 정화계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 - 1은 SMART 연구로의 원자로계통 구성도를 보여준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노섬에서 생성된 열을 증기발생기를 통해 이차측으로 전달해주 

는 기능을 수행하며 원자로계통의 압력경계를 이룬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및 방사성 물질이 제어되지 않고 원자로건물로 방출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 

기 위한 방벽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모든 원자로 조건 및 예상운 

전사건중에 원자로 노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연계계통과 연동하여 충분한 

노심 냉각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자연대류 운전을 

포함한 모든 정상운전시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또는 

정지냉각계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주증기 고압력 신호， 주증기 저압력 신호， 급수 저유량 신호， 

다양성보호계통 작동 신호 또는 운전원의 수동조작에 의해 피동잔열제거작동선호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증기발생기를 통 

해 전달된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현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모두 4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 

떠한 출력준위에서 원자로가 정지되어도 2개의 계열을 이용해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된 상태에서 36시간 이내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임의의 출력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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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누설에 의한 원자로냉각재를 보충하거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스설린더에 고 

압의 질소를 공급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플랜트 정상운전중에 핵연료손상여부 

를 연속 감시하도록 방사능감시순환루프를 설치하였으며， 다수의 제어봉이 삽입되 

지 않는 설계기준초과사고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고농도의 붕산수를 주입하 

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원자로의 기동 및 가열운전， 냉각운전 

시 발생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체적변화에 요구되는 적절한 체적제어 수단을 제 

공하고 있다. 

3.1.2 주요 설 계 변수 

일체형원자로 SMART의 원자로계통에 대한 기본설계의 구체화를 통해 주요 설계 

변수들이 확정하였다. 주요 계통별 설계내용 및 설계변수는 본 보고서 해당 절에 

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SMART 연구로 원자로계통의 주요설계변수는 표 

3.1 -1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3.1 -1 SMART 연구로 주요 설계변수 

항목 주요 설계변수 

원자로섬 출력 65.5MWt 
설계수명 30년 

재장전 주기 >15,000 시 간 EFP 
평균 이용율 >90% 

일차계통 설계압력 17MPa 
일차계통 운전압력 14.7MPa 
원자로섬 입구온도 272.2 0C 
원자로심 출구온도 310 0C 

주증기 압력 (증기발생기 증기노즐 출구) 3.45MPa 
주증기 온도 는 281.8

0

C 

주급수 온도 50 0C 
이차계통 증기생산 능력 24.0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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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 SMART 연구로 원자로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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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자로집합체 및 내부구조물 

3.2.1 원자로집합체의 구성 

원자로집합체는 원자로용기집합체 안에 위치한 모든 부품들과 원자로용기집합체를 

합한 전체 구조물을 지칭한다. 따라서 원자로집합체 (reactor vessel assembly)는 
원자로용기집합체 (reactor pressure vessel assembly) , 원자로내부구조물 (reactor 
internal structure) , 가압기 집 합체 (pressurizer assembly ), 감시 시 편 함집 합체 

(surveillance capsule assembly) , 온도계측기 집 합체 (temperature gauge assembly) , 

수위계측기집합체 (coolant level gauge assembly) , 노내계측기집합체 (in-core 
instrument assemlby) , 제 어 봉구동장치 (control element driving mechanism) , CEA 
연장봉집합체 (CEA extension shaft assembly) , 주냉각재펌프 (main coolant 
pump), 증기발생기카세트 (steam generator cassette), 핵연료채널 (fuel channeD , 

원자로상부구조물집 합체 (reactor head structure assembly) 둥으로 구성 된다. 그림 
3.2-1은 원자로집합체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3.2.2 원자로용기집합체 설계 

3.2.2.1 계통의 구성 및 기기형상 

원자로용기집합체는 원자로집합체의 일부로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집합체 그리고 

스터드볼트집합체로 구성되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정상운전과 과도상태 및 사고시 발생하는 각종 하중으로부터 노 

섬과 내부에 장착된 각종 기기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로용기 

와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경계는 참고문헌 [3.2.2.2] 의 MNG 1130의 규정을 따르며， 

원자로용기로 분류된 부품은 참고문헌 [3.2.2.1]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환형덮 

개집합체는 환형덮개와 펌프덕트로 구성되며， 스터드볼트집합체는 스터드볼트， 너트 

및 와셔로 이루어져 있다. 

3.2.2.1 .1 원자로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원자로용기는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형덮개와의 체결부위인 플랜지， 원 

자로용기 원통 그리고 타원형경판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개의 부품은 단조로 제작 

되며， 기계가공된 각각의 부품은 용접부를 제외한 내면에 부식방지용 피복용접이 

수행된다. 피복용접된 각각의 부품은 서로 완접용입으로 용접되며 최종적으로 두 

부품이 서로 맞닿는 용접부는 피복용접 후 연마기로 피복연결부를 갈아내어 최종 

용기로 완성된다. 원자로집합체의 주요 기기인 가압기집합체 증기발생기카세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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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재펌프 등이 원자로용기 내에 위치하며 원자로용기의 상부는 주요 기기의 

설치 및 핵연료채널의 재장전을 위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하다. 

운전 중에 원자로용기는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일부인 환형덮개와 가압기집합체의 얼 

부분을 구성하는 중앙덮개에 의해 밀폐되어 압력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원자로용기 플랜지는 원통형으로 상부면은 환형덮개집합체와의 체결을 위한 스터드 

볼트 체결공간을 제공한다. 원자로용기 원통의 측면은 증기발생기카세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12개의 개구부가 위치하며， 각 개구부의 위쪽에는 전열관에서 생성된 증 

기가 증기배관을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증기노즐이 원자로용기 원통에 부착된 

다. 원자로용기 원통 안에는 원자로내부구조물인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노심지 

지배럴집합체 등이 위치하며 용기내면에는 턱모양의 돌출부를 가지고 있어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위치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용기 원통의 하단에는 증 

가발생기 배관파단 및 인접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카세트 

로부터 나오는 불균일한 온도의 냉각재를 혼합하여 균일한 온도의 냉각재 유동을 

가지도록 하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가 설치된다. 타원형경판은 타원형 웰로 만들어 

져 유로를 형성한다. 원자로집합체의 지지는 원자로용기에서 돌출된 지지스커트가 

내부차폐탱크의 상부와 볼트로 체결 및 고정되어 이루어진다. 이 부위는 외부의 

하중이 원자로집합체에 전달되는 일차적인 경로가 된다. 

원자로용기의 재질은 MDF A508 등급 3 클래스 1이며 원자로용기의 내면은 원자 
로 냉각재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E309Nb/E347 계열 오스테나 
이트강 재질로 피복한다. 원자로용기는 내진범주 I 안전등급 1 및 품질그룹 A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설계된다. 

3.2.2.1.2. 환형 덮 개 집 합체 (Annular Cover Assembly) 

환형덮개집합체는 그림 3.2~3과 같이 환형덮개와 펌프덕트로 구성된다. 펌프덕트는 

원자로내부구조물에 해당하나 환형덮개와 용접되는 구조물이므로 본 절에서 기능과 

형상을 기술한다. 

가. 환형 덮 개 (Annular Cover) 

환형덮개는 원자로용기의 상부에 위치하여 주냉각재펌프의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환 

형의 구조물로 그림 3.2 ~4와 같다. 원자로용기 플랜지와 환형덮개 사이를 통한 냉 

각재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의 접촉부위에 2개의 은도 

금된 인코넬 재질의 O 링(그림 3.2~5)을 이용하여 밀봉한 후 스터드볼트집합체 (그 

림 3.2~6)로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를 체결한다. 속이 빈 O~링의 안쪽으로 클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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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 뚫려 있어 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작용하면 0- 령이 팽창함으로써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 사이의 밀봉이 유지된다. 두개의 O 링 중 어느 하나라도 100% 누설을 
방지할 수 있으나， 내측 링이 빌봉을 수행하고 외측 링은 보조역할을 하며， 두개의 

0-링 사이의 공간에는 누설탐지를 위한 관이 설치된다. 0-링은 환형덮개 하단에 

위치한 2개 동섬홈에 특수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되며 은도금을 하여 불균일한 표 

변에 따라 변형하도록 함으로써 밀봉을 보장한다. 

환형덮개와 중앙덮개는 6개의 걸쇠 (segrnent gate, 그림 3.2-7)로 연결되어 원자로 

용기의 덮개를 형성한다. 6개의 걸쇠는 중앙덮개에 형성된 홈 안에 장치되어 있으 

면서 걸쇠 축에 걸쇠구동장치를 연결하여 환형덮개의 흠 내부로 걸쇠를 밀어 넣거 

나 당겨냄으로써 환형덮개와 중앙덮개가 상호 체결되거나 분리된다. 환형덮개와 

중앙덮개 사이에는 냉각재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형밀봉체 (torus seal, 그림 
3.2→8)를 사용하여 밀봉 용접 한다. 

환형덮개에는 그림 3.2-9와 같이 2개의 주냉각재펌프 노즐， 4개의 안전주입 노즐， 2 
개의 정지냉각 노즐， 8개의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계측기 노즐， 4개의 증기발생기 출 

구 온도계측기 노즐， 2개의 환형공동 수위계측기 노즐 충전 및 정화계통 유출노즐 

과 충전노즐 각각 1개 그리고 6개의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지지기둥이 설치된 

다. 환형덮개와 가압기집합체의 일부인 중앙덮개 상부에 설치되는 노즐의 위치를 

표3.2-1에 수록하였다. 

환형덮개의 재질은 MDF A508 등급 3 클래스 1이며 환형덮개의 내면은 원자로 냉 
각재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E309Nb!E347 계열 오스테나이트 
강 재질로 피복한다. 환형덮개는 내진범주 1, 안전등급 1 및 품질그룹 A의 구조물 
로 분류되어 설계된다. 

나. 펌프덕트 (Purnp Duct) 

펌프덕트는 원자로내부구조물에 해당하며 그림 3.2-10과 같이 펌프안내관， 환형덕 

트， 그리고 유동분배판으로 구성된다. 펌프덕트는 노심으로부터 상숭하는 냉각재를 

주냉각재펌프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설계적용 기준은 그립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형덮개와의 용접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전력산업기술기준 MNG [참 
고문헌 3.2.2.2]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펌프덕트의 재질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이며 내진범주 I 안전둥급 3 및 품 
질그룹 A의 구조물로 분류되고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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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안내관 (MCP Guide Tube) 

펌프안내관은 원통형 실린더 형상으로 상부 끝단에서 환형덮개와 용접되어 펌프덕 

트를 지지한다. 펌프안내관은 주냉각재펌프의 임펠러 부분이 펌프덕트 내부로 설 

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형공동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며 흡입덕트를 

통과한 냉각재를 임펠러로 안내한다. 

(2) 환형 덕 트 (Annular Duct) 

환형덕트는 가압기와 노심지지배럴 사이의 환형원통 공간을 통과한 냉각재를 펌프 

로 유도하기 위하여 노심지지배럴의 외곽을 둘러싸는 원통형 구조물이다. 환형덕 

트는 그림 3.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형 덕트상판 (annular duct upper plate) , 환 

형덕트하판 (annular duct lower plate) , 환형덕트외측원통 (annular duct outer 
cylinder) , 환형덕트내측판 (annular duct inner plate) , 환형덕트방출노즐 (annular 
duct discharge nozzle) , 유동분배 판지 지 원통 (flow baffle support cylinder)으로 구 
성된다. 환형덕트의 상부에는 펌프안내관이 설치되고 하부에는 환형덕트방출노즐 

이 설치된다. 환형덕트방출노즐은 임펠러를 통과한 냉각재를 증기발생기의 상부 

공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냉각재펌프의 유로안내관과 접촉하며 접촉 

부위에는 2개의 밀봉렁이 삽입된다. 환형덕트상판과 환형덕트하판 사이에는 24개 

의 환형덕트내측판이 용접되어 24개의 냉각재 흡입구를 제공한다. 노심에서 상승 

하여 상부안내구조물을 지난 냉각재는 노심지지배렬의 냉각재 유통창을 통하여 환 

형덕트로 유입된다. 원자로 설치시 환형덕트의 흡입구는 노심지지배럴의 냉각재 

유동창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설계된다. 유동분배판지지원통은 유동분배판을 지지 

하기 위하여 환형덕트하판과 유동분배판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환형덕트상 

판과 유동분배판지지원통은 각각 노섬지지배럴과 접촉하는데 이 접촉부위에는 각각 

2개씩 총 4개의 밀봉령이 삽입되어 기밀이 유지된다. 환형덕트를 통과하는 계측기 

관통부의 밀봉을 위해 격리관(isolation tube)이 설치된다. 

(3) 유동분배 판 (Flow Baffle) 

유동분배판은 방출노즐을 통과한 냉각재가 방출노즐 하단의 증기발생기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유동분배판지지원통에 용접된다. 유동분배판이 

유동분배판지지원통에만 용접펼 경우 외팔평판의 형태가 되어 진통과 강성감소의 

염려가 있으므로 그림 3.2-10과 같이 환형덕트하판의 외곽에서 유동분배판지지판 

(f1ow baffle support plate)을 통해 용접되어 연결된다. 삼각형 패턴의 구멍들이 유 
동분배판 전면에 나있고 이 구멍들로 인해 펌프에서 배출된 냉각재가 127R 의 증기 

발생기안으로 고르게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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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3 스터 드볼트집 합체 (Stud Bolt Assembly) 

스터드볼트집합체는 스터드볼트， 너트 그리고 와셔로 구성되며， 환형덮개를 원자로 

용기에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로용기 플랜지 상부에는 48개 

의 스터드볼트 나사 구멍이 있으며 용기 플랜지 나사구멍에 스터드볼트를 설치한 

후 와셔를 삽입하고 너트를 체결함으로써 환형덮개와 고정된다. 너트의 체결은 스 

터드볼트를 인장시킨 후 회전시킴으로써 수행되며 이를 위해 단일 스터드 인장기 

(single • stud tensioner)가 사용된다. 스터드볼트의 재질은 MDF A540 등급 B24 
클래스 3으로 제작 • 설치된다. 

3.2.2.2 설계요건 및 하중， 허용기준 

3.2.2.2.l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일반 설계요건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설계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NB [참고문헌 3.2.2. 1] 의 요건에 따 

라서 수행된다. 특히 MNB 3200, 해석에 의한 설계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 

성해석 설계방법을 따른다.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설계수명 (calendar year)은 30년 
이며， 설계수명 동안에 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된다. 원자로용기집합체 및 지지구조물은 정상운전 중 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비정상상태나 사고 시에도 요구되는 운전성과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 

용기집합체는 용기 내의 모든 부품의 정비， 검사，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 

며， 원자로용기 및 기타 주요 가기의 치수는 공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운전 

기간 동안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차계통의 냉각재와 접촉되는 

원자로용기의 내면은 내부식성 재질로 피복된다. 용접면에 대한 가동 전 및 가동 

중 검사가 가능하도록 원자로용기를 설계하여야 하며 원자로용기의 재질은 방사선 

에 잘 오염되지 않으며 제염이 손쉬워야 한다. 

3.2.2.2.2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설계자료 

원자로용기집합체의 기계적， 열수력학적 설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압력 : 17.0MPa 
나. 정상운전압력 : 14.7MPa 
다. 설계온도 : 350.0 oC 
라. 정상운전시 증기발생기 출구 냉각재 온도 : 272.2 0C 

마. 정상운전시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온도 : 31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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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상운전시 주냉각재펌프의 유량 : 326.0kg/s 
사. 설계수명 : 30년 

아. 피복을 포함한 원자로용기의 노심부위 내경 : 2494.0mrn 

3.2.2.2.3 하중분류 및 조합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설계는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NB [참고문헌 3.2.2.1]에 

정의된 하중에 따라 분류 및 조합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부품별 

로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및 크기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설계에 사용되는 하 

중은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가. Design pressure plus dead weight 
나. Design pressure plus full power nonnal operation plus OBE 
다. Design pressure plus transient operation 
라. Design pressure plus dead weight plus OBE 
마. lnstallation 또는 handling loads 

이들 하중은 그 발생빈도 및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설계하중， A급 운전하중， B급 

운전하중， C급 운전하중 및 D급 운전하중과 시험하중으로 분류되어 운전모드에 따 

른 하중조합을 하여 각각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피로해석에서는 A급 운전 

하중， B급 운전하중， 시험하중， 선적 및 운반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3.2.2.2.4 허용기준 

원자로용기집합체는 설계하중 및 A. B. C. D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전력산업기술기 
준 MNB 3221에 정의된 설계 및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 
용기 및 덮개는 시험하중에 대하여 전력산업기술기준 MNB 3226에 정의된 설계한 
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2.2.3 재료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재질은 참고문헌 [3.2.2.1] 의 설계요건 및 기준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선택하며， 각 부품의 재질은 표 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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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정렬과 원자로내부구조물과의 연결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의 정렬은 환형덮개에 90。 간격으로 4개의 키 (key , 그림 

3.2-1 1)가 삽입되어 핀으로 고정된 상태로 원자로용기 플랜지의 홈에 끼워져 정렬 

되며 회전운동을 구속한다. 원자로용기집합체는 가압기집합체 증가발생기카세트와 

노심지지배럴집합체 등 주요 가기를 위치 및 지지시켜 각 구조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의 연결은 그 기능과 설치정도 및 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가압기는 중앙덮개와 일체로 환형덮개의 턱에 걸려 지지되고 걸쇠와 환형밀봉체로 

체결된다. 증기발생기는 카세트 단위로 제작되며， 차례로 12개가 각 위치에 설치된 

다. 증기발생기의 우회유동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부의 면밀봉장치 및 압축스프 

링에 의해 저감된다. 노섬지지배럴집합체는 잠금쇠 (locking device)를 잠금쇠 삽입 
홈에 삽입한 다음， 잠금뭉치의 아래 부분에 형성된 사각기퉁 모양의 돌기를 환형덮 

개에 형성된 홈에 삽입하여 걸리도록 함으로써 수직방향으로 구속된다. 또한 노심 

지지배럴에는 상단부에 90。 간격으로 4개의 키 (그림 3.2-12)가 삽입되며， 노심지지 

배럴의 외향플랜지에 핀으로 고정된다. 이 키는 위로는 중앙덮개에서 제공되는 홈 

에 끼워지며 아래쪽으로는 환형덮개의 홈에 끼워져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노심지지 

배럴을 정렬시키고， 회전운동을 구속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유동혼합헤더 외부원통상단부에 부착된 정렬키가 원자로용기 

내벽에 형성된 홈에 삽입되어 정렬되고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수직방향 자유도가 

구속된다. 

원자로집합체의 지지구조물은 지진， 배관파단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정적， 동 

적 하중에 대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은 강성을 가지도록 그림 

3.2-13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원자로집합체의 지지는 원자로용기에서 돌출 

된 지지스커트가 내부차폐탱크의 상부와 볼트로 체결되어 고정된다. 원자로용기 

지지스커트 하단에는 전단키 (shear key)가 돌출되어 있으며 내부차폐탱크 상단에 
가공된 홈에 삽입되어 반경방향으로의 운동을 구속한다. 원자로집합체와 내부차폐 

탱크의 정렬은 내부차폐탱크 상단에 위치한 볼트 구멍에 안내봉 (guide pole)을 설 
치한 후 원자로용기를 안착시킴으로써 정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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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원자로내부구조물 설계 

3.2.3.1 계통의 구성 및 기가형상 

3.2.3.1.1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구성 

원자로내부구조물은 그림 3.2-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그림 3.2-15, 그림 3.2-16) , 노섬지지배럴집합체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 그림 3.2-17, 그림 3.2-18) , 유동혼합헤더집합체 

(flow mixing header assembly , 그림 3.2-19) ,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 

합체 (steam generator outlet temperature guide gauge assembly, 그림 3.2-20)로 

구성된다. 

펌프덕트는 환형덮개에 용접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기 때문에 원자로용기집합체 

에서 기술된다. 원자로내부구조물과 원자로용기의 관할영역경계는 전력산업기술기 

준 [참고문헌 3.2.2.2]의 그림 MNG 1131을 적용한다. 가압기의 경우， 중앙덮개에 

용접되는 구조물로 특성상 원자로내부구조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과학기술부 고시 

2002-21호 [참고문헌 3.2.1 .5]의 제 4조 5항과 8항을 근거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가압기를 MNB를 적용하는 구조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자로내부구조물 

에서 제외되고 원자로용기의 기기로 분류되었다 

3.2.3.1 .2 상부안내 구조물집 합체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그림 3.2-15와 그림 3.2-16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는 상부노심지 

지판， 12개의 제어봉집합체， 36개의 베어링미끄럼관， 6개의 정렬핀， 24개의 잠금쇠， 

399개의 상부제어봉안내관， 2개의 주중성자원봉안내관， 그리고 외곽을 둘러싸고 있 

는 지지원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는 상부에 위치한 상부노심지지판이 노심지지배럴의 내향플랜 

지 (inner flange) 에 얹혀진 다음， 잠금쇠 (그림 3.2-21)로 체결된다. 상부안내구조 

물집합체에 부착된 3997R 의 제어봉은 295개의 핵연료채널 사이로 삽입되어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게 된다. 

가. 상부노심지지판 (Upper Core Support Plate) 

상부노심지지판은 가압기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다공의 원판형 구조물로 핵연료채널 

의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의 하중을 지지하며 CEA 연장봉집합처l와 노내계측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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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re instruments)를 안내한다. 또한 상부노심지지판은 주중성자원봉을 안내하 
고 지지한다. 

그림 3.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노심지지판의 가장자리는 원자로냉각재의 유 

동통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15。 간격으로 12 곳에 축방향의 흠이 나 있고， 흠이 나지 
않은 12 곳의 턱에는 잠금쇠가 삽입되는 24개의 구멍이 있으며 잠금쇠는 상부안내 
구조물집합체를 노심지지배럴 내향플랜지에 고정시킨다. 잠금쇠의 잠금뭉치 

(stem)를 회전시켜 턱부분이 상부노심지지판에 대하여 접선방향을 향하게 하면 체 

결이 해제되고， 반경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상부너트를 조이면 상부노심지지판이 노 

심지지배럴 내향플랜지에 체결된다. 

상부노심지지판에는 핵연료채널의 고정을 위하여 2957~ 의 구멍이 뚫려 있고 이들 

중 36개는 직경이 약간 크며 그 구멍 안으로 베어링미끄럼관이 설치된다. 베어링 

미끄럼관은 상단플랜지에 나있는 6개의 구멍을 통하여 상부노심지지판과 볼트로 체 

결되어 상부노심지지판에 고정된다. 핵연료채널 (그림 3.2→22)은 상부노심지지판에 

장착되고 핵연료채널의 물림쇠에 의해 그림 3.2-23과 같이 고정된다. 장착된 핵연 

료채널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노심지지판에는 핵연료채널이 삽입되는 원형 

구멍에 O。 방향으로 키흠이 나있어 핵연료채널의 정렬키가 삽입된다. 

상부노심지지판의 하단 가장자리는 지지원통의 상단과 용접된다.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의 인양을 위하여 상부노심지지판 가장자리에 120。 간격으로 3곳에 인양볼트 

삽입체 (lift bolt insert)가 마련되어 있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를 인양하고 이동하 
는데 사용된다. 

나. 제 어 봉집 합체 (Control Element Assembly) 

원자로의 운전정지 및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는데 127~ 의 제어봉집합체가 사용되 

며， 제어봉집합체는 그림 3.2-24, 그림 3.2-25, 그림 3.2-26과 같이 세 가지 형상， 즉 

TYPE A, TYPE B, 그리고 TYPEC의 형상이 있다. 그림 3.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부를 중심으로 내부에 3개의 마름모꼴 형상의 제어봉집합체 (TYPE C)와 
3개의 6각형 형상의 제어봉집합체 (TYPE B)가 교대로 배치되며， 외곽으로 6개의 
길쭉한 사다리꼴 제어봉집합체 (TYPE A)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어봉집합체는 상 
부제어봉집합판 1 개， 하부제어봉집합판 1 개， 베어링집합체 3개， 다수의 제어봉로 구 

성되며 제어봉집합체에 CEA 연장봉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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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제 어 봉집 합판 (Upper Control Element Grouping Plates) 

위에서 보면 상부 및 하부제어봉집합판의 외곽형상은 동일하며， 각각의 제어봉집합 

판은 CEDM에 연결된 CEA 연장봉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노섬에 삽입되는 제어봉들은 1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하부제어봉집합 

판과 베어링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제어봉집합체에 부착된 제어 

봉들은 한몸으로 움직 이 게 된다. 

베어링케이스는 상부제어봉집합판과 하부제어봉집합판 사이에 들어가 볼트로 고정 

된다. 이 집합판의 구멍으로 베어링미끄럼관과 핵연료채널이 관통한다. 

(2) 하부제 어 봉집 합판 (Lower Control Element Grouping Plates) 

하부제어봉집합판도 상부제어봉집합판과 마찬가지로 127TI 로 나누어진 다공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부제어봉집합판이 상부제어봉집합판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이 두 

판이 각각 3개의 베어링케이스로 연결되어 있다. 외곽의 형상은 상부제어봉집합판 

과 동일하지만 하부제어봉집합판의 두께가 상부제어봉집합판보다 더 두껍다. 상부 

제어봉집합판에는 베어링케이스를 고정하기 위한 작은 볼트 구멍이 나있고 하부제 

어봉집합판에는 제어봉들을 고정시키기 위한 작은 구멍들이 마련되어 있다. 베어 

링케이스를 수평방향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하부제어봉집합판은 계단형상으로 설계 

되어 있다. 또한 CEA 연장봉과 하부제어봉집합판이 체결되어 제어봉집합체가 수 
직방향으로 움직이므로 하부제어봉집합판에는 CEA 연장봉과 결합되는 흠이 나 었 
다. 

(3) 제 어 봉 (Control Elements) 

제어봉은 그림 3.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형태가 있다. 제어봉의 상부길이 

가 서로 다른 이유는 그림 3.2-24 그림 3.2←25와 그림 3.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봉의 체결위치가 베어링케이스인 경우， 하부제어봉집합판 상부변인 경우， 그리 

고 하부제어봉집합판 파낸 면 (cutout surface) ~ 경우 등 3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4) 베 어 링 집 합체 (Bearing Assembly) 

베어링집합제는 그림 3.2-29에 나타난 것처럼 베어링 및 베어링부싱과 베어링케이 

스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제어봉집합체에 베어링집합체가 3개씩 삽입되어 제어 

봉집합체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베어링케이스 안으로 핵연료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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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하므로 제어봉구동장치로 제어봉집합판들이 상하로 움직일 때， 핵연료채널과 

제어봉집합체 사이의 접촉부의 흑연베어링으로 인해서 마찰이 감소되어 노섬안으로 

제어봉들이 부드럽게 삽입되고 인출된다. 

베어링케이스 안으로 베어링부싱이 삽입되며 베어링부싱의 창에 흑연으로 이루어진 

사각 아치형 베어링들이 하나의 베어링집합체에 대하여 127B 씩 심어진다. 베어링 

부싱은 베어링케이스의 상단에 볼트로 고정된다. 

베어링케이스는 제어봉집합판의 형상과 베어링의 배치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는데 

그림 3.2-30에서 볼 수 있듯이 4가지 형상 (TYFE A-D)의 베어링케이스가 사용된 
다. 베어링케이스의 배치는 그림 3.2-27에 나타나 있다. 

다. 상부제 어 봉안내 판 (Upper Control Element Guide Plate) 

상부제어봉안내판은 하부제어봉집합판 아래에 위치한 다공의 원판이다. 상부제어 

봉안내판에는 상부제어봉안내관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들과 핵연료채널이 들어가는 

큰 구멍들이 규칙적인 배열로 뚫려 있다. 

상부제어봉안내판은 하부로부터 유입된 원자로냉각재의 유동방향을 반경방향으로 

유도하며， 원자로냉각재가 하부제어봉집합판 쪽으로 유동하는 것을 억제한다. 또한 

하부제어봉안내판과 연결된 상부제어봉안내관을 지지하여 원자로냉각재의 횡유동으 

로 인한 하중으로부터 제어봉을 보호한다. 그리고 상부제어봉안내판은 베어링미끄 

럼관의 하단을 수평방향으로 지지한다. 

라. 하부제어봉안내판 (Lower Control Element Guide Plate) 

하부제어봉안내판 역시 하부제어봉집합판 아래에 위치한 다공 원판이다. 하부제어 

봉안내판도 하부로부터 유입된 원자로냉각재의 유동방향을 반경방향으로 유도하며 

원자로냉각재가 하향으로 유동하는 것을 억제한다. 또한 상부제어봉안내판과 연결 

된 상부제어봉안내관을 지지하여 결국은 원자로냉각재의 횡방향 유통으로 인한 하 

중으로부터 제어봉을 보호한다. 

하부제어봉안내판에도 상부제어봉안내관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과 핵연료채널이 들 

어가는 큰 구멍들이 규칙적인 배열로 뚫려 있다. 이 안내판에는 6개의 정렬핀 (그 

림 3.2-31)이 삽입되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를 노심지지배럴집합체의 중간노섬지 

지판과 정렬된다. 지지원통의 하단과 하부제어봉안내판의 가장자리가 용접으로 고 

정되어 하부제어봉안내판이 결국 상부제어봉안내판과 상부제어봉안내관을 지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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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용접부는 제어봉 교체시 제거되어 지지원통으로부터 상부 및 하부제어봉 

안내판이 분리된다. 

마. 베 어 링 미 끄 럼 관 (Bearing Sliding Tubes) 

베어링미끄럼관의 상단 플랜지가 6개의 볼트로 상부노섬지지판에 체결되어 고정된 

다. 베어링미끄럼관의 외부면은 흑연으로 이루어진 베어령과 맞닿는 면이 되기 때 

문에 그 표면이 매우 정밀하고 매끄럽게 가공된다. 핵연료채널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어링미끄럼관의 상단 플랜지에 흠이 나있어 핵연료채널의 정렬키가 삽입 

된다 (그림 3.2-23). 

바. 지 지 원통 (Support Cylindrical Shell) 

지지원통 (그림 3.2-16)은 상부노심지지판과 하부제어봉안내판 사이를 연결해주는 

원통형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상부안내구조물의 구조적인 강성을 증가시키면서 

핵연료채널을 통해서 수직방향으로 상승한 원자로냉각재를 지지원통과 노심지지배 

렬이 이루논 환형공간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지원통의 하단부에는 

그림 3.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의 사각형 유동창이 여러 개 마련되 

어 있다. 원자로냉각재의 약 75%는 유동창을 빠져나와 상부노심지지판의 외곽 통 

로를 통해서 노심지지배렬의 냉각재 유동창을 지나 펌프덕트로 흘러 들어간다. 

사. 상부제 어 봉안내 관 (Upper Control Element Guide Tubes) 

상부제어봉안내관 (그림 3.2-16)은 상부제어봉안내판과 하부제어봉안내판 사이에 위 

치하는 3997B 의 짧은 관으로 원자로냉각재의 횡유동으로부터 제어봉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한다. 노섬지지배럴의 하단으로부터 유입된 원자로냉각재가 핵연료채널을 따 

라서 상승하다가 핵연료채널에 나있는 구멍을 통해서 반경방향으로 유동방향을 바 

꾸게 된다. 이 때 생기는 횡유동은 한쪽만 고정된 제어봉에 심각한 하중을 줄 수 

있으므로 상부제어봉안내관이 제어봉을 둘러싸고 있어 횡유동으로부터 제어봉을 보 

호한다. 상부제어봉안내관의 하단은 확관되어 하부제어봉안내판에 용접되고， 상단 

은 상부제어봉안내판 구멍에 끼워지기 때문에 길이방향으로 팽창이 가능하다. 

아. 정 렬핀집 합체 (Alignment Pin Assembly) 

상부안내구조물 정렬핀집합체는 그림 3.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부제어봉안내판 

과 상부제어봉안내판을 고정하고 중간노심지지판의 구맹에 삽입되어 상부안내구조 

물집합체를 노심지지배럴집합체에 정렬시킨다. 정렬핀은 직경이 다르게 단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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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및 하부너트로 상부제어봉안내판과 하부제어봉안내판의 간 

격을 유지시키면서 고정시킬 수 있다. 하부제어봉안내판에 정렬핀을 삽입한 후에 

하부너트를 체결하고 상부제어봉안내판을 정렬핀에 삽입하고 상부너트를 체결한다. 

자. 상부안내 구조물 잠금쇠 (Locking Device) 

상부안내구조물 잠금쇠는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를 노섬지지배럴 내향플랜지에 고정 

시키는 장치다. 잠금쇠의 형상은 그림 3.2-21과 같이 잠금뭉치， 구면와셔， 너트로 

구성된다. 잠금뭉치의 상단부는 나사로 만들어져 너트와 체결되고 나사 아래부분 

으로 구변와셔가 들어간다. 잠금뭉치 하단의 사각형상의 돌기를 시계방향으로 90。

돌려서 노심지지배럴 쪽으로 향하게 되면 상부안내구조물이 노섬지지배럴에 체결되 

고， 체결된 상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90。 회전시키면 체결이 풀린다. 

차. 노내계측기안내관 (ln-core Instrument Guide Tube) 

노내계측기안내관은 그림 3.2-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곳에 장착되어 노내계측기 

가 삽입되는 통로를 제공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노내계측기안내관은 상부， 중 

간， 하부 안내관으로 구성되며， 안내관의 내경은 6mm이고 외경은 10mm이다. 상부 

안내구조물집합체에는 상부 및 중간 안내관이 장착되고 하부안내관은 노심지지배 

럴집합체에 장착된다. 상부안내관의 상단은 상부노심지지판에 확관으로 체결되며， 

하단은 상부제어봉안내판의 구멍에 삽입되어 팽창이 허용된다. 중간안내관은 하부 

제어봉안내판에 확관으로 고정된 후 용접되며 상단은 상부제어봉안내판의 구멍안 

에 삽입된다. 

카. 주중성자원봉안내관 (Primary Neutron Source Guide Tube) 

주중성자원봉은 원자로 노심 외곽의 두 곳에 설치된다. 주중성자원봉안내관 (그림 

3.2-32)은 노심의 중심에 대하여 대칭으로 장착되어 주중성자원봉이 삽입되는 통로 

를 제공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주중성자원봉안내관은 상부， 중간， 하부안내관 

으로 구성되며， 안내관의 내경은 12mm이고 외경은 14mm이다. 주중성자원봉 상부 

안내관 및 중간안내관은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에 장착되고， 하부안내관은 노섬지지 

배럴집합체에 장착된다. 상부안내관의 상단은 상부노섬지지판에 확관으로 체결되 

며 하단은 상부제어봉안내판의 구멍에 삽입된다. 중간안내관은 하부제어봉안내판 

에 확관으로 고정된 후 용접으로 체결되며 상부제어봉안내판의 구멍에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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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3 노심지지배럴집합체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노심지지배럴집합체는 그림 3.ε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심지지배럴， 하부노섬지지 

판， 중간노심지지판 하부제어봉안내관 하단차폐판집합체 및 하부노내계측기안내관 

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지지배럴집합체는 노심지지배럴의 상단부의 외향플랜지 

가 환형덮개의 턱에 얹혀 잠금쇠로 고정된다. 노심지지배럴 중간에는 중간노심지지 

판이 위치하고， 하부제어봉안내관 및 하부노내계측기안내관이 삽입되며， 하단은 하 

부노심지지판이 용접되고 여기에 하단차폐판집합체가 볼트로 고정된다. 

가. 노심 지 지 배 렬 (Core Support Barre]) 

노심지지배럴은 길이가 긴 원통형 구조물로서 형상은 그림 3.2- 18에 나타나 있다. 

노심지지배힐 내부에는 내향플랜지가 있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중간노심지지판 

을 지지하고， 하단부에는 하부노심지지판이 용접되며， 하부노심지지판에 하단차폐판 

과 함께 유동거름판집합체가 부착된다. 노심지지배럴 상단부에 바깥쪽으로 돌출된 

플랜지는 원자로용기의 환형덮개의 턱에 얹히고 잠금쇠로 고정되어 노심을 포함하 

는 노심지지배럴집합체의 전체 하중을 원자로용기에 전달한다. 그림 3.2-18에 나타 

난 노심지지배럴의 플랜지와 구멍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잠금쇠 삽입 구명 (Locking Device Inserting Hole) 

노심지지배렬 상단부의 외향플랜지에는 잠금쇠를 삽입하여 설치하기 위한 127R 의 

잠금쇠 삽입구멍이 퉁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잠금쇠 (그림 3.2-21)를 잠금쇠 삽 

입구멍에 삽입한 다음 잠금뭉치의 아래 부분에 형성된 사각기퉁 모양의 돌기를 원 

자로 환형덮개에 형성된 홈에 삽입하여 걸리도록 함으로써 노심지지배럴이 수직방 

향으로 구속된다. 

(2) 노섬 지 지 배 럴 정 렬 키 (CSB Alignment Key) 

노섬지지배럴에는 상단부에 90。 간격으로 4개의 정렬키 (그림 3.2-12)가 삽입된다. 

각각의 정렬키는 노심지지배럴의 외향플랜지에 2개의 다웰핀으로 고정된다. 그림 

3.2-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정렬키는 위는 중앙덮개의 홈에 끼워지며， 아래쪽은 

환형덮개의 홈에 끼워져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노섬지지배럴을 정렬시키고， 회전운 

동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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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기 밀 림 관 접 속구멍 (Pressurizer Surgeline Interfacing Hole) 

노심지지배럴은 원자로 환형덮개 안쪽에 지지되어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므로 노심 

지지배렬에 의하여 가압기와 환형공동 사이가 구조적으로 격리된다.노심지지배럴에 

는 6개의 가압기밀림관 접속구멍을 뚫어 환형공동과 가압기 사이를 냉각재가 드나 

들 수 있도록 설계된다.가압기밀림관 접속구명의 위치가 가압기 내부에 일차밀림관 

이 연결되는 가압기 외벽구명과 일치하도록 설계된다. 

(4) 냉각재유동창 (CSB Coolant Window) 

그림 3.2-18의 냉각재유동창은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냉각재를 노심지지배럴 내부 

에서 주냉각재펌프로 배출하기 위하여 노섬지지배럴을 뚫어서 만든 사각형 모양의 

냉각재 배출 구멍이다. 24개의 냉각재 유동창은 노섬지지배럴에 등간격으로 배치 

되어 있으며， 노섬으로부터 상승하여 상부안내구조물을 지난 원자로냉각재는 냉각 

재유동창을 통하여 펌프덕트 안으로 유입된다. 냉각재유통창의 위치는 펌프턱트의 

흡입구인 환형덕트내측판의 유동창과 일치하도록 설계된다. 

(5) 내 향플 랜 지 (CSB Inner Flange) 

노심지지배럴 내부에 형성된 내향플랜지는 상부안내구조물을 지지하는 턱으로서 이 

곳에 상부노심지지판이 얹혀지고 상부노심지지판은 2957B 의 핵연료채널과 상부안 

내구조물집합체를 지지한다. 따라서 노심지지배럴의 내향플랜지는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가 지지하는 2957B 의 핵연료채널의 하중과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의 하중을 

모두 지지한다. 12곳에 나있는 내향플랜지의 불연속부 사이로 냉각재가 노섬지지 

배럴의 내벽을 따라 상부방향으로 흘러 나간다. 

(6) 중간노섬 지 지 판 턱 (lntermediate Core Support Plate Support Ledge) 

핵연료채널의 중간부분에서 핵연료채널의 횡방향 움직임을 구속하는 중간노섬지지 

판은 노섬지지배럴의 중간노심지지판 턱에 얹힌 다음 노심지지배럴에 용접으로 부 

착되므로 노심지지배럴과 일체형으로 제작된다. 

나. 노심 지 지 배 렬 잠금쇠 (CSB Locking Device) 

노섬지지배럴 잠금쇠는 상부안내구조물 잠금쇠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다. 

노섬지지배럴 잠금쇠는 노심지지배렬집합체를 환형덮개 턱에 걸치고 수직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체결하는 장치다. 

낌
 



이 잠금쇠의 형상도 그림 3.2-21과 같이 잠금뭉치， 구면와셔， 너트로 구성된다. 잠 

금뭉치의 상단부는 나사로 만들어져 너트와 체결되고 나사 아래부분으로 구면와셔 

가 들어간다. 잠금뭉치 하단의 사각형 돌기가 환형덮개 쪽으로 향하게 시계방향으 

로 90。 회전시키면 노섬지지배럴집합체가 환형덮개에 체결되고， 환형덮개 접선방향 

으로 향하도록 체결된 상태에서 너트를 푼 다음 (완전히 풀지는 않음) 반시계방향 

으로 90。 회전시키면 잠금쇠가 해제된다. 

다. 중간노심 지 지 판 (lntermediate Core Support Plate) 

중간노심지지판은 유효노심의 상단부보다 조금 위쪽에 설치되어 핵연료채널의 중간 

부분에서 핵연료채널의 횡방향 변형을 구속한다. 하부제어봉안내관， 하부노내계측 

기안내관 및 하부주중성자원봉안내관의 상단부가 중간노섬지지판에 삽입되어 횡방 

향 움직임은 구속되지만 수직방향으로는 열팽창이나 중성자조사로 인한 성장을 제 

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간노심지지판은 노심지지배럴에 용접으로 체결되며， 형상은 그림 3.2-17과 그림 

3.2-18에 나타나 있다. 중간노심지지판에는 핵연료 채널이 통과하는 295개의 원형 

구멍과 하부제어봉안내관의 상부를 지지하는 399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18개의 하 

부노내계측기안내관 및 2개의 하부주중성자원봉안내관을 위한 구멍도 마련되어 있 

다. 또한 중간노심지지판 가장자리 쪽으로 상부안내구조물을 정렬시키기 위하여 

정렬핀이 삽입되는 6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핵연료채널은 상부노심지지판으로부터 중간노심지지판을 지나 하부노섬지지판에 끼 

워진다.중간노섬지지판에 형성된 핵연료채널 지지구멍은 핵연료채널과 일정한 간격 

을 갖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중간노심지지판은 핵연료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 

한 횡방향 변위만을 구속한다. 

라. 하부노심 지 지 판 (Lower Core Support Plate) 

하부노심지지판은 2957R 의 핵연료채널 지지구멍과 그 사이에 3997R 의 하부제어봉안 

내관， 187R 의 하부노내계측기안내관 및 2개의 하부주중성자원봉안내관 지지구멍이 

뚫려있는 다공의 원판 구조물로서 그 형상은 그림 3.2-17과 그림 3.2-18에 나타나 

있다. 하부노섬지지판에 형성된 핵연료채널 지지구맹은 핵연료채널의 하단부를 단 

순히 삽입된 상태로 지지하여 횡방향의 자유도만 구속하므로 핵연료채널의 열팽창 

및 중성자조사에 따른 길이변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부제어봉안내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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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노내계측기안내관 및 하부주중성자원봉안내관의 하단부는 하부노섬지지판의 구 

멍에 삽입되어 용접되며 횡방향 및 수직방향 자유도가 함께 구속된다. 

유동거름판집합체를 통과하여 노섬의 하부로 유입된 원자로냉각재는 하부노심지지 

판에 삽입된 핵연료채널 (그림 3.2-22)의 오리피스와 하부제어봉안내관， 하부노내계 

측기안내관 및 하부주중성자원봉안내관 하단에 설치된 너트의 원자로냉각재 유입구 

멍을 통하여 노심영역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림 3.2- 33). 

하부노심지지판 바깥쪽으로 나 있는 6개의 턱이 앓은 평판형태로 돌출되어 있다. 

이 턱은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내부원통과 하부노심지지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노심지지배럴집합체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과도한 변형을 감소시킨다. 

마. 하단차폐 판집 합체 CBottom Screen Assembly) 

하단차폐판집합체는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차폐하여 원자로용기의 하단 

부를 보호하고， 원자로용기 밖으로 방사선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단차폐판집합체는 하단차폐판과 유동거름판집합체로 크게 구분된다. 

(1) 하단차폐 판 (Bottom Screen Plates) 

그림 3.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차폐판은 유동거름판집합체의 아래에 위치 

한 구조물로서 세겹의 차폐판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하단차폐판은 중 

앙에 있는 핀과 간격끼움쇠가 차폐판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하 

나의 집합체를 이루게 된다. 하단차폐판들은 원자로용기 하부플래념의 형상에 

맞도록 하부차폐판의 직경은 상부 및 중간차폐판의 직경보다 작고， 각 차폐판의 

중간부분에 6개의 끼움쇠와 볼트가 삽입되고 체결되어 강성이 증가된다. 하단 

차폐판 사이로 원자로냉각재가 유입되기 때문에 하단차폐판 내부의 온도가 과도 

하게 올라가지 않게 된다. 이 구조물은 유동거름판집합체와 함께 하부노심지지 

판에 24개의 고정볼트로 체결된다. 

(2) 유동거름판집합체 (Comb Assembly) 

유동거름판집합체의 기능은 유동거름판 사이에 형성되는 간극을 이용하여 증기발생 

기카세트를 경유하여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가 유통거름판집합체를 지날 때 냉 

각재에 포함된 이물질이 거름판에 걸리도록 하는 기계적인 여과기 역할을 함으로써 

이물질이 원자로 노섬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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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동거름판집합체는 노심지지배럴집합체 하단부에 

서 하부노심지지판과 하단차폐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2-3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환형판 형상의 유동거름판을 여러 개의 유동거름판지지대에 마련된 홈에 

끼워 유동거름판 사이의 틈새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유동거름판지지대는 

그림 3.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 

록 유선형으로 만들어지며 끝부분에 빗살 형태로 틈이 등간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틈으로 유동거름판들이 삽입된다. 유동거름판집합체는 유동거름판지지대의 중 

간부분에 형성된 관통구멍을 통하여 체결되는 고정볼트에 의하여 하부노심지지판에 

부착된다. 유동거름판지지대는 유동거름판의 처짐을 방지하고 원자로냉각재가 유 

통거름판 사이로 유입될 때 유동거름판에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하며 하부노심지지 

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24개가 배치된다. 

바. 하부제어봉안내관 (Lower Control Element Guide Tube) 

그림 3.2-17과 그림 3.2-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3997~ 의 하부제어봉안내관들은 중간 

노심지지판과 하부노심지지판 사이를 연결하여 핵연료채널 사이로 제어봉이 부드럽 

게 삽입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하부제어봉안내관은 핵분열로 방출되 

는 중성자의 흡수를 줄이도록 지르칼로이 4 (Zircaloy-4)가 선정되었다. 

하부제어봉안내관의 하단부는 하부노심지지판에 용접되어 수평방향과 길이방향을 

동시에 구속하는 반면 상단부는 중간노심지지판에 삽입되어 수평방향으로만 구속 

하기 때문에 중성자조사로 인한 안내관의 길이방향 성장과 온도상승으로 인한 열팽 

창이 자유롭다. 하부제어봉안내관과 하부노심지지판은 재질이 서로 달라서 용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부노심지지판의 아래쪽에서부터 하부제어봉안내관을 삽입한 

다음， 중앙에 원자로냉각재 유입 구멍이 뚫린 스테인레스강의 고정마개를 하부노심 

지지판과 하부제어봉안내관에 체결하여 고정시키고 이 마개의 가장자리를 하부노심 

지지판과 용접하여 고정시킴으로써 하부제어봉안내관은 하부노심지지판에 고정되어 

이탈되지 않게 된다 (그림 3.2-33). 이 고정마개의 중앙에 뚫린 구멍의 크기를 조 

절하여 제어봉 사이로 유입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이 구멍으로 

유입되는 원자로냉각재로 인하여 하부제어봉안내관 내부로 삽입된 제어봉의 과도한 

온도상승이 방지된다. 

사. 하부노내계측기 및 하부주중성자원봉안내관 (Lower ICI Guide Tube and 
Lower Primary Neutron Source Guid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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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하부노내계측기안내관 (그림 3.2-33)과 2개의 주중성자원봉안내관은 중간노 

심지지판과 하부노섬지지판 사이에 고정되어 핵연료채널 사이로 노내계측기와 주중 

성자원봉이 원활하게 삽입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안내관들도 노심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흡수를 줄이도록 지르칼로이 4로 제작된 

다. 안내관들의 상단부는 중간노심지지판에 삽입되어 수평방향으로만 구속되고 하 

단부는 하부노심지지판에서 수평방향과 길이방향으로 동시에 구속되어 안내관의 길 

이방향 중성자조사로 인한 팽창과 열팽창이 자유롭도록 설계되었다. 하부노내계측 

기 및 하부주중성자원봉안내관의 재질도 지르칼로이 -4이기 때문에 TYPE 321 스테 
인레스강인 하부노섬지지판의 재질과 서로 달라서 용접이 불가능하므로 고정마개를 

삽입하고， 하부노섬지지판에 용접하는 방식으로 안내관들을 고정시킨다. 고정마개 

의 중앙에 뚫린 구명의 크기를 조절하여 노내계측기와 주중성자원봉 사이로 유입되 

는 원자로냉각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3.2.3.1.4 유동혼합헤 더 집 합체 (Flow Mixing Header Assembly) 

유동혼합헤더집합체 (그림 3.2-19)는 노심지지배혈의 하단부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 

및 원추형 실린더가 동섬원을 이루는 구조물로서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주증기관 파 

단사고시 인접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단일고장(single failure) 이 발생하여 해당 

구역의 핵연료채널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 불균일하게 노심으로 유입 

되는 냉각재의 온도분포를 개선시킨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내부원통， 외부원통， 유동혼합헤더 및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 

측기안내관 하부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물은 내부원통과 외부원통 

사이에 유동혼합헤더가 설치된 환형구조물로서 노섬영역의 바깥쪽에서 원자로용기 

와 노심지지배럴 사이에 설치되어 증기발생기카세트를 통과한 저온의 냉각재를 노 

심으로 유도하고， 12개의 증기발생기카세트 하단부를 지지한다. 

가. 내부원통 (Intemal Cylinder) 

내부원통은 유통혼합헤더 안쪽을 감싸는 원통형 구조물로서 증기발생기에서 방출되 

는 냉각재를 유동혼합헤더 내부로 안내하며， 유동혼합헤더에서 방출되는 냉각재를 

노심쪽으로 유도한다. 그림 3.2-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원통 하부에는 유동혼 

합헤더집합체로부터 방출되는 냉각재를 노섬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24개의 냉각 

재 유동구멍이 뚫려 있다. 내부원통 상부에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통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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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심지지배럴과 내부원통 사이로 새어 나가는 원자로냉각재의 우회유동을 방지 

하기 위한 2개의 밀봉령이 설치된다. 

나. 외 부 원 통 (Extemal Cylinder) 

외부원통은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과도한 이동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혼합 

헤더집합체를 원자로용기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내부의 유동혼합헤더를 고정 

시키고， 유동혼합헤더에서 방출되는 냉각재를 유동혼합헤더와 외부원통 사이의 공 

간에서 혼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외부원통의 상부에는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어서 

외부원통은 원자로용기의 돌출부에 얹혀지고 잠금쇠로 고정된다. 외부원통 상부에 

설치된 4개의 정렬키는 원자로용기의 돌출턱에 형성된 홈에 삽입되어 유동혼합헤더 

집합체가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도록 정렬하는 역할을 하며， 

유통혼합헤더집합체 횡방향의 움직임을 구속한다. 외부원통 바깥쪽에는 외부원통 

과 동섬원을 이루는 앓은 원통 형상의 외곽안내통이 부착된다.그리고 유동혼합헤더 

를 지지하기 위한 6개의 지지대는 외부원통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된다. 외 

부원통의 안쪽에 1200 

간격으로 3개의 감시시편함이 부착된다. 

다. 외 곽안내 통 (Outer Guide Shell) 

외곽안내통은 앓은 원통형상의 구조물로서 외부원통과 일정한 간극을 유지한 상태 

로 외부원통 바깥쪽에 끼워져 있다. 외곽안내통 상부는 외부원통과 용접으로 부착 

되고 하부는 외부원통에 끼워져 있어서 길이방향으로 자유도를 갖는다. 외곽안내 

통은 원자로용기의 내부에 돌출된 턱에 접촉하도록 설치되므로 유통혼합헤더집합체 

는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횡방향 자유도가 구속된다. 원자로 운전 중에는 스프링 

작용을 하여 원자로용기와 유동혼합헤더 사이의 상대적인 열팽창을 흡수하는 역할 

도 한다. 

라. 유동혼합헤 더 (Flow Mixing Header) 

127~ 의 증기발생기카세트는 인접하는 증기발생기카세트 3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서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은 독립적인 급수 및 주증기 계통을 구성한다. 

증기발생기카세트를 통과하여 유동혼합헤더로 유입되는 4개 영역의 원자로냉각재는 

각 영역별로 분리된 상태로 유동혼합헤더의 각 층으로 유입된다. 유동혼합헤더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4층은 1영역 I 3층은 2영역 I 2층은 3영역 I 1층은 4영역에서 

냉각재가 유입되고， 각 영역에서 3600 원주방향으로 냉각재가 방출되도록 한다. 유 

동혼합헤더로 유입되거나 방출되는 원자로냉각재의 유량과 속도가 비슷하게 유지되 

도록 유동구멍은 각각 위치별로 직경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유동혼합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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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부원통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에는 900 간격으로 4개의 칸막이가 유동혼합헤더 

에 부착되어 있고， 이것은 증기발생기카세트의 4개 영역별에서 배출되는 원자로냉 

각재가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유동혼합헤더에 유입되도록 한다. 유동혼합헤더의 4 
개 층에서 원주방향으로 균일하게 방출되는 원자로냉각재는 유동혼합헤더와 외부원 

통사이에 형성된 공간을 지나면서 서로 혼합된다. 

마.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집합체 하부지지대 (S/G Outlet 
Temperature Gauge Guide Tube Assembly Bottom Support)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합체 하부지지대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상판 

에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증가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합체의 하단부를 지 

지한다.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합체와 하부지지대는 베이오네트 

(bayonet)로 체 결된다. 

바. 감사 시 편 함집 합체 홀더 (Surveillance Capsule Assembly Holder) 

유동혼합헤더집합체 내부에는 감시시편함집합체를 설치할 수있도록 3개의 감시시편 

함집합체홀더가 120。 간격으로 설치된다. 감시시편함집합체홀더는 유동혼합헤더집 

합체의 상판을 관통하여 외부원통에 부착되고 고정된다. 

3.2.3.1 .5 증가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합체 (Steam Generator Outlet 
Temperature Gauge Guide Tube Assembly)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합체는 그림 3.2-20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긴 튜 

브형상의 구조물로 총 4개가 원자로 안에 설치되며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를 

안내하고 지지한다.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합체의 상단은 환형덮개 

가 지지하고 하단은 유동혼합헤더의 상판에 부착된 하부지지대가 지지한다. 증기 

발생기 출구온도계측가안내관의 중간은 펌프덕트를 관통하게 된다. 

3.2.3.2 설계기준 및 적용코드 

원자로는 원자력법 제 12조 및 22조 [참고문헌 3.2.1 .1] 원자력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시행에 대한 원자력법 시행령 제 3장 [참고문헌 3.2.1 .2] 에 따라 설계되고 건설되 

어야 한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3장 [참고문헌 3.2.1 .3]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건설 •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원자력법 [참고문헌 3.2.1 .1] 제 4장 

제 12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5-4호 [참고문헌 3.2. 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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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규칙 [참고문헌 3.2.1 .3] 에 따라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적용판은 2000년판， 2001년 추록， 2002년 추록 및 2003년 추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심지지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는 전력 

산업기술기준의 MNG [참고문헌 3.2.2.2]에 따라 설계된다.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 

한 전력산업기술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노심지지구조물과 내부구조물의 둥급이 표 

3.2-3-표 3.2-6에 기술되어 있다. 

3.2.3.3 기능 및 성능요건 

3.2.3.3.1 기능요건 

가.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기능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그림 3.2-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자로압력 

용기 안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자로 노심을 지지하고 제어봉집합체를 안내하며 냉각재의 유동 통로를 
제공하여 노심과 제어봉집합체를 냉각시켜 준다. 

(2) 증기발생기카세트와 감시시편함을 지지해 준다. 

(3) 냉각재의 유동으로 인하여 핵연료채널과 제어봉집합체에 생길 수 있는 

진동을 감소시켜 준다. 

(4) 원자로 밖으로 유출되는 방사선을 완화시켜 준다. 

(5) 외부 하중으로부터 노섬과 제어봉집합체를 보호한다. 

나. 노심지지구조물 

(1) 노심지지배럴의 기능 

0 노섬과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를 지지한다. 

0 노섬， 유동거름판집합체와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에 걸리는 하중을 원자로용기에 

전달한다. 

0 노심을 통과하는 주냉각재를 안내하고 원자로용기 안에서 적절한 유동경로를 

제공한다. 

o 유동흡입헤더 및 하단차폐판과 함께 중성자조사에 의한 원자로용기의 손상을 완 
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o 상부노심지지판， 중간노심지지판， 하부노심지지판 및 제어봉안내관과 함께 제어 
봉집합체 정렬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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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부노심지지판의 기능 

o 하부제어봉안내관의 하단을 지지한다. 
o 핵연료채널의 하부를 수평방향으로 지지한다. 

0 유동거름판집합체를 고정하고 지지한다. 

o 원자로노섬 안으로 주냉각재를 안내한다. 

(3) 중간노섬지지판의 기능 

o 하부제어봉안내관의 상단을 수평방향으로 지지한다. 
0 핵연료채널의 수평방향의 변위를 제한한다. 

0 노섬 재장전시 하부노심지지판으로 핵연료채널을 안내한다. 

(4) 상부노심지지판의 기능 

0 노심지지배럴， 중간노심지지판 및 하부노심지지판과 함께 핵연료채널을 수평방 

향 및 수직방향으로 정렬하고 지지한다. 

o 제어봉집합판을 지지하고 안내하는 베어링미끄럼관을 지지한다. 
0 핵연료채널의 회전과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o 상부안내구조물 지지원통의 외곽을 타고 올라오는 주냉각재를 가압기외통 환형 
공간으로 유도한다. 

0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를 노섬지지배럴 안으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잠금쇠가 들 

어가는 공간을 제공한다. 

다.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의 내부구조물 

(1) 상부제 어 봉안내 관 

o 상부제어봉안내판과 하부제어봉안내판 사이에서 제어봉 삽입 경로를 제공한다. 
0 주냉각재의 횡유동으로 인한 하중으로부터 제어봉을 보호한다. 

(2) 상부제 어 봉집 합판 

o 하부제어봉집합판과 함께 베어링케이스를 정렬하고 지지한다. 

o 하부제어봉집합판과 함께 제어봉집합체를 이루어 제어봉의 작동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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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부제 어 봉집 합판 

o 제어봉을 직접 지지하고 안내한다. 
o 상부제어봉집합판과 함께 베어링케이스를 지지하고 안내한다. 
0 제어봉연장봉집합체와 연결되는 체결부를 제공한다. 

(4) 베어링미끄럼관 

o 제어봉을 인출하거나 삽입할 때 제어봉집합가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안내한 
다. 

o 제어봉집합체가 구동될 때 베어링케이스와 마찰력을 감소시켜 제어봉의 원활한 

삽입과 인출을 보장한다. 

o 제어봉집합체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을 상부노심지지판에 전달한다. 

(5) 지지원통웰 

o 상부 및 하부제어봉안내판을 횡방향으로 지지한다. 
o 상부노심지지판을 지지하여 상부안내구조물에 강성을 부가한다. 
o 핵연료채널에서 흘러나온 냉각재를 상부노심지지판 상부로 안내한다. 

(6) 상부제어봉안내판 

o 상부제어봉안내관을 지지하고 지지원통의 유동창으로 주냉각재의 유동을 안내한 
다. 

o 수직방향의 주냉각재의 유동을 제한한다. 

o 핵연료채널과 베어링미끄럼관을 수평방향으로 지지한다. 
o 상부제어봉과 함께 횡방향 하중으로부터 제어봉을 보호한다. 

(7) 하부제 어 봉안내 판 

o 상부제어봉안내관을 지지하고 지지원통의 유동창으로 주냉각재의 유동을 안내한 
다. 

o 핵연료채널과 베어링미끄럼관을 수평방향으로 지지한다. 

o 상부제어봉과 함께 횡방향 하중으로부터 제어봉을 보호한다. 

% 



(8) 

0 

0 

(9) 

0 

0 

베어링집합체 

제어봉이 원활하게 삽입 또는 인출될 수 있도록 집합판에 윤활하여 베어링미끄 

럼관 사이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킨다. 

제어봉을 인출하거나 삽입할 때 제어봉집합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보조하고 안내 

한다. 

정렬핀집합체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가 제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지하여 제어봉이 

제위치에 삽입되게 도와준다.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에 작용하는 횡방향의 하중을 노섬지지배럴집합체에 전달 

한다. 

(10) 상부안내구조물 잠금쇠 

0 

0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가 노심지지배럴에 대하여 제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가 노심지지배렬에 대하여 체결되어 지지할 수 있도록 돕 

는다. 

(11) 상부 및 중간노내계측기 안내관 

0 

0 

상부노심지지판과 하부제어봉안내판 사이에서 노내계측기가 지나는 통로를 제공 

한다. 

주냉각재 유동으로 인하여 노내계측기에 작용하는 수력하중으로부터 노내계측기 

를 보호한다. 

(12) 상부 및 중간 주중성자원봉 안내관 

0 

0 

상부노심지지판과 하부제어봉안내판 사이에서 주중성자원봉이 지나는 통로를 제 

공한다. 

주냉각재 유동으로 인하여 주중성자원봉에 작용하는 수력하중으로부터 주중성자 

원봉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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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심지지배럴집합체의 내부구조물 

(1) 하부제어봉안내관 

o 핵연료채널 사이로 제어봉이 삽입되는 통로를 제공한다. 
o 주냉각재 유동으로 인하여 제어봉에 작용하는 수력하중으로부터 제어봉을 보호 

한다. 

(2) 유동거 름판집 합체 

0 노심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고형 이물질을 걸러서 노심을 보호한다. 

0 노심 안으로 유입되는 주냉각재 유동분포를 균일하게 해준다. 

(3) 하단차폐판집합체 

o 원자로의 하단을 채워 냉각재 재고량을 줄염으로써 가압기의 크기를 줄일 수 있 
도록 한다. 

0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차단하여 원자로용기 하부경판을 보호한다. 

(4) 노심지지배럴 정렬키 

o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에 대하여 노심지지배렬집합체를 정렬하고 회전하지 않도록 
하며 제위치에 있도록 한다. 

0 노심지지배럴집합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에 전달한다. 

(5) 노심지지배럴 잠금쇠 

0 노심지지배럴집합체가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에 대하여 노심지지배혈 정렬키와 함 

께 제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0 노심지지배럴집합체가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에 대하여 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라.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내부구조물 

(1) 유동혼합헤더 

0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차단하여 원자로용기를 보호한다. 

0 노심지지배럴의 횡방향 변형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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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2) 

0 

0 

0 

0 

(3) 

0 

0 

0 

0 

(4) 

0 

0 

0 

0 

(5) 

0 

0 

0 

증기발생기카세트 하단에서 횡방향 변위를 제한한다. 

증기발생기카세트와 유동거름판 사이에서 주냉각재의 유동통로를 

냉각재의 혼합을 통해서 증기발생기의 단일고장과 함께 인접하는 

통의 고장으로 인한 국부적 온도상승을 억제한다. 

외부원통 

감시시편함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판과 유동혼합헤더를 횡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지지한다. 

원자로 하단부에서 주냉각재의 유동 경로를 제공한다. 

제공한다. 

수동열제거계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의 영향을 감소시켜 원자로용기를 보호한다. 

내부원통 

노심지지배렬집합체를 횡방향으로 지지한다. 

상판과 유동혼합헤더를 횡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지지한다. 

원자로 하단부에서 주냉각재의 유동 경로를 제공한다.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의 영향을 감소시켜 원자로용기를 보호한다. 

외곽안내통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하중과 지진하중이나 배관파단 같은 동 

적하중으로부터 원자로용기를 보호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설치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 하단부에서 주냉각재의 유동 경로를 제공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과도한 변형을 억제한다. 

상판 

증기발생기차세트를 수직방향으로 안내한다. 

증기발생기카세트 하단에서 횡방향으로 지지한다. 

증기발생기카세트 하단에서 냉각재의 우회유량을 억제한다. 

(6) 밀봉링 

0 증기발생기 외곽부터 원자로용기 하부로 흐르는 주냉각재의 우회유량을 억제한 

다. 

-39-



(7) 유동혼합헤더 지지 대 

o 유동혼합헤더를 횡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지지한다. 

0 유동혼합헤더의 내통과 외통의 강성을 증대시킨다 

(8) 유동혼합헤더 정 렬키 

o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정렬하고 제위치에 있도록 한다. 

0 유동혼합헤더집합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원자로용기에 전달한다. 

(9) 감시시편함 홀더 

o 감시시편함을 주냉각재의 횡방향 및 수직방향 유동으로부터 지지하고 보호한다. 

0 감시시편함 공구를 장착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부를 제공한다. 

(10) 유동혼합헤 더 잠금쇠 

o 유동혼합헤더집합체가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제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0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원자로용기에 체결한다. 

마.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 안내관집합체 

o 증기발생기카세트 사이에서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가 삽입되는 통로를 제공 
한다. 

o 주냉각재 유동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에 작용하는 수력하중으로 
부터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를 보호한다. 

3.2.3.3.2 성능요건 

가. 구조적 건전성 

원자로의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설계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의 MNG 요건 
[참고문헌 3.2.2.2]에 따라서 수행된다. 특히 전력산엽기술기준의 MNG “노심지지구 
조물" [참고문헌 3.2.2.2]의 “해석에 의한 설계" MNG-3200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성 

해석 설계방법을 따른다. 원자로의 노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설계수명 동 

안에 참고문헌 [3.2.3.6]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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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수명 

원자로의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설계수명은 30년이다. 여기서 30년은 

유효 전가동년수 (effective full power year)가 아닌 달력년도 (calendar year)이다. 

다. 반응도 제어 

노심지지구조물로 지정된 구조물은 충분한 반응도 제어를 허용할 수 있는 노심형상 

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라. 제어봉의 삽입 

노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4장 6절 3항의 제어봉 삽입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 

계된다. 

마. 검사 요건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참고문헌 [3.2.2퍼의 검사 요건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내진동 요건 

원자로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가동중에 여러 가지의 가진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주요한 계의 가진주파수와 이들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일치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요한 계의 가진주파수에서 생기는 동적웅답을 설계시 반영 

하여야 한다. 원자로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내진동에 대한 검증은 시운 

전 및 초기출력시험에서 이루어진다. 

3.2.3.4 기기의 분류 

3.2.3.4.1 안전등급 (Safety Class)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과기부고시 2002-21호 [참고문헌 3.2. 1. 5]에 따라 

안전등급 3 (Safety Class 3)의 기기로 분류되며 이 요건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 

다. 노심지지구조물과 내부구조물의 안전등급이 표 3.2-3- 표 3.2-6에 기술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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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2 내 진 범 주 (Seisrnìc Category)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Regulatory Guide 1.29 [참고문헌 3.2.2.1이에 따라 
내 진 범 주 1 (Seisrnìc Category 1)의 기 기 로 분류되 며 Regulatory Guide 1.100 [참 
고문헌 3.2.2 .1 1]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 노심지지구조물과 내부구조물 

의 내진범주가 표 3.2-3- 표 3.2-6에 기술되어 있다. 

3.2.3.4.3 종합진동평가 프로그램 (Comprehensive Vibration Assessment Program, 

CVAP) 

SMART 연구로는 이전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원자로가 설계되어 운전된 적이 없 
으므로 Regulatory Guide 1.20 [참고문헌 3.2.2.1 2]에 따라 원형 원자로 (prototype 
reactor)로 분류된다. 따라서 원자로의 정상운전 및 과도 운전상태에서 유동유발진 

동 (flow induced vibration)에 대해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 

해서 시운전 (pre-operation) 및 초기출력시험 (initial startup test)기간 중에 수행된 
다. 

종합진동평가 프로그램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해석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 

으로 구성된다. 해석결과는 설계보고서 (design report)에 수록된다. 원자로내부구조 
물의 측정은 시운전 및 초기기동시험 기간 동안에 직접계측으로 이루어진다. 측정 

응답이 진동해석 결과와 일치하며， 시험허용기준 (test acceptance criteria)을 만족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측정기기의 조합이 이루어진다. 측정에 사용 

되는 계측기는 가속도계 압력변환기 스트레인게이지 등이다. 검사는 고온성능시 

험 전후에 수행되며， 고온성능시험기간은 고온성능시험 후부터 육안검사시까지 106 

회 이상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원자로에서 분리하 

여 육안겸사를 수행하게 된다.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검사장비를 이 

용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자로 내부는 이탈물과 유입물에 대한 육안검사가 수행된 

다. 검사되어야 하는 부분은 주요 하중지지 요소， 용접부， 수평， 수직， 비틀림 방향 

의 구속부， 손상될 경우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체결요소， 운전중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 진동해석에 나타난 위험 

부위， 원자로 내부에서 이탈물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부위 둥이다. 고온성능시험 

전 · 후의 육안검사시 관찰된 것은 모두 사진을 찍어 문서화되며， 유체유발진동에 

의해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가 수행된다. 측정， 해 

석 과 육안검사를 통하여 Regulatory Guide 1.20 [참고문헌 3.2.2.12]에 따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유체유인진동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건전하며， 해석에 의한 예측이 타 

당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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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4 품질 그룹 (Quality Group) 

원자로의 노심 지 지 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Regulatory Guide 1.26 [참고문헌 
3.2.2.13]에 따라 품질 그룹 A (quality group A)로 분류된다. 

3.2.3.5 설계 및 운전하중과 하중조합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NG-3111 [참고 
문헌 3.2.2.2]에서 정의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동적하중의 조합은 NUREG -0484 
[참고문헌 3.2.4.1]의 규정 을 따른다. 

가. 설계하중 

설계하중으로 정상운전 하중과 설계기준사고 하중을 조합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정상운전 하중이라 함은 정상운전으로부터 유발되는 다음의 하중을 말한다. 

a. 압력차 
b. 온도에 의한 하중 

c. 기계적인 하중 
자중 

- 냉각재 유통으로 인한 하중 

반력 

설계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하중은 다음과 같다. 

a. 지진하중 
- 운 전 기 준지 진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 하중 

나. Level A 운전하중 

Level A 운전하중은 정상운전하중에 정상사건 (normal events)으로 야기되는 계통 
의 운전과도 (operating transients) 하중을 조합한 하중을 말한다. 

다. Level B 운전하중 

Level B 운전하중은 가항의 설계하중에 이상사건 (upset events)으로 야기되는 계 
통의 운전과도 (operating transients) 하중을 조합한 하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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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evel C 운전하중 

Level C 운전하중은 정상운전하중에 설계기준배관파단 (design basis pipe break) 
하중을 조합한 하중을 말한다. 

마. Level D 운전하중 

Level D 운전하중은 다음의 하중을 조합한 하중을 말한다. 

a. 정상운전하중 
b. 주증기관 파단하중， 주급수관의 파단하중 또는 LOCA 하중 중 큰 하중 
c. 안전 정 지 지 진 (SSE, safe shutdown earthquake) 하중 

바. 시험하중 

시험하중은 A급 운전한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험하중은 시험사건 (test events) 
으로부터 생기는 하중으로서 노심이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기능시험 

(pre-core hot functional test)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하중을 말한다. 

사. 선적 및 운반하중 

선적 및 운반하중은 운전하중과는 하중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로해석 평가에 

서는 고려해야 한다.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다음의 선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선적 및 운반하중은 다음과 같다. 

선적 하중 (shipping loads) 
다음의 선적하중은 동시에 작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횡 방향 Oateral direction, Gx, Gy) : :!: 2g 
상하방향 (vertical direction, Gz) : 자중 + 19 

운반하중 (handling loads) 
횡 방향 Oateral direction, Gx, Gy) ::!: O.25g 
상하방향 (vertical direction, Gz) : 1.5 x 자중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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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로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피로해석에서는 운전하중， 시험하중， 선적 및 운반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하중의 

반복회수는 원자로 가동기간에 발생하는 전체 회수를 고려해야 한다. 

3.2.3.6 응력한도 

3.2.3.6.1 설 계 한도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설계하중에 대하여 전력산업기술기준의 MNG-
3221 [참고문헌 3.2.2.2]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한도 (design limits)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2.3.6.2 운전하중 

운전하중에 대하여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냉각재유동의 통로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또한 노심지지구조물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운전하중에 대하여 내부구조물은 4.8절의 변형한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3.2.3.6.3 변형 한도 

Level A 및 B 운전 하중에서 노심이 제위치에 있도록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 
물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Level A 및 B 운전 하중에서 제어봉집합체가 자중과 
해제스프링의 힘만으로 삽입될 수 있고 모든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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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형이 제한된다. 그리고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 

은 Level D 운전 하중에서 노심이 제위치에 있고， 적절한 노심냉각이 유지되며 제 
어봉집합체가 삽입될 수 있도록 변형이 제한되어야 한다. 제어봉집합체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변형은 제어봉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 

는 변형의 8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2.3.7 응력 및 변형해석 결과 

3.2.3.7.1 응력해석 방법 

노심지지 및 내부구조물의 주요 기기에 대하여 초기 치수계산을 위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수평 및 수직으로 독립적으로 각각 10g의 하중을 작용할 경우 노심지 

지 및 내부구조물의 주요기기가 견딜 수 있도록 초기치수를 결정하였다. 허용응력 

에 대한 기준으로 전력산업기술기준 MNG [참고문헌 3.2.2.2]를 적용하여 막응력에 

대하여 Sm 값을 막응력 + 굽힘응력에 대하여 1.5 Sm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베어 
링응력에 대한 기준은 Sy, 전단응력에 대한 기준은 0.6 Sm을 적용하였다. 재료의 

허용응력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DP [참고문헌 3.2.2.4]를 따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ASME B&PV 코드 Section II p따t D [참고문헌 3.2.2.8]를 

따른다. 노심지지 및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운전하중을 적용한 상세한 응력해석은 

기 기 설 계 자 (component designer)에 의 해 서 수 행 된 다. 

3.2.3.7.2 응력해석 결과 

노심지지 및 내부구조물의 주요 기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술기준 MNG [참고문헌 
3.2.2.2]의 해석에 의한 설계 (design by analysis)에 따른 초기 치수계산의 해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가. 상부제어봉안내판 

(1) 수평방향 하중 

위치 응력 응력기준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베어링미끄럼 베어령응력 Sy 137.0 2.362 98.3 

관 접촉부 전단응력 0.6 Sm 73.8 72.905 1.2 

상부제어봉안 베어링응력 Sy 137.0 0.482 99.7 
내관 접촉부 전단응력 0.6 Sm 73.8 5.23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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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방향 하중 

위치 웅력 응력기준 기준치 (MPa) 

Prn Srn 123.0 
단면 A 

Prn + Pb 1.5 Srn 184.5 

Prn Srn 123.0 
단면 B 

Prn + Pb 1.5 Srn 184.5 

UPPER CDNTROL ELEM EtoIT GUIOE PL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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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MPa) 

0.00 

108.601 

57.953 

124.986 

sεC1ION B 
R56’.78 

설계여유 (%) 

100 

41.1 

52.9 

32.3 



2.70. 

‘’ ~OB. 

cr 

나. 중간노심지지판 

(1) 수평방향 

위치 응력 응력기준 

하부제어봉 베어링응력 Sy 

안내관 접촉부 전단응력 0.6 Sm 

핵연료채널 베어링응력 Sy 

구멍 접촉부 전단응력 0.6 Sm 

기준치 (MPa) 

137.0 

73.8 

137.0 

73.8 

'SEC1 IQfl 11 
~!lG~ .O!l 

90' 

결과 (MPa) 

0.738 

8.749 

1.067 

42 .432 
_L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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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방향 

위치 응력 응력기준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Pm Sm 123.0 0.00 100 
단면 A 

Pm + Pb 1.5 Sm 184.5 128.448 30.4 

Pm Sm 123.0 2.507 98.0 
단면 B 

Pm + Pb 1.5 Sm 184.5 95.605 46.8 

다. 베어링미끄럼관 

(1) 수평방향의 하중 

위치 응력 응력기준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Pm Sm 200.0 9.144 95.4 
단면 A 

Pm + Pb 1.5 Sm 300.0 40.219 86.6 

Pm Sm 200.0 6.211 96.9 
단면 B 

Pm + Pb 1.5 Sm 300.0 60.83 79.7 

Pm Sm 200.0 24.881 87.6 
단면 C 

Pm + Pb 1.5 Sm 300.0 276.760 7.7 

(2) 수직방향의 하중 

위치 응력 응력기준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Pm Sm 200.0 1.212 99.4 
단면 A 

Pm + Pb 1.5 Sm 300.0 1.212 99.6 

Pm Sm 200.0 0.969 99.5 
단면 B 

Pm + Pb 1.5 Sm 300.0 0.969 99.7 

Pm Sm 200.0 4.762 97.6 
단면 C 

Pm + Pb 1.5 Sm 300.0 4.762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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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EN WELD SECTION C 

FULL PEN WELD 
17.0 1231.0 

I 
쉰二l--r~ 

30。擊 SECTlON A 
SECTION B 
(BEARING ASSEt.tBLY LOCATION) 

라. 하부노심지지판 

(1) 수평방향 하중 

위치 응력 응력기준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핵연료채널 베어링응력 Sy 137.0 1.391 98.9 

접촉부 전단응력 0.6 Sm 73.8 22.099 70.0 

제어봉안내관 베어링응력 Sy 137.0 0.084 99.9 
{-j 효 -，느 초브 ’L 전단응력 0.6 Sm 73.8 1.497 97.9 

(2) 수직방향 하중 

위치 응력 응력기준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Pm Sm 123.0 0.097 99.9 
단면 A 

Pm + Pb 1.5 Sm 184.5 63.244 65.7 

Pm Sm 123.0 2.724 97.7 
단면 B 

Pm + Pb 1.5 Sm 184.5 63.477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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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1396.0 

180~ 

SECTION A 
APPROXI~ATELY 

Ø60.5 

마. 상부노심지지판 

(1) 수직방향 하중 

위치 응력 

Pm 
단면 A 

Pm + Pb 

Pm 
단면 B 

Pm + Pb 

Pm 
단면 C 

Pm + Pb 

응력기준 

Sm 

1.5 Sm 

Sm 

1.5 Sm 

Sm 

1.5 Sm 

SECTION B 
R561.778 

기준치 (MPa) 결과 (MPa) 

123.0 2.501 

184.5 137.107 

123.0 11.661 

184.5 138.907 

123.0 40.866 

184.5 69.751 

-51-

O. 

설계여유 (%) 

97.9 

25.6 

90.5 

24.7 

66.7 

62.1 



(2) 수평방향 하중 

수평방향의 하중에 대한 응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생략 

하하였다. 

바. 제어봉안내관 

(1) 최대변형량 

설계하중으로 수평방향 10g 하중에 대하여 예상되는 하부제어봉안내관의 최대변형 
량은 아래와 같다. 

예상 최대변형량 (mm) 
재질 

제어봉 삽입 상태 제어봉 인출 상태 

Zircaloy-4 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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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방향의 하중 

제어봉의 위치 웅력 응력기준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Pm Sm 80.3 1.4 97.1 
제어봉 삽입시 

Pm + Pb 1.5 Sm 120.5 53 .1 54.8 

Pm Sm 80.3 0.6 98.8 
제어봉 인출시 

Pm + Pb 1.5 Sm 120.5 21.6 81.6 

사. 노심지지배럴 

노섬지지배럴의 플랜지부에 대한 응력을 계산하였다. 이 때 입력하중은 10g 대신 
NOP 하중과 OBE 및 SSE 하중을 고려하였다. 

NOP+OBE 
하중 

NOP+SSE 
하중 

구분 단면 A 

Pm (MPa) 3.73 

Pm+Pb (MPa) 34.20 

Pm+Pb+S (MPa) 36.57 

Pm (MPa) 4.47 

Pm+Pb (MPa) 48.08 

배730 . 5해47쫓] 

A 

F얘733 .00_J-→L20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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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111 

23.91 166 

해당없음 332 

3.14 166 

29.41 249 

25.0 



아. 상부안내구조물 잠금쇠 

(1) 수평방향의 하중 

o 잠금쇠와 접촉하는 상부노심지지판 플랜지부 

위치 으。-려 「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전단웅력 73.8 (0.6 Sm) 4.795 93.5 

단면 C Pm 123.0 (Sm) 15.352 87.5 

Pm + Pb 184.5 (1.5 Sm) 20.167 89.1 

o 잠금쇠와 접촉하는 노심지지배럴 플랜지부 

위치 응력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전단웅력 73.8 (0.6 Sm) 5.917 92.0 

단면 D Pm 123.0 (Sm) 20.743 83.1 

Pm + Pb 184.5 (1.5 Sm) 33.402 81.9 

o 잠금쇠 

위치 응력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Pm 284 (Sm) 7.931 97.2 
단면 A 

Pm + Pb 468 (1.5 Sm) 79.806 81.3 

전단웅력 170.4 (0.6 Sm) 5.917 96.5 

단면 B Pm 284 (Sm) 20.743 92.7 

Pm + Pb 468 (1.5 Sm) 56.454 86.7 

(2) 수직방향의 하중 

o 잠금쇠와 접촉하는 상부노심지지판 플랜지 

위치 웅력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전단응력 73.8 (0.6 Sm) 28.454 61.4 

단면 C Pm 123.0 (Sm) 91.098 25.9 

Pm + Pb 184.5 (1.5 Sm) 119.677 35.1 

단면 E 베어링웅력 137.0 (Sy) 44.249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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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잠금쇠와 접촉하는 노섬지지배럴 플랜지 

위치 으。-려 ,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전단응력 73.8 (0.6 Sm) 20.991 71.5 

단면 D Pm 123.0 (Sm) 109.477 11.0 

Pm + Pb 184.5 (1.5 Sm) 146.749 20.5 

o 잠금쇠 

위치 응력 기준치 (MPa) 결과 (MPa) 설계여유 (%) I 
Pm 284.0 (Sm) 47.069 83.4 

단면 A 
Pm + Pb 468.0 (1.5 Sm) 245.482 42.4 

전단응력 170.4 (0.6 Sm) 35.119 79.4 

단면 B Pm 284.0 (Sm) 123.109 56.6 

Pm + Pb 468.0 (1.5 Sm) 157.181 63.1 

Section C (Upper Core 
Supp。비 Plate Flange) 

Sec• ion 0 (CSB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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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3 변형해석 

하부제어봉안내관은 튜브형상으로 399개가 중간노심지지판과 하부노심지지판에 고 

정된다. 이 관은 제어봉이 삽입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제어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일차 설계개선에서 하부제어봉안내관 재질로 Zirconium alloy Ell0 grade 
(Zr- 1% Nb)에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TP321로 바꾸어 노섬해석을 수행하였 
으나， 저온상태 (20- 1Q00C)에서 감속재 온도계수가 양의 값을 갖게 되어 초기 기동 

에 어려움이 있어 하부제어봉안내관의 후보재료로 Zircaloy -4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Zircaloy-4재질의 하부제어봉안내관의 강도와 열팽창 및 중성자 조사로 

인한 재료의 성장 평가가 요구되었다. 

원자로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참고문헌 [3.2.3.9]을 따르면 원자로 수명말기 

노심 의 고속중성 자조사량 (1.0 MeV이 상)은 7.8 X 1Q22nJcm2 이 다. 따라서 이 값을 
중성자 조사로 인한 조사성장 계산에 사용하면 Zircaloy-4 하부제어봉안내관의 길 
이방향 예상 조사성장량은 아래와 같다. 

제작방식 
평가방식 

풀림처리 냉간가공 

Best Estimate 9.0 rnm 28.0 mm 

Upper 95% Limit 17.6 rnm 61.5 mm 

Lower 95% Lirnit 4.6 rnm 12.7 rnm 

NUREG/CR-6150 Chapter 4.7 [참고문헌 3.2.4.2]에서 제시된 식 (4- 103) 사용하여 계 

산한 Zircaloy- 4 하부제어봉안내관 길이방향 예상 조사성장량은 아래와 같다. 

제작방식 
재질 

풀림처리 냉간가공 

Zircaloy- 4 5.1 mm 15.3 mm 

위에서 제시된 두 결과가 서로 다르지만 보수적인 설계를 위하여 첫번째 결과의 풀 

림 처 리 된 (annealed) Zircaloy-4재 료에 대 하여 Upper 95% Limit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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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CE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하부제어봉안내관의 재질로 풀림처리된 Zircaloy-4 
를 선정하면 반경방향 조사성장량은 0.29mm다. 

3.2.3.7.4 열팽창 길이 계산 

상옹인 200C에서 원자로 정상운전 온도인 3100 C 까지 변할 때 Zircaloy-4 하부제어 
봉안내관의 길이방향 상대 열팽창량은 l .8mm로 계산되어 도면에 반영되었다. 

3.2.3.8 환경 및 재료요건 

3.2.3.8.1 환경요건 

가. 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 요건 

원자로의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아래에 기술한 원자로냉각재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본설계 자료가 표 3.2-7에 기술되어 있다. 

(1) 설계온도 : 3500 C 
(2) 설계압력 : 17.0MPa 

나. 냉각재의 화학적 환경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표 3.2-11의 원자로냉각재의 화학적 환경에 맞도 

록 설계되었다. 냉각재의 화학적 환경은 참고문헌 [3.2.3.8]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 방사선 환경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방사선 조사환경 하에서 30년 동안 가동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방사선 환경은 참고문헌 

[3.2.3.1]의 Appendix C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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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2 재료요건 

가. 재료요건 

제어봉 안내관 및 베어링을 제외한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재료는 전력산 

업기술기준 MNG- 2000 [참고문헌 3.2.2.2] 의 를 따랐으며 일부 재료는 한국형 표준 

원전에서 사용되어 검증된 재질을 사용하였다.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부품별 재료는 표 3.2-3-표 3.2-6에 기술되어 있다. 

나. 재료의 물성치 

재료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설계피로곡선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의 MNG- 3229 [참 
고문헌 3.2 . 2.2]와 전력산업기술기준 MDP [참고문헌 3.2.2.4] 및 ASME B&PV 코드 
Section II part D [참고문헌 3.2.2.8]를 따른다. 

다. 내부식 요건 및 예민화 방지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부식 및 침식에 저 

항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재질은 

오스테나이트계 TP321 스테인레스강이다. 이 재질은 고온에서도 높은 강도와 우 

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로냉각재와 접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재료로 

적합하다. 원자로내부구조물에 주재료로 사용되는 TP32 1 스테인레스강은 427
0

C 

(8000F)에 서 816 DC (1500 0 F) 사이 의 온도범 위 에 서 석 출되 는 크롬탄화물 (chromium 
carbide)로 인한 업계부식 (inter-granular corrosion)에 매우 큰 저항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이 재료에 포함된 티타늄이 탄화크롬으로 인한 불안정을 막아주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TP321 스테인레스강은 TP304 스테인레스강보다 고온에서 
크립과 응력파손에 대하여 더 좋은 기계적인 특성을 갖는다. 

라. 기타 재료의 특성 

상부안내구조물 정렬핀집합체와 같은 체결기구의 재료로 석출강화 스테인레스강인 

SA 638, Grade 660 재료를 사용한다. 체결방법으로서 용접이 불가능한 부위에는 
체결기구 (볼트 및 너트)가 사용되며 이 체결기구는 단일고장의 경우에도 제자리에 

서 이탈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체결기구의 재료로 보통 고강도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레스강이 사용되지만，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부위로 응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 

는 부위의 스터드와 너트에는 MDF A194 (둥급 8M) 스테인레스강이 사용된다. 
MDF 479 TP321은 접촉 파손 방지가 요구되는 인양볼트삽입체 등에 사용된다. 상 

-58-



부안내구조물에 들어가는 제어봉집합체 안내베어링의 재료는 흑연으로서 제어봉의 

원활한 삽입과 인출을 돕는다. 

마. 방사능 제염요건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은 그 표변에 방사능 오염이 잘되지 않는 재료를 사 

용하여야 하며 공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선 수준으로 

여러 번 제염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9 조립 및 설치 개념 

3.2.3.9.1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의 조립 순서 

상부안내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한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조립과정이 그 

림 3.2-35에 제시되어 있다. 

가. 상부안내구조물저장대에 하부제어봉안내판을 얹는다. 그리고 상부제어봉안내관 

을 하부제어봉안내판안에 삽입하고 로울링 (rolling)으로 압착하여 조립한다. 이 

때 정렬핀을 하부제어봉안내판 안에 삽입하고 정렬핀의 하부너트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나. 상부제어봉안내판을 상부제어봉안내관 안으로 삽입시키고 정렬핀의 상부너트를 

체결한다. 

다. 제어봉집합체를 상부제어봉안내관 안으로 설치한다. 

라. 상부노섬지지판 안으로 상부안내구조물 잠금쇠를 삽입한 후에 지지원통과 용접 

한다. 

마. 지지원통과 용접된 상부노심지지판을 설치하고 하부제어봉안내판과 지지원통 

하단을 용접한다. 

바. 베어링미끄럼관을 상부노심지지판 안으로 삽입하여 상부제어봉안내판에 끼우고 

상부노심지지판 상부에서 볼트로 체결한다. 

3.2.3.9.2 노심지지배럴집합체의 조립 순서 

노심지지배럴집합체를 제작하기 위한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노심지지원통에 하부노섬지지판을 용접한다. 

나. 제어봉안내관에 제어봉안내관 마개를 로울링으로 체결한다. 

다. 노섬지지원통에 중간노섬지지판을 용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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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어봉안내관을 하부노심지지판 하단으로부터 삽입하여 중간노심지지판 안으로 

삽입한다. 

마. 제어봉안내관의 하단에 끼워진 제어봉마개를 하부노심지지판에 용접하여 고정 

시킨다. 

바. 하단차폐판집합체를 와셔와 볼트로 조립한다. 

사. 조립된 유동거름판을 하단차폐판 외곽볼트를 이용하여 하부노심지지판에 조립 

한다. 

아. 하부노심지지판집합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외곽볼트의 회전을 방지하는 잠금과 

정을 수행한다. 

자. 노심지지배럴의 잠금쇠와 정렬키를 조립한다. 

3.2.3.9.3 유동혼합집합체의 조립 순서 

유동혼합집합체를 제작하기 위한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외부원통에 유통혼합헤더 지지대를 용접한다. 

나. 외부원통에 감시시편함집합체 홀더를 용접한다. 

다. 유동혼합헤더를 제작하고 조립한다. 

라. 외부원통 용접된 유통혼합헤더 지지대 위에 유동혼합헤더를 용접한다. 

마. 내부원통에 외부원통을 용접한다. 

바. 외곽안내통 안으로 유동혼합헤더 정렬키와 잠금쇠를 설치한다. 

사. 외부원통에 외곽안내통을 용접한다. 

아. 유동혼합헤더 상판에 중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 안내관집합체 하부지지대를 

설치한다. 

자. 내부원통과 외곽안내통 사이에 유동혼합헤더 상판을 끼우고 용접한다. 

차.2 개의 밀봉링을 내부원통에 끼운다. 

3.2.3.9.3.4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조립 순서 

원자로내부구조물인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유동혼합헤더집합 

체를 원자로용기 안으로 장착하기 위한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유동혼합집합체를 원자로용기 안으로 삽입하고 유동혼합집합체 잠금쇠로 체결 

한다. 

나.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를 노심지지배렬 내향플랜지 위에 얹고 상부안내구조물집 

합체 잠금쇠로 노심지지배럴집합체 안에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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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를 노심지지배럴집합체를 원자로용기 안으로 삽입한다. 

라. 핵연료채널을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안으로 삽입하고 체결한다. 

마. 환형덮개를 덮어서 펌프덕트와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집합체를 체결 

한다. 

바. 중앙덮개를 설치하여 가압기가 노심지지배럴 안으로 장착하고 노심지지배럴 정 

렬키로 하여금 노심지지배럴집합체가 원자로 용기에 대하여 체결되게 한다. 

3.2.3.10 연계구조물과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체결 

3.2.3.10.1 핵연료채널과 상부노심지지판의 체결 

전형적인 핵연료 채널의 형상이 그림 3.2-22에 나타나 있다. 핵연료채널은 그림 

3.2-36과 같이 세 가지 형상으로 설계된다. 그림 3.2-36의 SHAPE A 핵연료채널 
(총 2817TI )은 핵연료 상부가 차폐마개로 채워져 고정된 형상을 보여주고， 그림 
3.2-36의 SHAPE B 핵연료채널 (총 12개)은 CEA 연장봉집합체가 삽입될 수 있도 
록 차폐마개가 제거되고 고정외통에 3개의 긴 CEA 연장봉집합체 삽입흠이 마련된 
것이다. 그림 3.2-36의 SHAPE C 핵연료채널 (총 2개)은 차폐마개가 제거되고 핵 
연료채널 고정외통 안으로 열전대 (HJTC : heated junction thermocouple)이 삽입 
되는 것으로， 원자로 사고시 노심부의 냉각재 수위를 계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핵연료채널은 재장전집게 (refueling machine gripper)를 이용하여 원자로내부구조 

물에 장착된다. 그림 3.2-37은 핵연료채널에 장착된 재장전집게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채널의 상부는 상부노심지지판에 체결되고 핵연료채널의 하부는 하부노심지 

지판에서 지지된다. 핵연료채널이 노심지지구조물에 장착되는 순서는 그림 3.2-38 
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재장전집게가 핵연료채널을 물게 된다. 이 때 핵연료채 

널의 자물쇠는 핵연료채널 고정외통으로부터 빠져나와 해제위치에 있게 된다. 그 

러면 핵연료채널에 방사형으로 설계된 6개의 물림쇠가 탄성변형을 일으켜서 핵연료 

채널 고정외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림 3.2-38의 (A)). 이 상태로 핵연료채널 

을 상부노섬지지판으로 삽입하면 물림쇠가 상부노심지지판의 핵연료채널 구멍에서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삽입된다. 이 때 핵연료채널의 상단에 부착된 정렬키가 상 

부노심지지판의 상단면에 마련된 핵연료채널 정렬키홈에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한 

다. 그림 3.2-38의 (B)는 핵연료채널이 상부노심지지판에 삽입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채널의 자물쇠가 빠져나와 해제위치에 있다. 그림 3.2-38의 (C)처럼 

재장전집게를 이용하여 핵연료채널 외통 안으로 자물쇠를 밀어 넣으면 오무려 있던 

물림쇠가 바깥쪽으로 빌려나면서 상부노심지지판의 핵연료 물림쇠 체결키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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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바로소 핵연료채널이 상부노심지지판에 체결된다. 그림 3.2-38의 (D)는 핵 

연료채널로부터 재장전집게를 분리하기 위하여 재장전집게의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멀어 체결을 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과정은 핵연료채널로부터 재장 

전집게를 그림 3.2-38의 (E)처럼 분리시킨다. 원자로내부구조물로부터 핵연료채널 

을 인출하는 과정은 체결하는 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3.2.3.10.2 핵연료채널과 베어링미끄럼관의 체결 

핵연료채널의 상부가 상부노섬지지판에만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3.2-23은 핵 

연료채널이 베어링미끄럼관 및 상부노섬지지판에 체결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베어링미끄럼관이 설치되는 36곳은 베어링미끄럼관 안으로 핵연료채널이 삽입되어 

체결된다. 이 경우는 핵연료채널의 물림쇠가 상부노심지지판의 물림쇠 체결홈에 

물리는 것이 아니고， 베어링미끄럼관 플랜지부 아래로 나 있는 6개의 구맹안에 물 

리게 된다. 베어링미끄럼관의 상부플랜지가 상부노섬지지판에 볼트로 체결되기 때 

문에 결국은 핵연료채널이 상부노심지지판에 대하여 정렬된다. 이 때 핵연료채널 

의 정렬키는 베어링미끄럼관 플랜지에 나 있는 정렬키 홈에 끼워진다. 

3.2.3.10.3 CEA 연장봉집합체와 하부제어봉집합판의 체결 

그림 3.2-39는 CEA 연장봉집합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CEA 연장봉집합체의 
상부는 CEDM에 연결되고 하부는 제어봉집합체에 체결된다. 그림 3.2-40은 연장봉 

집합체와 하부제어봉집합판이 체결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40의 (A) 
는 차폐마개 대신에 3개의 긴 슬롯이 있는 핵연료채널 안으로 CEA 연장봉집합체 
가 들어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CEA 연장봉의 쐐기형 끝단마개가 핵연료채널 
의 안내블록에 안착하여 체결되는 모습이 그림 3.2-40의 (B)에 나타나 있다. 그림 

3.2-40의 (C)는 체결스프링의 힘으로 내부축을 아래로 밀고 이 작용으로 상부암과 

하부암에 굴절이 생겨 그림 3.2-40의 (D)처럼 CEA 연장봉집합체가 하부제어봉집합 
판의 홈에 끼여 체결된다 

3.2.3.10.4 노섬지지배럴 정렬키의 체결 

그림 3.2-12는 노심지지배럴의 정렬키가 체결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심지지배 

럴정렬키는 노심지지배럴의 외향플랜지에 2개의 다웰핀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정 

렬키의 하단은 환형덮개에 나있는 사각의 홈에 끼워져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노심지 

지배럴을 정렬시키고 상부는 중앙덮개에 난 흠안으로 끼워져 노심지지배럴의 회전 

운동을 구속한다. 

“ 
ι
 



3.2.3.10.5 주중성 자원봉의 체 결 

그림 3.2-32는 주중성자원봉이 상부노심지지판에 체결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 

중성자원봉은 원자로 노심부 2곳에 대칭으로 설치된다. 주중성자원봉의 체결개념 

은 그림 3.2-32와 같이 주중성자원봉을 안내관에 삽입한 다음 핵연료채널을 삽입하 

여 핵연료채널 상부머리가 주중성자원봉집합체의 상단 체결부를 눌러 원자로 운전 

중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고 있다. 실제로는 3개의 핵연료채널이 하나의 

주중성자원봉을 120。 간격으로 3곳에서 고정하게 된다. 

3.2.4 가압기집합체 설계 

3.2.4.1 계통의 구성 및 기기형상 

3.2.4.1.1 계통의 구성 

가압가집합체는 SMART 연구로의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며 구조적으로는 중앙덮 
개， 가압기， 습식단열재， 각종 계측기 안내관 등으로 구성되며， 공간적으로는 가압기 

내부원통 내부에 형성되는 중앙공동 가압기 내부원통과 외부원통 사이에 형성되는 

중간공동， 그리고 가압기 외부원통 바깥쪽에서 펌프덕트 상단부와 환형덮개 사이에 

형성되는 원자로압력용기 내부공간인 환형공동으로 구성된다. 가압기를 구성하는 

각 공간별 자유체적은 표 3.2-8과 같다. 원자로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기의 

환형공동， 중간공동 및 중앙공동에 냉각재를 100% 채운 다음， 가스 실린더에서 질 
소가스를 중앙공동으로 유입시켜 중앙공동과 중간공동 전체에 질소가스를 채우고 

또한 환형공동의 40% 정도까지 질소가스를 채운다. 이 때 냉각재는 가압기집합체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환형공동의 60% 수위가 되도록 유지시키며， 질소가스를 가 

압기로 충전하는 동안 가압기로부터 유출되는 냉각재는 충전 및 정화계통으로 배출 

된다. 또한 중앙공동과 중간공동 내부에서는 밀림관의 아래 부분에만 냉각재가 존 

재하는 상태이며， 냉각재가 차지하는 공간비율은 중앙 및 중간체적의 2% 이하에 

해당된다. 

환형공동의 60%까지 냉각재가 채워진 상태에서 원자로를 100ÜC/h로 가열운전 

(heat-up operation)을 한다. 가열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냉각재의 체적은 
충전 및 정화계통으로 배출한다. 원자로의 온도가 1800C까지 상승할 때까지 냉각 

재의 수위는 환형공동의 60%로 유지시킨다. 냉각재 온도가 1800 C 이상 상승하면 

충전 및 정화계통으로 배출을 중단하고 냉각재의 체적 팽창을 가압기 내부로 흡수 

시킨다. 정상운전 중에 냉각재 수위는 가압기 중앙공동의 50% 정도가 유지된다. 

가압기 냉각기 입/출구에서의 냉각수의 온도는 정상출력운전에서 450 C-650 C,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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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에는 450C-100UC로 유지된다. 원자로가 3100C로 정상운전 상태일 때 중앙 

공통의 냉각재 온도는 1200 C 미만이다. 

3.2.4.1 .2 기기형상 

가압기집합체는 중앙덮개와 가압기로 구분되며 구조는 그림 3.2- 41 및 그림 3.2-42 
와 같다. 중앙덮개는 가압기의 덮개로써 환형덮개와 함께 원자로집합체의 압력유 

지 경계를 형성한다. 가압기는 중앙덮개 하부에 부착된 구조물로서 가압기 외부원 

통， 가압기 내부원통，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가압기 냉각기， 습식단열재， 습식 
단열재 외통， 1차 밀림관， 2차 밀림관 등의 구조물로 구성된다. 

가압기집합체는 중앙덮개 가장자리에서 설치되어 환형덮개의 홈에 삽입되는 걸쇠에 

의하여 가압기의 하중이 환형덮개로 전달된다.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사이의 구조 

적 간격은 환형밀봉체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가압기집합체는 밀폐된 용기로써 가 

압기와 원자로 내부 사이의 냉각재 및 압력전달은 1차 및 2차 밀림관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원통형상의 가압기 외부원통， 가압기 내부원통의 상부는 중앙덮개에 밀 

봉 · 용접되며， 하부는 바닥판에 밀봉 • 용접된다. 가압기 내부원통 내부에는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노내계측기 안내관 및 여러가지 계측기안내관이 배치된다. 

각종 계측기안내관，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및 가압기 냉각기들은 중앙덮개를 관통하 

여 설치된다.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및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에는 선축이 
음 주름관 (bellows) 이 설치되어 가압기 내 · 외부의 온도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 

조물의 열하중을 흡수한다. 12개의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18개의 노내계측기 
(lCl) 계측기 안내관， 2개의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은 가압기를 관통하여 설치되 

므로 이들 안내관들이 부착되는 중앙덮개와 바닥판의 연결부는 밀봉용접으로 고정 

된다.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과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 하부에는 유동저감디스크 
가 설치된다. 유동저감디스크는 노심에서 방출되 는 고온의 일차냉각재가 CEA 연 
장봉집합체 안내관과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 내부로 유입하는 것을 감소시킴으 

로써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및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을 통한 열전달을 감 
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가압기 외부원통 바깥쪽에 설치된 밀봉링은 가압기 외부원 

통과 노심지지배렬 사이의 틈을 통하여 가압기로 유입될 수 있는 냉각재의 흐름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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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덮개 

중앙덮개와 환형덮개는 6개의 걸쇠 (segment gate)로 연결되며， 이들 구조물은 원 
자로용기의 덮개 역할을 한다. 6개의 걸쇠는 중앙덮개에 형성된 홈 안에 장치되어 

있으면서 걸쇠 축에 걸쇠구동장치를 연결하여 환형덮개의 홈 내부로 걸쇠를 밀어 

넣거나 당겨내면 중앙덮개와 환형덮개가 상호 체결되거나 분리된다.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사이에는 냉각재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형밀봉체 (torus seal)를 사 

용하여 밀봉 · 용접한다. 중앙덮개에는 제어봉구동장치 (CEDM) 설치를 위한 127B 
의 CEDM 노즐， 6개의 걸쇠노즐， 4개의 가압기 냉각기 노즐， 3그룹의 ICI 노즐 (18 
개 ICI 안내관)， 2개의 수위계측기 노즐， 2개의 온도계측기 노즐， 4개의 압력계측기 노 

즐， 1개의 가스설린더 연결관 노즐 그리고 2개의 원자로 수위계측기 노즐이 설치된 

다. 배관사고시 냉각재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노즐 내부에는 내경 l.Oinch 
(25.4mm)의 오리피스가 설치된다. CEDM 노즐 내부에는 CEDM 냉각기가 삽입되 
며， 이 냉각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배출하는 배관인 CEDM 냉각기 헤더가 중앙덮 
개 상부 가장자리 근처에 배치된다. 

(1) 걸쇠 

걸쇠는 중앙덮개를 환형덮개에 고정시키는 구조물로서 형상은 그림 3.2-7과 같으며 

6개가 설치된다. 걸쇠는 쇄기처럼 환형덮개와 중앙덮개에 형성된 홈에 삽입되어 

두 구조물이 상호 결합되도록 한다. 각 걸쇠는 중앙덮개의 원주 가장자리에 형성 

된 홈에 삽입되어 설치되고 걸쇠와 연결된 걸쇠축은 걸쇠노즐과 걸쇠홈 사이에 형 

성된 구멍을 지나 걸쇠노즐 내부까지 삽입된다. 걸쇠노즐 내부에 삽입된 걸쇠축에 

는 걸쇠를 당기거나 밀어내기 위하여 걸쇠취급기를 삽입하는 구멍이 뚫려있다. 걸 

쇠노즐 바깥쪽에서 걸죄축 구멍에 걸쇠취급기를 삽입하고 걸쇠축을 밀거나 당기면 

걸쇠가 걸쇠홈 내부로 당겨지거나 걸쇠홈 외부로 밀려나가게 된다. 

그림 3.2-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걸쇠 하부와 중앙덮개에 형성된 걸쇠 흠의 가장 

자리는 경사진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걸쇠가 중앙덮개 흠을 통하여 환형덮개 흠 

으로 밀려갈 때 수평방향으로 이동하지만 두 구조물의 경사부가 접하면서 걸쇠는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환형덮개 홈으로 삽입된다. 따라서 걸쇠를 체결 

하면 걸쇠 경사부가 중앙덮개 흠의 경사부를 누르고 걸쇠 상부면이 환형덮개 흠의 

윗면을 밀게 되어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의 상대적 수직거동이 구속되어진다 걸쇠 

로서 중앙덮개와 환형덮개를 상호 채결하여 가압기집합체를 환형덮개에 조립한 다 

음， 걸쇠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걸쇠고정쇠를 걸쇠노즐을 통하여 걸쇠축의 

구멍에 삽입한다. 걸쇠고정쇠를 걸쇠축 홈에 삽입한 상태에서 고정볼트를 걸쇠노 

즐에 체결하면 걸쇠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다. 걸쇠노즐과 걸쇠 고정볼트의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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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밀봉 용접을 하여 걸쇠 체결경로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냉각재 누설을 방 

지한다. 

(2)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및 냉각기 

중앙덮개 상부에는 제어봉구동장치가 설치되며 이 제어봉구동장치 (CEDM)는 중앙 

덮개에 부착된 CEDM 노즐에 볼트를 체결하여 지지된다. CEDM 노즐은 중앙덮개 
를 관통하는 구멍에 냉간박음을 통한 억지끼워맞춤으로 설치한 다음， 중앙덮개 하 

부에서 J 형 홈용접으로 중앙덮개와 CEDM노즐을 접합시켜 냉각재의 누설을 방지 
한다. CEDM 노즐 내부에는 냉각기를 설치하여 CEDM 내부의 볼스크류 및 볼베 
어링 구동부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온도가 1200 C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 CEDM 
노즐에 끼워지는 냉각기는 2줄 나사형태로 냉각재 유로를 만들며， CEDM 노즐 상 
부 측면에는 CEDM 냉각기 내부로 냉각수를 공급하고 배출하기 위한 2개의 냉각수 
유도관이 부착되어 있다. 

(3) CEDM 냉각기헤더 및 냉각기헤더 지지대 

중앙덮개의 상부에는 CEDM 노즐 내부에 설치된 냉각기에 기기냉각계통으로 연결 
되는 냉각수를 공급/배출하기 위한 CEDM 냉각기헤더가 설치된다. CEDM 냉각기 
헤더는 동일한 형상으로 2개의 층으로 배관이 배치된다. 상부에 위치한 냉각기헤 

더는 냉각기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냉각수를 기가냉각계통으로 보내는 배관이며， 하 

부에 위치하는 냉각기헤더는 기기냉각계통에서 냉각기로 유입되는 저온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배관이다. 냉각기가 결합된 각 CEDM 노즐에 부착된 2개의 유도관은 
상 · 하부의 냉각기헤더에 연결된다. CEDM 냉각기헤더는 6개의 냉각기헤더 지지 
대에 의하여 지지된다. 냉각기헤더 지지대는 중앙덮개 상부에서 볼트와 고정판을 

사용하여 중앙덮개와 냉각기헤더의 수직방향 자유도를 구속시킨다. CEDM 냉각기 
헤더와 냉각기헤더 지지대의 형상은 각각 그림 3.2-43 및 그림 3.2-44와 같다. 

CEDM 냉각기는 냉각성능이 3.0kW이며 냉각수의 유속은 1.1m/s로써 냉각수의 온 

도는 정상상태에서 입구 150C-500 C, 출구 750 C 이하가 유지된다. 

(4) 중앙덮개 상부노즐 

중앙덮개 상부에는 가스실린더 연결관 노즐 1개， CEDM 노즐 12개， 걸쇠노즐 6개， 
가압기 냉각기 노즐 4개， ICI 노즐그룹 3개 (lCI 안내관 18개 지지) , 가압기 중앙공 
동 수위계측기 노즐 2개， 가압기 압력계측기 노즐 4개 가압기 하부 온도계측기 노 

즐 l개， 가압기 상부 온도계측기 노즐 1개가 설치된다. 배관파단 사고시 노즐에서 

방출되는 냉각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직경 1인치 이상의 노즐내부에는 내경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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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인 오리피스가 설치된다. 중앙덮개 상부에 설치되는 노즐의 개수 및 위치는 

표 3.2-9 및 그림 3.2-46과 같으며 계측기안내관의 설치개념은 그림 3.2-47과 같다. 

나. 가압기 

가압기는 가압기 외부원통과 가압기 내부원통을 기준으로 중앙공동 (end cavity)과 
중간공동 (intennediate cavity)으로 공간이 분리된다. 습식단열재는 가압기 외부원 
통과 바닥판의 바깥쪽에서 가압기를 감싸고 있으며 습식단열재 외부에는 습식단열 

재 외통이 설치되고 가압기 내부원통의 외측에는 가압기 냉각기가 설치된다. 환형 

공동은 가압기 외부원통과 원자로용기 내벽사이에서 냉각재펌프 덕트 상부에 형성 

되는 공간이다. 중앙공동과 중간공동은 이차 밀림관 환형공동과 중간공동은 일차 

밀림관을 통하여 압력 및 냉각재가 상호 전달된다. 중앙공동 내부에는 CEA 연장 
봉집합체 안내관 및 각종 계측기 안내관이 설치되며 외부원통 외측에는 밀봉렁이 

설치된다. 

(1) 가압기 외부원통 

가압기는 자기가압 (self-pressurization) 방식으로서 가압기 공간에 질소기체를 채 
워두고 원자로 가동 중에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냉각재의 체적을 질소가스가 흡수하 

도록 한다. 외부원통은 가압기집합체의 측면을 감싸는 외부구조물로서 중간공동과 

환형공동을 구조적으로 격리시킨다. 외부원통 내측에 설치되는 6개의 일차 밀림관 

을 통하여 환형공동과 중간공동이 연결되며 외부원통의 바깥쪽에는 습식단열재를 

설치하여 냉각재로부터 가압기 내부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여 가압기의 온도가 상 

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가압기 외부원통은 상부에 위치한 중앙덮개와 완전용업 용 

접되고， 하단에는 가압기 바닥판과 완전용입으로 용접된다 (그림 3.2-41과 그림 

3.2-42 참조) . 

(2) 가압기 내부원통 

가압기 내부원통에 의하여 가압기 내부공간은 중앙공동과 중간공동으로 구분된다. 

가압기 내부원통 외측에는 가압기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기가 설치되며， 내부원통의 

내부에는 이차 밀림관이 설치되어 중간공동과 중간공동을 연결하여 냉각재 및 질소 

가스의 유동경로를 제공한다. 가압기 내부원통은 상부에 위치한 중앙덮개와 완전 

용입으로 용접되고 하단에는 가압기 바닥판과 완전용입으로 용접된다(그림 3.2-41 
과 그림 3.2-4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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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기 냉각기 

가압기 냉각기는 가압기의 중간공동에 설치되며 기기냉각계통으로부터 냉각수를 공 

급받아 가압기의 내부온도를 1200 C 이하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압기 냉각 
기는 가압기 내부원통에 부착되어 가압기 내부원통의 하부에서 상부로 감겨져 올라 

오다가 상부에서 5가닥의 냉각튜브들이 모아져서 중앙덮개의 가압기 냉각기 노즐에 

삽입 · 고정된다. 가압기 냉각기 내부의 냉각수 온도는 정상출력운전에서는 450Cma 
x-650Cmax, 가열운전에서는 450Cmax - 1000Cmax가 유지된다. 

(4) 일차 밀림관 

일차 밀림관은 중간공동 내부에서 가압기 외부원통에 용접으로 부착되며 원자로용 

기 상부의 환형공동과 가압기집합체의 중간공동 상호간의 냉각재와 압력의 유동경 

로를 제공한다. 일차 밀림관은 6개다. 

(5) 이차 밀림관 

이차 밀림관은 중앙공동 내부에서 가압기 내부원통에 용접으로 부착되며 중간공동 

과 중앙공동 상호간의 냉각재와 압력의 유동경로를 제공한다. 이차 밀림관은 2개 

다. 

(6)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은 CEA 연장봉집합체의 통로가 되며 중앙덮개를 관통하 
는 CEDM 노즐 하부에 부착되어 가압기의 중앙공동을 관통한다. CEA 연장봉집합 
체 안내관은 CEDM 노즐과 가압기 바닥판에 용접 · 고정되며 하부에는 주름관형 신 

축이음이 부착되고， 하단부에는 유동저감디스크기 부착된다. 신축이음은 CEA 연장 
봉집합체 안내관 내부로 유입되는 고온의 냉각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CEA 연장봉 
집합체 안내관의 열팽창 하중을 흡수하며， 유동저감디스크는 CEA 연장봉집합체 안 
내관 내부로 유입하는 고온의 냉각재를 감소시킴으로써 가압기 내부로 유입되는 열 

을 감소시킨다. 

(7) 습식단열재 

가압기는 과도운전시 가압기 내부의 압력변화를 줄이기 위해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나 가압기가 원자로용기 집합체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원자로 내부에서 가압기 

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여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로부터 가압기 내부로 열전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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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위하여 가압기 외부원통과 바닥판 외측에는 습식단열재를 설치한다. 습 

식단열재는 O.2mm의 앓은 스텐레스 박판에 반구형의 엠보싱 (embossing)을 가공하 

고， 이 박판들을 22겹 적층하여 만든다. 습식단열재의 형상은 그림 3.2-45와 같다. 

(8) 습식단열재 외통 

습식단열재 외통은 습식단열재의 기계적 변형을 방지하고 습식단열재를 지지하며， 

노섬지지배럴과 가압기 사이에 발생하는 횡방향 하중을 중앙덮개로 전달하는 구조 

물이다. 습식단열재 외통의 내부에 습식단열재를 부착된 다음， 습식단열재 외통을 

가압기 외부원통 바깥쪽에 삽입하고 습식단열재 외통 상부와 중앙덮개를 핀으로 고 

정시킨다. 습식단열재 외통은 중앙덮개에 핀으로 고정되어 반경방향 자유도가 구 

속되지 않으므로 두 구조물 상호간의 열팽창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하중이 제 

거된다. 습식단열재 외통의 바닥을 관통하는 CEA 연장봉집합체 및 원자로수위계 
측기 안내관 하단부에는 노심지지구조물과 가압기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상대변위 

를 흡수하고 습식단열재 내부로 냉각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동저감 디스크 

가 부착되어 있다. 

(9) 열팽창 흡수를 위한 주름관 이음 

원자로 운전중 가압기 내부의 냉각재의 온도는 1200 C 정도이고 습식단열재 외통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과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 하부에는 3100C의 냉각재 

가 접촉하며 고온의 냉각재의 일부가 이들 안내관 내부로 유입된다. 따라서 저온 

부에 위치하는 가압기 내 · 외부원통과 고온의 냉각재와 부분적으로 접하는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및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 사이에는 열팽창의 차이에 의하 

여 열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열응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 
관 및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의 하부에는 주름관형 신축이음이 설치된다. 

(1이 가압기 밀봉링 

습식단열재 외통의 바깥쪽 중앙부분에는 2개의 밀봉링이 부착되어 노심지지배럴과 

접촉된다. 이 밀봉령은 노섬에서 펌프덕트로 유입되는 냉각재가 가압기 외부원통 

과 노심지지배럴 사이에 형성되는 구조적 틈 사이로 우회하여 환형공동 및 중간공 

동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계측기 안내관 

중앙덮개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각종 계측기들의 선단부는 가압기 중앙공동 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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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부 및 노심 하부까지 삽입되며 가압기 중앙공동 내부에는 다음의 계측기 안 

내관들이 설치된다. 

o 가압기 하부 온도계측기 안내관(1 개) : 안내관 상부는 중앙덮개의 하부에 형성된 

홈에 삽입 고정되며 안내관 내 · 외부에 밀봉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o 가압기 상부 온도계측기 안내관(1개) : 안내관 상부는 중앙덮개의 하부에 형성된 

홈에 삽입 고정되며 안내관 내 · 외부에 밀봉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o 가압기 수위계측기 안내관(2개) : 안내관 상부는 중앙덮개의 하부에 형성된 홈에 

삽입 고정되며 안내관 내 · 외부에 밀봉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o ICI 안내관(187R) : 안내관 상부는 중앙덮개의 하부에 형성된 ICI 노즐의 홈에 삽 
입 · 고정되며 하부는 가압기 바닥판에 용접으로 고정된다. ICI는 가압기를 관통 

하여 노심 하부까지 삽입되므로 ICI 안내관을 통하여 원자로 고온영역의 압력 및 
냉각재가 가압기 내부로 유입도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ICI 안내관과 ICI 안내 
관 상 · 하단 고정부는 밀봉기능을 유지한다. 

0 원자로 수위 계측기 (RV Level Monitoring gauge) 안내관 (2개) : RVLM 계측기 
는 중앙덮개 하부에 형성된 홈에 삽입 고정되고 하부는 가압기 바닥판에 고정된 

다. RVLM 계측기는 가압기를 관통하여 노심 상부까지 삽입되므로 RVLM 계측 
기 안내관도 ICI 안내관과 동일하게 안내관 상 • 하단 고정부는 밀봉기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RVLM 계측기 안내관 하부에 주름관을 설치하여 열팽창 하 
중을 흡수하며 하단부에는 유동저감디스크를 설치하여 RVML 계측기 안내관 하 
부를 통하여 가압기 내부로 전달되는 열전달을 저감시킨다. 

3.2.4.2 설계기준 및 적용코드 

가압기집합체는 원자로집합체 내부에서 정상운전 및 과도상태 운전조건에서 원자로 

내부 냉각재의 체적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표 3.2-10 
의 기본설계자료를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가압기집합체는 안전등급 (safety class) 
1, 내진범주 1 (seismic category D, 품질그룹 A (quality group A) 구조물로써 전 
력산업기술기준 MNB [참고문헌 3.2.2.1]의 설계기준을 만족하며， 해석에 의한 설계 
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NB 3200의 탄성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된다. 

3.2.4.3 기능 및 성능요건 

3.2.4.3.1 기능요건 

가압기집합체는 원자로집합체 내부의 중앙 상단부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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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압기집합체는 원자로집합체 내부에서 원자로의 정상운전시 원자로 내부 냉각재 

의 체적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o 가압기집합체에는 상용 원전의 가압기에서 사용되는 전열기 (heater) Lt 살수계통 

(spray system)이 없다. 원자로의 정상운전 중에 변화하는 냉각재의 체적은 가 

압기 내부공간에 주입된 질소가스와 증기가 수축하거나 팽창함으로써 원자로 냉 

각재계통의 압력을 스스로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o 가압기집합체 중앙공동은 가스실린더 연결관을 통하여 원자로집합체 외부에 위치 
하는 가스실린더에 연결된다 원자로의 정상운전시 냉각재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 

하여 변동하는 냉각재의 체적은 가압기 내부로 유입되거나 방출되도록 한다. 가 

압기집합체 내부는 중앙공동과 중간공동으로 분리되며 정상출력 운전중 질소가스 

는 중앙공동 상부에만 채워진다. 중앙공동과 중간공동 사이에는 2개의 이차 밀림 

관이 설치되며 이곳을 통하여 냉각재가 이통한다. 

o 원자로용기 내부의 냉각재에 질소가스가 용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가압기 내부의 
증기분압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가압기 내부에는 냉각기가 설치된다. 또한 고온 

의 냉각재가 접촉하는 가압기 외부원통과 바닥판에는 가압기 내부 벽에 습식단열 

재를 설치하여 원자로 내부의 높은 열이 가압기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억제한다. 

o 가압기 내부에는 CEA 연장봉집합체 (CEA extension shaft assembly) 안내관이 
관통하여 설치된다. 이 안내관 내부 공간으로 CEA 연장봉집합체가 삽입되며， 제 
어봉구동장치에 작동에 의하여 CEA 연장봉집합체가 상하로 움직인다. 

o 가압기집합체 내부에는 가압기 수위계측기， 가압기 하부 온도계측기 및 가압기 
상부 온도계측기가 설치되며 원자로 수위계측기 및 노내계측기들의 안내관이 가 

압기를 관통하여 설치된다. 

o 가압기집합체는 지진하중 정상상태 운전하중의 조합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3.2.4.3.2 성능요건 

가. 구조적 건전성 

가압기집합체의 설계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NB [참고문헌 3.2.2.1]의 요건 또는 이 

와 동등한 요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해석에 의한 설계는 전력산업기 

술기준 MNB 3200의 탄성해석방법을 따fms다. 가압기집합제는 설계수명 동안에 

참고문헌 [3.2.3.2]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상상태 (steady state condition) 및 과 
도운전 상태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71-



나. 반응도 제어 

가압기집합체는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과 함께 충분한 반응도 제어를 허용 

할 수 있는 노섬형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제어봉의 삽입 

가압기집합체는 노심지지구조물 및 내부구조물과 함께 제어봉 삽입요건을 만족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가동중검사 

가압기집합체는 일체형원자로의 가동중검사 요건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일체형원자로의 가동중검사 요건은 일체형원자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되어야 한다. 

마. 내진동 요건 

가압기집합체는 가동중에 여러 가진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주요한 계의 가진주 

파수와 이들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일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계의 주요 

가진주파수에서 생기는 동적응답은 가압기집합체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바. 내진 요건 

가압기집합체는 가동 중에 SSE 하중이 가해지는 조건에서 노심이 보호되고 안전하 
게 원자로가 가동정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4.4 기기분류 및 둥급 

3.2.4.4.1 안전 등급 (Safety Class) 

가압기집합체는 참고문헌 [3.2.1.5]에 따른 안전등급 1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 

3.2.4.4.2 내 진 등급 (Seismic Classification) 

가압기 집 합체 는 참고문헌 [3.2.2.1이에 따라 내 진 범 주 1 (seismic category 1)로 분류 
되며 참고문헌 [3.2.2.1 1]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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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3 종합진동평가 프로그램 (Comprehensive Vibration Assessment Program) 

SMART 연구로는 참고문헌 [3.2.2.12]의 규정에 따라서 원형 (prototype) 원자로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상운전 및 과도 운전상태에서 가압기집합체 구조물에 대한 진 

동해 석 이 수 행 하고 시 운 전 (pre • operation) 및 초 기 출 력 시 험 (i띠tial startup test) 기 
간 중에 계측 (measurement) 및 육안검사 (visual inspection)를 수행하여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2.4.4.4 품질그룹 (Quality Group) 

가압기집합체는 참고문헌 [3.2.2.13]에 따라 품질그룹 A (quality group A)로 분류된 
다. 

3.2.4.5 설계 및 운전하중 

3.2.4.5.1 하중 및 조합 

가압기집합체를 설계할 때는 참고문헌 [3.2.2.1]의 MNB 3111에서 정의된 하중을 고 
려해야 한다. 설계 및 운전하중의 조합은 참고문헌 [3.2.4.3]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설계하중 

설계하중은 다음의 하중 및 하중조합을 적용 한다. 

- 하중조합 : 설계조건하중 + 운전정지지진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 하중 

- 설계조건하중 : 설계압력， 설계온도， 자중 

나.A급 운전하중 (Level A Service Loading) 

A급 운전하중은 다음의 하중 및 하중조합을 적용 한다. 

하중조합 : 정상운전하중 + 정상운전시 계통의 운전과도 하중 

- 정상운전하중 : 운전압력， 운전온도， 자중， 열하중 

다. B급 운전하중 (Level B Service Loading) 

B급 운전하중은 다음의 하중조합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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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합 : 정상운전하중 + OBE 하중 + 이상사건 (upset events)으로부터 
생기는 계통의 운전과도 (operating transients) 하중 

라. c급 운전하중 (Level C Service Loading) 

C급 운전하중은 다음의 하중조합을 적용 한다. 

하중조합 : 정상운전하중 + 설계기준 배관파단 하중 (design basis pipe 
break loads)의 조합으로 생기는 하중이다. 

마. D급 운전하중 (Level D Service Loading) 

D급 운전하중은 다음의 하중조합을 적용 한다. 

- 하중조합 : 정상운전하중 + 주증기관 또는 주급수관의 파단， 또는 냉각재상 

실사고 하중 중에 서 가장 큰 값 + 안전 정 지 지 진 (SSE : safe shutdown 
earthquake) 하중 

바. 시험하중 

시험하중은 A급 운전한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험하중은 시험사건 (test events) 
으로부터 생기는 하중으로서 수압시험 (hydrostatic test) 및 노심이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기능 시험 (pre-core hot functional test)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하중 

을 말한다. 

사. 선적 및 운반하중 

선적 및 운반하중은 A 및 B 급 운전하중과는 하중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로 
해석 평가에서는 고려해야 한다. 가압기집합체는 다음의 선적하중에 견딜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선적 및 운반하중은 다음과 같다. 

선적 하중 (shipping loads) 
다음의 선적하중은 동시에 작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횡 방향 Oateral direction, Gx, Gy) : :t 2g 
상하방향 (vertical direction, Gz) 자중 + 19 

운 반하중 (handling loads) 
횡 방향 Oateral direction, Gx, Gy) ::t O.25g 
상하방향 (vertical direction, Gz) : 1.5 x 자중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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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로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피로해석에서는 운전하중， 시험하중 선적 및 운반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하중의 

반복회수는 원자로 가동기간에 발생하는 전체 회수를 고려해야 한다. OBE하중은 

전체 주기 OBE가 200회 작용한 것으로 한다. 

3.2.4.5.2 설계 및 운전하중에 대한 웅력한도 

허용설계 응력강도 (allowable design stress intensity)값은 참고문헌 [3.2.2.8]와 참 

고문헌 [3.2.2.1]의 MNB 3229를 따라야 한다. 

가. 설계한도 

가압기집합체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3.2.2.1]의 MNB 3221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한도 (design limits)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A급 운 전 한도 (Level A Service Limits) 

가압기집합체는 A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3.2.2.1]의 MNB 3222에 정의된 
A급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B급 운전한도 (Level B Service Limits) 

가압기집합체는 B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3.2.2.1]의 MNB 3223에 정의된 
B급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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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급 운 전 한도 (Level C Service Limits) 

가압기집합체는 C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3.2.2.1]의 MNB 3224에 정의된 
C급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D급 운 전 한도 (Level D Service Limits) 

가압기집합체는 D급 운전하중에 대하여 참고문헌 [3.2.2.1]의 MNB 3225에 정의된 
D급 운전한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해석에 의한 설계로 D급 운전하중 

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참고문헌 [3.2.2.5]의 부록 F에 기술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가압기집합체가 D급 운전하중을 받을 경우， 노심지지구조물의 건전성 

이나 냉각재 유동의 경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변형한도 요건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2.4.5.3 변형 한도 

가.A급 및 B급 운전하중 

가압기집합체는 A급 및 B급 운전하중 조건에서 본래의 위치에 있어야 하며 변형은 

제어봉집합체가 자중만으로 삽입되어야 하고 가압기집합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조물 

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형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C급 및 D급 운전하중 

가압기집합체는 C급 및 D급 운전하중 조건에서 본래의 위치에 있어야 하며 제어봉 

삽입이 이루어지고 노심의 냉각을 유지하도록 변형이 제한되어야 한다. 

3.2.4.5.4 환경요건 

가. 냉각재의 온도， 압력 및 화학적 환경요건 

가압기집합체는 표 3.2- 10 및 표 3.2-11에서 기술한 설계온도， 압력 및 일차 냉각재 
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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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환경 

가압기집합체는 방사선조사 환경하에서 설계수명 동안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상세한 방사선 환경은 물리방호 데이터 (physics radiation data) 문서에 
기술된다. 

3.2.4.6 재료 사양 및 제작요건 

3.2.4.6.1 재료 사양 

o 가압기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참고문헌 [3.2.2.1]의 MNB 2000을 
따라야 한다. 

o 가압기집합체 재료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설계피로곡선은 참고문헌 [3.2.2.1] 의 

MNB 3229를 따라야 한다. 
o 가압기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은 부식 및 침식에 저항이 있는 재질 
이어야 하며， 그 표면에 방사능 오염이 잘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선 수준에 도달하도록 원자로 공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여러 번 제염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o 가압기집합체 재료는 표 3.2-12에 기술되어 있으며， 상세재료는 설계자의 재료표 
(bill of materials)에 기술되어야 한다. 

3.2.4.6.2 제작요건 

o 가압기집합체의 세척， 보관， 용접， 열처리， 조립， 포장， 선적 준비， 운반， 선적， 하역 
에 대한 요건은 제작시방서 (fabrication specification)에 기술된다. 

o 제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부착물이 가압기집합체의 화학적 성분을 변 
화시켜서는 안된다. 

o 가압기집합체는 제작중이나 제작 후에 원칙적으로 야외선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야외선적에 대한 절차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야외선적이 

가능하다. 

o 가압기집합체를 다른 원자로내부구조물과 조립할 경우 시험조립을 할 수 있다. 

3.2.4.6.3 기기재료 

가압기집합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재질은 오스테나이트계 TP321 스테인레스 
강이다. 이 재질은 고온에서도 높은 강도와 내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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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접하는 원자로 구조물의 재질로 적합하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TP321 스테인레스강은 4270C C800"F)에서 8160C C1500~) 사이의 온도범 

위에서 석출되는 크롬탄화물 (chromium carbide)로 인한 입계부식 Cinter-granular 
cOITosion)에 매우 큰 저항성을 보여준다. 이 재료에 포함된 티타늄이 탄화크롬으 

로 인한 불안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TP321 스테인레스강은 
TP304 스테인레스강보다 고온에서 크립과 응력파손에 대하여 더 양호한 기계적 특 
성을 갖는다. 가압기 집합체에 대한 부품별 재질 및 질량은 표 3.2-12와 표 3.2-13 
에 나타내었다. 

3.2.4.7 연계사항 

3.2.4.7.1 가압기집합체의 노심중앙 정렬 

가압기집합체는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및 노심지지배럴에 부착된 정렬키에 의하여 

노심지지배럴，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의 세 구조물이 함께 노심의 중앙에 정렬된다. 

정렬키는 900 간격으로 4개가 배치된다. 정렬키의 형상 및 정렬키에 의하여 정렬된 

세 구조물의 조립형상은 그림 3.2-48과 같다. 정렬키를 사용하여 가압기 중앙덮개 

가 노심지지배럴과 함께 환형덮개에 정렬함으로써 각 구조물은 회전자유도 및 수평 

방향 자유도가 구속된다. 

3.2.4.7.2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의 밀봉 

중앙덮개와 환형덮개 사이의 냉각재 누설을 방지하는 환형밀봉체의 구조는 그림 

3.2-8과 같다. 환형덮개 안쪽은 냉각재로 인한 환경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재 

로 덮혀 있으며， 중앙덮개와 환형밀봉체를 연결하기 위하여 환형덮개 내측 가장자 

리 상부에 인코넬 계열로 buttering을 한 후 321계열 스테인레스강의 용접덧살 

(weld buildup)을 덧붙여 환형밀봉체 부착부를 가공한다. 중앙덮개의 외측 가장자 
리에는 321계열 스테인레스강으로써 용접덧살을 덧붙여 환형밀봉체 부착부를 가공 

한 다음 환형덮개 돌출부와 중앙덮개 돌출부 사이에 환형밀봉체를 위치시킨 후 용 

접부 #2를 완전용입 용접한다. 핵연료재장전시 중앙덮개를 가압기와 함께 원자로 

용기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용접부 #1 지점에서 환형밀봉체를 절단하고， 핵연료 
교체후 다시 용접한다. 환형밀봉체의 재질은 321계열 스테인레스강이며， 핵연료재 

장전시는 용접부 #1을 절단 및 재용접 (3회까지 허용)하고 3회 용접후에는 용접부 

#2를 절단하고 새로운 환형밀봉체로 교체한다. 또한 환형밀봉체에 작용할 수 있는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의 상대적 회전자유도 및 수평자유도는 노심지지배럴에 부착되 

고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에 삽입되는 4개의 정렬키에 의하여 구속된다. 중앙덮개의 

수직방향 자유도는 중앙덮개와 환형덮개에 형성된 홈에 삽입된 걸쇠 (segment 
gate)에 의하여 구속되며 환형밀봉체는 냉각재의 밀봉기능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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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3 주요 연계위치 

가압기집합체를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설계된 기능과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노심지지배렬，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환형덮개집합체， CEDM 및 
각종 배관과 계측기와 상호 물리적으로 연계되어진다. 연계사항이 발생하는 주요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압기집합체와 환형덮개집합체 

- 환형덮개와 가압기 걸쇠 

환형밀봉체와 환형덮개 

나. 가압기집합체와 원자로 내부구조물 

중앙덮개 하부 가장자리와 노섬지지배럴의 지지부 

- 가압기 바닥판과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상판의 제어봉안내관 삽입부 

가압기 바닥판과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상판의 연장봉집합체 삽입부 

- 가압기 바닥판과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상판의 원자로수위계측기 삽입부 

- 중앙덮개와 노심지지배럴 정렬핀 

다. 중앙덮개 상부 노즐 

가압기 상부온도계측기 

가압기 하부온도계측기 

가압기 수위계측기 

- 노내계측기 

원자로 수위계측기 

- 제어봉구동장치 

가스실린더 연결관 

- 가압기 압력계측관 

CEDM 냉각관 

3.2.4.8 가압기집합체의 조립순서 

가압기집합체는 중앙덮개， CEDM 노즐，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온도계측기 안 
내관， 수위계측기 안내관， 가압기 내 · 외부 원통， 습식단열재， 습식단열재 외통， 1 . 
2차 밀림관， ICI 안내관， 밀봉링 둥의 구조물들이 상호 체결 용접되어 구성된다. 

가압기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물들의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4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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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1 중앙덮개와 CEDM 노즐 조립 

중앙덮개에 형성된 CEDM 노즐 구멍에 CEDM 노즐을 억지끼워맞춤으로 체결하고 
중앙덮개 하부에서 CEDM 노즐과 중앙덮개를 J형 훔용접으로 관통부를 빌봉한다. 
CEDM 노즐 내부에는 CEDM 냉각기를 설치한다 (그림 3.2-49-a 참조) . 

3.2.4.8.2 계측기 안내관 및 내부배관 조립 

중앙덮개 하부에 형성된 수위계측기 안내관 및 온도계측기 안내관 설치 구멍에 수 

위계측기와 온도계측기 안내관을 삽입한 다음 안내관과 중앙덮개를 J형 훔용접으로 

고정시킨다.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을 CEDM 노즐 하부에 용접하여 고정시킨 
다.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과 CEDM 노즐의 용접부는 밀봉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ICI 안내관을 중앙덮개에 형성된 ICI 노즐에 삽입하고 ICI 노즐 내부에 위치 
한 ICI 안내관을 기계적으로 확관하여 중앙덮개에 부착한다. ICI 안내관 상단부는 
중앙덮개와 밀봉용접을 한다 (그림 3.2-49-b 참조) . 

3.2.4.8.3 내부원통 조립 

내부원통을 중앙덮개 하부에 용접한다. 이때 내부원통 안에 2차 밀림관이 설치되 

어 있으며， 내부원통과 중앙덮개 용접부는 밀봉기능이 확보된다 (그림 3.2-49-c 참 
조) . 

3.2.4.8.4 바닥판 설치 

바닥판 상부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상태에서 바닥판을 내부원통 하부에 용접하여 부 

착하고， ICI 안내관，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들의 하 
단부와 바닥판이 접촉하는 부분을 용접한다. 바닥판의 용접부는 밀봉기능이 확보 

된다 (그림 3.2-49-c 참조) . 

3.2.4.8.5 가압기 냉각기 설치 

형틀을 사용하여 가압기 냉각기를 제작한 다음， 가압기 냉각기를 내부원통 외측에 

삽입하고 냉각기 지지대를 내부원통에 고정시킨다. 가압기 냉각기의 냉각튜브 선 

단부는 중앙덮개의 냉각기 노즐에 삽입된다. 냉각기 노즐에 삽입된 냉각튜브는 기 

계적으로 확관하여 중앙덮개에 고정시키고， 냉각튜브 선단부와 중앙덮개를 밀봉 · 

용접한다. 가압기 냉각기를 설치한 다음 냉각기 노즐을 덮개를 막고 덮개와 노즐 

에 대해서도 밀봉 · 용접 한다 (그림 3.2-49-d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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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6 외부원통 설치 

내부원통 바깥쪽에 외부원통을 삽입한 다음 외부원통과 중앙덮개를 완전용입 용접 

하고 외부원통과 바닥판을 완전용입 용접한다. 이때 외부원통 내부에는 1차 밀림 

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3.2-49-e 참조) . 

3.2.4.8.7 습식단열재 및 습식단열재 외통 설치 

습식단열재 외통 내부에 습식단열재를 부착하고 습식단열재 외통을 가압기 외부원 

통 바깥쪽에 삽입한 다음 습식단열재 외통 상부를 중앙덮개에 핀으로 고정시킨다. 

3.2.4.8.8 환형밀봉체 CEDM 냉각기 헤더 걸죄 및 단열재 설치 

환형밀봉체를 중앙덮개 상부 가장자리에 완전용입 용접을하고 CEDM 냉각기 헤더 
를 중앙덮개 상부에 설치한 후 냉각기 헤더 분지관들을 CEDM 노즐에 형성된 냉각 
기 유도관에 완전용입 용접한다. 걸쇠를 걸쇠홈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중앙덮개 상 

부에 단열재를 설치 한다 (그림 3.2-49-f 참조) . 

3.2.5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개념설계 

3.2.5.1 계통의 구성 및 기기형상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원자로집합체의 상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며 개략적인 

형상은 그림 3.2-50 및 그림 3.2-51에 나타나 었다. 원자로 내에는 계통감시를 위 

해 다수의 계측기가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를 통해 설치되고 계측기로부터 나온 신 

호 케이블이 단속패널에 연결된다. 주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케이블도 

단속패널에 연결된다.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다수의 계측케이블 및 전력케이 

블이 단속패널까지 이동하는 중간에 쳐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 및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복잡한 원자로집합체의 상부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된다. 단 

속패널의 설치위치 및 형상은 다른 기기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되고 설계 

된다.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에는 중앙덮개 위쪽에 설치되는 배관 중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가압기압력계측기 배관의 가상 파단시 주요기기가 배관타격으로부터 안 

전할 수 있도록 구속장치가 설치된다. 환형덮개 위쪽에 설치되는 배관은 방사형 

모양의 배치를 통하여 배관파단시 주요기기를 타격하지 않도록 하며 상세한 배관배 

치는 종합설계자의 업무이다.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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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상부의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기 및 케이블 

- 원자로 상부의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노즐 

제어봉구동장치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2.5.1.1 상판 (Top Plate) 

상판은 지지원통 상부에 용접되어 설치된다. 상판은 제어봉구동장치집합체의 내진 

해석에 따라 펼요시 제어봉구동장치의 수평방향 움직임을 구속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멍을 제공한다. 또한 상판은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가압기압력계측기 

배관이 통과할 수 있는 관통구멍을 제공한다. 중앙덮개를 관통하는 이러한 배관은 

노즐 끝단에 용접되어 상판까지 수직으로 배치되고 상판의 구멍을 통과한 후 방사 

형 모양으로 배치된다. 배관을 위한 상판의 구멍에는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가압 

기압력계측기 배관의 파손시 배관 타격을 방지하는 구속장치가 설치된다. 

3.2.5.1.2 지 지 원 통 (Support Cylinder) , 인 양블록 (Lifting Block), 지 지 블록 

(Support Block) 

지지원통은 6개의 지지기둥으로 지지된다. 지지기둥은 60。 간격으로 설치되며 지 

지기퉁과 지지기둥 사이의 60。 간격에 해당하는 지지원통에 사각형 모양의 빈 공간 

이 가공된다. 주냉각재펌프가 위치하는 00 -180。 쪽의 공간 이외의 나머지 4개의 

빈 공간에 단속패널이 설치된다. 계측케이블용 단속패널과 전력케이블용 단속패널 

이 지지원통의 중심축을 대칭으로 지지원통에 용접되어 설치된다. 

중앙덮개를 해체해야 할 경우 이에 앞서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를 먼저 인양해야 

한다.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를 인양할 때 용이하도록 인양블록이 지지원통 상부 

에 120。의 간격으로 총 3곳에 용접된다. 인양블록 중앙에는 구멍이 가공되며 구멍 

안쪽에는 나사산이 가공된다. 

지지블록은 지지원통을 지지받침대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할 때 용이하도록 지지 

원통 하부에 60。 간격으로 여섯 곳에 용접된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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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3 하판 (Bottom Plate) 

상부구조물의 하판은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 상부의 많은 계측케이블과 전력케이블 

을 지지원통 안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하판에는 다수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중앙덮개 상부에 위치한 계측기의 끝단에서 시작된 케이블은 일단 

상판의 구멍을 통해 위쪽으로 안내되고 상웅하는 커넥터의 구멍이 가공된 단속패널 

쪽으로 배치된다. 하판은 하판의 구멍을 통하여 안내된 케이블이 단속패널까지 이 

동하는 동안 쳐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가 

압기압력계측기 배관 둥을 위한 구명과 배관사이에는 구속장치가 설치된다. 구속 

장치는 배관파손이 발생해도 주변의 필수계통 및 기기가 그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 

록 설계된다. 하판은 지지원통과 용접되어 지지받침대 위에 설치되고 지지블록으 

로 정렬된다. 

3.2.5.1.4 계측케이블용 단속패널과 전력케이블용 단속패널 (Instrument Cable 

Disconnect Panel and Power Cable Disconnect PaneD 

단속패널은 지지원통에 용접되어 설치되며 각각의 단속패널에는 중앙덮개와 환형덮 

개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의 신호케이블 및 주기기의 전력케이블이 설치된다. 단속 

패널에 설치되는 커넥터의 명칭과 배치는 표 3.2-14와 그림 3.2-52에 나타나 있다. 

3.2.5.1 .5 지지받침대 (Support Seat)와 지지팔 (Support Arm) 

지지받침대와 지지팔은 상판 및 하판 둥이 용접된 지지원통을 지지기둥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지받침대는 지지팔에 용접되어 고정된다. 지지팔은 지지기둥에 볼 

트로 고정된다. 지지원통과 용접된 원통지지블록은 지지받침대 위에 안착되고 볼 

트에 의해 고정된다. 

3.2.5.1 .6 지지 기둥(Support Column) 

지지기둥은 환형덮개 위쪽 6군데에 60。 퉁간격으로 용접되어 설치된다. 지지기둥 

은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가 원자로용기 상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원자로상부구조 

물집합체를 지지하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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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7 가스실 린더 연결관 구속장치 (restraint for gas cylinder line) 및 가압기 압 

력 계 측 기 배 관 구속장치 (restraint for PZR pressure gauge line) 

참고문헌 [3.2.2.7]에서는 비산물， 배관 휩 (pipe whip) , 분출유체 등의 동적영향으로 

부터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나 기기가 보호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MART 연구로 

의 경우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원자로 상부 덮개 쪽에 많은 배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한 배관의 목록과 위치 및 개수는 표 3.2-15에 나타나 있다. 

중앙덮개를 관통하는 노즐 중에 가압기 냉각기 노즐과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기 헤더 

노즐은 상대적으로 중앙덮개의 바깥쪽에 위치하므로 다른 기가와의 간섭없이 원자 

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하판 아래에서 1차로 구부러져 배치된다. 가스실린더 연결 

관 및 가압기압력계측기 배관은 중앙덮개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심에 가까운 곳에 위 

치하므로 하판 아래에서 다른 기기와의 간섭없이 배치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배관 

들은 상판 위쪽까지 수직으로 배치한 후 구부러져 방사형으로 배치된다. 환형덮개 

에 설치되는 노즐에 부착되는 배관은 다른 기기와의 간섭없이 방사형 모양으로 배 

치 가능하다.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가압기압력계측기 배관을 제외한 배관은 다른 

기기와의 간섭없이 방사형으로 배치 가능하므로 가상 배관파손시 주요기기를 타격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가압기압력계측기 배관은 원자로상부 

구조물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위치에서 배관파단이 발생할 경우 배관 휩으로 인해 

주요가기를 타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 3.2-50과 같이 원자로상부구 

조물집합체의 상판과 하판사이에 구속장치를 설치하여 배관파손시에도 주요기기를 

타격하지 않도록 한다. 

3.2.5.2 설계기준 및 적용코드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NF [참고문헌 3.2.2.6]를 적용하며 

등급분류는 표 3.2-16과 같다 [참고문헌 3.2.1.5, 3.2.2.10, 3.2.2.131 

3.2.5.3 기능 및 성능요건 

3.2.5.3.1 기능요건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원자로집합체의 상부 즉， 환형덮개와 중앙덮개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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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한 2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가. 각종 케이블의 설치경로 및 단속패널 제공 

0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케이블 및 전력케이블이 종합설계자 

(AE)와의 연계지점까지 연결되도록 연계지점인 단속패널 (disconnect panel)을 
제공한다. 

0 단속패널에는 협소한 공간에 많은 커넥터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원자로상부구조 

물집합체는 단속패널에 각종 커넥터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유 공 

간을 제공한다. 

0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덮개 위쪽에서 시작된 케이블들을 원자로상부구조물 

집합체 안쪽으로 안내하여 구속시킨 후 단속패널까지 이동시킨다. 그리하여 원 

자로집합체의 하중 작용시 케이블이 주요기기를 타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배관 구속장치의 제공 

0 중앙덮개의 노즐에 연결되어 원자로집합체 상부로 배치되는 가스실린더 연결관， 

가압기압력계측기 배관 등의 파손시 필수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관 

에 구속장치를 제공한다. 

0 이를 위하여 중앙덮개를 통과하는 배관은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위쪽까지 수 

직으로 올라와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도록 배치되고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배관을 주요기기와 물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구속장치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0 펼요시 제어봉구동장치의 수평방향 움직임을 구속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0 중앙덮개에 설치된 계측기가 비산물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2.5.3.2 성능요건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다음과 같은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설계수명동안 발생하는 설계하중， 정상 및 과도운전 

상태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설계수명은 30년이다. 

(2)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각각의 기기는 가동중 검사요건 [참고문헌 3.2.2.3 
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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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방사선 허용한도 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4)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핵연료재장전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5) 고정볼트는 설계수명동안 충분한 결합력을 가져야 한다. 

3.2.5.4 재료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재칠은 설계요건 및 기준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선택하 

며， 각 부품의 재질은 표 3.2-17과 같다. 

3.2.5.5 조립 및 설치 개념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지지기둥을 환형덮개 위쪽에 용접한다. 

(2) 지지받침대를 지지팔에 용접한다. 

(3) 지지받침대가 용접되어 고정된 지지팔을 지지기퉁 위에 설치한다. 지지팔은 볼 

트를 이용해서 지지기둥에 고정한다. 

(4) 지지블록과 하판을 차례로 지지원통에 용접한다. 

(5) 인양블록과 상판을 차례로 지지원통에 용접한다. 

(6) 가스실린더 연결관 및 가압기압력계측기 배관을 구속하는 구속장치를 상판과 

하판에 설치한다. 

(7) 계측케이블용 단속패널과 전력케이블용 단속패널을 지지원통에 용접한다. 

(8) 상판， 하판， 지지블록， 인양블록， 단속패널 둥이 용접되어 일체가 된 지지원통을 

지지받침대 위에 설치하고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9) 전력 및 계측케이블이 하판의 구멍을 통과하여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안쪽으 

로 안내되도록 하고 케이블 끝단의 커넥터를 해당 단속패널에 고정시킨다. 케 

이블은 하판에 고정되도록 고정끈을 이용하여 구속시킨다. 

3.2.5.6 연계요건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원자로압력용기 위에 적절하게 설치되도록 설계된다. 

부가적으로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는 중앙덮개 위의 케이블 및 배관 배치를 고려 

하여 설계된다.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연계지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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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기둥과 환형덮개 

지지기둥은 환형덮개위에 용접되어 설치된다. 

(2) 하판과 케이블 

하판은 계측기 상부에서 단속패널까지 이동하는 케이블을 지지한다. 

(3) 단속패널에 설치되는 리셉터클 

계측케이블용 단속패널 및 전력케이블용 단속패널에 설치되는 리셉터클의 종류 

및 배치형태는 표 3.2-14와 그림 3.2-52에 나타나 있다. 

3.2.6 원자로감시시험 계획 

3.2.6.1 기술기준 

3.2.6.1.1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 프로그램 (Pressure Vessel Surveillance 
Program) 

원자로를 가동하면 원자로용기는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중성자 조사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서 원자로용기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이 변하게 된다. 원자로용기 재료가 

받는 누적 조사량이 대략 1x 1017n/cm2 (E > 1 MeV) 이상이 되면서부터 재료의 기 
계적 성질이 약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용강이 중성자 조사를 받게 

되면 강도 및 경도는 증가하나 연성과 인성은 감소하여 취성파괴에 취약하게 된다. 

이러한 중성자 조사취화는 원자로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자로의 건전성 측 

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원자로의 수명기간에 걸쳐 원자로용기 재료의 물성변 

화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원자로의 운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 프로그램은 원자로 운전환경에서 중성자 조사 및 온도에 의한 원자로용기 

노심영역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고 재료의 열화를 감시하기 위한 일련의 시 

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2.6.1 .2 법령 및 기술기준 

원자로용기 재료 감시시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원 

자력 법 시 행 령 제 102조의 1항 제 7호의 규정 [참고문헌 3.2.1 .2] 에 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및 성능이 취화되는 정도 

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1 .6]에서 감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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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고시는 원자로용기의 수명을 상용로 

에 맞추어 32 유효 전출력 가동년수(40년 수명)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수명 

의 SMART 연구로에 적용하는데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최소한 이 고시를 따르면 
설계상 보수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과학기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1 .6]와 유사한 규정이 미국 ASTM E 185 [참고문헌 3.2.2 .1 8]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 1.6]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ASTM E 185 [참고문헌 3.2.2 .1 8]을 적용하였다. 

3.2.6.2 감시시편함의 설치요건 및 개수선정 

3.2.6.2.1 감시시편함의 설치 요건 

원자로집합체에 대한 차폐해석은 참고문헌 [3.2.3.9]와 참고문헌 [3.2.3.1이에 나타나 

있다. 참고문헌 [3.2.3.9]와 참고문헌 [3.2.3.1이은 30년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원자 

로 내부구조물 및 원자로용기에 누적되는 중성자조사량을 계산하여 제공한다. 참 

고문현 [3.2.3.9]에서 제시된 그럼 3.2-53은 계산으로 얻은 노심영역의 수명말기 횡 

단면 중성자조사량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참고문헌 [3.2.3.1이에서 제시된 그림 

3.2-54는 계산으로 얻은 노심영역의 수명말기 종단면 중성자조사량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2-53에서 볼 수 있듯이 수명말기 원자로용기 노섬영역의 최대 중 

성자조사량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1.0609x 1019n/cm2 정도이다. 계산을 통해서 나 

타난 결과를 볼 때， 노섬영역이 아닌 원자로용기 하부의 수명말기 중성자조사량은 

면제요건인 lx1017n1cm2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 1.6]의 규정에 따라서 원자로 감시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3.2.6.2.2 감시시편함의 개수 

과학기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 1.6]에서 인출하는 감시시편함의 개수를 3개 

이상부터 5개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시시편함의 개수는 원자로용기 내 

벽면의 수명말기에 예상되는 천이옹도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가. Chernistry Factor 

SMART 연구로 원자로용기 설계시방서 [참고문헌 3.2.3.3] 에 따르면 SMART 원자 
로용기는 저합금강 MDF 등급 3으로 제작된다. 한편 SMART 연구로 원자로용기 
설계사방서 [참고문헌 3.2.3.3]에서 구체적인 원자로용기의 화학적 요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상용로인 울진 3. 4호기 압력용기가 제작될 때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화학적 불순물이 충분히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울진 3,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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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압력용기 설계시방서 [참고문헌 3.2.3 .13]에 따르면 단조재의 구리와 니켈에 

대한 화학적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Cu : 0.06 % Max 
Ni : 1.00 % Max 

Regulatory Guide 1.99 [참고문헌 3.2.2.14] 의 Table 2를 근거로 앞에서 정의한 화학 

요건에 해당하는 단조재 (모재)의 chemistry factor는 다음과 같다. 

CFB = 37 

울진 3, 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설계시방서 [참고문헌 3.2.3.13]에 따르면 용접재의 

구리와 니켈에 대한 화학적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Cu : 0.06 % Max 
Ni : 0.20 % Max 

Regulatory Guide 1.99 [참고문헌 3.2.2.14]의 Table 1을 근거 로 위 에 서 정 의 한 화학 

요건에 해당하는 용접재의 chemistry factor는 다음과 같다. 

CFW = 52 

나. 중성자조사량과 Fluence Factor 

수명 말기에 원자로용기 내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중성자조사량은 

1.0609x 1019n/cm2이 다 [참고문헌 3.2.3.9]. fluence factor는 Regulatory Guide 1.99 
[참고문헌 3.2.2.14]의 식 (2)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 = 1.0609 

s = 0.28 - 0.10 log(f) = 0.28 - 0.10 log(1.0609) = 0.27743 

Ff = e 

Ff = (1.0609)0.27743 = 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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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RTNDT 

원자로용기 수명 말기에 예상되는 L\RTNDT는 Regulatory Guide 1.99 [참고문헌 

3.2.2.14]의 식 (2)를 이 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단조재 (모재)의 L\RTNDT 

= CFB*Ff = 37 x 1.0165 = 37.61050 F = 20.890 C 

용접재의 L\RTNDT 

= CFW*Ff = 52 x 1.0165 = 52.8580 F = 29.3TC 

라. 감시시편함의 개수의 선정 

과학기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1 .6]에서 원자로용기 내벽면의 예상 천이온 

도 L\RTNDT가 560 C 보다 작은 경우， 인출하는 감시시편함의 수를 3개 이상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SMART 연구로에서 6RTNDT가 모재의 경우 20.90 C, 용접재의 경 

우 29.40C이므로 3개의 감시시편함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과학 

기 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 1.6]는 40년 원자로 수명 을 기 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 수명이 30년인 SMART 연구로의 감시시편함은 3개면 충분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3.2.6.3 감시시편함의 설치위치 

3.2.6.3.1 감시시편함의 수평방향 설치 위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내부에 위치할 감시시편함의 원주방향의 위치는 증기발생기카 

세트와의 간섭과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설계와 연계되어 결정된다. 원자로감시시 

편함은 인출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카세트가 위치한 곳에는 설치될 수 

없다. 증기발생기카세트를 피하여 감시시편함이 설치되는 위치는 그림 3.2-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방향으로 중성자조사량이 최대 위치인 300 , 1500 , 270。가 된다. 
그림 3.2-53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노심의 배열이 120。 간격으로 반복이 되기 때 

문에 1500 , 270。에 위치에서도 중성자조사량은 최대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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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2 감시시편함의 수직방향 설치 위치 

원자로에 감시시편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은 일체형원자로 구조 특성상 

설치공간의 확보다. 감시시편함을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외부원통을 잘라내고 설 

치할 경우，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강도가 약화되고， 인출통로 확보를 위해 내부구조 

물의 형상을 왜곡하며 냉각재의 유로를 잠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 또한 감시시편함을 인출하기 위해서 유동혼합헤더를 제외한 원자로내부구조 

물을 미리 인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작엽 소요시간을 늘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대 중성자조사량을 받고 있는 지점이 그림 

3.2-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용기의 노심영역이 아니고 압력용기 하부이기 때문 

에 규정대로라면 압력용기 하부 만곡부에 감시시편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감시 

시편함의 설치와 인출 관점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감시시편함을 부착하기에 적 

합한 지역은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외부원통의 안쪽 위치가 된다. 감시시편함은 그 

림 3.2-56에서 표시한 것처럼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외부원통의 위치에 길이방향으로 

노심영역과 일치하도록 설치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감사시편함의 반경방향 위치를 결정할 때 선배율Oead factor)을 고려해야 한다. 왜 

냐하면 SMART 연구로에서 압력용기의 측면보다 하단이 받는 중성자조사량이 더 
많기 때문에 감시시편함을 압력용기의 측면에 설치하면 압력용기 하단이 받는 중성 

자조사량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감시시험편이 받는 중성자조사 

량이 압력용기의 중성자조사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감시시편함의 예측의 기능을 상 

실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3.2-54를 참고할 때， 감시시편함을 유동혼합헤더 영역 

내에서 5x 1018n/cm2보다 큰 곳에 설치해야 한다. 

3.2.6.4 감시시편함의 구성 

3.2.6.4.1 감시시편함의 구조 

감시시편함은 시험편과 시험편을 고정시키는 끼움쇠 (spacer) , 온도감시자및 중성자 

감시자， 그리고 이들을 감싸는 시편함 튜브， 이 튜브를 지지하는 막음재， 인출뭉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 형상은 대략 그럼 3.2-57 및 그림 3.2-58과 같다. 

3.2.6.4.2 감시시편함의 크기 

감시시편함은 상부와 하부 시편통으로 나누어지며 시험편의 배치는 거의 동일하다. 

각각의 구성과 대략의 크기는 그림 3.2-58과 같고 전체 길이는 대략 910mm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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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감시시편함 최대 단면의 크기는 약 40.0mm X 43.0mm로 예상되며 감시 
시편함과 감시시편함 지지통 (holder)의 정확한 길이는 상세설계 후에 결정된다. 

감시시편함 지지통의 단면크기는 대략 47.0mm X 50.0mm로 예상되며 전체 길이는 
약 875 mm로 예상된다. 

3.2.6.4.3 감시시험편의 크기 

울진 3， 4호기 상용원자로 감시시편함에 삽입된 시험편과 동일한 크기의 시험편이 

사용될 것이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Charpy 시험편 : 10mm X 10mm X 55mm = 한국공업규격 B- 0809 [참고문헌 
3.2.2 .15]의 4호 시험편 

- 인장 시험편 ; 최대직경 11.2mm X 전체길이 76mm 
= 한국공업규격 D-0026 [참고문헌 3.2.2.1 6] 의 4호 시험편의 변형 

- 1/2 CT 시 험 편 : 12.7mm X 30.48mm X 51.75mm 
= 한국공업 규격 D ISQ-12135 [참고문헌 3.2.2.1 7]의 시 험 편 또는 ASTM E 

1820 [참고문헌 3.2.2.19] 

3.2.6.4.4 감시시험편의 개수 

과학기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 1. 6]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감시시편함 

당 시험편의 종류와 최소한의 시험편의 개수는 표 3.2-18과 같다. 따라서 SMART 
연구로의 감시시편함에 삽입될 시험편의 개수는 표 3.2-18에서 제시한 시험편의 개 

수보다 많도록 표 3.2-19와 같이 결정되었다. 표 3.2-20에는 감시시편함에 들어가 

조사후시험에 사용될 시험편의 종류와 수량이 제시되어 있다. 

3.2.6.4.5 조사전시험편의 개수 

과학기술부고시 2005-3호 [참고문헌 3.2.1 .6]에는 조사전 시험편의 수량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지 않고 재료의 온도에 따른 재료의 성질이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개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STM E 185 [참고문헌 3.2.2.1 8]은 최소한의 시험편 

개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15개의 Charpy 시험편， 모재와 용착금속에 대하여 각각 6 
개의 인장시험편， 8개의 파괴인성시험편을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SMART 연구로 조사전 시험을 위한 시험편의 종류와 수량을 표 3.2-21과 같이 제 
시하였다. 이 조사전 시험편의 개수와 종류는 울진 3.4호기 조사전 시험편의 개수 

및 종류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3.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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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6 조사전시험편 및 조사후시험편의 개수 

원자로용기 제작시에 조사전시험편과 조사후시험편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또 

한 감시시편함 2회분에 해당하는 대표원재 (archive materiaD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표 3.2-22에는 조사전시험 및 조사후시험에 필요한 모든 시험편의 총수량 및 종류 

가 제시되어 있다. 

3.2.6.4.7 온도감시자 

가. 온도감시자의 개수 및 온도감시자 하우정의 크기 

상용원자로에서 감시시편함 당 1조의 온도감시자가 삽입되었다. SMART 연구로의 
운전온도가 울진 3, 4호기 원자로의 운전온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SMART 
연구로 감시시편함도 l조의 온도감시자가 삽입된다. 상용로의 경우와 같이 

SMART 연구로 온도감시자는 4개가 1조로 구성되며 온도감시자 보호용 하우정에 
삽입된다. 전체 감시시편함의 길이를 줄이기 위하여 온도감시자는 Charpy 시험편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 온도감시자 보호용 하우징의 크기는 그림 3.2-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7.4mm X 30.0mm X 55.0mm 이 다. 

나. 옹도감시자의 선정 

울진 3, 4호기 저온관 운전온도는 295.8 0

C 이며 [참고문헌 3.2.3.13], 감시용기 내에 
삽입된 온도감시자의 용융점은 각각 280. 292. 304. 310

0

C 이다 [참고문헌 3.2.3.14]. 
즉， 울진 3， 4호기에서 비정상적인 열적 과도가 없다면 온도감시자 2개는 녹고， 2개 

는 녹지 않도록 선정되었다.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5-3호 [참고문헌 3.2.1 .6]에는 

원자로용기 내부에 있는 시험편이 받는 최고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옹 

도감시자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도감시자 선정에 대한 상세규정은 없다. 

SMART 연구로의 감시시편함에 들어갈 온도감시자를 ASTM E 1214 [참고문헌 
3.2.2.2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3.2-23의 후보합금 중에서 원자로의 운전온도를 고 

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3.2-24는 온도감시자의 용융온도와 저온관 및 고온관의 온도 

를 상용로의 경우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감시시편함 주위를 지냐는 냉각재의 온도는 원자로 저온관의 온도와 동일한데 중성 

자의 조사로 인하여 금속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온도감시자의 온도는 

저온관의 운전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4개의 감 

시자 중에서 2개의 온도 감시자가 녹도록 하기에 하려면 최저 온도 2660C와 그 다 

음으로 낮은 온도에서 녹는 감시자가 필요하다. 증기발생기의 on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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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이 발생하면 저온관의 일부 온도가 3100 C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되리라 예 
측된다. 고온관의 온도 3100C에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최고온도에 녹는 감시자는 

321 0C가 적절하다. 그리고 감시자 2800C와 감시자 321 0C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 

로 감시자 3040C를 선정했다. 표 3.2-25는 SMART 연구로에 사용하는 온도감시자 
의 재료성분을 나타내었다. 

3.2.6.4.8 중성자감시자 

가. 중성자 감시자의 개수 및 중성자감사자 하우징의 크기 

상용원자로에 감시시편함 당 3조의 중성자감시자가 삽입되었다 [참고문헌 3.2.3.14]. 
SMART 연구로의 감시시편함도 3조의 중성자감시자가 삽입되어 감시시편함의 상 
단， 중간부， 그리고 하단의 중성자를 계측하게 된다. 중성자감시자는 4개가 1조로 

구성된 것과 5개가 1조로 된 중성자감시자가 있다. 중성자감시자 역시 보호용 하 

우정에 삽입된다. 전체 감시시편함의 길이를 줄이기 위하여 중성자 감시자도 그림 

3.2-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Charpy 시험편 사이에 삽입된다. 중성자 감시자 보호 
용 하우징의 크기는 그림 3.2-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7.4 mm X 30.0 mm X 55.0 
mm 이다. 

나. 중성자감시자의 선정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5-3호 [참고문현 3.2. 1.6]에는 원자로용기 내부의중성자조사량 

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중성자 감시자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성자감 

사자선정에 대한 상세규정은 없다. SMART 연구로의 감시시편함에 들어갈 중성자 
감시 자를 ASTM E 1005 [참고문헌 3.2.2.21]의 Table 1과 ASTM E 없4 [참고문헌 

3.2.2.22]의 Table 1, Table 3, Fig. 1에서 제시하고 있는 후보재료 중에서 원자로의 

수명말기 중성자조사량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SMART 연구로의 원자로용기가 
수명말기에 받는 중성자조사량이 상용원자로가 수명말기에 받는 중성자조사량과 거 

의 같기 때문에 상용원자로에서 사용된 중성자 감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표 3.2-26에는 SMART 연구로 중성자감시자로 사용될 재료를 나 
열하였다. 표 3.2-26에 냐타난 감시자의 반응식， 문턱에너지， 반감기는 ASTM에서 

제시된 값을 참조하였다. 이 값들 중에서 문턱에너지 값은 상용로 원자로감시시편 

함 설계시방서 [참고문현 3.2.3.14]에서 제시된 값과 다르다. 

3.2.6.5 감시시편함의 인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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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1 1회 인출시기 결정 

과학기 술부 고시 제 2005-03 [참고문헌 3.2.1 .6]에 따르면 제 1회 인출시 기 는 6 

EFPY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5X1018n/cm2 이상 되는 시기나 최고 6. RTNDT가 

280C가 되는 시기 중 빠른 시기를 채태하도록 하고 있다. 제 2회 인출시기는 15 

EFPY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의 내벽면이 수명말기에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 중 빠른 시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 3회 인출시기는 32 EFPY 또 

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설계수명말기 압력용기 내벽면 최대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교체 시기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끈거로 인출시기를 결정 

하면 다음과 같다. 

SMART 연구로 원자로용기 수명말기 (30년 수명， 27 EFPY) 용기 내벽이 받는 중 

성자조사량은 예비평가 결과 1.061X1019 n/cm2로 예상되고 감시시험편이 받는 중성 

자조사량이 6.487X1019n/cm2 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3.2.3.9]. 그러므로 시험편의 조 

사량이 5X1018n/cm2가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1 =27.0 EFPY X (5.0X lQ18/6.487X1019) = 2.08 EFPY. 

6. RTNDT가 280C가 되는 시기 (T2)는 4.4.3절에서 제시한 대로 모재의 경우 20.90 C 

가 되기 때문에 T2는 27 EFPY를 넘어가게 되므로 T2 = 27 EFPY가 된다. 

따라서 제 1회 인출시기는 min(T1 , T2, 6 EFPY) = min(2.08 EFPY, 27 EFPY, 6 

EFPY) = 2.08 EFPY 이다. 

3.2.6.5.2 2회 인출시기 결정 

제 2회 인출시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의 내벽면 

이 수명말기에 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는 다음과 같다. 

T3 = 27.0 EFPY X (1.061X1019/6.487X1019 ) = 4.42 EFPY. 

따라서 제 2회 인출시기는 min (T3, 15 EFPY) = min (4.42 EFPY, 15 EFPY) = 

4.4 EFP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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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3 3회 인출시기 결정 

제 3회 인출시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시험편의 조사량이 설계수명말기 압력용 

기 내벽면 최대조사량의 1.5배가 되는 시기 (T4)는 다음과 같다. 

T4 :=: 27.0 EFPY X (1.5X1.061X1019/6.487X1019
) :=: 6.62 EFPY 

상용로에서는 수명을 40년을 기준으로 32 EFPY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SMART 연 
구로의 경우는 30년 수명을 기준으로 32 EFPY 대신27 EFPY를 적용하면 제 3회 

인 출시 기 는 min (T4, 27 EFPY) :=: min (6.62 EFPY, 27 EFPY) :=: 6.6 EFPY 이 다. 

SMART 연구로의 재장전 주기가 690 EFPD이므로 감시시편함 인출시기를 재장전 
주기에 일치되도록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표 3.2-27을 인출시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인출시기는 상세설계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3.2.6.5.4 선배율의 계산 

참고문헌 [3.2.3.9]의 자료를 근거로 원자로 내벽이 받는 수명기간 동안 중성자조사 

량 (원주방향으로 중성자 조사가 최대가 되는 290 )은 1.0609X1019n/cm2 (불확실성 

감안)이고 감시시편함이 있는 위치의 중성자조사량과 선배율은 표 3.2-28과 같다.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5-03 [참고문헌 3.2. 1.6]의 규정은 가능하다면 선배율이 1-3 
의 범위에 들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ASTM E 185 [참고문헌 3.2.2.18] 의 규정은 선 

배율이 5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고시나 ASTM의 권고사항을 준 

수하려면 SMART 연구로 감시시편함을 현재보다 원자로용기 내벽쪽으로 이동시켜 
야 하는데， 감시시편함을 설치할 수 있는 노심영역의 반경방향 최외곽에는 유동혼 

합헤더 외부원통이 있어서 감시시편함을 더 외곽에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감시 

시편함의 설치 및 인출을 고려하면 그림 3.2-56의 감시시편함의 위치가 최선이다. 

3.2.7 원자로집합체 계통해석 

원자로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고 설계 하중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로집 

합체의 계통해석을 수행하였다. 계통해석은 정상운전 하중 지진 하중 및 배관 파 

단 사건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3.2.7.1 정 상운 전 해 석 

정상운전 해석의 목적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정상운전(norrnal operation, NOP)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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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여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요기기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정의하여 설계하중 

(design load)과 연계자료(interface data)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상운전 해석에 고 

려된 하중조건은 설계압력 (design pressure) , 자중(dead weight) 및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 이 다. 

3.2.7.1 .1 해석 모델 

정상운전 하중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2차원 축대칭요소를 이용하였으며， 범용 유 

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적용한 요 

소는 PLANE25와 SHELL61 요소이며 I-DEAS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3차원 CAD 
모델을 이용하여 체눈(mesh)을 구성하였다. 

가. 재료 및 단면 물성치의 정의 

축대칭 요소는 3 차원 모델로부터 추출한 실제 단면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변환 과 
정을 거쳐서 정의되는 물성치는 없다. 두께가 앓은 구조물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 

용된 축대칭 웰 요소의 경우에는 등가의 강성을 유지하도록 단면 물성치를 정의하 

였다. 다공판의 경우에는 I-DEAS에서 구성한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밀도를 보정 

하고 참고문헌[3.2.2.9]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가의 물성치를 정의하여 입력 

하였다. 가압기 중앙덮개의 경우에는 가공된 구명의 개수가 많지 않으므로 구멍으 

로 인한 강성의 변화는 가정하지 않고 감소된 질량을 고려하여 밀도를 재평가하였 

다. 재료의 물성치와 관련된 온도는 참고문헌[3.2.3 .1 1]를 기준으로 평균 온도의 개 

념을 도입하여 표 3.2-29 및 그림 3.2-59와 같이 정의한다. 

나. 노섬지지판의 물성치 

노심지지판은 다수의 구멍을 가진 평판이며 가공된 구명의 영향을 고려하여 참고문 

헌 [3.2.2.9]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 등가의 물성치로 변경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정의된 노섬지지원통의 주요 물성치는 표 3.2-30과 같다. 

다. 해석에 적용할 재료 목록 및 물성치 

주요 구조물의 정상 운전 옹도를 고려하여 해석에 적용할 재료와 온도에 따른 물성 

치를 정리하면 표 3.2-31과 같다. 해석 모텔에 적용할 웰 요소(shell element)의 등 

가 물성 치 는 표 3.2-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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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계조건 

가압기， 노심지지원통 및 펌프덕트의 설치 상태를 경계조건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이 위치에 설정한 절점을 사용하여 연성조건을 구성하였다. 연성 조건이 사용되는 

위치는 표 3.2-33과 같으며 그림 3.2-60에 표시하였다. 웰 요소와 축대칭 요소의 

연성은 표 3.2-34에 표시한 위치에서 발생하며 별도의 연성 조건은 사용하지 않고 

웰 요소를 solid 요소 내부로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국부적으로 강 

성이 다소 증가하지만 삽입되는 길이가 작으므로 전체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 

할 수 있다. 삽입되는 웰 요소에 적용할 재료는 “SA 240 DUMMY"를 사용하여 
SA240과 동일한 물성치를 가지며 두께는 “DUMMY THICK"로서 0.1mm를 사용하 
였다. 1ST 하부 플랜지가 건물에 설치된 앵커 볼트와 연결되어 원자로집합체를 지 
지하므로 정상운전 해석 모델의 전체 구속조건은 1ST 하부의 절점의 모든 자유도 
를 구속하여 모사하였다. 

3.2.7.1.2 정상운전 하중 

가. 질량 

모텔에 포함된 이외의 구조물은 집중하중이나 혹은 분산하중으로 고려하여 원자로 

용기 모텔에 반영하였다. 관련 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 

및 제어봉구동장치이다. 각 구조물에 정상하중 해석은 별도로 수행하고， 계통해석 

에서는 구조물의 질량을 집중하중 혹은 분산하중의 개념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주요기기의 질량으로 인한 하중은 다음과 같다. 

(1) 증기발생기 
집중 하중 ; 4529 x 9.81 = -μ429.496 N (절점 3223) 

(2) CEDM 
집중하중 ; 3021 x 9.81 = - 29636.01 N (절점 6475) 

(3) MCP 
집중하중 ; 1440 x 9.81 x 2 = -28252.8 N(절점 6227) 

(4) 핵연료집합체 

집중하중 ; 9352 x 9.81 = - 91743.12 N(절접 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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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력 

압력하중은 운전 압력 14.7MPa을 원자로용기의 내벽에 적용하였다. 1ST 내부의 
압력은 운전압력으로 l.OMPa을 적용하였으며， 압력을 적용한 유한요소 모델은 그림 

3.2-61에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압력의 작용 방향을 표시한다. 

다 온도 

각 구조물의 온도는 표 3.2-29와 그림 3.2-59를 참조하여 정상 운전 상태에서 구조 

물의 온도를 입 력 하며 참조 온도(reference temperature)는 20.0 0C 이 다. 구조물의 

온도는 냉각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절점에 대하여 온도를 정의 

할 경우 언접한 절점의 영향으로 온도가 중복적으로 입력될 경우 높은 온도를 사용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라. 입력 하중의 조합 

ANSYS의 하중 입력은 하중 조합을 고려하여 Load Case (LC)를 구성하여 하중을 
개별적으로 입력한 후 결과를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압력， 자중， 온도에 대 

한 하중을 ANSYS의 Load Case로 구분하였다. 선형 해석 결과는 Load Case를 이 
용하여 하중 조합에 따른 해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Load 
Set에 대한 하중의 색인과 관련 목록은 표 3.2-35와 같다. ANSYS의 후처리 명령 

을 이용，하여 각각의 Load Case로 구한 결과를 조합하여 설계 하중을 정의하며 하 
중 조합을 위한 명령은 다음과 같다. 

/post1 

set, list 
set, 1 
lcdef, 1, 2 
lcdef, 2, 3 
lcoper, add, 1 
lcoper, add, 2 
rappnd, 4, 4 
set, list 
fi띠 

/exit 

! LC #1 = pressure, LC#2 = dead wt. LC #3 = thermal 

! load case #1 , set, 2, 1 
! load case #2, set, 3, 1 

! LS #1 + LS #2 
! LS #1 + LS #2 + LS #3 
! Append combined load set a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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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3 해석 결과 

가. 변위 

정상운전 하중으로 인하여 주요 위치에 대한 변위 결과는 표 3.2-36~ 표3.2-39와 같 

다. 그림 3.2-62는 원자로집합체의 전체적인 변형 상태를 표시한 것이다. 내압으 

로 인하여 1ST 내통에 변위가 발생하고 온도에 의한 변위로 인하여 1ST 지지원통 
에서 비교적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덮개의 경우에는 걸쇠 

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직방향의 변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가압기의 경 

우에는 내측원통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기 

타 내부구조물의 변형상태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응력 및 하중 

정상운전 하중에 의하여 원자로집합체에 발생하는 응력을 응력강도(stress 

intensity)를 기준으로 그림 3.2-63~ 그림 3.2-65에 표시하였다. 

(1) 압력 하중에 의한 응력 분포 

그림 3.2-63은 압력 하중을 적용한 원자로집합체의 응력강도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아래의 두 그림은 응력강도가 큰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최대 응력강도는 304MPa 
이며 최대값의 발생 위치는 환형덮개의 응력집중 예상 부위와 원자로용기 하부의 

타원형 웰의 굴절부 (knuckle) 이 다. 

(2) 자중에 의한 응력 분포 

그림 3.2-64는 자중에 의한 원자로집합체의 응력강도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집중 

하중을 적용한 위치에서 응력집중이 발생하며 최대값은 23.0MPa 이하로 관찰되었 
다 

(3) 온도에 의한 응력 분포 

온도에 의한 응력 분포는 그림 3.2-65에 표시하였으며 구조적인 불연속 부위를 중 

심으로 큰 값의 응력 강도가 관찰되었으며 최대값은 749MPa이다. 특히 가압기의 

변곡 부분과 원자로를 지지하는 원통부분에서 국부적으로 큰 값이 발생하였다. 

1ST의 지지 플랜지에서도 온도에 의한 변위로 인하여 큰 응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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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하중 조합 결과 

전체하중 조합의 결과는 온도하중에 의하여 발생한 웅력 강도의 영향으로 최대 777 
MPa의 응력강도 값이 관찰되었으며， 발생 위치는 1ST 플랜지， 원자로용기 지지원 
통과 1ST 상부의 연결지점 및 가압기 하부의 불연속 부위이다. 원자로용기의 경우 
에는 하부의 타원형 경판의 knuckle 부분과 걸쇠를 중심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정상 운전 하중에 의하여 원자로집합체를 지지하는 1ST의 플랜지와 건물의 연계 

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중은 표 3.2-40과 같다. 이 하중은 1ST를 건물과 연결하기 

위한 앵커 볼트의 설계 하중 입력으로 제공되었다. 

3.2.7.2 원자로집합체 내진해석 

SMART 연구로의 건설 예정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하중을 고려한 동적 
해석을 수행하고 원자로집합체의 구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하중을 정 

의하여 주요기기에 대한 내진 설계 요건을 개발하였다. 내진 해석의 신뢰성과 보 

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과 원자로집합체를 연성한 모댈을 개발하여 전체 플랜 

트의 동적 해석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원자로집합체의 상세한 내진 

해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3.2.7.2 .1 동특성 모델 

원자로집합체의 내진 해석은 계통해석 (system analysis)을 수행하기 위한 동특성 

모텔의 작성， 지진 하중을 이용한 동적 해석 및 후처리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원자 

로집합체의 동특성 모델은 구조물의 강성 단면 물성치 및 질량 정보를 사용하여 

수학적인 모델 (mathematical modeD을 먼저 개발하고 주요 구조물의 개별적인 동 
특성을 부가하여 동특성 모델을 작성하였다. 동특성 모델은 내부차폐탱크 (intemal 
shielding tank, 1ST)를 포함하며， 선형 보 요소 Oinear beam element)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가 기본가정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고려한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전반적인 거동은 보 요소를 이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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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재료는 균질하며 선형성을 유지한다. 
(3) 구조물을 구성하는 간극이나 가공된 구멍과 같은 국부적인 특성이 전체적인 거 

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한다.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물의 형상은 원통형이며， 굽힘 강성이 크기 때 

문에 전반적인 거동은 보 요소를 사용하여 모사할 수 있다. 직경에 비하여 길이가 

짧은 웰의 경우에는 젤 모드 (shell mode) 형상의 변형이나 전단 모드 (shear 
mode) 등으로 인하여 국부적인 특성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부적인 강성 

Oocal stiffness)의 변화는 별개의 상세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등가의 물성치를 

정의하거나 강성행렬 요소 (stiffness matrix element)를 작성하여 모사하였다. 

나. 동특성 모델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보 요소 모델을 사용한 해석 방법은 해석의 규모와 모벨을 구성하는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충실하게 모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로집합체의 전체적인 동특성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상세한 동특성 해석을 개별적으로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사할 수 있는 보 요소 모델과 질량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 

다. 계통 해석 모텔은 각 구조물의 상세한 동특성을 참조하고 입력 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로의 전반적인 동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또한 동특 

성을 모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이 각 구조물의 상세 해 

석과 계통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고려된 주요한 인자는 다음과 같다. 

(1) 유체-구조물의 연성 에 의 한 동특성 

원자로의 내부구조물은 냉각수와 접촉하게 되며 유체 구조물의 연성에 의하여 동특 

성의 변화가 발생한다. 유체의 연성 효과는 등가의 부가 질량 (added mass)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유체 요소를 사용하여 구조물과의 연성 효과를 직 접 고려 할 수 

있다. 계통해석에서는 원자로의 전체 질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가 질량은 사용하 

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구조물이나 부계통에 대하여 상세한 내진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 질량 모델을 사용하였다. 

(2) 핵연료의 동특성 

핵연료는 등방성을 가진 단일 재료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인 모델을 구성 

하여 동특성을 모사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핵연료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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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물과 경계 조건을 구현 과정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핵연료에 대한 단면 물성치 및 동특성 섣험을 사전에 수행하여 목표 

진동수 (target frequency)를 정의하고 이를 모사하는 계통 모델을 개발하였다. 

(3) 국부 강성 (local stiffness)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내부구조물과 부계통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수의 체결 기 

구와 요소가 사용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조물의 국부적인 강성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경계 조건의 변화를 동반하여 동특성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가압 

기와 원자로용기를 연결하는 걸쇠는 가압기와 원자로용기 상부를 연결하는 기계 요 

소이다. 보 요소의 단면 물성치를 사용하여 걸쇠의 강성을 모사할 경우에는 구조 

적인 차이로 인하여 구현 과정에서 제한성이 존재한다. 걸쇠의 강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적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강성 행렬을 작성하 

여 걸쇠의 강성을 모사하였다. 

(4) 구조물의 질량 및 단변 물성치 

계통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펼요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칠량은 3차원 CAD 프로그 
램인 I-DEAS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물의 3 
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질량과 무게 중심 위치를 계산하였으며 상세한 동특성 해석 

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을 on-line으로 작성하여 ANSYS 프로그랭의 입력으로 사용 
하였다. 

3.2.7.2.2 주요 구조물의 동특성 해석 

계통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원자로집합체를 구성하는 구조물에 대한 상세한 동특 

성 해석을 먼저 수행하고 이를 모사할 수 있는 보 요소 모델을 작성하였다. 상세 

해석을 수행한 주요 구조물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용기 및 지지구조물 

원자로용기와 지지구조물의 동특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비대칭 모드로 확장할 수 있 

는 2차원 축대 칭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 하고 큰 값의 기 여 도 (participation 
factor)를 가지는 진동수를 관찰하였다. 원자로집합체의 지지구조물은 그림 3.2-66 
과 같이 원통형의 구조물로서 원자로용기의 하부를 둘러싸는 형상으로 설계된다. 

지지구조물의 내부에는 방사선을 방호하기 위한 차폐체를 설치하고 별도의 기기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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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가 순환된다. 원자로용기와 지지원통 내부의 냉각수는 단순 부가 질량으로 고 

려한다. 원자로용기와 지지구조물을 기초 모델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와 

지지구조물을 연성한 모델을 사용하여 별도의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67은 원자로용기와 지지 구조물이 연성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진동 모드를 

표시한 것이다. 

나. 가압기 

가압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중앙덮개와 두 부분의 공동 (cavity)을 형성하는 

원통형 구조물이 냉각수와 접하고 있으며 가압기 중앙에 구성되는 공동에는 자유 

표면이 존재한다. 2차원 축대칭 요소를 사용하여 유체 구조물 연성 모델을 작성하 

고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며 계통 모텔에서는 집중 질량을 사용하여 질량 모델을 구 

성하였다. 가압기 중앙 공동 내부의 유체는 정상 운전 상태에서 전체 높이의 약 

70%이다. 그림 3.2-68은 가압기의 상세 모델과 진동 모드를 표시한 것이다. 

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원자로내부구조물은 노심지지원통 상부안내구조물 측면차폐체집합체 및 펌프덕트 

집합체로 구분되며 원자로용기 내부에 설치된다. 노심지지원통과 상부안내구조물 

의 동특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유체-구조물 연성을 고려한 2차원 축대칭 요소 모델 

을 작성하였다. 핵연료채널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공판 (perforated plate) 
의 물성치는 참고문헌 [3.2.2.9] 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효 포아송비 (effective 
Poisson ’s rati이와 유효 탄성 계수 (effective modulus of elasticity)로 근사하여 사용 
하였다. 펌프덕트집합체의 경우에는 그림 3.2-70과 같이 웰 요소와 3차원 유체 요 

소를 사용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라.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 및 제어봉구동장치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 및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용기 내부와 상부에 설치되 

는 3종의 주기기이다. 주기기의 제원과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보 요소를 사용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고 계통 해석 모델은 상세 해석 모델을 단순화하여 구현하였 

다 

마. 핵연료채널 

핵연료채널은 개별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물성값 및 동특성 실험 자료를 기준으로 

동특성 모델을 개발하고 해석을 수행하여 목표 진동수를 정의하였다. 핵연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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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진동수는 수평방향의 경우 1 1.8Hz와 49.7Hz 이다. 핵연료 채널의 진동수 
는 보 요소와 두 개의 집중 질량점을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핵연료채널은 l개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전체 모델을 구현하며 상부와 하부에 1 개의 집중 질량 요소를 
정의하여 상세 해석으로부터 구한 핵연료 채널의 진동수를 모사한다. 핵연료채널 

의 주요 진동수는 2개의 자유도를 가진 계통의 진동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다.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진 계의 진동수 해를 구하면 다음의 식 3.2.1과 같다. 이 식에 

서 kl, k2, ml, m2를 실제 핵연료채널의 단면 계수와 질량을 사용하여 정의하면 두 
개의 진동수를 모사하는 스프링 상수 k는 식 3.2.2로 결정된다. 식 3.2.2를 적용하 

여 핵연료채널을 모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정의된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계산 

된 물성치는 식 3.2.1에 표시한 강성행렬과 대웅하는 행렬 요소(matrix element)를 

정의하기 위한 값으로 변환하여 핵연료의 강성을 모사하였다. 결정된 탄성계수와 

강성 값은 다음과 같다. 

탄성계수(E) 

강성 (k) 

5.674E9 Pa 

2.013E8 N/m 

[ ~ 1 싸J{ 쫓:} + [ k짧 1 k많J{ ~~} = {~} 

... (k+ k‘ k+k, l ~ k,k, +k,k+k,k _ 
0) '-1--'+--스 Im- +-.! ‘ ’ ‘ =u 

\. m) m2 ) m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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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 w2 

k - (w4m1m2-w2kl m2 - w2 잉 ml + k l .k2) 
'-

( w2 m2+ W2 ml - k1 - μ) 

Case w:= wl 

k (w4 m1 m2- w2 k1 m2- w2 k2 m1 + kl k2) 
-

- (닙 m2+ W2 m1-k1-잉) 

3.2.7.2.3 계통 해석 모델의 동특성 해석 

(3.2.2) 

주요 구조물의 상세한 동특성 해석 결과를 모사할 수 있는 보 요소 모델을 구조물 

별로 작성하여 전체 계통 해석 모텔을 구성하였다. 상세한 통특성 해석을 통하여 

정의된 구조물의 목표 진통수를 모사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중요한 동특성을 모 

사 할 수 있는 둥가의 질량 모텔과 강성을 국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질량 모델은 집중 질량 요소와 분산 질량 모벨을 조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유체 

-구조물의 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물의 질량 증가 현상은 강성을 수정하여 

구현하였다. 원자로집합체의 질량과 모델을 표 3.2-41에 표시였으며， 계통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집중질량 모댈은 표 3.2-42에 표시하였다. 

계통해석 모텔은 원자로용기와 지지구조물을 기본 모텔로 설정하고 상세 해석으로 

부터 작성한 각 구조물의 계통 모댈을 순차적으로 연성하여 전체 모델을 구성한다. 

원자로용기는 6개의 질량점을 사용하였으며 각 구조물의 무게 중심을 유지도록 질 

량을 분산시켰다. 그림 3.2-71은 모든 구조물을 연성한 원자로집합체의 계통 해석 

모댈을 표시한 것이다. 각 구조물 사이의 경계 조건을 고려하여 원자로집합체 모 

델을 작성하고 고유 진동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로집합체가 설치되는 건물의 

강성이 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하여 표 3.2←43과 같이 지지 위치의 건 

물 강성을 행렬 요소로 변환하여 입력하였다. 동특성 해석에 고려된 건물의 강성 

값과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해석 결과는 표 3.2-44와 같다. 

설계 개선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동특성 모델을 수행한 결과 개정된 동특성 모 

댈의 동특성은 수직방향의 진동수가 30~60Hz 영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수평방향의 

경우에는 진동수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30Hz 영역에서 기여도가 증가하였다(표 
3.2-44). 그림 3.2-72는 주요 진동수의 모드 형상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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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4 내진 해석 

내진 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으며 입력 지진은 시간-가속도 이 

력을 사용하였다. 가속도 이력은 입력 간격이 0.005초 지속 시간은 20.48초이며 

OBE와 SSE 입력은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다. 동적해석 방법은 모드 중첩법 

(method of mode superposition)을 사용하였으며， 감쇠는 전체 모드에 대하여 동일 

한 감쇠비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감쇠비는 OBE의 경우 1%, SSE의 경우 

에는 2%를 적용하였다. 동적해석 과정에서 시간의 증분은 입력 시간의 1/2인 

0.0025초를 사용하고 적분 시간은 0.001초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 입력지진 및 응답스펙트럼 

그림 3.2~73-3.2-78은 OBE 및 SSE 입력 지진의 시간이력 형상과 응답스펙트럼을 
표시한 것이다. 시간이력은 원자로집합체를 단순화하여 건물과 연성시킨 후 건물 

의 내진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이며 건물의 동특성이 반영된 입력 지진이다 

그림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수평방향의 경우 20-30Hz 영역에서 소규모의 첨두점 
이 관찰되었다. 

나. 지진해석 결과 

동적 해석을 수행하여 동적 변위와 하중 및 응답스펙트럼을 생산하였다. 표 3.2 • 46 
은 원자로집합체의 주요 위치에서 지진 하중으로 발생하는 최대 변위를 표시한 것 

이다. 원자로집합체를 지지하는 내부차폐탱크집합체의 하부 플랜지에서 발생하는 

지 진 하중은 표 3.2-47과 같다. 

원자로집합체의 주요 위치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의 특성은 그림 3.2-79-3.2~81에 대 

표적인 경우를 표시하였다. 표시된 응답스펙트럼은 원자로집합체 상부의 값이며 

CEDM, 증기발생기 및 배관의 입력 지진 하중으로 사용된다. 특징적인 현상은 

30Hz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값의 첨두 응답 (pe왜 response)이 형성되는 것과 수직 

방향의 주요 진동수가 관찰되는 60-80Hz 영역에서 통일한 경향의 응답이 관찰되 
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의 동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수직방향의 경우에는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2.7.3 분지관 파단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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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1 분지관 파단 해석 

분지관 파단 사건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이차계통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 

는 모든 배관과 노즐의 가상적인 파단을 고려한다. SMART 연구로는 일차계통에 
LBB Oeak before break)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구성하는 모든 분지관 (brach line)의 파단으로 인한 하중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배관 파단 하중은 배관의 파단으로 인하여 원자로내부에서 발생 

하는 취출하중 (blowdown loads)과 원자로집합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동적하중으로 

구성된다. 취출하중은 비대칭적인 압력의 분포를 동반하여 내부구조물의 동적하중 

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진다. 파단을 가정한 위치는 가압기-가스실린더 연결배관， 

가압기 압력 계측관， 가압기 냉각재 온도 계측관， 가압기 기체 온도 계측관， 가압기 

수위 계측관， 가압기 냉각관， 안전주입계통 배관， 정지냉각계통 배관， 환형공동 수위 

계측관，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 계측관， 충전 및 정화계통 배관， 증기배관， 급수배 

관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이다. 취줄하중 관점에서 제한적인 경우는 가압기 가스실 

린더 연결배관， 안전주입배관 및 정지냉각계통 배관의 양단 파단과 제어봉집합체 

이탈을 동반한 냉각재상실사고， POSRV의 부주의한 개방 사고와 이차계통 급수관 

파단사고， 증기관 파단사고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로 평가되었다. 

SMART 연구로의 경우 배관 파단으로 인한 원주방향의 압력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부구조물의 비대칭적인 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배관 파단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 하중은 참고문헌 [3.2 .4.4] 의 요건에 따라 정의되었으며 각 

배관의 운전 특성으로 인한 하중이 고려되었다. 

3.2.7.3.2 해석 방법 및 하중 

가. 기본가정 

배관 파단에 따른 통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모텔은 내 

진 해석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동특성 모댈을 구성하기 위 

하여 고려된 가정 사항은 제2절의 내진해석에서 가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나. 해석방법 

배관 파단으로 발생하는 하중은 참고문헌 [3.2.4.4]의 규정을 따라 수행되었으며， 원 

자로내부에서 발생하는 취출하중과 배관의 파단으로 발생하는 외부 하중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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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SMART 연구로의 설계 특성으로 인하여 배관 파단이 발생하여도 원자로 용 

기 내부에서 원주 방향의 압력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동적하중 

은 외부 하중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배관 파단 해석은 내진 해석과 동일한 모델 

을 사용하며 경계 조건과 하중 특성에 적합한 동적 해석 조건을 고려하였다. 

다. 배관 파단으로 인한 외부 하중 

배관 파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 하중은 추력 하중 (thrust force)과 함께 다음 

과 같은 하중을 조합하여 정의하였다. 배관 파단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려된 

하중은 다음과 같다. 

• 압력 
• 온도 
• 추력 하중(thrust force) 
• 노즐하중(nozzle load) 

• 격실차압(sub-compartment pressurization) 

• 분사충격 (jet impingement) 하중 

3.2.7.3.3 배관 파단 해석 

가. 배관의 배치 및 파단 위치 

원자로집합체는 주냉각재펌프를 기준으로 그림 3.2-82와 같이 Z축에 대하여 대칭성 

을 가진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설계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대칭성은 전체 질 

량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배관 파단 해석에서 무시하였다. 

주증기배관 및 급수배관의 배치는 그림 3.2-83 - 3.2-85에 표시한 것과 같이 주냉각 

재펌프를 기준으로 선대칭을 이루며 안전주입과 정지냉각 계통을 구성하는 배관은 

원자로를 중심으로 접대칭을 이룬다. 배관의 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은 

intermediate break 위치와 분사충격 하중이다. 각각의 배관 파단 사고에서 고려할 
외부 하중은 분사충격하중， 노즐하중， 격실차압 및 추력하중이다. 

(1) 주증기배관 

주증기배관의 배치와 파단 위치는 그림 3.2-83과 같이 주냉각재펌프의 중심선을 기 

-109-



준으로 섹션 1 및 2와 섹션 3 및 4의 배치형태가 선대칭을 이룬다. 섹션 1 및 2에 

대 한 파단 하중과 intermediate break의 하중을 고려 하면 보수적 인 하중조합의 경 우 

를 구성할 수 있다. 

(2) 급수배관 

주증기배관의 배치 개념과 동일하며 그림 3.2-84와 같이 섹션 1 및 2에 대한 파단 
하중과 intermediate break의 하중을 고려 하면 보수적 인 하중조합의 경 우를 구성 할 

수 있다. 

(3) 안전주입 및 정지냉각 노즐 

안전주입 다] 
^ 정지냉각 배관은 그림 3.2-85와 같이 원자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섹션 

1 및 4와 섹션 2 및 3이 점대칭을 이룬다. 섹션 1 u1 
大 2에 대한 파단 하중과 

intermediate break의 하중을 고려 하면 보수적인 하중조합의 경우를 구성할 수 있 

다. 

나. 배관 파단 하중 

(1) 추 력 하중 (thrust force) 

배관의 파단이나 균열로 발생하는 추력하중의 형태와 적용방법은 참고문헌 [3.2.4.4] 

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력하중은 계단함수의 형태로 적용하며 최대값에 도달하는 

시 간은 1.0ms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최대값에 도달하는 시 간이 1.이ns를 

초과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한다. 추력하중의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T=K p A (3.2.3) 

p: 계통압력 

A: 파단면적 

K: 추력상수 (thrust coefficient) 

-110-



• 1.26 증기 및 saturated water, 증기 물 혼합체 

- 2.0 sub- cooled water 및 non - flashing water 

노즐 끝 부분 파단(nozzle end break)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력하중은 표 3.2-48과 

같이 정의하였다. 

(2) 노즐하중 

배관 파단이 발생하면 파단이 발생한 배관계통과 연결된 노즐에 반력으로 인한 하 

중이 발생한다. 노즐하중은 배관의 파단 위치와 노즐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 

며 보수적인 해석결과를 얻기 위하여 각각의 노즐에 대한 최대값이 발생하는 파단 

위치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3) 격 설차압 (Sub-compartment Pressurization) 

격실차압은 배관 파단으로 인하여 격실 공간 내부에 압력 분포가 발생하여 원자로 

집합체 중심에 대하여 비대칭적인 외력이 작용하는 현상이다. 격실차압 하중은 격 

실 공간을 다수의 공간으로 구분한 절점에서의 압력 시간이력으로 정의하며 전체절 

점 (node)의 개수는 12개 (section)로 구성된다. 원자로집합체의 높이 방향으로는 3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은 4개의 절점으로 압력을 표시하였다. 격설차압 

을 제공하는 위치와 절점 위치는 그림 3.2- 86 - 3.2-87에 표시하였다. 주냉각재펌프 

에 작용하는 격실차압은 그림 3.2-88에 표시한 것과 같이 절점을 중심으로 압력차 

에 의한 합력 (resultant force)을 외력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3.2-89는 전형적인 격 

실차압 하중의 시간 이력을 표시한 것이다. 

원자로집합체 상부 (+7.0m 이상)의 압력은 상부 공간의 구조가 개방적임을 고려하 

여 하중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절점 9-11의 격실차압은 원자로용기 상부에 작용 

하는 합력의 형태로 정의하고 방향은 원자로용기 상부에서 축 방향( -y 방향)으로 

적용한다. 하중의 크기는 각 절점 압력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원자로용기 상부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격실차압 하중은 시간이력 하중으로 제공되며 배관 

파단 해석 과정에서 동적하중으로 적용하였다. 격설차압은 1.4의 계수를 고려하여 

동적하중으로 정의하며 격실차압을 적용하기 위한 계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적용할 

하중을 정 리 하면 표 3.2-4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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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사충격 하중 

배관의 파단으로 인한 냉각재 유출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으로서 

시간이력의 형태로 제공되며 배관 파단 해석 과정에서 동적하중으로 적용한다. 지 

배적인 분사충격 하중은 주증기배관의 intennecliate break 경우에 나타났다. 그럼 

3.2-90은 해석에서 고려한 분사충격하중의 시간이력 형태를 표시한 것이다. 

다. 배관 파손하중의 조합 

배관 파단으로 발생하는 하중을 보수적으로 정의하고 해석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단 하중을 표 3.2-50과 같이 조합하여 제한적인 경우를 정의하였다. 

@ 편심의 크기를 고려하여 SI -Nl(Sec.1)의 파단을 원자로집합체의 수직방향에 대 

한 지배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하중의 방향은 좌표계에 대하여 ( - )y 방향이 

고， 모벤트는 (+)X 방향이며 원자로집합체 모델 중심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 분사충격하중은 intennecliate 파단의 경우가 제한적이며 파단이 발생하면 하중이 

일정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가진다. 

@ 노즐 하중을 적용할 경우 원자로집합체 중심에 대한 비틀림 모멘트를 별도로 고 

려하였다. 비틀림 모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중은 분사충격하중， 노즐하중 

및 추력 하중(수평방향)이다. 

(1) 동적 해석을 위한 입력하중 조합 

。 수평방향 

격실가압하중은 주증기배관의 파단으로 발생하는 하중이 제한적이므로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하중조합에 적용한다. 

노즐 하중은 주증기 배 관의 intennecliate 파단에 서 발생 하는 값 (section # 1) 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분사충격하중은 주증기배관의 intennecliate 파단에서 발생하는 값 (section # 1) 
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추력하중은 주증기배관의 노즐 위치의 파단으로 발생하는 값 (section # 1) 이 제 

한적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차압하중은 각 절점이 제공된 높이에 근접하는 절점에 대하여 합력 (re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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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으로 정 의 하며 상부에 서 는 중섬 점 에 적 용한다 11 와 BNL 하중은 
intennediate 파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로집합체 좌표계에 대하여 (+)2 방향으로 
정의하고 동일한 시간이력을 적용하였다. 노즐하중과 추력하중을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강체요소를 추가하여 하중을 적용하였다. 

。 수직방향 

격실가압 하중은 주급수배관의 파단으로 발생하는 하중이 제한적이므로 보수적 

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하중 조합에 적용한다. 

• 노즐 하중은 안전주입 관의 intennediate 파단에서 발생하는 값 (section # 1) 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분사충격 하중은 개스연결관 파단으로 인한 값이 제한적이며 적용 위치는 안전 

주입 노즐이다. 

추력하중은 주증기배관의 노즐 위치의 파단으로 발생하는 값 (section # 1) 이 제 

한적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노즐하중과 추력하중을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강체요소를 추가하여 하중을 적용 

하였다. 11, Thrust 및 BNL은 동일한 방향으로 고려하고 NSSS 화표계에 대하여 
(-)Y 방향으로 정 의 한다. 

(2) 격실차압하중 적용 위치 

• 1ST 하부 (-2.5m ~ O.Om) 
• 1ST 원통 부분 (O.Om ~ +2.7m) 
• 원자로상부 부분 (+2.7m ~ +7.0m) 
• 펌프에 작용하는 차압 : 

펌프에 작용하는 차압은 축방향과 측면 방향으로 고려하며 펌프 절점의 최상부에서 

정의하였다. 

• CEDM에 작용하는 격실차압하중 : 

CEDM 주변의 공간이 개방적이므로 CEDM 주위로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여 차압으로 인한 하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 배관 파단 해석 

배관 파단 해석은 내진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동적하중을 적용할 절 

점에 대하여 동적 자유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소 크기의 질량을 배분 

하였다. 동적해석은 ANSY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동적해석은 모드중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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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mode superposition)을 사용하고 적분 시간은 O.1ms를 사용하였다. 감 

쇠는 전체 모드에 대하여 동일한 값 l.0%를 사용하였다. 

3.2.7.3.4 배관 파단 해석 결과 

표 3.2-51은 배관 파단 하중을 적용하여 원자로집합체의 주요 위치에서 구한 동적 

변위를 표시한 것이다. 표 3.2-52는 지지구조물과 건물이 연계되는 위치에서 최대 

하중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2-91 - 3.2-93은 배관 파단으로 발생하는 원자로집합 

체 상부의 응답스펙트럼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진동수가 

높은 영역에서 응답스펙트럼의 첨두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수직방향이나 동서방향의 응답에 비하여 남북방향의 응답이 매우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증가배관의 파단으로 발생하는 분 

사충격 하중의 방향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3.2.7.4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본 절은 정상운전시 원자로용기의 비연성파괴방지를 위한 압력 온도 한계곡선을 작 

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경수로 원전의 안전성 규제지침 및 전력산업기술기준 

MN의 기술표준을 준용하여 계산하였다. 단， 현 계산결과는 Design Data Status 3 
에 준하여 작성된 것이다. 

3.2.7.4.1 해 석 대 상 

정상운전시 원자로용기의 비연성파괴방지를 위한 압력-온도 한계곡선의 계산은 원 

자로용기의 노심영역과 환형덮개와 스터드볼트로 연결되는 플랜지부를 해석대상으 

로 하였다. 두 영역을 해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원자로용기의 노섬영역은 가동 

중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취화특성이 주로 나타나는 영역이며， 플랜지부는 노 

심영역에 비해 용기벽 두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열응력에 의한 2차응력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3.2.7.4.2 입력자료 

원자로용기에 대한 해석을 위해 사용된 엽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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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 값 참고문헌 

설계압력 17.0MPa (2500.0psia) [3.2.3.7] 

운전압력 14.7MPa (2250.0psia) [3.2.3.7] 

설계온도 350.0 0C (662.00 F) [3.2.3.7] I 

전체높이 4858.0mm (191.3in) [3.2.3.4] 

원자로용기 내경 2510.0mm (98.8in) [3.2.3.4] 

벽두께 (노섬영역， 피복재제외) 132.0mm (5.l9in) [3.2.3.4] 

피복재 두께 (노심영역) 8.0mm (o.315in) [3.2.3.4] 

원자로용기 재료 (노심영역) MDF A508, 등급 3 클래A l [3.2.3.5] 

원자로용기 재료특성 (노심영역) 값 참고문헌 

육， 항복강도 (@ 315 OC) 290.3MPa (42.lksi) [3.2.2.4] 

s'n , 설계응력강도 (@ 315 OC) 184.0MPa (26.7ksD 
[3.2.2 .4, 

3.2.3.5] 

κ ， 열전도계수 (@ 315 OC) 37.21W/ m . K (21.5Btu/(hr-ft-OF)) 
[3.2.2.8, 

3.2.3.5] 

a , 열확산도 (@ 315 0C) O.84x lQ-5m2/sec (O.325ft2/hr) 
[3.2.2.8, 

3.2.3.5] 

E , 탄성계수 (@ 315 0C) 174.0GPa (25.2x106psi) 
[3.2.2.8, 

3.2.3.5] 

밀도 7849.78kg/m3 (O.2831bm/in3
) [3.2.3.5]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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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무연성 천이온도 RTNDT 값 

Maximum Initial RTNDT 

(노심영역) 
- 17.78 0C (O.OOF) 

Maximum Initial R낀VDT 

(노심영역이외) 
4.44 oC (40.00 F) 

Cu (%) 0.03 

Ni (%) 모재 1.00 

Ni (%) 용접재 0.10 

Chemistry factor 모재 6.6TC (20.00 F) 

Chemistry factor 용 접 재 1.94 0C (28.5"F) 

Margin 모재 27.78 0C (50.00 F) 

Margin 용접재 31 .110C (56.00 F) 

중성 자 조사량 (n/cm2
) 1.0x1018 

계측기 오차 값 

증기발생기 입구/출구 
5.2

0

C 
온도 계측기 오차 

가압기 압력 계측기 오차 
0.55MPa 

(5.0 - 22.0MPa) 

가압기 압력 계측기 오차 
0.125MPa 

(0.0 - 5.0MPa) 

압력 보정 (5.0 - 22.0MPa) 0.65MPa 

압 력 보정 (0.0-5.0MPa) 0.2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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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3 하중조건 및 균열형상 

운전한계 평가는 정상 가열 및 냉각운전으로 각각의 시간에 따른 운전온도변화율은 

100.0 0C/h (180.0o F /h) 이다. 본 계산에서는 온도변화율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원자로 노심영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55.6 0C/h (100.0oF/h)에 대해서도 운전한계 

곡선을 계산하였다. 정상 가열의 경우 해석에 사용된 운전조건은 원자로용기 내부 

냉각재의 운전온도가 10.0 0C (50.00F)를 유지하다가 가열이 시작되어 310.0 0C (590. 
OOF)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상 냉각의 경우는 정상 가 

열조건의 역순으로 원자로용기 내부 냉각재의 운전온도가 310.0 0C (590.00F)에서 

10.0 0C (50.00F)까지 운전온도변화율 (55.6. 100.0
o

C/h)에 따라 냉각되는 것으로 가정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설제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계측시 발생하는 계측오차를 

고려하여 압력→온도 한계곡선 계산시 온도오차 5.2
0

C 와 5.0MPa 이하에서는 압력오 
차 0.125MPa, 5.0MPa 이상에서는 압력오차 0.55MPa의 계측오차가 고려되었으며， 
여유도를 포함하여 5.0MPa 이하에서는 0.25MPa. 5.0MPa 이상에서는 0.65MPa의 압 
력보정값이 사용되었다. 

원자로용기 내 가상균열의 위치는 설계수명 기간동안 가장 높은 중성자 조사취화 

현상이 나타나는 노심영역과 열응력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플랜지부로 

설정하였으며， 균열의 형상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NZ, 부록 G 2120에 준하여 그림 
3.2←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방향 표면균열이다. 

3.2.7.4.4 유한요소 모델 

운전조건에 따른 평가를 위해 노심영역과 플랜지부에 대한 각각의 가상균열을 포함 

한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구현이 필요하다. 평가대상에 대한 축방향 표면균열을 

포함한 유한요소 모델은 각 운전조건과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노심영역에 대해서는 원자로 정상 가열의 경우에 원자로용기 노심영역 내벽에서의 

열응력은 압력에 의한 응력과 부호가 반대이므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원자로용기 노섬영역 외벽에서는 이라한 응력들이 부호가 동일하여 서로 더해 

지게 된다. 이러한 용기벽 두께에 따른 응력변화와 원자로용기 내벽에서 중성자조 

사량 (즉， 기준무연성천이온도 변화)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원자로용기 외벽과 내벽 

표면 양쪽의 균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정상 냉각의 경우에는 원자 

로용기 노섬영역 내벽에서의 열응력이 압력에 의한 응력들과 합쳐지며 원자로용기 

내벽에서 중성자조사량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원자로용기 내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플랜지부의 경우 노섬영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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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연구로의 설계수명 기간 중 중성자조사량에 의한 재료취화가 크지 않으나， 
정상 가열 또는 냉각운전에 의한 열응력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상균열이 플랜지 

부의 외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해석모텔은 상용 프로그램인 I- DEAS [참고문헌 3.2.4.5]를 이용하여 결함 
형상을 고려한 3차원 해석모델을 구현하였으며， 해석은 균열문제를 위한 변형특이 

성을 고려할 수 있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참고문헌 3.2.4.6]를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을 포함한 해석입력 자료는 운전조건에 따라 각각 작성하였다. 

그림 3.2-95는 원자로용기 노심영역 내벽에 축방향 표면균열을 가진 경우에 대한 3 
차원 유한요소모델로 기하학적 형상과 하중조건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전체 원자로 

용기의 1/4로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다. 원자로용기 노심영역 외벽에 축방향 표면 

균열을 가진 해석모델은 그림 3.2-96과 같다. 요소망 구성은 20절점 등매개변수 사 

각주요소 (20- node isoparametric brick element)를 사용하였으며， 균열선단에서는 

웅력의 특이성 (singularity)을 고려하기 위해 특이요소인 20절점 4분점 사각주요소 

(20- node quarter-point brick element)를 사용하였다. 

3.2.7.4.5 주요 해석결과 

그림 3.2-97은 원자로용기 노섬영역 내벽 (a = t/4)에 대한 각 냉각온도변화율 

(55.6, 100.0 o

C/h)에 따른 압력 온도 한계곡선이다. 그림 3.2-98과 그림 3.2-99는 각 

각 원자로용기 노섬영역 내벽 (a = t/4)과 외벽 (a = 3t/4)에 대한 각 가열온도변화 

율 (55.6, 100.0 o

C/h)에 따른 압력-옹도 한계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플랜지부에 대 

한 한계곡선은 정상 가열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2-100과 같다. SMART 연구로의 정상운전 (냉각재의 온도변화율 100.0 0

C씨)에 

따른 압력 온도 한계곡선을 전력산업기술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G에 따라 
결정하였다. 그림 3.2-101은 수명말기에서의 압력-온도 한계콕션을 나타낸 것이다. 

3.2.7.4.6 결론 

SMART 연구로에 대한 수명말기에서의 정상운전시 원자로용기의 비연성파괴방지 
를 위한 압력-온도 한계곡션을 결정하였다. 노심임계는 원자로의 운전조건이 노심 

엄계곡선 (core critical curve)의 우측 영역에서만 허용된다. 이때 노심임계가 가능 
한 최소온도는 계통압력이 4.0MPa 이하에서는 84.6 0C (184.3 0 F) , 계통압력이 

4.0MPa 이상인 경우는 93.3 0C (200.00F)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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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에 설치되는 노즐의 위치 및 개수 

번호 개수 위치 

1 가스실린더 연결관 노즐 1 중앙덮개 

2 안전주입 노즐 4 환형덮개 

3 정지냉각 노즐 2 환형덮개 

4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12 중앙덮개 

5 가압기 냉각기 노즐 4 중앙덮개 

6 증기발생기 업구 온도계측기 노즐 8 환형덮개 

7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계측기 노즐 4 환형덮개 

8 가압기 하부온도계측기 노즐 1 중앙덮개 

9 가압기 상부옹도계측기 노즐 1 중앙덮개 

10 가압기 압력계측기 노즐 4 중앙덮개 

11 환형공동 수위계측기 노즐 2 환형덮개 

12 가압기 수위계측기 노즐 2 중앙덮개 

13 ICI 노즐 3 중앙덮개 

14 충전 및 정화계통 유출노즐 1 환형덮개 

15 충전 및 정화계통 충전노즐 1 환형덮개 

16 원자로수위계측기 노즐 2 중앙덮개 

17 걸쇠 6 중앙덮개 

18 주냉각재펌효 노즐 2 환형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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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재질 

변호 -H「걷 효T며 재질 개수 

1 
환형덮개 

annular cover 
MDF A508 등급 3 클래스 1 1 

2 
스터드볼E 

MDF A540 등급 B24 클래 < 3 48 
stud bolt 

3 
환형덮개 환형밀봉체 

MDF A213 TP321 1 
annular cover torus seal 

4 
증기발생기 개구부 

MDF A508 등급 3 클래스 1 12 
S/G opening 

5 
중앙덮개 

MDF A240 321 1 
central cover 

6 
걸쇠 

SA638 Grade 660 6 
segment gate 

7 
원자로용기 

MDF A508 등급 3 클래스 1 1 
reactor pressure vessel 

8 
원자로용기 피복재 E309Nb!E347 계 열 

reactor pressure vessel cladding 오스테나이 E 강 

9 
펌효안내관 

MDF A430 FP321 2 
MCP guide tube 

10 
환형덕 E 

MDF A240 321 1 
annular duct 

11 
유동분배판 

MDF A240 321 1 
flow baffle 

12 
환형덕 E 밀봉링 

SB166 UNS N06690 4 
annular duct seal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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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의 분류 및 재료 

안전 
-t「j 믿 iET r 「념a 재료 

τ I=5「 i-j-I 

상부노섬지지판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upper core support plate 
상부제어봉안내관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upper control rod guide tubes 
상부제어봉집합판 스 T테y 인pe 레 3 스21강 3 upper control rod grouping plates 
하부제어봉집합판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lower control rod grouping plates 
상부제어봉안내판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upper control rod guide plate 
하부제어봉안내판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lower control rod guide plate 
베어링케이스 및 부싱 Type 321 3 bearing cases and bushing 스테인레스강 

원통웰 Type 321 3 cylindrical shell 스테인레스강 

정렬핀 SA638 GR660 3 alignment pins 

베어링미끄럼관 
XM~19 3 bearing sliding tubes 

상부안내구조물 잠금쇠 Type 321 3 locking device 스테인레스강 

베어링 PGA Graphite 3 bearing 

상부 및 중간노내계측기안내관 Type 321 3 upper and middle ICI guide tube 스테인레스강 

상부안내구조물 인양볼E 삽입체 MDF A 479 3 UGS lift bolt insert S21800 

상부 및 중간 주중성자원봉 안내관 Type 321 upper and middle primary neutron 
스테인레스강 

3 
source guide tube 

주 : (1) CS = 노심 지 지 구조물 (core support structures) 
(2) IS = 내 부구조물 (intem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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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 二t=jL 

I 

I 

I 

I 

I 

I 

KEPIC 
Code 등급 

CS (1) 

IS (2) 

IS 

IS 

IS 

IS 

IS 

IS 

IS 

IS 

IS 

IS 

IS 

IS 

IS 



표 3.2-4 노섬지지배럴집합체의 분류 및 재료 

-H「1I5I「며 재료 
안전 

1r=57i -j「[

노심지지배럴 Type 321 3 core support barrel 스테인레스강 

하부제어봉안내관 Type 321 3 lower control rod guide tubes 까、테인레〈강 

하부노섬지지판 Type 321 3 lower core support plate 스테인레스강 

중간노섬지지판 Type 321 3 upper core support plate ι、테인레스강 

노심지지배럴 정렬키 SA638 GR660 3 CSB alignment key 

유동거름판집합체 Type 321 3 comb assembly 스테인레스강 

하부차폐판집합체 Type 321 3 bottom screen assembly 스테인레스강 

하부노내계측기안내관 Type 321 3 lower ICI guide tube 스테인레〈강 

노심지지배럴 인양볼E삽입체 MDF A 479 3 CSB lift bolt insert S21800 

하부주중성자원봉안내관 Type 321 
lower pri멸짧e템많on source 스테인레스강 

3 

잠금쇠 SA638 GR660 3 locking device 

주 : (1) CS = 노섬 지 지 구조물 (core support structures) 
(2) IS = 내부구조물 (intern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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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1 I=ri -j「l

I 

I 

I 

I 

I 

I 

KEPIC 
Code 등급 

CS (1) 

IS (2) 

CS 

CS 

IS 

IS 

IS 

IS 

IS 

IS 

IS 



표 3.2-5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초브L흐프 q_l 
\.!._ 11 ^ 

-t「j 면 iIT r 「낭δ 재료 
안전 

1r3:- 二닙그 

외부원통 스 T테y 인pe 레 3 스21강 3 external cylinder 

내부원통 스 T테y 인pe 레 3 스21강 3 internal cy linder 

외곽안내통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outer guide shell 

상판 스 T터”y인pe 레 3 스21강 3 upper plate 

유동혼합헤더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flow mixing header 

유동혼합헤더 지지대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flow mixing header support 

정렬키 SA638 GR660 3 alignment key 

잠금쇠 SA638 GR660 3 locking device 

밀봉링 SA182 F6MN 3 seal ring 

유동혼합헤더 인양볼E삽입체 MDF A479 3 FMHA lift bolt insert S21800 

감시시편함 홀더 스 T테y인pe레 3스21강 3 surveillance capsule holder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계측기 안내관 
집합체 하부지지대 

스 T테y인pe레 3스21강 S/G outlet teamsspeemrabtluyre b gauge 3 
guide tube assembly bottom 

support 
주 : (1) IS = 내부구조물 (intern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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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내진 KEPIC 
1 I=rH -「[ Code 등급 

IS (l) 

I IS 

I IS 

IS 

I IS 

I IS 

IS 

I IS 

I IS 

IS 

IS 

IS 



표 3.2-6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합체의 분류 및 재료 

-님rl 효5" 며 재료 
안전 내진 KEPIC 
τI=ri -j「[ E。: 二t그j Code 등급 

안내관 스 T테y인pe레 3스21강 guide tube 3 I IS (l) 

안내블럭 스 T테yp인e레 3스21강 Guide bleak 3 I IS 

〈으￡링 

Spring UNS N07750 3 IS 

스프링집 스 T테y인pe레 3스21강 Spring Housing 3 I IS 

주 :(1) IS = 내부구조물 (intemal structures) 

표 3.2-7 기본 설계자료 

설계자료 설계값 

설계압력 17.0 MPa 

설계온도 3500 C 

전출력시 원자로냉각재의 노심입구온도 2720 C 

전출력시 원자로냉각재의 노섬출구온도 3100 C 

원자로 전출력 가동압력 14.7 MPa 

원자로 전출력 가동시 원자로냉각재 유동량 326 kg/s 

설계수명 30년 

표 3.2-8 가압기 공동별 체적 

공동 체적 (m3
) 

환형공동 1.85 

중간공동 0.79 

드。드。l:}-二 。i2프 jε 1.44 

전체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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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9 중앙덮개를 관통하는 배관 및 계측기 노즐의 위치 

No 이 도I프] 개수 위 치 (단위 rnm) 

가스실린더 연결관 노즐 1 X=O.O, Y=O.O 

X =288.0. Y =0.0 
X=-216.0,Y=0.0 
X=-396.0, 

X=396.0, Y=187 .1 
Y= - 187.1 

2 CEDM 노즐 12 
X=108.0, Y=187.1 

X= - 144.0,Y=-249.4 
X=36.0’ Y=436.5 
X=-144.0, Y=249.4 

X=-36.0, Y=-436.5 
X=108.0, Y=-187.1 

X=-360.0. Y=249.4 
X=360.0, Y= - 249.4 

3 PZR 냉각기 노즐 4 
X=486.4, Y =408.2 X=-486.4, Y= - 408.2 
X=-600.4, Y=206.7 X=596.7, Y= - 217.2 

4 PZR 하부 온도계측기노즐 X=-39.3, Y=-108.1 

5 PZR 상부 온도계측기노즐 1 X=-52.0, Y=90.1 

6 PZR 압력계측기 노즐 4 
X=-259.8, Y=150.1 X=259.8, Y=150.1 
X=-262.4, Y=-151.4 X=251.2, Y=-150.8 

7 PZR 수위계측기 노즐 2 X=93.4, Y=43.6 X=-110.1, Y= - 106.3 

8 ICI 노즐(18개 안내관) 3 
X=472.4, Y=49.7 

X =-193.2, Y =- 433.9 
X=-279.2, Y=384.3 

9 원자로수위계측기 노즐 2 X = 180.0, Y =436.5 X=36.0’ Y=-311.8 

주)A. 계측기의 위치정보는 참고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설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B. 가스실린더 연결관 노즐은 가압기 중앙덮개만 관통하여 가압기 상부에 연 

결되며 가압기 내부로 연장되지 않는다. 

c. 가압기 하부 온도계측기는 중앙공동 하부에서 250.0rnm 위에 위치한다. 
D. 가압기 상부 온도계측기는 중앙공동 250.0rnm 아래에 위치한다. 
E. 가압기 압력계측기는 중앙덮개만 관통하며 중앙공동에 연결배관이 없다. 
F. 가압기 수위계측기는 중앙공동 바닥까지 배치된다. 
G.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은 가압기를 관통하여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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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가압기 기 본설 계 자료 

설계자료 설계값 

설계압력 17.0 MPa 

설계온도 3500 C 

원자로 전출력 가동압력 14.7 MPa 

가압기 외부 운전온도 3100 C 

가압기 내부 운전온도 1200 C 이하 

냉각재 최소 설계 유량 326.0 kg/s 

60.0 Hz (3600 rpm) : 고속운 전 
주냉각재 펌프 회전수 30.0 Hz (1800 rpm) : 중속운전 

18.3 Hz (1100 rpm) : 저 속운 전 

300.0 Hz : 고속운전 
주냉각재 펌표날개 회전 주파수 150.0 Hz : 중속운 전 

91.7 Hz : 저속운전 

설계 수명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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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냉각재 화확적 환경 

성분 허용치 

pH(@ 25 0C) 5.8 - 10.6 

Amrnonia O • 100 ppm 

Dissolved Hydrogen o - 100 cc/kg H20 

Dissolved Nitrogen o - 2000 cc/kg H20 

Dissolved Oxygen saturated air 

Chloride (Cl ) o - 0.15 ppm 

Fluoride (F-) o - 0.15 ppm 

Sulfur (SOl-) o - 0.15 ppm 

Suspended Solid o -2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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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2 가압기집합체 부품별 재료 

걷 iIT r 「?δ1 재료 개수 

Centra1 Cover/중 앙덮 개 MDF A240 321 1 
CEDM Nozzle/CEDM 노즐 SB166 UNS N06690 12 

Torus SeaV환형밀봉체 MDF A213 TP321 1 
Segment Gate/걸 쇠 SA0638 Grade 660 6 

CEDM Cooler/CEDM 냉 각기 MDF A182 F321 12 
CEDM Cooler lnlet Header/ MDF A213 TP321 l CEDM 냉각기 입구헤더 

CEDM Cooler Outlet Header/ MDF A213 TP321 l CEDM 냉각기 출구헤더 
CEDM Cooler Header Clamp Assembly / MDF A240 321 6 CEDM 냉각기헤더 지지대 집합체 

PZR Intemal ShelV가압기 내 부원통 MDF A240 321 l 

PZR Extemal ShelV가압기 외부원통 MDF A240 321 1 

PZR Bottom Plate/내 부 바닥판 MDF A240 321 1 
Wet Thermal Insulator Outer ShelV MDF A240 321 1 

습식단열재 외통 

1st Surge Line/1차 밀 립 관 MDF A213 TP321 6 

2nd Surge Line/2차 밀 림 관 MDF A213 TP321 2 

CEA Extension Shaft Assembly Guide Tube/ MDF A312 TP321 12 CEA 연장봉집합체 안내관 

PZR Seal Ring/가압기 밀봉링 UNS N19903 2 

PZR Cooler/가압기 냉 각기 MDF A213 TP321 1 

PZR Cooler Guide/가압기 냉각지 지지대 MDF A479 321 12 

ICI Guide Tube/ICI 안내 관 MDF A321 TP321 18 

Wet Thermal Insulator/습식 단 열 재 MDF A240 3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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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가압가집합체 부품별 새료(계속) 

걷 %~δ} 재료 개수 

PZR Upper Part Temp. Gauge Guide Tube/ MDF A312 TP321 1 
가압기 상부 온도계측기 안내관 

PZR Lower Part Temp. Gauge Guide Tube/ MDF A312 TP321 1 
가압기 하부 온도계측기 안내관 

PZR Level Gauge Guide Tube/ MDF A312 TP321 2 
가압기 수위계측기 안내관 

Reactor Vessel Level Monitoring Gauge MDF A312 TP321 2 Guide Tube/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 

Flow Reduction Disk / 유동저감디스크 UNS N19903 12 

표 3.2-13 가압기집합체의 질량 

구분 단위질량(kg) 개수 전체질량(kg) 

중앙덮개 4400 1 4400 

가압기 외부원통 670 l 670 

가압기 내부원통 490 1 490 

가압기 바닥판 150 1 150 

1차 밀림관 5 6 30 

2차 밀림관 7 2 14 

CEDM 연장봉 안내관 66 12 792 

가압기 냉각기 190 1 190 

습식단열재 290 290 

습식단열재 외통 840 1 840 

CEDM 해체 A프링 10 1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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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 위쪽에 설치되는 계측 및 전력케이블의 종류 및 개수 

항목 전선수 위치 비고* 

1 CEDM A 랩 모터 전력케이블(전원공급) 12 중앙덮개 

2 CEDM 전자석 전력케이블(전원공급) 12 중앙덮개 

3 CEDM 위치지시기 신호 케이블 48 중앙덮개 0 

4 CEDM 초음파센서 신호 케이블 72 중앙덮개 

5 MCP 전력 케이블(전원공급) 6 환형덮개 (Later) 

6 MCP 회전속도 측정기 신호케이블 8 환형덮개 (Later) 

7 MCP Thermocouple 신 호케 이 블 2 환형덮개 (Later) 

8 SG 입구온도계측기 8 환형덮개 

9 SG 출구옹도계측기 4 환형덮개 

10 PZR 상부온도계측기 1 중앙덮개 

11 PZR 하부온도계측기 1 중앙덮개 

12 PZR 수위계측기 2 중앙덮개 

13 환형공동 수위계측기 2 환형덮개 

14 노내계측기 18 중앙덮개 

15 원자로수위 계측기 (RVLMS) 2 중앙덮개 

16 음향누설감시센서 6 (Later) 

17 금속파편탐지센서 4 (Later) 

18 MCP 진동감시센서 6 (Later) 

* 단속패널(RDP)을 거치지 않고 직접 AE쪽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비고에 O 표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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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 환형덮개 및 중앙덮개 위쪽에 설치되는 배관의 종류 및 개수 

개수 위치 

1 가스설린더 연결관 노즐 1 중앙덮개 

2 가압기압력계측기 노즐 4 중앙덮개 

3 가압기 냉각기 노즐 4 중앙덮개 

4 CEDM 냉각기 헤더 노즐 2 중앙덮개 

5 안전주입계통 배관 노즐 4 환형덮개 

6 정지냉각계통 배관 노즐 2 환형덮개 

7 충전 및 정화계통 배관 노즐 2 환형덮개 

8 MCP 냉각기 노즐 4 환형덮개 

표 3.2-16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기기등급 분류 

구분 안전등급 품질그룹 내진범주 
KEPIC 
코드등급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1 B M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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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7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재질 

번호 -님r， 효s- 며 。 재질 개수 

1 상판 (Top Plate) MDF A240 304 1 

2 지 지 원 통 (Support Cylinder) MDF A240 304 1 

3 하판 (Bottom Plate) MDF A240 304 1 

4 
계측케이블용 단속패널 (Instrument 

MDF A240 304 2 
Cable Disconnect Panel) 

5 
전력케이블용 단속패널 

(Power Cable Disconnect Panel) 
MDF A240 304 2 

6 인양블록 (Lifting Block) MDF A182 304 3 

7 지지블록 (Support Block) MDF A182 304 6 

8 지 지 팔 (Support Arm) MDF A182 304 6 

9 지 지 받침 대 (Support Seat) MDF A182 304 6 

10 지 지 기 둥 (Support Column) SB166 N06600 6 

11 팔고정볼E (Arm Fixing Bolt) MDF A479 XM- 19 18 

12 원통고정볼E (Cylinder Fixing Bolt) MDF A479 XM -19 12 

13 
가스실린더 연결관 구속장치 

(Restraint for Gas Cylinder Line) 
MDF A240 304 1 

14 
가압기압력계측기 배관 구속장치 

(Restraint for PZR Pressure Gauge Line) 
MDF A240 3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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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8 과기부고시에서 요구하는 감시시편함당 시험편의 종류와 개수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파괴인성시험편 

(Charpy 시 험 편 ) (1/2 CT 시험편) 
모재 

(주가공방향에 평행) 
12 3 4 

모재 
12 3 4 

(주가공방향에 수직) 

용착금속 12 3 4 

용접열영향부 12 

표 3.2-19 감시시편함에 들어가는 시험편의 수량 및 종류 

시험편의 종류 시험편의 수량 

방향 
모재 용착금속 열영향부 합계 

샤피충격 
가로 12 12 12 36 

시험편 세로 12 12 

파괴인성 
가로 4 4 8 

시험편 (1/2T) 세로 4 4 

가로 4 3 7 
인장시험편 

세로 3 3 
합계 39 19 1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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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0 감시시편함에 들어가는 시험편의 총수량 및 종류 

시험편의 종류 
시험편의 -까「‘ 그rJ= 

방향 
모재 용착금속 열영향부 합계 

샤시피험충편격 
가로 36 36 36 108 
세로 36 36 

파괴인성 
가로 12 12 24 

시험편 (1/2T) 세로 12 12 
가로 12 9 - 21 

인장시험편 
세로 9 9 

합계 117 57 36 210 

표 3.2- 21 중성자 조사전시험용 시험편의 수량 및 종류 

시험편의 
「/i‘- 그 ‘ 5L-

1:Z5-7 ET 
방향 

모재 용착금속 열영향부 합계 

낙중시험편 가로 12 12 12 36 

샤피충격 가로 24 24 24 72 

시험편 세로 24 - 24 

예균열 샤피 가로 12 12 24 
시험편 세로 12 12 

1T 가로 8 8 16 

파괴인성 1/2T 가로 4 4 8 
시험편 1T 세로 4 - 4 

1/2T 세로 4 4 

가로 12 12 24 
인장시험편 

세로 12 12 

합계 128 72 36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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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조사전시험 및 조사후시험용 시험편의 수량 및 종류 

시험편의 -까「‘ 그 각31「-

τ:g5-1 ET 
BJ-"ÕJ: 

모재 용착금속 열영향부 

낙중시험편 가로 12 12 12 

샤피 가로 60 60 60 

충격 시험편 세로 60 

예균열 가로 12 12 

샤피시험편 세로 12 

1T 가로 8 8 

파괴인성 1/2T 가로 16 4 

시험편 1T 세로 4 

1/2T 세로 16 

가로 24 21 
인장시험편 

세로 21 

합계 245 117 72 

표 3.2-23 ASTM E 1214에 서 추천하는 온도감시 자 
후보합금 

감사 자 합금 (weight %) 용융온도 (OC) 

Cd-17.4 Zn 266 

Au-20.0Sn 280 

Pb-5.0Ag-5.0Sn 292 

Pb-2.5 Ag 304 

Pb•1. 5Ag-1.0Sn 309 

Pb-1.75Ag-0.75Sn 310 

Cd-1.2 Cu 314 

Cd 321 

Pb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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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6 

180 

60 

24 

12 

16 

20 

4 

16 

45 

21 

434 



재료 

니오륨 

우라늄 

철 

니켈 

구리 

티타늄 

코발E 

표 3.2-24 온도감시자의 용융온도범위와 운전온도의 비교 

상용로 (울진 3， 4호기 ) SMART 연구로 

저온관 운전온도 295.80 C 2720 C 

고온관 운전온도 327.30 C 3100 C 

온도감시자 온도 
2800 C. 2920 C 2660 C. 2800 C 
3040 C. 3100 C 3040 C. 321 0 C 

표 3.2-25 감시시편함 온도감시자로 사용되는 재료의 성분과 
용융점 

재료 성분(wt %) 용융점。C (OF) 

82.6 Cd + 17.4 Zn 266 (511) 

80.0 Au + 20.0Sn 280 (536) 

97.5 Pb + 2.5 Ag 304 (580) 

Cd 321 (610) 

표 3.2-26 중성자감시자에 사용되는 재료 

반응식 
문턱에너 

반감기 참고문헌 
지 (MeV) 

Nb93(n, n')Nb93m 0.5 5890 일 ASTM E 1297 [참고문헌 3.2.2.23] 

U238(n, f)Cs137 1.5 30.0 년 ASTM E 704 [참고문헌 3.2.2.24] 

Fe54(n, p)Mn54 2.2 312.1 일 ASTM E 263 [참고문헌 3.2.2.25] 

Ni58(n, p) 2.1 70.86 일 ASTM E 264 [참고문헌 3.2.2.26] 

Cu63(n,a)Co60 5.0 1925.1 일 ASTM E 523 [참고문헌 3.2.2.27] 

Ti46(n, p)Sc46 4.4 83.81 일 ASTM E 526 [참고문헌 3.2.2.28] 

Co59(n, ìí )Co60 열에너지 1925.5일 ASTM E 481 [참고문헌 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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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7 감시시편함의 인출시기 

감시시편함 번호 원주방향 위치 인출시기 

30。 690 EFPD 

2 150。 2070 EFPD 

3 270。 2760 EFPD 

표 3.2-28 시험편 위치의 선배율 

반경방향 위치 중성자조사량 선배율 

111.7 mrn (내측시험편 위치) 6.497 E+19 6.11 

112.6 mrn (외측시험편 위치) 5.700 E+19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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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9 주요 위치의 평균온도 및 관련 물성치 

위치 온도("C) Mat. 1ndex 

PZR 중앙덮개 205 @ SA240 CCOV 

걸쇠 (segment gate) 257 @ SA508 T257 

PZR 내부구조물 100 @ SA240 P1NN 

PZR 외부구조물 310 @ SA240 POUT 

원자로용기 상부(환형덮개) 310 @ SA508 T310 

원자로용기 상부 310 @ SA508 W310 

원자로용기 노즐 부분 310 @ SA508 NOZ 

원자로용기 중간부분 292 @ SA508 W293 

원자로용기 하부 274 @ SA508 W275 

원자로용기 지지 스커트 274 @ SA508 T275 

lST( 웰) 100 @ SA508 1ST 100 

1ST 내부차폐체 100 @ SA508 1ST SHIELD 

노심지지원통 상부 310 @ SA240 T310 

노심지지원통 중간 310 @ SA240 T310 

노심지지원통 하부 292 @ SA240 T293 

하부노섬지지판 274 @ SA240 LFAP 

바닥차폐판 274 @ SA240 T274 

UGS 원통 310 @ SA240 T310 

상부노심지지판 310 @ SA240 UFAP 

중간노심지지판 310 @ SA240 MFAP 

상부제어봉안내판 310 @ SA240 UCEA 

하부제어봉안내판 310 @ SA240 LCEA 

외측차폐체집합체 상부 310 @ SA240 D1SP 

외측차폐체집합체 하부 292 @ SA240 T293 

펌표덕 E 집합체 310 @ SA240 T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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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0 노심지지관련 다공 판의 등가 물성치 

구조물 E*(GPa) V G (GPa) 밀도(kg/m') 비고 

상부노섬지지판 12.0 0.5 4.0 4286 SA240 UFAP 

중간노심지지판 15.8 0.5 5.27 2341 SA240 MFAP 

하부노섬지지판 22.7 0.486 7.638 3034 SA240 LFAP 

상부제어봉안내판 15.8 0.5 5.27 2341 SA240 UCEA 

하부제어봉안내판 15.8 0.5 5.27 3034 SA240 LCEA 

표 3.2-31 모텔에 적용할 재료의 물성치 

Mat. Set/No. E G CTE X 10 6 밀도 온도 
(GPa) V (GPa) (rrνnνK) (kg/m') ("C) 

SA240 UFAP 12.0 0.5 4.0 17.12 3893 310 

SA240 MFAP 15.8 0.5 5.3 17.12 3158 310 

SA240 LFAP 22.7 0.486 7.6 16.94 3646 274 

SA240 UCEA 15.8 0.5 5.3 17.12 2880 310 

SA240 LCEA 15.8 0.5 5.3 17.12 2947 310 

SA240 CCOV 182.9 0.3 70.4 16.55 6931 205 

SA508 T257 177.2 0.3 68.1 13.03 7852 257 

SA240 PINN 189.5 0.3 72.9 15.87 13854 100 

SA240 POUT 174.4 0.3 67 .1 17.12 13854 310 

SA508 T310 174.3 0.3 67.0 13.33 7852 310 

SA508 W310 174.3 0.3 67.0 13.33 9262 310 

SA508 NOZ 174.3 0.3 67.0 13.33 8290 310 

SA508 W292 175.3 0.3 67.4 13.23 9262 292 

SA508 W275 176.3 0.3 67.8 13.13 9262 274 

SA508 T274 176.3 0.3 67.8 13.13 7852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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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08 186.6 0.3 71.8 12.06 9755 100 1ST 100 
SA5081ST 186.6 0.3 71.8 12.06 7852 100 SHIELD 

SA240 T310 174.4 0.3 67.1 17.12 7852 310 

SA240 T293 175.7 0.3 67.6 17.03 7852 292 

SA240 T275 177.0 0.3 68.1 16.94 7852 274 

SA240 D1SPL 174.4 0.3 67.1 17.12 4405 310 
SA240* 174.4 0.3 67.1 17.12 310 DUMMY 

표 3.2- 32 웰 요소의 단면 물성치 

Real Section Thickness Remark No. Name (mm) 

21 ALIGN 5.197 

22.35 DUCT BEAM 1.0 

23.36 DUCT SUPP 10.5 

24 DISPL SHELL 79.4 

25. 33 COMB 7.286 

26 BOTTOM BOLT 2.187 

27. 34 SSN PINS 18.086 

28. 37 SSN SLEEVE 10 웰 요소로 처리된 부분 

29 DUMMY THICK 0.1 Solid로 연장된 부분 

30 1ST PINS 7.379 

31. 32 PIN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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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3 연성 구조물 및 위치 

구조물 구조물 구조물 

가압기 노심지지원통 냉각수 창문 펌죠덕 E 

펌표덕 E 노심지지원통 냉각수 창문 하부 

증기발생기 하부 측면차폐체집합체 상부 평판 

원자로용기 측면차폐체집합체 Sleeve 

표 3.2-34 웰 축대칭 요소의 연성 위치 및 구조물 

구조물 연장할 젤 요소 연장 대상 구조물 

가압기 내측 웰 요소 
중앙덮개 

가압기 바닥 

지지원통 
환형덮개 

펌표덕 E 상부 
펌효덕 E 

유동분배판 지지용 보 요소 
펌효덕트 하부 

유동분배판 

측면차폐체 
측면차폐체집합체 연결핀 측면차폐체 

집합체 

표 3.2-35 ANSYS의 하중조합 조건 

LC No. 하중 구성 비고 

압력* 
원자로용기 및 가압기 중앙덮개 14.7MPa 

1 
1ST l.OMPa 

2 자중 
중력가속도 (수직방향) 

내부구조물 절점 하중 

3 온도 표 3.2-29 참조 

4 조합 LCl + LC2 + L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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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6 가압기 주변의 변위 (단위. mm) 

절점 하중조건 반경 방향 (r) 수직방향 (y) 비고 

압력 0.0 2.54 
가압기 

온도 
(n6475) 

0.0 10.88 

NOP 0.0 13.15 자중 포함 

압력 0.0 2.50 
가압기 

(n6474) 
온도 0.0 10.27 

NOP 0.0 12.58 자중 포함 

표 3.2- 37 환형덮개 주변의 변위 (단위. mm) 

절점 하중조건 반경 방향(r) 수직방향 (y) 비고 

압력 0.34 0.63 
환형덮개 

온도 5.70 11.84 
(n3086) 

NOP 6.03 12.27 자중 포함 

압력 0.47 1.70 
환형덮개 

(n6480) 
온도 2.63 11 .40 

NOP 3.09 12.88 자중 포함 

표 3.2- 38 원자로용기 주변의 변위 (단위. mm) 

절점 하중조건 반경 방향(r) 수직방향 (y) 비고 

압력 0.33 0.68 
SG 노즐 

온도 6.58 5.57 
(n3224) 

NOP 6.91 6.04 자중 포함 

원자로용기 압력 0.23 0.28 

하단 온도 0.0 7.50 
(n3557) NOP 0.0 10.45 자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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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9 1ST 주변의 변위 (단위. mm) 

절점 하중조건 반경 방향(r) 수직방향 (y) 비고 

압력 0.04 0.04 
1ST 상부 

온도 2.66 2.41 
(n3847) 

NOP 2.69 2.37 자중 포함 

압력 0.03 0.66 
1ST 상부 

온도 1.93 1.66 
(n3861) 

NOP 1.95 2.12 자중 포함 

압력 0.0 -2.83 
1ST내통 하단 

온도 0.0 3.21 
n3854 

NOP 0.0 5.90 자중포함 

압력 0.0 1.05 
1ST외통 하단 

온도 0.0 1.18 
n3859 

NOP 0.0 -0.30 자중포함 

표 3.2-40 1ST 하부 플랜지 하중(지지 하중) 

즈
 
。하

 
전단하중 (H) 

1.6109E8 

축방향 하중(V) 

3.0317E6 

모멘트 (M) 

1. 6545E7 

Unit) N, N-m 

크기 

표 3.2-41 원자로집합체 구조물의 질량 

구조물 항목 Rev.01 Rev.02 비고 

증기발생기 Node3006 377 
Sub 4529 4529 

펌효 Node4200 247 
Node4210 546 

Sub 1586 1586 
CEDM Node 3535 1489 

Node 3615 1531 3020 node only 
기타[13] 498 PZR로 이동 

Ext. Shaft 87 117 PZR로 추가 

Sub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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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집합체 전체 (295개) 9352 
Sub 9352 8850 개정 

노심지지배럴 노심지지원통 4178 4015 
CE원l앓ide 188 
중간노심지지판 289 256 
Comb 및 기타 55 
바닥차폐판 638 1477 바닥차폐체포함 

Sub 5348 6704 
UGS - 기타 상부노섬지지판 1149 

상부제어봉안내판 129 
하부제어봉안내판 133 
정렬핀 및 기타 37 
지지원통 441 

Sub 1889 2923 UGS 기타포함 
UGS관련기타 베어링 및 판 696 

CEA 415 
Sub 1111 UGS 참조 

원자로용기 환형덮개 20651 23690 스터드포함 

상부원통(노즐) 26421 
하부원통 18207 
바닥 웰 8082 
지지원통 3135 
지지 핀 222 

Sub 76718 95142 
바닥 차폐체 측면철첼체와 1198 

Sub 1198 CSB참조 

측면차폐체 전체 차폐체 17172 
(SCN) 연결장치 26 

Sub 17198 8870 FMHA로 개선 

SG 주변구조물 연결봉 225 
최상부판 435 
두번째판 420 
표준판 5932 제거 

바닥판 411 
너 E 11 
Sub 7434 제거 

유동분배판 지지원통 1479 
분배판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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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1737 펌굉닫묶로 
펌쿄덕 E 덕 E 전체 833 

Sub 833 1862 유醫H판 

가압기 일차밀림관 57 
/ 

이차밀림관 45 
중앙덮개 4407 
원통(전체) 2800 
냉각기 234 
Sub 7543 10433 CEDM부가질량 

내부차폐탱크 전체(냉각수제외) 112799 
Sub 112799 130207 설계변경 

냉각수 내부차폐탱크 12960 14296 1ST개정반영 

원자로내부 11746 13724 
가압기 1871 2404 
Sub 26577 30424 
합계 279456 305043 9% 증가 

표 3.2-42 원자로집합체 계통 모델의 질량 모델 

절점번호 좌표(y， m) 질량(kg) 

115 -0.288 25772 
134 0.775 16345 
140 1.537 26179 
160 -2.339 13398 
166 3.636 16508 
185 4.903 11915 
705 0.464 246.5 
7705 0.464 246.5 
310 -2.660 7367 
326 -5.500 3730 
330 5.120 12227 
316 4.053 18392 
354 3.859 25802 
322 5.081 3413 
364 -3.980 28947 
374 3.980 32506 
384 3.785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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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0.168 6811 
414 1.327 1129 
426 1.475 4688 
456 1.517 209 
824 1.208 2169 
877 4.956 1477 
874 4.758 614 
841 2.427 1848 
837 • 3.586 2444 
897 3.337 1075 
607 0.598 55 
7607 0.598 55 
620 1.209 360 
632 -1.389 140 
513 4.101 3044 
553 -4.216 3878 
570 -4.212 1948 
520 4.974 0 
3006 2.477 377.4 
3016 2.477 377.4 
3026 2.477 377.4 
3036 2.477 377.4 
3046 2.477 377.4 
3056 2.477 377.4 
3066 2.477 377.4 
3076 2.477 377.4 
3086 2.477 377.4 
3096 -2.477 377.4 
3106 -2.477 377.4 
3116 2.477 377.4 

4010 0.111 793 
4210 0.111 793 
3535 0.772 1490 
3615 0.466 1531 
910 -3.102 5000 
920 -4.138 3850 

합계 2.9923 3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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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3 건물의 국부 강성 

l :lJ-"8"J= Translation (N/m) Rotation (N . m/Rad) 비고 

X 1.23E11 1.66E12 

Y 2.95E11 1.20E12 수직방향 

Z 1.23E11 1.66E12 

표 3.2-44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해석 결과 

X Y Z 
MODE Freq.(Hz) 비고 

Ratio Ratio Ratio 

1 3.1535 0.1% CEDM Guide Tube 

2 3.1535 0.1% ’l 

3 11 .4578 4.0% FA, CSB, FMHA 

4 11.4751 4.0% ” 

5 22.1323 0.1% CEDM Guide Tube 

6 24.6373 5.8% CEDM, RV, PZR, Duct 

7 24.701 6.3% ” 

8 30.7649 40.5% 
CEDM, PZR, Duct, CSB, RV, 

MCP 

9 30.8238 40.5% ” 

10 37.1384 15.4% Duct, CSB, FA 

11 37.2589 16.4% CSB, RV, FMHA 

12 37.4268 - - 16.0% ” 

13 38.3263 - 5.5% Duct, CSB, F A 

15 46.7156 3.5% Rotational Mode 

16 47.3004 3.2% ” 

20 58.0998 40.6% RV, PZR, FM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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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5.9526 1.3% Rotational Mode 

22 66.1719 1.3% ” 

26 87.8198 1.1% Rotational Mode 

27 88.4013 2.7% FMHA 

28 93.286 2.3% Rotational Mode 

29 97.0264 1.9% ” 

30 116.097 14.0% SGs. 1ST 

31 116.145 13.5% ” 

42 119.967 8.3% SG 

43 120.039 8.5% ” 

64 175.459 1.5% Rotational Mode 

65 175.493 1.5% ” 

69 195.552 16.0% PZR, IST 

PZR. 1ST. FMHA. CSB. SG 
71 201.596 17.6% 

MCP 

103 375.896 1.4% 1ST, RV, Duct, MCP 

계 97.8% 99.2% 97.8% 

표 3.2-45 개정된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변화 

-까「‘ i τSr4 수직 
개정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00 19.5 23.4 31.2 36.3 12.9 121.5 

01 11.0 23.5 29.5 38.7 64.3 121.7 

02 11.5 24.6 30.8 37.3 37.1 58.1 

단위)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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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46 지진 하중으로 인한 원자로집합체 주요 위치의 동적 변위 

변위 (m) 회전변위 (rad) 
노즐 위치 하중 

수평(동서) 수평(남북) 걷l二~ 수평(동서) 수평(남북) 각，:x -11 

원자로 OBE 3.992E- 5 4.001E-5 1.033E- 5 7.825E-6 8.029E-6 1.192E-8 

용기상부 SSE 7.741E- 5 7.870E-5 2.042E- 5 1.401E-5 1.476E-5 2.108E-8 

증기발생기 OBE 3.198E-5 3.185E- 5 1.013E-5 4.956E- 6 5.006E-6 8.398E • 9 
카세 E 노즐 

위치 SSE 6.138E-5 6.351E-5 2.003E-5 1.013E-5 9.460E-6 1.485E-8 

원자로 OBE 2.221E-5 2.232E- 5 1.048E-5 4.247E- 6 4.296E-6 8.0낌E-9 

용기하부 SSE 4.307E-5 4.564E-5 2.072E-5 8.756E- 6 8.078E-6 1.423E-8 

OBE 2.204E-5 2.200E-5 9.176E- 6 4.645E-6 4.691E-6 5.348E-9 
1ST 상부 

SSE 4.298E-5 4.486E-5 1.815E- 5 9.477E-6 8.872E-6 9.457E-9 

표 3.2-47 내부차폐탱크집합체 하부의 지진 하중 

짧편흔 Fh* Fv** Mh* 

456095 311978 785041 

OBE 457852 301685 785228 

457852 311978 786450 

926135 618436 1578873 

SSE 859746 594697 1452602 

926897 618436 1578873 

* Fh, Mh : 수평방향의 하중 및 모멘트 (N, N . m) 
** Ft, Mt : 수직방향의 하중 및 모멘트 (N, N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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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48 노즐의 파단으로 인한 추력 하중 

노즐 
운전압력 내경 K 면(m점ι) Thrust 비고 (Mpa) (mm) (N) 

증기노즐 3.45E+06* 70 1.26 3846.5 16721 K=1.26 

二H그 기 è.‘ 4 1--드돋즈E 4.62E+06* 36 2.00 1017.4 9400 Saturated water 
K=2.0 

개스노즐 1.47E+07 52 1.26 2122.6 39316 K=1.26 

SI 노즐 1.47E+07 50 1.26 1962.5 36349 편심 모멘E ， K=1.26 

SC 노즐 1.47E+07 50 1.26 1962.5 36349 편섬 모멘E ， K=1.26 

표 3.2-49 격실차압하중 목록 

높이 (m) 단면적 (m2) 
압력계수 

계수(N) 절점위치 (psi->Pa) 

2.5 ~ 0.0 12.69 43747 336 

o ~ +2.7 8.37 28855 132 

6.558 45216 100 
+2.7 ~ +7.0 6894.7573 

2.026 13969 400 

0.518 3571 
4000 MCP 
4200 

0.229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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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0 배관파단 해석을 위한 하중 조합 

하중 

방향 케이스 6p 
(k JgI[) 

BNL 조합 결과 

(psÎ) (kg[,102kg[ . mrn) Thrust(N) 

RC-N10 P5 ]14 
댈괴 

39316 
1nter. 파단 제외 

수직 S1-Nx/Ix P5 All Fr:6093 편심 Moment 적용 

6093 Mr:19538 36349 S1-N1 CD 해석 
Fr( -Y)=Q9772 N 

All Fr:6093 SC-Nx/Ix P5 
Mr(+x)=84020 N.m 

6093 Mr:19538 36349 

MS-Nx P3 All Fr:2851 
2851 Mr:42588 16721 

6p 비교 : P3 적용 
Fr:11250@ 

MS-1x P3 11250(2) 
MSLB sub. comp. 

Mr:42588 press. 
수평 MSLB inter. J1 

FW-Nx P4 All Fr:1532 
1532 Mr:5901 10174 MSLB thrust 

(MS-N3) 

FW- 1x P4 5061 Fr:5061 MSLB Înter. BNL 
Mr:5902 

6p: 격실차압하중， J1 : 분사충격하중， BNL: 노즐하중， Thrust : 추력하중 

표 3.2-51 배관파단으로 인한 주요 연계 위치의 변위 

변위 (m) 회전변위 (rad) 

위치 

수평(동서) 수평(남북) 걱l二-3] 수평(동서) 수평(남북) 각，:x -11 

원자로용기 8.723E-06 1.513E-04 4.767E-05 2.465E-05 1.505E- 06 4.110E-07 
λ。.1- 1님「 

증기발생기 6.121E-06 1. 127E-04 4.586E-05 2.468E-05 1.498E-06 3.456E-07 
노즐 위치 

원자로용기 
2.433E-06 2.853E-05 4.507E-05 2.385E-05 1.438E-06 3.217E-07 

하부 

1ST 상부 3.445E- 06 6.508E-05 3.877E-05 2.246E-05 1.343E- 06 1.497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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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 배관파단으로 인한 내부차폐탱크 하부의 하중 

하중 Fh* Fv** Mh* 

내부차폐탱크 하부 857267 1384200 2503894 

* Fh , Mh : 수평방향의 하중 및 모멘트 CN, N . m) 
** Ft, Mt : 수직방향의 하중 및 모벤트 CN,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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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제어용구동장치 

주냉각째멈프 

흰형덮개집힘채 

스터드를트집힘채 

가입기집합채 

노심지지배힐집합체 

핵연료혜널 

CEA연장용집힘채 

유동혼합헤더집합체 

그림 3.2-1 원자로집합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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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랜지 

그림 3.2-2 원자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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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덮개 

KEPIC MNB 

코드적용 경계 

KEPIC MNG 

펌프덕트 

그림 3.2-3 환형덮개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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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입 노즐 (X4) 

흥전 및정화계동 
충전노즐 

환형옆패 

충전 및정화거l통 
유훌노즐 

정지냉각 노즐 (X2) 

주냉각재펌 프 노즐 (X2)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쳐| 
지자기둥 (><6) 

그림 3.2-4 환형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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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링 No. 2 

0-링 No. 1 

그림 3.2-5 0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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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덮개 



를형댈개 

스터드톨트 

너트 

와셔 

원자로용기 

를랜지 

그림 3.2-6 스터드볼트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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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쇠 

고정불트 

걸쇠축 

ft_([).Jl 
고정 볼트-['----1 

( 0 1 
고정 쇠I--~ 

걸쇠축 

그림 3.2-7 걸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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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밀봉체 

환형덮개 

겉쇠 

걸쇠 



/용접부#1 

/變#2
용 접 덧 싫(weld buildup) 

민코낼 buttering 

걸 소1 (segment gate) 

그림 3.2-8 환형밀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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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80. 0’ 

270. 

그림 3.2-9 환형덮개 상부의 노즐 및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 지지기퉁 배치 
(주) 환형덮개 상부노즐 및 지지기퉁의 위치좌표는 다음 페이지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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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t「}1I5I「 π ~‘- 그 ‘ SL-
위치 

X Y 
872.9 252.8 
872.9 -252.8 
1085.0 330.0 

T-111 , SG lnlet Temperature 
8 

1085.0 -330.0 
T-112 Gauge Nozzle - 872.9 252.8 

-872.9 252.8 
-1085.0 330.0 
-1085.0 330.0 
542.5 939.6 

SG Outlet Temperature 542.5 939.6 
T-113 4 

Gauge Nozzle -542.5 939.6 
542.5 939.6 

Annular Cavity Level -342.0 939.7 
L-101 2 

Gauge Nozzle 342.0 939.7 

767.2 767.2 
-767.2 767.2 

SI-1-4 Safety lnjection Nozzle 4 
-767.2 767.2 
767.2 -767.2 
342.0 939.7 

SC-1-2 Shutdown Cooling Nozzle 2 
-342.0 -939.7 

MP-1 
Makeup and Purification 

1 0.0 1180.0 
Letdown Nozzle 

MP-2 
Makeup and Purification 

1 0.0 -1180.0 
Charging Nozzle 

840.0 485.0 
0.0 970.0 

Reactor Head Structure -840.0 485.0 
RHS-1-6 6 

Assembly Support Column -840.0 485.0 
0.0 -970.0 

840.0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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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헝덮개에 용접될 

환헝덕트밀볼링 

유동분배판지지판 

그림 3.2- 10 펌 프덕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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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웰핀 

정렬키 

그림 3.2-11 환형덮개 정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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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플랜지 



중앙덮개 

환형덮개 

정렬키 

노심지지배럴 

그림 3.2-12 노심지지배럴 정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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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원자로용기 지지스커트 
스터드볼트 

원자로용기 
지지스커트 

내부차폐탱크 

그림 3.2-13 원자로집합체 지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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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 

펌프덕든 

노심7\1 7\ 1 배렇 
집할처| 

상부안내구조물 
집합체 

증]1 발썽그 l 
출구온도 
계측기안내관 
집합쳐| 

유동혼합헤더 
칩합체| 

그림 3.2-14 원자로내부구조물을 구성하는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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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성자원봉안내관 

자그λl 
C그 C그 i니 노내계측기안내관 

시
디
 

노
 판
 

님
}
’
 

끼
씨
 

상
 꺼
에
 

지7\1원톨 

베대링미끄럼관 

베머링커|미스 -、 ~ 11 1 1 1 1111 1 I ~ I I 1 1 1 I 111 n_ 상부쩌|머봉 
집합판 ” 、~몽-~ ‘$""""훌|암휠그-빼 Iib. I 톨톨빼 .... 예p ...，.ι괴s 얘g 빠· μ 

효}부저|머봉 
집합판 

w、JU~Uμμ1 1III날때 잃 ! 왜 &WJH \u4Lll내내 h 
상부저|머봉 
안내판 

냉각liH 
유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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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5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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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안내구조물 
?아~λl 
I그 C그 -LI 

상부노심지7\1판 

지7\1 원툴 

베대링미끄럼관 

상부제대볼집합판 

하부제머몽집합판 

상부쩌|머봉안내판 

하부쩌|머봉안내판 

정혈핀 

상부쩌|대봉묘배관 

쩌|머봉 

그립 3.2-16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의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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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XIXI뻐럴 잡급소| 

() 

E그 I걱 c::=그 

노심 XIXI배힐 
정렬키 

가압기밀힘관 
접속구멍 

냄락~H뮤동참 

노심XIXI배릴 

내향플랜 XI 

하부노내계측기만내관 

중간노심지XI판 

하부저|머봉안내관 

하부노심XIXI판 

뮤동거를판집합쳐| 

하단차폐판집합체 

그림 3.2- 17 노심지지배럴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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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느3 

노심7\1 7\1 배혈 

모l항틀랜 π| 

노십7\1 7\1 배훨 
정혈;:1 1 

언~ ~~LH항틀랜7\1 

노심7\1 7\1 배렇 

중간노심7\1 7\1 판 

하부노심 

7\1 7\1 판 

유동거름판 

하단치펴|판집합체 

그림 3.2-18 노심지지배럴집합체의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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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1. 1 
1:1"그→-， 

절럴 71 

뮤동혼합헤더 

7\17\ ICH 

감시 λ|펀합집합처| 

졸더 (3X) 

뮤동혼합허l더 

SG줄구온도계측기안내관 
집합체 하부자지대 (4X ) 

상판 

오|곽안내톨 

외부원톰 

그림 3.2-19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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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환혐덮개 

펌프덕트 

증기발셉기 줄구온도 
계측기안내관 

안내를럭 

A 끄러지 
--c그 ... 

An~1 
--c그 

뮤동온합헤더 
집합체상판 

그림 32-aJ 증기발생기 출구온도계측기 

안내관 집합체의 형상 및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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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면와셔 

그 림 3.2-21 잠금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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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키 

물림쇠 

자물쇠 

하부나사 

그림 32-~ 핵연료채널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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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 。

정렬키 

180。

270。
베어링미끄럼관 

270。

상부노심지지판 

베어링미끄럼관 

단면 B-B 단면 A-A 

베어링미끄럼관이 설치되는 경우 핵연료채널만 체결되는 경우 

그림 3.2-23 핵연료채널이 상부노심지지판에 체결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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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쩌|어몽집합판 

베어링커101 스 

하부제어볼집합판 

제어몽 

그림 3.2-24 제 어 봉집 합체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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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쩌|어를칩합판 

베어링케이스 

하부쩌|어몸집합판 

체|어몰 

그림 3.2-25 제어봉집합체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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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벌저|어몸집합판 

ôl부저l어볼집합판 

제어올 

그림 3.2-26 제어봉집합체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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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집합판 (TYPE A) 
6 PLACES 

제어봉집합판 (TYPE C) 
3 PLACES 

제 어 봉 (399 PLACES) 

제어몽연장축 위치 

12 PLACES 

그림 3.2-27 제어봉집합체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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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케이스 (TYPE B) 
12 PLACES 

노내계측기 위치 

18 PLACES 

베어링케이스 (TYPE A) 
6 PLACES 

제 어 몽집 합판 (TYPE B) 
3 PLACES 

베어링케이스 (TYPE C) 
12 PLACES 



TYPE A 

중성자 

를수재 

TYPE B 

중성자 

홉수재 

그림 3.2-28 제어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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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 

중성자 

홈수재 



부싱 

베어링케이스 

그림 3.2- 29 베어링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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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TYPE 8 

TYPE C TYPE 0 
그림 3.2- 30 베어링케이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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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너트 

상부제어봉안내판 

하부제어봉안내판 

중간노심지지판 

정렬핀 

그림 3.2-31 상부안내구조물 정렬핀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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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줄성자원봉 

상단체결부 

단면 A-A 

상부노심지지판 

주중성자원봄 

상단체결부 

~ 핵연료채널 
상부머리 

상부노심지지판 

주중성자원봉 

주중성자원봉상부안내관 

핵연료채널 

그림 3.2-32 주중성자원봉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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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노심지지판 

하부노내계측기 

안내관 

하부제어봉안내관 

하부노심지지판 

도포갖1 1:::1 
ζ〉 노:1-' 

그림 3.2-33 하부제어봉안내관 및 
하부노내계측기안내관의 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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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마개 



고정몰트 

e ‘3 

고정핀 

그림 3.2- 34 하단차폐판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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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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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35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의 조립순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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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펴|마개 

SHAPE A SHAPE B 

CEA 연장봉집합체 
삽입홈 

SHAPE C 

그림 3.2-36 핵연료채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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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TC 안내관 



재장전집게 

자물쇠 

정렬키 

핵연료채널 

고정외통 

핸연료채널 

정렬키흥 

핵연료채널 물림쇠 

체결홈 

상부노심지지판 

그림 32-37 핵연료채널에 장착된 재장전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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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C) (0) (E) 

그림 3.2-38 핵연료채널의 설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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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결스프링 

내부축 

외부축 

상부암 

하부암 

그림 3.2-39 CEA 연장봉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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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연장봉집합체 

(A) 

--c 

끝단마개 

안내블럭 

:::'l 닙。L 
UI ,-- c:그 

하부제어봉’집합판 

핵연료채널 

(8) 

|| 

이
 

그림 3.2-40 하부제어봉집합판에 CEA 연장봉집합체가 체결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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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냉각기 
노즐 

겉쇠 노즐 

환형밀 

중앙딩개 외항플랜지 

가압기 냉각기 
지지대 

밀몽링 

CEDM 냉각기 해더 

CEDM 노즐 

쇠 

CEDM 냉각기 

압기 외부원통 

가압기 내부원통 

가압기 수위계측기 안내관 

그림 3.2-41 가압기집합체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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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M냉각기 

CEDM냉각기헤더 

환형밀봉체 

걸쇠 

그림 3.2- 42 가압기집합체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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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M노즐 

가압기 냉각기 노즐 

줄앙덮개 

2차밀림관 

밀몽링 

가압기 바닥판 



90 ‘ 

270 

CEDM 냉각기헤더(유입) VIEWA-A 

90 ’ 

VIEW B-B 

CEDM냉각기 헤 더 (유훌) 

그림 3.2-43 CEDM 냉각기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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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판지지대 

고정붙트 

그림 3.2-44 맹각기헤더 지지대 

1-20 . 0기 

0.8J- E-쫓싸 | : : 4 돗 갓 t-=「걱 

-‘ 

+ -• 끊 -~ 
Ø1.6 I 

+ r-• -• -• 
---r-

그림 3.2-45 습식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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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Y) 

180' 

270' 

중앙덮개 상부의 노즐 배치 

구문 영 칭 수량 

G-C 가스실린더 연결관노즐 

T-103 가압기 상부 온도계측기 노즐 

T-104 가압기 하부 온도계측기 노즐 

L-102 가암기 수위계측기 노즐 2 

P-111 가압기 압력계측기 노플 4 

ICI ICI 노즐 3 

RLM 원자로수위계흑기 노줄 2 

PC 가압기 냉각기 노즐 4 

8G-1-6 걸쇠 노줄 6 

CD-1-12 CEDM 노즐 12 

CC-1-2 CEDM 냉각기해더 노즐 2 

RL-1-3 가압기 인양구멍 3 
'---

그림 3.2-46 중앙덮개 상부의 노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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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M냉각기때더 

O' (X) 

CEDM 냉각기헤더 
지지내 



관
 

결
 

연
 

더
 

미E
 싫

 즐 

가
 노
 

/가압기 압력계측기 노즐 

가압기 상부온도계측기 
안내관 

가압기 하부온도계측기 
안내판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 

가압기 수위계측기 

안내관 

습식단얼채 

가압기 바닥판 

계측기안내판 
지지대 

습식단열재 외통 

그림 3.2-47 계측기 안내관의 설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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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덜개 

흰형덤개 

노심지지배힐 

노심지지배릴 
환형덜개 

그림 3.2-48 정렬키를 이용한 가압기집합체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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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덮 

(0) 

(c) 

/비닥핀 

가압기 

냉각기 

그림 3.2- 49 가압기집합체 조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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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lj!윈륭 

(e) 

CEDt.I냉악기허|더 

” ” 7 

/ 
I 
l 
、

그림 3.2-49 가압기집합체 조립절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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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밑용처 

겉쇠 



계측케이블용 

단속패널 

전력케이블용 

단속패널 

지지팔 

지지기둥 

。loJ~프트료 
L...!。를-， 

팔고정볼트 

상판 

가압기압력계측기배관 
구속장치 

그림 3.2-50 원자로상부구조물집합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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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원통 

지지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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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원자로상부구조물집 합체 (Top View) 

-210-



ALMS Coble 
Recep. Ponel 

LPMS Coble 
Recep. Ponel 

MCP Vibrotion 
Monitoring 
Sensor Coble 
Recep. Ponel 

2‘0.0 

CEDM Power Coble 
Receptocle(CIR02RG-20) Ponel 

MCP Power Coble 
Recoptocle(CIR020R-22) Ponel 

(1) Power Cable Disconnect Panel 

.0 

ICI Coble CEDM u/s Coble I, PZR Level Monitoring Coble 
Recep.(CIRT8-18) Ponel Recep.(PSSHTC-5/6) Ponelf Recep.(CIR030CF -36) Ponel 

i짧 i짧 밟-몫굉-강JT몫펙「뚫 { 
1짧{ :핍{후 후 {압 후 f압 짧i{ k4j ; 

}편 i썩 i팡 팡 벌 팡 팡 례i x:±TX l 

i팎 i짧많 후 {퓨 {갑 작} 웹L씌」 
:월샤표ii팝 f륨 후 각} 솟압 뿔i「끄;기 
i웹 !뽑 난삼 감ξ훈-검즈즈용-좌관혈?」 
}책: 1훤 짧핏릎초월 {필-꿇l 

!웹 i짧혈 }짧二짧￥벌 환〕뿔-꿇 많평 

500.0 

SG Temp. Gouge Coble 
Recep.(CIR030CF -18) Ponel 

MCP Monitoring Coble 
Recep.(CIR020R-10SL) Ponel 

PZR Temp. Gouge Coble 
Recep.(CIR030CF -18) Ponel 

RV Level Monitoring Coble 
Recep.(CIR030CF -36) Ponel 

(2) Instrument Cable Disconnect Panel 

그림 3.2 • 52 전력 및 계측케이블용 단속패널의 콘넥터 배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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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수평방향 고속중성자조사량의 분포 (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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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54 수직 방향 고속중성자조사량의 분포 (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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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잠금쇠 (><24) 

증기발썽기 
커서|톤 

h엮
 

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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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훤
 촬
 째
 

감시시편함 
집합체 #2 

(@ 1500
) 

180. O. 

노심지.7\ 1 배럴 

원자로용기 270. 
상부안내구조물 

지지원통 

감시시펀함 
집합체 #3 
(@ 2700

) 

그림 3.2-55 감시시편함의 원주방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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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그림 3.2- 56 감시시편함의 수직방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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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그림 



〉
혀
흡
잉
〈
 늘
버
톨
흩
〈
룰
。Q
 t
ω톨
。
」
 

t-환i 

노{ 

〉
혀
홉
”
”
〈
 』
흐
버
흐
톨
〈
톨
。Q 훌
버
&
&
그
 

g
I
를
w
a
 t
톨
릎
 

홉
훌
엉
‘
”
 t
를
훌
 

~ 

g
@
I톨
홉
 
t
를
흩
 

e

뚫
顯
 

훌
를
§
 

g
톨
월
”
 ~ 
쇄
앓
짧
 

빼
흩
낼
훌l
 

tii‘‘ 
Igga• 

~ 

훌
t
F흩
삐l
f
 안톨
톨
8
 
N、-
l
L

그림 3.2-58 감시시험편의 배치 및 
감시시편함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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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원자로집합체의 주요 위치의 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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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덕트 

CSB 
SG 

SSN 

그렴 3.2-60 연성 (coupling) 조건을 설정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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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압력하중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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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 원자로집합체의 변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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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 8.0 
PLOT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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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 An~lysis of SMP65 

응력강도 분포 (가) 원자로집합체의 

응력집중부 

응 력 분포 (Stress Intensitv 기 준 ) 

(다) 환형덮개 (나) 원자로용기 하부 

압력하중에 의한 원자로집합체의 

찌
 

그림 3.2-63 



lV jl 

(가) 상부노심지지판 (나) 1ST 외통 및 차폐원통 부분 

그림 3.2-64 자중에 의한 응력강도의 분포 

(가) 원자로용기 지지원통 (나)IST 하부 플랜지 

그림 3.2-65 온도에 의한 응력강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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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원자로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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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평 방향 1차 모드(40.3Hz) 

h‘ 

(다) 수평 방향 3차 모드(70.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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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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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라) 수직 방향 1차 모드(70.5Hz) 

그림 3.2- 67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 연성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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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68 가압기의 동특성 모델 및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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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0 펌프덕트의 동특성 모댈 및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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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 원자로집합체의 동특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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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1 SUB =8 SUB =2O 
FREO=3.154 FRÉO;30.765 FRËã~58. 1 

(가) 수평방향 1차 모드 (나) 수평방향 3차 모드 (다) 수직방향 1차 모드 

그림 3.2-72 주요 진동 모드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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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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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5 원자로용기 노심영역의 
유한요소 모텔 (a =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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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7 냉각운전의 한계콕선 
(원자로용기 노섬 영 역， a =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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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가발생기 

3.3.1 설계요건 및 기준 

3.3.1 .1 일 반요건 

증기발생기는 65MWt의 열출력을 갖는 일체형원자로 SMART 연구로에 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 내벽과 노심지지 원통사이에 설치할 수 있도록 127R 의 차세트 

로 나뉘어 설계한다. 원자로에 내장되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치밀해야 하므로 관류 

식 나선형 증기발생기로 설계한다. 하나의 증기발생기카세트의 형상은 그립 3.3-1과 

같으며 그 열출력은 5.44MWt이다. 단위카세트에 대한 핵심요건과 기본사양은 표 

3.3-1과 같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안전등급은 ANSI! ANS 51.1에 의해 1등급으로 분류되며， 원자 

로냉각재의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부위의 설계등급은 KEPIC MNB에 준해 1등급으 

로 분류되어 이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상용로와 달리 SMART 연구로에 내장되는 

증기발생기카세트는 일차측과 이차측이 모두 1등급 기기로 설계되는 것이 특정이 

다. 품질등급은 Reg. Guide 1.26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하고 KEPIC QAP를 준용한 
다. 

3.3.1.2 환경 요건 

증가발생기 카세트는 원자로에 내장되므로 격실내부의 환경요건은 노즐부위에서만 

만족하면 된다. 그러나 원자로에 내장되므로 일이차측 수화학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증기발생기카세트 설계시방서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증기발생기는 노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중성자조사를 받게되어 재료성질의 

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카세트가 받는 최대 중성자조사량은 

1x1019n!cm2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자로 설계 시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증기발생기카세트는 설계수명 15년 동안 정상운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압력， 

중성자조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설계기준사고 Cdesign basis 

accident) 1-]- 그 이후에도 구조적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안전기능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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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성능요건 

증기발생기카세트는 설계수명 15년 동안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면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형상적/구조적요건 

(a) 가세트 수 

(b) 차세트당 모률 수 
(c) 일차계통 설계온도 

(d) 일차계통 설계압력 

(e) 이차계통 설계온도 

(f) 이차계통 셜계압력 

(g) 일/이차계통 차압설계 요건 

(h) 이차계통 증기/급수 차압설계요건 

(i) 전열관 수/카세트 

(j) 전열관 열수/카세트 
나) 열수력 운전변수요건 

(a) 일차계통 유량(=316/12) 

(b)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c)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d) 일차측 운전압력 

(e) 전열면적/카세트 

(f) 관막음여유도 

(g) 이차측 급수온도 

(h) 급수유량(100% 출력 )/카세트 
(i) 일차측 압력강하 

(j) 이 차측 오리 피 스압력 강하(50 oc water, 3.45MPa, 0.55m/s) 
다) 출력/증기 요건 (노즐 출구) 

(a) 중기온도 (중기노즐출구) 

(b) 증기 압력 (증기 노즐출구) 

(c) 증기발생기카세트 열출력 

3.3.2 증기발생기 기능 및 계통 구성 

12 
6 
350 ℃ 

17 MPa 
350 ℃ 

17 MPa 
17 MPa 
5 MPa 
96 
12 

26.3 kg/s 
310.0 ℃ 

271.2 ℃ 

14.7 MPa 
26.2 m2 

0 % 
50 ℃ 

2 kg/s 
드 11 kPa 
830 kPa 

는281.8 oc 
3.45 MPa 
5.44 MWt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집합체에 내장하여 과열증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집합체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바로 원자로집합체에 장착하는 개념 

을 사용한다. 원자로집합체에서 SGC의 배열 및 형상 설계는 노심의 크기결정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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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수행된다. 노심의 크기가 결정되면 노심지지원통의 크기가 결정되고 증기발생 

기를 배치할 수 있는 환형공간의 내부직경이 결정되므로 여기서 SGC의 초기 형상 

이 결정된다. 

SGC는 전열관， 카세트원통， 카세트노즐， 노즐헤더 등으로 구성되며， 원자로집합체 

바깥쪽에 위치한 급수배관과 노즐헤더가 직접 연결된다. 그림 3.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SGC는 원자로집합체 내벽과 노심지지원통의 외벽사이의 환형공간에 위치하며 

동일한 간격으로 12개가 배치된다. SGC에는 6개의 모율과 96개의 전열관이 있다.6 

개의 모률이 합쳐져서 l개의 카세트노즐을 통해 원자로용기를 관통한다. 

SGC는 이차냉각수가 전열관의 안쪽을 흐르고 원자로냉각재가 전열관 사이의 공간 

을 흐르는 관류형 (once-through type) 이며， 원자로냉각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차냉각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원자로냉각재가 전열관의 바깥을 흐르므로 내 

외부 압력 차로 인해 전열관에 압축웅력이 생성되어 응력부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일체형원자로는 내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한 설계요건이다. 따 

라서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증기발생기의 높이가 낮고 조밀한 설계가 되도록 나선 

형으로 감겨 있으므로 단위 체적당 전열밀도가 높은 것이 특정이다. 

원자로냉각재는 그림 3.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SGC 상부에서 카세트원통 내부의 
공간을 지나， SGC 하부의 카세트오리피스를 통해 원자로를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 
다. 

반면 이차냉각재는 원자로용기에 부착된 급수노즐을 통해 들어와서 중기발생기카세 

트의 중기발생기카세트 중앙에 위치한 6개의 모률급수관을 통해 모률급수헤더와 연 

결된다. 모률급수관에서 각 전열관에 분배되어 위로 상승하면서 과열증기가되어 다 

시 모률증기헤더에 모인 다음 6개의 모률증기관을 통해 노즐증기헤더로 전달되며 

여기서 주증기관과 연결된다. 

증가발생기카세트는 그림 3.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127~ 가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 

으므로 급수노즐과 증기노즐도 동일하게 배치되어있다. 노즐헤더의 안전단에서 연 

결된 급수배관은 인접한 3개가 연결되어 전부 4개의 독립적인 section을 구성한다. 

증기배관은 압력용기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SGC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 개개 

의 section은 별도의 누설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각각 개별적 격리가 가능하다. 

하나의 section에서 누설이 감지되는 경우 이를 격리하면 75%출력으로 운전할 수 

있다. 전열관에 누설이 있는 경우 개개의 Section에 연결된 N16감시시스템에 의해 

발견되며 각각 차단된다. 

증기발생기카세트에 대한 제작과 조립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개별 카세트를 제작한 

후에 전체를 원자로용기에 그림 3.3-6과 같이 조립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내통을 중심으로 약간의 인장하중을 가하면서 전열관을 감는다. 

전열관 오리피스외피는 전열관을 감기 이전에 전열관에 용접되어야 한다. 전열관의 

끝단은 특수하게 제작된 맨드렐로 고정된다. 전열관의 열과 열 사이에는 전열관지 

지대가 배치된다. 전열관을 감은 후 전열관집합체는 잔류웅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다. 열처리 후에 맨드렐을 제거하고 카세트원통을 끼운 다음 전열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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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를 용접한다. 모률급수헤더 튜브시트와 모율증기헤더 튜브시트를 연결하고 용 

접부위에 대해서는 X선 검사를 수행한다. 사전에 조정된 전열관오리피스를 모율급 

수헤더 튜브시트에 장착하고 모율급수헤더와 모률증기헤더의 덮개를 용접한다. 다 

음으로 모율급수관을 모률급수헤더에 용접한다. 상부내통을 연결한 후에 카세트원 

통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용접한다. 최종적으로 차세트노즐과 모률급수관 및 모률증 

기관을 연결하면 카세트의 조립이 완료된다. 다음으로는 강도와 기밀시험을 수행하 

면 카세트가 완성된다. 최종적으로 증기발생기카세트는 원자로용기에 장착되고 원 

자로용기 밖에서 원자로압력용기와 카세트노즐을 용접하고 최종적으로 열팽창결합 

부， 노즐헤더덮개가 그림 3.3-7에서 보는 것과 같은 차례로 용접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전열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전 

열관은 적절히 밀봉되어야하며， 제작 후에 카세트 내에 전열관과 전열관 사이에 이 

물질이 잔존하지 않도록 제작문서에 반영해야 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누설이 있을 때는 단위 모률을 격리한다. 다음으로 원자로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원자로를 정지한 후에 누설이 발생한 카세트를 찾고 누설된 

카세트에서 다시 누설된 모률을 찾는다. 누설된 모률에 대하여 증기발생기 유지보 

수장비를 이용하여 노즐헤더와 열팽창결합부 용접을 차례로 절단하고 모률을 밀봉 

한다. 따라서 누설된 모률은 이차 측과는 완전히 격리되는 개념이다. 격리된 전열관 

은 가압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차측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미세 균열이나 핀홀이 발생하여 방사능이 이차측으로 누설이 되면 온라인으로 

감시중인 N16변화가 즉시 감지되어 주증기관격리밸브가 작동된다. 이어서 누설 세관 
이 속한 섹션의 섹션격리밸브를 수통으로 격리한다.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이차측에 

서부터 섹션격리밸브까지의 증기 및 급수 배관은 일차측과 동일한 압력과 옹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고， 격리된 섹션에 해당하는 이차측은 일차측과 통하므로 일 

차측 가압기로 압력이 조절되어 별도의 안전밸브가 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격리 

중에는 상용로와 달리 방사능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는다. 섹션이 격리되 

었을 때 일차측의 실질적인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증기발생기 노즐헤더부터 섹션격 

리밸브까지는 완전한 비파괴검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SMART 연구로에서는 전열관 
이 파손되더라도 방사능이 포함된 증기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고， 파손기구 (failure 
mechanism)가 다름으로 인해 전열관 파손이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가 상용원자로보 

다 훨씬 낮다. 예상 가능한 고장에 대비한 설계가 되어 있고， 예상 가능한 전열관 

파열에 대처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가동중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3.3 증기발생기 부품설명 

증기발생기카세트의 각 부품은 그림 3.3-8과 같으며 3차원모벨은 그림 3.3-9에서 보 

는 것과 같다. 상용로와 달리 별도의 압력경계가 없으며 건조기 (따yer)나 습분분리 

기 (seperator)가 없으므로 부품 수가 매우 줄어 들어서 단순한 설계이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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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은 일차측 압력경계를 형성하므로 이에 준해 설계된다. 각 부품의 소재는 표 

3.3-2에 설명되어 있다. 전열관은 티타늄합금 PT-7M이며 구조재는 티타늄합금 

PT-3V와 스테인레스강 321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품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설명 

은 3.3.3.1부터 3.3.3.20까지 서술되어 있으며 3.3.3.21에는 전열관 소재에 대한 특성 

과 자료를 서술하였다. 

3.3.3.1 전열관 

전열관은 노섬에서 가열된 원자로냉각재의 열을 받아서 이차냉각수를 가열하여 과 

열증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열관에는 내식성이 높은 티타늄합금 PT-7M을 

사용한다. 전열관의 한쪽 끝은 전열관오리피스와 용접되며 다른 쪽은 모률증기헤더 

튜브시트에 용접된다. 전열관은 단위 카세트 당 96개로 구성되며 외경이 lOmm이고 

두께가 1.5mm이다. 전열관의 피치는 반경방향이 14mm이며 축방향이 1 1.5mm이다. 

전열관 배열은 최대한 조밀하고 각 전열관의 길이차이가 크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반경방향의 각 열에서 전열관의 수를 탈리 하였다. 전열관길이 차이가 

클 경우에는 각 전열관 사이의 압력강하 차이가 크지는 문제점이 있다. 한 개의 카 

세트에서 각 열의 전열관 수는 표 3.3-3과 같으며， 전열관의 배치와 전열관지지대의 

배치관계는 그림 3.3-10과 같다. 관류형 증기발생기에서는 이차냉각수가 전열관의 

내부를 흐르므로 외압에 의한 하중을 강도계산 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모률급수헤더에서 나온 전열관은 동일한 모률증기헤더와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단위 

모률의 격리 혹은 멸봉이 가능해야 한다. 전열관을 굽힐 때는 최소 곡률반경이 전 

열관직경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작 측면에서는 인장하중을 가하면서 전열관을 감아야 하며 전열관을 코일링 한 

후에는 잔류응력을 이완하기 위한 열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각 열에서의 치수가 

엄격히 규제되어 코일링 후에 누적공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열관 

을 코일링한 후에 전열관의 두께 감소는 5%이내， 진원도는 8%이내， 스프링백은 

3mm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일링하는 과정에서 가하는 인장하중의 영향을 받으 

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작과정에서 실제 값을 결정한다. 

3.3.3.2 전열관지지대 

전열관지지대는 전열관과 전열관 사이의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해 주고 유체기인진 

동 및 기타 충격하중이나 다른 동적 하중으로부터 전열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전열관이 감긴 형태가 원형이 보존되도록 전열관지지대가 배치된다. 전열관지지대 

는 비교적 낮은 강도의 ASTM Gr.2 티타늄합금을 사용하여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 
는데， 높은 강도의 지지대를 사용할 경우 전열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전열관지 

지대의 배치 간격은 150mm 내외를 사용하였는데 본 증기발생기 경우에는 설계/제 
작과정에서 검토 결정될 예정이다. 전열관지지대의 끝 부분은 그림 3.3-10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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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끝 부분을 구부려서 전열관을 밀착한다. 전열관과 전열관 사이의 간격이 

4mm이므로 두께가 1.5mm인 판과 두께 2.5mm인 판을 용접하여 4mm의 지지대로 

사용한다. 두께가 1.5mm인 판은 그림 3.3-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탬핑을 하여 같 

은 열에 있는 전열관과 전열관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로 단면적에서 전열관지지대에 의해 줄어드는 면적이 12% 
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전열관을 코일렁하는 과정에서 전열관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열관지지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전열관지지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열관 

지지대는 전열관지지보에 용접하고 그 밖의 위치에서는 그림 3.3-10과 같이 끝을 

구부려서 고정한다. 

3.3.3.3 전열관오리피스 

전열관오리피스는 증기발생기의 유동불안정을 방지하고 전열관의 길이 차이로 인한 

압력강하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개개의 전열관에 장착되는 오리피스를 의미한 

다. 전열관오리피스는 그림 3.3-11과 그림 3.3-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리피스 외 

피와 오리피스 스크류 그리고 오리피스 스크류와 오리피스 외피 사이의 오리피스 

너트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류와 너트에는 이중나사가 나 있다. 큰 나사흠을 만들어 

유로를 형성하고 큰 나사흠의 나사산에는 다시 가는 나사를 내어서 체결하는데 사 

용하였다. 맨 바깥의 가는 나사는 너트와 스크류를 체결하기 위한 것이며， 굵은 사 

각나사는 좁은 유로를 형성하여 압력강하를 야기하도록 설계되었다. 

짧은 길이 내에서 필요한 저항을 얻을 수 있으며 조립과 설치가 쉽다. 나사부의 길 

이로써 압력강하 값이 결정되므로 완제품을 제작한 후에 나사의 길이를 조금씩 잘 

라 냄으로써 전열관이 요구하는 값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3.3.3.4 카세트원통 

카세트원통은 티타늄합금으로 제작되며 유효전열지역으로 원자로냉각재 유로가 형 

성되도록 하고 전체 전열관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기발생기 

와는 달리 카세트원통 자체는 압력경계가 아니다. 카세트원통은 카세트상부， 카세트 

하부원통집합체， 그리고 5mm두께의 카세트원통으로 제작 된 후에 용접으로 연결된 

다. 안쪽은 6개의 전열관지지보와 용접된다. 카세트상부원통은 3개의 카세트지지대 

에 의해 카세트노즐에 고정된다. 

3.3.3.5 카세트내통 

카세트내통은 증기발생기카세트에서 원자로냉각재의 유로를 형성하고 모률급수관을 

보호하며 원자로냉각재의 열이 모률급수관 안을 흐르는 이차냉각수로 전달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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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내통은 제작 절차의 편의를 위해 2개로 구분되어 였다. 

아래에 위치한 내통은 전열관이 감기는 맨드렐역할을 하며 상부내통은 전열관을 다 

감고 난 후에 끼우도록 되어있다. 상부내통에는 모율급수관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용접되어 얹히도록 설계되었다. 상부내통을 끼운 후에 부분적인 태그용접을 하여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내통은 열차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열측면에서 영향 

을 주지 않는 미소유량이 흐를 수 있다. 증기발생기 주변을 우회하는 원자로냉각재 

의 by-pass유량은 유체계통설계의 요건에 따라 3%이하로 규제되지만 내통을 통과 

하여 흐르는 유량은 이 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세트내통은 유효전열지역에서 상 

하부 전열관지지보와 용접되어있다. 또한 아래쪽의 끝단 부위는 막혀있으며 단지 6 
개의 원공이 뚫어져서 모률급수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부위는 필요 

시 중앙에 미소한 원공을 뚫어 원자로냉각재가 미량만 통과하도록 한다. 

3.3.3.6 전열관지지보 

전열관지지보는 카세트의 아래쪽에 6개， 카세트의 위쪽에 6개씩 설치한다. 전열관지 

지보는 전열관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며 전열관 집합체에 작용하는 하 

중을 카세트원통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열관지지보의 한 쪽은 카세트내통 

과 용접되며 다른 한쪽은 카세트원통과 용접된다. 전열관지지대가 전열관지지보에 

용접되어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3.3.7 면밀봉장치 및 압축스프링 

증가발생기 카세트 밖으로 원자로냉각재가 우회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설계되 

었다. 단순히 링으로 밀봉하는 개념이 가능하지만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평행하게 

장착하기 위해서는 그림 3.3-13과 같이 진행되어야한다. 먼저 스프링이 완전히 이완 

된 상태에서 지그를 면밀봉장치의 러그 아래로 삽입한다. 지그를 들어올리면 스프 

링은 압축되면서 면밀봉장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원자로의 측면차폐체 맨 윗면보 

다 위에 위치하게된다.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하여 설치한 다음 지그를 제거하면 스 

프링이 면빌봉장치를 밀어주게 되어 자연스럽게 밀봉이 된다. 증기발생기를 해체할 

때는 먼저 지그롤 러그 아래로 삽입하여 들어 올린 다음 증가발생기 카세트를 제거 

하면 된다. 압축스프링은 정상운전 중에 밀봉장치를 밀어주어 면밀봉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 압축스프링의 재료는 lnconel X750을 사용한다. 면밀봉장치는 횡방향 충격 
하중이 가해졌을 때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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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카세트멸봉링 

증기발생기 카세트 바닥에 위치하며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증가발생기 면밀봉장치 

사이를 빌봉한다. 자동차엔진의 피스톤링과 같이 한 쪽이 절단된 두 개의 링으로 

되어 있으며 카세트원통의 하단부에 약간의 유격을 유지하며 끼워져 있다. 조립은 

그림 3.3-14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상부링을 끼운 후 간격을 유지하는 링격자를 끼 

우고 다시 하부 링을 끼운 다음 밀봉링 고정자를 나사로 조립하고 태그용접을 한 

다. 

3.3.3.9 카세트오리피스 

링 형상으로써 나사로 끼우도록 제작된 카세트오리피스는 오리피스원공을 기본 치 

수로 제작 후 각 증기발생기의 압력강하를 검사하여 균일한 압력강하를 얻을 수 있 

도록 수정가공하여 공급된다. 증기발생기 상부에 유동분배판을 설치하여 각 증기발 

생기로 유입되는 원자로냉각재를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므로 카세트오리피스는 원 

자로냉각재의 균일분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3.3.3.10 모률급수관 

모률급수관은 노즐급수헤더에 있는 이차계통 급수를 각 카세트의 모률급수헤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률급수관은 노즐급수헤더튜브시트와 용접된 부분에서 모 

율급수헤더와 용접된 부분까지를 의미한다. 모률급수관은 티타늄합금 PT-7M으로 

제작된 부분과 스테인레스 강으로 제작된 부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이종금속결 

합부위로 나뀐다. 이차계통 급수가 모율급수관 내에서 비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 6개의 모률급수관은 카세트내통으로 둘랴싸여 있다. 

3.3.3.11 모률증기 관 

모률증기관은 각 카세트의 모율증기헤더에 있는 이차계통 과열증기를 노즐헤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률증기관은 모률증기헤더와 용접된 부분에서 카세트노즐 

과 용접된 부분까지를 의미한다. 모률증기관은 PT-7M의 티타늄합금으로 제작된 

부분과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 부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이종금속결합부위로 

나쉰다. 모률증기관이 카세트노즐과 연결되는 부위를 그림 3.3-15에서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모률증가헤더와 모률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가 용접되고 이종금속결합부 

에 모율증기관(STS321배관)을 용접하고 이를 카세트노즐에 소켓형태로 용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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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2 모율급수관 이종금속결합부 

이종금속결합부는 티타늄합금으로 설계된 모률급수관과 스테인리스로 설계된 모율 

급수관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며 형상은 그림 3.3-16와 같다. 수나사부위는 티타늄으 

로 제작되며 암나사 부위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다. 이 때 암나사 부위에는 용 

가재를 넣을 수 있는 치구가 아래부위에 있는데 브레이정을 수행한 후에는 절삭한 

다. 티타늄을 안쪽에 위치시키면 브레이징을 수행하는 동안 가열하는 과정에서 암 

나사와 수나사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여 용가재가 흘러 들어가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간격이 감소하면서 용가재가 압축을 받게된다. 이종금속결합부위는 하중은 나사부 

가 감당하고 브레이징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 사이에 누설이 되지 않도록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금속결합부위를 먼저 제작한 후에 이종금속 

결합부의 티타늄쪽과 티타늄관 그리고 이종금속결합부의 스테인리스강 쪽과 스테인 

리스강관을 각각 용접한다. 

3.3.3.13 모율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 

티타늄합금으로 설계된 모률증기관과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모률증기관을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크기를 제외한 다른 사항은 모률급수관의 이종금속결합부위와 동일하 

며 그림 3.3- 17과 같다. 두 개의 관을 브레이정을 사용하여 결합하며 티타늄이 항상 

안쪽으로 들어간다. 나사산은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브레이징은 밀봉역할을 

한다. 

3.3.3.14 모률급수관지 지 구조물 

모률급수관지지구조물은 상부내통위에 얹혀있으며 내통의 중앙에 위치하는 모률급 

수관 지지판과 봉 형태로 연결된다. 원주방향으로 6개의 모률급수관 원공이 뚫어져 

있다. 따라서 모률급수관은 상부내통의 윗면에서 지지되고 내통의 중앙에서 다시 

지지되며， 내통의 하부에서 다시 지지된다 

3.3.3.15 모률급수헤 더 

모율급수헤더는 모률급수관에서 이차냉각수를 공급받아 각 전열관에 분배하는 공간 

으로서 그림 3.3- 18과 같다. 모율급수헤더는 티타늄합금으로 제작되며 각 카세트당 

6개로 구성된다. 모률급수헤더는 덮개， 원통부， 그리고 모율급수헤더 튜브시트로 구 

분된다. 모률급수헤더 튜브시트와 원통부는 용접의 편의를 위해 일체로 가공될 수 

도 있다. 모율급수헤더 튜브시트는 모률급수헤더와 전열관을 연결하는 다공 평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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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모률급수헤더 튜브시트는 전열관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 전열관 오리피 

스의 외피와 용접으로 결합된다. 용접이전에 튜브시트의 원공과 전열관 오리피스 

외피는 H9/e9의 공차로 결합된다. 모률급수헤더 튜브시트는 16개의 원공이 삼각배 

열로 되어있으며 피치는 21mrn이다. 

3.3.3.16 모률증기 헤 더 

모률증기헤더는 각 전열관에서 생산된 과열증기를 모아서 모률증기관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모률급수헤더는 티타늄합금으로 제작되며 각 카세트당 6개씩 전체적 

으로 72개가 있다. 모률증기헤더는 덮개 원통부 그리고 모률증기헤더 튜브시트로 

구분된다. 모율증기헤더 튜브시트와 원통부는 용접의 편의를 위해 일체로 가공될 

수도 있다. 모률증기헤더 튜브시트는 모률증기헤더와 전열관을 연결하는 다공 평판 

이다. 전열관이 튜브시트에 바로 용접되며 모률증기헤더와 용접으로 결합된다. 모률 

증기헤더 튜브시트의 원공과 전열관의 외경사이는 간극이 O.lmrn이하가 되어야 한 

다. 모률증기헤더 튜브시트에는 원공 16개가 피치 18mm의 삼각형태로 배열되어있 

다. 

3.3.3.17 차세트노즐 

카세트노즐은 모률급수관과 모률증기관이 급수헤더 및 증기헤더로 연결되는 부위를 

감싸는 역할을 하며 원자로용기를 관통한다. 중앙에는 모율급수관이 지나갈 수 있 

는 큰 원공이 있으며 그 주위로 6개의 구멍이 뚫려있다.6개의 구멍은 모률증기관 

에서 공급받은 증기를 증기헤더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카세트노즐은 카세트 

전체의 하중과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카세트지지대가 카세트노즐 상부에 

볼트로 고정되어있다. 카세트노즐은 원자로용기의 클래딩부위와 그림 3.3-19에서 보 

는 것과 같은 형태로 용접된다. 아래에 사각형 형태의 흠을 두고 완전용입용접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생성되는 응력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용접 형태는 러시 

아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치수를 적용한 것이다. 이 부위에는 정확한 응력해석을 수 

행한다. 원자로용기에는 카세트노즐의 한쪽에는 압력용기 관통부지름보다 약간 큰 

턱을 두어 용접부가 파손되어도 누설만 생기도록 설계되었다. 압력용기관통부와 조 

립정밀도는 H9/e9를 사용한다. 

3.3.3.18 노즐급수헤더 

노즐급수헤더는 노즐헤더 중앙에 위치하며 급수배관에서 공급된 이차냉각수를 모률 

급수관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노즐급수헤더는 그림 3.3-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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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헤더 튜브시트， 원통부위， 덮개， 열팽창결합부， 그리고 주급수노즐 안전단으로 

구성되며 스테인레스 강으로 설계된다. 노즐급수헤더는 하나의 카세트에서 나온 6 
개의 모률급수관과 연결된다. 

3.3.3.19 노즐증기 헤더 

노즐증기헤더는 원자로용기와 카세트노즐 및 노즐증기헤더덮개에 의해 형성되는 공 

간으로서 모율증기관에서 공급된 증기를 모아서 주증기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노즐증기헤더는 하나의 카세트에서 나온 6개의 모율증기관과 연결된다. 

3.3.3.20 모율증기관 단열재 

카세트 상부에서 일차냉각재의 유동에 의한 열전달로 급수가 가열되는 것을 제한하 

기 위해서 모률급수관 단열재를 설치한다. 모율급수관 단열재는 일차냉각수에 노출 

된 모률급수관을 덕트로 둘러싸서 내부의 일차냉각수는 정체되게 하여 열전달을 줄 

이도록 한다. 열팽창을 고려하여 티타늄으로 제작한다. 

3.3.3.21 증기발생기 전열관 소재 물성치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 사용되는 PT-7M의 물성치는 표 3.3-4과 같으며 구조재로 

사용되는 PT-3V의 물성치는 표 3.3-5와 같다. 현재 두 재료에 대해 부식시험을 수 

행하고 있으며 그림 3.3-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PT-7M의 내식성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었다. 현재 부식실험은 계속 진행 중이다. 

3.3.4 설계 및 해석 

3.3.4.1 증기발생기 치수결정계산 

증기발생기의 치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강도 계산을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 

였다. 또한 이 결과는 증기발생기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의 기술기준에 준해 다시 계산되었는데 대부분의 치수가 강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 

로 평가되어 치수결정계산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자세한 계산 

및 평가결과는 성능시험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3.3.4.2 증기발생기 모율급수관 단열설계 

증기발생기의 카세트 상부는 그림 3.3-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률급수관이 일차냉 

각재와 직접 접하고 있으며 A 및 B지역의 일차냉각재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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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일차냉각재의 유동에 의한 열전달로 급수가 가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모률급수관 단열방안을 그림 3.3-23와 같이 고안하였다. 고안된 방안은 일차 

냉각수에 노출된 모률급수관을 덕트로 둘러싸서 내부의 일차냉각수는 정체되게 하 

여 열전달을 줄이는 방법이다. 모률급수관 단열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티타늄 

(PT-3V)으로 설계하였으며 그림 3.3-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개로 갈라지도록 

설계하여 측면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세트노즐은 스테인레스강으로 설계 

되므로 티타늄과 용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세트노즐에서 모률급수관이 통과하 

는 지역의 일부를 가공하여 모율급수관 단열재를 끼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모률 

급수관 상부지지판은 위쪽으로 턱을 만들어서 모률급수관 단열재가 끼워진 상태로 

안정적으로 지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률급수관이 굽혀진 곳은 모률급수관 단열 

재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곡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B지역은 여전히 일차냉각재의 유로에 해당되지만 A지역 

은 격리되어 일차냉각재의 유동이 없게 된다. 카세트노즐과 모률급수관 단열재가 

용접이 아닌 끼워진 형태이지만 제작과정에서 공차를 제어함으로서 O.5mm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세부적인 치수와 용접위치 형상은 기기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결정된다. 특히， 두개로 갈라진 형태인 모률급수관 단열재의 접합부위는 완전 

히 밀봉용접을 할 펼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경된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조립절차도 마찬가지로 기기설계과정에서 수행될 것이나 기본적인 절차는 그림 

3.3-25와 같이 함으로써 현재의 조립과정과 큰 차이가 없이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3.3.4.3 증기발생가 정상운전하중 계산 

3.3.4.3 .1 지지 방법 

증기발생기카세트는 원자로압력용기에 내장되며 증기발생기카세트노즐이 원자로용 

기에 끼워져서 매탈린 형태로 지지된다. 그림 3.3-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기발생 

기카세트의 하중은 대부분이 카세트노즐에 의해 원자로용기로 전달된다. 카세트노 

즐의 지지점은 변위와 모멘트가 구속된다. 증가발생기카세트하부에서는 측면차폐체 

의 상부판에 의해 횡방향 (x축 방향)의 변위는 구속되지만 종방향 (y축 방향)의 열 

팽창변위는 가능하다.X축은 카세트노즐의 중섬선과 일치하도록 정의하였다.y축은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중섬선과 일치하며 Z축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변에 수직인 

축이다. 카세트노즐의 중심선과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중섬선이 만나는 점이 원점으 

로 정의된다. 점 A는 카세트노즐의 중심선과 급수노즐의 안전단과 만나는 점으로 

정의하며 각 방향으로 힘과 모멘트가 가해진다. 점 B는 카세트노즐의 중섬션과 노 

즐증기헤더덮개의 바깥 면과 만나는 점을 의미하며 변위와 모멘트가 구속된다. 점 

C는 카세트노즐의 중심선과 카세트노즐과 원자로용기가 용접되는 면이 만나는 곳 

으로 정의하며 마찬가지로 변위와 모멘트가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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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D는 카세트노즐의 중심선과 카세트노즐의 러그의 바깥 면과 만나는 점으로 정 

의한다. 점 E는 카세트노즐의 중심선과 원자로용기 내벽과 만나는 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점 D와 E는 +x방향으로 자유로운 변위가 가능하다. 점 F는 증기발생기카세 

트의 중심선과 증기발생기차세트 면밀봉장치의 바닥면과 만나는 점으로 정의한다. 

섣제 증기발생기 모델링에서 원자로용기를 완전강제로 고려한 모텔에서는 C, D, 그 

리고 E를 동일한 점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원자로용기의 변형을 고려하면 분리하 

여 모델링해야 한다. 

그림 3.3-27에서는 증가발생기카세트에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도식적으로 표 

현하였다. 동적하중， 운전과도하중， 그리고 BLPB하중은 별도의 section에서 취급된 

다. 

증기발생기카세트설계에서 기준점은 그림 3.3-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카세트노즐의 

중섬선과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중섬선이 만나는 점으로 정의한다. 카세트노즐의 중 

심에서 증기발생기카세트 끝단까지의 길이가 2105mm인 증기발생기카세트에 대해 

F점의 좌표를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증기발생 

기카세트는 전열관과 구조재가 티타늄으로 설계되었다. 그 중에서 전체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증기발생기카세트원동이 PT-3V이므로 PT-3V의 열팽창계수를 적용하여 

늘어난 위치를 계산하였다. 

표 3.3-6에서 계산된 것과 같이 맨 우측의 각 구간에서의 열팽창 값을 모두 더하면 

5.377mm 가되며， F점의 위치는 아래로 5.377mm팽창하게 된다. 

D점과 E점은 카세트노즐의 팽창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카세트노즐의 재료는 STS 
321로 설계되어 있으며 열팽창계수는 다음과 같다. 

310 0C 에 서 의 값 USTS321 = 9.794xlO 6;oF=17.6292x10 6/"C 

310 0C 까지 평 균 값 USTS321 = 9.474x10 6;oF=17.0532x lO 6/"C 

따라서 D와 E까지의 열팽창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좌표 D (x=-274mm) 

llD=274x(320-20)x17.0532x10-6= 1.355mm 
좌표 E (x=-246mm) 

llE=246x(320-20)x17.0532x10-6= 1.217mm 

정상운전상태에서 D점의 좌표를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한 값은 

• 275.36mm 이 며 E점 의 좌표는 -247.22mm이 다. 각 지 지 점 의 좌표는 표 3.3-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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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2 지지 방법증기발생기카세트의 자중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자중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차냉각재를 채우지 않은 경우 

와 이차측을 만수위로 채운 경우에 대해 계산하였다. 

가) SGC자중 (dry) 

증기발생기카세트 부품의 질량 계산을 하면 표 3.3-8과 같이 구해지며 전체 무게는 

약 600kg이다. 

나) SGC자중 (Filled with secondary coolant) 

이차측의 내부부피 계산은 안전해석입력을 계산서에서 이미 수행된바가 있으므로 

그 값을 활용한다. 상온의 경우 이차측 전체가 급수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면 상 

온 (20 0C)에서의 밀도 : 998.3kg/m3를 사용하여 단위카세트 당 이차냉각재의 질량을 

구하면 4.657x10 2x998.3= 46.49kg 이 다. 
정상운전상태에서의 이차냉각재 질량은 약간 차이가 있다. 운전상태의 경우 50

0

C 의 

급수영역과 282
0

C 의 증기영역으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전 

열관의 economizer region과 evaporation region까지를 50 D

C 의 급수로 고려하고 그 

이후를 282 0C, 3.55MPa의 중기로 가정하여 계산을 하였다.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정상운전 상태에서 단위카세트 당 이차냉각재의 질량을 모두 구할 수 있으며 이는 

32.99kg이다. 상용로의 증기발생기에 비해 이차측 질량이 매우 작다. 이것은 사고시 

에 일차측 냉각재가 증기발생기를 통해 빠져 나갈 수 있는 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3.4.3.3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온도하중 

원자로압력용기에 증기발생기카세트가 끼워져 원자로의 온도가 상승하면 원자로용 

기와 카세트노즐재료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하여 하중이 생성된다. 그림 3.3-28에 

서는 열팽창에 의해 압력하중이 발생하는 곳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자로 

용기와 카세트노즐은 원자로용기의 원공이 H9 그리고 카세트노즐이 e9으로 설계된 
다. 이러한 부위는 직경이 232mm (C. D의 위치)인 곳과 248mm (E의 위치)인 곳이 
있는데 이 직경에 대한 허용공차는 다음과 같다. 

구멍 : H9 0-+0.115mm (직 경 225-250mm) 
축 : e9 -0.1 - -O.l72mm (직 경 225-2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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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축에 해당하는 카세트노즐과 구멍에 해당하는 원자로용기의 간극의 최대 및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구멍의 맞춤으로 인한 허용공차의 양단 값과 열팽창으로 인 

해 발생하는 변위를 계산하면 이곳에서 발생할 있는 간극이나 압력하중이 바로 계 

산된다. 

최소간극 : O.lmm 

최 대 간극 : O.287mm 

중간 값 : O.l935mm 

증기발생기카세트입구에서 일차냉각재의 온도는 310
0

C 이다.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카세트노즐과 원자로압력용기도 일차냉각재와 동일한 온도라고 가정한다. 

카세트노즐은 STS321로 설계되었고 원자로용기는 SA508로 설계되었다. 각각의 소 

재에 대한 열팽창계수는 다음과 같다. 

카세트노즐의 재료인 STS321의 열팽창계수(310
0

C) 

USTS321 ::: 9.794xl0 6j"F:::17.6292xl0 6;oC 
원자로압력용기의 재료인 SA508의 열팽창계수(310

0

C) 

USA508 ::: 8.238xl0 6jOF:::14.8284xlO 6;oC 

원자로압력용기의 원공직경은 310
0

C 에서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직 경 이 232mm인 부분(C. D) : 14.8284xlO 6x232x(310-20):::O.998mm 

직 경 이 248mm인 부분(E) : 14.8284xl0 6x248x(31O-20):::1.066mm 

마찬가지로 카세트노즐의 직경은 310
0

C 에서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직 경 이 232mm인 부분(C ， D) : 17.6292xl0 6x232x(310-20):::1.186mm 

직 경 이 248mm인 부분(E) : 17.6292xlO-6x248x(310-20):::1.268mm 

차세트노즐의 직경이 원자로압력용기의 원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고 간극 

은 축소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압축하중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열팽창차이로 발 

생되는 카세트노즐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간극 축소는 다음과 같다. 

직 경 이 232mm인 C, D : 1.186-0.998:::0.188mm 

직 경 이 248mm인 E : 1.268 • 1.066:::0.202mm 

가) 공차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작용하는 하중 

제작공차 :::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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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팽 창간극축소(C ， D) = 0.188mm 
열 팽 창간극축소(E) = 0.202mm 
겹 침 (C, D) = 0.188mm 
겹 침 (E) = 0.202mm 

따라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압축하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반경방향으로 일차원으 

로 고려하면 스트레인은 다음과 같다. 

C, D의 압축 스트레인 : εr =0 .1 88/232=8.10x10-4 

E의 압축 스트레인 : Gr = 0.202/248 = 8.1 5 x 10-4 

압축 스트레인으로부터 각 위치에 작용하는 압력하중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q =ExGr 

C, D의 압축하중 : 175233x8.1 Ox1 0 일 141.9 MPa 
E의 압축하중 : 175233x8.15x10 일 142.8 MPa 

여기서 카세트노즐의 재료인 STS321 탄성계수는 310 0

C 에서 175.233GPa이다. 그러 

나 이 값은 공차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며 공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나) H9/e9의 끼워 맞춤에서 공차가 최대가 될 경우에 작용하는 하중 

제 작공차 = 0.287mm 
열 팽 창간극축소(C， D) = 0.188mm 
열팽창간극축소(E) = 0.202mm 
실제 간극(C， D) = 0.099mm 
실 제 간극(E) = 0.085mm 

이 경우에는 간극이 존재하므로 증기발생기카세트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다. 

다) H9/e9의 끼워 맞춤에서 공차가 최소가 될 경우 

제작공차 = 0.1mm 
열 팽 창간극축소(C ， D) = 0.188mm 
열 팽 창간극축소(E) = 0.202mm 
겹 침 (C, D) = O.088mm 
겹 침 (E) = 0.1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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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압축하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반경 방향으로 일차원으 

로 고려하면 스트레인은 다음과 같다. 

C, D의 압축 스트레인 : Gr =(0.188-0.1)/232=3.79x10-4 

E의 압축 스트레인 : Gr = (0.202 - 0.1) / 248 = 4 .1 1 x 10-4 

압축 스트레인으로부터 각 위치에 작용하는 압력하중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q=EXE, 
C, D의 압축하중 : 175233x3.79xlO 4= 66.41MPa 

E의 압축하중 : 175233x4.11xlO 4= 72.02MPa 

이상의 결과에서 원자로용기와 카세트노즐사이에서 온도에 의해 카세트노즐에 생기 

는 최 대 의 하중은 72.02MPa 이 다. 

면밀봉장치는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있고 측면차폐체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되어 

있다. 스테인레스강의 열팽창계수는 티타늄의 열팽창계수보다 크므로 면밀봉장치와 

측면차폐체 사이의 간격은 넓어지므로 온도에 기인한 하중이 생성되지 않는다. 

3.3.4.3.4 증기발생기차세트의 수력학적 하중 

일차냉각재의 유통이 증기발생기에 가하는 하중은 여러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가) 일차측 정수압에 의한 하중 

증기발생기카세트 상부에서 증기발생기카세트 하부로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생성되 

는 유동하중은 단순히 증기발생기카세트의 단면만큼 막힌다고 가정하고 Drag 
coefficient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안이 있으며 중기발생기차세트 자체의 압력강하 

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상황에 보다 가까운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일차측 압력강하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사용했다. 일차계통 기기설계요건서에 의하면 증기발생기차세트의 일차측 압력강하 

는 llkpa 이하로 설계된다. 따라서 이 압력강하에 의한 하중은 그림 3.3-29와 같이 
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Fηow = PSGC X ASGC 

F jlow= 11000 x 0.1 712 = 1883.2N 

여 기 서 간GC = ~，，"e，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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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차냉각재의 유동에 의해 증기발생기카세트에 가해지는 하중은 

1883.2N (192.2kgr) 이다. 카세트의 중섬에서 지지점 E까지의 거리는 246mm이므로 모 
멘트는 다음과 같다. 

M = 1883 .2 x 0.246 = 463.27 N. m 

나) 유체의 흐름이 나선형 전열관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모멘트 

전열관이 유체의 흐름에 일정한 각도를 갖고 있으므로 전열관이 감긴 방향으로 비 

틀림 모멘트가 생성된다. 그러나 전열관의 나선각은 10。 이내로서 매우 작아 비틀림 

모멘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설계보고서를 생산하 

는 단계에서 검증평가가 펼요하다. 

다) 카세트원통의 압력하중 

카세트원통의 바깥과 안쪽에는 증기발생기카세트가 갖는 크기의 압력차이를 갖고 

있다.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설계요건에 의하면 압력강하는 llkpa이하이므로 증기발 

생기카세트 원통에는 길이방향으로 OkPa에서 llkPa사이의 압력분포를 갖는다. 현상 

학적으로 판단할 때 그림 3.3-3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통 밖에서 PO(최대 

PSGC= 11kPa)의 압력이 작용하는 두 가지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압력분포가 선형 
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까우나 균일한 압력분포가 보수적인 계산결과 

를 생산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주냉각재펌프에 의한 하중 

주냉각재펌프에 의한 하중은 주냉각재펌프가 토출해내는 일차냉각재의 압력파에 의 

해 발생하는 하중과 펌프자체가 생성하는 기계적인 가진 하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냉각재펌프의 회 전속도는 900rpm (15Hz) , 1800rpm (30Hz) , 그리고 3600rpm 
(60Hz) 이다. 주냉각재펌프의 blade Passing Frequency는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 
에 엄 펠러 의 날개 수 5를 곱하여 구한다. 따라서 RS1 = 15Hz, RS2=30Hz , RS3=60Hz, 

BPF1 =75Hz, BPF2= 150Hz, BPF3=300Hz가 된다. 압력파의 값에 대한 결과는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 주냉각재펌프에는 디퓨저가 부착됨으로 인해 상용로와 특성이 다 

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주냉각재펌프의 blade passing frequency에 의한 하 
중은 향후 설계의 진행과 함께 재분류될 수 있다. 

마) 일차측 불규칙 난류에 의한 하중， 이차측 급수펌프에 의한 하중 동의하중은 아 

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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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접구조물의 반력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카세트노즐과 원자로용기가 접하는 부분 그리고 증기발생기카 

세트하부의 면밀봉장치가 측면차폐체집합체와 만나는 곳을 제외하고는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증기발생기주변구조물과의 거리는 5mm로서 하중 상호 간의 간섭이 없다. 

3.3.4.3.5 증기발생기카세트의 기타하중 

가) 부력하중 

증기발생기카세트 안의 이차냉각재부피에 의한 부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 ζnd XPW 

= 4.657 X 10-2 
X 702.9 

= 32.73kgf 

부력은 자중과 반대방향이므로 밀도가 가장 낮은 310
0

C 에서의 값을 보수적으로 사 

용한다. 증기발생기카세트 자체에 부력은 표 3.3-9와 같다. 

따라서 전체부력은 127.15kgr이다. 

나) 면밀봉장치에 작용하는 스프링력 

면밀봉장치의 스프링에 의해 작용하는 힘 W는 다음과 같다. 

w = Gd 4 (δf- δ;) 
64nrJ 

여기서， 

G = 7360 kgrfmm2 
: 350 0C 에서의 횡탄성계수 

d=8mm: 스프링 지름 
r = 152.5 mm : 스프링 평균반지름 
n = 1 : 유효권수 
cSf = 75 mm : 스프링의 자유길이 
cSi = 45mm : 원자로에 장착된 상태에서 스프링 길이 

직경 8mm 유효좌권수가 1인 현재 스프링의 경우 3.98kgr (39N)가 작용한다. 이 값 
은 SMART 연구로의 증기발생기카세트의 현재설계 값이며 스프링의 좌권 수나 직 
경이 변하면 위의 식으로 면밀봉력을 재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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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증가발생기 동특성해석모델개발 

증기발생기는 노섬에서 가열된 원자로냉각재의 열을 이용해 이차냉각수를 가열하여 

고온의 증기를 생산하는 기기이다. 증기발생기의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를 계산하 

고， SMART 연구로 원자로집합체 전체모델의 구성에 활용될 입력자료를 생산하였 
다. 이를 위해 증기발생기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한 상세 및 단순 유한요소모 

델을 작성하였다. 

3.3.4.4.1 증기발생기 카세트 해석모델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은 해석목적과 모델의 세밀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작 

성될 수 있다. 구조적 형상을 기술하는 세밀도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상세모델과 

단순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계산서의 목적은 구조물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작성에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형상을 단순화시킨 모델을 작성하 

였다. 증가발생기 카세트의 각 부분 형상과 물성치를 바탕으로 그림 3.3-31과 같이 

동특성해석을 위한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한다.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증기발생기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한 

다. 모률증기관부는 가능한 자세히 그 형상을 모사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카세트노즐 

부는 굽힘강성을 상세히 하는 방향으로 모텔링하였다. 또한 카세트노즐부와 카세트 

원통을 연결하는 카세트지지대를 보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카세트원통을 모델링하 

고 전열관집합체부의 질량을 부가하여 최종 모델을 구성하였다. 전열관집합체부를 

구성하는 전열관 및 기타 구조재의 질량과 원자로냉각재와 이차냉각수의 질량 등 

모든 질량을 고려하였다. 전열관집합체 내부를 흐르는 이차냉각수의 상변화를 고려 

하여 전열관 집합체의 각 부위에서 절량이 변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과정을 간략 

히 하기 위해 이차냉각수의 상변화과정을 물， 물+증기， 증기의 세단계로 구분하였 

다. 전열관에서 각 상이 차지하는 높이 비율은 24.3%, 34.9% , 40.8%의 경우에 대해 

고려하였다. 또한 전열관집합체 하부에 있는 하부원통집합체는 별도로 고려하였다. 

그림 3.3-32은 전열관집합체부를 이차냉각수의 상변화상태와 하부원통집합체로 구 

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표 3.3-10과 같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부는 그림 3.3-33에 보인 것과 같은 세 가지 단면형상을 갖 

는다.3차원 유한요소모델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모댈링하였다. 카세트노즐을 나타 

내는 보요소는 카세트노즐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하였으며 각 단면의 면적과 면적 

모멘트를 사용해 요소를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요소의 위치와 각 단면의 면적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해석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증기발생기에는 총 6개의 모률증가관이 있으며 각 증가관의 하부는 티타늄， 상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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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다. 또한 상부와 하부 사이에는 이종금속결합부가 있다. 그림 

3.3-34는 각 부위별 단면형상을 보인 것이다. 각 모률증기관 역시 보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각 부위별 단면적과 면적모멘트는 그림 3.3-35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모 

률증기관의 상단 끝부분과 카세트노즐과는 강체요소로 연결하여 직경이 큰 카세트 

노즐을 보요소로 모델링함으로써 발생하는 카세트노즐과 모률증기관간의 중심불일 

치 조건을 모사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그림 3.3-31의 우측에 보인 것과 같은 증기발생기의 3차원 유한 

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그림 3.3-35는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카세트노즐부와 모율증기관부의 모델을 보다 

상세히 그린 것이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전열관집합체와 외통부의 모델은 외통부 보요소에 모사질량을 

부가한 모델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요소의 구성은 그림 3.3-36과 같다. 

지금까지의 모델링 과정을 통해 구성한 증기발생기 카세트 3차원 유한요소모벨의 

절점 및 요소정보를 표 3.3- 10부터 표 3.3-12에 정리하였다. 

표 3.3-11은 상세모델의 질량과 질량중심을 나타낸 것이며， 본 모텔에서는 카세트 

노즐의 일부만이 해석에 고려되었으므로 실제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전체 질량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4.4.2 증기발생기 카세트 동특성 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Version 5.8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3차원 유한요소모 

델의 고유진동수 및 고유모드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에서 저차 6개 모드의 고유 

진동수를 표 3.3-15에 수록하였다. 각 모드의 모드형은 그림 3.3-37-그립 3.3-42에 

수록하였다. 각 그림에서 좌측은 입체도이고 우측은 증기발생기를 위에서 본 평면 

도로 모률증기관의 진동형상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해석에는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Version 5.8를 이용하였다. 

3.3.4.4.3 증기발생기 카세트 단순모델 

앞에서 구성한 3차원 유한요소모델과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의 유 

한요소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3.3-43과 같이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형 

상을 나타내는 매우 단순한 모형을 작성하였다. 단순모형은 보요소로 구성하였다. 

보의 단면정보와 물성치는 cc-o요소를 제외하고 앞에서 기술한 상세모델의 자료와 

동일하며， CC-O의 경우 상세모델을 모사할 수 있도록 원통의 특성값을 수정 적용 

하였다. 

-266-



표 3.3-16에는 단순모델의 질량과 질량중심을 정리하였으며， 상세모델의 질량과는 

0.7%의 오차를 갖고 있고 질량중심은 거의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였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단순모델을 이용한 동특성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해 이루어졌다. 단순모델을 이용해 구한 고유진통수와 상세모델을 이용한 결과 

의 차이를 표 3.3-17에 정리하였다. 두 모델의 차이는 수퍼센트 이하이다. 그러므로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단순모델은 비교적 정확하게 증기발생기의 동특성을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단순모델을 이용한 해석에서 구한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진동모드를 그림 3.3-44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모델을 이용해 구한 진동모드 역시 상세모 

델을 이용해 구한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3.3.4.5 증기발생기 카세트 내진해석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유한요소모델과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내진해석을 수행하여 지진에 대한 설계하중을 생산하였다. 

3.3.4.5.1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한요소모델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원자로의 일차냉각수 속에 잠긴 상태로 운전된다. 물속에 잠 

긴 물체의 진동특성은 유체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유체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앞 절에서 작성한 증기발생기 가세트의 유한요소모델에 부가질량을 

추가하여 해석에 사용했다. 부가질량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외통과 동일한 길이 및 

지름을 갖는 원기둥 부피에 해당하는 일차냉각수의 질량을 계산하고 해당 절점에 

집중질량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증기발생기 카세 

트의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3.3-45 및 그림 3.3-46과 같다. 
모델그럼에서 절점부에 사각형 표시는 부가칠량을 모사한 집중질량요소이다. 그림 

3.3-45에서 숫자는 절점번호이다. 유한요소모델의 총 절점수는 2307~ 이며 99개의 보 

요소와 31개의 집중질량요소로 구성하였다. 부가질량으로 고려된 251.2kg을 포함한 

모델의 총 질량은 631.6kg이다. 경계조건은 절점 l(카세트노즐 헤더부와 원자로 내 

벽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완전고정으로， 절점 700(증기발생기 카세트 최하단부)에서 

횡방향 고정으로 하였다.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동특성해석을 통해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별유효질량 (effective mass)를 계산하고 표 3.3-18에 정리하였다. 총 30개의 
고려하면 모든 방향으로 약 85%이상의 유효질량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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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2 지진하중 

그림 3.3-47, 그림 3.3-48, 그림 3.3-49에 각각 기술된X， Y, Z 방향에 대한 SSE 응 
답스펙트럼 하중을 고려하였다. 그림의 SSE 하중 시 원자로에 장착된 기기가 받는 
하중의 응답스펙트럼이다. 이는 감쇠 1% 인 경우의 응답스펙트럼이며 해석을 위해 
그림에서와 같이 몇 개의 직선으로 단순화하였다. 

3.3.4.5.3 내진해석 

앞서 기술된X， Y, Z 방향에 대한 단순화된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카 
세트의 내진해석을 수행하였다. 내진해석에서는 웅답스펙트럼 해석볍을 사용하였으 

며， Ten Percent Method를 이용해 각 모드의 영향을 종합하였다. 가진력의 방향효 
과는 SRSS를 이용해 고려하였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한요소모델의 절점좌표와 

절점의 변위해석결과를 표 3.3-19에 수록하였으며， 요소 구성정보와 내력은 표 3.3-
20에 수록하였다. 고정점에서의 반력은 표 3.3-21에 수록하였다. 

표 3.3←21에서 절점 1은 카세트노즐 헤더부와 원자로 내벽이 교차하는 부분이며， 절 

점 700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최하단부이다. 고정점 반력은 전체좌표계에서 정의되 

는 반력으로 방향은 그림 3.3-46에 표시된 전체좌표계를 따른다. 응답스펙트럼 해석 

법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카세트의 내진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해석에 

는 상용프로그램인ABAQUS Version 6.4를 이용하였으며， Ten Percent Method와 
SRSS를 이용해 개별 모드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해석결과 카세트노즐 헤더부와 원자로 내벽이 교차하는 부분인 절점 1에서 발생하는 

최대 반력은 3,278N, 최대 모멘트 반력은 855Nm로 나타났다. 최대 변위는 증기발생 

기 카세트의 전열관집합체 상부 (절점 360)에서 발생하는 횡방향 변위로 0.082mm이 

다. 본 해석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내부의 고압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 

로 운전 중 실제 내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압력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3.3.4.6 증기발생기 차세트 BLPB 해석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유한요소모델과 BLPB 하중의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증기 
발생기 카세트의 BLPB 하중에 대한 응답해석을 수행하고 설계하중을 생산하였다. 
유한요소모델 및 해석절차는 내진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3.4.6.1 BLPB 하중 

그림 3.3- 50, 그럼 3.3-51 그림 3.3-52에 각각 기술된 세 가지 방향에 대한 BL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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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답스펙트럼 하중을 고려하였다. 각 그림은 BLPB 사고시 원자로에 장착된 기기가 
받는 방향별 하중의 응답스펙트럼이다. 이는 감쇠 2%인 경우의 응답스펙트럼이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BLPB 하중이 상이한 특성을 보인 
다. 남북방향 하중이 동서방향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해석에 

서는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설치방향이 다양함을 고려하고 해석의 보수성을 확보하 

기 위해. 수평방향으로는 그림 3.3-52의 남북방향 용답스펙트럼을 모델의 X 및 Z 
방향으로 동시에 적용하였다. 또한 수직방향으로는 그림 3.3-51의 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하였다. 해석의 입력으로 사용한 응답스펙트럼은 그림 3.3-51과 그림 3.3-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몇 개의 직선으로 단순화한 값을 적용하였다. 

3.3.4.6.2 해석결과 

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해석방법으로는 응답스펙 

트럼 해석법을 적용하였으며 SRSS 방법과 Ten Percent Method를 이용해 각 모드 
의 영향을 종합하였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한요소모델의 절접좌표와 절점의 변위 

해석결과를 표 3.3-22에 수록하였으며， 요소 구성정보와 내력은 표 3.3-23에 수록하 

였다. 고정점에서의 반력은 표 3.3←24에 수록하였다. 

표 3.3-24에서 절점 1은 카세트노즐 헤더부와 원자로 내벽이 교차하는 부분이며， 절 

점 700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최하단부이다. 고정접 반력은 전체좌표계를 따른다. 응 

답스펙트럼 해석법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카세트의 BLPB 응답해석을 수행한 결과 
를 정리하였다. 해석에는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Version 6.4를 이용하였으며， 

Ten Percent Method와 SRSS를 이용해 개별 모드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해석결과 카세트노즐 헤더부와 원자로 내벽이 교차하는 부분인 절점 1에서 발생하는 

최대 반력은 4,362N, 최대 모멘트 반력은 1 ，073Nm로 나타났다. 최대 변위는 증기발 

생기 카세트의 전열관집합체 상부 (절접 36이에서 발생하는 횡방향 변위로 O.l19mm 
이다. 본 해석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내부의 고압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으 

므로 운전 중 실제 내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압력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3.3.4.7 전열관 증발영역 진동에 따른 건전성 해석 

SMART 연구로에 사용되는 관류식 나선형 증기발생기는 이차 측 급수가 전열관 
안을 흐르면서 일차 측으로부터 열을 받아 과열증기가 생성된다. 전열관에서 물이 

증발되어 증기가 되는 증발경계 (dry-out boundary)는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 
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면서 진동하게 된다. (그림 3.3-53 참조) 
증발경계의 진동은 전열관의 내벽에 접하는 유체온도와 전열계수의 변동을 초래하 

고 이로인해 전열관의 온도분포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온도구배는 전열관 

에 열응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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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1 일이차측 유체의 온도와 압력하중 

전 열 관은 길 이 방향으로 급수 예 열 영 역 (economizer region) , 증발영 역 (evaporator 
region) , 그리고 과열영역 (superheater region)으로 나뀐다. 그림 3.3-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발영역이 전체의 60%정도를 차지하고， 과열증기영역이 약 15%를 차지 

한다. 이러한 영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약간씩 움직인다. 특히， 증발 

영역과 과열영역이 아래 위로 움직임에 따라 전열관 내외의 열수력조건은 크게 변 

하게 된다. 전열관의 건전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열관의 응력상태를 계산해 

야한다. 정상운전상태에서 전열관에는 일이차측의 압력하중 그리고 일이차측 냉각 

재의 온도차에 의한 열웅력이 작용한다. 

일이차측냉각재의 온도로부터 전열관의 온도분포를 구할 수 있다. 하나의 진동주기 

동안 전열관의 외부에 접하고 있는 일차냉각재의 온도분포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3.3-55이다. 그림 3.3-55 - 3.3-58은 전열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once-sg에 의해 계산되었다. 여기서， O.Om, 1.5m, 3m는 각각 전열관의 출구에서 부 

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전열관 출구부위의 일차측 냉각재 온도는 항상 노심의 출구 

온도와 같은 310
0

C 로 가정한다. 그러나 전열관의 증발영역 (마γ out)경계의 진동에 

따라 1.5m와 2.0m에서의 일차냉각재 온도는 달라지게 된다. 

그림 3.3-56에서는 동일한 위치와 조건에서 이차냉각재의 온도를 보여준다. 마찬가 

지로 전열관 출구에서 Om, 1.5m, 3m에서의 이차냉각재 온도를 보여 주는데 중간의 

사이 값은 30cm 간격의 값을 나타낸다. 그림 3.3-57은 이차냉각재와 접하는 내벽에 
서의 전열계수를 보여 준다. Om는 항상 과열증기지역에 속하므로 상의 변화가 없고 

단순히 온도변화에 의한 전열계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값의 진폭은 크지 않다. 

3m지역의 경우는 항상 증발지역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전열계수의 진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1.5m의 위치에서의 전열계수는 과열증기지역에 속할 때와 중발지역에 

속할 때 차이가 매우 크다. 이 값이 dry-out 경계에서 열용력변동을 크게 유발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일차냉각재와 접하는 전열관의 바깥쪽은 전열계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림 3.3-58은 이차냉각재의 압력변화를 나타낸다. Dry-out경계의 변동에 따 

라 전열관내부의 압력이 변동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차측의 경우는 거의 압력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증기발생기의 열수력 계산결과에서 나온 일이차측의 압력변동 

과 전열계수의 변동은 전열관벽의 온도분포를 구하는데 입력으로 사용된다. 전열관 

외부의 일차측 압력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3.4.7.2 전열관 해석모델링 

전열관의 온도분포는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온도분포는 DC2D4요소를 

사용하였다. 일차냉각재와 이차냉각재의 온도와 전열계수를 시간의 함수로 입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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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열관의 온도분포를 구하였다. 그러나 밀도， 비열， 그리고 열전도도 등은 그다 

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된 모델과 경계조건은 그림 3.3-59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온도분포를 구하기 위해 dry- out 경계의 진동수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진동수를 O.OlHz, O.1Hz, 0.5Hz, 1Hz, and 5Hz로 바꾸어 가면서 전열관 출구에서 
1.5m떨어진 곳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0.5Hz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열관 

출구에서 Om, 1.5m 그리고 3m떨어진 곳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이 과열지역과 증발지역의 구분은 정상상태에서 1.48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따라 

서 완전히 증발지역에 속한 값을 보기 위해 전열관 출구에서 Om 떨어진 곳을 선택 

하였고 경계가 가장 섬하게 진동하는 곳을 보기 위해 1.5m 떨어진 곳을 선택했으 

며， 완전히 증발지역에 속하는 곳에서의 값을 보기위해 3m 떨어진 곳을 선택하였 
다. 따라서 온도분포를 구하기 위해 총 15회의 과도해석이 수행되었다. 

러시아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SMART 연구로에 사용된 전열관의 경우 약 0.5HZ의 

진동수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록에는 15개의 입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 

0.5Hz이며 전열관에서 1.5m 떨어진 곳의 온도를 구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할 때 사 

용한 입력파일을 첨부하였다.0.5Hz의 경우 0.01초 간격으로 과도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전체적으로 2주기인 4초 동안 해석을 수행하였으므로 400회의 해석이 수행되었 

다. 

3.3.4.7.3 전열관 온도해석결과 

SMART 연구로의 전열관이 0.5Hz의 주기로 증발영역이 진동할 때 각 위치에서의 
한 주기 동안 온도변화는 그림 3.3-60과 같다. SMART 연구로의 경우 0.5H가 사용 
된다. 진동수가 다른 경우에도 경향은 유사하므로 해석을 위한 파일만 CD에 첨부 

하였다. 전체 주기 동안 과열증기영역에 속하는 전열관 출구에서의 온도변화를 시 

간에 따라 보여 주는데 일차측과 접하는 외벽에서는 온도변동이 거의 없고 이차측 

과 접하는 내벽에서 약간의 온도변동이 있다. 전체 주기 동안 증발영역에 속하는 

위치， 즉 전열관 출구에서 3m 떨어진 곳의 온도분포인데 시간에 따라 그다지 큰 변 

동이 없다. 이에 비해 증발영역과 과열증기영역을 오가는 지역 즉 전열관 출구에서 

1.5m 떨어진 곳의 온도분포는 시간에 따라 온도 변동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 

는 이차냉각재의 유체 상에 따라 전열계수의 차이가 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된다. 

3.3.4.7.4 전열관 응력해석결과 

온도해석결과를 입력하여 ABAQUS를 이용하여 웅력을 계산하였다. 먼저 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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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 않고 온도분포로 인한 하중만을 고려하여 해석한 것이 그림 3.3 -61 이다. 전 

열관의 출구에서 1.5m떨어진 곳에서 증발영역경계의 움직임으로 인해 큰 응력의 변 

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압력과 온도를 가하여 Von-Mises웅력의 변동 

을 살펴 본 것이 그림 3.3-62이다. 피로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번응력값 

을 조사한 것이 표 3.3-25이다. 전열관 출구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응력의 진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면 전열관의 외벽에 비해 전열관의 내벽에 더 큰 응력이 작용하 

였다. 

전열관에서 증발영역 경계가 진동하는 주파수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주파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동수를 O.lHz , 0.5Hz, 1Hz, and 5Hz로 바꾸어 가면서 해 
석하였다. 그림 3.3-63에서 3.3-66에 Von-Mises응력의 변동을 시간의 함수로 표시 

하였다.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교변웅력의 크기는 그림 3.3-67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증발영역의 진동주기가 늦을수록 즉， 천천히 움직일수록 큰 값을 갖는다. 증발영역 

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열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으므로 웅력의 진폭은 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3.4.7.5 전열관 피로해석결과 

앞서 계산된 용력값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수명동안의 진동횟수를 계산하여 그림 

3.3-68에 나와 있는 PT-7M의 S-N곡선과 비교하면 건전성 평가할 수 있다. 설계온 

도C350
0

C)에서 응력과 반복싸이클 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 = 1/2* 101.56 N 0.057 

실제와 가장 가까운 0.5Hz의 경우 15년 수명동안 약 2.4x108싸이클이다. 여기에 안 

전율을 약 2배 고려하여 5x18cycle에 대한 응력값을 보면 56.8MPa로서 최대교번웅 

력값 19MPa보다 훨씬 크므로 안전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세설계단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하중과 함께 조합해서 재평가하는 것은 펼요하다. 

3.3.4.8 증기발생기카세트 계통 설계하중 값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증기발생기카세트에 작용하는 구조적 

인 하중을 생산하고 AE의 연계자료로부터 일부 하중을 받아 전체하중을 증기발생 

기카세트 시방서에 기술하였다. 모률급수관 노즐에 작용하는 하중은 표 3.3 -26과 같 

으며 이 값은 노즐 및 노즐증기헤더 덮개의 설계에 적용된다. 

증기발생기카세트 지지점의 하중은 표 3.3-27과 같으며 하단에서의 하중은 표 

3.3-28과 같다. 이 값은 증기발생기차세트의 설계에 하중조건으로 사용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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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7의 fitting pressure는 원자로용기의 설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위치와 지지점에 대한 설명은 그림 3.3-26, 27 그리고 표 3.3-7과 같다. 

3.3.5 검증시험 요건 및 결과 평가 

3.5.5.1 검 증시 험 요건 

증기발생기카세트의 겸증시험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증기발생기카세트 검증시험요 

건서에 상술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요건 

- 검증시험 수행기관은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보증절차서를 작성하고 시험 전과정 

에 걸쳐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검증시험 수행기관은 서로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본 문서 

의 요건을 반영하여 검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설계자 

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증시험계획서는 검증시험항목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검증시험 수행기관은 주요 시험을 설계자의 입회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검증시 

험 수행기관은 설계자의 입회시험항목과 시점을 검증시험계획서에 명기하여 설계자 

의 검토를 받는다. 

• 검증시험 수행자는 시험계획서에 해당하는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자의 검토 

를 거친 후 최종 본을 발간한다. 최종본에는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측 

정값 (raw data)를 전자파일로 첨부한다. 

나) 성능시험요건 

증기발생기 카세트 성능시험은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수명기간동안 제 기능을 내 

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으로서 열수력성능시험과 수명시험으로 구분된다. 

- 증기발생기 카세트 성능시험계획서는 표 3.3-29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준해 

수행한다. 

• 증기발생기카세트를 시험하는 루프는 최소한 그림 3.3-69와 같은 형태의 루프를 

구성하여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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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열수력성능시험 

열수력성능시험은 증가발생기 카세트가 여러 가지 설계운전조건에서 증기발생기 카 

세트의 열수력적 성능을 설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열수력성능시험의 측정데이 

타는 다음과 같으며 증가발생기치구 내에서의 측정위치는 그림 3.3-70과 같다. 

- 성능시험용 치구 연결배관 입구에서 일차냉각재의 온도， 압력， 유량 

성능시험용 치구 연결배관 출구에서 일차냉각재의 온도， 압력 

성능시험용 치구 연결배관 입구에서 이차냉각재의 온도， 압력， 유량 

성능시험용 치구 연결배관 출구에서 이차냉각재의 온도， 압력， 유량 

- 증기발생기 카세트 입구에서 일차냉각재의 온도와 압력 

증기발생기 카세트 출구에서 일차냉각재의 온도와 압력 

컴퓨터와 관련저장장치에 저장하며， 측정 

결 정 한다. 성 능시 험 Matrix는 표 3.3-29와 

100%출력시험조건에서는 각각 다음과 

측정값을 DAS를 사용하여 시간의 함수로 

변수의 측정방법은 시험시설이 확정된 후 

같다. 단， 표 3.3-29에서 자연대류 설험 및 

같은 운전변수변동시험을 추가로 수행한다. 

이차측 급수유량을 :t2% 변화 
일차측 온도를 :t3 0C 변화 

이차측 압력을 :t0.2MPa 변화 

시험 후 검사항목 및 판정은 표 3.3-29의 측정변수가 설계조건에 부합하는지 

교 및 검토가 되어야 하며 시험종료 후， 기술기준에 준한 누설검사를 수행하여 

조적 건전성을 확인한다. 

라) 증가발생기 카세트 수명시험 

비 

구 

증기발생기 카세트 수명시험은 증기발생기 가세트가 수명기간동안 겪는 운전과도하 

중을 부가하여 증가발생기 카세트의 건전성을 조사하는 실험이다. 증기발생기 카세 

트의 수명시험을 단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가속시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속시험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증기발생기카세트 검증시험계획서 

에 첨부하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설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수명시험의 측정데이타 및 위치는 열수력성능시험의 경우와 동 

일하며 시험시설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증가발생기 카세트부품에 열전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때 열전대의 부착위치와 방안에 대해서 설계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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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측정값을 DAS (Data Acquisition System)를 사용하여 시간의 함수로 컴퓨터 
와 관련저장장치에 저장하며， 측정변수의 측정방법은 시험시설이 확정된 후 결정한 

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검증시험요건서와 가속시험조건을 만족하도록 증기발생기 

카세트 검증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 후 검사항목 및 판정은 기술기준 

에 준한 누설검사 및 수압시험을 수행하고 누설여부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마) 내진시험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Reg. Guide 1.29에 의해 Seismic Category 1으로 분류되어 내 

진성능을 입증해야 하는 기기이다. 내진시험의 목적은 증기발생기 카세트 원형의 

내진요건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내진성능 설계최적화에 펼요한 기기 동특성에 관련 

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는 수회의 OBE와 일회의 SSE 
에서 항상 구조건전성 및 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검증시험 방법은 IEEE 
Std 344를 적용한다. 
내진시험은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정상운전 중인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치구에 장착하여 일차 및 이차측에 증류수를 채우고 상온 상압에서 운전 

중인 상태로 수행한다. 내진시험용 치구는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원자로에 장착된 

상태와 동일한 강성과 지지조건을 구현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내진시험 

에서 RRS (Required Response Spectrum)는 해석적으로 구한 값을 적용한다. 내진 
시험 후 기술기준에 준해 누설시험을 수행하여 구조건전성과 운전성 유지를 확인함 

으로써 내진요건 만족여부를 판정한다. 내진 시험은 이번단계에서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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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검증시험 결과 평가 

증기발생기카세트에 대해 검증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러시아 기술기준에 따른 강 

도평가를 수행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만족함을 보였다. 성능시험은 100%출력 

에서 설계요건에 명시된 과열증기 값보다 약 30
0

C 가 낮은 과열증기가 측정되었다. 

시험과정에서 수질조건에 문제가 있어 시험데이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러시아 

측과 협의하여 재시험을 타진 중이다. 러시아 기준에 따른 열피로시험을 수행결과 

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러시아에서 시험 후 일이차측 수압시험을 수 

행한 결과 압력의 강하가 있었으나 한국에 반입하여 기계연구원에서 수압시험을 수 

행한 결과 누수나 압력강하가 없었다. 이는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아닌 치구에서 누 

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기발생기를 분해하여 세밀한 조사를 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강도관련 성능은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평가되며 열수력적 성능은 시험데이타 분석과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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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SGC 주요 요건과 사양 

설 
설계압력 (Mpa) 17 

껴 l 설계온도(DC) 찾:D 

요 멸출럭 (M vvt) 5.L14 
건 
전열면적 (m2.) 26.2 

= 안전등급 1) 
ζ그 

二t그j 설계듬급잉 
t:::I 

내진등급” τr 

류 
프i5-~ 틀경| E = 그 』;j 4) A 

등~~ 관류식/나선헝 

전열관 외경/내겸 (mm) 1α7 

설 모둘 수(개) 6 
겨| SGC 높이 (mm) 22Ll9 
사 

양 최내/모| 얼 나선겸 (mm) 1141422 

전멀관 수(개) 93 

전열관소채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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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증기발생기카세트 부품 명 및 재 

수량 
-님「1 IFI r 「냥8 재료 전체 

증기발생기 
단위카세 E 

노즐헤더 
STS321 

카세 E 지지대 고정 스터 E 
STS321 12 

카세 E 지지대 
PT-3V 6x12 6 

.2..돋 I=r 二H그 「/‘-f「’r PT-7M 3x12 3 

모률증기관 
PT-7M 6x12 6 

카세 E상부원통 
PT-3V 6x12 6 

상부내통 
PT-3V 12 1 

모률증기헤더 
PT-3V 12 1 

모률급수헤더 
PT-3V 6x12 6 

전열관 
PT-7M 6x12 6 

상부지지보 
PT-3V 96x12 96 

전열관지지대 
ASTM Ti 6x12 6 

카세 E 내통 
Gr.2 126x12 126 

하부지지보 
PT-3V 12 1 

오리피스외피 
PT-3V 6x12 6 

오리피 A스크류 
PT-3V 96x12 96 

오리피스내피 
PT-3V 96x12 96 

카세 E하부원통 
PT-3V 96x12 96 

차세 E오리피스 
PT-3V 12 1 

면밀봉압축스프링 
PT-3V 12 1 

상부밀봉링 
Inconel X750 12 1 

링격자 
PT-3V 12 1 

하부밀봉링 
PT-3V 12 1 

밀봉링고정자 
PT-3V 12 l 

면밀봉장치 
PT-3V 12 

모률급수관 이종금속결합부 암나사 
PT-3V 12 1 

모률급수관 이종금속결합부 수나사 
STS321 6x12 6 

모률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 암나사 
PT-3V 6x12 6 

모률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 수나사 
STS321 6x12 6 

브레이징 용가재 
PT-3V 6x12 6 

노즐급수헤더덮개 
BAg-19 

열팽창결합부 
STS321 12 1 

주급수노즐 안전단 
STS321 12 1 

노즐증기헤더덮개 
STS321 12 

모률급수관 단열재 
STS321 12 

PT-3V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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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3 증가발생기 카세트 전열관 배열 

열 변호 전열관 수 
나선직경 나선각 전열관 전열관 길이 전열관 높이 

(mm) (도) 회전수 (m) (mm) 

l 4 114 7.32 25 9.03 1150.00 
2 4 142 5.89 25 11.21 1150.00 
3 5 170 6.15 20 10.74 1150.00 
4 6 198 6.33 16 10.01 1104.00 
5 7 226 6.47 14 10.00 1127.00 
6 8 254 6.58 12 9.64 1104.00 
7 8 282 5.93 12 10.69 1104.00 
8 9 310 6.07 11 10.77 1138.50 
9 10 338 6.18 10 10.68 1150.00 
10 11 366 6.28 9 10.41 1138.50 
11 12 394 6.36 8 9.96 1104.00 
12 12 422 5.94 8 10.66 1104.00 

표 3.3-4 PT-7M 재료성질 

[femperature( <C} 2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많imate Strength 510 411 336 285 239 235 235 235 

MPa (kgf!mm' ) (52) (41.9) (34.3) (29.l) (24.4) (24) (24) (24) 

~I며ie2ld， Strength 372 337 279 234 211 194 186 181 
MPa (kgf!mm') (38) (34.4) (28.5) (23.9) (21.5) (19.8) (19) (1 8.5) 

MQPoadulus of Elasticlty 112 109 106 103 100 97 93 89 
OQ,kgf! mm'} (1‘14) (1.1 1) (1.08) (1.05) (1.Q2) <O.99} <O.95} <O.91} 

þ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 Il! K 8.5 8.6 8.8 8.8 8.9 9.0 9.2 9.2 

!Elongation, % 20 20.8 22 23.6 22 20.4 18.7 17.6 

Heat Conductivity 
tw!m degree 10.174 11.626 13.08 13.81 14.53 15.26 

bWpkegclflc Heat Capacity 
degree 509 

표 3.3-5 PT-3V 재료성질 

Temperature( OC} 20 50 100 150 200 250 300 350 
UJtimate Strength 637 596 535 466 406 392 375 360 
Rm, MPa (kgf!mrn') (65) (60.8) (54.5) (47.5) (41.6) (40) (38.2) (36.7) 
Yield Strength 589 529 470 417 353 323 294 279 
Rω2， MPa (kgf!mm') (50) (54) (48) (42.5) (36) (33) (3D) (28.5) 
Modulus of Elasticity 118 115 111 109 106 104 101 98 
GPa (1 0’kg t/mm') (1.2) (1.l7) (1.13) (1.11) (1.08) (1 .06) (1.03) (1.oo) 

Ç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ll! K 8.5 8.6 8.8 8.9 9.0 9.2 9.3 
~Jongation ， % 
- forgings 8 8.2 8.6 8.5 8.5 8.5 8.5 8.5 

sheets 10 10.3 10.8 10.8 10.8 10.8 10.8 10.8 
Hwe/amt Conductivlty 

degree 10.8 J 1.34 12.18 14.28 

SJApegciflc Heat Capac1ty 
degree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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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온도에 따른 열팽창 값 

온도 열팽 창계 수(PT -3V) 열팽창 

20 8.50E-06 
50 8.50E-06 0.537 

100 8.60E-06 0.900 
150 8.80E-06 0.916 
200 8.90E-06 0.931 
250 9.00E-06 0.942 I 
300 9.20E-06 0.958 
310 9.22E-06 0.194 

겨| 5.377 

표 3.3-7 증기발생기 카세트 지지점 좌표 

증기발생기 
하중이 가해지는 좌표 

카세 E 상태 
Location (unit : mm) 

X y Z 

FW nozzle (A) -891 0 0 
Nozzle Steam 

Header Cover (B) 
711 0 0 

Cold Support (C) -509 0 0 
Support (Ð) 274 0 0 
Support (E) -246.0 0 0 
Face Seal(F) 0 -2105.0 0 

FW nozzle (A) 0 0 
Nozzle Steam 

Header Cover (B) 
0 0 

NOP Support (C) 0 0 
Support (D) 275.36 0 0 
Support (E) 247.22 0 0 
Face Seal(F) 

」
0 • 2110.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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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증기발생기카세트 부품의 질량 

부품명 재료 짙량~g 
전열관집합체 PT -7M/PT -3V 256.0 
모둘급수헤더 PT-3V 28.9 
모률증기헤더 PT-3V 14.0 
모툴급수관 PT-3V 10.8 
모률급수관 이종금속결합부 PT -3V /8T8321 1.7 
모둘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 PT -3V /8T8321 13.8 
노즐헤더집합체 PT-3V 36.9 
카세 E하부원통집합체 PT-3V 45.7 
카세 E노즐 PT-3V 137.3 
카세드상부원통 PT-3V 55.1 
카세 E지지대 PT-3V 2 .4 
카세 E지지대 고정볼 E 8T8321 0.5 
합계 603.1 

표 3.3-9 증기발생기카세트의 부력 

부품명 질량 I kg 부력 I kg t 

전열관집합체 256.0 40.08 
모둘급수헤더 28.9 4.52 
모툴증기헤더 14.0 2.19 
모둘급수관 10.8 1.69 
모툴급수관 이종금속결합부 1.7 0.27 
모둘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 13.8 2.16 
노즐헤더집합체 36.9 5.78 
카세 E하부원통집합체 45.7 7.15 
카세 E노즐 137.3 21.49 
카세 E상부원통 55.1 8.63 
카서|E 지지대 2.4 0.38 
차세 E 지지대 고정볼 E 0.5 0.08 
합계 603.1 94.42 

표 3.3-10 증기발생기 카세트 3차원 유한요소모델 절점좌 

표 및 구속조건 

절점 절점 좌표 (m) 
구속조건 

번호 Xl X2 X3 

1 -0.2470 0 0 All Fix 
2 0.1850 0 0 
3 • 0.1230 0 0 
4 0.0615 0 0 All Free 
5 0 0 0 

6 0.06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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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1230 0 0 
8 0.1600 0 0 
9 -0.123 - 0.0800 0.071 
10 -0.123 -0.1320 0.071 
11 - 0.123 -0.1840 0.071 
12 -0.123 - 0.2270 0.071 
13 - 0.123 -0.2945 0.071 
14 -0.123 -0.0800 -0.071 
15 - 0.123 -0.1320 -0.071 
16 -0.123 - 0.1840 -0.071 
17 - 0.123 -0.2270 - 0.071 
18 -0.123 -0.2945 -0.071 
19 0 - 0.0282 0.1020 
20 0 -0.0393 0.1095 
21 0 - 0.0900 0.1337 
22 0 -0.1456 0.1420 
23 0 -0.1840 0.1420 
24 0 - 0.2270 0.1420 
25 0 - 0.2945 0.1420 
26 0 -0.0282 -0.1020 
27 0 - 0.0393 -0.1095 
28 0 -0.0900 - 0.1337 
29 0 -0.1456 -0.1420 
30 0 -0.1840 -0.1420 
31 0 - 0.2270 - 0.1420 
32 0 -0.2945 - 0.1420 
33 0.123 -0.0100 0.071 
34 0.123 - 0.0535 0.071 
35 0.123 -0.0970 0.071 
36 0.123 -0.1405 0.071 
37 0.123 - 0.1840 0.071 
38 0.123 -0.2270 0.071 
39 0.123 -0.2945 0.071 
40 0.123 - 0.0100 - 0.071 
41 0.123 -0.0535 -0.071 
42 0.123 - 0.0970 - 0.071 
43 0.123 -0.1405 -0.071 
44 0.123 -0.1840 - 0.071 
45 0.123 - 0.2270 -0.071 
46 0.123 -0.2945 -0.071 
47 0 - 0.2945 0 
48 0 -0.5058 0 
49 0 - 0.9835 0 
50 0 -1.3922 0 
51 0 -1.6768 0 
52 0 -2 .1050 0 
53 0 -0.14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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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0.1703 0.0958 0 
55 0.2151 - 0.0918 0 
56 0.2155 -0.1420 0 
57 0 0.0713 0.1045 
58 0 -0.0921 0.2128 
59 0 - 0.1420 0.2155 
60 0 0.0713 - 0.1045 
61 0 0.0921 -0.2128 
62 0 0.1420 -0.2155 
100 0 0.1420 0 
120 0 -0.1725 0 
140 0 0.2030 0 
160 0 -0.2335 0 
180 0 0.2640 0 
200 0 -0.2945 0 
220 0 -0.3368 0 
240 0 0.3790 0 
260 0 -0.4213 0 
280 0 -0.4635 0 
300 0 0.5058 0 
320 0 -0.6013 0 
340 0 -0.6969 0 
360 0 0.7924 0 
380 0 - 0.8880 0 
400 0 -0.9835 0 
420 0 -1.0653 0 
440 0 1.1470 0 
460 0 -1.2287 0 
480 0 -1.3105 0 
500 0 - 1.3922 0 
520 0 -1.μ91 0 
540 0 -1.5060 0 
560 0 - 1.5629 0 
580 0 -1.6198 0 
600 0 -1.6768 0 
620 0 1.7624 0 
640 0 -1.없81 0 
660 0 - 1.9337 0 
680 0 -2.0194 0 
700 0 -2 .1050 0 Fix Xl,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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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11 전열관집합체 구성 및 질량 

Part 모델 구성 
부가질량 

(kg) 

CC-1 상부원통 

CC-2 상부원통，모률중기헤더，원자로냉각재 31 .1 

SG-3 전열관， 중기， 원자로냉각재 88.2 
SG-2 전열관， 물+증기， 원자로냉각재 79.7 
SG- 1 전열관，모률급수헤더，물，원자로냉각재 58.4 

CC-3 하부원통집합체 124.1 

표 3.3-12 증기발생기 카세트 3차원 유한요소모댈 요소구성 

요소번 
절점 ELEMEM 

T 비고 요소형식 
호 l 

SET 
l l 2 CN1 2 2 3 
3 3 4 CN2 4 4 5 카세 E 노즐 

5 5 6 
6 6 7 CN3 
7 7 8 
8 9 10 SP1-SUS 모률증기관1-SUS 9 10 11 
10 11 12 SPl]-SUS 이종금속결합부 암나사1 
11 11 12 SPlJ-3V 이 종금속결합부 수나사1 
12 12 13 SP1-3V 모률증기관1-3V 
13 14 15 SP2- SUS 모률증기관2→SUS 14 15 16 
15 16 17 SP2_T-SUS 이 종금속결합부 암나사2 
16 16 17 SP2]-3V 이종금속결합부 수나사2 보요소 
17 17 18 SP2-3V 모둘증기관2-3V 
18 19 20 
19 20 21 SP3- SUS 모률증기관3-SUS 20 21 22 
21 22 23 
22 23 24 SP3]-SUS 이종금속결협부 암나사3 
23 23 24 SP3_T-3V 이 종금속결합부 수냐사3 
24 24 25 SP3-3V 모둘증기관3-3V 
25 26 27 
26 27 28 SP4-SUS 모률증기관4-SUS 27 28 29 
28 29 30 
29 30 31 SP4_T- SUS 이 종금속결합부 앙나사4 
30 30 31 SP4] --J_V 이종금속결합부 수나사4 

31 31 32 SP4-3V 모률증기관4-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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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4 
33 34 35 SP5-SUS 모률증기관5-SUS 34 35 36 
35 36 37 
36 37 38 SP5]-SUS 이종금속결합부 암나사5 
37 37 38 SP5]-3V 이종금속결합부 수나사5 
38 38 39 SP5-3V 모률증기관5-3V 
39 40 41 
40 41 42 SP6-SUS 모률증기관6-SUS 41 42 43 
42 43 44 
43 44 45 SP6]- SUS 이종금속결합부 암나사6 
44 44 45 SP6]-3V 이종금속결함부 수나사6 
45 45 46 SP6-3V 모율중기관6-3V 
52 54 55 CS-1 카세 E 지지대(1) 53 55 56 
54 57 58 CS-2 카세 E 지지대 (2) 55 58 59 
56 60 61 CS-3 차세 E 지지대 (3) 57 61 62 
100 100 120 
120 120 140 
140 140 160 CC-1 카세 E 상부원통 
160 160 180 
180 180 200 
200 200 220 
220 220 240 카세 E 상부원통， 

240 240 260 CC-2 모률증기헤더， 
260 260 280 원자로냉각재 
280 280 300 
300 300 320 
320 320 340 
340 340 360 SC-3 

보요소 360 360 380 
380 380 400 
400 400 420 
420 420 440 전열관집합체+카세 E상부원 
440 440 460 SC-2 
460 460 480 통 

480 480 500 
500 500 520 
520 520 540 
540 540 560 SC-1 
560 560 580 
580 580 600 
600 600 620 
620 620 640 하부원통집합체， 
640 640 660 CC-3 
660 660 680 모률급수헤더 

680 680 700 
58 3 9 SP-LINK1 RIGID LINK 강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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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 14 
60 5 19 SP-LINK2 61 5 26 모율증기관 카세 E노즐 

62 7 33 SP-LINK3 63 7 40 
64 13 47 
65 18 47 
66 25 47 SG-LINK R1GID LINK 
67 32 47 모률증기관 전열관집합체 
68 39 47 
69 46 47 
70 56 53 SS-LINK1 71 54 5 R1GID LINK 
72 59 53 SS-LINK2 카세 E 지지대-카세 E 노즐 73 57 5 
74 62 53 SS-LINK3 카세 E 지지대-카세 E 외통 
75 60 5 

표 3.3- 13 증기발생기 카세트 3차원 유한요소모델 보요소 정보 

단면적 면적 모멘 E 탄성계수，E 전단계수，G 밀도 

[m2] [m4
] [Pa] [Pa] [kg/ m3] 

7.05E-05 

CN1 0.02774 O.OOE+OO 1. 748E+ 11 6.882E+1Q 8027 
lz2 1.42E-04 
J 2.12E-04 

111 2.41E-05 
카세 E 

CN2 0.01955 112 O.OOE+OO 1.748E+ 11 6.882E+1Q 8027 
노즐 122 9.70E-05 

J 1.21E-04 
1u 1.25E-05 

CN3 0.01682 O.OOE+OO 1.748E+ 11 6.882E+10 8027 122 8.16E-05 
J 9.41E-05 

111 4.64E-08 

SP-SUS 0.00039 112 O.ooE+oo 1.748E+ 11 6.882E+10 8027 122 4.64E-08 
J 9.27E-08 

2.13E-07 
SP- J- SU 

0.00088 112 O.OOE+OO 1.748E+ 11 6.882E+10 8027 
모률 S lzz 2. 13E-07 
증기관 J 4.27E-07 

1u 6.60E-08 

SP- J- 3V 0.00050 112 O.ooE+OO 1.004E+ 11 3.891E+1Q 4490 122 6.60E- 08 
J 1.32E-07 

SP-3V 0.00039 4.76E- 08 1. 004E + 11 3.891E+10 4490 112 O.OO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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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E- 08 
J 9.52E-08 

111 6.2500E- 1O 

CS-1 3.0000E-04 O.OOOOE+OO 1.004E+ 11 3.891E+10 4490 lzz 9.0000E-08 
J 9.0625E-08 

1.0417E-09 
카세 E 

CS-2 5.0000E- 04 O.OOOOE+OO 1.004E+11 3.891E+ 1O 4490 
지지대 lzz 4.1667E- 07 

J 4.1771E-07 
1.0417E- 09 

CS-3 5.0000E- 04 O.OOOOE+OO 1.004E+ 11 3.891E+ 1O 4490 4. 1667E- 07 
J 4.1771E-07 

1.684E-04 

CC-1 6.9270E-03 O.OOOE+OO 1.004E+11 3.891E+1O 4490 122 1.684E-04 
J 3.368E-04 

1.684E- 04 

CC- 2 6.9270E-03 O.OOOE+OO 1. 004E + 11 3.891E+ 10 21334.14 lzz 1.684E-04 
J 3.368E- 04 

1.684E-04 
카세 E 

SC- 3 6.9270E-03 O.OOOE+OO 1.004E+ 11 3.891E+ 10 26637.72 
집합체 lz2 1.684E-04 

및 
3.368E- 04 
1.684E-04 

카세 E 112 O.OOOE+OO 
원통 

SC-2 6.9270E- 03 122 1.684E- 04 1.004E+ 11 3.891E+10 28137 .16 

J 3.368E-04 
1.684E-04 

SC-1 6.9270E-03 O.OOOE+OO 1. 004E + 11 3.891E+10 29636.59 1.684E-04 
J 3.368E-04 

1.684E- 04 

CC- 3 6.9270E-03 O.OOOE+OO 1.004E+ 11 3.891E+10 44831.64 122 1.684E-04 
J 3.368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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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4 상세모델 질량 및 무게중심 

모델 질량 
[kg] 
380.4 

표 3.3-15 증기발생기카세트 저차고유진동수 

Mode 고유진동수 [Hz] 참여계수 

1 118.82 1.148 
2 125.59 1.183 
3 151.26 0.016 
4 235.87 1.214 
5 376.78 0.068 
6 378.83 0.105 

표 3.3-16 단순모텔 질량 및 무게중심 

모델 질량 
[kg] 
377.4 

표 3.3-17 단순모델을 이용한 증기발생기 
카세트 저차고유진동수 및 상세모델과의 

차이 

Mode 
고유진동수 [Hz] 차이 

상세모델 단순모텔 (%) 

1 118.82 118.60 0.19 
2 125.59 124.58 0.80 
3 151.26 145.39 3.88 
4 235.87 223.98 5.04 
5 376.78 374.18 0.69 
6 378.83 376.19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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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8 중기발생기 카세트 고유진동수 및 모드별 유효질량 

모드번호 고유진동수 (Hz) 
Effective Mass (kg) 

X 방향 Y 방향 Z 방향 
1 62.7 0.0 0.0 477.3 
2 64.2 0.0 0.0 12.3 
3 71.0 490.2 2.6 0.0 
4 147.4 2.1 552.3 0.0 
5 194.7 0.0 0.0 7.9 
6 207.8 2.8 0.8 0.0 
7 383.7 0.0 0.0 0.0 
8 411.2 0.0 0.0 23.3 
9 418.6 24.8 0.2 0.0 
10 485.2 0.3 27.8 0.0 
11 665.5 0.0 0.0 5.2 
12 670.9 4.9 0.0 0.0 
13 723.0 0.0 0.0 0.0 
14 822.4 0.3 8.1 0.0 
15 921.9 0.0 0.0 7.9 
16 927.7 6.2 0.2 0.0 
17 1028.3 0.0 3.3 0.0 
18 1032.2 0.0 0.0 10.4 
19 1061 .1 0.0 0.0 24.4 
20 1159.8 2.0 0.1 0.0 
21 1170.6 0.0 0.0 4.1 
22 1202.2 0.7 0.7 0.0 
23 1296.1 0.3 0.0 0.0 
24 1296.2 0.0 0.0 0.2 
25 1359.7 0.0 0.0 0.2 
26 1362.0 0.6 0.5 0.0 
27 1416.0 0.0 0.0 2.9 
28 1442.7 2.7 0.4 0.0 
29 1549.1 0.0 0.0 0.4 
30 1567.9 0.6 0.3 0.0 

총 유효질량 538.7 597.2 576.4 
(모델 총 질량에 대한 %) (85.3%) (94.6%)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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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9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한요소모델 절점좌표 및 절점변위 

절점번 절점좌표 (rmn) 절점변위 (rnrn) 
절점위치 

호 X 좌표 Y 좌표 Z 좌표 X 방향 Y 방향 Z 방향 
l -247.0 0.0 0.0 0.000 0.000 0.000 
2 -185.0 0.0 0.0 0.000 0.000 0.000 
3 123.0 0.0 0.0 0.000 0.001 0.000 
4 -61.5 0.0 0.0 0.000 0.001 0.001 
5 0.0 0.0 0.0 0.000 0.002 0.001 
6 61.5 0.0 0.0 0.000 0.004 0.001 
7 123.0 0.0 0.0 0.000 0.005 0.002 
8 160.0 0.0 0.0 0.000 0.006 0.002 
9 • 123.0 • 80.0 71.0 0.001 0.001 0.001 모률증기관1 상부 

10 -123.0 132.0 71.0 0.006 0.001 0.011 
11 123.0 184.0 71.0 0.018 0.002 0.035 
12 -123.0 -227.0 71.0 0.029 0.002 0.057 
13 123.0 294.5 71.0 0.04 0.004 0.080 모률증기헤더 1 상부 

14 123.0 80.0 71.0 0.001 0.001 0.001 모률증기관2 상부 

15 123.0 132.0 71.0 0.006 0.001 0.011 
16 • 123.0 -184.0 -71.0 0.018 0.002 0.035 
17 -123.0 -227.0 71.0 0.029 0.002 0.057 
18 123.0 294.5 71.0 0.041 0.004 0.080 모률증기헤더2 상부 

19 0.0 28.2 102.0 0.001 0.002 0.001 모률증기관3 상부 

20 0.0 39.3 109.5 0.001 0.003 0.001 
21 0.0 90.0 133.7 0.007 0.005 0.009 
22 0.0 145.6 142.0 0.017 0.007 0.025 
23 0.0 184.0 142.0 0.025 0.007 0.039 
24 0.0 227.0 142.0 0.034 0.007 0.054 
25 0.0 -294.5 142.0 0.043 0.006 0.069 모률증기헤더3 상부 

26 0.0 -28.2 -102.0 0.001 0.002 0.001 모률증기관4 상부 

27 0.0 39.3 109.5 0.001 0.003 0.001 
28 0.0 90.0 133.7 0.007 0.005 0.009 
29 0.0 • 145.6 -142.0 0.017 0.007 0.025 
30 0.0 184.0 -142.0 0.025 0.007 0.039 
31 0.0 227.0 142.0 0.034 0.007 0.054 
32 0.0 294.5 142.0 0.043 0.006 0.069 모률증기헤더4 상부 

33 123.0 -10.0 71.0 0.000 0.005 0.002 모률증기관5 상부 

34 123.0 53.5 71.0 0.003 0.005 0.006 
35 123.0 97.0 71.0 0.009 0.006 0.015 
36 123.0 140.5 71.0 0.017 0.006 0.028 
37 123.0 184.0 71.0 0.025 0.007 0.042 
38 123.0 227.0 71.0 0.033 0.007 0.056 
39 123.0 -294.5 71.0 0.041 0.008 0.069 모률증기헤더5 상부 

40 123.0 10.0 71.0 0.000 0.005 0.002 모율증기관6 상부 

41 123.0 53.5 71.0 0.003 0.005 0.006 
42 123.0 97.0 71.0 0.009 0.006 0.015 
43 123.0 140.5 71.0 0.017 0.0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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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23.0 • 184.0 - 71.0 0.025 0.007 0.042 
45 123.0 • 227.0 - 71.0 0.033 0.007 0.056 
46 123.0 294.5 - 71.0 0.041 0.008 0.069 모률증기헤더6 상부 

54 170.3 95.8 0.0 0.002 0.005 0.002 
55 215.1 91.8 0.0 0.024 0.011 0.053 
56 215.5 • 142.0 0.0 0.034 0.011 0.063 
57 0.0 71.3 104.5 0.001 0.002 0.001 
58 0.0 92.1 212.8 0.035 0.007 0.013 
59 0.0 142.0 215.5 0.041 0.009 0.064 
60 0.0 71.3 -104.5 0.001 0.002 0.001 
61 0.0 92.1 -212.8 0.035 0.007 0.013 
62 0.0 142.0 - 215.5 0.04 0.009 0.064 
100 0.0 142.0 0.0 0.034 0.005 0.064 
120 0.0 172.5 0.0 0.035 0.005 0.065 
140 0.0 203.0 0.0 0.037 0.005 0.066 
160 0.0 233.5 0.0 0.038 0.005 0.067 
180 0.0 264.0 0.0 0.039 0.005 0.068 
200 0.0 294.5 0.0 0.040 0.005 0.069 
220 0.0 336.8 0.0 0.042 0.005 0.071 
240 0.0 • 379.0 0.0 0.043 0.005 0.073 
260 0.0 421.3 0.0 0.045 0.005 0.074 
280 0.0 463.5 0.0 0.046 0.005 0.076 
300 0.0 505.8 0.0 0.048 0.005 0.077 
320 0.0 601.3 0.0 0.050 0.006 0.079 
340 0.0 696.9 0.0 0.052 0.006 0.081 
360 0.0 792.4 0.0 0.054 0.007 0.082 
380 0.0 888.0 0.0 0.054 0.007 0.081 
400 0.0 983.5 0.0 0.054 0.007 0.080 
420 0.0 1065.3 0.0 0.054 0.007 0.078 
440 0.0 1147.0 0.0 0.052 0.008 0.075 
460 0.0 • 1228.7 0.0 0.050 0.008 0.072 
480 0.0 1310.5 0.0 0.048 0.008 0.068 
500 0.0 • 1392.2 0.0 0.045 0.008 0.063 
520 0.0 1449.1 0.0 0.042 0.008 0.059 
540 0.0 1506.0 0.0 0.039 0.008 0.055 
560 0.0 1562.9 0.0 0.036 0.008 0.051 
580 0.0 1619.8 0.0 0.033 0.008 0.046 
600 0.0 1676.8 0.0 0.030 0.009 0.041 
620 0.0 1762.4 0.0 0.024 0.009 0.034 
640 0.0 1848.1 0.0 0.018 0.009 0.026 
660 0.0 1933.7 0.0 0.012 0.009 0.017 
680 0.0 2019.4 0.0 0.006 0.009 0.009 
700 0.0 2105.0 0.0 0.000 0.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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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0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한요소모델 보요소정보 및 요소내력 

요소 
보요소 절점 Intemal Force (N) Intemal Moment (Nm) 

Axial Shear Shear Bending Bending Twisting 
번호 1 (F1) (F2) (F3) (M1) (M2) (M3) 

1 2 2,595 3,278 2.993 773 647 275 
2 2 3 2.594 3,276 2,992 626 461 275 
3 3 4 2,056 1.963 2,009 418 308 36 
4 4 5 2.056 1,955 2,006 307 184 36 
5 5 6 223 1,184 443 140 40 131 
6 6 7 222 1,171 431 69 13 131 
7 7 8 0 12 20 0 0 
8 9 10 1,148 275 568 27 54 3 
9 10 11 1.148 275 568 12 25 3 
10 11 12 865 213 440 2 3 
11 11 12 282 61 127 0 0 0 
12 12 13 1,147 273 564 16 34 3 
13 14 15 1.148 275 568 27 54 3 
14 15 16 1.148 275 568 12 25 3 
15 16 17 865 213 440 2 3 
16 16 17 282 61 127 0 0 0 
17 17 18 1,147 273 564 16 34 3 
18 19 20 596 139 194 19 29 6 
19 20 21 605 139 165 15 25 4 
20 21 22 587 138 226 7 17 2 
21 22 23 559 138 287 1 5 2 
22 23 24 421 106 221 4 6 2 
23 23 24 138 31 64 0 
24 24 25 558 135 283 12 23 2 
25 26 27 596 139 194 19 29 6 
26 27 28 605 139 165 15 25 4 
27 28 29 587 138 226 7 17 2 
28 29 30 559 138 287 1 5 2 
29 30 31 421 106 221 4 6 2 
30 30 31 138 31 64 1 0 
31 31 32 558 135 283 12 23 2 
32 33 34 719 114 211 15 28 2 
33 34 35 719 114 211 10 19 2 
34 35 36 718 114 211 5 10 2 
35 36 37 718 113 210 0 2 
36 37 38 541 87 162 4 7 2 
37 37 38 177 25 47 0 
38 38 39 717 110 206 11 20 2 
39 40 41 719 114 211 15 28 2 
40 41 42 719 114 211 10 19 2 
41 42 43 718 114 211 5 10 2 
42 43 44 718 113 210 0 2 
43 44 45 541 87 162 4 7 2 
44 44 45 177 25 47 0 
45 45 46 717 110 206 11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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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4 55 107 2 434 0 12 1 
53 55 56 104 22 432 0 40 6 
54 57 58 562 31 921 34 7 
55 58 59 501 258 920 3 74 26 
56 60 61 562 31 921 34 7 
57 61 62 501 258 920 3 74 26 
100 100 120 140 1,558 974 208 292 140 
120 120 140 128 1,523 925 255 321 139 
140 140 160 117 1.487 875 301 349 138 
160 160 180 108 1.451 825 346 375 137 
180 180 200 102 1,413 774 389 400 136 
200 200 220 3,088 2,346 2,639 345 638 277 
220 220 240 3,054 2,266 2,533 438 747 273 
240 240 260 3.019 2,184 2,425 530 852 270 
260 260 280 2,982 2,098 2,314 619 953 266 
280 280 300 2,944 2,010 2,201 705 1,048 263 
300 300 320 2,863 1,824 1,966 834 1,190 253 
320 320 340 2.731 1,525 1,599 994 1,360 238 
340 340 360 2,590 1,214 1,223 1,125 1,495 222 
360 360 380 2.441 895 846 1.226 1.594 206 
380 380 400 2,284 574 474 1,295 1.655 190 
400 400 420 2,128 281 160 1,332 1,680 174 
420 420 440 1.977 124 246 1.341 1,675 160 
440 440 460 1.820 326 538 1,326 1.643 145 
460 460 480 1,659 578 828 1,289 1,585 130 
480 480 500 1,492 823 1,103 1,230 1,504 115 
500 500 520 1.345 1.020 1.322 1,166 1.419 101 
520 520 540 1.220 1,177 1,495 1,101 1.337 89 
540 540 560 1,093 1.323 1,657 1,028 1 깡4 78 
560 560 580 964 1.459 1.806 946 1,143 68 
580 580 600 833 1,583 1,942 857 1,033 58 
600 600 620 693 1,701 2.071 736 886 48 
620 620 640 543 1,804 2.182 583 700 39 
640 640 660 390 1,882 2,267 423 507 29 
660 660 680 235 1,936 2.325 256 307 18 
680 680 700 78 1.963 2.354 86 103 6 

표 3.3-21 증기발생기 카세 E 고정점 반력 

경계절점 ! 반력 (N) 모멘트 반력 (Nm) 
Fx Fy Fz Mx My Mz 

1 2,595 3,278 2,993 273 740 855 
700 1.963 0 2,35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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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2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한요소모델 절점좌표 및 절점변위 

절점 절점좌표 (mm) 절접 변위 (mm) 
절점위치 

번호 X 좌표 Y 좌표 Z 좌표 X 방향 Y 방향 Z 방향 
1 -247.0 0.0 0.0 0.000 0.000 0.000 
2 185.0 0.0 0.0 0.000 0.000 0.000 
3 123.0 0.0 0.0 0.000 0.000 0.001 
4 61.5 0.0 0.0 0.000 0.001 0.001 
5 0.0 0.0 0.0 0.000 0.002 0.001 
6 61.5 0.0 0.0 0.000 0.004 0.002 
7 123.0 0.0 0.0 0.000 0.005 0.002 
8 160.0 0.0 0.0 0.000 0.006 0.003 
9 123.0 -80.0 71.0 0.001 0.001 0.001 모률증기관1 상부 
10 123.0 - 132.0 71.0 0.008 0.001 0.016 
11 123.0 -184.0 71.0 0.023 0.002 0.051 
12 -123.0 -227.0 71.0 0.037 0.002 0.083 
13 123.0 -294.5 71.0 0.052 0.004 0.116 모률증기헤더 1 상부 

14 123.0 - 80.0 71.0 0.001 0.001 0.001 모률중기관2 상부 

15 123.0 -132.0 -71.0 0.008 0.001 0.016 
16 123.0 -184.0 71.0 0.023 0.002 0.051 
17 123.0 - 227.0 71.0 0.037 0.002 0.083 
18 123.0 -294.5 -71.0 0.052 0.004 0.116 모률증기헤더2 상부 

19 0.0 -28.2 102.0 0.001 0.002 0.002 모률증기관3 상부 
20 0.0 -39.3 109.5 0.001 0.002 0.002 
21 0.0 -90.0 133.7 0.009 0.006 0.013 
22 0.0 145.6 142.0 0.022 0.008 0.036 
23 0.0 -184.0 142.0 0.033 0.008 0.056 
24 0.0 -227.0 142.0 0.044 0.008 0.079 
25 0.0 - 294.5 142.0 0.055 0.007 0.101 모률증기헤더3 상부 

26 0.0 -28.2 102.0 0.001 0.002 0.002 모률중기관4 상부 
27 0.0 -39.3 109.5 0.001 0.002 0.002 
28 0.0 -90.0 -133.7 0.009 0.006 0.013 
29 0.0 -145.6 142.0 0.022 0.008 0.036 
30 0.0 -184.0 142.0 0.033 0.008 0.056 
31 0.0 -227.0 -142.0 0.044 0.008 0.079 
32 0.0 -294.5 -142.0 0.055 0.007 0.101 모률증기헤더4 상부 

33 123.0 - 10.0 71.0 0.001 0.005 0.002 모률중기관5 상부 

34 123.0 -53.5 71.0 0.004 0.006 0.008 
35 123.0 -97.0 71.0 0.011 0.006 0.022 
36 123.0 -140.5 71.0 0.021 0.007 0.04 
37 123.0 -184.0 71.0 0.032 0.007 0.061 
38 123.0 -227.0 71.0 0.042 0.007 0.081 
39 123.0 - 294.5 71.0 0.052 0.009 0.100 모률중기헤더5 상부 

40 123.0 -10.0 71.0 0.001 0.005 0.002 모률증기관6 상부 

41 123.0 - 53.5 71.0 0.004 0.006 0.008 
42 123.0 -97.0 71.0 0.011 0.006 0.022 
43 123.0 -140.5 71.0 0.021 0.0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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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23.0 -184.0 71.0 0.032 0.007 0.061 
45 123.0 -227.0 -71.0 0.042 0.007 0.081 
46 123.0 -294.5 71.0 0.052 0.009 0.100 모률증기헤더6 상부 

54 170.3 95.8 0.0 0.002 0.005 0.002 
55 215.1 -91.8 0.0 0.031 0.012 0.077 
56 215.5 -142.0 0.0 0.043 0.012 0.091 
57 0.0 71.3 104.5 0.001 0.002 0.001 
58 0.0 -92.1 212.8 0.046 0.008 0.018 
59 0.0 -142.0 215.5 0.054 0.011 0.093 
60 0.0 71.3 104.5 0.001 0.002 0.001 
61 0.0 -92 .1 212.8 0.046 0.008 0.018 
62 0.0 -142.0 215.5 0.054 0.011 0.093 
100 0.0 -142.0 0.0 0.043 0.003 0.093 
120 0.0 -172.5 0.0 0.045 0.003 0.094 

I 140 0.0 - 203.0 0.0 0.046 0.003 0.096 
160 0.0 -233.5 0.0 0.048 0.003 0.098 
180 0.0 -264.0 0.0 0.049 0.003 0.099 
200 0.0 - 294.5 0.0 0.051 0.003 0.101 
220 0.0 -336.8 0.0 0.053 0.003 0.103 
240 0.0 -379.0 0.0 0.055 0.003 0.106 
260 0.0 -421.3 0.0 0.057 0.003 0.108 
280 0.0 - 463.5 0.0 0.059 0.003 0.110 
300 0.0 -505.8 0.0 0.060 0.003 0.112 
320 0.0 -601.3 0.0 0.064 0.004 0.115 
340 0.0 - 696.9 0.0 0.067 0.004 0.118 
360 0.0 -792.4 0.0 0.068 0.004 0.119 
380 0.0 -888.0 0.0 0.069 0.004 0.118 
400 0.0 -983.5 0.0 0.069 0.004 0.116 
420 0.0 -1065.3 0.0 0.068 0.004 0.114 
440 0.0 -1147.0 0.0 0.066 0.004 0.110 
460 0.0 -1228.7 0.0 0.064 0.004 0.105 
480 0.0 -1310.5 0.0 0.061 0.004 0.099 
500 0.0 -1392.2 0.0 0.057 0.004 0.092 
520 0.0 - 1449.1 0.0 0.053 0.004 0.086 
540 0.0 -1506.0 0.0 0.050 0.004 0.080 
560 0.0 - 1562.9 0.0 0.046 0.004 0.074 
580 0.0 -1619.8 0.0 0.042 0.004 0.067 
600 0.0 -1676.8 0.0 0.038 0.004 0.060 
620 0.0 -1762.4 0.0 0.031 0.004 0.049 
640 0.0 - 1없8.1 0.0 0.023 0.004 0.037 
660 0.0 -1933.7 0.0 0.016 0.004 0.025 
680 0.0 - 2019.4 0.0 0.008 0.004 0.013 
700 0.0 -2105.0 0.0 0.000 0.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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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3 증기발생기 카세트 유한요소모델 보요소정보 및 요소내력 

요소 
보요소 절점 Intemal Force (N) Intemal Moment (Nm) 

번호 
Axial Shear Shear Bending Bending Twisting 
(Fl) (F2) (F3) (M1) (M2) (M3) 

1 l 2 3,286 698 4,362 689 938 400 
2 2 3 3,286 697 4,360 659 667 400 
3 3 4 2,603 1,590 2,929 458 443 55 
4 4 5 2,603 1,587 2.921 361 263 55 
5 5 6 281 1,294 663 165 60 190 
6 6 7 281 1,288 633 86 20 190 
7 7 8 0 8 40 0 1 0 
8 9 10 1,062 351 825 34 79 4 
9 10 11 1,062 351 824 16 36 4 
10 11 12 801 271 638 1 3 4 
11 11 12 261 78 184 0 l 1 
12 12 13 1,062 348 819 20 49 4 
13 14 15 1,062 351 825 34 79 4 
14 15 16 1,062 351 824 16 36 4 
15 16 17 801 271 638 l 3 4 
16 16 17 261 78 184 0 1 1 
17 17 18 1,062 348 819 20 49 4 
18 19 20 716 180 96 25 41 8 
19 20 21 709 180 148 19 37 5 
20 21 22 650 179 327 10 24 3 
21 22 23 599 179 414 1 7 3 
22 23 24 452 137 319 5 9 3 
23 23 24 147 40 92 1 2 0 
24 24 25 599 175 408 16 33 3 
25 26 27 716 180 96 25 41 8 
26 27 28 709 180 148 19 37 5 
27 28 29 650 179 327 10 24 3 
28 29 30 599 179 414 1 7 3 
29 30 31 452 137 319 5 9 3 
30 30 31 147 40 92 l 2 0 
31 31 32 599 175 408 16 33 3 
32 33 34 894 145 306 19 41 3 
33 34 35 894 145 306 13 28 3 
34 35 36 894 145 305 7 14 3 
35 36 37 894 144 304 0 l 3 
36 37 38 673 111 234 5 10 3 
37 37 38 220 32 68 1 2 0 
38 38 39 893 140 298 14 28 3 
39 40 41 894 145 306 19 41 3 
40 41 42 894 145 306 13 28 3 
41 42 43 894 145 305 7 14 3 
42 43 44 894 144 304 0 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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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4 45 673 111 234 5 10 3 
44 44 45 220 32 68 1 2 0 
45 45 46 893 140 298 14 28 3 
52 54 55 111 1 627 0 18 2 
53 55 56 109 23 625 0 57 9 
54 57 58 816 44 1,213 1 46 10 
55 58 59 726 374 1,211 4 97 33 
56 60 61 816 44 1.213 1 46 10 
57 61 62 726 374 1,211 4 97 33 
100 100 120 79 1.973 1,413 262 425 198 
120 120 140 82 1,929 1,342 322 467 197 
140 140 160 85 1,885 1.270 380 507 196 
160 160 180 89 1,839 1,198 437 545 195 
180 180 200 93 1,792 1,125 492 580 194 
200 200 220 644 2,973 3,838 423 927 396 
220 220 240 636 2,873 3.685 547 1,087 391 
240 240 260 628 2,769 3,527 666 1.239 386 
260 260 280 620 2,661 3,367 781 1,385 381 
280 280 300 611 2,550 3.204 892 1.525 376 
300 300 320 594 2,316 2,863 1.057 1,730 364 
320 320 340 565 1.939 2,330 1,262 1,978 342 
340 340 360 536 1,544 1,786 1,429 2,175 319 
360 360 380 505 1,138 1,239 1,557 2,317 295 
380 380 400 473 733 705 1,646 2,407 272 
400 400 420 442 374 281 1,692 2μ4 250 
420 420 440 413 219 399 1,703 2,435 230 
440 440 460 382 454 806 1,684 2,389 210 
460 460 480 350 761 1,219 1,637 2.306 188 
480 480 500 316 1,064 1.614 1,563 2,188 165 
500 500 520 285 1.308 1.930 1,481 2,064 145 
520 520 540 259 1.503 2,179 1,400 1,944 128 
540 540 560 234 1.686 2,412 1,307 1.810 113 
560 560 580 210 1,856 2,628 1,203 1,663 98 
580 580 600 187 2,012 2,825 1,090 1.503 86 
600 600 620 163 2,163 3,013 937 1.289 74 
620 620 640 134 2.293 3.175 743 1.020 61 
640 640 660 101 2,395 3,300 538 738 46 
660 660 680 63 2.465 3,386 326 447 29 
680 680 700 22 2.501 3.429 109 1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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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4 증기발생기 카세트 고정점 반력 

경계절점 
반력 (N) 모벤 E 반력 (Nm) 

Fx Fy Fz Mx My Mz 
1 3,286 697.6 4,362 400.0 1.073 704.1 

700 2,501 0.000 3.429 0.000 0.000 0.000 

표 3.3- 25 각 위치에서의 교번응력값 비교 

Sa빠 (Mpa) 

Superheated( Om) Boundary( 1.5m) E얘porator(3m) 
Loading 

R=3.5mm R=5mm R=3 .5mm R=5mm R=3 .5mm R=5mm 
T+P 3.75 2.16 19.06 11 .70 1.58 1.92 

T 3.72 2.13 18.95 11 .57 1.64 1.89 
P 0.00 0.00 0.10 0.07 0.17 O. 11 

표 3.3-26 모률 급수관노즐의 하중 

Force(N) Moment(N"m) 
Loading 

Fx Fy Fz Mx My Mz 

Thermal 966 382 804 112 577 256 

DEAD WEIGHT 64 388 62 99 51 242 

OBE :t810 :t521 :t989 :t 147 :t378 :t332 

SSE :t l041 :t735 :t1174 :t207 :t446 :t453 

BLPB :t2938 :t116 :t388 :t24 土73 :t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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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7 증기발생기카세트 지지점의 하중 

Force(N) Moment(N 'm) 
Loading 

Fx Fy Fz Mx My Mz 

Dry 0 5,916 0 0 0 1,378 

DEAD Filled( l) 0 • 6,240 0 0 0 1,454 
WEIGHT 

Buoyancy 0 1,247 0 0 0 291 

Fitting 72.02 MPa 
NOP Pressure 

Hydrostatic 0 -1.883 0 0 0 438.79 

OBE :t1,297.5 :t1,639 :t1,496.5 :t136.5 :t370 :t427.5 

SSE :t2,595 :t3.278 土2.993 土273 :t740 :t855 

BLPB :t3286 :t697.6 :t4362 :t400 :t1073 :t704.1 

표 3.3-28 증기발생기 면밀봉위치에서의 하중 

Force(N) Moment(N'm) 
Loading 

Fx Fy Fz Mx My Mz 

DEAD WEIGHT 0 0 0 0 0 0 

NOP 0 39.0(1) 0 0 0 0 

OBE :t981.5 0 :t1,l77 0 0 0 

SSE :t1.963 0 :t2,354 0 0 0 

BLPB :t2501 0 :t3429 0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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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9 증기발생기카세트 성능시험 조건 

경계/측정변수 
경계(또는 제어)변수 츠느처。벼 i!!~ 

:그 
:a그二 a그 일입 일입 

일유 
걷 ~τ :lr :닙1 二 닙:z_ 드。드드 。드 일차 일출 

닙 
-/A「‘ 1/l-- 차구 차구 기기 -}「‘끼 까-‘ 기기 차압 차구 --- 차량 T 
노온 흔=，=-으 c 츠압 노압 노압 노온 츠..，느 흐..，느S LL-。

E「드 -rr 
즐도 도 력 즐력 즐력 즐도 (**) 도 2J= 

운전모드 
℃ ℃ MPa MPa MPa ℃ Pa ℃ kg/s kg/s 

10% 출력운전 0.2 
50 301 늑 15.0 

14.5 1.6 R R R R (10%) (50%) 

20% 출력운전 0.4 50 302 늑 15.0 
29 3.45 R R R R (20%) (100%) 

자연대류 0.4 
(20%) 

50 310 늑 15.0 
4.4 3.45 R 

(15%) R R R 

30% 출력운전 
0.6 29 50 303 늑 15.0 3.45 R R R R 

(30%) (100%) 

40% 출력운전 0.8 50 304 늑 15.0 29 3.45 R R R R (40%) (100%) 

1.0 50 305 늑 15.0 
29 3.45 R R R R (50%) (100%) 

50% 출력운전 1.0 50 310 늑 15.0 
14.5 3.45 R R R R (50%) (50%) 

1.0 50 310 늑 15.0 
7.25 3.45 R R R R (50%) (25%) 

60% 출력운전 1.2 
306 29 

3.45 R R R R (60%) 50 늑 15.0 
(100%) 

70% 출력운전 1.4 
(70%) 50 307 늑 15.0 

29 
(100%) 

3.45 R R R R 

80% 출력운전 1.6 
50 308 29 

3.45 R R R R (80%) 늑 15.0 
(100%) 

90% 출력운전 1.8 
(90%) 50 309 늑 15.0 

29 
(100%) 

3.45 R R R R 

100% 출력운전 2.0 50 310 늑 15.0 
29 3.45 R R R R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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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9 증기발생기 카세트 성능시험 조건(계속) 

경계/측정변 
경계(또는 제어)변수 측정변수 

까‘ T 
:닙그 二a]- 二al 일입 일업 일유 도。드 드 。드 二H그二 H그 드。존; ξ 。E 일차 일출 
-까r 1 까-‘'íι- 차구 차구 차량 기기 1 }-‘끼 r一‘ 기기 차압 차구 

유 노온 르-1i5 1-L 듬「르。 디l 츠-1; 노압 노압 노옹 등르 츠-1;f 1g•L -, 

<'cf 즐도 도 력 즐력 흔c.려 -, 즐도 (2) 도 

운전모드 kg/s ℃ ℃ MPa kg/s MPa MPa ℃ Pa ℃ 

(1) (1) 

<0.1 3.45 
150 310 늑 15.0 

29 R R (<5%) (100%) TR TR TR 
TR 
<0.1 3.45 

150 310 늑 15.0 
4.4 R R (<5%) 05%) TR TR TR 

피동잔열제거계통 TR 
운전 <0 .1 

29 2.0 
(<5%) 150 240 늑 15.0 TR TR TR R R 
TR (100%) 

<0.1 4.4 2.0 
(<5%) 150 240 늑 15.0 TR TR TR R R 
TR (15%) 

<0 .1 

5% 출력운전 
(<5%) 

310 늑 15.0 
14.5 1.6 R R TR 50 (50%) TR TR TR 

검증시험운전 0.5 100 310 늑 15.0 1.5 3.45 TR T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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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기관~ ::r; 

급수관 

그림 3.3-1 SGC 사시도 

모들를기관 

모률증기혀|더 

천멸관 

모를급수헤|더 

즘기발징기 
카세드 

그림 3.3-2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장착형태 및 SGC 구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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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증기발생기 카세트 설치 개념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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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7 노즐헤더와 
카세트노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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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급수관 이종금속결합부 

모률급수관 

모둘급수관 단열재 

카세트지지대 

모둘증기관 

모률증기관 이종금속결할부 

모둘증기헤더 

전열관지지보 

전열관지지대 

전열관집합체 

카세트원동 

카세트내통 

모둘급수헤더 

카세트 하부헤더집합체 

카세트 오리피스 

면밀봉장치 

그림 3.3옹 주요부품의 위치와 명칭 

-305 -



카세트노즐 

모툴증기관 

모률증기헤더 

전열관 

카세트원톰 

모둘급수관 

모률급수헤더 

그림 3.3 • 9 증기발생기 카세트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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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전얼관지지대 

두꺼운 전열관지지대 

그림 3.3-10전열관지지대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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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11 전열관오리피스 설명도 

오2.1 피스 스크류 

오리피스 너트 

오리피스 외피 

그림 3.3-12 전열관오리피스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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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봉압축스프링 

면밀봉장치 

러그 

지그 

~. 
측면차며|체 

그림 3.3-13 면밀봉장치 및 압축스프링 역할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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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치 이전 

얼치 이후 

그림 3.3-14 밀봉장치의 조립과 장착상태 설명도 

모들증기관의 연결 

모율증기관 용정부 

그림 3.3-15 모률증기관과 카세트노즐 연결 및 
용접부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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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모률급수관 이종금속결합부 설명도 

"U"이 

그림 3.3-17 모율증기관 이종금속결합부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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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모률급수헤더 형상 설명도 

용접 전 용접 후 

그림 3.3-19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과 원자로용기 용접부형상 설명도 
주증기노률만전단 

κ 
//원자로입력용기 

키세트노즐 

그림 3.3-20 노즐헤더 주요 부품 형상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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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PT-7M 부식시험 

카세트노즐 

모률급수관 

모둘증기관 

그림 3.3-22 모율급수관 종전설계 

모률급수관 단얼재 

그림 3.3-23 모률급수관 단열설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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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모률급수관 단열재 구성 및 형상개념 

모둘급수관이 조립된 상태 

모둘급수관 단열재 

모둘급수관 단열재 설치 

카세트노률을 끼움 

모둘급수관 용접 

그림 3.3- 25 모률급수관 단열재 조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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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증기발생기카세트의 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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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transient 
- Fatigue analysis :A&B 

(include t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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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load 

그림 3.3-27 증기발생기카세트에 작용하는 하중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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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qo 

qc qo 

그림 3.3-28 카세트노즐과 원자로압력용기의 열팽창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 

Pinlet 

P outlet 

그림 3.3- 29 일차측 강하를 이용한 유체하중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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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특성 해석모델 

증기발생기 카세트와 동특성해석을 위한 3차 

원 유한요소모델 

(a) 종기발생기 카세트 형상 

그림 3.3- 31 

CC-1 

CC-2 

CC-3 

SC-2 

SC-3 

SC-1 

및 외통부 전열관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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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증기발생기 카세트노즐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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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모률증기관 및 

X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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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증기발생기 카세트 상부 
유한요소모델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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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3 

CC-3 

그림 3.3- 36 해석 모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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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증기발생기 카세트 1차 진동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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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중기발생기 카세트 2차 진동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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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증기발생기 카세트 3차 진동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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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증기발생기 카세트 4차 진동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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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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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중기발생기 차세트 단순모형과 노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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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증기발생기 카세트의 단순모델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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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 45 증기발생기 카세트 상부 유한요소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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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6 중기발생기 카세트 전체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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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0 증기발생기 카세트 성능시험용 치구에서 데이터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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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냉각재펌프 

3.4.1 설계요건 및 기준 

주냉각재펌프 (main coolant pump: MCP)는 원자로의 환형덮개에 붙어있는 노즐에 
스터드 볼트로 고정되고 환형밀봉링 (spherical seal ring)으로 일차냉각수 누설을 

방지하며 그림 3.4- 1은 MCP와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경계를 이루는 곳을 보여주고 

있다. 주냉각재펌프 제어시스템 (MCPCS)과 전력변환계통의 업무경계는 전원 입력 

단자 연결부 (connector)에서 시작되며 계측제어계통과의 연계는 정보수수 채널의 

접속단자가 된다. 냉각기 (cooler)의 업무경계는 기기냉각수(CCW) 입구 및 출구 노 

즐의 안전단까지이며， MCP 상부에 설치된 배기밸브의 안전단까지가 MCP 설계 업 
무경계이다. MCP 요건은 연계요건， 성능요건， 기계설계요건， 전기요건， 제어계측요 
건， 환경요건， 원자로계통 과도운전， 재료요건 둥이 었다. 

3.4.1 .1 연계요건 

MCP 플랜지의 크기는 원자로 중앙덮개를 해체할 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이다. 그러므로 중앙덮개를 해체할 때 상호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MCP 플랜지 크 
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펌프덕트와 환형덮개가 연결되는 부분은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용접 되어야 한다. 유로안내관의 출구와 유통분배판의 간격은 

유로안내관의 압력강하에 영향을 주는 치수로서 경험치에 의하면 0.3D이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D는 임펠러가 설치된 유로안내관의 내경이다. MCP 요구 수두는 원자 
로 내부구조물에 의한 압력손실， 펌프덕트에 의한 압력손실， 토출구와 유동분배판에 

의한 압력손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압력손실은 정압 (static pressure) 
손실과 동압(dynamic pressure) 손실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압력손실의 평가는 계 
통설계에서 수행한다. 기기냉각수의 출구 온도를 감시하는 센서를 제공해야 한다. 

3.4.1 .2 성능요건 

MCP의 펌핑 매체는 원자로의 일차냉각수로서 유량과 수두는 각각 909 m 3/h , 수 

두 10.6m 이며 운전시 엄펠러 흡입구에서의 일차냉각수의 온도와 압력은 각각 310 
oc , 15MPa 이다. 따라서 MCP 설계압력 및 온도는 각각 350 0C, 17MPa 이다. 또한 
MCP는 MCPCS로부터의 주파수 변환에 의하여 고속， 중속 그리고 저속 운전모드로 

운전한다. 

-341-



3.4.l.3 기계설계요건 

MCP는 ANSI/뼈S 5l. 1의 안전등급 l등급으로 분류되며 일차계통의 압력경계에 

해 당하는 부품은 설 계 둥급 1등급 기 기 로 분류되 어 ASME Section III NB 혹은 
KEPIC MNB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품질동급은 Reg. Guide l.26에 따라 l등급 

으로 분류하고 ASME NQA를 준용한다. MCP는 ASME Section XI 또는 KEPIC 
MI에서 요구하는 가동중 검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소모성 부품은 주기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반 가속도 안전정지지진(SSE)시 운전중인 펌프의 

구조건전성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회전축의 위험속도는 MCP의 운전 범위내의 모든 회전수와 동일한 주파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회전축의 위험속도가 임펠러에 의하여 가진 되는 주 

파수와 공진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운전중인 펌프에 동하중이 가해졌을 때 

엄펠러 날개 립이 유로 안내관의 내벽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임펠러의 날개 

(blade는 공동현상(cavitation) 이 발생하지 않는 형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임펠러의 

수력저항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순환으로 운전될 때 임펠러를 통과하는 수력손 

실이 측정되어야 한다. 

MCP는 전동기의 회전축과 임펠러의 회전축이 동일하므로 누수 방지를 위한 기계 

적 밀봉실 장치가 필요없는 캔드모터형 직립식 축류펌프이다. 그리고 권선입력단자 

는 외부전원을 전동기로 공급하는 통로로서 누수방지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전동기 

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되기 전에 반드시 냉각기에 기기냉각수가 우선 공 

급되어야 하며， 운전중에는 기기냉각수의 출구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기기냉각수의 입구에서 온도， 압력， 유량은 각각 45 0C, 2MPa, 3 m 3/ h 이다. 원자로 

의 기동을 위하여 일차냉각수를 채울 때 펌프 상단의 배기밸브를통하여 가스 배출 

이 가능해야 하고 펌프 내부의 모든 가스가 빠진 후에는 배기밸브를 차단 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부 베어령이 항상 일차냉각수에 잠긴 상태에서 작 

동하도록 저속 및 고속 운전 중에는 펌프 내부의 상부 플레넘 (plenum)에 포집된 가 

스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4.l.4 전기 및 계측제어ÆMI/EMC 요건 

MCPCS의 입 력 전원은 3상 교류로서 주파수와 전압은 각각 60Hz :t5%, 440V :t5% 이 
고 전동기에는 400V의 3상 교류가 입력된다. MCPCS는 회전자의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선호입력이 가능해야 하며， 과전류에 의한 펌프의 보호， 기통과 시동을 원 

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MCP 회전축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센서는 물리적， 
전기적으로 독립된 4채널 안전등급 신호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지만 회전속도 측정기 

는 PAMI 변수가 아니므로 사고환경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MCP 및 MCPCS는 
전자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기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전자파양립성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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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변의 전자파 변화 때문에 
전자파장해 (EMI ,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가 발생하여 기기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MCP 상단의 내부 유체 온도를 감사하는 센서가 있어야 한 
다. 

3.4.1.5 환경요건 및 과도운전 조건 

정상운전시 MCP의 외부 온도 습도 그리고 방사선 조사 조건에서 작동해야하고 

사고시 MCP의 외부 온도 습도 그라고 방사선 조건에서 일정시간 동안 구조적 건 

전성은 유지해야 한다. 환경요건은 MCP 사양서[참고문헌 3.4.1]에 명시되어 있다. 

SMART 전 수명 운전기간 동안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준사건 진행 과정동안 핵 
증기공급계통 내 여러위치에서의 열수력 조건인 압력， 온도， 유량 등은 과도상태[참 

고문헌 3.4.1]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도상태로 인하여 MCP 구조물에 누적되는 피 
로를 해석 하여야한다.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준사건은 성능 및 안전관련 설계기 

준사건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과도상태를 적용하여 MCP 구조물의 피로해석을 수행 
하여야 한다. 

3.4.1.6 재료요건 

MCP의 구조물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STS321 계열을 사용해야하며 MCP 내부 체결 
용 스터드는 Incoloy 925를 사용한다. MCP 플랜지 체결용 스터드는 고강도인 
ASTM A540 B24 Class3를 사용한다. 전동기 철심코어는 SE15C 재질을 사용하고 
전통기 권선 절연재의 내열온도는 300 0C 이상이며 함침재는 내열온도가 220 0C 이상 
의 피복권선을 사용한다. 회전자 밀봉캔은 STS316L을 사용하고 고정자 밀봉캔의 

재질은 용접성， 열팽창계수， 기계적강도， 와전류(eddy current) 손실 등을 고려하여 
Nimonic 75를 사용한다. 베어링 재질은 물을 윤활유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서 내 
마모성이 우수한 실리콘 그라파이트 계열을 사용한다. 

3.4.2 계통기능 

MCP는 원자로가 정상운전중일 때 노섬에서 가열된 일차냉각재를 증기발생기 상단 

에 위치한 전열관 사이의 공간으로 강제 순환시켜서 전열관 튜브 내부로 흐르는 이 

차냉각수와 열교환이 이루어지게 한다. 열교환 후에 온도가 옹도가 낮아진 일차냉 

각재는 증기발생기 하단을 통과하여 다시 노심으로 순환되어 가열된 후 처음과 같 

이 MCP에 의해 증기발생기로 보내어진다. 이와 같이 원자로 노섬에서 발생하는 열 

원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에서 증기를 발생하게 하는 매개체인 일차냉각재를 계속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MCP의 대부분이 원자로 내부에 수직으로 들어간 상태에 

서 환형덮개에 설치된 노즐에 고정되며 MCP를 노즐에 고정하는 방법은 스터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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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다. 원자로 일차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부위는 임펠러， 디퓨저， 유로안내관 

으로 나누어진다. 일차냉각수는 유로안내관의 바깥 아래에서 흡입되어 위쪽으로 상 

숭한 후 유로방향을 180。바꾸어 임펠러와 디퓨저를 통과한다. 디퓨저를 통과한 일차 

냉각수는 유로안내관의 내부를 지나 중기발생기 상단으로 토출된다[참고문헌 3.4.2, 

3]. 다음은 주냉각재펌프의 기본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 기능 : 원자로내의 일차냉각재 순환 

장착 위치 : 환형덮개 위에 수직 장착 
( 종류 : 캔드모터형 축류식 펌프 

• 설치 대수 :4 대 병 렬운전 
기 기 둥급 : 안전/내 진/품질 (1동급) 

- 설계 온도， 압력 : 35O .C , 17MPa 
설계 유량 : 909 m3/h 

- 설 계 수두 : 10.6 m 
• MCP 축동력 : 41 kW 
전동기 :2극 캔드 유동전동기 

- 구동방식 : 인버터 구동 

회 전속도 : 3600/1800/1100 rprn 

인버터 입력전원 :3상 440V AC 
- 압력경계 구조재 : STS 321 
베어링 : 저어널 베어링 2개， 추력 베어링 1개 

- 베어링 재질 : SiC30 (실리콘 그라파이트) 
- 무게 : 780 kgf 
회전속도 측정기 : 안전등급 4 채널 

- 독립순환 냉각회로 

캔드모터 냉각기 

운전중 내부 누적가스 제거 

3.4.3 계통 및 기기설명 

3.4.3.1 주냉각재펌프 연계계통 

MCP 부품들 중에서 원자로 내부 변수들의 변화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호관련 
이 있는 것과 MCP 자체 성능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있으며， 회전속도 측정기， 권 
선입력단자， 배기밸브， 냉각기 계통 둥으로서 MCP에 부착된 장치이며 타 계통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MCP는 원자로 환형덮개에 설치된 노즐 상부에 스터드로 체결되며 원자로 유지보 

수를 위하여 원자로 중앙덮개를 해체할 때 MCP 플랜지와 중앙덮개는 서로 간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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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덮개를 해체할 때 MCP 플랜지와 상호간섭이 일어나 
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로안내관의 출구와 유동분배판의 간격은 유로안내관 

의 압력강하에 영향을 주는 치수이다. 따라서 유로안내관 출구에서의 압력강하가 

최소로 되는 간격에 유통분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로를 기동할 때 MCP 상단 
에 있는 배기장치를 열어서 원자로 내부의 공기를 배출튜브를 통하여 배출한다. 

배기 후 배기장치는 차단하며 원자로 운전 중에 배출튜브는 상시 연결하여 둔다. 

전동기를 냉각시키는 냉각기 계통은 냉각기 튜브， 기기냉각수 독립순환 일차냉각수 

로 구성된다. 냉각기 튜브는 전동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형공간에 나선형으로 감겨 

있고 튜브 내부로 기기냉각수가 흐른다. 펌프내부를 순환하는 독립순환 일차냉각수 

는 회전축과 함께 회전하는 보조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순환한다. 독럽순환 일차 

냉각수는 냉각기 튜브 바깥에서 기기냉각수 유동과는 대항류(cross flow)를 이루어 

기기냉각수와 열교환하여 냉각되며 냉각된 독립순환 일차냉각수가 펌프 내부를 순 

환하면서 전동기를 냉각한다. 

3.4.3.2 주냉각재펌프 운전모드 

MCP는 주파수 변환방식에 의한 고속， 중속， 저속의 3단 변속 운전모드로 운전한다. 

원자로의 기동에서 저속 출력에 도달하기까지는 저속운전(Mode L)이며， 역으로 저 

속 출력에서 운전정지 할 때까지도 저속운전으로 일차냉각수를 강제순환 시킨다. 

MCP의 운전모드는 표 3.4-1과 같다. 

3.4.3.3 주냉각재펌프 주요 부품의 기능 

주냉각재펌프의 구조는 그림 3.4-3과 같이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임펠러는 원자로 코어에서 상승하여 펌프덕트로 유입된 일차냉각수를 펌핑 

하여 증기발생기 상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디퓨저는 임펠러를 통과한 일차 

냉각수의 흐름방향을 축방향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3.4-4는 주냉각재펌프 

의 3차원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3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는 펌프의 회전축과 일체로서 고정자와 회전자에 냉각수 

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캔을 고정자와 회전자에 용접하여 냉각수와 

격 리 한 캔드모터 이 다. 고정 자의 스롯(slot) 형 상은 오픈스롯(open slot) 이 며 , 회 전자 

는 농형 (squiπel cage) 이다. 전동기 운전 중에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동 

기 냉각기에 의해 냉각된다. 

캔드모터를 냉각시키는 냉각기 계통은 냉각기 튜브， 기기냉각수 독립순환 일차냉각 

수로 구성된다(그림 3.4-5). 냉각기 튜브는 전동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형공간에 나 
선형으로 감겨있고 튜브 내부로 기기냉각수가 흐른다. 펌프내부를 순환하는 독립순 

환 일차냉각수는 회전축과 함께 회전하는 보조 임펠러의 원섬력에 의해 순환한다. 

독립순환 일차냉각수는 냉각기 튜브 바깥에서 기기냉각수 유동과는 대항류(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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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를 이루어 기기냉각수와 열교환하여 냉각되며 냉각된 독립순환 일차냉각수가 

펌프 내부를 순환하면서 전동기를 냉각한다. 

회전축의 상부와 하부에 저널 베어링이 각각 설치되어 축방향의 하중을 지지하며， 

엄펠러에 의한 추력을 지지하는 추력베어링이 있다. 저널 베어링은 유체동역학 베 

어링으로 독립순환 일차냉각수가 전동기 주위를 순환할 수 있도록 축방향으로 흠 

(groove) 이 있다. 추력베어링은 두 개의 원판이 쌍으로 이루어지며， 한쪽은 고정되 

어 있고 다른 한쪽이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MCP는 수직 설치되어 작동하는 축류펌프로서 캔드모터로 작동하며 전동기의 회전 

자와 임펠러의 회전축은 일체이다. 회전축의 상단에 설치된 영구자석은 회전축이 

회전할 때 펌프의 외부에 설치된 회전속도 측정기의 코일센서에 역기전력을 발생시 

켜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회전축의 상부 및 하부에 설치된 저널 베어 

링으로 측력 Oateral force)을 지지하며 회 전축에 작용하는 축력은 추력 베어 링에 의 

해 지지된다. 회전축에 부착된 보조임펠러는 원심형 펌프로서 펌프내부 독립순환 

일차냉각수 유동을 형성하여 펌프의 외부에서 공급되는 기기냉각수와 열교환이 이 

루어지게 한다. 

MCP 임펠러의 작동유체인 일차냉각수에는 질소(N2 )가스가 용해되어있다.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질소가스 용해도( cc/ kg- H 20 )가 변하여 가스가 발생할 수 있 

다. 원자로 운전 모드의 변화는 온도와 압력을 초래하고 질소 가스 용해도를 변화 

시켜 원자로 내부에 가스를 발생하게 하며 발생된 가스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중에 

서 가장 높은 위치인 MCP 상단에 포집된다. MCP 상단에 가스가 포집되면 상부 
저널베어링이 가스에 노출되어 일차냉각수의 윤활 없이 건조마찰(dry friction) 운동 
을 하여 저널베어령의 수명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회전축의 내부 

통로를 이용하여 MCP 상단에 포집된 가스를 제거한다. 

3.4.3.4 제어 및 계측계통 

MCP 회전축의 회전속도 측정은 펌프 상단에 설치된 회전속도 측정기(그림 3.4-6) 
로 측정한다. 펌프당 4의 센서가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면서 회전속도를 측정하여 

원자로 내부 유량을 계측하는 데 사용한다. 전동기 1대당 2개의 센서로 MCP 전동 
기에 공급되는 전류를 측정하여 전동기 과부하 상태를 예측한다. 펌프 상단에 설치 

된 열전대로 펌프상단 내부 유체온도를 측정하여 전동기의 냉각 상태를 감시한다. 

기기냉각수 출구의 온도를 측정하여 냉각기의 냉각상태를 감시한다. 

3.4.4 설계 및 해석 

3.4.4.1 보조임펠러 유량 및 수두 

SMART-P 주냉각재펌프(Main Coolant Pump; MCP)의 내부는 고온의 원자로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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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밀봉이 필요 없는 캔드모터를 사용한다. MCP 
냉각에 필요한 내부 순환유통을 만들기 위하여 추력베어링 사이에 보조임펠러가 설 

치된다. 보조임펠러는 원자로냉각수의 독립순환 뿐만 아니라 축 내부구멍을 거쳐 

임펠러 전단으로 이어진 기포제거유로에 필요한 수두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임펠러의 설계를 위하여 유량과 수두가 결정되어야 한다. 보조임펠러의 설계유 

량을 결정할 때 MCP 냉각기로 공급되는 유량뿐만 아니라 MCP 내부의 우회유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임펠러의 수두는 병렬로 연결된 기포제거유로에 필요한 

수두에 의해 결정된다. 

3.4.4.1 .1 내부 독립순환유로 저항계산 

그림 3.4-7은 MCP 내부의 독립순환유로를 나타낸 것이다. 보조임펠러는 하부베어 
링 집합체의 추력베어링 사이에 위치한다. 축과 하부추력베어링 사이의 공간으로 

유입된 유동은 보조임펠러를 지나면서 수두를 공급받고 원주방향으로 빠져나간다. 

하부베어링 집합체에 원주방향으로 뚫린 구멍을 통하여 나온 유동은 냉각기 튜브의 

바깥 측을 통하여 MCP 상부로 공급된 후 MCP 압력용기 덮개에 뚫린 구멍을 통하 
여 MCP 상부로 유입된다. MCP 상부로 모인 유동은 회전축의 상부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가스제거통로로 제공되는 아주 작은 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량이 상부저 

널베어링이 제공하는 흠(groove)을 지나 전동기의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틈새로 

공급된다. 하부베어링 집합체의 몸체에 제공되는 유로를 돌아 MCP 하부로 빠져나 
온 유동은 방향을 위쪽으로 바꾸어 하부 저널베어링의 흠을 지나 보조임펠러의 흡 

입 측으로 다시 공급되어 독립순환유로를 순환한다. 하부베어링 몸체에 제공되는 

유로의 입구에는 가스제거유로의 압력강하 수두와 같은 수두와 균형을 이루기 위 

하여 오리피스가 설치된다. 

보조임펠러에서 공급하는 유량은 냉각기튜브로 공급되는 독립순환유량과 추력베어 

링을 통한 우회유량으로 나누어진다. 냉각기에 필요한 유량은 냉각기 설계에서 결 

정된 3m3/hr(고속 3600rpm) 이다. 또한 저속(900rpm)에서 기포제거유로와 병렬로 연 

결된 독립순환유로의 압력강하가 기포제거에 필요한 수두(약 2m)와 같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임펠러는 고속에서 냉각기 튜브로 공급되는 유량이 냉각기 

에 필요한 일차측 유량인 3m3씨r를 생성하고， 저속에서 기포제거에 펼요한 수두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독립순환유로의 저항계산을 위하여 계통설계에서 원자로시스템 저항곡선 계산에 사 

용하는 HydraNet을 사용하였다. 그림 3.4- 8, 9는 일차냉각수 독립순환유로의 저항 

계산에 사용된 계산 노드의 위치를 상부와 하부에 대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유 

로의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모델은 ldelchik 핸드북[참고문헌 3.4.4]에 정의된 모델 
을 사용하였다. 계산에 적용된 노드의 형상에 대한 설명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노드 

30번에는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독립순환유로의 압력강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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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제거유로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그림 3.4-10은 추력베어링 집합체 형상을 우회유로 계산에 사용된 노드의 형상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우회유로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우회유로 l(상부추력베어링) : 

(101)•(1 02)• (103)• (104) (105) (106)• (110)•(1 11)•(1 12) 
(107) (108) (109) 

우회유로 2(하부추력베어링) : 

(201)• (202)• (203)• (204)• (205)• (206) 

보조임펠러에서 발생하는 추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Labylinth Seal(노드 102번)이 사 
용되었다. 또한 저속운전시 MCP 내부의 압력강하가 기포제거유로의 압력강하와 같 
도록 하기 위하여 하부베어링 집합체에 설치된 오리피스(그림 3.4-9의 노드 30번)의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 오리피스 구멍직경 (D) : 3.7 mm 
오리피스 구멍길이(l) :6mm 

표 3.4-2, 3은 고속과 저속운전 시 유량과 압력강하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 
과로부터 고속운전시 MCP 내부의 독립순환유로에 3m3새r의 유량과 저속운전시 기 
포제거에 필요한 2m의 수두를 생성하기 위하여 펼요한 보조임펠러의 설계값은 다 

음과 같다. 

유량 : 11.8 m3.씨r 

- 수두 : 33 m 
- 회전수 : 3600 rpm 
- 운 전조건 : 14.7 MPa, 100 .C 

3.4.4.2.2 추력베어링에 작용하는 추력계산 

압력강하 계산결과로부터 추력베어링에 작용하는 추력을 계산하였다. 윗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압력 P1 , P2, P3에 의한 힘과 주임펠러의 추력이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압력 P4, P5, P6에 의한 힘과 회전축 무게에 의한 힘이다. 추력베 
어링에 작용하는 압력 P1 , P2, P3, P4, P5, P6은 압력강하 계산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P 1 = (보조임펠러가 생성하는 수두에 해당하는 압력) = pgH = 312400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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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 P1 - (하부 추력베어링의 groove를 통한 압력강하) 

P1 - (groove inlet 압력 강하) - (groove 유로의 압력 강하)/2 

- (groove 내의 유속에 의한 통압) 
= 312400 -(O.7287x101320)-(0.0908x101320)/2-(0.5x965x17.3782) 
= 88255 Pa 

P3 = P1 - (하부 추력베어링 전체를 통한 압력강하) 

= 312400 -(2.2771*101320) 
= 81684 Pa 

P4 = P 1 - ( Labylinth seal을 통한 압력 강하) 

= 312400 -(0.0286*101320) 
= 309502 Pa 

PS = P4 - (상부 추력베어링의 평균압력강하) 

= 309502 -(O.0176x101320)/2 
= 308610 Pa 

P6 = P4 - (상부 추력베어링의 총압력강하) 

= 309502- (O.0176x101320) 
= 307719 Pa 

각 압력의 작용면적은 다음과 같다. 

Al = A4 = πx (O.16382-0.1252)/4 = 0.008801 m2 

A 2 = 0.OO65xO.0215x6 = 0.0008385 m2 

A3 = πx(0.0822-0.0782)/4 = 0.000503 m2 

As = πx (O.1252-0.0822)/4 = 0.00699 m2 

A6 = πx{(0.0822-0.07442)+(0.07442-0.06442)xcos45o}/4 = 0.001704 m2 

각 압력에 해당하는 힘과 주임펠러 추력 및 자중은 다음과 같다. 

Fl = 2749 N, F 2 = 74 N, F3 = 41 N, F 4 = 2724 N, F s 
= 2157 N, F6 = 524 N 

주임 펠러 추력 ( T impeller ) = 1724 N, 축 자중( Waxis ) = 598.4 N 

추력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T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T= (F4 + F s + F6 + Waxi) - (F1 + F 2 + F3 + Timpeller) = 141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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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력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을 면압으로 환산하며 약 2.36 kg/cm2이며 아래 방향으 

로 작용한다. 

MCP 내부 독립순환유로에 필요한 수두와 유량을 공급하는 보조임펠러의 설계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MCP 내부 유로의 압력강하를 계산하였다. 기포제거유로에 병렬로 
연결된 영역의 압력강하를 기포제거유로의 압력강하와 균형을 이루도록 오리피스를 

설치하고 크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MCP 냉각기 튜브 쪽으로 공급되는 일차측 유량 
이 고속(3600rpm)에서 설계유량인 3m3/hr가 되도록 보조엄펠러의 설계유량을 결정 

하였다. 보조임펠러의 설계유량은 압력 14.7MPa, 온도 100 0C 에서 유량 11.8 m3/hr, 

수두 33 m, 회전수 3600 rpm 이다. 설계 수두에 의해 현 유로에서 그림 3.4-11과 

같이 추력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은 아래 방향으로 1416N이며 면압으로 약 2.36 
kglcm2 이 된다. 

3.4.4.2 펌프 상단 가스제거 유로 

SMART-P의 원자로냉각재에는 다량의 질소가스가 용해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는 

MCP의 내부에도 존재하며 MCP 냉각기에 의해 원자로냉각재보다 낮은 온도(약 
100

0

C)를 유지한다. 이 온도차에 의하여 고온의 원자로냉각재는 MCP 축에 존재하 
는 좁은 유로를 통하여 MCP 내부로 유입되며 냉각기에 의해 차가워진 냉각재는 
다시 원자로로 회귀한다. 원자로냉각재의 절소가스의 용해도는 저온(100

0

C)보다 고 

온(310
0

C) 이 높기 때문에 고온의 냉각재가 MCP로 유입되어 냉각될 때 질소가스를 

방출한다. 방출된 N2 가스논 상부에 계속 쌓이고 냉각재의 수위를 낮추며 결국 상 
부저널베어링을 가스에 노출시킨다. 가스에 노출된 베어링은 건조마찰에 의하여 운 

전되며 베어링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MCP는 고속(3600rpm) 및 저속 

(900rpm) 운전 중에 상단에 포집되는 기포를 제거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저속운전 
중에 기포 제거가 가능하면 고속에서 가스제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저속 

운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다. 

3.4.4.2.1 가스제거유로와 일차냉각수 유로의 상관관계 

MCP는 가스제거유로를 위하여 회전축 내에 기포가 포집되는 상부공동과 고온의 

냉각재에 노출된 축 하부를 연결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림 3.4-12는 회전축 집합 

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회전속도 측정을 위한 영구자석이 설치된 곳에서 유입 

된 기포는 오리피스를 지나 축 내부 통로를 거쳐 임펠리의 전단에 위치한 구멍으로 

배출된다. 배출된 유량만큼의 원자로냉각재가 MCP 축과 유로안내체 사이에 존재 
하는 좁은 틈을 통하여 MCP 내부로 흘러 들어간다. 축 내부에 설치된 나사형 오라 
피스는 가스제거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저속운전 중에 가스제거를 위하여 보조임펠러에서 제공해야할 수두는 가스제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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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입구와 출구 높이 차이에 의한 수두와 유로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에 의한 수 

두를 합한 값이 필요하다. 높이에 의한 수두차는 1.5m이고 유로의 압력강하는 앞으 

로 설계될 오라피스에 의해 변하는 값으로 O.35m로 하였다. 저속에서 가스제거 유 

량은 15ι /hrW.00l5m3/hr)로 정하였다. 

보조임펠러의 설계유량은 MCP 냉각계통과 관련하여 결정되며 고속에서 냉각기로 
공급되어야 할 일차냉각수의 유량은 3m3/hr 이다. 보조임펠러의 수두는 저속에서 
가스제거 유로를 통하여 기포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값을 제공해야 한다. MCP 일차 
냉각수 유로와 가스제거 유로는 병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보조임펠러가 저속에서 

제공하여야 할 수두도 가스제거에 필요한 수두인 l.85m가 된다[참고문헌 3.4.5]. 
그림 3.4-13은 MCP 내부 유동의 운전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조임펠러의 특성곡 
선 J MCP 냉각을 위한 내부순환유로의 압력강하곡선 및 가스제거 유로의 압력강하 
콕선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스제거 유로가 없을 경우엔 내부순환유로의 

저항곡선이 보조임펠러 특성곡선과 만나는 A 점이 운전점이지만 가스제거유로로 
인하여 수정된 저항곡선은 가스제거유로의 저항곡선과 일차냉각수 저항곡선을 유량 

쪽으로 합친 곡선이 된다. 따라서 보조임펠러의 운전점은 C가 된다. 이 때 가스제 

거유로의 유량은 B점의 유량이 되고 C점의 유량에서 B점의 유량을 뺀 유량이 내부 

순환유량이 된다. 만약 내부순환유로의 저항곡선이 점선으로 된 곡선과 같다면 보 

조엄펠러의 운전점은 D점이 되어 유량은 증가하지만 수두가 가스제거에 필요한 값 

에 모자라기 때문에 가스제거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엔 내부순환유로는 설계 

유량에서 가포제거유로와 병렬로 연결된 유로의 압력손실수두가 l.85m가 되도록 저 

항곡선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계산에 사용된 가스제거 유로와 일차냉각수 유로 및 보조임펠러의 설계값은 다음과 

같다. 

MCP 상태 : 저속(900rpm) 

- 유 량 15 R /hrW.00l5m3/hr) 
유로손실수두 : l.85 m 

3.4.4.2.2 가스제거유로의 저항계산 

가스제거유로의 저항계산을 위하여 계통설계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Hydr떠애et을 

사용하였다. HydraNet에 사용된 계산 노드의 위치를 그림 3.4-14에 나타내었다. 유 

로의 기하하적 형상에 대한 모델은 ldelchik 핸드북에 정의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산에 적용된 노드의 형상에 대한 설명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오리피스가 없을 경우에 계산결과는 표 3.4-4와 같다. 보조임펠러가 l.85m의 ιA‘ I二 E프 
TT듣흐 

공급하기 때문에 가스제거유로의 압력강하가 상당히 작다면 그림 3.4→ 13에 표시된 

가스제거유로의 저항곡선의 기울기가 낮아져 설계유량보다 훨씬 큰 유량이 가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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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유로를 흐른다. 따라서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압력강하를 수두 1.85m가 되도록 만 

들어야 원하는 가스제거유량을 얻을 수 있다. 

가스제거유로에 사용할 오리피스는 사각나사 형태로 상부 저널베어링 근처에 설치 

되며 그림 3.수15에 표시된 바와 같다. 오리피스는 설계유량에서 수두가 2m가 되도 

록 오리피스의 구멍의 크기 a, b와 피치 p를 조절하면서 설계하였다. 오리피스가 설 

치되었을 경우의 계산결과는 표 3.4-5와 같다. 이때의 압력강하는 1 .85m와 거의 유 

사한 1.847m로 계산되었다. 

최종 결정된 오리피스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 3.4-16에 3차원 형상을 나타내 

었다. 

R = 8 mm, L = 90 mm, a = 2 mm, b = 4 mm, p = 6 mm 

저속에서 MCP 상부에 포집되는 기포를 제거하기 위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보조임 
펠러를 이용하여 가스제거가 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스제거유로 압력손실과 

가스제거유로에 병렬로 연결된 내부순환유로의 압력손실이 거의 같아야 한다. 내부 

순환유로의 압력손실보다 가스제거유로의 압력손실이 작을 경우엔 가스제거 설계유 

량보다 많은 유량이 가스제거유로로 방출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로에 오리피 

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오리피스는 상부저널베어링의 위치에서 축내부에 설치되는 

사각나사형태이다. 오리피스는 설계유량 151/hr에서 가스제거유로 총압력손실이 

1.85m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3.4.4.3 주냉각재펌프 냉각기 

3.4.4.3 .1 개요 

SMART 연구로 주냉각재펌프의 캔드모터를 냉각하는 냉각기의 형상과 구조는 그 
림 3.4-17과 같으며， 튜브 내부를 흐르는 저온의 기기냉각수와 튜브 외부를 흐르는 

고온의 독립순환 냉각재로 구분된다. 기기냉각수는 BOP(balance of plant)에서 공급 
되고 독립순환 냉각재는 주냉각재펌프에 설치된 보조임펠러에 의해서 펌프 내부를 

순환하는 원자로 냉각재이다. 

일반적으로 열교환기의 입출구 온도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LMTD (logarithrn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냉각열량에 따라 전열면적을 구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캔드모터 냉각기의 입구 혹은 출구 온도를 모르는 경우에 

LMTD 방식 을 적 용하기 어 렵 다. 이 런 경 우에 deffectiveness)를 이 용하면 쉽 게 열 

교환기를 설계할 수 었다. 따라서 주냉각재펌프 캔드모터의 냉각기 설계를 위하여 

f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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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드모터 냉각기 설계 변수는 기기냉각수 입구온도 및 출구온도， 기기냉각수 유량， 

독립순환 냉각재 입구옹도 및 출구온도， 독립순환 냉각재 유량， 냉각기 전열면적， 

그리고 냉각기가 제거해야 할 열 (heat) 등이다. 상기 변수 중에서 기기냉각수 입구 

온도는 BOP에서 결정되는 값이고 전열면적은 냉각기 기하학 형상으로부터 계산된 

값이다. 독립순환 냉각재의 유량은 주냉각재펌프의 보조임펠러 설계로부터 결정된 

값이다. 냉각기의 유동유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냉각기 유량의 유속을 3ml상 

이하로 설정하였다. 냉각기가 제거해야 할 열량은 본 계산서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구하여 사용하였다. 

3.4.4.3.2 열교환기 지배방정식 

주냉각재펌프 캔드모터 열교환기는 그림 3.4-17과 같이 독립순환 냉각재와 기기냉 

각수는 1-2 parallel counterflow를 이루는 열교환기로 분류할 수 있다. 헬리컬 튜브 
내부로 유동하는 기기냉각수의 열전달 계수는 튜브 내부 유동 유체에 대한 열전달 

계수 상관 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기기냉각수 튜브 외부에서 cross flow를 이루는 
독립순환 냉각재의 열전달 계수는 cross flow에 대한 열전달 상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열교환기에서 제거하는 열량(q)은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참고문헌 3.4.6, 

7]. 

q= FUAt 6 T,1I (3.4.4- 1) 

여기서， F는 그림 3.4- 17과 같이 1-2 parallel counterflow의 입구와 출구가 같은 열 
교환기에서 적용하는 수정계수로서 R 및 P 값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R 및 P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 = T,lill - T,w “!.. P= T,y’“t TÓ Il - -~-

’Trout - ’파” 「 ‘ ’다;u ’1;.;’‘ 

U는 열통과 계수이며 A는 전열면적이다. 그리고 6 T，1I은 log mean temperature 

difference(LMTD)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 1ì"’"t - T,.ill) - (1ì' ill - Tcout ) 6 T ,,= 
ln [( 1ì.삐 

(3.4.4- 2) 

열통과 계수는 기기냉각수 튜브 내벽 또는 외벽을 기준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표 

시된다. 첨자 i 는 튜브 내벽을 나타내며， 첨자 O는 튜브 외벽을 나타낸다. 

m 

씩
 



U; = 1 , Ailn (To기1 ) , A; 1 
-- ~ ~----

h; ’ 2πkL ’ Ao ho 

.. -
V

O 
- Ao 1 ‘ A。ln (To/Ti ) , 1 --- ---

A; h i 
’ 2πkL ’ h。

난류유동 일 때 열전달 계수(h)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h = 빠품 

Nu = 0.023Reo . 8규0.4 

(3.4.4-3) 

(3.4.4-4) 

(3.4.4-5) 

(3.4.4-6) 

여기서 Nu , Re는 누셀트수(Nusselt number) ,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이다. 

그리고 수식 (3.4.4-1 -6)에서 표시된 모든 기호를 정리하여 표 3.4-6에 나타내였다. 
식 (3.4.4-5)는 헬리컬 튜브 내부로 흐르는 일차냉각재에 적용할 수 있지만 독립순 

환 냉각재와 같이 헬리컬 튜브 외부를 가로지르는 유동인 경우에는 다음 식을 적용 

하여 누셀트수를 구한다. 

hd rvl uood \n ~ 1 Á r = C(「숙 )n규l/J 
αJ VJ 

(3.4.4-7) 

여기서 첨자 J , d는 각각 펼름 온도(film temperature) , 헬리컬 튜브의 직경이다. 그 

리고 상수 C와 n는 ReJ 에 종속되는 값이다. 펼름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냉각기의 

출구온도， 입구온도， 독립순환 냉각수 입구온도， 그리고 독립순환 냉각수 출구온도 

를 모두 알아야 한다. 이 값은 냉각기를 설계 완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다. 식 

(3.4.4-7)에서 Ref 값이 4,000-40,000 범위에 있을 때 C와 η는 각각 0,193 및 
0.618 이다. 
1-2 parallel counterflow 경우에 각각 주냉각재펌프 캔드모터 냉각기의 F는 약 0.96 
정도이다. 이때 사용된 R과 P 값은 다음과 같다. 

R= ~j“" ~.‘““ = ““ 시~ U' = 1.07 
T,… 

T…·‘ - T~，. p= ~lICH 이!’ = 0.334 
T, l i ll - T,.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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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3 Effectiveness - NTU 방 법 

일반적으로 열교환기의 입출구 온도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LMTD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냉각열량， 전열면적， 열통과 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구 혹은 출 

구 온도를 모르는 경우에 열교환기 설계가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에 f 

(effectiveness)를 이용하면 쉽게 열교환기를 설계할 수 있다. 열교환기의 f은 다음 

과 같이 정의 된다[참고문헌 3.4.6, 7]. 

E= adual heat transfer -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대항류의 열교환기 인 경우에 실제 열전달(actual heat transfer)은 다음과 같다. 

q = mhch (Thin - Thout ) = mccc ( T cout - Tcin ) (3.4.4-8) 

그리고 최대허용 열전달(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는 고온의 유체와 저온의 유체 중에서 가장 큰 온도 차이가 있을 경우이다. 고온 

혹은 저온의 유체 중에서 최소 유량(rninimum flow) 쪽에서 최대의 온도 변화가 있 
다. 따라서 최대허용 열전달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qm a:x = (mc)mill(Thin - Tcin ) (3.4.4- 9) 

상기 (3.4.4-8-9) 식으로부터 대항류를 이루는 열교환기의 f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 

다. 

f - m hC" ( T,' Î II - T,Wllt L_lÎtin - T,lOut 
h- m따r (T,rÎII- 안ÎII) - T,'iI' - Trit’ 

(3.4.4-10a) 

mcc,‘ ( T..‘’rI - T.'Î'II) Trollt - Tri1l 
Ec = 

m cCr k Tlull - Tmj = 
Thl1

‘ 
- TÔ II 

(3.4.4-10b) 

여기서 Eh는 고온의 유체가 최소 유량일 때의 effectiveness이고 Ec는 저온의 유체가 

최소 유량일 때의 effectiveness를 나타낸다. 

Counter flow인 경우에 f을 U. A를 포함하는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 _l- exp r- N(l- C)l -
l-Cexp[-N(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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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4 -11)에 대 한 특성 은 참고문헌 [3.4.6]의 457쪽에 잘 나타나 있다. 

N(NTU) 는 number of transfer units라고 부르며 열교환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값 

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N=NTU=몇 

대항류의 유량(m)과 비열 (c)을 곱한 값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minimum) 값을 

~llill 라고 정의하고 큰(maximum) 값을 끽llax 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c= 끽III씨삐in/I끽n 

라고 정의한 값이다. 여기서 U는 열통과 계수이며 A는 전열면적이다. 

3.4.4.3.4 캔드모터 냉각기 설계 

주냉각재펌프 냉각기 설계를 위해서 알려진 값은 기기냉각수의 입구온도 뿐이다. 

기기냉각수의 유량， 기기냉각수 출구온도， 독립순환 유량， 독립순환 유량의 입구와 

출구온도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냉각기에서 제거해야 하는 열량(QT)이다. 

냉각기에서 제거하는 QT는 캔드모터에서 발생하는 열과 원자로 환형덮개에서 캔드 

모터로 전달되는 열을 합한 것이다. 환형덮개에서 캔드모터로 전달되는 열은 엄밀 

한 열해석을 통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냉각기 해석을 위하여 보수적 

인 값을 구하였다. 캔드모터에서 발생하는 열(Qmo) 은 캔드모터의 입력에서 임펠러 

가 하는 일을 제하여 구한다. 환형덮개에서 캔드모터로 전달되는 열 ( Qa)은 주냉각 

재펌프 하단에서 전달되는 열(Qb)과 환형덮개 벽면에서 하부베어링으로 전달되는 

열(QJ의 합으로 가정할 수 있다. 캔드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은 다음과 같다. 

QnlO=캔드모터 입 력 (40kW) 수동력 (21kW) = 19 kW 

그림 3.4-18은 캔드모터로 전달되는 열을 보수적으로 구하기 위한 모델로서 주냉각 

재펌프 하단에서 전달되는 열과 환형덮개 벽변에서 하부베어링으로 전달되는 열은 

다음과 같다. 

T.- T. 
Qb = ktAh....=..!!..쉰 늑 4.5kW 

T - T~ 
Qo = 2πktl l o 늑 35.2kW 

o l미T。기、i ) 

여기서 A{" lù는 주냉각재펌프 하단에서 열전달 되는 면적과 온도 구배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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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로서 가장 보수적으로 고려한 값이다. 그리고 l。는 각각 환형덮개 벽면에서 하 

부베어링으로 열이 전달되는 길이이고 To , Ti 는 냉각재 온도가 310 0C 및 100
0

C 라고 

가정된 곳의 반경으로서 역시 환형덮개 벽면에서 주냉각재펌프로 유입되는 열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고려된 값이다. 따라서 주냉각재펌프 냉각기에서 

제거할 열량은 약 60kW 이다. 계산에 사용된 변수는 그림 3.4-18에 표시되었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Ab ::::뚱O.3242m2 

lb::::O.054m 

lo::::0.411m 

To ::::0.168m 

T i ::::O.21Om 

kt ::::14.5 αγmOC 

캔드모터 냉각기 설계 변수， 기기냉각수 입구온도 및 출구온도， 기기냉각수 유량， 

독립순환 냉각재 입구온도 및 출구온도， 독립순환 냉각재 유량， 냉각기 전열면적， 

그리고 냉각기가 제거해야 할 열 (heat) 중에서 기기냉각수 입구온도는 BOP에서 결 

정되는 값이고 전열면적은 냉각기 기하학 형상으로부터 계산된 값이다. 그리고 독 

립순환 냉각재의 유량은 주냉각재펌프의 보조임펠러 설계로부터 결정된 값이다. 상 

기의 조건을 이용하여 기기냉각수의 출구온도와 유량을 구해야 하며， 독립순환 냉 

각재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먼저 냉각기에서 제거되는 열 

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QT/F = 60000 W = mhch (Thin - Tho1Lt ) = mccc (Tnollt - Tdn ) (3.4.4-12) 

식 (3.4.4-12)에서 표현된 열량은 기기냉각수와 독립순환 냉각재가 1-2 parallel 
counterflow로 유동하면서 기기냉각수가 제거한 열량이다. 캔드모터 냉각기 설계는 

mc • Cc > mh • Ch 또는 mc. Cc 드 mh • Ch조건에서 설계될 수 있다. 먼저 독립순환 맹각 

재 유량이 최소 유량(mc. cc>mh • Ch) 이 되는 조건에서 냉각기를 설계할 때 식 

(3.4.4-10a)를 ThiH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Tidll = (3.4.4-13) 

m 



그리고 식 (3.4.4-12)에서 T，tin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QT/F 
~，;，，= ~，m ，‘ + .~， 

m"c" 

식 (3.4.4-13 -14)로부터 T，lOltt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 f QT/P 
T"O lL t = ---- -:_11 _- + TciH 

f mhch 

여기서 f은 식 (3.4.4-11)에서 정의된 값이다. 

독립순환 냉각수 유량 

(3.4.4-14) 

(3.4.4-15) 

기기냉각수의 유량을 가정하면 독립순환 냉각재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 기기냉 

각수의 출구온도를 구할 수 있다. 먼저 기기냉각수의 유량을 3.0m3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독립순환 냉각수를 변화하면서 T hin • T ho lL t 값들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유 

량의 변화에 따라 되1.ln ， 낀wut 의 변화 추세를 보기 위한 것이므로 유량의 변화에 같 

이 변하는 열통과 계수 U의 변화량을 무시하였다. 이 때 식 (3.4.4-14-15)을 이용 

하여 Thin.. Thout을 구하였다. 냉각기 설계를 위해 주어진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Tcill = 45 0C 

QT/F= 60kW 

At = 1.36m2 

여기서 전열면적은 냉각기 제원[참고문헌 3.4.8]으로부터 계산된 값이다. 

그림 3.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순환 냉각수 유량이 증가하면 좌m는 감소하고 

Thout은 서서히 증가하지만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순환 냉각수 

유량의 값이 3.0m3/h 될 때 ， T hin 및 T'lOut 의 값들의 변화가 거 의 없으므로 이 값을 
최적의 유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값은 보조임펠러에서 설계된 유량[참고문헌 

3.4.5]과 같은 값이다. 

기기냉각수 유량 

이번에는 독립순환 냉각수 유량 3.0m3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기냉각수 유량을 

변화하면서 와;'，， Tho1Lt 값들을 조사하였다. 기기냉각수 유량이 최대유량( mc. cc> 

m" . Ch)이 되는 조건에서 시작하여 유량을 점점 줄여서 기기냉각수가 최소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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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C( 드 m" . Ch) 이 될 때까지 조사하였다. 독립순환 냉각재가 최소유량일 경우는 

식 (3.4.4-14-15)을 사용하여 1ì'ill ’ 1ì， nut 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기냉각수가 최 

소유량이 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Thill , 낀100lf 를 구한다. 먼저 식 (3.4.4-8)에서 T('out 

을 구한 후에 식 (3.4.4-lOb)에 대입하여 Thill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T"'、 "ι - T‘ ” “ 
T"in = T cin + ω‘lI f ”” (3.4.4-16) 

그리고 1ìwut 은 식 (3.4.4-8)에 식 (3.4.4-16)에서 구한 Thin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 

다. 그림 3.4-20에서 기기냉각수가 증가하면 독립순환 냉각재의 출구와 입구온도가 

모두 감소하며， 유량이 3.0m3/h 이상이 되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기냉각수의 최적 유량은 3.0m3/h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각기 제거 열 및 천영떤적 

냉각기 설계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기기냉각수 출구온도는 62.TC , 독립순환 냉각 

재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는 각각 98 aC, 79 a

C 로 평가되었다. 

QT= 60kW 

mc = 3.0m3/h 

mh = 3.0r년/h 

Tcill = 45 0C 
At = 1.36m2 

상기의 냉각기 조건에서 냉각기가 제거해야 할 열의 변화에 따라 독립순환 냉각재 

의 입구와 출구 온도 그리고 기기냉각수의 입구와 출구온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림 3.4←21과 같이 냉각기가 제거해야 할 열이 증가할수록 냉각수의 온도는 거의 선 

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냉각기 유량이 일정하고 냉각기에서 제거할 열이 일정할 때 전열면적을 변 

화시키면서 냉각기 유량의 용도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3.4-22와 같다. 전열면적 

이 증가하면 독립순환 냉각수의 입구 및 출구의 온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4-21과 같이 냉각기가 제거할 열이 줄어들면 독립순환 냉각재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가 감소함을 이미 보였다. 냉각기의 현재 유량이 최적값임을 상기할 때 독 

립순환 냉각재의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각기가 제거해야 할 열을 줄이거나， 

냉각기의 전열면적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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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순환 냉각재 유량으로서 보조임펠러의 설계 유량인 3.0m3꺼가 최적 유량임을 

보였고 기기냉각수의 유량도 3.0m3끼l가 될 때 최적 유량이 됨을 보였다. 냉각기에 

서 제거해야 할 열량이 60kW일 때 기기냉각수 출구온도는 62.TC 로 예측되었고 독 

립순환 냉각재 유량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는 각각 98 0C 및 79 0

C로 예측되었다. 

현재 원자로 내부에서 MCP 유입되는 열량을 상세히 설계하는 분야가 정해지지 않 
은 관계로 냉각기에서 제거해야 할 열을 보수적으로 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기기 

냉각수의 입구온도가 현재 45
0

C 보다 더 상승할 예정이다. 따라서 MCP로 유입되는 

열량에 대한 상세 값이 해석적으로 구해지거나 시험적으로 구해지고 기기냉각수의 

입구온도가 다시 결정된 후에 냉각기의 재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3.4.4.4 정상운전 하중 

주냉각재펌프(main coolant pump) 계통설계자(system designer)는 원자로 정상운전 

동안에 주냉각재펌프의 주요 구조물[참고문헌 3.4긴에 작용하는 하중을 구하여 기 

기설계자(component designer)에게 제공한다. 이 하중은 기기설계자가 부품의 응력 

해석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자료이다. 

주냉각재펌프 주요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계통설계자가 구하는 하중과 관련분 

야로부터 입력되는 하중으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관련분야에서 입력되지 않은 자료 

는 추후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상운전 조건에 포함될 하중으로는 자중， 압력， 기계 

적 하중， 열전달계수 및 온도 등이 있다. 표 3.4-7은 주요 구조물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3.4.4.4.1 정상운전 하중해석 

기기설계자가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주요부품의 자중을 구한 후에 계통설계자에게 

공급해야 되는 자료로서 지금까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계산서에는 자중 

을 제외하였다. 

주냉각재펌프 주요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크게 압력하중과 스터드 체결력에 의 

한 집중하중으로 구분하였다. 주냉각재펌프의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은 축방향(펌프 

의 수직방향)의 압축하중을 발생시킨다. 주요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서 압축력이 작 

용하는 단면적이 다르다. 그 중에서 플랜지와 고정자 받침대는 압축하중을 지지하 

는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내압보다 큰 압축하중이 작용하는 등가압력을 구하였다. 

주냉각재펌프의 주요부품 중에서 플랜지와 상부덮개 각각의 체결부위에서 발생하는 

체결력으로 인하여 플랜지와 상부덮개에 발생하는 집중하중을 구하였다. 

주요 부품 경계에서의 온도 조건 및 원자로에서 주냉각재펌프로 유입되는 열량 등 

은 유체계통분야로부터 입력받아야 한다. 만일 유체계통분야에서 온도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기기설계자 또는 계통설계자가 해석적 방법이나 시험을 통해 얻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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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주냉각재펌프 외부의 온도 조건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계자료로 입수한 

다. 주냉각재펌프 내부 및 외부의 열전달계수는 계통설계 해석으로부터 구하며， 고 

정자 코일 끝단(end coil)의 온도 분포는 시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사용한다. 

3.4.4.4.2 플랜지 하중해석 

플랜지 내부의 온도 분포로 인하여 열응력이 발생한다. 플랜지 내부의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플랜지 외부 환경온도 플랜지 내부 유체온도 열전달 계수 둥을 알 

아야 한다. 플랜지 내부는 강제대류 열전달(forced-convection heat transfer) 이 발생 
하고 외부는 자연대류(free-convection natural convection)가 발생한다. 플랜지 내부 
에서는 강제대류 열전달계수를 구하고 외부에서는 자연대류 열전달 계수를 구하였 

다. 

가. 플랜지 내부 열전달 계수 

나. 플랜지 외부 열전달 계수 

다. 플랜지 내부 유체온도: 검증시험 결과로 입력되는 값 

라. 플랜지 외부 환경온도: 유관기관에서 입력되는 값 

마. 고정자 상부 코일 끝단 온도: 검증시험 결과로 입력되는 값 

플랜지 내부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펌프 내부순환 유량은 냉각기 설 

계에서 구한 3.0m 3/ h 를 적용하였다. 플랜지 내부 상부의 온도 및 고정자 상부 코 

일 끝단의 온도는 주냉각재펌프 검증시험[참고문헌 3.4.9]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였 

으며， 플랜지 외부 온도는 유관기관에서 공급되는 값을 사용하였다. 플랜지 내부 및 

외부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실험식을 사용한다. 누셀트 수는 강제대류와 자 

연대류로 구분하여 구하며， 강제대류일 경우에 층류와 난류로 구분하여 구하여야 

한다. 

층류일 경우 누셀트(Nusselt) 수는 참고문헌 [3.4.6] 의 229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0 .0668(d/ L)Re dPr 
Nμ d=3.66+ 1 + O.04[ (d/ L)Re dPr] 2/3 

(3 .4.4-17) 

난류일 경우 Nusselt 수는 참고문헌 [3.4.6] 의 226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Nμ d= O.023Re밍8 Pr n (3.4.4-18) 

여기서 n은 가열시 0.4를 적용하고 냉각시 0.3을 적용한다. 플랜지 내부에는 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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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고 뜨거워진 기기냉각수로 인하여 플랜지 내부가 가열된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n은 0.4를 적용한다. 

플랜지 내부의 유동 단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부 속도가 달라지는 영역을 그림 

3.4-23과 같이 크게 3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3.4-8에서 구한 레이놀즈 수는 플랜 

지 내부의 유동이 난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식 (3.4.4-18)을 사용하여 구한 플랜지 

내부의 각 영역별 열전달 계수를 표 3.4-8에 나타내었다. 

수직 평판 또는 수직 실린더에서의 자연대류일 경우에 평균 누셀트 수 ( Nu)는 참 

고문헌 [3.4.6]의 275쪽에 의 하면 다음과 같다. 

0. 670Ra 1/4 
Nu= 0.68+ [ 1 + (0.492/ pγ) 9/16] 4/9 

(3.4.4-19) 

(3.4.4-20) 

0 .387 Ra 1/6 
Nμ =0.825+ [1+(0.492/pr) 9/16] 8/27 

for Ra ,5. 10 9 

for 10- 1 드 Ra ,5. 10 12 

플랜지 외부는 자연대류가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누셀트 수는 Ra의 범위에 따라 식 

(3.4.4-19) , (3.4.4-2이 중에서 알맞은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플랜지 외부 환 

경온도는 유관부서에서 입력되는 값[참고문헌 3.4.1이을 적용하였다. 식 (3.4.4-19) , 

(3.4.4-2이에서 Ra는 Rayleigh 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 3.4-9는 플랜지 외 
부 열전달계수 및 관련된 여러 설계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R a= GrPr (3.4.4-21) 

여 기 서 Gr은 Grashof 수 이 다. 
Ra는 막 온도(film temperature)에 서 의 물성 치 를 사용하여 구하며 막 온도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T ω는 벽면온도， T ∞는 주변온도를 나타낸다. 

T ,= _I_ ω + T ∞ 
f- 2 

(3.4.4-22) 

플랜지에 작용하는 하중은 그림 3.4-24와 같다. 내압으로 인하여 플랜지 스터드에 

발생하는 반력 (F f)과 상부덮개를 체결하는 스터드에 발생하는 반력이 있다. 스터드 

에 발생하는 Ff는 운전압력으로 인한 압축하중 H。와 가스킷이나 연결접촉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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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연결을 위한 압축하중 H po를 유지하기 위하여 펼요한 하중이다.H 。 및 H po 

는 참고문헌 [3.4.1 1]을 참고하여 구하였다. 

F f = (H 0 + H ÞO)/스터드 개수 

= [0.785(0.390) 2(14.7 x10 6) 十 (2)(0.003)(3.14)(0.390)(6.5)(14. 7xlQ 6)]/18 
[N] 

= [1. 76 xlQ 6 +7.02 xlQ 5]/18 [N] 

= 1. 37 x lQ 5 [N] 

상부덮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가스킷을 사용할 때 스터드에 발생하는 반 

력 ( F c)은 표 3.4-10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Fc 

= [0.785(0.152) 2(14.7 x10 6) + (2)(0.0015)(3.14)(0152)(4.75)(14. 7x lQ 6)]/15 
[N] 

= [2.67 xlQ 5 + 1.00 xlQ 5]/15 [N] 

= 2 .45 x lQ 4 [N] 

플랜지 하단에 발생하는 둥가 압력 ( P te)은 내부압력이 작용하는 단면적과 압력이 

전달되는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달라진다. 압력지지면적은 전동기 코일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의 두께로 내부압력으로 인한 압축력을 지지한다고 가정하였다. 

P te = (내압 작용 면적/압력 지지면적) x내부압력 

(0.3502 - 0.1092 ) x 14.7 X 106 = 59.9 X 106 [뻐 
(0.3502 - 0.3272 ) + (0.2862 - 0.2652 ) 

3.4.4.4.3 상부덮개 하중해석 

상부덮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압력하중과 열하중이다. 압력하중은 상부덮개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을 고려하면 된다. 상부덮개에 작용하는 열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림 3.4-25과 같은 경계조건을 고려한다. 상부덮개 내부 온도는 주냉각재펌프 검증시 

험 결과에서 얻은 자료이며 외부 환경온도는 유관부서로부터 입력되는 값이다. 

가. 상부덮개 내부 유체 열전도 계수 

나. 상부덮개 외부 열전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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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부덮개 내부 유체온도: 검증시험 결과로 입력되는 값 

라. 상부덮개 외부 환경온도: 유관부서에서 입력되는 값 

주냉각재펌프가 고속(3600rprn)으로 회전할 때 상부덮개 내부의 유속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상부덮개 내부 유동이 없이 열전도로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내 

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온도 차이가 많은 경우가 온도 

차이가 적은 경우보다 열웅력이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상부덮개 내부의 유동이 없 

이 열전도가 되는 보수적 상황을 가정하였다. 표 3.4-11은 상부덮개 내부의 유체 열 

전도 계수와 관련된 자료를 표시한 것이며， 표 3.4-12는 외부의 자연대류 열전달 계 

수를 구한 값이다. 

3.4.4.4.4 고정자 받침대 하중해석 

고정자 받침대에 작용하는 하중은 압력하중과 열하중이다. 압력하중은 펌프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을 고려하면 된다. 고정자 받침대에 작용하는 열하중(그림 3.4-26)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가. 고정자 받침대 내부 유체 온도 

나. 고정자 받침대 내부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 

고정자 받침대의 내부 유체 온도는 주냉각재펌프 내부순환 온도의 입구온도로서 냉 

각기 설계에서 구한 95
0

C 를 적용하였다. 고정자 받침대 내부의 유속이 달라지는 대 

표적인 4 영역으로 나누어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를 표 3.4-13과 같이 구하였다. 고 

정자 받침대의 압력경계 영역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은 압력하중과 자중이 있지만 

자중은 무시할 수 있다. 그림 3.4-27과 같이 고정자 받침대에 작용하는 퉁가 압축압 

력 ( P te)은 표 3.4←14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구한다. 

둥가 압축하중 = (내압 작용 면적/압력 지지면적) x 내부압력 

_ (0.286~.109 2) 
? ? Xl4.7xlO 6[Pa] (0.286 z-O.254 Z) 

표 3.4-15은 정상운전 시 주요부품에서의 열전달 계수와 온도를 나타내며， 표 

3.4-16은 정상운전 시 주요부품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을 정리한 것이다. 

3.4.4.5 주냉각재펌프 운전하중 계산방법과 모델개발 

주냉각재펌프(MCP)는 일차냉각수를 순환시켜 원자로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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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로 전달하기 위한 기기이다.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 덮개상부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된다. 주냉각재펌프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모텔은 주냉각재펌프의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의 계산을 위해 사용되며 원 

자로집합체 전체모델의 구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댈은 해석목적과 모델의 세밀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작 

성될 수 있다. 구조적 형상을 기술하는 세밀도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상세모델과 

단순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물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 

한 모델작성에 있으므로 주냉각재펌프의 형상을 단순화시킨 단순모델을 작성하였 

다. 단순모델의 작성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주냉각재펌프의 형상 

을 단순화시킨 개략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한다. 해석 

모델은 2차원 보요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보요소의 형태는 추후 

부재내력 해석을 위해 B21을 사용하였다. 

3.4.4.5.1 개략모형 

주냉각재펌프의 개략모형을 작성하기 위해 단면형상에 따라 총 4 부분으로 분류하 
였다. 또한 주냉각재펌프 상부구조와 하부 실링 (sealing)을 담당하는 유로안내체는 

집중질량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4-28는 주냉각재펌프의 상세도면과 형상단순화를 

거쳐 구해진 개략모형， 그리고 개략모형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될 보요소모댈을 보 

여주는 그림이다. 개략모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위치와 단면정보를 표 3.4← 17에 

정리하였다. 주냉각재펌프 내부에 있는 캔드모터의 고정자와 가동자 그리고 회전축 

을 비롯한 모든 내부부품은 비구조질량으로 가정하였다. 모든 구조적 하중은 MCP 
Nozzle과 MCP Housing이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4-17은 MCP 하우징을 중 
심으로 정리된 것이다. 

주냉각재펌프 내부를 구성하는 각종 비구조재의 질량을 고려하기 위해 각 부분의 

등가밀도를 구하고 표 3.4-18에 정리하였다. 모든 비구조재의 질량은 개략적인 치수 

와 밀도 7900kg/m3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구조재인 하우징의 부피를 이용해 등 

가밀도를 계산하였다. 각 부분의 길이는 표 3.4- 17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MCP 
Nozzle 상부에 위치한 Nozzle Top과 MCP Cover는 집중질량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Duct 상부와 Hous2 하부 사이 에 위 치 한 하부 Sealing을 담당하는 유로안내 체도 역 
시 집중질량으로 가정하였다. 표 3.4- 19는 이들의 질량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 

3.4-29는 주냉각재펌프의 주요 치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3.4.4.5.2 해석모델 

주냉각재펌프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정보와 해석조건을 수록한Input 

File을 작성하였다. 해석은 상용코드인ABAQUS 6.3을 이용하였다. 작성한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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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그림 3.4-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델의 총 절점수는 71 
개이며 69개의 보요소와 두 개의 집중질량요소로 구성하였다. 모델의 총 질량은 

1039kg이며 무게중심의 위치는 원자로환형덮개로부터 0.249m 지점에 위치한다. 
MCP Nozzle을 제외한 실제 제작된 주냉각재펌프의 총 질량은 780kg으로 동특성 
해석에 이용한 모델의 질량(793kg)보다 약간 적다. 경계조건은 그림 3.4-28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MCP Nozzle의 밑부분을 원자로 Head에 고정시키고 상부 Sealing 
과 하부 Sealing 부분은 힌지 (hinge)로 가정하였다. 

3.4.4.5.3 해석결과 

작성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 개의 저차 고유진동수와 진 

동모드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고유진동수를 표 3.4-20에 수록하였다. 각 모드의 진 

통형을 그림 3.4-31에 수록하였다. 

3.4.4.6 주냉각재펌프 내진해석 

주냉각재펌프(MCP)의 유한요소모델과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해 주냉각재펌프 

의 내진해석을 수행하고 지진에 대한 설계하중을 생산하였다. 

3.4.4.6.1 유한요소모델 

유한요소모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MCP의 2차원 보요소 모델을 다루고 있는 앞 

절을 참조하나 본 해석에서는 3축 지진하중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3차원 보요소 모 

벨로 변환하여 이용한다. 모텔에 사용된 요소는 ABAQUS에서 제공하는 삼차원 보 

요소인 B31요소이다. 모델의 총 질량은 1040kg이다. 경계조건은 절점 1은 모든 방 

향으로 완전고정， 절점 301 , 401은 횡방향 변위만을 고정 하였다. 또한 모든 절점의 

수직방향에 대한 회전자유도를 고정하여 비틀림 진동을 제거한 모델을 구성하였다. 

축대칭 구조물인 MCP의 지진해석에서 비틀림 진동은 해석에 불필요하므로 이들 

제거한 모델은 보다 간편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동특성 

해석을 통해 MCP의 고유진동수와 모드별 유효질량(Effective Mass)를 계산하고 표 

3.4-21에 정리하였다. 표에 정리하였듯이 총 30개의 모드를 고려하면 모든 방향으로 

약 87%이상의 유효질량을 고려할 수 있다. 

3.4.4.6.2 지진하중 

그림 3.4-32, 그림 3.4-33, 그림 3.4-34에 각각 기술된 X, Y, Z 방향에 대한 SSE 응 
답스펙트럼 하중을 고려하였다. 감쇠 1% 인 경우의 응답스펙트럼이며 해석을 위해 
그림에서와 같이 보수성을 고려한 몇 개의 직선으로 단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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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3 내진해석 

앞서 기술된 X, Y, Z 방향에 대한 단순화시킨 웅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MCP의 내 
진해석을 수행하였다. 내진해석에서는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을 사용하였으며 Ten 
Percent Method를 이용해 각 모드의 영향을 종합하였다. 가진력의 방향효과는 
SRSS를 이용해 고려하였다. MCP유한요소모델의 절점좌표와 절점의 변위해석결과 

를 표 3.4-22에 수록하였으며 요소 구성정보와 내력은 표 3.4-23에 수록하였다. 고 

정점에서의 반력은 표 3.4←24에 수록하였다. 

표 3.4-24의 반력은 전체좌표계에서 정의되는 반력으로 방향은 앞 절의 모델그럼에 

표시된 전체좌표계를 따른다. 해석결과 MCP 가 MCP 노즐에 고정되는 부분인 절 
점 l에서 발생하는 최대 반력은 4,542N, 최대 모벤트 반력은 2，605Nm로 나타났다. 

횡방향 최대 변위는 MCP 플랜지에서 발생하는 변위로 O.0049mm이고 종방향 최대 
변위는 MCP 유로안내관에서 발생하는 변위로 O.0014mm이다. 본 해석은 MCP 내 
부의 고압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중 실제 내력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압력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3.4.4.7 주냉각재펌프 BLPB 해석 

주냉각재펌프의 유한요소모델과 BLPB하중의 웅답스펙트럼을 이용해 주냉각재펌프 

의 BLPB 하중에 대한 응답해석을 수행하고 설계하중을 생산하였다. 

3.4.4.7.1 BLPB 하중 

그림 3.4-35, 그림 3.4-36, 그림 3.4-37에 각각 기술된 세 가지 방향에 대한 BLPB 
응답스펙트럼 하중을 고려하였다. 각 그림은 BLPB 사고시 원자로에 장착된 기기가 
받는 방향별 하중의 웅답스팩트럼이다. 이는 감쇠 2%인 경우의 응답스펙트럼이다. 

해석의 입력으로 사용한 응답스펙트럼은 각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몇 개의 직선 

으로 단순화한 값을 적용하였다. 

3.4.4.4.2 해석결과 

해석에서는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하였으며 SRSS 방법과 Ten Percent 
Method를 이용해 각 모드의 영향을 종합하였다. MCP유한요소모델의 절점좌표와 

절점의 변위해석결과를 표 3.4→25에 수록하였으며 요소 구성정보와 내력은 표 

3.4-26에 수록하였다. 고정점에서의 반력은 표 3.4-27에 수록하였다. 

표 3.4-26에서 요소내력 Fl , F2, F3와 요소 내력모멘트 Ml , M2는 보요소의 요소축 
에 대한 내력이다. 비틀림 하중이 없으므로 비틀림 내력모멘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3.4-27의 반력은 전체좌표계에서 정의되는 반력이다.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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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냉각재펌프(MCP)의 BLPB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는 상용프로그 
램인 ABAQUS Version 6.4를 이용하였으며 Ten Percent Method와 SRSS를 이용 
해 개별 모드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해석결과 MCP 노즐하단 부분인 절점 1에서 발생하는 최대 반력은 7,801N, 최대 모 
멘트 반력은 4，473Nm로 나타났다. 96번 요소의 내력으로 예측할 수 있는 플렌지부 

의 축력과 수평반력 그리고 모멘트반력의 최대 값은 각각 482N, 6,409N, 582Nm로 
예상된다. 반력의 최대값이 모두 남북방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남북방향 BLPB 하 
중이 다른 방향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이다. 횡방향 최대 변위는MCP 플랜지에서 

발생하는 남북방향 변위로 0.006mm이며 종방향 최대 변위는 MCP 유로안내관에서 
발생하는 변위로 0.0002mm이다. 본 해석은 MCP 내부의 고압조건을 고려하지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중 실제 내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압력조건을 추가로 고려하 

여야 한다. 

3.4.4.8 주냉각재펌프 제어기 설계요건 

주냉각재펌프의 동력원인 유도전동기에 대한 전력요건 및 회전속도측정기의 연계요 

건과 MCPCS 설계를 위한 기계적인 파라미터들이 포함시켰으며， 검토된 범위는 
MCP에 부착된 커넥터까지이다. 

가.전력요건 

1) MCP는 주파수 변환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MCPCS에 의해 저속， 중속， 

고속의 3단 변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MCPCS는 각 MCP를 독립적으로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MCPCS의 출력 단에서 MCP로 입력되는 전류를 측정하여 MCP 전동기 과 

부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류는 각 MCP 입력권선 3상중에 
서 2상에 대해 각 상별로 독립적으로 측정한다. 

4) 권선입력단자로 전원을 공급하는 3상 전원의 전력선은 그림 3.4-1과 같이 

MCPCS의 출력단과 커넥터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유도전동기의 전력요건은 다음과 같다. 
총 전력요구량(2 MCPs) 90 Kilovolt Amps 

6) 유도전동기의 입력전원 사양은 다음과 같다. 
허용 입력 전원 전압변동률 440 V :!: 5% 
정 격 주파수 60 Hz :!: 5% 

- 허용 입력전원 불평형률 3% 
상수 3상 

5) 다음의 전기 커넥터는 전원공급기의 부착을 위하여 MCP와 같이 공급된다. 

자세한 커넥터정보는 그림 3.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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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Receptacle(전동기 권선측) 
o Litton VEAM 사 CIR Series 
o Part Number CIR02-22-7S 

- Mating Straight Plug 
o Litton VEAM 사 CIR Series 
o Part Number CIR02-22-7P 

6) MCPCS는 각 MCP의 운전모드를 기록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신호선 요건 

1) 회전속도 측정기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회전속도는 유량 
과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하므로 노심의 유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수단의 일부로 

사용된다. 회전속도 측정기는 타코제너레이터의 일종으로 회전축의 회전에 따라 코 

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MCP의 회전속도 신호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안전등급 선 
호로 펌프 당 4개의 센서가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면서 회전속도를 측정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3) 회전속도측정기 커넥트 정보 
• Power Receptacle(회 전속도측정 기 권선측) 

o Litton VEAM 사 CIR Series 
o Part Number CIR02-10SL-4S 
Mating 900 Angle Plug 
o Litton VEAM 사 CIR Series 
o Part Number CIR8F-10SL-4P 

3) Thermocouple 커 넥 트 정 보 
- Power Receptacle(열전대 측) 

o Litton VEAM 사 CIR Series 
o Part Number CIR02-10SL -4S 

- Mating 900 Angle Plug 
o Litton VEAM A} CIR Series 
o Part Number CIR06-10SL-4P 

3.4.5 MCP 검증시험요건 및 결과평가 

3.4.5.1 검증시험요건 

주냉각재펌프(Main Coolant Pump; 이하 MCP) 및 주냉각재펌프 제어기 (MC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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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의 검증시험 요건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증시험 요건서의 범위는 

MCP가 사용자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든 시 

험을 포함하며 크게 성능시험과 환경시험으로 분류된다. 성능시험은 기능시험， 특성 

시험 빛 내구성시험으로 구성되고 환경시험은 EMI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증기 

시험， 방사선조사시험， 내진시험 및 절연노화처리시험으로 구성된다[참고문헌 

3.4.12]. 

검증시험은 기능/특성시험 • 내구성시험 (2000시간) • 내진시험 • 성능확인시험 

(100시간) • 수명한계시험 (1000시간)의 순서로 수행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진 

시험 수행사 파손이 발생할 경우는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 

다. EMI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방사선시험， 절연노화처리시험은 순서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다. 성능확인시험은 내진 시험 후 MCP가 원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 

행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며， 수명한계시험에서는 과도운전을 포함하는 내구성 시 

험을 추가로 시험하여 MCP 구동부의 수명한계를 시험한다. 

3.4.5.1.1 기 능시 험 

기능시험은 MCP가 원자로에 설치되어 요구하는 성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MCP 자 
체에 요구되는 특수한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과 MCP의 특성곡선 생산에 필요한 입 

력자료를 얻기 위한 시험을 포함한다. 

MCP 상부공동에 포집되는 질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가스제거유로의 기능을 확인 
하기 위하여 상부공동에 가스를 채운 후 MCP를 운전하면서 가스제거유로의 작동 

성을 확인한다. 가스제거유로의 작동성 시험은 고속/중속/저속의 운전모드에 대해 

고온상태에서 수행한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온 시험으로 고온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저온시험에서 가스제거유로의 작동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온 

에서 작동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자연순환모드(MCP 정지)에서 최소 100시간 이상 운전하여 MCP 상부공동에서 자 
연순환운전시간에 따른 가스 포집량을 확인한다. 순환용수의 질소용해도는 자연순 

환운전 시 원자로 가압기 온도조건(100
0

C)에서 포화상태이어야 한다. 정상운전상태 

에서 캔드모터 냉각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기기냉각수 입구와 출구의 온도， 기기 

냉각수 유량 및 MCP 냉각기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도 측정한다. 

3.4.5.1 .2 특성시험 

특성시험은 성능곡선생산， 캐비테이션 시험， coastdown 곡선 측정， 흡입구/토출구의 
압력맥동 측정 및 역류방지장치의 작동성 확인 시험을 포함한다. 

성능곡선을 생산하기 위하여 표 3.4-28의 1상한에 해당하는 시험매트릭스를 구성하 

여 이에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매트릭스는 회전수 0-100% ,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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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의 범위를 포함하지만 시험할 수 있는 유량과 회전수의 범위는 성능시험루 

프의 유량 한계와 성능시험 펌프의 토크 한계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시험루프가 

건설된 후에 정확히 결정될 것이며， 이 값에 따라 현재 구성된 시험 매트릭스의 시 

험점이 추가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나 homologous 곡선을 생산하기 위해 최대한 넓 
은 범위의 유량과 회전수에 대한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시험루프가 구성되어야 한 

다. MCP의 고속/중속/저속 운전모드에 대한 회전수는 반드시 시험매트럭스에 포함 

되어야 한다. 

저온 시험조건(고속/중속/저속)의 유동범위 내에서 MCP의 NPSHR(Net Positive 
Suction Head Required)를 측정하여야 한다. 저속 60 0C 온도조건에서 NPSHR을 추 
가 측정한다. NPSH 시험은 설계유량 뿐만 아니라 runout 유량에 대해서도 수행한 
다. MCP의 runout 유량은 설계유량의 114% (1050m3/hr) 이다. Coastdown 곡선을 얻 
기 위하여 MCP가 정격출력 하에서 운전되다가 갑자기 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시간 

에 따른 회전수와 유량변화를 측정한다. 

자연순환운전시 MCP의 회전여부를 모사하기 위하여 MCP는 정지하고 구동펌프를 

이용하여 유량을 변화시키며 유량에 따른 임펠러의 회전여부를 확인하고 유량에 따 

른 압력강하를 측정하여야 한다. 

임펠러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압력맥동을 흡입구와 토출구에서 측정하여 

MCP 회전주파수(RF; rotating frequency)와 날개깃 통과주파수(BPF; blade 
passing frequency)에 의해 가진되는 주파수들에 대한 압력맥동의 크기를 구해야 

한다. 압력맥동은 최소 BPF의 5배 (1500Hz) 이상 측정되어야 한다. 

3.4.5.1 .3 내 구성 시 험 

내구성 시험항목은 장시간 정상운전(long-term operation) 시험과 과도운전 시험으 
로 구분된다. 본 요건서 항목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시간 정상운전시험은 2000 
시간 수행되며 다른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추가로 수명한계시험을 1000시간 수행 

한다. 내구성시험 중의 설계기준사건에 따른 MCP의 과도운전 회수 및 수명한계시 

험 동안의 MCP 과도운전 회수를 모두 시험하여야 한다. 

3.4.5.1.4 환경시험 

환경시험은 EMI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증기시험， 방사선조사시험， 내진시험， 절 

연노화시험을 포함한다. Class lE로 분류된 회전속도측정기는 수명평가를 위한 가 
속시험을 목적으로 6개 이상의 샘플로 시험되어야 한다. 

MCP 원형용에 사용될 EUT (Equipment Under Test : 유도전동기， 회 전속도측정 
기 , 열 전 대 , MCP 제 어 기 ) 에 대 한 전 자파 장해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특성시험인 전자파 방출 (Electromagnetic Emission: EME)와 전자파 감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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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EMS)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며 전자기적 적합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이 검 증되 어 야 한다. 

MCP는 구동부를 포함하고 있는 작동기로서 소음원이 된다. 그러므로 MCP는 요구 

되는 소음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요건의 만족여부는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 

야 한다. MCP는 원자로의 운전성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로서 정상운전 중 진동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진동 변위 

이하로 MCP가 운전하고 있음을 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MCP의 회전속도측정기는 IEEE Class 1E 기기로서 원자로 격납건물 내에서 고온 
고압의 증기 및 냉각수 누출을 수반하는 사고시 상황 종료 후에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고온 고압의 증기 누출관점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은 격실 내에서 

고에너지 배관이 파단하는 사고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전속도측정기를 사고 

조건을 모사한 고온 증기 챔버에 일정기간 보관한 후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보여야 

한다. 

회전속도측정기는 기기 사용 수명 동안에 예상되는 중요 방사선의 종류와 동등하거 

나 보다 큰 방사선 환경 하에서 검증 시험되어야 한다. 방사선 환경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모의하기 위해 감마 방사선원을 이용한 방사선 가속시험이 사용될 수 있다. 

방사선 환경에서 회전속도측정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기 사용 수명동안의 총방 

사선량을 방사선 조사실에서 회전속도측정기에 조사한 후 회전속도측정기가 정상적 

으로 작동됨을 보여야 한다. 

MCP는 Reg. Guide 1.29에 의해 Seismic Category 1으로 분류되어 내진성능을 입증 

해야 하는 기기이다. 또한 IEEE Std 323에서 Class 1E로 분류되는 MCP 상부에 설 
치 되 는 회 전속도 측정 기 역 시 Reg. Guide 1.29에 의 해 Seismic Category 1으로 분 

류된다. MCP의 내진요건은 수회의 OBE에서 운전성 및 구조건전성 유지 그리고 

SSE에서 구조건전성 유지이다. 회전속도 측정기는 OBE와 SSE에서 모두 작동성과 

구조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절연노화시험은 MCP의 전동기에 사용된 권선의 절 

연계통에 대해 열적절연 내성곡선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사선 조사전 열적 

노화시험 및 방사선 조사후 열적 노화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3.4.5.2 검증시험 결과 

3.4.5.2.1 검증시험 결과 

주냉각재펌프(MCP) 겸증시험은 기능시험 특성시험 수명시험 환경시험으로 분류 

된다. 기능시험은 MCP가 운전시 가져야하는 가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며， 특성 

시험은 유량과 수두 등과 같이 MCP 성능으로서 원자로 계통과 상호연계되는 자료 
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이다. 수명시험은 MCP 10년 수명동안 활동 부품의 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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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한 시험이다. 환경시험에는 EMI 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내진시험 및 
LOCA 시험 등이 있으나 본 시험에서는 EMI 시험만 수행하였다. 수행된 시험의 개 
별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4-29에 수록하였다. 

가. 기능시험 

1) 가스제거유로 기능: 가스제거유로의 기능을 확인하지 못함 

2) 자연순환 운전 가능시간: 자연순환 운전 시간을 판단할 수 없음 

3) 냉각기 성능: 성능 시험 완료 

4) 전동기 특성: 운전조건에 해당하는 기계적 손실을 구하지 못하였음 

나. 특성시험 

특성시험 항목 중에서 NPSHR 자연순환운전 모사 역유동시 압력강하 시험은 완료 
되었으나， 유로손실 계산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1) 성능곡선: 시험결과에 표 3.4-29에서 언급된 사항과 같이 다양한 불확실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결과를 판단할 수 없음 

2) Coastdown 곡선: 시 험 완료 
3) 흡입/토출구 압력진동: 측정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없음 
4) NPSHR 시 험 완료 
5) 자연순환운전 모사: 시험 완료 
6) 역유동시 압력강하: 시험 완료 

다. 수명시험 및 환경시험 

2000시간 내구성시험과 누적 3000시간 수명한계시험운전 동안 주냉각재펌프의 성능 

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냉각기 상실사고 시 주냉각재펌프의 가동 허용 시간을 

측정하였다. 환경시험 (EMI 시험)전도방사시험， 전도내성시험， 복사방사시험， 복사 
내성시험 둥을 모두 완료 

3.4.5.2.2 검증시험 평가 

가. 성능곡선 

유량계의 위치 및 흡입구 수두 측정을 위한 압력계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MCP 성능곡선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재현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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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입력자료 둥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오차 범위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 현재 수 

행한 시험결과가 각 분야(안전해석 유체계통)에서 요구하는 입력으로 적합한지는 

여러 분야와의 협의를 거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성능시험의 결과가 정격설계 

요건(one poÍnt)을 만족하는 한 주기기 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 

다. 

냐. 기능시험 

가스제거유로 기능 시험 및 자연순환운전 시간 시험은 부적합한 시험방법으로 수행 

되었기 때문에 시험결과의 신뢰도가 낮으며 MCP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보완의 방 
향을 잡기 어렵다. 전동기 특성 시험은 MCP의 실제 운전조건에 해당하는 기계적 

효율을 구하지 못하였으며， 이 값은 MCP 성능곡선(homologous)을 생산하기 위한 

입력 자료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MCP 성능곡선 시험결과의 부정확성이 우려된다. 

다. Coastdown 및 Homologous 곡선 

MCP 운전속도에 관계없이 Coastdown 시간이 비슷한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 
다. 기존의 homologous 곡선과 전동기 부하 자료를 이용하면 인버터 주파수가 고정 
된 경우에 해당하는 성능곡선을 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설계 보완 및 추후 시험 

검증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회전속도 측정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가혹한 환경조건에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회전속도 측정기의 개발이 펼 

요하다. EMI 시험에 의하면 MCP 복사방사시험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MCP의 
EMI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주냉각재펌프 검증시험에서 수행하지 않은 내진검증 
및 LOCA 시험은 추후 검증시험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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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주냉각재펌프 운전모드 

MCP 운전모드 MCP1 MCP2 비고 

.Jl죠「二 τ 。r 껴 L!. on(high speed) on(high speed) 20-100% 출력 
극。즘 죠 ~-8:-~수 on(medium speed) on(medium speed) 20-50% 출력 
저속운전 on(low speed) on(low speed) 20-30% 출력 

성능시험 자연순환운전 off off 20-25% 출력 
직1:L-x 1A-L 1 MCP 운전 on(high speed) off(high speed) 20-50% 출력 

표 3.4-2 고속운전(3600rpm)시 유량 및 압력강하 

계산결과 

설계 옹도 100 oc 
설계 압력 14.7 MPa 
설계 밀도 965 kg/m3 

보조임펠러 유량 
11400 kg/hr 
11.8 m3/hr 

독립순환유로 유량 
2940 kg/hr 
311 m3/hr 

우회유로 1의 유량 
1386 kg가π 
1.436 m3/hr 

우회유로 2의 유량 
7114 kg씨r 

7.37 m3/hr 

독립순환유로 압력강하 
3.11 bar 

3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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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저속운전(900rpm)시 유량 및 압력강하 

계산결과 

설계 온도 100 0 C 
설계 압력 14.7 MPa 
설계 밀도 965 kg/m3 

2860 kg/hr 
보조임펠러 유량 

2.96 m3자lr 
720 kg/hr 

독립순환유로 유량 
0.746 m3/hr 
372 kg/hr 

우회유로 1의 유량 
0.385 m3/hr 
1768 kg/hr 

우회유로 2의 유량 
1.83 m3써r 
0.1965 bar 

독립순환유로 압력강하 
2.108 m 

상부공동에서 하부베어링 직전 0.173 bar 
까지의 압력강하(기포제거유로 

1.85 m 의 병렬 연결부) 

표 3.4-4 가스제거유로 압력강하 계산결과 
(오리피스가 없을 경우) 

설계 온도 100 0 C 
설계 압력 14.7 MPa 
설계 밀도 965 kg/m3 

설계 유량 15 1' /lπ 
14.475 kg까lr 

유로압력강하 0.007 bar 
709.3 Pa 
0.0749 m 

뇨二이| -A「-E「 1.5 m 
가스제거 요구수두 1.5749 m 

써
 
ω
 



표 3.4-5 가스제거유로 압력강하 계산결과 
(오리피스 설치한 경우) 

설계 온도 100 oc 
설계 압력 14.7 MPa 
설계 밀도 965 kg/m3 

설계 유량 15 1'자lf 

14.475 kg까π 
유로압력강하 0.0324 bar 

3283 Pa 
0.347 m 

뇨:이| -{「-I「 1.5 m 
가스제거 요구수두 1.84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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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캔드모터 냉각기 주요 설계 변수 

순번 하C그모 -, 기호 및 단위 ~ 
Tube inner dia. di 0.0100 

2 Tube outer dia. do 0.0140 
3 Tube pitch Pt 0.0180 
4 Tube dia. pitch Pd 0.3030 
5 Number of turn n 32 
6 야19le (tan-1 (PtI π Pd) ) 9 (rad) 0.1845 
7 Length per one_turn 0.9683 
8 T otal length 30 .9868 
9 Area per one turn A 0.0426 
10 Total area A 1.3629 
11 Flow rate in cold tube m3 /h 3.0000 
12 Flow rate in hot shell at high speed m3/h 3.0500 
13 Flow rate in cold tube l11c (kgl s) 0.8217 
14 Flow rate in hot shell at high speed 따~h (kg/s) 0.8286 
15 Flow rate in hot shell at low speed mhl (kg/s) 0.1917 
16 Terr뿌erature of cold tube at înlet Tcin 45.0 
17 Temperature of cold tube at oulet* Tcout 62.7 
18 8 pecific heat of cold water Cpç (J/kg/K) 4245 
19 8pecific heat of hot water Cph (J/kg/K) 4246 
20 Density of cold water Dc (kg/m3

) 986 
21 Viscosity of cold water (N s/m2

) 0.0005 
22 Velocìty of cold water Vc (매s) 2 ‘ 6526 
23 Reynolds number of cold water Rec 51083 
24 Thermal conductivity of cold water kc (W/m C) 0.6449 
25 Prandtl numbwer of cold water 3.3702 
26 Nuselt number of cold water 218 
27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cold water hc (W/m2 C) 14090 
28 Thermal conductivity of 8T8321 kt (W/m C)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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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6. 캔드모터 냉 각기 주요 설 계 변수 (계 속) 

:L느，_ 님 ~ 하〈그모 --, 기호및 단위 값 

29 Density of hot water Dh (kg/m3
) 984 

30 Viscosity of hot water (N s/m2)_ 0.000414 
31 Flow area of shell (m2) 0.0029 
32 Velocity of hot water Vc (m!s) 0.2967 
33 Tefll)erature of hot shell at inlet* Thìn 98.0 
34 Tefll)erature of hot shell at outlet* Thoul 79.0 
35 버draulic dia. of flow area (m) 0.0060 
36 Film temperature at cooler top T1in 62.0 
37 Film temperature at cooler botlom T10띠 79.5 
38 Mean film temperature of cooler Tmlout 70.8 
39 Reynolds number of hot water Rel 9872 
40 Thermal conductivity of hot water kh (W/m C) 0.6730 
41 Prandt numbwer of hot water 2.5738 
42 Nuselt number of hot water 77.8 
43 I-leat transfer coefficient of hot water hh (W/m2 C) 3740 
44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u (W/rrf C) 1333 

* These temperatures are the final values determined by coole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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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주냉각재펌프 주요 구조물 해석 분류 

주요구조물 입력연계자료 (입력분야) 계통설계업무 
결과물 

(계통설계 + 입력연계자료) 
자중 (CD) 플랜지 내부/외부 열전달 계수 계 플랜지 내부/외부 열전달 계수 

플랜지 내부 유체온도(검증시험결과) 산 플랜지 내부 유체온도 

플랜지 
플랜지 벽면온도(검증시험결과) 플랜지에 작용하는 둥가 압력 계산 플랜지 벽면온도 

내부압력/온도 (FS) 플랜지에 작용하는 집중하중 플랜지 외부 환경온도 

플랜지 외부 환경온도/압력 (AE) 고정자 end coil 온도 
고정자 end coil 온도 (Dn) 플랜지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 
자중 (CD) 외부 열전달 계수 계산 상부덮개 외부 열전달 계수 

상부덮개 내부 유체온도(검증시험결과) 상부덮개 내부 유체온도 

상부덮개 상부덮개 벽면온도(검증시험결과) 상부덮개 벽면온도 

내부압력/온도 (FS) 상부덮개 외부 환경온도 

상부덮개 외부 환경온도/압력 (AE) 
자중 (CD)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 계산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 

고정자 받침대 
내부압력/옹도 (FS) 고정자 받침대에 작용하는 등가압 고정자 받침대 내부/외부 유체옹도 

려-， 고정 자 end coil 온도 
고정자 받침대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 

주냉각재펌고로 냉각기에서 제거하는 총 열 펌요로 유입되 는 열 (heat) 펌요로 유입되는 열 (heat) 

유입되는 열 (검증시험결과) 

|
닝
∞
i
 
| 

CD: 기기설계자， FS: 유체계통， AE: 한국전력(주) 



표 3.4-8. 플랜지 내부 강제 열전달계수 계산을 위한 설계 변수 

변수 단위 
설계값 

영역 1 영역 2 영역 3 
외부 직경 (d이 π1 1.470E-01 1.270E-01 1.090E-01 
내부 직경 (di) m 2.500E-02 5.500E-02 1.062E-01 
길이 π1 8.60E-02 7.50E-02 3.24E-02 
유로단면적 m2 1.65E-02 1.03E-02 4.73E-04 
g”랴 o m3/s 8.33E-04 8.33E-04 8.33E-04 
유체속도 m/s 0.051 0.081 1.761 
유체온도 ℃ 70 70 70 
유체압력 MPa 14.7 14.7 14.7 
유체 밀도 kg/m3 984 984 984 
유체 점성계수 kg/m s 4.08E-04 4.08E-04 4.08E-04 
유체 비열 J/kg.C 4,159 4,159 4.159 
유체 열전도계수 W/m.C 0.67 0.67 0.67 
레이놀Z 수， Re 14,878 14,060 11 ,891 
효란틀 수， Pr 2.54 2.54 2.53 
누셀 E 수， Nu 72.77 69.56 60.72 
강제대류열전달계수 

(Force-convection heat W/m 2oC 398 644 14,530 
transfer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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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플랜지 외부 자연대류 열전달계수 계산을 위한 설계 변수 

변수 설계값 단위 비고 

플랜지 외경 0.545 π1 

길이 0.224 π1 

최종적。로 검증시험 결 

벽온도 60 c 과에서 구한값을 입력해 

야함 

환경 압력 대기압 

환경온도 10 ℃ 
막온도 35 C 
막온도의 절대온도 308 OK 
중력가속도 9.8 m2/s 
공기 밀도 1.177 kg/m3 

공기 점성계수 1.983E-05 kg/m s 
공기 동점성계수 1.685E-05 m2/s 
공기 비열 1005 J/kg'C 
공기 열전도계수 0.026 W/m 'C 
효 iCl트클를 9 , Pr 0.767 
Grashof 수 , Gr 62 ,993 ,671 
Rayleigh 수 , Ra 48 ,285 ,012 
」셀 E 9. N 49.71 -T'" '21= T , I\lU 

자연대류열전달계수 

(Free-convection heat 5.77 W/m 2 .C 
transfer coefficient) 

표 3.4-10 플랜지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 

。〈:j〉 。--j1 기호 하~%초。T를T 
내경 외경 

하중값 단위 비고 
(m) (m) 

플랜지 상단 Fc 집중하중 0 0.152 24 .5 kN 
스터 E 개수 

15개 

플랜지 λ터드 F, 집중하중 0 0.390 137 kN 
λ터드 개수 

18 
플랜지 내면 Pj 압력 14.7 MPa 
플랜지 외면 Po 압력 14.7 MPa 

플랜지 하단 Pte 등가압력 0.265 0.350 59.9 MPa 

… m 



표 3.4-11 상부덮개 내부 유체 열전도 계수 관련 설계 변수 

변수 설계 값 단위 비고 
최종적。로검증시험에 

유체온도 70 ℃ 서구한결과값을입력 
해야함 

유체 압력 14.7 MPa 
유체 밀도 984 kg/m3 

유체 전도켄순 0.667 WImoc 

표 3.4-12 상부덮개 외부 자연대류 열전달 계수 계산을 위한 설계 
변수 

변수 설계값 단위 비고 
I-「| 7 C그j 0 .068 m 
길이 0.107 π1 

최종적。로검증시험에 

벽온도 60 ℃ 서구한결과값을입력 

해야함 

상부덮개 외부환경온도 10 ℃ 
평균온도 35 ℃ 
평균온도의 절대온도 308 OK 
중력가속도 9.8 m2/s 
환경 압력 대기압 

공기 밀도 1.177 앤1m3 

공기 점성계수 1.983E-05 kg/m s 
공기 동점성계수 1.685E-05 m2/s 
공기 비열 1005 J/kg OC 
공기 열전도계수 0.026 W/m oC 
효란틀 수 ， Pr 0.767 
Grashof 수 , Gr 6 ,866 ,006 
Rayleigh 수 , Ra 5 ,262 ,833 
」셀 E λ N -=r'èl!'=' T , I\JU 26.30 
자연대류열전달계수 

(Free-convection Heat 6.39 W/m 20C 
Transfer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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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3 고정자 받침대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 계산을 위한 설계 변수 

번수 단위 
설계값 

영역 1 영역 2 영역 3 영역 4 
외부 직경， (d이 m 0.1090 0.127 0.234 0.320 
내부 직경 ， (di) m 0.1062 0.055 0.207 0.286 
길이 m 0.032 0.075 0.032 0 .032 
유로단면적 m2 4.73E-04 0 .010 9.35E-03 1.62E-02 
TCiT 己。t m3/s 0.00083 0.00083 0.00083 0.00083 
속도 m/s 1.761 0 .081 0 .089 0.051 
유체 온도 ℃ 95 95 95 95 
유체 압력 MPa 14.7 14.7 14.7 14.7 
유체 밀도 kg/m3 968 968 968 968 
유체 점성계수 kg/m s 3.02E-04 3.02E-04 3.02E-04 3.02E-04 
유체 비열 J/kgOC 4,178 4 ‘178 4,178 4.178 
유체 열전도계수 W/m oC 0.683 0.683 0.683 0.683 
레이놀I 수 . Re 15,814 18,699 7,717 5 ,616 
끄 근cl듣드를 -λr ， Pr 1.846 1.846 1.846 1.846 
누셀 E 수， Nu 63.2 72.3 35.6 27.6 
강제대류열전달계수 

(Fo rced-conv ectio n W/m2oC 15.421 686 901 555 
heat transfer coefficient) 

표 3.4-14 고정자 받침대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 

。〈그j 。-「j 기호 하중종류 
내경 외경 

하중값 단위 비고 (m) (m) 

고정자 받침대 
Fc 

등가 
0.244 0.286 59.5 MPa 

상단 압축압력 

내압 Pj 압력 14.7 MPa 

외압 P。 압력 14.7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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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5 정상운전 시 주요부품의 열전달 계수 및 온도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Location Notation 

Temperature 

h .. u 5.77 H1 m 2CENTIGRADE 

T..o 60 0C 

h .' l 398 H1 m 2CENTIGRADE 

h .'2 644 H1 m 2CENTIGRADE 
Flange 

h S3 14 ,530 H1 m 2CENTIGRADE 

T안 70 0C 
T.'2 70 0C 
T.'3 70 0C 
Td. 112 0C 

h"o 6.39 H1 m 2CENTIGRADE 

T so 60 0C 
Upper Cover 

k i 0.667 H1 mCENTIGRADE 

T i 70 0C 
hb! 15 ,421 H1 m 2CENTIGRADE 
h b2 686 H1 m 2CENTIGRADE 

h“’ 901 H1 m 2CENTIGRADE 

hw 555 H1 m 2CENTIGRADE 
Stator Base 

T,,! 95 0C 
Tb2 95 0C 
Tt..3 95 0C 
Tw 95 0C 
Tbt 116 0C 
Td 112 0C 

Stator Coil 
TdJ 116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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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16 정상운전 시 주요부품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 

Location Notation Load Type Value 

Fc Concentrated Force 24.5kN 

Ff Concentrated Force 137kN 

Flange ~( Equivalent Pressure 59.9MPa 

P。 Pressure 14.7MPa 
p; Pressure 14.7MPa 

~E Equivalent Pressure 59.5MPa 
Stator Base P。 Pressure 14.7MPa 

P Pressure 14.7MPa 

표 3.4-17 주냉각재펌프 부분별 단면정보 

위치 
길이 외경 내경 단면적 면적모벤E 

-님「 τ Hr Ystart 
[m] Yend [m] L [m] Do [m] Di [m] A [m2] 1 [m4] 

MCPNZZL O.OOE+OO 6.92E- 01 6.92E-Ol 4.16E-Ol 3.40E-Ol 4.5lE-02 8.14E-04 (Nozzle) 
Housl 6.92E-Ol -1.44E-Ol 8.36E-Ol 2.86E-01 2.54E-01 1.35E-02 1.24E-04 

(Housing) 
Hous2 

-1.44E-Ol -4.44E-Ol 3.00E-Ol 2.86E-Ol 2.17E-Ol 2.72E-02 2.19E-04 
(Housing) 

Duct -4.44E-01 -1.29E+OO 8.54E-Ol 2.50E-Ol 2.36E-01 5.34E-03 3.94E-05 
유로안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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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8 주냉각재펌프 부분별 등가밀도 

-H「;닙r 구^，p 님r l' 효T 외경 [m] 내경 [m] 부피 [m3] 질량 [kg] 등가밀도 

[kg/m3] 
MCPNZZL MCP Nozzle 4.16E-01 3.40E-Ol 3.12E-02 2.46E+02 7.90E+03 

MCP housing 2.86E-Ol 2.54E-Ol 1.13E-02 8.96E+01 
Intemal housing 1.20E-01 1.10E-Ol 1.51E-03 1.19E+Ol 

Cooler cover 3.36E-Ol 3.20E-Ol 6.89E-03 5.44E+Ol 
Housl MCP Shaft 5.50E-02 1.60E-02 1.81E-03 1.43E+01 3.03E+04 

MCP Rotor 1.06E-01 5.50E-02 3.11E-03 2.46E+Ol 
MCP Stator 2.54E-Ol 1.20E-Ol 1.89E-02 1.49E+02 

합계 3.44E+02 
MCP housing 2.86E-01 2.17E-Ol 8.17E-03 6.46E+01 

Hous2 Cooler cover 3.36E-Ol 3.20E-Ol 2.47E-03 1.95E+Ol 1.09E+04 MCP Shaft 5.50E-02 1.60E-02 6.52E-04 5.15E+OO 
합계 8.92E+01 

Duct MCP 유로안내관 2.50E-Ol I 2.36E-01 I 4.56E-03 3.60E+01 7.90E+03 

표 3.4-19 집중질량 

-H「1Hr 구성 높이 [m] 외경 [m] 내경 [m] 부피 [m3] 질량 [kg] I 
MCP Cover 1.000E-Ol 5.400E-Ol 1.100E-01 2.195E-02 1.734E+02 I 

MCPTOP Nozzle Top 1.000E-Ol 5.400E-01 4.160E-Ol 9.31OE-03 7.355E+Ol 
합계 2.470E+02 

SEAL Sealing 1.150E-01 3.300E-01 4.800E-02 9.628E-03 7.606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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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0 고유진동수 및 모드별 유효질량 

모드변호 
」긴L%~ 도%9- Effective Mass (kg) 

(Hz) X 방향 Y 방향 Z 방향 
1 245 70.6 0.0 642.2 
2 245 642.2 0.0 70.6 
3 400 0.0 734.7 0.0 
4 428 22 .1 0.0 14.0 
5 428 14.0 0.0 22.1 
6 956 0.0 217.2 0.0 
7 1,008 1.5 0.0 11.9 
8 1,008 11.9 0.0 1.5 
9 1,143 1.6 0.0 34.6 
10 1.143 34.6 0.0 1.6 
11 1,476 0.0 9.6 0.0 
12 1,817 7.3 0.0 70.7 
13 1,817 70.7 0.0 7.3 
14 1,862 0.0 6.4 0.0 
15 1,868 0.0 0.0 0.2 
16 1.868 0.2 0.0 0.0 
17 2,615 0.2 0.0 0.5 
18 2.615 0.5 0.0 0.2 
19 2,712 3.4 0.0 1.2 
20 2,712 1.2 0.0 3.4 
21 2.895 0.0 3.1 0.0 
22 3,050 0.1 0.0 0.0 
23 3,050 0.0 0.0 0.1 
24 3.447 0.1 0.0 6.2 
25 3,447 6.2 0.0 0.1 
26 3,659 0.0 34.2 0.0 
27 3,780 5.1 0.0 1.5 
28 3,780 1.5 0.0 5.1 
29 3.930 1.3 0.0 8.2 
30 3,930 8.2 0.0 1.3 

총 유효질량 905 1005 905 
(모델 총 질량에 대한 %) (87%) (97%) (87%) 

표 3.4-21 주냉각재펌프 고유진동수 및 진동형상 

모드 」긴L%~ 도%9-‘ 
진동형상 

-IA]--[→二- 」긴L%~ 도%9- 진동형상 1 

번호 [Hz] 변호 [Hz] 
244 굽힘진동 6 1142 굽힘진동 

2 400 종진동 7 1475 종진동 

3 428 굽힘진동 8 1817 굽힘진동 

4 955 종진동 9 1862 종진동 

5 1008 굽힘진동 10 1868 굽힘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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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2 주냉각재펌프 유한요소모델 절점좌표 및 절점변위 

절점번호 
절점좌표 (mm) 절점변위 (mm) 

X 좌표 Y 좌.:l:i Z 좌표 X 방향 Y 방향 Z 방향 
1 0 0 0 O.OOE+OO O.OOE+OO O.OOE+OO 
6 0 34.6 0 5.41E-05 1.99E-05 5.41E-05 
11 0 69.2 0 1.29E-04 3.98E-05 1.29E-04 
16 0 103.8 0 2.23E-04 5.96E-05 2.23E-04 
21 0 138.4 0 3.35E-04 7.95E-05 3.35E-04 
26 0 173.0 0 4.63E-04 9.93E-05 4.63E-04 
31 0 207.6 0 6.07E-04 1.19E-04 6.07E-04 
36 0 242.2 0 7.65E-04 1.39E-04 7.65E-04 
41 0 276.8 0 9.35E-04 1.58E-04 9.35E-04 
46 0 311.4 0 1.12E-03 1.78E-04 1.12E-03 
51 0 346.0 0 1.31E-03 1.97E-04 1.31E-03 
56 0 380.6 0 1.5IE-03 2.17E-04 1.51E-03 
61 0 415.2 0 1.71E-03 2.36E-04 1.71E-03 
66 0 449.8 0 1.93E-03 2.55E-04 1.93E-03 
71 0 484.4 0 2.14E-03 2.74E-04 2.14E-03 
76 0 519.0 0 2.36E-03 2.93E-04 2.36E-03 
81 0 553.6 0 2.59E-03 3.12E-04 2.59E-03 
86 0 588.2 0 2.81E-03 3.30E-04 2.81E-03 
91 0 622.8 0 3.03E-03 3.49E-04 3.03E-03 
96 0 657.4 0 3.25E-03 3.67E-04 3.25E-03 
101 0 692.0 0 3.47E-03 3.85E-04 3.47E-03 
106 0 650.2 0 3.32E-03 4.36E-04 3.32E-03 
111 0 608.4 0 3.20E-03 4.87E-04 3.20E-03 
116 0 566.6 0 3.08E-03 5.37E-04 3.08E-03 
121 0 524.8 0 2.98E-03 5.87E-04 2.98E-03 
126 0 483.0 0 2.89E-03 6.35E-04 2.89E-03 
131 0 441.2 0 2.81E-03 6.83E-04 2.81E-03 
136 0 399.4 0 2.72E-03 7.29E-04 2.72E-03 
141 0 357.6 0 2.64E-03 7.75E-04 2.64E-03 
146 0 315.8 0 2.56E-03 8.19E-04 2.56E-03 
151 0 274.0 0 2.47E-03 8.62E-04 2.47E-03 
156 0 232.2 0 2.37E-03 9.04E-04 2.37E-03 
161 0 190.4 0 2.28E-03 9.44E-04 2.28E-03 
166 0 148.6 0 2.17E-03 9.83E-04 2.17E-03 
171 0 106.8 0 2.05E-03 1.02E-03 2.05E-03 
176 0 65.0 0 1.93E-03 1.06E-03 1.93E-03 
181 0 23.2 0 1.80E-03 1.09E-03 1.80E-03 
186 0 -18.6 0 1.65E-03 1.12E-03 1.65E-03 
191 0 -60.4 0 1.50E-03 1.15E-03 1.50E-03 
196 0 -102.2 0 1.35E-03 1.18E-03 1.35E-03 
201 0 -144.0 0 1.18E-03 1.21E-03 1.18E-03 
211 0 -174.0 0 1.06E-03 1.22E-03 1.06E-03 
221 0 204.0 0 9.47E-04 1.22E-03 9 .47E-04 
231 0 -234.0 0 8.29E-04 1.23E-03 8.29E-04 
241 0 -264.0 0 7.09E-04 1.24E-03 7.09E-04 
251 0 -294.0 0 5.90E-04 1.25E-03 5.90E-04 
261 0 324.0 0 4.70E-04 1.25E-03 4.70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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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0 -354.0 0 3.51E-04 1.26E-03 3.51E-04 
281 0 -384.0 0 2.33E-04 1.27E-03 2.33E-04 
291 0 -414.0 0 1.l6E-04 1.27E-03 1.l6E-04 
301 0 444.0 0 O.OOE+OO 1. 28E-03 O.OOE+OO 
306 0 -486.7 0 1.36E-04 1.29E-03 1.36E-04 
311 0 529.4 0 2.54E-04 1.30E-03 2.54E-04 
316 0 572.1 0 3.53E-04 1.31E-03 3.53E-04 
321 0 -614.8 0 4.34E-04 1.33E-03 4.34E-04 
326 0 -657.5 0 4.99E-04 1.34E-03 4.99E-04 
331 0 -700.2 0 5.47E-04 1.34E-03 5.47E-04 
336 0 -742.9 0 5.80E-04 1.35E-03 5.80E-04 
341 0 785.6 0 5.98E-04 1.36E-03 5.98E-04 
346 0 -828.3 0 6.02E-04 1.37E-03 6.02E-04 
351 0 -871.0 0 5.93E-04 1.38E-03 5.93E-04 
356 0 -913.7 0 5.72E-04 1.38E-03 5.72E-04 
361 0 956.4 0 5.39E-04 1.39E-03 5.39E-04 
366 0 -999.1 0 4.96E-04 1.39E-03 4.96E-04 
371 0 -1041.8 0 4.43E-04 1.40E-03 4.43E-04 
376 0 1084.5 0 3.83E-04 1.40E-03 3.83E-04 
381 0 -1127.2 0 3.15E-04 1.41E-03 3.15E-04 
386 0 -1169.9 0 2.4IE-04 1.41E-03 2.41E-04 
391 0 -1212.6 0 1.63E-04 1.41E-03 1.63E-04 
396 0 -1255.3 0 8.24E-05 1.4IE-03 8.24E-05 
401 0 -1298.0 0 O.OOE+QO 1.4IE-03 O.OOE+OO 

표 3 .4- 23 주냉각재펌프 유한요소모렐 보요소 정보 및 요소내력 

보요소 절점 Intemal Force (N) Intemal Moment (Nm) 
요소번호 

l 
Axial Shear Shear Bending Bending 
(F1) (F2) (F3) (M1) (M2) 

6 4,515 4,542 4,542 2.527 2,527 
6 6 11 4.512 4,540 4,540 2,370 2,370 
11 11 16 4,508 4,534 4,534 2,213 2,213 
16 16 21 4,501 4,525 4,525 2.057 2,057 
21 21 26 4,491 4.512 4,512 1,900 1,900 
26 26 31 4,480 4,495 4,495 1,744 1,744 
31 31 36 4,467 4,474 4,474 1.588 1,588 
36 36 41 4.451 4,448 4.448 1,432 1,432 
41 41 46 4,434 4,418 4,418 1.278 1,278 
46 46 51 4,415 4,384 4,384 1.125 1,125 
51 51 56 4,395 4,344 4,344 972 972 
56 56 61 4,373 4,299 4,299 822 822 
61 61 66 4,349 4,250 4,250 673 673 
66 66 71 4.324 4,194 4,194 527 527 
71 71 76 4,296 4,133 4,133 384 384 
76 76 81 4,268 4,067 4,067 247 247 
81 81 86 4,237 3,993 3,993 131 131 
86 86 91 4,205 3,913 3,913 117 117 
91 91 96 4,170 3,826 3,826 219 219 
96 96 101 4,135 3,732 3,732 343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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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 106 3.432 1,638 1,638 373 373 
106 106 111 3.388 1,511 1,511 309 309 
111 111 116 3,339 1.388 1,388 251 251 
116 116 121 3.286 1,269 1.269 197 197 
121 121 126 3,228 1.153 1.153 149 149 
126 126 131 3,165 1,039 1,039 108 108 
131 131 136 3,098 926 926 74 74 
136 136 141 3,026 815 815 54 54 
141 141 146 2,949 707 707 52 52 
146 146 151 2,867 602 602 64 64 
151 151 156 2.781 500 500 80 80 
156 156 161 2,690 402 402 94 94 
161 161 166 2,594 309 309 106 106 
166 166 171 2,493 226 226 114 114 
171 171 176 2.387 162 162 119 119 
176 176 181 2,276 135 135 120 120 
181 181 186 2,161 159 159 118 118 
186 186 191 2,041 213 213 112 112 
191 191 196 1.916 278 278 103 103 
196 196 201 1,787 343 343 91 91 
201 201 211 1,686 389 389 79 79 
211 211 221 1.616 418 418 69 69 
221 221 231 1,545 446 446 59 59 
231 231 241 1.474 470 470 50 50 
241 241 251 1,402 493 493 44 44 
251 251 261 1,329 512 512 42 42 
261 261 271 1,255 528 528 47 47 
271 271 281 1.181 540 540 56 56 
281 281 291 1,107 549 549 68 68 
291 291 301 1,031 553 553 82 82 
301 301 306 348 131 131 88 88 
306 306 311 333 130 130 83 83 
311 311 316 318 128 128 79 79 
316 316 321 302 126 126 76 76 
321 321 326 286 123 123 72 72 
326 326 331 270 119 119 68 68 
331 331 336 253 116 116 64 64 
336 336 341 236 113 113 61 61 
341 341 346 218 111 111 57 57 
346 346 351 201 109 109 53 53 
351 351 356 183 109 109 49 49 
356 356 361 164 110 110 45 45 
361 361 366 146 112 112 41 41 
366 366 371 127 115 115 36 36 
371 371 376 108 118 118 31 31 
376 376 381 88 123 123 26 26 
381 381 386 69 127 127 21 21 
386 386 391 49 132 132 15 15 
391 391 396 30 135 135 9 9 

」← 396 396 401 10 136 13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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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4 주냉각재펌프 고정점 반력 

경계절점 
반력 (N) 모멘 E 반력 (Nm) 

Fx Fy Fz Mx Mz 
4,542 4,515 4,542 2,605 2,605 

301 644 0 644 0 0 
401 136 0 136 0 0 

표 3.4-25 주냉각재펌프 유한요소모델 절점좌표 및 절점변위 

절점번호 
젤접좌표 (mm) 절점변위 (mm) 

X 좌표 Y 좌표 Z 좌표 X 방향 Y 방향 Z 방향 
1 0 0 0 0 0 0 
6 0 34.6 0 5.57E-05 2.32E-06 9.30E-05 
11 0 69.2 0 1.33E-04 4.64E-06 2.21E-04 
16 0 103.8 0 2.29E-04 6.96E-06 3.83E-04 
21 0 138.4 0 3.44E-04 9.27E-06 5.75E-04 
26 0 173.0 0 4.77E-04 1.16E-05 7.96E-04 
31 0 207.6 0 6.25E-04 1.39E-05 1.04E-03 
36 0 242.2 0 7.87E-04 1.62E-05 1.31E-03 
41 0 276.8 0 9.62E-04 1.85E-05 1.61E-03 
46 0 31 1.4 0 1.15E-03 2.07E-05 1.92E-03 
51 0 346.0 0 1.35E-03 2.30E-05 2.25E-03 
56 0 380.6 0 1.55E-03 2.53E-05 2.59E-03 
61 0 415.2 0 1.76E-03 2.75E-05 2.94E-03 
66 0 449.8 0 1.98E-03 2.97E-05 3.31E-03 
71 0 484.4 0 2.21E-03 3.20E-05 3.68E-03 
76 0 519.0 0 2.43E-03 3.42E-05 4.06E-03 
81 0 553.6 0 2.66E-03 3.64E-05 4.44E-03 
86 0 588.2 0 2.89E-03 3.85E-05 4.82E-03 
91 0 622.8 0 3.12E-03 4.07E-05 5.20E-03 
96 0 657.4 0 3.35E-03 4.28E-05 5.58E-03 
101 0 692.0 0 3.57E-03 4.50E-05 5.95E-03 
106 0 650.2 0 3.42E-03 5.09E-05 5.71E-03 
111 0 608.4 0 3.29E-03 5.68E-05 5.49E-03 
116 0 566.6 0 3.17E-03 6.27E-05 5.30E-03 
121 0 524.8 0 3.07E-03 6.84E-05 5.13E-03 
126 0 483.0 0 2.98E-03 7.41E-05 4.97E-03 
131 0 441.2 0 2.89E-03 7.96E-05 4.82E-03 
136 0 399.4 0 2.81E-03 8.51E-05 4.67E • 03 
141 0 357.6 0 2.72E-03 9.04E-05 4.53E-03 
146 0 315.8 0 2.64E-03 9.55E-05 4.38E-03 
151 0 274.0 0 2.56E-03 1.01E-04 4.23E-03 
156 0 232.2 0 2.47E-03 1.05E-04 4.06E-03 
161 0 190.4 0 2.37E-03 1.10E-04 3.89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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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0 148.6 0 2.27E-03 1.15E-04 3.70E-03 
171 0 106.8 0 2.15E-03 1.l9E-04 3.50E-03 
176 0 65.0 0 2.03E-03 1. 23E-04 3.29E-03 
181 0 23.2 0 1.89E-03 1.27E-04 3.06E-03 
186 0 -18.6 0 1.75E-03 1.31E-04 2.81E-03 
191 0 -60.4 0 1.59E-03 1.34E-04 2.56E-03 
196 0 -102.2 0 1.43E-03 1.38E-04 2.29E-03 
201 0 -144.0 0 1.25E-03 1.41E-04 2.01E-03 
211 0 -174.0 0 1.13E-03 1.42E-04 1.8lE-03 
221 0 -204.0 0 1.01E-03 1.43E-04 1.61E-03 
231 0 -234.0 0 8.81E-04 1.44E-04 1.4lE-03 
241 0 -264.0 0 7.55E-04 1.45E-04 1.20E-03 
251 0 -294.0 0 6.28E-04 1.46E-04 1.00E-03 
261 0 -324.0 0 5.01E-04 1.46E-04 7.97E-04 
271 0 -354.0 0 3.74E-04 1.47E-04 5.95E-04 
281 0 -384.0 0 2.48E-04 1.48E-04 3.95E-04 
291 0 -414.0 0 1.23E-04 1.49E-04 1.96E-04 
301 0 -444.0 0 O.OOE+OO 1.49E-04 O.OOE+OO 
306 0 -486.7 0 1.45E-04 1.5lE-04 2.3 lE-04 
311 0 -529.4 0 2.70E-04 1.52E-04 4.30E-04 
316 0 -572.1 0 3.75E-04 1.53E-04 5.98E-04 
321 0 -614.8 0 4.62E-04 1. 55E-04 7.36E-04 
326 0 -657.5 0 5.30E-04 1.56E-04 8.46E-04 
331 0 -700.2 0 5.82E-04 1.57E-04 9.28E-04 
336 0 -742.9 0 6. 16E-04 1.58E-04 9.84E-04 
341 0 -785.6 0 6.35E-04 1.59E-04 1.01E-03 
346 0 -828.3 0 6.39E-04 1.60E-04 1.02E-03 
351 0 -871.0 0 6.29E-04 1.61E-04 1.01E-03 
356 0 -913.7 0 6.06E-04 1.6lE-04 9.7 lE-04 
361 0 -956.4 0 5.71E-04 1.62E-04 9 .15E-04 
366 0 -999.1 0 5.25E-04 1.63E-04 8.42E-04 
371 0 -1041.8 0 4.69E-04 1.63E-04 7.53E-04 
376 0 -1084.5 0 4.05E-04 1.64E-04 6.50E-04 
381 0 -1127.2 0 3.33E-04 1.없E-04 5.35E-04 
386 0 -1169.9 0 2.55E-04 1.64E-04 4.10E-04 
391 0 -1212.6 0 1.73E-04 1.64E-04 2.78E-04 
396 0 -1255.3 0 8.7 lE-05 1.65E-04 1.40E-04 
401 0 -1298.0 0 O.OOE+OO 1.65E-04 O.OOE+OO 

표 3.4-26 주냉각재펌프 유한요소모델 보요소정보 및 요소내력 

보요소 절점 Internal Force CN) Internal Moment CNm) 
요소번호 Axial Shear Shear Bending Bending 

1 CF1) CF2) (F3) CM1) CM2) 
6 527 4,671 7,801 2,600 4,339 

6 6 11 526 4,668 7,797 2,439 4,069 
11 11 16 526 4,662 7,787 2.278 3,800 
16 16 21 525 4.653 7,771 2,117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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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 26 524 4,639 7,749 1,956 3,262 
26 26 31 523 4,622 7,720 1.795 2,993 
31 31 36 521 4,600 7,683 1,635 2,725 
36 36 41 519 4,574 7.639 1,476 2.458 
41 41 46 517 4,544 7,588 1.317 2,193 
46 46 51 515 4,508 7.528 1,160 1,929 
51 51 56 513 4,467 7,460 1,004 1.668 
56 56 61 510 4,422 7,384 850 1,408 
61 61 66 507 4,370 7.298 698 1,152 
66 66 71 504 4,313 7,203 549 900 
71 71 76 501 4,251 7,099 404 653 
76 76 81 498 4.182 6.984 269 415 
81 81 86 494 4,107 6,858 162 207 
86 86 91 491 4,024 6,720 150 178 
91 91 96 487 3,935 6,571 243 364 
96 96 101 482 3,839 6,409 365 582 
101 101 106 400 1,719 2,791 394 635 
106 106 111 395 1,595 2,570 326 526 
111 111 116 390 1,475 2,355 263 427 
116 116 121 383 1,359 2.147 206 336 
121 121 126 377 1,245 1,944 155 256 
126 126 131 369 1,131 1,745 110 185 
131 131 136 361 1,018 1,549 76 128 
136 136 141 353 904 1,359 61 89 
141 141 146 344 790 1,175 67 79 
146 146 151 335 675 998 86 95 
151 151 156 324 563 828 106 119 
156 156 161 314 452 666 124 143 
161 161 166 303 343 515 138 161 
166 166 171 291 241 384 148 175 
171 171 176 279 156 284 153 182 
176 176 181 266 123 240 155 184 
181 181 186 252 168 269 151 180 
186 186 191 238 245 348 144 171 
191 191 196 224 326 451 133 157 
196 196 201 209 404 556 119 138 
201 201 211 197 457 630 104 120 
211 211 221 189 492 678 92 104 
221 221 231 180 524 722 79 89 
231 231 241 172 552 763 66 76 
241 241 251 164 577 799 56 68 
251 251 261 155 599 831 50 69 
261 261 271 147 617 858 50 79 
271 271 281 138 631 879 57 95 
281 281 291 129 640 893 70 117 
291 291 301 120 645 900 85 141 
301 301 306 41 130 228 92 149 
306 306 311 39 129 226 88 142 
311 311 316 37 127 224 84 135 
316 316 321 35 124 219 8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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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321 326 33 121 214 76 122 
326 326 331 31 118 208 72 115 
331 331 336 30 116 201 68 109 
336 336 341 28 114 195 65 103 
341 341 346 25 114 190 61 97 
346 346 351 23 114 187 56 90 
351 351 356 21 115 185 52 83 
356 356 361 19 117 186 48 76 
361 361 366 17 119 189 43 69 
366 366 371 15 122 194 38 61 
371 371 376 13 126 201 33 53 
376 376 381 10 130 209 27 44 
381 381 386 8 135 217 22 35 
386 386 391 6 139 224 16 25 
391 391 396 3 142 229 10 15 

I 396 396 401 144 232 3 5 

표 3.4-27 주냉각재펌프 고정점 반력 

경계절점 
반력 (N) 모멘E 반력 (Nm) 

Fx Fy Fz Mx Mz 
1 4,671 526.7 7.801 4,473 2.681 

301 725.1 0 1,065 0 0 
401 143.8 0 23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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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8 MCP 성능곡선 시험 매트릭스 
<1 상한〉 

N(rpm) Q/QR(%) 
36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27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8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3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9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2상한〉 

N(rpm) Q/QR(%) 
2700 -5 -10 max 
1800 5 -15 -20 -25 -30 -35 -40 -45 -50 -55 max 
1300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max 
9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ax 
6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max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max 
0 -10 -20 -30 -40 -50 -60 -70 max 

<3상한〉 

N/NR(%) Q/QR(%) 
-3600 min -50 -60 -70 -80 -90 -100 -110 -120 max 
-2700 min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max 
-1800 0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max 
-900 0 -3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10 -120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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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초기목뇨 시험의 
-닙r조--，하 2 처 I그 

SAR 시허 닙르 시허며 결과 
달성여부 ?i틴-， 응 tiL ζ서〉 입력 

투그 τ~ìT C그 C그 

중속/저속에서 제거율 감소 이해 
안됨 
- 제거율은 속도에 비례해야 - 고속에서 완전배출 되었。나 
물리적。로 타당 

제거율을 측정 못함 - 설계성능확인 불가， 시험결과 설계 
가λ제거유 - 중속: 제커되나 시간에 따라 

판단불가 부처하 반영 불가 X 기능시험 --, t=l 
로 제거율 감소 - 고온시험。로 성능확인/원인규명 

- 저속: 제거되나 시간에 따라 
필요 

제거율 감소 - 적은 앙의 가λ 제거를 쉽게 관찰할 
수 있 는 큰 용량의 가A통을 고안하여 
7~λ 제거율을 측정해야 함 

- 최 대 t화용해 도(3000cc/kg-H20) - 가압기의 온도 조건을 바꿀 수 있는 : 1 리터 /day으| 질소가λ 포집 
시험 장치를 구성 

자연순환 - 정상 포화용해도(1 500cc/kg-H20) 
t:::t Ã세 등L 

- 적은 양의 가λ 포집을 쉽게 관찰할 Part : 질소가λ으| 포집 거의 없음 교t8~7~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여 신뢰할 수 

운전 L....! L..!걷흐 --, --; 닙 
가능시간 - 원자로 질소 용해도 

있뇨 시간-가λ 포집량 관계 자료가 
(1500cc/kg-H20) 상태에서 자연순환 

요구됨 
운전 (140m 3 /h) 시 가λ포집량 측정 

- 냉각기 수두 손실 최대 15 m 드~Á， Z내응L 。àH군E므i Part 내카기 서느 
- 권선의 허용온도 180 0C 이하 유지 ξ르 ζ그 -, t=l 0-"1 00 

-
운전조건에 해당하는 기계적 손실을 

AC그L다 ζ그브 l 브 L!... 
구해야 함 

- 기계적 효율이 모사되지 않은 미다서 - 운전조건에 해당하는 수력 토크를 X 저도기 트서 
전동기 효율과 축토크 측정 

2C그 ;-I「4 승 kiL 
사용하여 임펠러 효율 및 

L....! O'I ,C> 

homologous 곡선을 생산 해야 함 

검증시험 표 3.4-29 주냉각재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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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계속) 

시험 분류 ^I 승 C그~[]_ ζ~ 결과 
초기목표 시험의 

부족한점 
SAR 

달성여부 Z-「{ 응 tjLA 〈〉카 。tj| E -「j

- 시험결과의 불확실도가 큼 
. 고온에서 계측기 보정 수행 안됨 
. 속도 변화 구간에 압력 측정。로 

~.g ~~ 표 口i II 트 「응A 。내 
실험의 신뢰성 감소 

특성시험 성늘곡선 - 임펠러 효율 판단불가 
Aζ〉L c <::>F-tTj-드τE옹r 유량계가 유동섭동 영향 범위에 Part 

- homologous 곡선 
X-「4 등 tjL 위치， 충분한 유동발달거리 확보 필요 

. 유로손실계산의 타탕성 검증 

. 수력 토크(Th)를 측정하여 임펠러 
효율 및 homologous 곡선을 
구하여야 함 

- 고온(고속/중속/저 속)과 저 온 - 초기 운전 속도에 관계없이 
coastdown (저속)에서 코AE다운 곡선 생산 드E르LA 〈그4 :?:;인「 등 tjL 코λ드다운 시간이 비소한 원인에 Part 

- 코스 E 다운 자료 대한 규명이 필요 

- 3배 의 BPF까지 만 측정 (5배 까지 
- 각 회 전 속도에 서 RF(rotating 요구됨) 

흡입/토출구 frequency) 오~ BPF(blade passing 
판단불가 

~~~ 드τI￡ - 측정 센서의 사앙 및 측정 조건 
압력진동 frequency) 측정하여 RMS 초|대값 Z-「4 등 ζjL (감도， 샘플링 주파수) 제시 

X 

저|시 - 맥동 신호보다 크게 측정된 신호의 
분석이 필요 함 

- 저 온(저 속/중속/고속)시 험 - 캐비테이선 발생영역에서 
- 재장전조건 시험 수두번동이 상하로 발생하여 정확한 

NPSHR - 37 다I (설계， runout 포함) 유량 드iiifA c=4 Z-「내 승 tiL NPSHR을 결정하는데 어려움 X 

조건에서 시험 - 압력계와 흘입구 유로손실 오차 
- 저온에서의 NPSHR 시험결과 보정 

표 3.4-29 주냉각재펌프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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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계속) 

시l 훤 g그 부 I.!...르 ’l 시험명 결과 
초기목표 시험의 

부족한점 
SAR 

달성여부 I--f1 응 』jLAζ그4 。til 己-「#

- 자연순환운전 시 임펠러 회전 

특성시험 
자연순환운 확인 

드E르L서 〈그 적합 
- 압력계와 홈입구 유로손실 오차 

전 모사 - 유량에 따른 수두손실 측정 보정 
X 

자연순환 모사 시험결과 
- 고정 임펠러에 대한 정/역방향 k값 

역유동시 
산출 - 압력계와 홉입구 유로손실 오차 

압력강하 
- 회전 임펠러에 대한 정방향 k값 디i긍L t서i ~져-， 등 tiL 

보정 
X 

산출 
-A「-I「초τ::A 를| 켜 르」 끼2~ 

- 2000시간 연속운전 수행 완료 
- 과도운전 시험 완료 

수명시험 내구성시험 - 벙각수상실사고 시험 완료 디E르LC서그 ~세1 등 tjL ra1A4E 〈그5 X 

2000 시간 내구성 시험 후에도 MCP 
특성 은 변화 없음 

- 냉각기 상실 사고 시 권선 
냉각기 온도보다 MCP 상부 공동의 온도가 
상실사고 먼저 상승함 EEELA c:j> ;-t「{ 등 』jL 。dA4 C -그 Part 
시험 - 영구자석의 큐리온도 제한 때문에 

MCP 가동 시간은 약 15분 임 
수명한계시 3000 시간 누적 수명한계 시험 동안 

드드르L ζ서〉 ;-I「케 등 tiL 
- 내구성 시험과 수명한계시험의 

X 
등C그4 MCP 정격유량에서 수두 0.5m 감소 수두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 

- 전도방사 시험 기준치 초과 

환경시험 EMI 시험 
- 전도내성 시험 기준치 만족 

도E프~Á ζ케i I-「4 승 tiL 
- 제어기와 케이블의 방사에너지를 

X 
- 복사방사 시험 기준치 초과 줄이는 차폐장치 필요 
- 복사내성 시험 기준치 만족 

표 3.4-29 주냉각재펌프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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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 _ "--, 

RECEPTACLE ‘ 
니TTON Part Number \ 
CIR02-1 OSL -4S 
STRAIGHT PLUG 
LlTTON Part Number 
CI R06-1 OSL -4P 

MCP Power~ .. - .. _ .. 
RECEPTACLE 
LlTTON Part Number 
CIR02-22-7S 
STRAIGHT PLUG 
LlTTON Part Number 
CIR02-22-7P 

MCP Nozzle • - .. _j 

(RVA Component) 

Accelerometer 

Component Coolant 
Water Nozzle 

_,. MCP Stud 

'- .. • Spherical Seal 
Ring 

關gf그ACh$ | 

關§t그 B Ct뼈 

關:r그 CCt뼈 
關zr그o Cha 

그림 3.4-1 MCP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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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낼각ÃH 

그림 3.4- 2 일차냉각수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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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지 

상부저널베어링 

각기 

정자 

정자프레임 

전촉 

부베어링집합체 

부저널베어링 

고정자받침대 

펠러 

퓨저 

그림 3.4-3 주냉각재펌프 형상 

-403-



냉각기 

널베머링 

입웰러 

(a) 주냉각재펌프 내부형상 (b) 주냉각재펌프 오|부형상 

그림 3.4- 4 주냉각재펌프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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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튜브훌구 펌
 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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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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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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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
 
C

샤
 
Ct 

lj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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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냐
 C
샤
 드
뉴
 를
”
 

닙
-
닙
-

-
-
기
 

기
 

트
”
 E뉴
 
i1 

기
 
기
 
링
/
 

마
「
 카
「
 

LC 

냉
때

뷔

μ
 

냉각기튜브훌 

냉각기튜브훌구4 

그림 3.4-5 캔드모터 냉각기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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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 

회전축 
〈출력신호〉 

CHI.\V CH2a IOV 
DC, I" DC Iα1 r 

냈 

똥요끄QιA二A 

그림 3.4-6 회전속도측정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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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끄사닙고 
C그 .=:. -d .- c그 

상부플랜지 

회전자 

하부저널 

베어링 

유로안내체 

가스배출구 

영구자석 

그림 3.4-7 MCP 열차냉각수 독립순환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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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냉각수 

입출구 

상부회전자실 

카스제거통로 

하부회전자실 

내부순환 

연결통로 

펌프하부실 

임펠러 



(9 

(1) (2) (54 

그림 3.4-8 독립순환유로 압력강하 계산에 사용된 
(MCP 상부) 

그림 3.4-9 독립순환유로 압력강하 계산에 사용된 
(MCP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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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 C _,___ 



(10 1) 
(102) 
(103) 

(201 
(202) 
(203) 

110)(111)(112) 

106) 
(109) 

204) 
(205) 
(206) 

그립 3.4-10 우회유로 압력강하 계산에 사용된 노드 

회전축~ 

보조임펠러 

그림 3.4- 11 추력베어링에 작용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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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구자석 

가스통로 

하부저널베어링 

잉펠러 

그림 3.4-12 회전축집합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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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m) 로
 鋼

縣

가
 

ν
ν
 

보초잉 11러의 

Qd 
유량 

그림 3.4-13 보조임펠러에 의한 가스제거 트서고서 ， c그 , L.! 

그림 3.4-14 가스제거유로 압력손실 계산을 
위한 node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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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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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오리피스의 형상 

그림 3.4-16 오리피스의 3차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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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냉각재펌프 및 냉각기 형상 

독립순환 냉각재 

출구온도(Thout) 

기기냉각수 

입구온도 

(Tcin) 

독립순환 냉각재 

입구온도(Thin) 

(b) 냉각기 해석모텔 

기기냉각수 

출구온도 

(Tcout) 

그림 3.4-17 주냉각재펌프 및 냉각기 형상과 냉각기 해석 모텔 

-414-



View A 

j “… 
”

j 

「
L
ι

전달되는 열계산 모델 주냉각재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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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원자로에서 



140 

120 

￡ 1OO 
Q) 

긍 80 
m 
~ 60 

동 40 
1--

20 

O 

| -+- T cout -+- Thout - Thin I 

0.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Independent Circulation Flow Rate (m3/h) 

그림 3.4-19 독립순환 유량에 따른 냉각기 유량의 온도 변화 

170 

_____ 1fD 
ü 
ι13) m 
몽 110 

~oo 
E g 70 

fD 

3) 

!--+-- T cout ....._깨out -+-께n -*- Tcin l 

1 _ 

[、
\、N 
~-，..... ‘ι1‘l 
~ 
아1‘ -낼F - -

} ‘1‘~ ’“ ‘-.. 
l 

-... - . 

1.2 1.5 1.7 2.0 2.2 2.5 2.7 3.0 3.2 3.5 

Corrp::ment Coolant Row Ra.te (m3/h) 

그림 3.4-20 기기냉각수 유량에 따른 냉각기 유량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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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10 

0 100 
。

Q) 00 

긍 80 
띠 

눔 m 
뭉 % 

밑 잉 
40 

30 

| -- T cout -+-- Thi n •- Thout •• Tcin I 

~ 

γ一.. -‘ 

‘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Heat Flux (kW) 

그림 3.4-21 냉각기에서 제거하는 열량과 냉각기 유량의 온도변화 

110 
__ 1m 

￡∞ 
Q) 

긍 00 
띠 

8m 
동 ∞ 
뉴-
밍 

40 

1 --- Tcout •- Thin •- Thout •• Tcin l 

- - -
- -

1.33 1.41 1.46 1.51 1.æ 1.61 1.ffi 1.71 1.76 

Transfer Ñea (얘) 

-

그림 3.4- 22 냉각기 전열면적과 냉각기 유량의 옹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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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 

Tsi with hSi 
Î=1 ,2,3 

그림 3.4-23 플랜지 열하중 

Fc 

PI 

그림 3.4-24 플랜지 기계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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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i with ki 

그림 3.4-25 상부덮개 열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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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고정자 받침대 열하중 

P。

그림 3.4-27 고정자 받침대 
기계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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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충철량요소 

강체연결 

보요소 

| 
h 
「챔

 
계
 

겨
 

-

(3) 도연 (b) 깨꽉:포형 (c) 2 차원 보모텔 

그림 3.4-28 주냉각재펌프 형상단순화를 통한 개략모형 및 2차원 보모텔 

-421-



[)

? 
•! 

이
 

그림 3.4- 29 보모텔에 사용된 주냉각재펌프 주요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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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96. UlIi 
9L III 
86 
11δ.81 

121. 76 
7L 126 
66.131 
611l1í 
:56 
141. :51 
146.46 
4L 1:51 
36, 156 
31 
1:51.26 
156.21 
171.16 
11.176 
6.181 
1.116 
192. 

1H 

201 
U1 
22:1 
U 1. 
241. 
U 1. 
t훌i 
Z'l'1 
2$1. 
191. 
201. 

30.’ 
al1 
a1흩 

U 1. 

2H 
au 
2H 
341 , .. 
:151 
3$훌 

H 1. 

*훌훌 

an 
Y 

L• 

3U 
3M 
n1 
3'1훌 

톨01. 

그림 3.4-30 주냉각재펌프 유한요소 
모델 

-423 -



Mode 1 Mode2 Mode3 Mode4 Mode 5 

그림 3.4-31 주냉각재펌프 진동모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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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0 10.0 
Frequency (Hz] 

100.0 

그립 3.4- 32 X 방향 SSE 응답스펙트럼 (감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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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Y 방향 SSE 응답스펙트럼 (감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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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1.0 10.0 100.0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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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8 성능시험루프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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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어봉구동장치 

3.5.1 설계요건 및 기준 

본 절에서 설명하는 제어봉구동장치 (CEDM.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의 
범위는 제어봉구동장치 및 연장봉집합체를 포함하며 제어봉구동장치의 제어기 및 

제어봉구동장치에 연결되는 전원/신호 케이블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설계요건 및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1.1 일 반요건 

• CEDM은 정해진 환경요건 내에서 제어봉을 정해진 속도로 구동할 수 있어야 한 

다. 

- CEDM은 원자로가 운전중인 때는 제어봉이 지정된 위치에 그리고 원자로가 정 

지중일 때는 완전히 삽입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봉이 정지한 후에는 관성이나 시스템 내의 다른 하중으로 인해서 제어봉이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출력운전중 제어봉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삽입시 완전 삽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인출시 완전 인출 상태를 지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CEDM은 스크램시에 가동부위가 하단에서 충돌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최종행정에 

서 완충작용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EDM 압력 경 계 의 모든 용접 부는 KEPIC MI[참고문헌 3.5.1]에 서 요구하는 가동 
중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EDM은 제어봉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비상시 1초 이내에 68mm 만큼 제어봉을 
신속히 삽입할 수 있는 긴급삽입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1초는 

전자석 전원차단 시점부터 68mm 낙하 완료 시점까지를 의미하며 전원차단 후 이 
동앵커가 이격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포함한다. 

• CEDM의 모든 부품은 별도의 윤활유 없이 냉각수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 CEDM은 원자로 초기 충수시 CEDM 내부의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배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장봉은 원자로 중앙덮개를 원자로에 설치한 후 CEDM의 상부용기를 해체한 상 

태에서 스크류의 하단과 체결/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장봉은 어떠한 하중하에서도 CEDM 스크류와의 연결이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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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코드요건 

제어봉구동장치 각 부품의 코드요건은 표 3.5- 1 에 정리하였다. 

3.5.1.3 환경요건 

- 설계온도 : 15 0C - 350 0C 
설계압력 : O.1MPa - 17MPa 
운전온도 : <120 oC 

- 상대습도 : 0 -100% 
수명기간 동안의 총 중성자 조사량 

o Neutron Radiation 2.37 x 102 
llSv 

o Gamma Radiation 2.37 x107 
llSv 

내부 냉각재 수화학 요건 : 표 3.5- 2 

3.5.1.4 성능요건 

설계수명 : 30년 

- 공칭행정거리 : 680mm 
긴급낙하거리 : 58mm 
안전둥급 위치지시기 채널 수 :4 

- 비안전등급 위치지시기 채널 수 :2 
- 스템모터 한스템당 이동거리 : 0.25mm 이하 
제어봉 이동 속도 

o 정 상운전 : 0.25mm/sec 
o Pre-scram : 2mm/sec 
구동해야 할 하중 

* 구동부 무게 최대/최소 : 115kg/100kg 
* 해 제 스프 링 력 최 대/최 소 : 84kg/150kg 
CEDM 코일의 사용가능 온도 요건 : > 180 0C 

- CEDM의 전력 요건(스템모터+전자석) : < l .1KVA 
위치지시기 해상도 : 20mm 
스크램시 낙하거리 및 시간 한계 곡선(그림 3.5-1) 

3.5.1.5 하중 조건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모든 부품은 다음 각 항의 하중을 받 

는 동안 코드에 명시된 웅력한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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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 따라 서로 조합한 상태로 고려되기도 한다. 

o 설계압력 
o 설계온도 
o 연장봉 및 제어봉집합체를 포함한 제어봉구동장치의 구동부 무게 
o 제어봉구동장치 스랩모터의 스템핑에 위한 펄스 하중 
0 주기적， 혹은 랜덤특성이 있는 기반하중 

o 정상사건으로 야기되는 계통의 운전과도 (operating transients) 하중 
o 설계기준 배관파단 하중 (design basis pipe break loads , DBPB loads) 
o 수압시험과 노섬이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기능시험 (pre-core hot 
functional test)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하중 

o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하중 
o 제어봉 삽입 혹은 인출 시 구동장치내의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경계부품들의 온도 
변화에 의한 열하중 

o 선적 및 운반하중 

3.5.1.6 재 료요건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압력용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EPIC Section 
m의 NB-2000를 따라야 한다. 

-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부품들의 재질， 용접재 및 HAZ (Heat 
Affected Zone)등은 KEPIC MNB-2300의 파괴 인성 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 모든 제어봉구동장치 부품들은 시방서에서 기술된 냉각수의 화학적 조성요건 및 

컨테인먼트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부식저항이 커야하며 중성자조사에 쉽게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 원자력 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의한 반복적인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재료내부에 균열이나 공동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한 원자로 재료로 사용된 전례가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마찰면에 사용되는 재질은 마모에 의한 저항이 커야하며 제어봉구동장치 수명기 

간동안 마모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5.2 계통기능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집합체가 정상운전중일 때 제어봉의 삽입량을 조절하여 노 

심 반응도를 적절히 제어하며， 또한 원자로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한 출력정 

지가 요구될 때， 제어봉을 선속하고 정확하게 원자로 내부로 삽입시켜 원자로를 정 

지시키는 장치로서 원자로 계통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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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다중 보호계통 중에서 일차 안전계통장치로 분류되고 있 

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어봉을 삽입 또는 인출하는 기능 
제어봉구동장치는 동요， 진통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어봉을 정해진 속도로 구 

동시켜야 한다. 원자로집합체는 일체형원자로로서 무붕산운전 요건에 따라 제어봉 

만으로 노섬제어를 해야 하므로 미세조정성능이 우수한 제어봉구동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비상시 노심에 가급적 빨리 삽입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삽입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제어봉을 일정위치에 유지시키는 기능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가 운전중인 때는 제어봉이 지정된 인발 위치에， 그리 

고 원자로가 정지중일 때는 완전히 삽입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치지시기능 
안전운전상， 운전원은 언제 어느 경우에라도 제어봉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 

며 또한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완전한 삽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어봉이 비상정지후， 제어봉구동장치와의 연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어 

봉운동의 양극점， 즉 하한점과 상한점을 지시하는 상부한계스위치 및 하부한계스위 

치를 설치한다. 

(4) 비상삽입기능 
제어봉구동장치는 사고시 노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어봉을 신속하게 노심내로 

삽입시키는 비상정지운전 기능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상정지운전시 요구 

시간 내에 제어봉이 노심내로 삽입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요구시간은 원자로 비상 

정지상황이 발생하여 노심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제어봉구동 

장치 및 관련 부품들은 관성력과 마찰력이 적을수록 제어봉의 기동성이 증가한다. 

이를 위하여 마찰이 예상되는 부위에 마찰계수가 낮은 특수한 베어링재질을 사용한 

다. 스크램방식은 선호만 받으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 설계되어야 하므로 

신호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설계한다. 

(5) 충격완화기능 
원자로 스크램시에는 제어봉이 종단에서 충돌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 

압댐퍼둥의 작용에 의하여 완충작용을 하도록 설계되며， 이 완충작용은 스크램시의 

최종행정에서만 효과가 있도록 설계된다. 

3.5.3 계통 및 가기설명 

그림 3.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봉구동장치는 위치지시기 및 한계스위치를 

수용하고 있는 상부압력용기 집합체， 볼스크류 집합체， 베벨기어， 완충장치를 포함 

하는 하부압력용기 집합체， 스템모터 집합체， 전자석 집합체， 연장봉 집합제， 해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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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 집합체， 배기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 압력용기 

중앙덮개 위에 12개가 설치되며 그림 3.5-3에 보인 바와 같이 연장봉을 통하여 제 

어봉집합판에 연결되어 제어봉을 상하로 구동하게 된다.또한 동적하중에 의한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제어봉구동장치는 상부압력용기 플랜지 및 스템모터 플 

랜지 위치에서 지지구조불로 결합되어 지지되어 있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용기 

내부는 원자로냉각재로 채워지므로 스템모터의 내부고정자 및 회전자， 볼스크류 둥 

도 원자로냉각재 내부에서 가동되며 냉각재가 아닌 다른 윤활유는 공급되지 않는 

다. 제어봉구동장치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설계개념은 다음과 같다. 

3.5.3.1 계통설명 

(1) 볼스크류 집합체 

볼스크류 집합체의 주요 부품은 스크류와 볼너트， 볼베어링， 스플라인， 안내베어 

링 등이다. 스크류의 위쪽에는 상부용기의 설치오차 둥에 의한 굽힘 하중이 스크류 

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류 상단에 이동안내를 위한 안내축을 

힌지조인트로 연결하며 또한 이 안내축은 스크류의 회전방지 및 상하이동중의 마 

찰저항 감소를 위한 가이드베어령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가이드베어링의양쪽에는 

흠이 있고 이 흠이 상부용기 내벽에 설치된 베어링가이드를 따라 움직이게 된다. 

볼은 스크류 그루브를 따라 3회 반 회전후， 볼 이송튜브를 통해 볼너트의 위， 혹은 

아래로 이송된다. 스크류의 피치는 15mm 이며 볼 회전중심 직경은 30mm이다. 
스크류의 하단에는 연장봉집합체과의 연결 및 해체에 적합한 bayonet 연결장치가 
붙어있다. 볼너트의 볼이 구동하는 내부에는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 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볼너트 상하에 이물절차단베어링을 설치하는데 이 베어령의 한쪽 

면은 스크류의 groove에 물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2) 회전형스웹모터 집합체 

회전형스랩모터는 4상 가변 렬럭턴스형 스테핑 모터로서 자체밀봉이 필요 없는 

Canned Motor 형태이다. 스랩모터집합체는 밀봉용기 및 용기내부에 용기의 일부로 
만들어진 외부 고정자 치， 그리고 독립적인 4상의 권선으로 이루어진 외부 고정자， 

용기중심에 들어 있는 내부 고정자， 두 고정자 사이에 들어 있는 회전자로 구성되 

어 있다. 권선은 압력용기(외부고정차 치)를 감고 있는 형태이며 고정자 및 회전자 

치는 127~ 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외부 고정자 권선은 모두 압력용기의 외부에 설 

치되므로 원자로냉각재가 직접 닿지 않으며 외부고정자 권선 집합체는 압력용기 용 

접부의 가동중 검사를 위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일체형으로 설계된다. 즉， 스랩모 

터 압력용기의 가동중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기장치를 해체하고 스랩모터 상부 플 

랜지를 해체한 다음 권선 집합체를 윗방향으로 들어올라면 해체가 되도록 설계되 

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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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의 역할도 수행하는 외부고정자 치구조물은 자계의 형성을 원활히 하기 위 

하여 각 상권선 사이를 비자성 용접재로 용접하며 유니폴러형 자계가 형성된다. 회 

전자와 고정자의 치(펴)는 다단식 구조로서 각 상당 2단씩 모두 4개의 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모든 상이 동일 피치로 되어 있으나 회전자의 각 상은 인접 상과 7.5。

의 위상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템모터 한 펼스당 회전자 회전각은 7.5。가 된다. 

회전자는 설린더 형으로서 비자성체와 자성체가 번갈아 용접되어 있다. 이 스랩모 

터는 상하방향 네 개의 권선중 이웃한 두개의 권선에 번갈아 여자함으로써 구동되 

는 2여자 방식이다. 

스템모터 회전축 하부에는 스템모터의 1스랩 회전을 감지할 수 있는 2 채널의 초음 
파 센서를 이용한 회전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회전감지기의 대상체는 487R 의 

치로 구성되어 있어서 스템모터의 매 스템 당 회전을 감지할 수 있다. 

(3) 위 치 지 시 기 (Position Indicator) 
각 CEDM에 는 4대 의 RSPT (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s)형 위 치 지 시 기 

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었다. 압력용기 내부에는 볼스크류 집합체의 안내베어링 

상부에 스크류와 함께 상하 운동하는 영구자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영구자석의 

위치에 비례하여 압력용기 외벽에 설치된 위치지시기는 계단식 아날로그 전압선호 

를 출력한다. 위치지시기는 제어봉의 위치를 20mm 간격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으며 오차는 :t10mm 이다. 운전 중 위치지시기 집합체 내의 리드스위치는 
항상 한 개 또는 두 개가 닫히게 된다. 위치지시기 집합체는 리드스위치와 저항으 

로 연결된 분압회로에 의해 결선 되어 있어서 각각의 리드스위치의 닫힘에 합당되 

는 전압선호가 출력된다. 

RSPT형 위치지시기의 회로도는 그림 3.5-4와 같다. 입력전원은 15 VDC, 출력전원 

은 영구자석의 위치(제어봉의 위치)에 따라 3.0V에서 9.8 V 까지 변하며 영구자석 
이 20mm 이동시마다 O.2V의 전압변동이 발생한다. 이는 이웃 리드스위치 사이의 
전압변동량이 O.2V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압변동은 리드스위치 사이의 저항값에 
따라 달라지며 그림 3.5-4에서 그라운드에 연결된 5번 저항값은 600Q :tO.1%, 6번은 

1000Q :tO.1%, 7번은 40Q :t O.1%의 저항이 설치된다. 

(4) 한계스위치 

4대의 위치지시기 중 2대에는 제어봉의 상한 하한을 지시할 수 있는 비안전등 

급의 상부한계스위치와 하부한계스위치 그리고 제어봉 낙하스위치가 위치지시기 센 

서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부한계스위치는 제어봉이 완전삽입된 점을 기준 

으로 -3mm:t10mm 사이에서 작동되고， 상부한계스위치는 683mm:t1 Omm 사이에서 
상부한계스위치가 작동된다. 

여기서 제어봉이 완전 삽입된 점이란 CEDM 모터에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제 
어봉집합체를 포함한 모든 가동부위가 자중 및 해제스프링의 힘으로 완전히 내려와 

서 상부완충장치 스프링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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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삽입장치 
제어봉구동장치에는 스크램신호가 들어오면 볼너트의 회전없이 68mm 만큼 긴 

급히 수직 하강할 수 있는 긴급삽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긴급삽입장치는 고정앵 

커， 이동앵커 및 권선블럭으로 이루어진 전자석， 이동앵커와 볼너트를 연결해주는 

볼베어링， 베벨기어의 회전력을 볼너트에 전달하고 스크류의 수직방향 이동을 자유 

롭게 해 주는 스플라인， 그리고 긴급삽입장치의 완전인출/삽입 여부를 감지하기 위 

한 상，하부 한계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석 권선은 하나의 권선이 고장날 것을 대비하여 두 조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기동시 스랩모터의 회전력이 베벨기어를 통하여 볼너트집합체(볼너트-스플라인 볼 

베어링집합체)로 전달되면 볼너트집합체가 상승하게 된다.68mm 만큼 상승하면 볼 

너트집합체의 상단에 붙어있는 이동앵커가 전자석의 고정앵커에 붙게 되며 이 이후 

로는 스랩모터의 회전축의 회전운동이 스크류의 상하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스크램 

시에는 이 전자석에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전자석의 힘만으로 매달려 있던 볼너트 

집합체가 스크류와 함께 가동부위의 자중 및 해제스프링의 힘으로 볼너트의 회전없 

이 68mm 만큼 수직 낙하하여 노심을 제어하게 된다. 
(6) 베벨기어 
베벨기어는 스랩모터의 회전력을 볼너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기어비는 

1:1.25 이다. 수직회전축과 수평회전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수직기어의 상부는 스 

템모터 회전축과， 그리고 수평기어의 한쪽은 볼스크류집합체의 베벨기어와 연결된 

다-
(7) 상부완충장치 
비상시 스크류를 포함한 모든 가동부가 자유낙하할 때 스크류 최종행정에서 충 

격에 의한 제어봉구동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행정의 위치에 상부 완충 

장치를 설치한다. 상부완충장치는 수력댐퍼 및 내외부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스프링은 가동부의 자유낙하 하중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완전압축상태가 되지 않 

도록 설계된다. 상부완충장치 스프링의 최대 행정은 CEDM 체결시 스크류와 연장 
봉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초기 체결시에는 용기가 상하로 움직일 때 

의 압력용기 내면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마찰베어링을 마찰변에 설치한다. 

(8) 하부완충장치 
스크램시 긴급삽입장치 전자석의 전원이 차단되면 볼스크류를 포함하는 모든 가 

동부위가 자중 및 해제스프링의 힘으로 68mm 만큼 급속하게 삽입된다. 이때 떨어 
지는 충격에 의한 제어봉구동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플라인 낙하 행정 

하부에 하부완충장치를 설치한다. 상부완충장치와 마찬가지로 용기가 상하로 움직 

일 때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마찰면에 마찰베어링을 설치한다. 

(9) 압력용기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용기는 상부압력용기， 하부압력용기， 스템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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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배기장치 용기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았다. 상부압력용기는 외부에 위 

치지시기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스크류의 이동안내를 하는 베어링 가이드가 설 

치되어 있다. 하부압력용기는 볼스크류집합체 긴급삽입장치 및 베벨기어를 수용하 

고 있으며 제어봉구동장치를 냉각기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플랜지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모든 용기는 스터드볼트 너트로 연결되며 구리로 된 가스켓에 의해서 밀봉된 

다. 스템모터 용기는 모터의 외부고정자 역할도 수행하므로 여러개의 원환형 자성 

체 링 사이에 비자성체 링을 용접하여 제작된다. 하부압력용기의 전자석이 설치되 

는 부위에도 원활한 자장 형성을 위하여 용기의 일부를 자성체 링으로 용접하여 제 

작한다. 

(10) 배기 장치 

제어봉구동장치의 상부압력용기 집합체 상부 및 스템모터 집합체 상부에는 원 

자로 기동 초기 냉각재 충수시 제어봉구동장치 상부에 결집되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었다. 

(11) 해제스프링 집합체 

스크램시는 제어봉이 노심 내부로 급속히 삽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자로내 가 

압기 내부에 해제스프링을 설치한다. 해제스프링은 정상운전 시 항상 압축상태에 

있게 된다. 반대로 꼬여 올라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축시 스프링의 비틀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방향으로 네 개의 스프링으 

로 분리되어 있다. 스프링이 압축될 때 스프링 끝단의 위치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상하방향 각 스프링 사이에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스프링가이드를 설치 

한다. 이 스프링 가이드는 스프링 압축시의 비틀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12) 연장봉집합체 
연장봉집합체는 CEDM의 볼스크류와 하부제어봉집합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림 3.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에는 스크류 하부에는 하부제어봉집합판 

을 연결을 할 수 있는 링크형 체결구조로 되어 있다. 연장봉집합체의 구조는 그림 

3.5-6와 같이 CEDM의 Ball Screw와 연결되는 외부축과 링크 구조로 구성되어 하 
부제어봉집합판과 체결되는 상/하부암 암과 하부제어봉집합판의 체결을 유지시켜주 

는 체결스프링， 체결을 제어할 수 있는 내부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부제어봉집합 

판에는 핵연료 채널이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이 파여져 있고 그 내부에 연장봉집합 

체의 체결을 위한 흠이 파여져 었다. 이 체결홈에 상/하부암이 안착되어 체결되는 

구조이다. 연장봉집합체와 하부제어봉집합판과의 체결순서는 그림 3.5 -7과 같다. 

초기에는 체결스프링에 의해 내부축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하부암이 바깥쪽으로 벌 

어져 있는 형태이다. (a) 체결용 치구를 사용하여 내부축을 들어 올려 체결스프링에 

의해 바깥쪽으로 별어져 있는 하부암을 오므린 후 핵연료 채널에 연장봉집합체를 

삽입한다. (b) 연장봉집합체를 핵연료 채널 하단의 안내블록의 위치까지 삽입하고， 

(c) 체결용 치구에 의해 들어 올려진 내부축이 체결스프링의 힘에 의해 하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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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면， 내부축의 움직임에 따라 상부암이 하부암을 벌어지게 하여， (d) 하부 
암이 하부제어봉집합판의 체결홈에 안착되게 된다 해체의 경우 설치 시와 반대의 

과정으로 핵연료채널에서 연장봉집합체를 제거하게 된다. 

3.5.3.2 구동원리 

그림 3.5-8에 보인 바와 같이 스랩모터의 회전력이 베벨기어를 통하여 스플라인으 

로 전달되고 스플라인의 회전력은 스플라인과 연결된 볼너트에 전달되며， 볼너트의 

회전력이 스크류의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되어 연장봉집합체를 통하여 스크류와 

연결된 제어봉을 상하로 구동하게 된다. 

(1) 운전준비위치까지의 구동방법 

운전준비위치는 긴급삽입장치의 전자석이 여자된 상태에서 이동앵커가 고정앵커 

에 붙어 있고 위치지시기 영구자석이 0위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운전준비위치 

까지의 구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긴급삽입장치의 하부한계스위치가 ON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b) 스템모터를 제어봉이 삽입되는 방향으로 구동한다. 

c) 긴급삽입장치의 상부한계스위치가 ON되면 스템모터를 정지한다 (2) 비상삽입 

운전 

스크램 선호가 들어오면 전자석 및 스템모터에의 전원공급이 차단되는데， 전자 

석에의 전원이 차단되면 이동앵커가 고정앵커로부터 이격되고， 이에따라 이동앵커， 

볼너트 스크류 집합체 제어봉 집합체 등 모든 가동부가 볼너트의 회전없이 가동부 

자중 및 해제스프링의 힘으로 긴급삽입거리 68mm 만큼 자유낙하하게 된다. 이처럼 
볼너트의 회전을 동반하지 않은 자유낙하는 스플라인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68mm 긴급삽입 이후에는 볼너트의 회전에 의해 스크류가 노심에 삽입된다. 이동앵 
커가 이격된 이후 재운전을 위해서는 제어봉집합체를 완전 삽입위치까지 삽입한 앞 

의 운전준비위치 모드 운전을 해야 한다. 제어봉집합체가 완전 삽입위치에 있지 않 

으면 운전준비위치 모드의 운전이 불가능하다. 

3.5.3.3 설치 및 해체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용기 중앙헤드를 제거하거나， 역으로 원자로용기 중앙헤드 

를 원자로에 설치하는 경우에 제어봉구동장치만을 제거 혹은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가압기 안내관내에서 스크류와 연장봉집합체와의 연결을 끊을 수 있도록 되어 

었다. 볼스크류형 제어봉구동장치는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기 위에 4개의 스터드볼트 

및 너트로 고정되며 밀봉을 위하여 단면이 사각인 환형 구리가스켓을 사용한다. 제 

어봉구동장치의 설치 및 해체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해제스프링은 가압기 내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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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가압기를 설치하므로 하기 순서에서는 생략한다. CEDM 
12개를 원자로 중앙덮개에 설치하는 순서는 현장의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설치시 

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CEDM이 설치될 중앙덮개 위 CEDM 노즐부의 스터드 볼트 나사부를 아세 
톤이나 그와 상응한 액체로 세척한다. 

(2) 상부압력용기를 해체하여 상부압력용기 보관대에 보관하고 CEDM 인양장 
비를 하부압력용기 플랜지에 설치한다. 

(3) CEDM이 수직을 유지하도록 천천히 주의갚게 들어 올려 CEDM 노즐에 설 
치한 후， 스터드 볼트로 고정한다. 볼트의 토크는 ( later )Nm 가 되도록 한다. 

(4) CEDM 인양장비를 제거한다. 
(5) 가이드베어링 임시지지스페이서를 제거한다. 임시지지스페이서를 제거할 경 

우 스크류가 약 10-80mm 정도 회전하면서 떨어지므로 가이드베어링을 손 으로 

잡고 스크류가 천천히 회전하도록 유도한다. 

(6) 스크류를 연장봉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부완충장치 압축 장비 
를 하부압력용기 플랜지에 설치한다. 

(7) 상부완충장치를 27mm 이상(최대 30mm) 압축시킨다. 
(8) 가이드 베어령을 잡고， 스크류를 연장봉에 체결한다. 이때 스크류 하단의 

bayonet 연결부가 연장봉 상부에 끼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부압력용기 상단에 
서 위치지시기용 영구자석 상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거리가 321mm( 이 수치는 

348mm에서 (7)항의 상부완충장치 압축량을 뺀 것이다.) 이하인 경우， 스크류가 연 

장봉에 끼워졌음을 나타낸다. 가이드베어링의 흠의 스크류를 연장봉 연결부에 삽입 

한 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다. 측정 및 표시 등을 통하여 90도 회전하였음 

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9) 상부압력용기를 설치한다. 이 때 가이드 베어링의 가이드 홈에 상부압력용 

기의 내부에 있는 가이드레일이 끼워지도록 한다. 이때 가이드베어령이 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부압력용기 가이드레일이 가이드베어링 홈에 끼워진 이후 

에는 상부압력용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부압력용기의 스터드볼트 

구멍과 스터드 볼트의 위치는 하부압력용기 플랜지를 회전시켜 맞춘다. 상부압력용 

기가 하부압력용에 안착된 상태(스터드볼트로 조이기 전)에서 상부압력용기 플랜지 

와 하부압력용기 플랜지 사이의 간격이 2.5 :t0 .. 5mm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러한 조 
정은 하부압력용기 플랜지를 회전시켜 수행한다. 

(10) 상부압력용기를 하부압력용기의 플랜지에 스터드볼트와 너트로 체결한다. 
(11) 위치지시기집합체 (4개의 RSPT가 장착된 상태)를 설치하고， 소켓의 임시플 

러그를 제거한 뒤 4개의 플러그를 해당 소켓에 연결한다. 

(12) RSPT가 장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4개의 채널 각각에 대해 위치지시기 O 및 
20mm 위치의 스위치에 불이 켜져 있는지 제어실에서 확인한다. 또한 하부 한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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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한다. 

(13) 모든 CEDM에 대해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CEDM을 설치하고 나면 상부완충장치 스프링이 초기 장착 상태 

에 놓이게 되면서 제어봉집합체를 포함한 모든 가동부를 약 26mrn 만큼 들어 올리 
게 되는데(즉， 하부 제어봉집합판과 상부 제어봉안내판 사이의 간격이 26mm) 이 
거리는 제어봉 비상낙하시 하부 제어봉집합판이 상부 제어봉안내판을 치는 상황을 

배제하도록 해준다. 

3.5.3.4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기 설계요건 

SMART-P 제어봉구동장치의 동력원인 스템모터 및 전자석에 대한 전력요 
건 및 상하부 한계스위치 긴급삽입장치 한계스위치， 스템모터 회전감지센서의 연계 

요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어기 설계를 위한 기계적인 파라미터들을 포함시켰으며， 

검토된 범위는 CEDM에 부착된 커넥터까지이다. 

3.5.3.4.1 전기요건 

CEDM 당 전력요구량 
- 전자석당 전력요구량 

스랩모터 및 전자석의 입력전원 사양 

o 허용 입력 전원 전압변동률 
o 정격 주파수 
o 허용 입력전원 불평형률 
o 전류 

0 스템모터의 설계 전류 

o 전자석의 설계 전류 
- 초음파 펄서의 입력전원 사양 

1 Kilovolt Amps 
150 Volt Amps 

V:!: 5% 

60 Hz :!: 5% 

3% 

o - 5 A (가변) 

3.4 A 
2.3 A 

0 초음파펄서보드 설계 전압 12 V 
- 다음의 전기 커넥터는 전원공급기의 부착을 위하여 CEDM과 함께 공급된다. 자 

세한 커넥터와 케이블 정보는 그림 3.5-9, 3.5-10, 3.5-11과 같다. 

가)스템모터 

Power Receptade(스랩모터 권선 측) 
Litton VEAMλ} CIR Series 

- Part Number : CIR02RG-20-7S 
개 수 : 12개/ 12 CE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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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이 블 : 8/C, #14A WG 
Mating 90() Angle Plug 

Litton VEAM사- CIR Series 
Part Number : CIR8F-20-7P 

나) 전자석 

Power Receptacle( 전자석 권선 측) 
Litton VEAM사- CIR Series 

- Part Number : CIR02RG-20-7S 
개 수 : 24개/ 12 CEDMs 

- 케 이 블 : 4/C, #14AWG 
Mating 900 Angle Plug 

- Litton VEAMλ} CIR Series 
Part Number : CIR8F-20-7P 

다)초음파센서 

Lemo Type Connector 
PHOENIX INSPECTION SYSTEMS L TD 
Model Number PSSHTC 5/6 

- 개 수 : 48개/12CEDMs 

케 이 블 : RG 316따， #18AWG, Coaxial 
• 스템모터의 여자방식은 4상 2여자방식이며 히스테리시스 제어방식을 사용한 펄스 

폭변조방식 (PV\매11)형 정전류 구동방식이다. 

스랩모터의 각 상을 1/4-pitch 만큼 배치하였을 경우 스랩모터 회전을 위해 각 
상에 인가되는 기자력 패턴은 그림 3.5-12와 같아야 한다. 

스템모터는 그림 3.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상 2여자방식으로 구동되는 동기성 

직 류모터 이 며 A-B , B-C, C-D, D-A 와 같은 순서 로 여 자하면 정 방향， D-A, 

C-D, B-C, A-B 순서로 여자하면 역 방향으로 구동된다. 정지 시에는 이웃한 두 
개의 상에 계속 전류가 공급된다. 

- CEDM 제어기는 스랩모터에 보낸 펄스의 수를 측정하여 이를 통해 제어봉의 위 
치를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위치신호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제어 및 감 

시신호로 사용되며， CEDM 제어기는 이 신호를 이용하여 CEA가 680 mm 이상， 혹 
은 o mm 이하로 운전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자석의 전원공급은 교류입력을 직류로 변환하고 직류레벨을 조정하기 위하여 

펄스폭변조방식 (PWM)의 정전류 제어를 이용한다. 

전자석은 전자석 권선의 고장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두 개의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CEDM 제어기는 이 두 개의 권선에 독럽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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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M 제어기는 각 CEDM의 전 행정을 기록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5.3.4.2 제어신호요건 

1) 상， 하부 한계스위치 요건 

가) CEDM 제어기는 위치지시기의 상부 한계스위치가 ON 되면 스템모터가 
정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상부 한계스위치가 ON 인 상태에서는 상승운전이 불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CEDM 제어기는 위치지시기의 하부 한계스위치가 ON 되면 스템모터가 
정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하부 한계스위치가 ON 인 상태에서는 하강운전이 불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CEDM 제어기는 운전준비 위치로의 운전 시 긴급 삽입장치의 상부 한 
계스위치가 ON 되면 스템모터가 정지되어야 하며 재기동시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2) 초음파센서 요건 

가) CEDM 제어기에 의한 스랩모터의 계속 구동여부는 스랩모터 회전감지 
기 초음파센서의 신호에 따라 결정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스템모터 회전감지기 

초음파센서의 신호는 스랩모터의 스랩이동이 진행됨에 따라 Target 신호의 유무가 
번갈아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초음파 위치측정기는 긴급 삽입장치의 대상체가 68 mm 범위 내에서 
낙하 및 상승하며 대상체의 신호의 유무를 감지하여 상승/낙하 위치를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초음파센서용 케이블의 길이는 30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 

는 초음파센서 신호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증폭기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초음파센서용 커넥터는 Lemo형이며 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동축케이블 

로 되어 있다. 

- Coaxial Cable : #18A WG, RG316/U 

마) 초음파센서로부터 얻어지는 교정된 Target의 신호는 시간의 차이로 나 

타나기 때문에 변화된 신호만을 게이트 등을 이용하여 카운터나 ON/OFF의 Enable 
선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초음파센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종파 초음파 센서 (short pulse) 
중심주파수 : 5 MHz(narrow banded) 

- 압전소자 크기 : 1/4 inch 이상(round-type) 

- 제 작사 Panametri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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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설계 및 해석 

3.5.4.1 원자로 내부압력에 따른 CEDM 내부 공기 압축량 평가 

SMART-P 원자로 내부 압력에 따른 CEDM 내부 공기의 압축량을 계산하여 
CEDM 내부공기를 배기하지 않는 경우 CEDM의 동력전달용 마찰부품이 원자로 
운전중 상부압력용기 및 스랩모터 용기 상부에 압죽 포집된 공기에 노출되는지 여 

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원자로 내부 압력이 5MPa 이상에서는 CEDM 내부의 
베어링부가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기 기동시， 내부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5MPa 이하) 정지용 CEDM은 최대로 인출되므로 안내베어링이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스크램 신호 발 

생시 제어봉 긴급 낙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5.4.2 제어봉구동장치 운전하중 계산방법과 모델개발 

제어봉구동장치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모델은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의 계산을 위해 사용되며 원자로집 

합체 전체모델의 구성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구조물의 유한요소모텔은 해석목적과 모델의 세밀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작 

성될 수 있다. 구조적 형상을 기술하는 세멸도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상세모델과 

단순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계산서의 목적은 구조물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작성에 있으므로 제어봉구동장치의 형상을 단순화시킨 단순모델을 작성하 

였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상부는 원자로 외부로 돌출되어있으며 하부는 원자로 내부 

에 위치한다. 유체환경 속에 있으며 다양한 구속조건이 가해져 있는 하부구조에 비 

하여 제어봉구동장치의 상부구조는 상대적으로 진동에 보다 취약하다. 이에 본 계 

산서에서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해석모델을 작성하였으며 하부 

구조의 해석모델은 본 계산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상부구조와 하 

부구조는 원자로 중앙덮개로 분리되어 있어 상호작용이 매우 적으므로 각각의 특성 

해석에 독립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해석오차의 발생은 매우 작다. 단순 

모벨의 작성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제어봉구동장치의 형상을 단 

순화시킨 개략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한다. 해석모델 

은 3차원 보요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3.5.4.2.1 개략모형 

그림 3.5-14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주요 치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어봉구동장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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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모형을 작성하기 위해 단면형상에 따라 총 8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위치지 
시기가 설치된 상부하우정과 전자석사이에 있는 플렌지는 집중질량으로 구분하였 

다. 전자석역시 집중질량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5-15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상세도 

면과 형상단순화를 거쳐 구해진 개략모형 그리고 개략모형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될 보요소모델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개략모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위치와 단면 

정보를 표 3.5-3에 정리하였다. 본 계산서에서는 제어봉구동장치의 모든 내부 부품 

및 위치지시기는 비구조 질량으로 가정하고 외부하우정이 모든 구조적 하중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5-3은 하우징을 중섬으로 정리된 것이다. GRhous과 MDR 
그리고 STM은 각각 베벨기어 하우정， 수동구동장치， 스템모터부를 의미한다. 

제어봉구동장치 내부를 구성하는 각종 비구조재의 질량을 고려하기 위해 각 부분의 

등가밀도를 구하였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위치지시기부를 제외한 모든 비구조재 

의 질량은 개략적인 치수와 밀도 (7900kg/m3 )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구조재인 

하우정의 부피를 이용해 등가밀도를 계산하였다. 위치지시기의 질량을 구하는 과정 

은 표 3.5-5에 정리하였다. 모텔에서 위치지시기는 Hous5에 포함된다. 

제어봉구동장치 개략모형에서 Hous3의 양단에 위치한 전자석과 플렌지는 집중질량 

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들의 질량 계산과정은 표 3.5-6에 정리하였다. 

3.5.4.2.2 해석모델 

제어봉구동장치의 거시적 동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정보와 해석조건을 수록한 Input 
File을 작성하였다. 해석은 상용코드인 ABAQUS Version 5.8을 이용하였다. 작성한 
Input File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모델의 총 절점수는 60개이며 59개의 보요소와 두 
개의 집중질량요소로 구성하였다. 모델의 총 질량은 252kg이며 모텔의 칠량중심은 

원자로 중앙덮개 상면에서 위 방향으로 0.617m 수동구동장치 방향으로 0.106m 지 
점에 위치한다. 작성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열 개의 저차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 

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고유진동수를 표 3.5-7에 수록하였다. 각 모드의 진동형을 

그림 3.5-16에 수록하였다 

3.5.4.3 제어봉구동장치 내진해석 

제어봉구동장치의 유한요소모델과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해 제어봉구동장치의 

내진해석을 수행하고 지진에 대한 설계하중 생산하였다. 

3.5.4.3 .1 제어봉구동장치 유한요소모델 

제어봉구동장치의 도면과 3차원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3.5-17과 같다. 그림에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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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점변호이다. 형상도면에는 대표적인 절점의 위치만을 표시하였다. 유한요소모 

델의 총 절점수는 60개이며 59개의 보요소와 2개의 집중칠량요소로 구성하였다. 모 

델의 총 절량은 252kg이다. 경계조건은 절점 1에서 완전고정으로 하였다. 

제어봉구동장치 설계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수동구동장치가 제거되었다. 그 

라나 본 계산서에서는 변경 전 제어봉구동장치를 대상으로 작성된 유한요소모델을 

수정없이 사용한다. 수동구동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제어봉구동장치의 총 질량이 다 

소 감소하였으나 이로인한 제어봉구동장치의 거시적 동특성의 변화는 매우 작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다 질량이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해석의 보수성을 높이는 방 

향이므로 본 계산서의 결과는 보다 높은 보수성을 갖는다. 그림 3.5- 17에서 절점 

1101과 1201사이에 있는 부품이 수동구동장치이다.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동특성해석을 통해 CEDM의 고유진동수와 모드별 유효질량 

(Effective Mass)를 계산하고 표 3.5-8에 정리하였다. 표에 정리하였듯이 총 30개의 
모드를 고려하면 모든 방향으로 약 93%이상의 유효질량 (effective mass)을 고려할 
수 있다. 

3.5.4.3.2 지진하중 

그림 3.5-18, 그림 3.5-19, 그림 3.5-20에 각각 기술된 X, Y, Z 방향에 대한 SSE 응 
답스펙트럼 하중을 고려하였다. 각 그림은 SSE 하중시 원자로에 장착된 기기가 받 
는 하중의 응답스펙트럼이다. 감쇠 1% 인 경우의 응답스펙트럼이며， 해석을 위해 
그림에서와 같이 몇 개의 직선으로 단순화하였다. 

3.5.4.3.3 내진해석 

앞서 기술된 X, Y, Z 방향에 대한 단순화된 용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CEDM의 내 
진해석을 수행하였다. 내진해석에서는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을 사용하였으며 Ten 
Percent Method를 이용해 각 모드의 영향을 종합하였다. 가진력의 방향효과는 

SRSS를 이용해 고려하였다. CEDM 유한요소모델의 절점좌표와 절점의 변위해석결 
과를 표 3.5-9에 수록하였으며 요소 구성정보와 내력은 표 3.5-10에 수록하였다. 고 

정점에서의 반력은 표 3.5← 11에 수록하였다. 

표 3.5-10에 서 요소내 력 F1 , F2, F3와 요소 내 력 모멘트 M1 , M2, M3는 보요소의 요 

소축인 1, 2, 3 축에 대한 내력이다. 요소의 축은 요소를 구성하는 절점에 의해 정 
의되는 축으로서 요소 j에서 요소 i방향이 3축이며 이에 직각인 두 방향이 1축과 2 
축이다. 표 3.5- 11의 반력은 전체좌표계에서 정의되는 반력으로 방향은 그림 3.5-17 
에 표시된 전체좌표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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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4 내진해석 결과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을 이용하여 제어봉구통장치 (CEDM)의 내진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는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Version 6.4를을 이용하였으며 Ten Percent 
Method와 SRSS를 이용해 개별 모드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해석결과 CEDM이 원 

자로 중앙덮개에 고정되는 부분인 절점 1에서 발생하는 최대 반력은 2,068N 최대 모 
멘트 반력은 1 ，948Nm로 나타났다. 최대 변위는 CEDM의 상부 하우징 끝에서 발생 

하는 횡방향 변위로 1.92mm이다. 본 해석은 CEDM 내부의 고압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중 실제 내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압력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3.5.4.4 제어봉구동장치 BLPB 해석 

제어봉구동장치의 유한요소모델과 BLPB하중의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해 제어봉구동 

장치의 BLPB 하중에 대한 응답해석을 수행하고 설계하중을 생산하였다. 

3.5.4.4.1 BLPB 하중 

그림 3.5-21 , 그림 3.5- 22, 그림 3.5-23에 각각 기술된 세 가지 방향에 대한 BLPB 
응답스펙트럼 하중을 고려하였다. 각 그림은 BLPB 사고시 원자로에 장착된 가기가 
받는 방향별 하중의 웅답스펙트럼이다. 이는 감쇠 2%인 경우의 웅답스펙트럼이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BLPB 하중이 상이한 특성을 보인 
다. 남북방향 하중이 동서방향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해석에 

서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설치방향이 다양함을 고려하고 해석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방향으로는 그림 3.5-23의 남북방향 응답스펙트럼을 모델의 X 및 Z 방향 
으로 동시에 적용하였다. 또한 수직방향으로는 그림 3.5-22의 웅답스펙트럼을 적용 

하였다. 해석의 입력으로 사용한 응답스펙트럼은 그림 3.5-22와 그림 3.5-2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몇 개의 직선으로 단순화한 값을 적용하였다. 

3.5.4.4.2 해석결과 

해석은 상용프로그랩인 ABAQUS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해석방법으로는 응답스펙 

트럼 해석법을 적용하였으며 SRSS 방법과 Ten Percent Method를 이용해 각 모드 
의 영향을 종합하였다. CEDM 유한요소모델의 절점좌표와 절점의 변위해석결과를 
표 3.5-14에 수록하였으며 요소 구성정보와 내력은 표 3.5-12에 수록하였다. 고정점 

에서의 반력은 표 3.5-13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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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2에서 요소내력 F1 , F2, F3와 요소 내력모벤트 M1 , M2, M3는 보요소의 요 

소축에 대한 내력이다. 표 3.5- 13의 반력은 전체좌표계에서 정의되는 반력이다. 응 

답스펙트럼 해석법을 이용하여 제어몽구동장치 (CEDM)의 BLPB 응답해석을 수행하 
였다. 해석에는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Version 6.4를을 이용하였으며 Ten 
Percent Method와 SRSS를 이용해 개별 모드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해석결과 CEDM이 원자로 중앙덮개에 고정되는 부분인 절점 l에서 발생하는 최대 

반력은 2，888N이며 최대 모멘트 반력은 1 ，970Nm로 나타났다. 최대 변위는 CEDM 
의 상부 하우징 끝에서 발생하는 횡방향 변위로 1 .45mm이다. 본 해석은 CEDM 내 
부의 고압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중 설제 내력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압력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3.5.4.5 제어봉집합체 낙하시간의 해석적 평가 

정상운전 중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 노심의 핵반응도 제어를 위해 제어봉집합체 

의 삽입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비상시 제어봉집합체를 선속히 노심으 

로 삽입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것 역시 제어봉구동장치의 중요한 기능이다. 제 

어봉구동장치 및 제어봉집합체의 설계변수와 기타 특성을 기초자료로 하여 비상시 

긴급 삽입되는 제어봉집합체의 평균 삽입속도를 추정하였다. 

제어봉집합체의 평균 삽입속도는 제어봉집합체 긴급삽입에 관여하는 삽입력과 저항 

력의 평형식을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비상시 제어봉집합체 긴급삽입은 제어봉구 

동장치의 전원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제어봉집합체 긴급삽입은 중력과 

해제스프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제어봉집합체 및 제어봉구동장치의 수직 

가동부 중량과 정상운전 중 압축상태에 있는 해제스프링의 복원력이 긴급삽입에 관 

여하는 삽입력이 된다. 또한 제어봉집합체 긴급삽입과정에서 일차냉각재에 의한 부 

력과 유체항력 그라고 제어봉구동장치 기타부위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은 긴급삽입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제어봉집합체 긴급삽입과정에서 초기 가속구간이 매우 

짧다고 가정하고 삽입력과 저항력이 평형을 이룬 퉁속삽입구간에서 힘 평형식을 구 

성하면 다음과 같다. 

F c+ F s=F B+F F+F D 

위 식에서 각 힘들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 c : 제어봉집합체와 제어봉구동장치 수직가동부 중량 

F s : 해제스프링 복원력 
F B : 일차냉각재에 의한 부력 

F F : 긴급삽입 시 발생하는 총 마찰력 

F D : 일차냉각재에 의한 유체항력 (낙하속도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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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삽입력인 수직가동부 중량과 해제스프링 복원력은 제어봉구동장치와 제어봉 

집합체의 형상 및 재질에 따라 정해지는 하중이다. 그러나 저항력인 부력과 유체항 

력은 각 부위의 형상과 재질뿐만 아니라 운전 환경인 일차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 하중이다. 또한 마찰력은 제어봉집합체 긴급삽입과정에서 상대운동이 

있는 모든 접촉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이다. 

현재 설계에서 제어봉집합체와 제어봉구동장치 수직가동부 중량은 약 100kgf -
115kgf이다. 또한 해제스프링의 복원력은 제어봉 최대 삽입상태에서 840N, 최대 인 

출상태에서 1500N이다. 해제스프링의 제작오차는 ::\:3% 이며 중성자 조사에 의해 수 

명말기에논 약 3%의 강성감소가 예상된다. 일차냉각재에 의한 부력은 원자로 운전 

조건에서 수직가동부 중량과 운전조건에서 일차냉각재의 밀도(702kg/m3)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총 마찰력과 유체항력은 제어봉구동장치 성능시험을 통해 구해야 하 

는 하중이나 시험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여 보수적으로 추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계산서에서는 해제스프링 평균 복원력의 15% 값을 총 
마찰력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유체환경에서 물체가 받는 유체항력은 속도의 함 

수로 표현된다. 제어봉구동장치의 모든 가동부는 일차냉각재 속에서 움직이므로 긴 

급삽입과정에서 많은 항력이 발생한다. 제어봉집합체， 스크류， 이동앵커， 가이드베어 

링 등에는 수직운동에 의한 유체항력이 작용하며 하부완충장치， 볼너트， 스플라인， 

베벨기어， 스랩모터 회전자 등에는 회전운동에 의한 유체항력이 작용한다. 본 계산 

서에서는 유체항력을 제어봉집합체의 낙하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례상 

수는 15000Ns/m로 가정한다. 다음은 각 항력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각 수치는 

최대한 보수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선정되었다. 

F c= 100kgx 9.81m/s 2 =981N: 수직가동부 최소 중량 

850N+ 1500N F s= \JVV" '2 .Lvvv,. = 1170N : 해제스프링 평균 복원력 

L_]_02kJl/m 3 FB=115kg × 9.81m/s × 100N: 최대 중량 기준 
7900kg/m3 -

FF=Fs x 15% = 176N : 해제스프링 평균 복원력의 15% 

F D= CD VD = 15000Ns/mx VD : 속도비례 유체항력 

유체항력에서 CD와 VD는 각각 항력계수와 낙하속도이다. 위의 각 하중을 첫 식에 
대입하여 긴급사입 시 제어봉집합체 평균 낙하속도를 구한다. 

F ,, +F,,- F"-F ,,, V
D

= ~ lz • ~ "f' ~ v ~ r =O.125m/s 

식 (2)의 계산결과 긴급삽입시 제어봉집합체 평균 낙하속도는 대략 125mm/s로 예상 

된다. 해제스프링의 제작오차와 중성자조사에 의한 강성감소를 고려하면 수명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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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스프링의 복원력은 설계 값에 비해 6% 작은 값이 된다. 이를 반영하여 제어봉 

집합체 평균 낙하속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F r, + F s xO. 94 - F B - F F V D = - v -.:> ~::. - tl - l' = 0 . 120m/ s 

제어봉집합체 긴급삽입에 관여하는 삽입력과 저항력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하중의 

예상치를 이용하여 제어봉집합체 평균 낙하속도를 추정하였다. 제어봉집합체 및 제 

어봉구동장치의 수직가동부 중량과 해제스프링의 복원력이 긴급삽입에 관여하는 삽 

입력으로 작용하며 부력과 총 마찰력 그리고 유체항력은 긴급삽입에 관여하는 저항 

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유체항력을 낙하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긴급삽 

입시 평균 낙하속도는 약 125mm/s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제스프링의 제작 

오차와 중성자 조사에 의한 강성감소를 고려할 경우 수명말기 제어봉집합체 평균 

낙하속도는 약 120mm/s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평가결과 긴급삽입시 제어봉집합체 평균낙하속도는 120mrrνs이 

며 제어봉집합체 총 행정거리 680mm 낙하에 소요되는 낙하시간은 5.6초임을 알 수 
있었다. 

3.5.4.6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시 총 이탈시간 평가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control rod ejection accídent)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경 

계가 파단 될 경우에 대한 가상사고로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지 않 

는 한 설계기준사고(DBA)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경계가 파단 

될 경우 제어봉집합체의 거동을 분석하고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방지장치 설계의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3.5.4.6.1 사고조건 및 기본설정 

제어봉구동장치 압력경계 파단사고는 파단 위치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위치지시기가 설치되는 부분인 상부하우징의 파단 볼너트가 설치되는 하부하우정 

파단， 베벨기어 하우징 파단 등이 그것이다. 운전조건에 따른 분류로는 긴급삽입 후 

파단， 정상운전 중 파단 등 두 가지가 있다. 또한 제어봉의 위치에 따라 제어봉이 

완전삽입위치에 있는 조건과 완전인출위치에 있는 조건 등 두 가지가 있다. 이밖에 

도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대략 12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고 시 

제어봉과 제어봉구동장치의 거동형태와 해석의 보수성을 고려하면 2가지 조건으로 

간략화 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시 수직 가동부만 움 

직이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수직 가동부와 함께 스랩모터의 회전자를 비롯한 모든 

회전가동부가 동시에 웅직이는 경우이다. 

제어봉구동장치 압력경계 상실에 의한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시 제어봉집합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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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은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며 해제스프링력과 수직가동부의 중량이 제어봉집합체 

삽입력으로 작용한다. 스템모터의 구동력은 스랩모터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 삽입력 

혹은 인출력을 발생한다. 인출력과 삽입력의 차이가 총 인출력이 되며 가동부의 질 

량에 따라 이탈 가속도가 결정된다. 다음은 본 계산서에서 고려한 인출력과 삽입력 

그리고 가동부 질량을 정리한 것이다. 본 계산서에서는 제어봉집합체 이탈 시 인출 

력과 이탈가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각종 기계적 손실 및 유체역학적 손실을 무 

시하였다. 이는 매우 보수적인 조건이다. 

압력차에 의하 <;>1 출력 

제어봉구동장치 압력경계 파단 시 원자로 내부와 대기의 압력차가 제어봉을 이탈 

시키는 주요 인출력이 된다. 압력경계의 파단 위치에 따라 압력의 배출경로가 다르 

게 형성되므로 인출력 역시 다른 값을 갖는다. 그러나 인출력의 발생원인은 동일하 

므로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최대 혹은 최소 인출력이 발 

생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해석과 평가를 진행하여 보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인출력은 원자로 내부와 외부간의 압력차에 압력배출 단면적을 곱하여 구할 수 있 

다. 최대 압력배출 단면적은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기의 아래쪽 입구내경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최소 압력배출 단면적은 스크류의 단면적이 된다. 최대 압력배출 

단면적은 원자로 중앙덮개 위에 설치된 제어봉구동장치 전체의 하우징이 파단 되고 

스크류와 내부 유체가 동일한 속도로 분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심각 

한 조건이다. 스크류 단면적으로 가정한 최소 압력배출단면적은 내부유체의 방출 

없이 압력차에 의해 제어봉 인출사고가 발생하는 조건이다. 다음은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압력차에 의한 제어봉 인출력을 계산한 것이다. 

F Pmax = (P ln - P e_.)A cooler= 19.35 x lO 3N : 압력 차에 의 한 최 대 인출력 
F Pmin = (P in - P e..)A screψ= 10.17 x lO 3N : 압력차에 의한 최소 인출력 
여기서 

P in= 15.5MPa : 원자로 내부압력 
Pex=O.lMPa 대기압 (원자로 외부압력) 

D cooler= O. 040m :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기 내경 
D screw = O. 029m 스크류 직 경 

Acoo야ler- 풍 D2κcoo이얘le갑e 

Ascrew= 뭉 D2 screw= 6.607 xlO -4m
2 최소 압력배출 면적 

위에서 구한 인출력과 제어봉구동장치의 정상상태 최대 삽입력을 비교하여 제어봉 

인출사고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최대 삽입력은 최대 해제스프링력， 스랩모터 

최대 구동력， 가동부 자중에 의한 삽입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다음은 이들을 구 

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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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스프랙에 의한 삽입력 

해제스프링은 모든 조건에서 제어봉집합체를 노섬에 삽입하는 방향으로 힘을 제공 

한다. 제어봉집합체가 최대로 인출된 조건에서 해제스프링은 최대 삽입력을 제공하 

며 완전히 삽입된 조건에서 최소 삽입력을 제공한다. 해제스프링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삽입력과 최소 삽입력을 정리하였다. 

F rs_ max = 1500N : 해제스프링 최대 복원력에 의한 삽입력 (완전인출상태) 

F rs_ min = 850N : 해제스프링 최소 복원력에 의한 삽입력 (완전삽입상태) 

해제스프링의 설계시 제작오차는 :t3% , 중성자 조사에 의한 수명말기 강성변화는 
-3%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하의 계산과정은 설계값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스웹모터에 의하 삼임력 및 인출력 

스템모터는고정자 권선의 여자 순서를 조절함으로써 회전자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기기로서 제어봉집합체를 상하방향으로 구동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가지 여자 

상태가 유지될 경우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 삽입력 혹은 인출력을 제어봉집합체에 

가하게 된다. 즉 스랩모터에 의해 제어봉이 고정된 상태에서 외부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 제어봉 혹은 회전자가 강제적으로 현위치를 이탈한다면 스랩모터는 회전자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삽입력과 인출력을 번갈아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설계조건에서 다음과 같다. 

F sm_þu"= 8500N : 스템모터 추력에 의한 인출력 

F sm_þ때 =8500N: 스템모터 추력에 의한 삽입력 

이처럼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시 스랩모터는 매우 큰 삽입력과 인출력을 제어봉집 

합체에 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어봉집합체 이탈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 

에 이루어지고 스템모터에서 발생하는 삽입력과 인출력의 전환이 lmm라는 매우 

짧은 이송거리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단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스 

랩모터가 이탈과정에 기여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어 

봉집합체 이탈사고 시 이탈과정 동안 에너지 소산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가정을 사용할 경우 스랩모터가 제공하는 힘의 총 합이 영이 되기 때문이다. 

가통부 짐략 

제어봉구동장치의 가동부는 수직가동부와 회전가동부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시 이들 가동부 또한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사고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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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직가동부만 움직이는 경우와 수직가동부와 회전가동부가 모두 움직이는 경우 

로 나누어진다. 수직가동부의 절량은 제어봉집합체와 스크류를 비롯한 이들과 연결 

된 기타 수직운동하는 부위의 질량을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회전가동부는 볼너트 

를 통해 수직가동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기하학적인 조건을 이용해 수직운동하는 등 

가의 질량으로 변환할 수 있다. 다음은 이들을 정리한 것이다. 

M v= 100kg : 수직가동부 질량 

M r=860kg : 회전가동부 등가질량 

수직가동부 질량은 최소 무게를 갖는 C형 제어봉집합판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3.5.4.6.2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의 가능성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경계가 파단 될 경우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가 발생할 것인 

지를 판별하였다. 이탈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압력차에 의한 인출력과 제어봉구동장 

치가 제공하는 삽입력을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제어봉구동장치에서 

제공하는 최대 삽입력을 계산하였다. 

F ’n_max = F sm_push + F rs_ max + M vg 
= 8500N+ 1500N+ 100kgx 9.81m/ s 2 = 10.98 xlO 3N 

최대 삽입력과 앞 절에서 구한 압력차에 의한 인출력을 비교하였다. 

F IJ m.η l 9.35 x 1Q 3N 숨A끽l1L = ~:. ~~~ ~~ /.Y. = 1. 76 최대 인출력과 최대 삽입력의 비 
F in max 1Q .98xlO ‘jN 

휴양쁘=_jOF103N =0.93 : 최소 인출력과 최대 삽입력의 비 
r ‘ n max 1Q .98 x lO JN 

삽입력과 인출력의 비를 구한 위 결과에서 최소 인출력은 최대 삽입력에 비하여 다 

소 작지만 최대 인출력은 최대 삽입력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 

어봉구동장치의 압력경계가 파단 되는 경우 압력차에 의한 실제 인출력이 어느 정 

도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시 제어봉이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3.5.4.6.3 제어봉집합체 이탈가속도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시 제어봉의 이탈가속도는 앞에서 가정한 이탈조건과 운전 

상태별 총 인출력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총 인출력은 압력차에 의한 인출력과 제 

어봉구동장치에 의한 평균 삽입력으로부터 계산한다. 제어봉구동장치에 의한 평균 

삽입력은 제어봉집합체의 삽입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스랩모터에 의한 힘은 평균 

력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쇄되어 없어지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압력차에 의한 최대， 최소 인출력과 해제스프링에 의한 최대， 최소 삽입력을 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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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 4가지 인출력 조건을 설정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수직가동부의 중량에 의한 

삽입력은 동일하다. 또한 사고 시 제어봉구동장치 압력경계 파단 위치에 따라 결정 

되는 두 가지 가동질량 조건을 고려하여 평균이탈가속도를 추정하였다. 

최대 스 수직가동부 중량 

인출력 조건 

인출력 조건 A1 : 총 인출력 = 압력차 최대 인출력 
프링력 

최소 스 수직가동부 중량 

F A1 = 16.87 x lO 3N 

인출력 조건 A2 : 총 인출력 = 압력차 최대 인출력 
프링력 

최대 스 수직가동부 중량 = 압력차 최소 인출력 
F A2=17.52 x l0 3N 
인출력 조건 B1 : 총 인출력 
프링력 

최소 스 수직가동부 중량 = 압력차 최소 인출력 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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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1 =8.34 x lO 3N 

가통침략 조건 

가동질량 = 수직가동부 질량 + 회전가동부 등가 가동질량 조건 M1 : 이탈사고 시 
질량 

M Ml =M v+ M r=960kg 

가동질량 조건 M1은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에서 단순히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정 파 

손만 발생하고 볼너트， 스플라인， 베벨기어 등 내부 동력전달계통의 건전성은 유지 

되어 제어봉집합체가 이탈되는 과정에서 제어봉구동장치 내부의 모든 가동부가 정 

상적인 상호 연관성을 갖고 웅직이는 상태이다. 제어봉구동장치 상부하우정 파단사 

고와 기타 하우정 단순 파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가동질량 조건 M2 : 이탈사고 시 가동질량 = 수직가동부 질량 
M M2 =M v=100kg 

가동질량 조건 M2는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에서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파손과 함 

께 제어봉구동장치의 내부 동력전달계통의 상호 연관성이 상실되어 제어봉집합체 

이탈과정에서 회전가동부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다. 제어봉구동장치 하 

부 하우징 파단사고와 베벨기어 하우징 파단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긴급삽입 

후 제어봉구동장치 압력경계 상설사고 역시 M2 조건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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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탐가속도 

인출력 조건과 가동질량 조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총 여닮 가지 사고경우에 대해 

제어봉집합체의 이탈가속도를 계산하였다. 이탈가속도는 인출력과 사고에 관여하는 

질량의 힘 평형식으로부터 구하였다. 총 이탈시간은 제어봉집합체 총 행정거리 이 

탈과정동안 동일한 이탈가속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 구하 

였다. 표 3.5-15과 표 3.5-16에 조건별 이탈가속도 및 총 이탈시간을 정리하였다. 표 

3.5-15에 수록한 내용은 해제스프링의 설계값을 이용한 결과이며 표 3.5-16은 제작 

오차와 중성자 조사에 의한 강성변화를 고려한 수명말기에서의 해제스프링 복원력 

을 이용한 결과이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고 사고조건에 따른 총 인출력과 이 

탈가속도를 계산하였다. 평가결과 제어봉구동장치 압력경계 파단 시 원자로 내외부 

의 압력차로 인해 매우 큰 제어봉집합체 인출력이 발생하므로 제어봉집합체 이탈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탈사고 시 예상되는 제어봉집합체 인출력은 압력차가 작용 

하는 유효단면적 가정과 해제스프링 조건에 따라 최소 0.8ton에서 최대 1.8ton 정도 
이다. 제어봉집합체 이탈가속도는 사고 시 압력경계 파단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며 최소 0.8G에서 최대 18G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제어봉집합체 680mm 이탈시간 
은 최단 0.088초에서 최장 0.412초로 예상된다. 해제스프링의 최대 제작오차와 중성 

자 조사에 의해 강성열화를 고려하더라도 최대 이탈가속도와 이탈시간의 변화는 무 

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시 이탈가속도와 총 이탈시간은 가정사항과 사고조건에 따 

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추후 설계진행 시 기준으로 사용할 이탈가속도와 

총 이탈시간으로는 사고의 민감성과 보수성을 고려하여 최대 이탈가속도인 18G와 

최단 이탈시간인 0.088초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가동부 중량 

이 최소인 조건과 압력차에 의해 최대 인출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고려한 결과이다. 

최대 인출력 조건은 최대 압력배출 단면적인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기 입구단변 전체 

에 압력차가 작용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동일한 조건(최소 중량， 최대 인출력)을 적 

용하여 상용로의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를 분석하면 최대 이탈가속도는 58.2G이며 

최단이탈시간은 0.1 17초가 된다. 상용로에서의 제어봉집합체 최대 이탈가속와 최단 

이탈시간 추정계산은 본 계산서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3.5.4.7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 평가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은 제어봉구동장치에 횡 방향으로 강성을 보충하여 지진 

등의 외부하중에 대한 제어봉구동장치의 구조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물이다. 제 

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의 설치 높이와 강성이 외부 동하중에 대한 제어봉구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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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스터드부의 반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는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 

을 설치함에 있어 최적의 위치와 강성요건을 찾기 위한 작업이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지구조물 조건에서 외부 동하중에 대한 제어봉 

구동장치 하단부에 나타나는 반력과 반력모멘트를 구하였으며 이를 비교함으로써 

조건별 지지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상용 유한요소해석코드인 ABAQUS를 이 

용하여 모든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로집합체 상부에 설치되는 제어봉구동장치는 막대형 구조라는 형상적인 특정으 

로 인해 원자로집합체를 통해 전달되는 지진하중과 같은 외부 동하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덮개에 설치되어 제어 

봉구동장치를 지지함으로써 제어봉구동장치의 횡 방향 강성을 보강하는 구조물이 

다. 제어봉구동장치에 부착되는 지지구조물의 설치위치와 강성에 따라 제어봉구동 

장치의 강성보강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3.5.4.7 .1 해석 모델 

현재 제어봉구동장치 설계에서 지지구조물의 부착위치는 제어봉구동장치 최상부와 

위치지시기 하단부등 두 곳으로 제한된다. 지지구조물의 강성은 지지구조물의 형상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지지구조물의 형상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스프링으로 

가정하였다.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 3.5-17에 정리 

된 바와 같은 모델별 강성조건을 갖는 지지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은 내진해석을 위해 작성된 제어봉구동장치 모델에 지지 

구조물 설치 위치에 스프링요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3.5-24의 (a) Model 1 
은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이 위치지시기 하단에 설치되는 조건을 나타낸 것이 

며 (b) Model 2는 제어봉구동장치 상단에 지지구조물을 설치한 조건에 해당한다. 

모텔에서 지지구조물은 스프링요소로 모사하였으며 해석에서는 표 3.5-17에 주어진 

것과 같이 다양한 스프링 강성 조건을 고려하였다. 

3.5.4.7.2 해석 동하중 

지진하중 동의 외부하중은 원자로집합체를 거쳐 제어봉구동장치에 전달된다. 즉 원 

자로집합체의 가속도 응답이력이 제어봉구동장치의 동하중으로 작용한다. 본 계산 

서에서는 제어봉구동장치 스터드부의 반력을 구하기 위한 동하중으로서 그림 

3.5-25와 같은 감쇠진동하는 가속도하중을 고려하였다. 가속도하중의 최대 및 최소 

가속도는 약 -r. 20m/ s 2 이 며 하중의 감쇠 비 는 10%이 다. 또한 하중의 진동수는 약 
5H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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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3 고유진동수 해석 

표 3.5-17과 그림 3.5-24로 기술된 제어봉구동장치 해석모델을 이용해 지지조물이 

설치된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 3.5-18과 그림 

3.5-26에 수록하였다. 표의 하단에는 지지구조물이 없는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유진동 

수 해석결과를 수록하였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강성조건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고유 

진동수이다. 가로축에서 0은 지지구조물이 없는 조건을 의미한다. 

지지구조물의 설치높이와 강성에 따라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유진동수가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지구조물은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유진동 

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모델 1과 모델 2 모두 지지구조물의 강성에 따라 제어봉 
구동장치의 고유진통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최고 강성조건에서 두 모델 

의 고유진동수 증가 정도는 유사하다. 그러나 그림 3.5-26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 

으로 모텔 2가 모델 1에 비하여 보다 낮은 강성에서 고유진동수 증가효과가 나타나 

기 시작한다. 

3.5.4.7.4 동웅답 해석 

그림 3.5-25의 가속도 하중이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정부에 1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 

지지구조물의 위치와 강성에 따라 제어봉구통장치 고정부에 발생하는 수직 및 수평 

반력과 반력모멘트를 구하였다. 표 3.5- 19의 해석결과를 그럼 3.5-27에 그래프로 표 

시하였다. 표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지구조물 설치에 따른 반력 감소효과는 

모텔 2에 비하여 모댈 1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델 2에서는 지지구조물 

의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벤트 반력 M2는 다소 감소하지만， 반력 F1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모델 1의 경우 지지구조물의 강성이 클수록 반력 

과 반력 모멘트는 항상 감소하고 있다. 반력 F2는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과 평행한 

방향의 반력으로서 지지구조물 강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고유진동수해석과 동하중에 대한 반력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 

조물의 최적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지지구조물의 강성이 높을수록 고유진동수도 

높아지며 모델 1보다 모델 2에서 고유진동수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제어봉 

구동장치의 질량중심이 비교적 아래 쪽에 있는 관계로 지지구조물의 위치가 칠량중 

심에 보다 가까운 조건인 모델 1이 동하중에 대한 반력 감소효과가 보다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 지지구조 

물의 위치는 제어봉구동장치 상단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계이며 지지구조물 

의 강성이 l.OE+05 N/m인 조건에서 첫번째 고유진동수는 약 12% 증가한다. 최대 
강성조건에서 첫번째 고유진동수는 약 8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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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을 이용하여 고정부 반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지 

지구조물의 위치는 위치지시기 하단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계이며 지지구조 

물의 강성이 1.0E+06 N/m인 조건에서 제어봉구동장치 고정부의 모멘트 반력은 약 
11% 감소한다. 최대 강성조건에서 모벤트 반력은 약 58% 감소한다. 

3.5.4.8 하부압력용기 연결부 강도평가 

하부압력용기의 연결부에 별도의 지지구조물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체역학적 접근방식으로 웅력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5-28의 연결부 A의 응력 

해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압력 : 17MPa, 설계온도 : 3500 C 
2) 열하중 
3) 연결부 A 이후 부품의 자중 
4) 기반하중 

5) OBE. SSE. BLPB 
6) 스크램 하중 
또한 연결점 A에서의 열하중은 다른 하중에 비해 미미하므로 이를 무시하였고 1) 

설계하중 및 3) 자중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였으며 4) , 5) , 6)번의 동하중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결부의 압력용기는 STS321로 제작되었다. 

3.5.4.8.1 자중에 의한 응력 

그림 3.5-28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연결점 A 의 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및 무게 
는 표 3.5-20과 같다. 자중 및 동하중에 의한 응력은 굽힘응력， 전단응력 및 비틀림 

응력이 지배적이므로 그림 3.5-28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Wl. W2, W3에 포함되 

는 부품은 표 3.5-20에 주어져 있다 Wl의 작용점은 스랩모터의 중심축에， W2의 작 

용점은 수평방향으로는 스랩모터의 중심축， 수직방향으로는 스템모터의 커넥터 부 

분으로 하였으며， W3의 작용점은 수동구동장치 길이방향의 중간점으로 하였다. 

표 3.5-20의 치수를 바탕으로 하면 응력해석을 위한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다. 

Wl = 108N, W2 = 907N 
dl = 0.146m, d2 = 0.362m 

연결부의 단면은 그림 3.5-29와 같으며 내반경 및 외반경 치수는 다음과 같다. 

r i = 0.0375m, r 0 = 0.0480m 
따라서 단면 l 차 모우먼트 Q, 2차 모우먼트 I 및 회전관성모우먼트 Ip는 다음과 

같다. 

Q = 융 (T3 - T? ) = 3 86 x lO 5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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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1 = 뚱 (r~ - 서) 

Ip = 융 (r~ - 서) 

연결부 A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응력 

7t 는 다음식으로 구할 수 있다. 

T VQ 
max - 2I(r" - r i ) ’ 

= 2.61 X 10- 6 m -l 

= 5.23 X 10- 6 m -l 

7 max 최 대 굽협응력 amax. 

Mc 
a~ov - -_-max T' 

TL 
7t = τr 

최대 비틀림응 

는 각각 연결점 A에 작용하는 전단하중， 굽힘하중 및 비틀림 하중 

바탕으로 작용하중에 의한 응력해석 결과가 표 3.5-21에 주어져 있 

여기서 V, M , T 
이다. 이 식을 

다. 

3.5.4.8.2 설계압력에 의한 응력 

설계압력 (p=17MPa)에 의한 응력은 축방향 응력 

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간단히 구할 수 있다. 

aax와 원환응력 (Hoop stress) ahp 

pri 
σ -ax 2t 

pri 
σhp=-r= 

l7 . 0.0375 
2 x 0.0105 
17 . 0.0375 

0.0105 

29.0 MPa 

58.0 MPa 

여기서， t는 연결부 압력용기의 벽두께 (ro - r i = 0.0105m) 

3.5.4.8.3 허용 동하중 평가 

이상의 응력해석 결과를 종합해 볼때 연결부 A점의 허용동하중은 설계압력에 의한 

축방향응력에 수직방향 및 x 방향 동하중에 의한 축방향응력을 더한 응력으로부터 

평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수직방향으로 av, 수평방향으로 ah의 동하중이 작용하 

는 경우 A지점에 걸리는 응력은 다음과 같다(동하중을 등가의 정하중으로 치환) 

aa = 29.0 + 2.7(av+1) + 8.5ah 
한편 압력용기 재질로 사용된 STS321의 3500 C 에서의 허용응력 σa 는 111 MPa 
이 므로 av 및 ah의 허 용치 는 각각 29.1g 및 9.6g가 된다. CEDM에 작용하는 모든 

동하중(Base load, OBE, SSE, BLBP, Scram Load)을 조합하더 라도 av 및 ah의 허 

용치보다 충분히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결부 A점의 압력용기 건전성에 충분한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부압력용기 연결부의 건전성은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지지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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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고체역학적 접근 방법에 의한 결과이며 향후 CEDM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 

입력이 완성된 후 KEPIC MNB의 절차에 따라 웅력해석을 수행하여 웅력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5.4.9 STS430 과 STS403 의 자기 력 특성 비 교 평 가 

SMART-P CEDM의 스랩모터 압력용기와 하부 압력용기의 자성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STS430과 ABB-CE형 상용로 CEDM의 자성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STS403의 

전자기적 특성(BH 특성)에 따른 추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3.5.4.9.1 필요성 

SMART-P의 CEDM에 장착되는 스랩모터 압력용기 및 전자석이 장착되는 하부압 

력용기에는 그림 3.5-30 및 그림 3.5-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기적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자로가 형성되는 부분에 자성 재료를 사용한다. 

CEDM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자성 재료는 강도는 물론 내부식성이 좋아야 하고， 투 
자율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CEDM 압력용기는 원자로 압력경계의 
일부로서 KEPIC 규격 1둥급 기기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KEPIC 규격에 둥재된 
압력용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 즉， 전자기적 특성 

과 강도가 우수한 재료로서 STS430과 현재 ABB-CE형 상용로 CEDM에 자성 재 

료로 쓰이는 ASME Code에 Code Case로 퉁재된 STS403 (Modified STS 403)을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STS430과 Modified S TS403 재료를 각각 사용하였 
을 때의 추력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SMART- P CEDM의 스템모터와 전자석을 
대항으로 하여 전자기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자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TS403 재료의 BH 특성곡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상용로 CEDM의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STS403 재료의 BH 특성곡선 측정시험도 병행하였다. 

3.5.4.9.2 STS430 및 STS403의 기 계 적 특성 비 교 

표 3.5-22는 STS430 및 STS403의 Cr 함량 및 기계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부식특성 (Cr 함량을 기준으로)은 STS430이 좋은 반면 기계적 특성은 

STS403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3.5.4.9.3 STS430 및 STS403의 B-H 특성 비 교 

SMART-P CEDM에 사용된 STS430 재료의 BH 특성곡선 측정시험 결과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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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2와 같다. Modifìed STS403에 대 한 BH 특성 곡선을 구하기 위 하여 상용로의 
CEDM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STS403 재료를 이용하였다. 상용로 CEDM의 압력용 
기 자성 재료는 Code Case N-4- 11 에 등재된 Modìfìed S TS403 이다. 또한 그림 
3.5-32는 Modìfìed STS403 시편에 대한 BH 특성곡선 시험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STS430 시험결과와 중첩하여 그린 그림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H 특성은 
STS430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3.5.4.9.4 전자기장해석 

1) 스랩모터 
스템모터 압력용기 자성 재료를 STS403을 사용하는 경우， 토크 크기를 비교하기 

위 하여 그림 3.5-32의 Modìfied STS403의 BH 특성 곡선 자료를 입 력 으로 하여 스 
랩모터에 대한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5-33은 스템모터 압력용기의 자 

성 재료를 STS430으로 한 경우와 Modified STS403 으로 한 경우에 대한 스랩모터 
의 토크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스템모터 압력용기 재료을 

Modified STS403으로 대체하는 경우， 토크가 약 10%정도 감소됨을 알 수 있다. 
2) 전자석 
하부 압력용기 자성 재료를 STS403을 사용하는 경우， 추력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3.5-32의 Modified STS403의 BH 특성곡선 자료를 입 력으로 하여 전자석에 
대한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5-34는 하부 압력용기의 자성 재료를 STS430으로 한 경우와 Modified 
STS403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전자석의 추력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하부 압력용기 재료를 Modified STS403으로 대체하는 경우， 추력이 약 

15%정도 감소됨을 알 수 있다. 

3.5.4.9.5 해석결과 

원자로 압력용기용 자성 재료인 STS430과 Modified STS403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STS430이 내부식성이나 전자기적 특성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SMART- P CEDM 
압력용기의 자성 재료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STS430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다 

만 표 3.5-22에서 보는바와 같이 웅력강도가 STS403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지만 

CEDM 압력용기는 STS430의 응력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규격 기준을 
만족한다. 

3.5.4.10 연장봉집합체 스프링 계산 

CEDM CEA 연장봉집합체 링크체결 스프링은 링크 구조 CEA연장봉집합체 (ESA) 

와 CEA의 체결을 위해 사용되며， 적용 부위는 그림 3.5-35에 보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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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0.1 스프링 설계 요건 

- 스프링 소재 : lnconel X -750 
- 장착부 설계 범위 : 

장착 안지름 (최소) Di > 12 mm 

장착 바깥지름 (최대) Do < 23 mm 

하중 빛 변형 조건 ; 

1. CEA와 체결 시 축방향 위치가 다소 어긋나더라도 스프링이 ESA를 들어올려 

Self centering이 가능하도록 ESA 무게인 85N 이상의 초기 장착하중 제공 
2. 원자로 운전 시 발생 가능한 동하중에 대해서도 ESA의 외통을 제외한 체결부 

(무게 약 20N)가 축방향으로 고정하여 CEA와의 체결이 보장될 수 있는 하중 제공 

3.23mm 추가 변형하여 핵연료채널 내부로 체결 링크가 삽입 가능하도록 해야함 
스프링설계 제한조건 : 

스프링지수 c= 용 > 4 

전단 응력 8 CJ TTT .- I""f\ 1 __ LI ______ 2 
L = K도~2 W:::;; 60 kgf/ mmz 

3.5.4.10.2 스프링 설계 

설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초기 장착상태 및 23mm추가 변형 시에 스프 

링에 작용하는 전단용력이 설계 제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전단응력은 스프링의 평균지름 소재지름 등의 형상조건과 적용하중 만의 함수이다. 

초기 장착하중은 스프링 하중설계요건을 고려하여 150N으로 하고， 추가 변형량은 

23mm를 고려한다. 운전온도는 300
0

C 로 가정하였다. 

표 3.5-23에는 소재 지름별로 적용가능한 스프링 설계 검토 결과를 정리하였다. 

스프링 소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존 CEDM에서 사용하고 있는 5mm 소재의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스프링 지수가 4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과， 23mm 추가 변형 

시에 과다한 힘이 필요하게 되어 이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2mm 소재의 경우에는 전단응력을 60kgf/mm2 이하로 설계가 불가능하여 이의 

적용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가장 적정한 스프링 소재로 3mm lnconel X -750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3.5.4.10.3 스프링 설계 결과 

CEA연장봉집합체 렁크체결용 스프링의 설계값은 다음 표 3.5-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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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1 연장봉집합체 설계 계산 

연장봉집합체의 체결스프링과 상/하부암을 체결하는 핀의 재질은 INCONEL 
ALLOY X-750이 사용되고， 상/하부암과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ANSI TYPE 321 
ST AINLESS STEEL이 사용된다. 가장 무거운 제어봉집합체의 무게가 70kg이므로， 
이를 연장봉집합체에 작용하는 최대 전체하중 P로 고려한다. 연장봉집합체의 체결 

부위는 세 쌍의 암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각 구조에 균등하게 작용하지만，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한 쌍의 암구조에 하중 P가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하 

부제어봉집합판의 하중 P는 그림 3.5-36과 같이 작용하게 된다. 

연장봉집합체의 체결부위 형상을 그림 3.5-37과 같이 단순한 트러스 구조로 고려하 

면， 하중에 의해 하부암에는 압축력이， 상부 암에는 인장력이 발생하며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변형이 발생한다. 하지만 하부제어봉집합판의 체결홈에 의해 하부암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는 조건을 적용해야 하고 이는 자유물체도에서 여분의 반력 

R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간단히 그림 3.5-38로 나타내 보면 핀으로 지지된 두 보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분력 R에 의한 부정정 구조물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이라한 조건에 따라 반력을 계산하면 R 13 = 238. 69N 이고， R 12 = 872.87N의 값을 
갖는다. 

연장봉집합체의 체결 구조에서 외부 하중의 전달은 상/하부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두 암을 체결하고 지지하는 핀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각 핀에 대한 웅 

력을 평가함으로써 체결 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상/하부암을 체결하는 절점 1의 핀에 대해 고려해보면， y방향에 대해서는 구 

속되지 않고 하중에 의한 변위가 존재하므로 핀에 작용하는 하중은 구속되어 

x방향의 하중이다. 이때 상부암에 작용하는 하중은 그림 3.5-39와 같다. 

전단하중을 받는 핀의 단면적， Al=풍 x (4. 5mm) 2 = 15. 90m따 이므로 

。 R 13 238.69N 핀이 받는 처단응력~ L 1 = ;~'Ù = 'L1L，"，~~.~vl";'-6_， =7.51MPa 
1 2A 1 2x15.90x10 -6 m 

가 되므로 설계여유도는 다음과 같다. 

γ 7.51M~ n=(1- 」4)x100=(1- a )x100=98.9096 
Y I .L VV \.L 682. 15MPa 

있는 

하부암에 작용하는 하중은 P 12 = 872.87N으로 절점 2에 의해 지지되며， 이 하중은 
핀의 전단웅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3.5-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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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하중을 받는 핀의 단면적은 같으므로 핀이 받는 전단응력은 

P 12 872.87N = --- = -6 ! = 27.45MPa 
2 - 2A 2 2x15.90x lQ -6 m 

가 되어 설계여유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 2 \ ... ^^ 1... 27.45MP, n = (1-~ )x lQO = (1- :ol，;~;):~;~_ )x100 = 95.98% o Y I '''vv ,.. 682. 15MPa 

상부암과 내부축이 접촉하는 절점 3의 경우 핀 구조이기는 하지만 핀은 하중을 전 

달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구조적인 형상만을 유지하는 경우로， 실제 하중의 전달은 

상부암이 내부축에 직접 접촉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절점 3에서는 핀의 평가가 

불필요하다. 

이상의 응력해석 결과는 정적인 경우로 가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실제의 기기 운용 

시에는 축 방향 및 축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동적 하중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동적 하중은 연장봉집합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하부제어봉집합판의 무게가 작용하는 

축 방향의 동적하중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허용 가능 

한 최대 동적 하중은 설계 여유도가 적은 절점 2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절점 2의 핀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이 허용전단응력 값에 도달할 때의 동적하중을 최 

대 허용동적하중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등가의 정적 하중으로 평가하면 40g의 

동적하중이 작용할 때 핀의 전단응력이 허용하중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이라한 

계산결과， 연장봉집합체 체결 구조의 주요 평가 요소인 핀의 응력이 정적인 경우 

항복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충분한 설계여유를 가짐으로 링크 구조의 건전성이 유 

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5.5 검증시험 요건 및 결과 평가 

3.5.5.1 검 증시 험 요건 

CEDM 검증시험요건은 CEDM 및 CEDMCS의 성능시험과 환경시험에 관한 것으 
로， CEDM 및 CEDMCS가 사용자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한 모든 검증시험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단 현 단계에서 검증시험에 

적용되는 CEDMCS는 설계/제작기술 개발 및 CEDM 성능시험 시 구동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실제 장착될 CEDMCS와 형상 및 조건이 다르므로 (설제 장착 시 

는 MMIS 일괄 장비로 공급됨) , 검증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설계최 
적화 입력자료 도출을 위하여 검증시험을 수행한다. 

3.5.5.1.1 검 증시 험 항목 

CEDM 빛 CEDMCS의 검증시험에는 성능시험을 위해 기능시험， 수명시험 및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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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수행되며， 환경시험을 위해 EMI 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내진시 
험， 증기시험， 열선조사시험， 절연 노화처리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3.5.5.1 .2 검 증시 험 순서 

CEDM 검증시험은 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환경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시험 
후에는 작동성확인시험을 거쳐 내구한도시험을 수행한다. 작동성확인시험은 성능시 

험루프가 모두 상온， 상압에서 스크류를 680mm 완전 인출된 상태로 3회 낙하를 수 
행하며， 무게추의 낙하거리 시간 특성이 낙하특성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구한도시 

험을 수행한다. 내구한도시험은 수명시험 방법과 동일하며 CEDM 구동부 부품의 
국부적인 손상에 의해 이상상태가 감지될 때까지 수행하고， 시험의 종결 여부는 설 

계자의 입회하에 이상상태를 판정한 후 결정한다. 

3.5.5.1 .3 검증시험 부품의 제공 

검증시험 후 파손이 발생한 부품 및 주요 구동부품(구름베어링， 베벨기어， 가이드베 

어링， 볼스크류집합체)은 원형을 보존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5.5.1.4 성 능시 험 

3.5.5.1.4.1 일 반요건 

성능시험 중 기능시험은 각종 센서와 스템모터 전자석 및 CEDM냉각기의 사전검 

증을 위해 수행된다. 세부 가능시험 항목으로 위치지시기 기능시험， 한계스위치 기 

능시험， 초음파센서 기능시험， 전자석 기능시험， 스랩모터 기능시험， CEDM냉각기 

기능시험이 수행되며 각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성능시험 중 수명시험은 CEDM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 
이다. 수명시험은 성능시험용 치구에 CEDM을 설치하고 스랩모터에 의해 스크류를 

등가수명기간 (총 10km) 운전하여야 한다. 
성능시험 중 낙하 시험은 CEDM 구동부의 낙하 시 유체저항계수를 비롯한 낙하저 
항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낙하 시 CEDM 내부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온도를 측정하 
기 위한 것이다. 

성능시험은 기능시험， 낙하시험 중 초기낙하시험 수명시험 낙하시험 중 상온 낙하 

시험， 인출거리별 낙하시험， 고온 낙하시험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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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4.2 성능시험용 치구 및 성능시험루프 요건 

성능시험용 치구는 원자로 중앙덮개， CEDM 냉각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간의 상 
호 열전달 현상을 최대한 모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설계조건을 만 

족하도록 제작되도록 요건으로 설정되었다. 

- 설계압력 : 17MPa 

설계온도 : 350 0C 

성능시험용 치구의 성능시험루프는 원자로를 모사할 수 있도록 가압기모사루프， 원 

자로모사루프， 냉각기순환루프로 구성된다. 

또한 성능시험 중에는 스크류 하단에 제어봉집합체의 무게를 모사할 수 있도록 추 

를 장착하도록 하였다. 각 시험에서 모사해야 할 무게는 다음과 같다. 모사추 무게 

는 CEDM 구동 시 보수적 관점에서 2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결봉 제외， 연장봉 포 
하) 

- 수명시험 및 EMI 시험 : 제어봉집합체 Type B의 무게 80kg 

낙하시험 : 제어봉집합체 Type A의 무게 - 60kg 

3.5.5.1.5 환경시 험 

CEDM은 Reg. Guide 1.29에 의해 Seismic Category 1으로 분류되어 내진성능을 

입증해야 하는 기기이므로 IEEE 344의 요건에 따라 내진검증시험을 수행한다. 내진 

검증시험 중에는 원자로 운전조건인 고온 고압상태를 모사하기 어려우므로 상온 상 

압에서 시험하며， 스템모터 및 전자석 전원을 포함한 모든 계측기기들의 전원이 

ON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한다. 제어봉집합체 모사추는 OBE 시험에서는 최대무 

게를， SSE 시험에서는 최소무게를 장착하여 시험한다. 

또한 위 치 지 시 기 집 합체 는 IEEE Class lE 부품으로 분류되 므로 IEEE 323의 요건 
에 따라 환경검증시험을 수행한다. 

3.5.5.2 검증시험 결과 평가 

CEDM의 제작성 검토를 위한 시제품을 사용하여 원자로를 모의한 환경에서 검증시 

험이 두산(중)의 책임으로 기계연구원에서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시험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3.5.5.2 .1 제어봉구동장치 검증시험 항목별 평가 

제어봉구동장치 겁증시험은 성능시험과 환경시험으로 분류된다. 성능시험은 시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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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부품 측정 및 검사， 기능시험， 낙하시험， 수명시험， 내구한도시험으로 구분된 

다. 환경시험은 EMI 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내진시험 및 LOCA 시험 둥이 있으 
나 본 시험에서는 EMI 시험만 수행하였다. 수행된 시험의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5-25에 수록하였다. 

가. 성능시험 

(1) 시험 전후의 부품 측정 및 검사 

다음 항목의 시험을 모두 완료 하여 시험결과 얻음 

(가) 스웹모터 권선저항/절연저항 

(나) 전자석 권선의 권선저항/절연저항 

(다) 위치지시용 영구자석의 자속밀도 

(라) 완충스프링의 스프링 상수 

(마) 베벨기어 이상마모 

(바) 과다부식 부품 

(사) 구조변경 부품 

(아) 스크류-연결봉 조립성 

(2) 기능시험 

다음 항목의 시험을 모두 완료 하여 시험결과 얻음 

(가) 해제스프링 

(나) 위치지시기 

(다) 한계스위치 

(라) 전자석 

(마) 스랩모터 

(바) 초음파센서 

(사) 냉각기 

(3) 낙하시험 

다음 항목의 시험을 모두 완료 하여 시험결과 얻음 

(가) 초기낙하시험 

(나) 상온낙하시험 

(다) 인출거리별 낙하시험 

(라) 고온낙하시험 

(4) 수명시험 및 내구성한도 시험: 베어링 파손으로 수명시험 일부를 수행 

나. 환경시험 (EMI 시험) 
전도방사시험， 전도내성시험， 복사방사시험， 복사내성시험 둥을 모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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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2 종합평가 

(1) 성능시험 전후의 부품 측정 및 검사 

- 시험 수행 상태는 대체로 양호함 

- 상부완충스프링의 제작불량으로 인한 추가 스페이서의 제작으로 상부완충장치 

의 정확한 거동 평가 어려움 

- 과다부식부품은 없으나 내부 부품에 묻어 있는 검은 가루의 근원 불확실 

- 스크류-연결봉의 조립/해체가 용이하지 않음 - 조립성 개선 필요 

(2) 기능시험 

스템모터에 공급되는 정격전류는 3.4A 이나 시험결과， 동력전달계통의 마찰계 
수가 설계예상치보다 크게 평가되어 스랩모터에 공급되는 구동전류를 4.0A 이상으 
로 상향 조정 필요할 펼요 있음 

- 초음파 센서의 경우， 신호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대체 센서 개 

발 필요 

- 최하단 볼베어링부 유체온도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조건 발생함. 대류에 의한 

열전달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대류열전달을 줄일 수 있는 기계구조 

설계 및 열유동 평가 필요 

(3) 낙하시험 
- 볼스크류 지지 볼베어링 및 베벨기어 지지 볼베어령의 파손에 의해 동력전달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요구된 낙하회수를 채우지 못하고 시험 중단， 고하중 수윤 

활 볼베어링의 개발 필요 

(4) 수명시험 및 내구한도시험 

- 위 (3)항과 동일 

(5) EMI 시험 

- 전도방사시험 CEI02, 전도내성시험 CS116, 복사방사시험 REI02, 복사내성시 

험 RSI03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설계 

펼요. 

3.5.5.3 주기기 설계 보완 및 추후 시험 업무 

3.5.5.3.1 설계 보완 

- 볼베어링 파손으로 수명시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적정 베어링 소재 선 

정 (볼스크퓨 포함) 및 수윤활용 리테이너 개발이 펼요하다. 또한 개발된 볼베어링 

을 현재의 CEDM 시제품에 장착하여 작동성 확인 시험을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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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 시험에 의하면 CEDM 방사시험 및 내성시험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CEDM의 EMI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3.5.5.3.2 추후 시험 업무 

양산품 제작 후 공급전 검증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위치지시기 환경시험 : 위치지시기는 IEEE-IE 부품으로서 IEEE 323에 따라 환경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베어링 수명 시험: 볼스크류 볼베어링 개발완료 후 70만 이상 회전하는 수명시험 

수행해야 한다. 

-470-



참고문헌 

3.5.1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 MI 원자력기계 기술기준， 대한전기협회， 2005. 

3.5.2 American National Standard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PWR 
Plants ANSI! ANS-51.1- 1983(R1988). 

3.5.3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 MN 원자력기계 기술기준， 대한전기협회， 2005. 

3.5.4 USNRC Regulatory Guide 1.100, Revision 2 (June 1988),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3.5.5 USNRC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 System-, and Radioactive-Waste •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3.5.6 IEEE Standard 323-1983, IEEE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3.4.7 Chemistry Design Guide for SMART-P, SMP65-FS-CG301-00. 

-471-



표 3.5-1 제어봉구동장치 부품의 코드요건 

압력용기 : 1 등급 
안전등급(ANSI51.1) 

- 연장봉 :2등급 
[참고문헌 3.5.2] 

위치지시기 :3등급 

압력용기 : 1 등급 
설계등급(KEPIC MN) 

- 연장봉 : 2등급 
[참고문헌 3.5.3] 

위치지시기 :3등급 

압력용기 : Category 1 
내 진등급(RG1 .100) 

긴급삽입 장치 : Category 1 
[참고문현 3.5.4] 

위치지시기 : Category 1 
품질등급(RG1.26) 

[참고문헌 3.5.5] 
A 

안전등급 센서 설계요건(IEEE 323) 
- 위치지시기 : IEEE 1E 

[참고문헌 3.5.6] 

표 3.5-2 내부 냉각재 수화학 조건[참고문헌 3.5.7] 

Parameter Limit 

pH(@250 C) 5.8 - 10.6 

Ammonia, pp, o - 100 

Dissolved Hydrogen, HzO o - 100cc/kg 

Dissolved Nitrogen, HzO o - 2000cc/kg 

Dissolved Oxygen, ppm saturated air 

Chloride(CL ), ppm o - 0.15 

Fluoride(F ), ppm o - 0.15 

Sulfide(SOi ), ppm o - 0.15 

Suspendid Solid, ppm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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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제어봉구동장치의 부분별 단면정보 

시작좌표 끝좌표 외경， 내경 
단면적 

면적모멘E 

-닙「 1 Hr X1 [m] X2 [m] Do [m] A [m2] 
1 (ben며ng) 1 (polar) 

Y1 [m] Y2 [m] Di [m] [m4] [m4] 

Hous1 0.000 0.000 0.136 8.165E-03 1.357E-05 2.714E-05 
• 0.110 0.099 0.090 

Hous2 0.000 0.000 0.115 3.299E-03 4.587E-06 9. 174E-06 0.099 0.511 0.095 

Hous3 0.000 0.000 0.115 3.299E-03 4.587E-06 9.174E-06 0.511 0.627 0.095 

Hous4 0.000 0.000 0.090 1.583E-03 1.404E-06 2.807E-06 0.627 0.942 0.078 

Hous5 0.000 0.000 0.090 1.583E-03 1.404E-06 2.807E-06 0.942 1.723 0.078 

GRhous 0.000 -0.203 0.096 2.820E-03 2.616E-06 5.232E-06 0.099 0.099 0.075 

MDR 0.203 0.547 0.066 3.421E-03 9.314E-07 1.863E-06 0.099 0.099 0.000 

STM -0.203 -0.203 0.112 2.764E-03 3.726E-06 7.452E-06 0.099 0.703 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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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님r 

Hous1 

Hous2 

Hous3 

Hous4 

Hous5 

GRhous 

MDR 

STM 

밀도 

[kg/m3
] 

2710 

표 3.5-4 제어봉구동장치 부분별 등가밀도 

구μ’ö""" 닙「믿 효T 외경 [m] 내경 [m] 길이 [m] 부피 [m:1] 질량[kg] 
등가밀도 

Lkg/m:1] 

Housing 0.136 0.090 0.209 
1.706E-03 13.48 

Screw 0.029 1.380E-04 1.09 8539 
합계 14.57 

Housing 0.1 15 0.095 1.359E-03 10.74 
Guide Cylinder 0.095 o.æo 0.412 2.993E-04 2.36 11222 Screw 0.029 2.721E-04 2.15 

합계 15.25 
Housing 0.115 0.095 3.826E-04 3.02 

Guide Cylinder 0.095 0.090 0.116 8.427E-05 0.67 11222 Screw 0.029 7.662E-05 0.61 
합계 4.29 

Housing 0.090 0.078 4.988E-04 3.94 
Guide Cylinder 0.078 0.072 0.315 2.227E-Q4 1.76 14722 Screw 0.029 - 2.081E-04 1.64 

7.34 
Housing 0.090 0.078 1.237E-03 9.77 

Guide Cylinder 0.078 0.072 0.781 
5.521E-04 4.36 

Screw 0.029 5.159E-04 4.08 23391 
Position Indicator 10.72 

합계 28.93 
Housing 0.096 0.075 5.725E-04 4.52 

Guide Cylinder 0.075 0.052 0.203 4.657E-04 3.68 15701 Bevel Gear Shaft 0.025 9.965E-05 0.79 
합계 8.99 

Manual Driver 0.066 0.000 0.344 1.177E-03 9.30 7900 
Housing 0.1 12 0.095 

0.604 
1. 669E-03 13.19 

Flanges + Motor 0.171 0.060 1.216E-02 96.09 65463 
합계 109.28 

표 3.5- 5 제어봉구동장치 위치지시기의 질량 

1 /-‘ 그‘f1rF 
길이 [m] 

외부가로[m] 내부가로[m] 
부피 [m3] 

단위질량 총질량 
[EA] 외부세로[m] 내부세로[m] [kg] [kg] 

4 0.781 0.050 0.022 9.887E-04 2.68 10.72 0.035 0.022 

표 3.5-6 전자석 및 플렌지의 질량 

밀도[kg/m거 l 높이 [m] 

깨00 I 0.118 

외경 [m] 

0.214 

0.214 

내경 [m] I 부피 [m3] I 총질량[kg] 

o 000 I 3.309E -03 I 26.14 

7900 I 0.092 0.090 13 .494E-03 I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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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제어봉구동장치 고유진동수 해석결과 

모드번호 고유진동수 [Hz] 모드번호 고유진통수 [Hz] 
25.3 6 94.5 

2 25.3 7 160 
3 46.6 8 196 
4 49.2 9 250 
5 94.1 10 253 

표 3.5-8 CEDM 고유진동수 및 모드별 유효질량 

모드번호 고유진동수 (Hz) Effective Mass (kg) 
X 방향 Y 방향 Z 방향 

25.3 68.2 0.3 0.0 
2 25.3 0.0 0.0 68.9 
3 46.6 0.0 0.0 88.3 
4 49.2 77.4 9.0 0.0 
5 94.1 0.0 0.0 35.5 
6 94.5 31.2 0.4 0.0 
7 159.9 0.0 0.0 21.0 
8 195.5 1.8 96.9 0.0 
9 250.1 0.0 0.0 5.8 
10 252.8 9.8 3.9 0.0 
11 361.4 0.0 0.0 4.1 
12 369.6 0.0 0.0 4.4 
13 376.5 0.4 19.5 0.0 
14 413.5 34.3 8.2 0.0 
15 429.3 0.0 0.0 0.9 
16 475.6 0.3 79.3 0.0 
17 589.6 0.0 0.0 3.2 
18 590.3 3.6 0.0 0.0 
19 670.2 0.0 0.0 3.4 
20 746.6 13.0 0.0 0.0 
21 850.1 0.0 0.0 2.0 
22 935.6 0.0 16.0 0.0 
23 964.5 2.2 0.0 0.0 
24 1043.2 0.0 0.0 0.1 
25 1176.0 0.0 0.0 0.8 
26 1240.8 0.0 0.0 1.7 
27 1251.8 1.1 0.0 0.0 
28 1304.0 0.0 0.0 0.0 
29 1340.9 0.7 0.0 0.0 
30 1387.8 0.0 0.3 0.0 

τ~%소 송소 Z 己1 랴 244.0 233.9 240.1 
u_모델 총 질량에 대한 %) (96.9%) (92.9%)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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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9 CEDM 유한요소 모델 절점좌표 및 절점변위 

절점번호 
절점좌표 (mrn) 절점변위 (mrn) 

X 좌표 Y 좌표 X 방향 Y 방향 Z 방향 
1 0 -110 0.00 0.00 0.00 

21 0 -68 0.00 0.00 0.00 
41 0 26 0.00 0.00 0.00 
61 0 15 0.01 0.00 0.01 
81 0 57 0.01 0.00 0.01 
101 0 99 0.02 0.00 0.02 
111 0 140 0.02 0.00 0.02 
121 0 181 0.03 0.00 0.03 
131 0 223 0.04 0.00 0.04 
141 0 264 0.06 0.00 0.06 
151 0 305 0.07 0.00 0.07 
161 0 346 0.09 0.00 0.09 
171 0 387 0.1 1 0.00 0.11 
181 0 429 0.13 0.00 0.13 
191 0 470 0.16 0.00 0.16 
201 0 511 0.18 0.00 0.18 
251 0 569 0.22 0.00 0.22 
301 0 627 0.26 0.00 0.26 
311 0 659 0.29 0.00 0.29 
321 0 690 0.31 0.00 0.31 
331 0 722 0.34 0.00 0.34 
341 0 753 0.37 0.00 0.37 
351 0 785 0.41 0.00 0.41 
361 0 816 0.44 0.00 0.44 
371 0 848 0.48 0.00 0.48 
381 0 879 0.52 0.00 0.52 
391 0 911 0.56 0.00 0.56 
401 0 942 0.60 0.00 0.60 
411 0 1,020 0.71 0.00 0.72 
421 0 1,098 0.83 0.00 0.84 
431 0 1,176 0.96 0.00 0.96 
441 0 1.254 1.09 0.00 1.09 
451 0 1,333 1.22 0.00 1.23 
461 0 1.411 1.36 0.00 1.36 
471 0 1,489 1.50 0.00 1.50 
481 0 1,567 1.64 0.00 1.64 
491 0 1,645 1.78 0.00 1.78 
501 0 1,723 1.92 0.00 1.92 
1001 -20 99 0.02 0.00 0.02 
1021 57 99 0.02 0.01 0.02 
1041 93 99 0.02 0.0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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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130 99 0.02 0.02 0.02 
1081 -166 99 0.02 0.03 0.02 
1101 203 99 0.02 0.04 0.03 
1121 -272 99 0.02 0.06 0.03 
1141 -341 99 0.02 0.08 0.04 
1161 -409 99 0.02 0.10 0.04 
1181 -478 99 0.02 0.12 0.05 
1201 -547 99 0.02 0.14 0.05 
2001 -203 110 0.02 0.04 0.03 
2011 - 203 169 0.04 0.04 0.05 
2021 -203 229 0.06 0.04 0.07 
2031 -203 288 0.08 0.04 0.10 
2041 -203 347 0.10 0.04 0.13 
2051 -203 407 0.12 0.04 0.15 
2061 -203 466 0.15 0.04 0.18 
2071 -203 525 0.17 0.04 0.21 
2081 -203 584 0.20 0.04 0.24 
2091 -203 644 0.22 0.04 0.27 
2101 -203 703 0.25 0.04 0.30 

표 3.5-10 CEDM 유한요소모델 보요소정보 및 요소내력 

요소 
보요소 절점 Intemal Force (N) Intemal Moment (Nm) 

번호 
Axial Shear Shear Bending Bending Twisting 
(F1) (F2) (F3) (Ml) (M2) (M3) 

1 l 21 876 1,943 2,068 1.910 1,900 285 
21 21 41 876 1.943 2,068 1.832 1,819 285 
41 41 61 875 1.943 2.068 1,755 1,739 285 
61 61 81 874 1,942 2,067 1,679 1.659 285 
81 81 101 873 1,940 2.066 1.603 1,580 285 
101 101 111 505 1.354 1,361 1.370 1,377 5 
111 111 121 503 1.353 1,361 1,315 1.322 5 
121 121 131 501 1,351 1,359 1,260 1,267 5 
131 131 141 499 1,350 1,357 1,205 1,211 5 
141 141 151 496 1,347 1,355 1,150 1.156 5 
151 151 161 493 1.344 1,352 1.095 1.101 5 
161 161 171 489 1,340 1,348 1,041 1,047 5 
171 171 181 485 1.335 1,343 987 992 4 
181 181 191 481 1.330 1,337 933 938 4 
191 191 201 476 1.323 1,330 880 884 4 
201 201 251 379 1.185 1,191 819 823 4 
251 251 301 371 1.172 1,178 752 756 4 
301 301 311 266 978 982 703 706 4 
311 311 321 264 973 977 672 676 4 
321 321 331 261 967 971 642 645 4 
331 331 341 258 961 965 611 615 4 
341 341 351 255 954 958 581 58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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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351 361 252 947 951 551 554 4 
361 361 371 248 938 942 522 525 4 
371 371 381 244 930 934 492 495 4 
381 381 391 241 920 924 463 466 4 
391 391 401 237 910 914 435 437 4 
401 401 411 226 882 887 386 388 4 
411 411 421 208 831 835 319 321 3 
421 421 431 188 771 774 257 258 3 
431 431 441 166 701 705 199 200 3 
441 441 451 143 622 626 148 148 2 
451 451 461 119 534 536 102 103 2 
461 461 471 94 435 436 64 65 1 
471 471 481 68 325 326 35 35 l 
481 481 491 41 205 205 14 14 1 
491 491 501 14 72 72 3 3 0 
501 101 1001 1.155 713 1.358 555 271 527 
1001 1001 1021 1.154 712 1.357 542 232 527 
1021 1021 1041 1,152 711 1,355 526 183 527 
104 1041 1061 1,151 707 1,354 510 134 527 
1061 1061 1081 1,149 702 1,352 495 85 527 
1081 1081 1101 1.147 696 1,349 482 38 527 
1101 1101 1121 27 118 62 23 12 0 
1121 1121 1141 21 107 55 16 8 0 
1141 1141 1161 15 88 45 9 4 0 
1161 1161 1181 9 61 30 4 2 0 
1181 1181 1201 3 24 12 l 0 0 
601 1101 2001 595 1.137 1,315 457 519 7 
2001 2001 2011 562 1.129 1.302 417 474 6 
2011 2011 2021 506 1,099 1.261 352 397 6 
2021 2021 2031 449 1,051 1,200 288 324 5 
2031 2031 2041 391 984 1,119 228 255 5 
2041 2041 2051 332 898 1,015 173 191 4 
2051 2051 2061 273 791 887 122 134 3 
2061 2061 2071 213 663 735 79 86 3 
2071 2071 2081 153 510 559 44 47 2 
2081 2081 2091 92 330 356 18 19 1 
2091 2091 2101 31 121 128 4 4 0 

표 3.5-11 CEDM 고정 점 반력 

반력 (N) 모벤 E 반력 (Nm) 
겸계절점 

Fx Fy Fz Mx My Mz 

1 1.943 875.9 2,068 1,941 284.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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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12 유한요소모델 보요소 정보 및 요소 내력 

요소 
보요소 절점 Internal Force (N) Internal Moment (Nm) 

Axial Shear Shear Bending Bending Twisting 
번호 (Fl) (F2) (F3) (M1) (M2) (M3) 

1 1 21 840 2.613 2.888 1,918 1,894 541 
21 21 41 840 2,612 2,888 1,815 1,782 541 
41 41 61 840 2,611 2,888 1,713 1,671 541 
61 61 81 840 2.609 2,886 1,612 1.562 541 
81 81 101 839 2,606 2 잃4 1,512 1,454 541 
101 101 111 99 1.093 1.110 1,038 1.051 9 
111 111 121 99 1,092 1,109 996 1,008 9 
121 121 131 98 1.090 1.107 954 965 9 
131 131 141 98 1,088 1.105 912 923 9 
141 141 151 97 1,085 1.102 871 881 9 
151 151 161 96 1.081 1.098 830 839 9 
161 161 171 96 1,076 1,093 790 798 9 
171 171 181 95 1,071 1,088 750 758 9 
181 181 191 94 1,065 1.081 711 718 9 
191 191 201 93 1,057 1.074 673 679 9 
201 201 251 73 916 929 629 634 9 
251 251 301 72 905 917 581 585 8 
301 301 311 50 747 753 545 549 8 
311 311 321 49 744 749 522 526 8 
321 321 331 49 740 745 499 502 8 
331 331 341 48 736 741 476 479 8 
341 341 351 47 732 736 453 456 8 
351 351 361 47 727 731 430 433 8 
361 361 371 46 721 725 408 411 8 
371 371 381 45 715 719 386 388 8 
381 381 391 45 708 712 364 366 8 
391 391 401 44 701 705 342 344 7 
401 401 411 42 682 686 304 306 7 
411 411 421 38 645 649 253 255 7 
421 421 431 34 602 606 205 206 6 
431 431 441 30 553 556 160 161 5 
441 441 451 26 495 497 120 120 5 
451 451 461 22 428 430 84 84 4 
461 461 471 17 353 354 53 53 3 
471 471 481 12 268 268 29 29 2 
481 481 491 7 172 171 12 12 l 
491 491 501 2 63 61 3 2 0 
501 101 1001 2.229 820 2.578 1,069 515 1,001 
1001 1001 1021 2,227 820 2,577 1.047 442 1,001 
1021 1021 104 2,224 818 2.574 1,018 348 1,001 
1041 1041 1061 2,221 815 2,571 990 254 1,001 
1061 1061 1081 2,218 810 2,567 962 16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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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1081 
1101 1101 
1121 1121 
1141 1141 
1161 1161 
1181 1181 
601 1101 
2001 2001 
2011 2011 
2021 2021 
2031 2031 
2041 2041 
2051 2051 
2061 2061 
2071 2071 
2081 2081 
2091 2091 

경계절점 

절점번호 

1 
21 
41 
61 
81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51 

1101 2,215 803 2,562 934 73 
1121 51 139 123 27 24 
1141 39 123 109 18 16 
1161 28 99 88 10 9 
1181 17 67 60 4 4 
1201 6 26 23 1 1 
2001 658 2.196 2,497 881 987 
2011 620 2.182 2.471 805 899 
2021 556 2.125 2,394 677 755 
2031 492 2.031 2.280 554 616 
2041 428 1.900 2.125 438 484 
2051 363 1.730 l.928 330 363 
2061 298 l,;)2_Q 1,686 233 255 
2071 232 1.268 1.398 150 163 
2081 166 971 1,062 82 89 
2091 100 625 678 34 36 
2101 33 227 243 7 8 

표 3.5-13 CEDM 고정점 반력 

Fx 
2,613 

반력 (N) 

Fy 

839.7 
Fz 

2,888 
Mx 

1,951 

모멘트 반력 (Nm) 

My 

541 

표 3.5-14 유한요소모델 절점좌표 및 절점변위 
절점좌표 (rnm) 절점변위 (rnm) 

1.001 
0 
0 
0 
0 
0 
13 
13 
12 
10 
9 
8 
7 
6 
4 
3 
1 

Mz 

1,970 

X 좌표 Y 좌표 X 방향 Y 방향 Z 방향 
0 110 0.00 0.00 0.00 
0 68 0.00 0.00 0.00 
0 26 0.00 0.00 0.00 
0 15 0.01 0.00 0.01 
0 57 0.01 0.00 0.01 
0 99 0.02 0.00 0.02 
0 140 0.02 0.00 0.02 
0 181 0.03 0.00 0.03 
0 223 0.04 0.00 0.04 
0 264 0.05 0.00 0.05 
0 305 0.06 0.00 0.06 
0 346 0.07 0.00 0.07 
0 387 0.09 0.00 0.09 
0 429 0.10 0.00 0.10 
0 470 0.12 0.00 0.12 
0 511 0.14 0.00 0.14 
0 569 0.17 0.00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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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0 627 0.20 0.00 0.20 
311 0 659 0.22 0.00 0.22 
321 0 690 0.24 0.00 0.24 
331 0 722 0.26 0.00 0.26 
341 0 753 0.28 0.00 0.28 
351 0 785 0.31 0.00 0.31 
361 0 816 0.33 0.00 0.33 
371 0 848 0.36 0.00 0.36 
381 0 879 0.39 0.00 0.39 
391 0 911 0.42 0.00 0.42 
401 0 942 0.45 0.00 0.45 
411 0 1.020 0.53 0.00 0.54 
421 0 1,098 0.62 0.00 0.63 
431 0 1,176 0.72 0.00 0.72 
441 0 1,254 0.81 0.00 0.82 
451 0 1,333 0.91 0.00 0.92 
461 0 1,411 1.02 0.00 1.03 
471 0 1,489 1.12 0.00 1.13 
481 0 1,567 1.23 0.00 1.24 
491 0 1,645 1.33 0.00 1.34 
501 0 1.723 1.44 0.00 1.45 
1001 - 20 99 0.02 0.00 0.02 
1021 -57 99 0.02 0.01 0.02 
1041 -93 99 0.02 0.02 0.02 
1061 130 99 0.02 0.03 0.03 
1081 -166 99 0.02 0.05 0.03 
1101 -203 99 0.02 0.06 0.04 
1121 -272 99 0.02 0.10 0.05 
1141 -341 99 0.02 0.13 0.06 
1161 409 99 0.02 0.17 0.07 
1181 • 478 99 0.02 0.20 0.09 
1201 547 99 0.02 0.24 0.10 
2001 -203 110 0.02 0.06 0.05 
2011 -203 169 0.05 0.06 0.08 
2021 203 229 0.09 0.06 0.13 
2031 -203 288 0.13 0.06 0.17 
2041 203 347 0.17 0.06 0.22 
2051 - 203 407 0.21 0.06 0.27 
2061 -203 466 0.25 0.06 0.32 
2071 -203 525 0.30 0.06 0.37 
2081 203 584 0.35 0.06 0.42 
2091 -203 644 0.39 0.06 0.48 
2101 - 203 703 0.44 L • 0.06 0.53 

-481-



표 3.5-15 조건별 이탈가속도 및 총 이탈시간 (설계조건) 

인출력 CEA 가동질량 조건 M1 가통질량 조건 M2 
조건 총 인출력 이탈 가속도 총 이탈시간 이탈 가속도 총이탈시간 

A1 16.87kN 17.6rrνS2 (1 .8 G) 0.278 s 169m!S2 (17.2 G) 0.090 S 
A2 17.52kN 18.3rrνS2 (1 .9 G) 0.273 S 175m!S2 (17.9 G) 0.088 S 
B1 7.69kN 8.Om/s2 (0.8 G) 0.412 s 77m!S2 (7.8 G) 0.133 S 
B2 8.34kN 8.7m/s2 (0.9 G) 0.396 s 83m!S2 (8.5 G) 0.l28 S 

표 3.5- 16 조건별 이탈가속도 및 총 이탈시간 (제작오차 및 조사열화 고려) 

인출력 CEA 가동질량 조건 M1 가동질량 조건 M2 
조건 효 2f:. O 나1 걷 ~ 려 「 이탈 가속도 총이탈시간 이탈 가속도 총이탈시간 

A1 16.96 kN 17.7m!S2 (l.8 G) 0.277 S 170m!S2 (17.3 G) 0.090 S 
A2 17.57 kN 18.3m!S2 (l.9 G) 0.273 S 176m!S2 (17.9 G) 0.088 S 
B1 7.78 kN 8.1m/s2 (0.8 G) 0.410 S 78m!S2 (7.9 G) 0.l32 S 
B2 8.39 kN 8.7rrνS2 (0.9 G) 0.394 S 84m!S2 (8.6 G) 0.127 S 

표 3.5-17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 모텔 

지지구조물 지지구조물 모텔 l 지지구조물 모델 2 
7J-서 。5::.ι:~ (제어봉구동장치 상단 부착) (위치지시기 하단 부착) 

조건 1 l.OE+04N/m l.OE+04N/m 
조건 2 1.0E+05N/m 1.0E+05N/m 
조건 3 5.0E+05N/m 5.0E+05N/m 
조건 4 l.OE+06N/m 1.0E+06N/m 
조건 5 5.0E+06N/m 5.0E+06N/m 
조건 6 Infinite In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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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8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 모델 및 강성별 고유진동수 해석결과 

Model 
7Jλ 。게 모드별 고유진동수 [Hz] 
조건 1 2 3 4 5 6 7 8 9 10 

l 25.3 25.3 46.6 49.2 94.1 94.5 159.9 195.5 250.1 252.8 
2 25.6 25.6 46.6 49.2 94.2 94.7 159.9 195.5 250.2 252.8 

Model 3 26.9 26.9 46.6 49.2 95.0 95.4 159.9 195.6 250.5 253.1 
4 28.3 28.3 46.6 49.3 95.9 96.3 159.9 195.6 250.9 253.5 
5 36.1 36.1 46.6 49.3 103.2 135.5 159.9 196.0 254.0 256.3 
6 46.5 49.0 55.2 55.7 159.4 176.7 187.5 208.8 36l.3 369.4 
1 25.6 25.6 46.6 49.3 94.1 94.5 159.9 195.5 250.2 252.8 
2 28.4 28.4 46.7 49.3 94.6 95.0 159.9 195.5 250.5 253.1 

Model 3 37.5 37.5 47.2 49.9 96.8 97.2 159.9 195.6 252.1 254.6 
2 4 43 .4 43.9 49.4 5l.7 100.0 100.3 159.9 195.7 254.0 256.5 

5 45.7 47.9 67.5 68.4 127.0 127.2 160.0 196.7 271.5 273.3 
6 45.9 48.2 75.8 76.6 159.7 184.5 193.3 206.5 360.8 369.0 

No Support 25.3 25.3 46.6 49.2 94.1 94.5 159.9 195.5 250.1 252.8 

표 3.5 • 19 제어봉구동장치 지지구조물 모델 및 강성별 동하중에 대한 반력 
해석결과 

반력 

Model 강성조건 
수평반력， F1 [N] 수직반력， F2 [N] 모멘 E 반력， M2 [Nm] 

1 3446.4 382.7 2353.2 
2 3426.6 393.0 2326.6 

Model 3 3343.3 383.1 2215.5 
1 4 3249.1 391.9 2099.3 

5 2833 .1 388.3 1631.3 
6 2297.7 342.7 996.0 
1 3453.8 389.2 2353.6 
2 3497.2 392.5 2329.1 

Model 3 3635.4 403.4 2265.8 
2 4 3718.1 400.9 2227.8 

5 3750.4 441.8 2033.6 
6 3621.5 420.6 1907.4 

No Support 3448.6 382.8 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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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0 연결부 A에 영향을 주는 부품 및 무게 

-t「j 1 iEf「 무 게 (kg) 1 trj1 ET츠 

까~템모터 집합체 63.0 W2 

배기장치 집합체 9.1 W2 

수직베벨기어 집합체 및 압력용기부 18.6 W2 

수평베벨기어 집합체 및 압력용가부 10.8 W1 

표 3.5-21 작용하중에 따른 응력해석 결과 

응력 하중， N,m 응력， MPa 

자중에 의한 y 방향 전단응력 V W1+W2 1015.0 0.7 

자중에 의한 -y 방향 굽협응력 MAz (W1+W2)xd1 148.2 2.7 

x 방향 동하중*에 의한 굽힘응력 MAz W2x(d1+d2) 460.8 8.5 

z 방향 동하중*에 의한 비틀림 응력 TAX W2xd2 328.3 3.0 
* 단위 동하중(1g)이 작용하는 경우임 

표 3.5-22 STS430 및 STS403의 기 계 적 특성 비 교 

항목 STS430 Modified S TS403 

Cr 함량(%) 17.25-18.26 11.5-13 

인장강도(ksi) 65 70 

항복강도(ksi) 35 40 

응력 강도(ksi) at 7000 F 18.5 21.2 

표 3.5-23 CEA연장봉집합체 링크체결 스프링 선정 검토 결과 

소재지름 
초기변형시 추가변형후 

스표링 
까、쓰링 추가변형 필요장착 

전단응력 전단응력 권수 외경 후 하중 길이 
(mm) 

(kgf/mm2) (kgf/mm2) 
지수 

(mm) (N) (mm) 
2.0 90.45 95.52 100.0 8.00 18.0 158.4 250 

2.5 48.31 59.31 60.0 6.40 18.5 184.2 200 

3.0 33.27 60.08 21.0 6.30 22.0 270.9 100 

3.5 21.71 59.53 18.0 5.40 22.5 41 1.3 100 

4.0 14.79 59.91 19.0 4.60 22.5 607.5 120 

5.0 7.89 51.86 30.0 3.50 22.5 985.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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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4 스프링 설계 결과 

소재지름 (d) 3 mm 
권수 (n) 21 
좌권수 상하 각1 

외경 (Do) 22 mm 
내경 (Di) 16 mm 

스표링 상수 (k) 5256 N/m 
스죠링 지수 (C) 6.3 
Wahl수정 계수 (K) 1.24 

장착 시 

shear stress 33.27 kgf/mm2 

23mm추가변형 시 

60.08 kgf/mm2 

장착 변형량 28.5 mm 
장착하중 150 N 

23mm 추가 변형 후 하중 271 N 
Solid Height 69 mm 
자유 길이 128.54 mm 
장착 길이 100 mm 
변형 여유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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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시험 
시험명 세부항목 

초기목표 시험의 SAR 
τ닝!:"f 곤r 

결과 달성여부 적합성 
부족한 점 및 대책 

。님1 려 「

。 A 랩선모터 항/ - 성능시험전후의 권선저항율변화 위치 

권 저 절연 0.5% 이하 달성 ~ 송 님 지시기 
저항 절연상태양호함 구동성 

o 권 전자선석저항 권/절선연의 - 성능시험전후의 권선저항율변화 
1% 이하 ~λ 。내 적합 

저항 - 절연상태양호함 
- 영구자석의 자속밀도측정시 

o 위영치구지자기석용의 - 성능시험전후의 약간의 위치변동에 따라 측정 

자속밀도 최대자속밀도변화가 약 20% 감소 ~λ 。4 적합 
고 값착이형 쉽으게로하 변는동됨 경우 (센가서 재현성이 

시험 전후의 우수함) 
성능 「닙-f IIT 등 「츠 A~ -설부계 제치작에된 링 비 상 9해부4스 내프부링스의프링 < i 9L 링상수가 시험 스죠의형충상였 스수으스페를으프이로링 보서의충를하 장기착하 위해여 및 검사 o 완충A 효령의 외 스고 .6%, 병 렬조합 7 961%.83, % 

.::λ-‘ 표 ~ λ 。l스 l 정도 작음. 일부달성 적합 추시상부험가하완 링 정확한 거동을 
- 성능시험후의 스고령상수변화율은 관찰할 수 없음 
최 대 1.13%로서 매 우 작음. 

o 베벨기어 
이상마모 없음 달성 적합 

이상마모 

o 과다부식 부품 과다부식 부품 없음 일부달성 적합 
부 과품다부 전식체부에품 묻은어 없있으는나 검 내은부 
가루의 근원 불확실 

0 구조변경 부품 구조변경부품 없음 달성 적합 

0 스크류-연결봉 
조립성 좋지 않음 일부달성 적합 

λ크류-연결봉 조립성 개선 
조립성 펼요 

표 3.5-25 제어봉구동장치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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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계속) 

시험 
시험명 세부항목 

조기목표 시험의 
τ님ErT Er 결과 부족한 점 빚 대책 

SAR 
달성여부 적합성 이려 

성;시험전후， 내A 효령 E 약 8% , 
님「 

해제 A 효령 외 A 효령은 약 2.5% , 병렬조합의 ~λ 。} X-}1 ) ijL 

경우 약 0.5%의 차이를 보임. 

20mm당 0.2V 증가 
위치지시기 - 하강시 소요시간이 계산치에 비해 달성 ~̂ i;J.-

약 17% 초과됨 
,'t! 

한계〈위치 정상 작동 확인 달성 적합 

전자석 
이동앵커이격시 전류값 0.66A 

(정 격 전류=2.3A) 
~λ 。4 적합 

정격전류 3.4A는 추력이 부족함을 - 정격은 3.4A/250kgr 이나 구동시 

까‘랩모터 
확인. 동력전달계통의 마찰계수가 

λ。4 느 。:
설계예상치보다 크게 평가됨. 일부달성 적합 

4.0A 이상으로 상향 조정 펼요 

시험 
기능시험 - 고정자 및 회전자의 상대위치가 

- 고정자 및 회전자의 상대위치를 

변동되어 긁힘자국 발생 
고정할 수 있는 링 추가 

신호선과 동력선의 분리 미흡으로 

초음파센서 
인한 잡음대 신호비가 불량 - 신호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 g. 
- 초음파신호 Calibration의 일부달성 。] .!:!..:;셔 융L 

미흡으로 정확한 target 신호 분리의 
2 , ".., B 대체센서 개발 필요 

어려웅 
---커 

- 냉각기 입출구온도 측정위치 
부적합 

냉각기 
- 최하단 볼베어링부 유체온도가 

일부달성 
- 대류에 의한 열전달 영향이 큼 -

규정치를 초과하는 조건 발생 
。1 닙 ̂ ~융L 대류열전달을 줄일 수 있는 기계구조 2 ,".., B 

설계 필요 
- 필요에 따라 보일러모사루효의 
온도를 조절하여 시험을 수행 

표 3.5-25 제어봉구동장치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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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5 제어봉구동장치 검증시험 결과 평가 (계속) 

시험 
시험명 세부항목 결과 

초기목표 시험의 
부족한 점 및 대책 

SAR 
긴tirT E「E 달성여부 적합성 。t1} 려 -, 

초기낙하시험 
- 정상 낙하 확인 

달성 적합 
- 낙하시간 약 3.8초 

볼스크류 지지 볼베어링 및 
상옹낙하시험 낙하 불가 상태 발생 시작 일부달성 적합 베벨기어 지지 볼베어링의 
인출거리별 

총 155회중 5회 실패 일부달성 ~효 닙L 파손에 의해 동력전달계통에 낙하시간 
낙하시험 낙하시험 대 거리 

- 낙하상태 불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곡선 

성능시험 - 내부 마찰력증가로 인한 λ랩모터 - 고하중 수윤활 볼베어링의 
고온낙하시험 일부달성 z「4 i 닙~l. 개발 필요 

추력 부족으로 이송이 원활하지 않 

f。5「

수명시험기간까지 종 3349m 운전， 
수명시험 내부에 문제 발생하여 더 이상의 달성못함 ~~ 닙~l. 상동 운전거리 

운전 불가 

내구한도시험 내부 부품의 문제로 추가 운전 불가 달성못함 ~~ 닙L 상동 

o 전도방사시험 - 전도방사시험 CE102 기준치 초과 - 제어기와 케이블의 방사， 복사에너지‘ 

환경시험 EMI 시험 o 전도내성시험 - 전도내성시험 CSl16 기준치 초과 
일부달성 

λ。} t:J-!f-흐 1E￡ 내성을 증가시키는 차폐장치 필요 
o 복사방사시험 - 복사방사시험 RE102 기준치 초과 ~~ 닙L - 일부 시험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o 복사내성시험 - 복사내성시험 RS103 기준치 초과 차폐실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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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Graph delay time = 0 seconds 
At 100% insertion, Drop Time = 5.67 seconds 

UNACCEPTABLE 

ACCEPTABLE 

6.0 5.5 5.0 4.5 4.0 2.5 3.0 3.5 

TIME [sec) 

2.0 1.5 1.0 0.5 
nU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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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거리 시간 한계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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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제어봉집합체 그림 



배기정치 

배기장치 집합뼈 

상부압력용기징합처| 

위치지시기집합처| 

위치지시기용 

영구자석 

부완종장치 

고정앵커 

긴급삽입장치한계 

스훌라인 

허부압력용기집함처| 

그림 3.5-2 제어봉구동장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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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장치 

스템모터 

그림 

상부압력용기 집합체 

전자석 

긴급삽입장치 

한계스위치 

CEOM 냉각기 

/ 

안내관 

해제스프링 집합체 

연장봉 집합체 

3.5-3 제어봉구동장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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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V，κ S/，뻐μ ulf/r 
ao JQ f(lðV fJJr sr뻐i 

1 1 fIÇlfl 

φ 

11￥fR L/Hff S'tIIrCH 
l i>>M 

WV[R L/H/T S'tIJπH 

'ilM 

그림 3.5-4 RSPT형 위치지시기 
분압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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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축 

내부축 

체결스프링 

뺑좋 
그림 3.5-5 연장봉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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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A’ 

Section B-B’ 

그림 3.5-6 연장봉집합체와 하부제어봉집합판의 체결구조 

(1) (2) 

(3) (4) 

그림 3.5-7 연장봉집합체와 하부제어봉집합판과 
의 체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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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고정1J 

x 

그림 3.5-8 제어봉구동장치 구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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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압력용기 칩힘처| 

g자석권션 

고정용커 

이동앵커 

톨뼈어링 



SM 
Side 

R[C[PTACL[ : 

B 째또[= r 

C PHASE L-c-

D 뼈S[亡 t 
LITTDN PART NUMB[R 
CIROεRG-2o.-7S 

90. ‘ ANGL[ PLUG : 
LITTDN PART NU，뼈I[R 

、、 CIRo.8r -2o.-7P 

그림 3.5-9 스랩모터 커넥터 사양 

R[C[PTACL[ : 
LlTTDN PART NUMB[R 
CIRo.2RG-2o.-7S 

EM 
Side 

A P써또 L그 

90 ’ ANGL[ PLUG : 
LlTTDN PART NUMB[R 
CIR08F -20-7P 

B 뼈또〔 -
N.C 

N,C 

N.C 

N.C 

N.C : Not Connected 

그림 3.5-10 전자석의 커넥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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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ner connect join 
SMRS-l (스 템모터 회전감지센서J CH1) 

SMRS-2 (스 템모터 회전감지센서J CH2) 

QULS-l(긴급삽입장치 상부한겨|스위치J CH1) 

QULS-2(긴급삽입장치 상부한계스위치J CH2) 

QLLS-l(긴급삽입장치 하부한계스위치J CH1) 

QLLS-2(긴급삽입장치 하부한계스위치J CH2) 

‘ 
•! 

•! 

녘
 
‘ ‘ 

A 1 point 
A2 point 

Cl point 
C2 point 

81 point 
82 point 

그림 3.5-11 초음파센서 연결 사양 

터 
亡j E그 를- 仁그 

.'‘ 

D 

B 

l 주 )1 

그림 3.5-12 스랩모터 상여자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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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D 

Phase C 

Phase B 

Phase A 

그림 3.5-13 스랩모터 권선의 상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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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제어봉구동장치 주요부 치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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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세도며 

위치지시기 

亡:> 스댐모터 두~ 

(b)‘개략모형 

x 

그림 3.5-15 제어봉구동장치 형상단순화를 통한 개략모형 및 비모델 개발 
(c)' 보모댈 

-

-‘ ‘ , ‘ ----

‘ ‘ ‘ ‘ ‘ , , --

mode I mode2 mode5 

그림 3.5-16 제어봉구동장치 고유진동모드 해석결과 

\ 
、

~、、

mode4 

-500-



.. ‘ 
”‘ 
‘·‘ 
.’‘ 
“‘ 
‘u 
.., 
‘ .. 
“ 
‘u 

.. ‘ 
i ’‘ ". 
”‘ ”‘ "‘ ’‘ 、vl ”‘ '" . u ,.‘ 

~ . ’" .. ‘ 
‘i ‘ ‘ •• 
‘’‘ 

• CI 
Y 

zλ) 
“ .c 
‘ 

그림 3.5- 17 CEDM 형상도면과 3차원 유한요소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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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1.0 10.0 100.0 
Frequency [Hz] 

그림 3.5-18 X 방향 SSE 웅답스펙트럼 (감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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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1.0 10.0 
Frequency [Hz] 

100.0 

그림 3.5- 19 Y 방향 SSE 웅답스펙트럼 (감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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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1.0 10.0 
Frequency [Hz] 

100.0 

그림 3.5-20 Z 방향 SSE 웅답스펙트럼 (감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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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응21 통서 방향 BLPB 웅답스펙트럼 (감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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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 감쇠 진동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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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9 스랩모터 연결부(위치 A) 단면 

그림 3.5-30 스랩모터 내부의 
자성재료 

공기 

그림 3.5-31 전자석 내부의 자성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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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33 스랩모터 자성재인 STS430!M403 사용시 토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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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 전자석 자성재인 STS430/M403 사용시 추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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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5 스프링 적 용 부위 

그림 3.5-36 연장봉집합체 체결부위의 하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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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7 수직하중을 받는 트러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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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8 연장봉집합체 체결 구조의 자유물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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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9 절점 l 핀의 하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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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절점 2 핀의 하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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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섬핵설계 

3.6.1 설계기준 

핵연료 및 반웅도제어계통의 핵설계기준에 대하여 3.6.1.1절부터 3.6.1.10절에 걸쳐 

기술하였다. 

3.6.1 .1 잉 여 반용도 

주기별 잉여반웅도는 핵연료 및 가연성 흡수물질의 연소특성과 요구 주기연소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요구 주기연소도는 운전부하율 예상계획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3.6.1.2 노심의 설계주기 길이 및 핵연료 교체계획 

노심의 설계주기 길이와 핵연료 교체계획은 대략 690EFPD를 주기로 하여 매 교체 

시마다 전체 핵연료를 교체하는 것에 근거한다. 

3.6.1 .3 음의 반웅도 궤환효과 

출력운전 영역에서 노심 고유의 즉발궤환효과 (핵연료 온도계수， 감속재 온도계수 

및 감속재 압력계수)는 총체적으로 급격한 반응도의 증가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 이러한 음의 반응도 궤환효과는 기술규칙 제 18조를 만족한다. 

3.6.1.4 반응도계수 

각종 반응도계수 계산치는 3.6.1 .3절에 기술된 대로 반응도 궤환효과에 의하여 전체 

적으로는 음의 값이어야 한다는 설계기준에 부합된다. 또한 가상사고 및 예상운전 

과도사건의 해석에 적용되어 그 결과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보이게 된 

다 

3.6.1 .5 가연성 흡수물질의 요건 

설계에 의해서 제공되는 가연성 흡수물질의 반응도 제어능은 노심의 잉여반응도를 

억제하여 제어봉의 삽입으로 노심을 충분히 미임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516-



3.6. 1.6 안정도 기준 

제논에 의한 출력분포의 진동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 

과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원자로계통과 계측제어계통은 제논에 의한 

출력분포의 진동을 감지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원자로 및 관련계통은 

출력 준위의 진동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된다. 이 설계기준은 기술규칙 제 19조를 만 

족한다. 

3.6.1 .7 최대 제어반응도 삽입률 

원자로심， 제어봉집합체， 그리고 원자로제어계통은 정상운전과 가상 반응도 사고 

시， 반웅도 삽입양과 삽입률로 인하여 아래의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1)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 초과 

(2)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손상 

(3)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기능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노섬 및 원자 

로내부구조물의 파괴 

이 설계기준은 3.6.1.10절에 기술된 설계기준과 함께 기술규칙 제26조를 만족한다. 

3.6.1.8 출력분포 제어 

노심출력분포는 여타의 노심운전변수와 연계하여 운전제한조건을 위배하지 않도록 

제어된다. 운전제한조건과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4.2절에 기술된 안전해석에 근거 

를 두고 있으며，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와 다른 요건들이 사고 시에도 초과되지 않 

도록 한다. 이 설계기준은 3.6. 1. 1절에 기술된 설계기준과 함께 기술규칙 제17조를 

만족한다. 

3.6.1 .9 잉여 제어봉가 (고착 제어봉 기준) 

모든 운전조건에서 최대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삽입이 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임계 위치에 있던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에 완전히 삽입됨으로써 이용 

가능한 총 반용도는 상온 미임계상태로 노심이 냉각되고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정 

지반웅도 요구량을 고려하여도， 양의 잉여 제어능을 갖는다. 이러한 잉여 반응도 

설계기준은 기술규칙 제28조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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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l0 제 어 봉집 합체 최 대 구동속도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구동속도는 3.6.l .7절에서 기술된 최대 제어반응도 삽입률 설 

계기준에 일치한다. 

3.6.2 설계해석 

3.6.2.l 핵설계 개요 

이 절에서는 노심의 핵적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 노 

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설계 변수에 대하여 기술한다. 표 3.6-1과 표 

3.6-2 및 그림 3.6-1과 그림 3.6→2에는 주요 핵설계 특성을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제시된 변수 및 여타 변수의 설계제한치는 관련된 절에 기술되어 있다. 

SMART 연구로 노심은 단일배치 장전모형으로 노섬 내의 핵연료집합체들은 핵연 
료집합체 내의 가연성 흡수물질 종류에 따라 A, B 및 C 타입의 3가지 형태로 구분 

된다. 

SMART 연구로 노심에 대한 핵연료 장전모형 핵연료 농축도와 가연성 흡수물질의 
배치도를 그림 3.6-1과 그림 3.6-2에 보여 주고 있다. 노섬은 3분의 1 대칭을 이루 
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3분면만을 보여 준다. 

표 3.융1은 SMART 연구로 노심의 노심평균 농축도， 노심 연소도， 플루토늄 생성 
량， 지발중성자 비율， 중성자수명 및 제어봉 임계위치를 보여 준다. 

저온 영출력， 평형제논과 사마리움이 있는 고온 전출력 상태와 관련한 노심의 유효 

증배계수 자료들은 표 3.6-2에 제시되어 있다. 

3.6.2.2 출력분포 

3.6.2.2.l 개요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을 때는， 출력분포와 냉각재 조건은 4.2절에서의 안전해석에 

의해 확인된 운전제한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제어된다. 위의 안전해석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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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와 출력분포 그리고 출력분포 결정의 불확실도와의 상관관계를 합당하게 

고려하여 수행한다. 

출력분포 제어는 제어봉집합체를 이용한다. 제어봉집합체 오작통과 같은 부적절한 

상태가 운전여유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핵연료설계제한치까지 운전여유도가 

감소하면 원자로보호계통은 원자로 운전을 정지시킴으로써 허용 핵연료설계제한치 

가 초과되는 것을 방지한다. 

3.6.2.2.2 출력분포에 대한 핵설계제한치 

여기에 언급된 출력분포의 설계제한치는 설계 과정에서 설계입력으로 그리고 4.2절 

에서 기술된 안전해석의 초기조건으로 사용된다. 

출력분포에 관한 설계제한치는 다음과 같다. 

(1) 3차원 열속첨두계수인 Fq의 제한치는 전출력 상태에서 3.386이다. 이 

값은 안전해석의 초기조건으로 가정한 반경방향 첨두계수 1.706과 축방 

향 첨두계수 1.985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저출력 상태에서는 보다 큰 

3차원 열속첨두계수 값이 허용된다. (3차원 열속첨두계수는 기술지침서 

에는 첨두 선출력밀도에 근거한 출력운전한계로서 반영된다. ) 

(2) 설계한계 임계열속비 1.30 까지의 열적 여유도 (3.7절에 기술된 임계 열 
속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됨)는 예상운전 과도 상태를 수용하기에 충 

분하며， 다음을 포함한 여러 변수의 함수이다. 

(가) 냉각재 조건 

(나) 축방향 출력 분포 

(다) 축방향으로 적분된 반경방향 첨두계수 (Fr); 이는 연료봉 반경 

방향 핵적인자 혹은 연료봉 반경방향 첨두계수라 한다. 

(3) 전출력운전을 위한 제한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해석에서 가정한 냉각재 조건 

(나) 반경방향 첨두계수의 설계제한치 1.706 

이러한 설계제한치 내에서 운전의 가능성은 3.6.2.2.3절과 3.6.2.2.4절에 기술되어 있 

다. 

-519-



예상 출력분포 3.6.2.2.3 

그림 3.6-14, 

3.6-20에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는 그림 3.6-3부터 

3.6-15부터 

SMART 연구로 노심에서 

그림 

나타나 있다. 이 출력분포는 주기 전반에 걸쳐 전출력 운전시 예상되는 상태를 모 

사하고 있다. 정상운전 중에도 제어봉집합체의 삽입이 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지 

며 그림에 나타난 출력분포들이 주기전반에 걸친 예상 출력분포가 된다. 

그림 느
 」

포
 

분
 

려
 「

-
줄
 

하
。
 

바0
 

-
죽
 

, 제어봉 임계위치에서의 그리고 

예상 핵연료집합체별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가 

열속첨두계수와 반경 

=-
걷! 배치이므로 후속주기에서도 

3.6→3부터 

SMART 연구로 노심은 단일 

3.6-8의 그림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다. 

그림 력분포가 같다. 

이는 후속 주기에서 3차원 

방향 첨두계수에 대한 설계제한치가 만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료봉 건전성 

핵연료집합체 내의 상세한 반경방향출력분포는 그 집합체의 

연소도， 그리고 제어봉집합체의 삽입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임계열속 계산에 사용될 정규화된 집합체 출력분포를 그림 3.6-21에 제시하고 있다. 

내에서의 위치와 

기술되는 3.7절에서 

노심 

출력분포 계산에 대한 정확도는 3.6.3.1 .2절 나)에 기술되어 있다. 핵연료집합체 내의 

출력분포 관련 허용치와 불확실도 3.6.2.2.4 

기술된 선출력멸도를 3.6.2.2.2절에 두
 

’ 처
 口

예상 출력분포와 

있어서 유의해야 

평가된 노심의 

설계제한치와 비교함에 

분석으로 

노심분석의 

노섬보호계동의 

(보통 3%)와 선출력밀도 측정의 불확실도(15%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를 고려한다 

상태에서의 

관련된 

불확실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설도는 출력준위 

열속첨두계수와 할 사항은 3차원 

불확실도 (10%)와 노섬보호계통의 

평가치의 불확실도 

설계목표치로 

측정의 

열속첨두계수는 2.60을 최대 3차원 

선출력밀도 두
 
’ 쳐

 
D 

전출력 따라서， 고온 

사용한다. 

출력분포 예상치와 제한치의 비교 3.6.2.2.5 

평형 제논 임계상태에서 예상되는 최 

여유가 있다 

분석에서도 3차 

고온 전출력 언급한 바와 같이 3.6.2.2.3절에서 

충분한 

노심의 

3.6.2.2.4절의 설계목표치에 

전혀 없는 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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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열속첨두계수는 2.30으로 설계목표치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고온 전출력 평형 

제논 임계상태에서의 반경방향 첨두계수의 최대값 1.44와 제논이 전혀 없는 전출력 

노심의 분석결과인 1.51은 3.6.2.2.2절의 반경방향 첨두계수 설계제한치 1.706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3.6.2.3 반응도계수 

반응도계수들은 노심의 반응도가 핵연료와 감속재의 상태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나타내 준다. 이 절에서 제시되는 자료 및 이와 관련된 표나 그림들은 

여러 가지 운전 및 사고 조건에서 반응도계수들이 어떤 범위의 값을 갖는지를 나타 

낸다. 표 3.6-3은 SMART 연구로의 노심 반응도계수와 4.2절의 안전해석에서 사 
용된 값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절히 보수 

적인 반응도계수 값들을 사용한다.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반응도계수들은， 3.6.3.1 .2 
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반웅도계수에 대한 불확실도와 여타의 보수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절에 제시되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 외의 다양한 경우에 

대한 반응도계수는 표 3.6-4에 나타나 있다. 

반웅도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3.6.3.1 .1절에 기술되어 있다. 3.6.2.3.1절에서부 

터 3 .6.2.3.7절까지에서 제시하는 모든 자료는 3차원 3분의 l 노십 모델로 계산한 것 
이다. 반응도계수 계산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 핵종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고 중성자 가중 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계산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서는 3.6.3. 1.2절에서 기술한다. 

3.6.2.3.1 핵연료 온도계수 

핵연료 온도계수는 단위 핵연료 온도변화에 따른 반웅도의 변화로 정의된다. 핵연 

료 온도의 변화는 열중성자 및 열외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의 반응률에 영향을 마 

친다. 열외 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는 핵연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명흡수영역 

이 확대되는 이른바 도플러효과가 반응률 변화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므로 핵연료 

온도상승에 따른 중성자 흡수율의 증가는 핵연료 온도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게 한 

다. 열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핵연료의 산란 특성 변화로 인 

하여 열중성자 스펙트럼이 변하고 이는 다시 반응률의 변화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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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 경수로의 핵연료에는 23RU과 240pU 같은 강한 공명 영역 흡수체를 포함하고 있 

으므로， 도플러 효과로 생기는 핵연료 온도계수의 크기는 열외중성자 에너지 영역 

에서의 도플러효과에 의한 부분이 열중성자 영역의 효과에 비하여 10배 이상 크다. 

그림 3.6-22는 핵연료 온도에 따른 핵연료 온도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3.6.2.3.2 감속재 온도계수 

감속재 온도계수는 감속재의 균일한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로서 정의되며， 

이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감속재 밀도변화에 의한 효과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는 

감속재 온도증가는 노심 내 감속재의 밀도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한 중성자 감속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노심 반응도의 감소를 초래한다.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제반 노심 조건에 따른 감속재 온도계수 계산치를 표 3.6-4 
에 나타내었다. 핵연료의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의 핵연료 내의 핵종별 수밀도의 

변화와 중성자 스펙트럼의 변화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감속재 온도계수를 보다 양 

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한다. 

감속재 온도변화에 따른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를 그림 3.6-23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범위에 걸친 예상 운전조건에서의 예상 감속재 옹도계수를 보여 준 

다. 

3.6.2.3.3 감속재 밀도계수 

감속재 밀도계수는 일정한 감속재 온도에서 노심평균 감속재 밀도의 단위 변화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로 정의된다. 감속재 밀도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 이는 

3.6.2.3.2절에서 정의된 전체 감속재 온도계수에 대해서는 음의 효과를 주는 요소에 

해당한다. 감속재 밀도계수는 모든 운전범위에 걸쳐 양의 값을 가진다. 감속재 밀 

도계수는 표 3.6-4에，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감속재의 밀도계수의 변화곡션을 감속 

재 멸도의 함수로서 그림 3.6-24에 제시하였다. 감속재 밀도계수 계산은 3차원 

MASTER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여러 노섬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사고해석에 사 

용된 빌도계수는， 기술지침서에서 허용하는 가장 제한적인 감속재 온도계수에 상응 

하는 노심조건에서 계산된 것이다. 감속재 밀도계수의 예상치와 설제 사고해석에 

사용된 값을 비교하여 표 3.6-3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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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4 감속재 핵적 온도계수 

감속재 핵적 온도계수는 감속재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위 감속재 온도 변화 

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로 정의된다. 이것은 감속재 온도로 표현되는 물 분자 내부 

에너지가 변하며， 이에 따른 열중성자 산란특성 변화가 중성자 스펙트럼을 변화시 

키는데 연유한다. 감속재 핵적 온도계수의 크기는 3.6.2.3.2절에 기술된 감속재 온 

도계수로부터 3.6.2.3.3 절에 기술된 감속재 밀도계수의 값을 뺀 것과 같다. 

3.6.2.3.5 감속재 압력 계수 

감속재 압력계수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의 단위 변화에 따른 반웅도의 변화로 정 

의된다. 감속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채 감속재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는 물 

의 밀도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감속재 압력계수는 감속재 밀도계수를 단순히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온 전출력에서의 감속재 압력계수에 대한 계산치 

는 표 3.6-4에 나타나 었다. 

3.6.2.3.6 감속재 기포계수 

고온전출력으로 원자로를 운전 중에 국부적으로는 미포화 (Subcooled) 비둥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예상되는 노섬 내 평균 기포율은 1% 미만이다. 감속재 기 

포율의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량은 감속재 기포계수로 정량화할 수 있다. 감속 

재 내의 기포증가는 반웅도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감속재 기포계수는 음의 값을 가 

진다. 

감속재 기포계수에 대한 계산치는 표 3.6-4에 나타나 있다. 기포율에 따른 감속재 

기포계수의 변화는 그림 3.6-24의 감속재 밀도계수로부터 직접적인 추론이 가능하 

다. 

3.6.2.3.7 출력계수 

출력계수는 노심출력준위의 단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로 정의된다. 위에서 기 

술한 모든 반웅도계수들이 이 출력계수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속재 온도계수와 핵 

연료 온도계수가 가장 중요한 인자들이다. 감속재 압력계수와 기포계수의 기여분 

-523 -



은 무시할 만한데， 이는 이들 계수의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단위 출력변화에 따 

른 압력이나 기포율의 변화량 자체도 매우 작기 때문이다. 또한， 감속재 온도계수 

는 감속재 밀도변화의 효과도 포함하고 었다.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고온 전출력 제어봉 임계위치에서의 출력계수를 표 3.6-4에 

제시하였다. 

3.6.2.4 제어요건 

노심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주요 제어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주기 동안 노심이 고온 전출력 임계상태로 운전될 수 있는 반응도 

제어 

(2) 노섬출력이 고온 전출력상태에서 저옹정지상태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출력준위에서든지 출력분포가 허용한계 내에서 제어될 수 

있는 출력준위 및 출력분포제어 

(3) 가상사고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지반응도 제어 

원자로심의 반웅도 제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핵연료봉과 가연성 흡수봉의 수와 농축도가 주기초와 주기말에 

서의 반웅도를 결정하는 설계변수이다. 제어용은 반응도 제어에 사용된다. 

각 제어요건과 관련한 반응도 조절에 대하여는 3.6.2.4.1절부터 3.6.2 .4.3절에 걸쳐 기 

술되어 있다. 

3.6.2.4.1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반웅도 제어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된 상태에서 노심의 반웅도는 표 3.6-2에 나타나 있다. 이 표 

에는 평형제논 및 사마라움의 반응도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와 핵분열생성 흡 

수물질에 의한 반웅도 감손을 감당할 잉여 반응도를 나타낸다. 노심이 출력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제어봉을 삽입한 상태로 운전된다. 반응도 제어를 위해서 제어봉 

집합체를 삽입할 때는 제어봉 구동 전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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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2 출력준위 제어 

통상적인 출력준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조절 제어군을 사 

용한다. 아울러 조절 제어군은 출력운전 중의 감속재 온도의 미세한 변화를 보상 

하는데 사용된다. 조절 제어군의 제어봉가 계산치는 표 3.6-5에 나타나 있다. 

3.6.2.4.3 정지 반응도 제어 

전체 제어봉집합체에 대한 반웅도 제어능 요건은 상온 전제어봉 삽입상태에서 노심 

의 유효증배계수가 0.95 이하를 유지하는 것과 최대 제어능을 가진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된 조건하에서 노심의 유효증배계수가 0.99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다. 표 3.6-6 

에 각 상태에서의 노섬유효증배계수를 기술하였다. 

3.6.2.5 제어봉집합체 배열 및 반응도가 

모든 제어봉집합체의 위치는 그림 3.6-25에 나타나 있다. 제어봉집합체는 조절 제 

어군에 속하는 6개의 제어봉집합체와 정지 제어군에 속하는 6개의 제어봉집합체로 

각각 나누어진다. 같은 군에 속한 모든 제어봉집합체는 준동시적으로 삽입되거나 

인출된다. 주기초와 주기말에서의 제어봉집합체 군별 제어봉가는 표 3.6-5에 

며， 이때의 반경방향 연료봉 첨두계수는 표 3.6→7에서 찾을 수 있다. 

있으 

정지 제어군과 조절 제어군은 그림 3.6-26의 제어봉 구동 전략에 따라 인출 또는 

삽입된다. 반웅도 삽입률은 3차원 노심 모델로 계산한다. 저출력과 전출력에서의 

중첩된 제어군이 차례로 인출되는데 따른 반응도 삽입량은 그림 3.6-27과 3.6-28에 

나타내었다. 

제어봉 구동 전략을 준수함으로써 노심의 상태가 4.2절의 안전해석에서 가정한 초 

기조건보다 나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안전해석에 사용된 원자로 불시정지 시의 전 

형적인 반응도 삽입곡선은 4.2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 반응도 삽입곡선은 불시정지 

가 일어날 때의 제어봉집합체 위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3차원 노심 모델을 이용 

하여 계산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불시정지로 종료되는 모든 사고해석에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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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핵연료 교체시의 원자로 임계도 

핵연료 교체는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keff)를 0.95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어봉 

집합체를 삽입한 상태로 수행한다. 

3.6.2.7 안정성 

3.6.2.7.1 개요 

전체적으로 음의 출력계수를 갖는 가압 경수형 원자로는 출력진동에 관한 한 본질 

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논에 의한 출력분포진동에 대 

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의 안정적인 출력분포에 급격한 간섭을 일으키면 출 

력분포가 급격히 변함으로써 변화된 출력분포와 제논 및 요드분포가 위상을 달리 

하여， 결과적으로 제논에 의한 출력분포 진동이 일어난다. 즉 새로운 출력분포에 

의해 새로운 제논 및 요드분포가 초기조건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며 이에 따라 출 

력분포가 바뀌므로 출력진동조건이 성립된다. 출력분포진동의 진폭은 시간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력분포 진동을 가지고 노심의 불안 

정성 또는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3.6.2.7.2절부터 3.6.2.7.5절까지는 제논진동과 

관련된 안정성 분석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논진동의 진폭이 시간에 따 

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계산하고 만일 불안정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불안정한 

진동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6.2.7.2 분석방법 

제논진동은 제논의 시간 공간 분포를 고려하여 시간 공간 중성자속 분포를 계산하 

여 분석한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제어 전략을 시험해 보거나 출력조절시의 출력 

변화와 같은 과도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노심의 안정성은 안정성 지표 혹은 감쇠 인자로서 특성화되는데， 이는 진동의 진폭 

이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자연 지수의 형태로 정의된다. 제논진동은 다음 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þ (r , t) = cþ(} (r) + L1 cþ(} (r )ebt sin (ψt+ (5) 식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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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ø(r,t) = 시간 공간 중성자속， 

øo(r) = 초기 기본 중성자속， 

..1øo(r) = 섭동 중성자속 모드， 

b = 안정성 지표， 

띠 = 진동수， 
ð = 위상 차 

를 각각 나타낸다. 안정성 지표가 양의 값이면 노심이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며， 안 

정성 지표가 음의 값이면 노심이 대상 진동 모드에 대한 안정한 것을 나타낸다. 

안정성지표는 보통 시간의 역수 단위로 표현되며 만일 안정성 지표의 값이 

0.01가lr 라면 이는 진동주기가 약 30시간인 진동에 대해서는 한 주기를 지날 때마 

다 진폭이 약 25%씩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제논진동모드는 반경방향 방위각방향 그리고 축방향의 세가 

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각 진동모드의 안정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2차 이상 

의 조화 모드 항은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쇠하므로 1차 조화 모드 항만 고려하면 

된다. 

3.6.2.7.3 예상 안정성 지표 

제논진동에 대한 안정성은 MASTER 코드를 이용하여 3차원 노심 동적 제논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차원 노섬분석을 통하면 반경방향과 방위각방향의 제논 

진동은 동시에 고려되어 분석할 수 있다. 

가) 반경방향 및 방위각방향 안정성 

반경방향 제논진동은 노섬 중심 부분으로부터 외곽 부분으로 다시 노섬 외곽 부분 

으로부터 노심 중심 부분으로 출력분포가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진동모드는 

일반적으로 방위각방향 진동 모드보다 안정적이다. 반경방향 진동모드의 안정성에 

대한 기술은 방위각방향 진통 모드의 안정성과 동시에 기술한다. 

방위각방향 진동은 노심의 삼분변에서 출력첨두가 한번은 1 삼분면에서 다음번에는 
2 삼분변으로， 다시 1 삼분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로 예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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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반경방향과 방위각방향의 제논진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동 모사 계산을 

수행한다. 제논진동은 노심 내 제논의 분포가 평형상태의 분포와 달라질 때 발생 

하는데 이와 같은 분포의 변화는 노심의 출력을 변동시키거나 제어봉을 이동시킬 

때 발생한다 제논분포의 변동을 위하여 전출력 평형상태의 노심을 모든 제어봉을 

삽입하여 8시간 동안 정지시키고 다시 전출력 상태로 환원하였을 때 발생하는 제논 

진동을 관찰하였다. 이는 제논진동의 안정성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제논 

분포 변화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제논의 노심평균 수밀도 증가에 의한 최대 반응도 

변화량을 동시에 산출하기 위함이다. 반경방향 및 방위각방향 제논진동에 대한 안 

정성은 동시에 임의의 핵연료집합체 반경방향 출력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반경방향 

핵연료집합체의 첨두출력 변화를 평형상태와의 % 차이로 환산하여 그림 3.6-2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반경방향 및 방위각방향 제논진동은 빠르게 소멸함을 확 

인할 수 있다. 

냐) 축방향 안정성 

축방향 제논진동은 원자로심 상하부 사이의 출력진동을 말한다. 축방향 출력분포 

가 평형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는 노심 내 제논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이 양은 

비평형 제논분포 상태의 노심 축방향 출력편차와 평형 제논분포 상태의 노섬 축방 

향 출력편차의 차이로 정의된다. 그림 3.6-30에 제논진동에 의한 노심 축방향 출력 

편차의 차이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제논진통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8에 예상되는 축방향 안정성 지표를 수록하였다. 

다) 제논 불안정성 제어를 위한 특별 설비 

3.16절에 기술된 원자로보호계통은 핵연료설계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 

상 사고의 결말을 제한하도록 설계된다. 이외에 모든 허용된 운전모드에서 노심상 

태가 원자로보호계통의 설계와 분석에 사용된 초기조건 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 있다. 원자로는 모든 방향의 진동에 대해서 안정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계통설비논 펼요 없다. 

3.6.2.8 원자로용기 중성자 조사 

30년간의 운전기간 동안 90%의 이용률로 정격 출력 운전할 경우， 1.0MeV 이상의 
고속중성 자에 의 한 원자로용기 최 대 누적 조사량은 1.21 x lQ19n/cm2 으로 나타났다. 

조사선량 계산에는 30%의 불확실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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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해석방법 

3.6.3.1 반응도 및 출력분포 

3.6.3.1.1 분석방법 

가압경수로형 SMART 연구로 노섬에 대한 핵설계는 노섬에 장전되는 모든 핵연료 

집합체에 대해서 두개의 에너지군에 걸쳐 평균한 핵반응 단면적과 각각의 연료봉에 

대한 조형함수를 제공하는 2차원 중성자수송 코드인 HELIOS [참고문헌 3.6.1-3] 

와， 노섬내 여러 가지 반응도 효과 및 출력분포를 계산하는 3차원 중성자확산코드 

MASTER [참고문헌 3.6.4-6]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핵설계와 안전성 분석에 관련 

된 여러 가지 주요 핵상수에 검증절차와 불확실도에 대하여는 3.6.3. 1.2절에 기술되 

어 있다. 개선된 해석절차가 개발되고 개선된 핵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때에는 

관련 설험자료와의 비교 또는 다양한 검증계산을 통한 검증 후에 설계절차에 반영 

하고 있다. 

가) 중성자단면적 및 조형함수 생산 

3차원 중성자 확산 코드에 사용되는 소수군 중성자단면적은 HELIOS 코드로 생산 

된다. 이들 중성자단면적은 중성자확산코드인 MASTER에 사용된다. HELIOS/ 

MASTER 핵설계 체계에 대한 설명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보고서 [참고문헌 

3.6.7] 에 수록되어 있다. 

HELIOS 코드의 주요 특성을 기하구조의 취급방법， 2차원 중성자 수송계산방법， 공 

명단면적 처리방법， 임계스펙트럼계산 방법， 연소계산 방법 그리고 중성자 라이브러 

리 동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HELIOS는 직선과 원 또는 호로 구성된 어떠한 2차원 기하구조도 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하구조의 구성에서 용이함은 중성자수송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 

되는 충돌확률법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기하구조의 대상물을 취급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SMART 연구로의 핵연료집합체는 육각형의 모양을 지니고 있 

으나 그 내부의 핵연료봉의 배열 및 제어봉의 배열 둥은 완전하게 특정한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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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후!. 
E즈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하다. 

따라서 복잡하다. 

핵연료의 격자해석에 

뿐만 아니라 상당히 

HELIOS는 SMART 연구로의 

。1- 0_ 
L동 1프 있지 지니고 

HELIOS 코드는 기본적으로 중성자 수송방정식을 충돌확률법 (Collision Probability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하구조가 복잡해지고 문제 

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계산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 

라 메모라문제까지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의 대상을 

소격격자로 나누어 소격격자 내부에서는 충돌확률법을 이용하고 소격격자 사이나 

y ·n ” u 1 

때
 

야
 

P 
i 

계산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나 계산시간 및 메 

Collision Coupling 충돌확률법 (Current 

Method)을 사용한다. 이 러 한 방법 은 

모리를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준다 

연결 중성자류 경계면에서는 

처 리 방법 은 부분군방법 (Subgroup method)으로 각 HELIOS에 사용되는 공명단면적 

대하여 

계산하여 

비균질의 

것으로 알려져 있 

공명에너지 

대하여 공명중성자속을 

하여 유효공명단면적을 계산한다. 이러한 방법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공명단면적을 계산하는 

유효공명단면적을 부분공명단면적과 가중 

주
 

]고정선원 영역에 

부분으로 나누어 

것이다. 

부분군에 

공명에너지군을 몇 개의 

치의 곱을 합한 값으로 나타내는 

성자 수송계산을 통하여 각 이것으로 가 

취 핵연료를 중계산을 

급하는데 

다. 

핵연료집합체의 격자계산은 보통 전반사 경계조건으로 수행되는데 

없는 까닭에 유효증배계수가 1.0 보다는 상당히 큰 값을 보여준다. 

의 모든 경우에 엄계상태로 유지되므로 핵연료집합체의 격자 계산 

중성자 스펙트럼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여 핵연료집합체에 대하여 균질화한 다군 군정수를 이용하여 중성자의 

하는 버클링을 적절히 조정하여 임계시의 스펙트럼을 계산한다. 이러한 엄계 

트럼을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의 균질화된 유효군정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연소계산에도 사용한다 HELIOS에서는 B1 방법을 이용하여 임계스펙트럼을 

누출이 

노섬은 거 

실제노심의 

고려하기 위하 

누출과 관계 

핵연료 

까、퍼1 
- -, 

중성자의 

실제 

시와 

의 

계산한다. 

HELIOS에서 연소계산은 중핵종과 핵분열생성물， 그리고 가연성 

하여 압축되고 단순화된 사슬을 만들고 이 사슬을 선형화 하여 연소계산을 수행한 

다. 반감기가 짧거나 중성자흡수단면적이 거의 

대
 

” 

무시할 정도로 작거나 핵분열시 생 

등에 흡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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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통합의 과정을 거쳐 사슬 무시할 정도로 작은 핵종들은 제거 

을 단순화 하여 연소 계산을 수행한다. 

성율 또한 거의 

HELIOS에 사용되는 중성자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B-VI를 가압 경수로에 

합하게 축약한 것이다. 핵종별 라이브러리는 NJOY코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데 

명영역에서 공명단면적이 큰 핵종에 대하여는 이 영역에서 RABBLE과 같은 별도 

의 코드를 이용하여 공명처리를 수행한다. NJOY 코드를 이용하여 핵종별로 온도 

에 대한 함수로 다군 중성자 단면적을 계산하고 공명핵종에 대하여는 공명영역에서 

기하구조 및 자기공명차폐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배경중성자단면적이라는 변수를 

통해 함수의 형태로 공명단면적을 계산한다. 

^~ -, 

공
 

3차원 중성자 확산 코드는 2차원 격자계산에서 구한 핵연료집합체 별로 균질화된 2 

군의 미시적 유효군정수를 이용하여 노심의 격자별 출력 또는 중성자속을 

다. 이때 집합체 내의 봉출력 중성자속 또는 연소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조형함수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형함수는 HELIOS의 단일 핵연료집합체의 계산으로부터 

조형함수는 정규화된 봉출력분포 및 2군의 중성자속 분포와 봉별 연소 

도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형함수는 균질화된 3차원 노심계산의 결과와 곱으로 봉 

출력， 봉별 중성자속분포 또는 연소도 계산에 사용된다. 

계산한 

구해진다. 

및 조형함수의 연계체계 단면적 나) 

3차원 확산코드인 MASTER를 이용하여 노심계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성자단면 

및 조형함수를 적절한 형태로 함수화 또는 규격화하는 과정은 HELIOS 계산의 

결과를 HOPE 코드 [참고문헌 3.6.8]와 PROLOG 코드 [참고문헌 3.6.9]를 통하여 처 

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핵연료집합체의 기하구조 및 농축도를 포함한 조성물 

질이 결정되면 전반사 경계조건하에서 단일 핵연료집합체에 대하여 

을 수행하여 집합체 고유의 군정수 표를 작성한다. 2군의 중성자단면적은 

로 연소도， 핵연료온도， 감속재온도， 감속재밀도에 대한 함수를 표의 형태로 

산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 표에는 각각의 핵종 및 에너지군 별로 다음의 

포함되어 었다. 

HELIOS 계산 

핵종별 

노섬계 

사항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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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단면적 (barn) 

흡수 단면적 (barn) 

Otr 

Oc 



Or = 제거 단면적 (bam) 

Of = 핵분열 단면적 (bam) 
U 핵분열당 생성되는 중성자의 평균 수 

K = 핵분열당 생성되는 평균 에너지 생성량 (Watt-sec) 

노심에서의 유동적인 연소도， 핵연료온도 감속재온도 및 감속재 밀도에 대한 영역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자들에 대하여 군정수 표는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ð(B, 과 , T,n , 끽，J = ð (B, TjO, T,1I0, 1),,,0) 

+τ띨류11 .fTj +명유4인，，+뽑4디1I 
(4.3.1) 

uy 1f V~’” νιi 

여기에서 

0 = 미시 중성자단면적 (b따n) 

B = 연소도 (MWd/kgU) 

Tf 핵연료 온도 

T m = 감속재 온도 
Dm = 감속재 밀도 

를 나타내고 아래 첨자 ‘0’는 기준 값을 나타낸다. 

다) 통합노심해석 코드 체계 

연소에 따른 반웅도 핵종 농도 중성자속 및 출력분포는 중성자 확산/연소 프로그 

램인 MASTER에 의해서 3차원적으로 계산된다. MASTER 코드는 상업용 가압경 

수로 및 SMART 연구로의 노섬핵설계 및 분석을 위한 코드로 정상상태 및 천이상 

태의 정방형 또는 비정방형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된 원자로를 3차원으로 모사할 수 

있는 노심설계 코드이다. 정방격자인 가압경수로에 대한 노심핵설계에 대하여는 

CASMO-3/MASTER 절차로 참고문헌 [3.6.10]에 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MASTER 코드는 2군 노달 확산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SMART 연구로 노심에 대하여 전체 노심 1/3 노심 혹은 1/6 대칭 노심 구조에 대 

하여 3차원 소격격자 노심계산을 수행한다. 격자는 X-y 평면으로는 인접하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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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정 6변체의 ”노드”이며 Z 방향으로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축방향의 격자 (혹 

은 평면)로 구성된다. MASTER 모델은 핵연료가 위치하는 유효 노심 영역과 반사 

체만을 취급하고， 전형적인 MASTER 계산에 있어서 노심의 구조는 X- y 평면에 
따라 집합체당 1개의 정육각형의 노드를 사용하며 축방향으로는 노심의 높이 및 

축방향 가연성흡수봉 장전에 따라 노드를 분할하여 사용한다. 

육방형 노섬 설계 해석을 위해 MASTER 코드에서는 삼각형 기반 비선형 다항식 

전 개 노달볍 (NLTPEN: Non-Linear Triangle based Polynornial Expansion Nodal 

method) [참고문헌 3.6.11]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 

헌 [3.6.11]에 수록하였으며 여기서는 NLTPEN 방법론을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비선형 노달법은 거시 격자 유한 차분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유한 차분법이 가지 

는 격자 크기의 제한성을 노달 커넬(Kernel)을 사용한 중성자류 보정법을 도입하여 

노달법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유한 차분법의 빠르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노달법에 의한 노심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이 도입되는 방법으 

로 삼각형 기반 다항식 전개 노달법 (TPEN method)에 의한 노달 계산을 효과적으 

로 하기 위한 것이다. TPEN 방법은 기존의 3차원 공간에 대한 고차 다항식 전개 

노달볍 (HOPEN: Higher Order Polynornial Expansion Nodal method) [참고문헌 

3.6.12]과 유사한 방법으로 3차원 공간을 2차원 반경 방향과 1차원 축 방향으로 구 

분하여 반경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HOPEN 방법을， 축방향에 대해서는 노달전개 

법 (Nodal Expansion Method)을 도입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HOPEN 방법이 3차 

원 프라즘 노드의 꼭짓점 중성자속을 구할 때 꼭짓점을 둘러싸는 12개 프리즘 노드 

에 존재하는 많은 중성자속 항들 사이의 연관식을 만들어 계산의 효율성을 떨어뜨 

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HOPEN과 같이 육각형 노드를 6개 

의 삼각형 노드로 분할하여 삼각형 노드를 기본 노드로 하여 노섬 계산을 수행한 

다. 비선형 유한 차분볍 및 축 방향 노달 전개법은 육방형 노드를 기본 노드로 하 

여 노심 계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반경 방향으로의 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축 

방향 중성자 누설 및 노드 경계면에서의 인입 중성자류도 육각형 노드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나며， 축방향 노달 전개볍 및 비선형 유한 차분법의 계산 결과로부터 각 

각 구하게 된다. 또한 반경 방향으로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육각형 노드 꼭짓점 

에서의 중성자속이 필요한데 이는 육각형 노드 내에서의 중성자속 분포를 육각형 

노드 경계변에서의 6개의 중성자속 꼭짓점에서의 6개의 중성자속 및 육각형 노드 

평균 중성자속 등 모두 13개의 중성자속으로부터 육각형 노드 내부의 중성자속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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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λu그」 
--, "프 균형 중성자 누설 포를 4차 다항식으로 근사한 다음， 각 꼭짓점에 대해 

노드 노드 평균 축 방향 중성자 누설， 육각형 이들， 즉 육각형 구하게 된다. 하여 

노드 노드 경계 꼭짓점에서의 중성자속은 육각형 경계변에서의 중성자류 및 육각형 

묘
 

건
 

조
 

노드 경계 내 반경 방향 중성자속 분포를 구하기 위한 중성자원 조건 및 

중성자속 분포를 구하기 위한 TPEN 방법은 방향으로의 반경 된다. 주어지게 서 

λ4 
E즈 노드를 기본 노드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노드 내 존재하는 6개의 삼각형 육각형 

조건을 6개의 주어지는 중성자원 조건 및 경계 노드를 기준으로 하여 명한 육각형 

육각 이를 위해 TPEN 방볍은 먼저 노드가 모두 만족하도록 풀어야 한다. 삼각형 

존재 노드 내에 육각형 중성자 누설로부터 노드에 대해 주어지는 축 방향으로의 혀 
。

이는 삼각형 평균 중성 

육각형， 즉 모두 7개 

중성자원 분포를 

하는 6개의 삼각형에서의 삼각형 평균 중성자원을 구한다. 

자원을 구하고자 하는 육각형과 이 육각형을 둘러싸는 6개의 

육각형에서의 축 방향 중성자원을 이용하여 육각형 노드 내에서의 

존재하는 6개의 삼각형 각각에 대해 적분함으로 노드 내에 구한 다음， 이를 육각형 

노드 이들 축 방향 중성자원항이 계산되면 TPEN 방법은 육각형 서 구할 수 있다. 

내에 6개의 삼각형 평균 중성자속， 6개의 삼각형 평균 x-모멘트， 6개의 삼각형 평균 

존재하는 6개의 삼각형 경계변에서의 면 평균 중성자속， 노드 내 y-모멘트， 육각형 

드A
 

U 중성자속 꼭짓점 중섬에서의 중성자류， 육각행 외행 벗어나는 6개의 육각형을 

노달 이를 구하기 위한 식도 6개 삼각형에서의 된다. 미지수를 풀게 모두 31개의 

존재하는 6개 내부 면에서의 

면 평균 중성자류 연속 관계식， 육각형 외부 경계면에서의 인입 중성자류 조건， 육 

중성자 누설 균형식 둥， 모두 31개가 나타나게 된다. TPEN 방법 

식을 Gauss 소거법에 의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정확한 해를 

평형식， x 가중 평형식， y-가중 평형식， 육각형 내부에 

중심에서의 각형 

에서는 이들 31 개의 

구한다. 

농도와 미시적단면적 노달군정수는 상세한 각 핵종의 사용되는 거시적 노심계산에 

핵종과， 모든 

연소성 핵종에는 핵분열 사슬 

비연소성 연소성 핵조드。 
。"프 τ-계산에 지정되는 진다. 만들어 으로부터 

제어봉에 대한 군정수 

핵종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가상 핵종으로 구성된다. 

핵종， 핵분열 생성물 및 가연성 

는 제어봉 집합체군에 따라 달리 만들어진 거시적단면적이 이용된다 

포함된다. 핵종들이 흡수체 

형태에 대하여 각 노드별로 소격격자 연 

연 MASTER는 격자계산 코드인 HELIOS와 동일하게 미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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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체제는 2차원 혹은 3차원 노심 

소계산을 수행한다. 



소계산 모률을 사용한다. 연소계산 모율은 핵연료， 가연성 흡수봉 그리고 핵분열생 

성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비교적 긴 연소간격에 따른 에러를 줄이기 위하여 예 

측-수정법 (Predictor-Corrector Method)을 이용하며， 이러한 방법은 일반 또는 가연 

성 흡수봉을 포함한 핵연료 집합체에 대하여 비교적 긴 연소구간에 대하여 정확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노드별 중성자단면적은 전반사 경계조건으로 중성자속-체 

적 가중계산을 통해 구하기 때문에 연소와 온도 궤환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노드 내 

부의 단면적 변화도를 무시하면 노달 방법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횡방향의 적분 중성자속에 대하여 l차 확산방정식을 풀어 

단면적의 공간의존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연소수정 모델을 도입하였다. 

제어봉 커스핑 효과는 제어봉이 부분적으로 삽입된 노드에 대한 노달 계산에서 나 

타나는 현상으로， 반응도 값을 비물리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 현 

상은 특히 제어봉 인출과 같은 과도 상태의 노심출력 예측과 제어봉 삽입연소 계산 

에서 커다란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봉 커스펑 효과를 교정할 수 있 

는 효율적이면서 정확한 방법이 일차원 미세 중성자속 분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참 

고문헌 3.6.13].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일차원 비균질 미세 중성자속 분포를 이용 

하는 단계와 균질 미세 중성자속분포를 이용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자세한 

방법론 및 검증 결과는 참고문헌 [3.6.1 3] 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고유치 계 

산 뿐만 아니라 제어봉 인출 사고에 대한 과도해석에서 제어봉 커스핑효과에 의한 

오차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계산시간도 짧아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 

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MASTER에 도입하였다. 

핵설계 시 사고 해석을 위한 극한 상태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출력분포와 유효증배계수를 만족시키는 노심 상태를 설정하여야 

할 때， MASTER 코드는 핵연료의 흡수단면적을 변화시켜 원하는 노심 상태를 만 

들어 준다. 

제어봉 집합체 이탈에 따른 노심 반웅도 사고해석 시 핵연료봉 내의 엔탈피를 계산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MASTER 코드의 천이계산을 수행하여 구한다. 엔탈피 

량은 사고 시작 시점의 핵연료봉 초기 엔탈피량과 사고기간 동안의 엔탈피 증가량 

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전자는 참고문헌 [3.6.1 4] 에 의하여 구할 수 있으며 후자는 

출력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짜
 
ι
 



라) 기타 해석방법 

노외핵계측기 온도 비보정 효과는 일정한 출력에서 감속재의 입구 온도에 따른 계 

측기 반응의 상대적인 변화이다. 온도 비보정 효과는 ANISN 코드 [참고문헌 

3.6.1 5]를 이용해 계산한 냉각재입구 온도변화에 따른 노외핵계측기의 반응도변화에 

냉각재입구 온도변화에 의한 출력분포변화에 따른 노외핵계측기의 반응도 변화를 

조합하여 계산한다. 

축방향의 형상아닐링인자는 고정 선원을 이용한 DORT 계산으로 결정된다. 

DORT [참고문헌 3.6.16]은 2차원 각분할 수송 코드로서， 형상아닐링함수 계산을 위 
해 노심， 원자로용기， 원자로내부구조물， 공기층 및 차폐체 등을 고려하는 R• Z 기하 
학적 모델을 사용한다 Adjoint 고정선원은 노외핵계측기의 위치에 놓이며， 이로 

인한 노심 내에서의 adjoint 중성자속이 계산된다. 그림 3.6-31은 형상아닐링인자 

계산에 사용되는 모델을 보여준다. 상 • 중 · 하부 3개의 계측기 위치에 놓인 

adjoint 고정선원에 의한 노섬 내 축방향 단위 길이당 adjoint 중성자속을 모든 선원 
에 의한 노심 내 adjoint 중성자속에 대해서 정규화시키면 그림 3.6-32와 같이 전형 

적인 아닐령독선이 만들어 지는데 SMART 연구로의 아닐링곡선은 상세설계 후 결 
정된다. 노외핵계측기에서의 반응도는 계산된 아닐링함수에 적절한 노심외곽에서 

의 축방향 출력형태 P(l)를 곱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 ιlJ:ey= fOH A찌S찌 ι쐐= 하단부계측기반응도 

D ，~따Df짜 

형상아닐링인자는 본질적으로 노심의 외곽에 위치하는 집합체의 출력분포에 적용되 

는 기하학적 보정인자이다. 그러므로 전 주기에 걸친 시간의 효과， 과도상태에서의 

제논의 재분포 및 제어봉의 삽입정도가 노심 외곽에 위치한 집합체의 출력형태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기하학적 아닐링보정인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6.3.1 .2 실험치와의 비교 

노섬 핵설계에서 실험치와의 비교 및 통계처리를 통하여 불확실도 인자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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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핵설계인자들과 관련하여 설험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임계 

실험을 통한 실험치와 실제 가동 중이거나 가동되었던 원자로로부터의 실험치로 나 

눌 수 있다. 임계실험에서는 임계로의 반응도와 봉출력분포 등이 주로 측정되어 

격자해석코드의 반응도 및 첨두출력 (Pin- to-Box Factor)의 불확실도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임계실험로가 실제노심과 유사한 규모인 경우에는 격자해석코드와 노심 

해석코드의 종합적인 불확실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이용된다. 원자로에서 직접 

측정한 실험치는 원자로 기동전 노물리실험에서 측정하는 반응도， 제어봉가， 반응도 

계수 등과 노심의 운전 시에 측정되는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 출력분포 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실험치로부터 각 인자에 대한 불확실도 및 보정인자를 계산한다. 

임계실험에 대하여는 몬테칼로 계산 코드를 이용하여 반응도 및 봉출력분포를 계산 

하고 실측치와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몬테칼로 계산방법의 실측치에 대한 불확실 

도를 계산한다. SMART 연구로 노심 및 유사한 형태의 노섬에 대하여 몬테칼로 

계산 및 HELIOS!MASTER 계산을 수행하여 두 가지 방식간의 계산방법에 따른 
오차를 계산한다. 임계실험에 대한 몬테칼로 방법의 계산 불확실도와 몬테칼로 방 

법과 HELIOS!MASTER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불확실도를 통계적으로 합하여 전 

체 핵설계절차의 불확실도를 구한다. SMART 연구로에 적용 가능한 실제 원자로 
에 대한 실험자료는 시운전 시험을 통하여 자료가 확보되면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 

할 예정이다. 

가) 임계도 실험 

선별된 임계실험로에서 측정한 자료를 몬테칼로 코드인 MCNP [참고문헌 3.6.17] 

계산을 통하여 해석하고 비교하였다. 임계실험로의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육각형의 핵연료 구조 
(2) 우라늄과 지르코늄의 합금 금속핵연료 

(3) 농축도 20wt% 내외의 금속핵연료 

(4) 측정 된 변수 값들의 일관성 
(5) 실험을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자료의 이용 가능성. 

위의 조건을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핵연료에 대한 엄계실험으로 러시아의 

Kurchatov Institute에서 수행한 세 가지 종류의 핵연료를 사용한 임계실험을 선정 

하였다 [참고문헌 3.6.18]. 첫 번째는 90%의 고농축우라늄 지르코늄 합금 연료를 이 
용하여 1973-1974년에 수행된 실험이며 두 번째는 21% 농축도의 산화 우라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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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혼합 연료를 이용하여 1962-1963년에 수행된 실험이며， 세 번째는 21% 
농축도의 UA13(Si) 중간금속 혼합물의 연료를 이용하여 1964-1965년에 수행된 설 
험이다. 세 가지 임계실험은 모두 상온 대기압에서 수행되었으며 감속재 및 반사 

체로는 공히 경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세 종류의 임계설험은 모두 정육각형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핵연료에 대한 감속재의 체적비는 연료봉사이의 간격을 바꿈 

으로 변화시켰다. 각각의 실험에 대한 주요변수들은 표 3.6-9 표 3.6-10 그리고 표 
3.6-11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및 세 번째 임계실험에 대하여는 수위의 조절을 통해 노심의 임계를 이루 

었고 두 번째 염계실험은 노섬의 유효증배계수를 직접 측정하였다. 핵분열 반응률 

분포에 대한 측정은 세 번째 임계실험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 이 절에서는 임계 

도 및 핵분열 반응률 분포에 대한 실측치 및 계산치를 비교하였다. 

1) 섣험에 대한 개요 

(가) 90% U-235 농축도의 우라늄 지르코늄 합금 사각형 연료의 엄계실험 

90% U-235 농축도의 우라늄과 지르코늄의 합금을 핵연료로 피복재의 재료는 지르 

코늄이다. 핵연료의 형태는 사각형으로 축 방향으로 파배기 모양을 지닌 형상으로 

SMART 연구로와 완전히 동일한 모양이나 제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격자 

의 구조는 정육각형의 균일한 배열로 핵연료봉 간의 피치를 0.9, 1.2, 1.8, 2.4cm가 

되도록 변화 시키고 또한 핵연료봉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20개의 임계실험을 수행 

하였다. 감속재의 수위를 조정하여 임계설험로의 임계에 도달하였다. 이 임계실험 

에서는 노심의 엄계상태에서 감속재의 수위를 측정하였으나 핵연료봉의 핵분열 반 

응률 분포는 측정하지 않았다. 

(나) 21% U-235 농축도의 산화우라늄 알루미늄 혼합 십자형 연료의 임계설험 

핵연료는 21% U-235 농축도의 산화우라늄과 산화알루미늄의 혼합물로 십자형태의 

모양이다. 피복관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핵연료봉은 축방향으로 봐배기 형 

태를 띠고 있다. 이 실험은 핵연료봉으로 노섬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육각형 격자 

통 속에 핵연료봉과 가연성 흡수봉 등을 채워 넣어 9가지 형태의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라한 집합체의 배열로 엄계실험을 수행하였다. 영역을 중심영역과 외 

곽영역으로 나누어 핵연료집합체의 수와 종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20개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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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임계실험은 수위를 조정하여 노심을 임계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이 차있는 경우의 노심의 잉여 반응도를 측정하였다. 잉여 

반응도는 제어봉의 위치와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점근선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다) 21% U- 235 농축도의 산화우라늄-알루미늄 혼합 환형 연료의 임계실험 

21% U- 235 농축도의 우라늄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실루민형의 합금 캡슐로 싸여져 

있다. 핵연료 집합체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이러한 환형 연료가 각각 다른 반경으 

로 가장 큰 환형연료 내부에 삽입되는 모양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핵 

연료집합체와는 별도로 가돌리니아 가연성 흡수봉 알루미늄 봉 등으로 집합체의 

개수 또는 가돌리니아 봉의 개수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34개의 임계실험을 수행 

하였다. 수위를 조절하여 노심의 임계상태에 도달하였다. 4개의 임계실험에 대하 

여 반경방향으로 핵연료집합체의 핵분열 반웅률 분포를 측정하였다. 

2) 분석 결과 

세 종류의 임계실험의 747B 노섬에 대하여 계산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임계실험의 평균 유효증배계수는 1.00291 , 두 번째 임계실험의 경우 유효증배계수의 

평균 차이는 +0.00452 이며 세 번째 임계실험의 평균 유효증배계수는 0.99976 이다. 

봉출력의 경우 계산치와 설험치는 최대 8.0%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었다. 

나) 몬테칼로 모사 계산 

SMART 연구로와 유사한 노심이 없는 까닭에 이에 대한 실험 자료가 전무하여 노 
섬설계에 사용되는 HELIOSα1ASTER 계산체계의 정확도는 몬테칼로 수송계산 코 

드인 MCNP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SMART 연구로 노심핵설계에 사용된 HELIOSα1ASTER 절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MCNP를 이용한 핵연료집합체 계산 이차원 SMART 연구로 노섬계산 그라고 삼차 
원 SMART 연구로 노심계산을 수행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539-



핵연료집합체 계산 1) 

pJ 
^ 

온도가 

경우에 

MCNP 

집합체의 유효증배계수와 봉출력 분포를 비교하였다. 

300K 및 600K 인 경우에 대하여 제어봉이 위치하는 경우와 위치하지 않는 

이차원 대한 핵연료집합체에 연구로 SMART 검증계산으로 

계산으로 

번째 

HELIOS 

첫 

핵 

연료집합체에 대한 MCNP 및 HELIOS 계산에서 유효증배계수는 최대 668pcm이내 

잘 일치하고 제어봉가는 최대 차이가 2.5%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았다.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표 3.6-12에서 대하여 각각 계산을 수행하고 비교하였다. 

려
 「

-
줄
 

봉
 
결과는 

대한 MCNP 및 HELIOS 계산의 

보여지는 바와 같이 HELIOS의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핵연료집합체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결과와 최대 차이 2.9% 이내에서 

에서 

그림 3.6-33은 

도표로 

MCNP의 

차이를 

이차원 SMART 연구로 노섬계산 2) 

노심에 대하여 

MCNP와 HELIOS!MASTER 계산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을 2차원으로 단순화하고， 감속재 및 핵연료 등의 온도를 300K 및 600K 인 경우에 

대하여 제어봉을 인출 또는 삽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계산을 수행하고 비교하 

였다. 비교인자는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와 제어봉가 그리고 핵연료집합체의 

분포이다. 표 3.6-13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차원 SMART 연구로 노섬에 

MCNP와 HELIOS!MASTER 코드의 계산결과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제어봉이 삽 

입되지 않은 경우는 최대 325pcm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고， 조절제어봉 또는 정 

지제어봉이 삽입되는 경우는 최대 479pcm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조건에서 

려
 「

-
줄
 대한 

노심의 

SMART 연구로 노섬 

단순화된 연구로 검증계산으로 SMART 번째 c 
T 

전제어봉이 

최대 2.2% 내 제어봉가는 

가지 

있다. 

여러 

일치하고 삽입되는 경우는 최대 301pcm이내에서 

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심 SMART 연구로 그림 3.6-34는 

상황에 대한 MCNP 및 HELIOS!MASTER 계산의 집합체 출력차이를 도표로 나타 

낸 것이다. 

삼차원 SMART 연구로 노섬계산 3) 

이용하여 상온 및 고온 영출력 상태의 삼차원 

SMART 연구로 노심을 모사하여 HELIOS!MASTER 계산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각 경우에 대하여 제어봉을 완전 인출 또는 삽입 그라고 임계위치에 대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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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수행하고 비교하였다. 비교인자는 노심의 유효증배계수와 제어봉가 그리고 

핵연료집합체의 출력분포이다. 표 3.6- 14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삼차원 SMART 연 

구로 노섬에 대한 MCNP와 HELIOS!MASTER 코드의 계산결과를 각각 비교한 것 

이다.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와 제어봉 임계위치에서는 최대 160pcm 이내에 

서 잘 일치하고 있고， 제어봉이 완전 삽입되는 경우는 최대 990pcm 이내에서 

치하고 있다. 제어봉 완전인출 상태에 대한 제어봉가는 최대 6.3% 내에서 일치하 

있음을 보여준다. 핵연료집합체의 출력분포는 그림 3.6-3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출력이 l.0 이상인 핵연료집합체에 대하여 최대 3.7% 이내에서 일치하고 있다. 

잘일 

고 

불확설도 다) 

핵연료집합체의 출력분포 계산의 불확실도는 상세한 3차원 집합체 출력 계산과， 로 

륨 노내핵계측기가 측정한 값을 처리하여 구한 집합체 출력분포 측정치를 비교하여 

얻는다. SMART 연구로의 노내핵계측기는 반경방향으로 그림 3.6-25의 18곳의 하 

노내계측기 안내관 위치에 삽입되는데 축방향으로는 유효노심높이 

70cm 되는 위치에 각 4개씩， 총 72개의 계측기가 장착된다. 

10, 30, 50, 님 

I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핵설계인자에 대한 불확실도 [참 

고문헌 3.6.7]를 표 3.6-15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상업용 가압경수로에 사용되는 불 

노심설계에 SMART 연구로 

확실도와 비교하였다. 

원자로용기 중성자 조사량 계산 모델 3.6.3.2 

3.6.2.8절에서 계산된 원자로용기 중성자 조사량은 각분할 수송 코드인 DORT [참고 

문헌 3.6.16]을 사용하여 2차원 중성자 수송이론으로 구한 것이다. DORT에서는 r 

e좌표계를 이용하여 원자로심 반사체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및 원자로용기를 3 

분의 1 대칭으로 모사한다. 중성자 선원항으로는 2차원 연료봉 출력분포가 사용된 

다. 미시적핵단면적 자료인 BUGLE-96 [참고문헌 3.6.19]로부터 재질의 거시적 

성자단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GIP 코드 [참고문헌 3.6.2이을 사용한다. 

즈
 
。

원자로용기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의 계산값은 +30%의 불확실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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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핵설계 특성 

항목 값 

일반특성 

노심 평균 연소도 (MWD!MTU) 74.340 
노심 평 균 우라늄 235 농축비 (wt.%) 19.75 
제어봉 집합체 수 조절 제어군 6 

정지 제어군 6 

중성자 변수 

주기 평 균 중성 자 수명 (microseconds) 19 
주기 평균 지발 중성자 분율 0.0066 

플루토늄 생성 

햄분열성 플루토늄 최좋 생성량w 5.79 
조기 우라늄 무게 (kg) 

총 플루토늄 최종 생성량(.qJ 
초기 우라늄 무게 (kg) 7.39 

제 어 봉 임 계 위 치 (cm from core bottom) 
고온， 전출력， 평형제논， 0 EFPD 62.9 
고온， 전출력， 평형제논， 15 EFPD 68.5 
고온， 전출력， 평형제논， 150 EFPD 63.6 
고온， 전출력， 평형제논， 390 EFPD 69.0 
고온，전출력，평형제논， 570 EFPD 61.0 
고온， 전출력， 평형제논， 690 EFPD 67.2 

표 3.6-2 유효증배계수 및 반응도 자료 

조건 유효증배계수 반응도(ilp) 

저온， (20 0C) , 영출력， 무제논， ARO 1.0925 0.0847 
고온， 전출력， 주기초， 평형 제논， ARO 1.0135 0.0133 
고온， 전출력， 주기말， 평형 제논， ARO 1.0101 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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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3 사고해석에 사용된 반웅도계수와 노심 반응도계수의 비교 

표 3.6-4의 계수 
감속재 온도계수 도플러계수 밀도계수 

pcm/"C pcm/"C ðp/g/cm3 

전출력， 주기초 47.8 그림 3.6-22 0.25 
전출력， 주기말 -43.7 그림 3.6-22 적용 안함 

20%출력 주기초 -50.7 그림 3.6-22 적용 안함 

20%출력 주기말 47.5 그림 3.6-22 적용 안함 

사고해석에 사용된 계수 
감속재 온도계수1) 도플러계수2) 밀도계수 

pcm/"C pcm/ .C ðp/g/cm3 

제어군 인출사고 

저출력 • 36.2 - 1.6 적용 안함 

전출력 -115.5 -6.1 적용 안함 

제어봉집합체 오작동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36.2 -6.1 적용 안함 

단일 제어봉집합체 낙하 115.5 - 6.1 적용 안함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42.1 -6.1 적용 안함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36.2 그림 3.6-22 0.03 

1 ): 이 값들은 감속재의 공칭 평균 온도 291.12.C 에서 사용되는 값이다. 이 밖의 온도에서 

는 그림 3.6-23에 있는 곡선 중 극단적인 것에 해당하는 값이 사용된다. 

2): 이 값들은 핵연료의 공칭 평균 온도에서 사용되는 값이다. 이 밖의 온도에서는 그림 

3.6-22에 있는 곡선 중 극단적인 것에 해당하는 값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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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 반응도 계수 

인자 값 

감속재 온도 계수 ( pcmFC ) 
주기초 

고온， 전출력， 제어봉 완전인출 46.6 
고온， 전출력， 제어봉 임계위치 47.8 
고온， 전출력， 조절제어군 삽입한계 48.9 
고온， 20%출력， 제어봉 완전인출 49.1 
고온， 20%출력， 제어봉 임계위치 50.7 
고온， 20%출력， 조절제어군 삽입한계* 52.7 

주기말 

고온， 전출력， 제어봉 완전인출 42.9 
고온， 전출력， 제어봉 엄계위치 43.7 
고온， 전출력， 조절제어군 삽입한계 -46.1 
고온， 20%출력， 제어봉 완전인출 46.5 
고온， 20%출력， 제어봉 임계위치 -47.5 
고온， 20%출력， 조절제어군 삽입한계* -50.8 

감속재 밀도계수 ( ~p/g/cm3 ) 
고온， 전출력， 주기초， 제어봉 엄계위치 0.25 
고온， 전출력， 주기말， 제어봉 임계위치 0.22 

감속재 기포계수 ( pcm/%기포 ) 
1.81x10-3 

고온， 전출력， 주기초， 제어봉 임계위치 

감속재 압력 계수 ( pcm/bar ) 
4.46 

고온， 전출력， 주기초， 제어봉 임계위치 

출 력 계 수 ( pcm/%power ) 
고온， 전출력， 주기초， 제어봉 임계위치 -12.0 
고온， 전출력， 주기말， 제어봉 임계위치 11.6 

* 조절제어군 56cm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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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조절제어군 반응도가 (%L1p) 

조절제어군 위치 (cm) 주기초 주기말 

56 2.11 2.39 
60 1.65 1.87 
64 1.20 1.32 
68 0.86 0.95 
72 0.52 0.57 
76 0.24 0.26 
80 0.00 0.00 

표 3.6-6 상온상태 노섬 유효증배계수 

조건 주기초 주기말 

계산값 

제어봉 완전인출 1.09249 1.08162 
최대가 제어봉 고착 (N-1) 0.94489 0.93839 
제어봉 완전삽입 0.86327 0.81777 

10% 불확실도 적용 
최대가 제어봉 고착 (N- l) 0.95783 0.95099 
제어봉 완전삽입 0.88177 0.83822 

1000 pcm 불확실도 적 용 

최대가 제어봉 고착 (N- l) 0.96710 0.96012 
제어봉 완전삽입 0.88962 0.84530 

요구 유효중배계수 

최대가 제어봉 고착 (N-1) < 0.99 < 0.99 
제어봉 완전삽입 < 0.95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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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7 제어봉 삽입 상태에 따른 첨두계수 

주기초 주기말 
제어봉 삽입 상태 

Fq Fr Fq Fr 

전출력， 제어봉 완전인출 1.91 1.50 1.73 1.31 

전출력， 제어봉 임계위치 2.04 1.42 1.70 1.25 

표 3.6-8 축방향 안정성 지표 변화 (hr- 1 ) 

해
 
-% 

-
뻐
 

혐
 
- 주기초 주기말 

0.36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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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9 Kurchatov Institute의 임 계실험 #1 자료 

인자 값 

핵연료 물질 우라늄 지 E 코늄 합금 

우라늄-235 농축도 90wt.% 

핵연료 밀도 7.3015g/cm3 

우라늄 함량 18.0wt.% 

핵연료봉 기하구조 정사각형 

핵연료봉 크기 3.7773 x 3.7773mm 

유효핵연료봉 높이 90cm 

피복재 물질 지 E 코늄 

피복재 크기 4.6115 x 4.6115mm 

노심 조건 

노섬 피치 (cm) 봉 개수 수위 (cm) 노심 피치 (cm) 봉 개수 수위 (cm) 

1 0.9 499 64.2 11 1.8 211 75.5 

2 0.9 475 79.9 12 1.8 205 84.4 

3 0.9 463 93.4 13 1.8 203 88.3 

4 0.9 461 00 14 1.8 201 c。

5 1.2 499 28.1 15 2.4 499 51.57 

6 1.2 283 63.2 16 2.4 421 59.4 

7 1.2 271 74.7 17 2.4 337 82.6 

8 1.2 263 87.4 18 2.4 334 84.3 

9 1.2 261 c。 19 2.4 331 86.3 

10 1.8 499 28.99 20 2.4 32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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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0 Kurchatov Institute의 임 계설험 #2 자료 

인자 값 

핵연료 물질 U02 • Ah03 혼합물 

우라늄 235 농축도 21wt.% 

핵연료 밀도 3. 5386g/cm3 

우라늄 함량 52.3wt.% 

핵연료봉 기하구조 십자형 

핵연료봉 단면적 0.27754cm2 

유효핵연료봉 높이 121cm 

피복관 물질 스텐레 A 스틸 

피복관 두께 0.3mm 

노섬 조건 

노심 온도CC) 집합체수 Keff 노섬 온도CC) 집합체수 

1 22.5 35 1.00465 11 25.3 145 1.00006 I 
2 23.6 61 1.00124 12 24.3 160 1.00072 

3 23.6 81 1.00068 13 22.6 50 1.00086 

4 24.3 105 1.00132 14 14.2 77 1.00337 

5 20.0 183 1.00083 15 15.3 103 1.00015 

6 21.5 60 1.00151 16 17.1 85 1.00134 

7 19.0 105 1.00269 17 20.4 53 1.00496 

8 22.6 133 1.00286 18 25.3 61 1.00389 

9 22.7 117 1.00193 19 17.0 61 1.00270 

10 25.3 134 1.00105 20 23.1 349 1.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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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11 Kurchatov Institute의 임 계실험 #3 자료 

인자 값 

핵연료 물질 UA13(Si) 
우라늄-235 농축도 21wt.% 

핵연료 밀도 5.9992g/cm3 

우라늄 함량 57.6wt.% 

핵연료봉 기하구조 환형 

유효핵연료봉 높이 90cm 
피복관 물질 스텐레스 스틸 

피복관 두께 O.4mm 

노심 조건 

노심 집합체수 비연료수 수위 (cm) 노심 집합체수 비연료수 수위 (cm) 

1 180 - 18.39 18 54 18 。 71.87 
2 180 18.94 19 162 18 x 24.21 
3 127 20.17 20 90 18 x 35.02 
4 121 20.37 21 168 12 * 24.24 
5 91 22.50 22 156 24 * 33.45 
6 85 23.00 23 33 l 。 51.2 
7 61 26.79 24 30 1 。 61.3 
8 55 28.30 25 180 19.08 
9 37 38.75 26 180 19.24 
10 31 48.21 27 91 23.11 
11 28 58.36 28 61 27.28 
12 162 18 * 28.98 29 30 50.92 
13 108 18 * 47.73 30 162 18 * 30.05 
14 93 18 * 65.63 31 162 18 x 25.15 
15 162 18 。 25.34 32 162 18 * 33.17 
16 108 18 。 33.48 33 162 18 x 24.86 
17 72 18 。 48.78 34 33 1 * 69.03 

」←

* : Gadolinium Rod x Aluminium Rod 。: Water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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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2 SMART 연구로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MCNP와 HELIOS의 
유효증배계수 비교 

300 K 
Type 

MCNP HELIOS ilkeff(pcm) 

ALU 1.12341 1.12406 65 

ALB 0.74469 0.74852 -383 

A1 L 0.94760 0.94625 135 

ALR 0.89940 0.90089 149 

BO_U 1.49962 1.49787 175 

BO_B 0.96563 0.96989 -426 

BO_L 1.21585 1.21373 212 

BO_요 1.21579 1.21343 236 

B3_U 1.20791 1.20589 202 

B3 B 0.81991 0.82423 - 432 

B3_L 1.03595 1.03433 162 

B3 R 0.97080 0.97225 145 

CO U 1.50220 1.49966 254 

CO B 0.97025 0.97464 439 

CO_L 1.21880 1.21719 161 

CO R 1.21840 1.21690 150 

C2_U 1.29601 1.29577 24 

C2 B 0.88688 0.88958 270 

C2_L 1.11584 1.11183 401 

C2_R 1.04710 1.04827 117 

U DYxTiyOz 제어봉 완전 인출 

B : DYxTiyOz 제어봉 완전 삽입 

L DYxTiyOz 좌측 제어봉 삽입 

R DYxTiyOz 우측 제어봉 삽입 

MCNP 최대 표준편차 : 0.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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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K 

MCNP HELIOS Llkeff(pcm) 

1.07289 1.07389 -100 

0.66335 0.66843 -508 

0.85917 0.85971 -54 

0.82754 0.82587 167 

1.52481 1.52423 58 

0.87667 0.88335 -668 

1.15479 1.15233 246 

1.15363 1.15210 153 

1.17685 1.17444 241 

0.73621 0.74174 553 

0.95250 0.95200 50 

0.90780 0.90629 151 

1.52582 1.52571 11 

0.88413 0.88870 457 

1.15786 1.15641 145 

1.15881 1.15617 264 

1.29518 1.29406 112 

0.80436 0.80970 534 

1.04375 1.04286 89 

0.99597 0.99482 115 



표 3.6-13 이차원 SMART 연구로 노섬에 대한 MCNP와 HELIOS!MASTER 
코드의 유효증배계수 비교 

번호 

1 

2 

3 

4 

5 

6 

7 

8 

온도(K) 제어봉 위치 

300.00 완전인출 

300.00 완전삽입 

300.00 R 완전삽입 

300.00 S 완전삽입 

600.00 완전인출 

600.00 완전삽입 

600.00 R 완전삽입 

600.00 S 완전삽입 

R : DYxTiyOz 제 어 봉 

S : DYxTiyOz 제 어 봉 

MCNP 

1.13853 

0.86229 

1.02414 

1.06495 

1.08113 

0.78072 

0.94771 

0.98402 

MCNP 최대 표준편차 : 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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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Llkeff(pcm) 

1.13541 312 

0.86216 13 

1.01935 479 

1.06285 210 

1.07788 325 

0.78373 - 301 

0.94654 117 

0.98323 79 



표 3.6-14 삼차원 SMART 연구로 노섬에 대한 MCNP와 HELIOS!MASTER 
코드의 유효증배계수 비교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온도CK) 제어봉 위치 

300.00 완전인출 

300.00 완전삽입 

300.00 R 완전삽입 

300.00 S 완전삽입 

300.00 임계위치 

573.15 완전인출 

573.15 완전삽입 

573.15 R 완전삽입 

573.15 S 완전삽입 

573.15 임계위치 

578.15 임계위치 

R : DYxTiyOz 제 어 봉 

S : DYxTiyOz 제 어 봉 

MCNP 

1.09377 

0.85576 

0.99005 

1.02401 

0.99882 

1.03452 

0.78585 

0.92255 

0.9갱48 

0.99927 

0.99655 

MCNP 최대 표준편차 : 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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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Llkeff(pcm) 

1.092136 163 

0.862749 - 699 

0.990882 83 

1.023853 16 

1.000004 - 118 

1.033508 101 

0.795794 -994 

0.925551 -300 

0.951719 -324 

0.999946 68 

0.996849 30 



표 3.6-15 SMART 연구로 노심핵설계 불확실도 

Parameter SMART연구로[1] PWR[2] 

Reactivity 1000pcm 362pcm 

Pin-to-Box Factor 3% 

F A Peaking Factors 
Fxy 8% 0.044 
Fr 7% 0.034 
Fq 9% 0.048 

Pin Peaking Factors 
Fxy 9% 
Fr 8% 
Fq 10% 

ITC, MTC 
Max[2.5pcm/"C , 

1. 46pcm/"C 
10%] 

FTC 15% 

Power Coefficient 1.6 pcm!%power 

Total Rod Worth 10% 8.8% 
lndividual Rod Worth 15% 14.7% 

[1] SMART 연구로용 HELIOS!MASTER [참고문헌 3.6.7] 

[2] PWR용 HELIOS!MASTER [참고문헌 3.6.21] 

[3] PWR용 CASMO-3!MASTER [참고문헌 3.6.1이 

[*] 괄호안은 설제 적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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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3] 

366pcm (37이* 

0.02 

0.040 (0.05) 
0.032 (0.04) 
0.050 (0.06) 

0.045 (0.06) 
0.038 (0.05) 
0.054 (0.07) 

2.31pcm/"C (2.5) 

14.41% (15.0) 

1.57pcm!%power 

9.54% (1이 

11.66% (15) 



그림 3.6- 1 핵연료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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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e BPI • Large BP2 • Large BP3 • Small BPl 

0 38.U'l l' Fuel 。 34.I '.i-l' Fuel 。 38.0'H' Fuel Q 34.I 'l l' Fu<l 

。 Source - Displaccr 。 SourcE" - Displact' r 

핵연료집합체 A 핵연료집합체 B 

• Small BP2 

o 38.0 'lL! Fuel 。 34.1'1퍼 
( 00 

: East Direction of Core ) 

뽕 Source - Displacer 

핵연료집합체 C 

그림 3.6-2 핵연료의 농축도 및 가연성 흡수물질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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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제어봉 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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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제어봉 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15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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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5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제어봉 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15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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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제어봉 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39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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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제어봉 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57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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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제어봉 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69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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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전 제어봉 인출， 전출력， 평형제논， 0 EFPD) 

-564-



그림 3.6-10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전 제어봉 인출， 전출력， 평형제논， 57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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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전 제어봉 인출， 전출력， 평형제논， 69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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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조절 제어봉 부분 삽입， 전출력， 평형제논， 

o EFPD) 

-567 -



그림 3.6-13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조절 제어봉 부분 삽입， 전출력， 평형제논， 

57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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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조절 제어봉 부분 삽입， 전출력， 평형제논， 

69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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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5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봉 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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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6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봉 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15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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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7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봉 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15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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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8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봉 염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390 EFPD) 

m 

μ
 



2.0 r--- ~ ------------ -----__ ---"- -

1 .5 

w 
떻 1.0 
갖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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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 r ------- --- --------- -------- ---- - -- - --

~ -- _ ______ _ ___ ____ ~ ______ L_ -- --- --------- ------- ----

0.0 
O 20 40 60 80 

노심유효높이 (cm) 

그림 3.6- 19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봉 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57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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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0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봉 임계위치， 전출력， 평형제논， 690 E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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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그림 3.6-21 임계 열속 해석을 위한 최대열속 집합체 내에서의 반경방향 출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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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유효 핵연료옹도에 따른 핵연료 온도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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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 감속재온도에 따른 감속재 온도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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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4 감속재밀도에 따른 감속재 밀도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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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5 제어봉집합체 배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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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26 제어군 구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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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7 중첩된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에 따른 전형적인 적분 제어봉가 
(저출력， 평형 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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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0 SMART 연구로 노섬의 축방향 제논진동에 의한 AO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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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 반경방향 및 축방향 노외계측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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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3 SMART 연구로 핵연료집합체내의 봉출력차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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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4 이차원 SMART 연구로 노심의 핵연료집합체 출력차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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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노섬 열수력 설계 

3.7.1 개요 

SMART 연구로 노섬에 대한 열수력 설계의 주요 엄무는 정상 출력 운전 상태 및 

비정상 상태에서 노섬 냉각 능력을 평가하여 열수력적 관점에서 연료의 건전성이 

확보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심 열수력 설계 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열수력 설계 기준 설정 및 설계 방법론 개발 

열수력 실험 수행 및 상관식 모델 개발 

열수력 설계 코드 체계 개발 

- 정상 상태 및 비정상 상태 노심 열수력장 분석 및 열적 여유도 평가 

설계 요건에 따라 설정되는 설계 기준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열수력 설계 분야에 

서는 주어진 노심 운전 조건과 출력분포 조건에 대하여 설계 변수를 평가하거나 타 

설계 분야에 설계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노섬입구 유량분포를 조절하거나 집합체 

열적 성능을 개선하여 노심 열적 여유도를 증가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열수력 

설계 요건은 주로 원자로 안전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원자로 정 

상 운전 조건 및 과도 상태에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핵연료의 건전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열수력 설계 결과는 노섬 

보호 계통의 설정치나 운전 제한 조건의 설정에 반영된다. 열수력 설계 기준은 설 

계 변수에 대한 정량적 제한치를 제시한다. 열적 관점에서 핵연료의 건전성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CHF와 핵연료 온도이다. CHF가 발생하면 핵연료 피복 

재의 온도가 급상승하여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정상 운전 및 과도 상태의 노심 내 

최고온 연료봉에서 95%의 신뢰도 수준으로 CHF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5% 이 

상이 되도록 설계 기준을 설정한다. 집합체 채널에서의 2상 유동 불안정성 현상은 

채널 유량을 감소시켜 CHF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동 폭주 (flow excursion) 및 

밀도파 진동 (density wave oscillation) 형태의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기준을 설정한다. SMART 연구로의 경우 핵연료 온도에 대한 설계 기준은 

핵연료 설계 분야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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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설계 방법론은 다양한 원자로 운전 조건에서 노심의 열수력적 현상을 적절 

히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CHF에 대한 설계 기준을 평가하려면 노심 

내의 최고온 연료봉에 대한 해석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온수로 해석 방법 

론은 원자로 운전 개념과 노심의 기하형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SMART 연구로 

의 경우 열수력적 관점에서 보면 노심을 구성하는 집합체 채널들은 입구와 출구에 

서는 하나로 합쳐지지만 가열 구간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집합체 

채널들은 각각 서로 다른 핵적/수력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소 기 

간 중 서로 다른 축방향/반경방향 출력분포와 채널 유량 조건을 갖는다. SMART 

연구로의 고온 수로 해석 방법론은 이러한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심에서 가장 제 

한적인 채널 조건， 즉 한계 채널 조건을 제공한다. 

열수력적 개별효과 시험을 통하여 확보한 시험 자료를 사용하여 열수력 상관식의 

형태를 개발하고 예측 불확실도를 평가한다. 주요 열수력 설계 기준 평가를 위하 

여 집합체에 대한 CHF 시험과 부수로 간의 열혼합 시험， 집합체 열전달 시험， 유동 

불안정성 시험， 그리고 집합체 압력 강하 시험을 수행한다. CHF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집합체는 SMART 연구로 노심에 장전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일부를 모사하는 

형태이므로 CHFR은 국부조건 개념의 CHF 해석 체계를 통하여 평가한다. 집합제 

내의 열수력장 분포는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SMART 연구로에 

사용되는 SSF (Self- sustained Square Finned) 연료 집합체에서 부수로 단위의 열 

수력장 분포를 부수로 해석 코드로 해석하는 경우 예측 성능이 일반적으로 검증되 

어 있지 않다. 단상 유동 조건에서의 부수로 온도 분포 예측 성능은 열혼합 시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속 분포에 대한 실험 자료는 없으 

므로 실험을 통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와이어랩을 사용하는 cylindrical rod 집 

합체에 대한 기존 실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 

으로 코드 예측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SMART 연구로 노심과 같이 핵연료 집합체가 수직 평행관으로 구성된 경우 2상 

유동 불안정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SMART 연구로의 경우 노심 출구에 

서의 bulk boiling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현재 설계 기준은 노심 집합체 채널에서의 

국부 유동 불안정성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SMART 연구로에서는 노심 출구에서 

의 과냉도를 크게 유지하여 유동 불안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크기의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 순환 운전 조건이나 사고 조건에서 노심 내에 국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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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부 유동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계통 유량의 불안정 

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수력적 해석 체계는 집합체 입구로부터 출구의 냉각재 배출구에 이르는 모든 부분 

에 대한 압력 손실 계수 및 압력 강하를 평가한다. 연료봉 영역의 마찰압력손설 

계수는 집합체 압력강하 시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평가/검증한다. 집합체 입구 및 

출구 부분의 마찰 및 형상 압력 손설 계수는 적절한 전산 코드 CCFX 코드나 
HYDRANET 등)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실물 크기 집합체에 대한 압력 강하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수력적 최적화 설계를 통하여 결정되는 집합체 입구 영역 압력 

손실 계수로부터 집합체 입구 오리피스의 압력 손실 계수를 평가하며， 압력 강하 

실험을 통하여 이를 구현하는 오리피스 기하 형태를 결정한다. 열수력 설계 업무 

의 전반적인 흐름도는 그림 3.7- 1 에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열수력 설계 기준 및 설계 절차를 기술하고， 열수력 상관식 

체계 및 열수력 설계 코드 체계를 제시하였다.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에 대한 

CHFR 여유도 해석 방법론을 기술하고， 이러한 설계 방법론에 따라 수행된 
SMART 연구로 노심 열수력장 특성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열수력 모델 
개발 및 검증에 사용된 열수력 시험 내용을 기술하였다. 

3.7.2 열수력 설계 기준 및 설계 절차 

노심 열수력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노심 에 서 의 최 소 CHFR CCritical Heat Flux Rati이 혹은 CPR CCritical Power 
Ratio)은 설계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1.3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연료 집합체에서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설계 기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립된 정상 상태 노심 열수력 설계 절차 흐 

름도는 그림 3.7-2에 제시하였다. 열수력 설계에 필요한 기본 입력 자료는 해당 설 

계 분야로부터 입수하며， 노심 출력 분포와 노심 기하 형태， 그리고 계통 운전 자료 

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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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열수력 상관식 체계 

3.7.3.1 CHF 상관식 

CHF에 대한 설계 기준 평가에는 해석 방법론에 따라 두 가지 CHF 상관식 
(SSF-l 상관식 및 SSF-2 상관식)이 사용된다. 집합체 단면 평균 열수력 조건에 
근거한 SSF-l 상관식과 부수로 국부’ 조건에 근거한 SSF-2 상관식의 형태는 각각 
아래와 같다. 

SSF-l CHF 상관식 [참고문헌 3.7.1]: 

Q OiF 
A .F1-Xin 

(고-Xi，J C.F., 'F Vl+ \ n L
" '- "'/ .F v1 

‘ J ‘ q kx iu 

SSF-2 CHF 상관식 [참고문헌 3.7.2]: 

여기서， 

A . F1-Xin 
Q aIF Xr-X … 

C'F2 'F A1S+••-'" 
Lf kx: 

A갱a 앞G양:양5+a써7꺼꺼P， 

〔같느a;/간4Gf+a8Pr， 

al =+û.까짧， a2=+Û.1212, a3=+2.æÐ, a4=十1.4OO:ì，
as=-1.31:D, a6=-2.~， a7=+1.1뼈， a8=+2.τm 

P = P -
y ?21.3 ’ 

G - G 
1:Ð3.Z3’ 

I ...J 、 O.없 

F 1=1 ~보보 ) {0.7+1.3PrCI-Py)}, 
\ u, æ.‘ FA ’ 

F2 = 1.0뼈 40 -4x~풋막 2 
‘ u, he. ch I 

F A PC:: =1-0.l x-，-'으--
와!:>' ~ v.~ .. l-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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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3.7.2) 

(3.7.3) 

(3.7.4) 

(3.7.5) 

(3.7.6) 

(3.7.7) 



s- F(z ~ - F(L) 
l Z￠* 

L 

D _걷파{~， 0.8 
.L 'xt- Y\LJ 

F )(2 =(l-AO.) 2, f，α 0.0< AO.<0.18 
=0.67따， f，α AO. 혜.18 
=1.0, ÍIα AO.돼.0 

A.O.=냥XLO5Rzj@ ” 

ι [ IoZF(킹dz] 
‘ z F(Z) 

이며， 상관식 변수들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d’ (]F = local critical heat flux (kW 1m2
) 

d’ à: = CHF 위 치 의 연료봉 국부 열유속 (kW/m2
) 

Xc = CHF 위치의 부수로 국부 건도 

xc = CHF 위치의 집합체 단면 평균 국부 건도 

Xin - 채널 입구 건도 

p = 압력 (bar) 

G= CHF 위 치 의 질 량유속 (kg/m2/s) 

dhe.ch = 부수로 채널 등가가열직경 (mm) 

dhe.FA = 집합체 채널 등가가열직 경 (mm) 

Fxy = 집 합 체 에 대 한 pin peaking factor 
F(z) = 연료봉 평균 출력에 대한 z 위치에서의 국부 출력 비 
Zc = 가열 채널 입구에서 CHF 위치까지 거리 (mm) 

(3.7.8) 

(3.7.9) 

(3.7.10) 

(3.7.11) 

(3.7.12) 

Z야ak = 가열 채널 입구에서 축방향 출력첨두 위치까지 거리 (mm) 

L = 전체 가열 길 이 (mm) 

zr = z/L 

SSF-1 상관식과 SSF-2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CHF 시험 자료는 동일하며， 상관식 
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압력: 59 - 181 bar 
국부 질량 유속: 146 - 2115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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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건도: -0.30 ~ 0.95 
입구 건도: - 1.46 ~ - 0.02 
가열 길이: 400 ~ 800 mm 
등가가열직경: 3.05 ~ 4.37 mm 
등가수력직경: 2.32 ~ 3.13 mm 
등가가열직경 (집합체) 3.52 ~ 3.62 mm 

노심 열수력 설계 기준으로 설정된 CHF에 대한 여유도는 CHFR로써 표시된다. 

CHFR은 국부적으로 CHF 발생에 필요한 열속의 크기와 그 위치에서의 실제 열속 
크기의 바로 정의된다. 정상 운전 조건과 예상 운전 과도 상태에서의 CHFR은 열 

수력장 해석 방법론에 따라 SSF- 1이나 SSF- 2 CHF 상관식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집합체 채널에 대한 일차원 열수력장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SSF-1 CHF 상관 
식을 적용하여 CHFR 여유도를 평가한다. 집합체 채널에 대한 2차원 열수력장 해 
석이 펼요한 경우에는 부수로 국부 열수력 조건에 근거하여 개발한 SSF-2 상관식 
을 적용한다. SSF-1 CHF 상관식은 SSF-2 상관식을 수정하여 집합체 단면 평균 
열수력 조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CHF 시험은 러시아 IPPE 연구소의 water-loop 및 freon-loop을 사용하여 수행하였 
다. 시험 집합제는 19 개 및 55 개의 SSF 가열봉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열 길이의 
영향， 비가열봉의 영향， 반경방향/축방향 출력 분포의 영향 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 

다. 시 험 을 통하여 372 개 의 water-loop CHF 자료와 496 개 의 freon -loop CHF 
자료를 생산하였다 Freon-loop 자료는 적절한 scaling 방법을 적용하여 
water • loop 자료로 전환하였다. MATRA-SR 코드 [참고문헌 3.7.3]를 사용한 부수 

로 해석을 통하여 시험 집합체 내의 국부 열수력 조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CHF 상관식 개발을 위한 국부조건 CHF data base를 구축하였다. 기존 CHF 상관 
식 특성 분석을 통하여 EPRI-1 상관식과 같이 부수로 엔탈피 상승을 변수로 사용 
하는 국부조건 상관식 기본 형 태를 선정하였다 Water-loop 및 freon -loop CHF 
시험 자료를 사용하여 국부 조건 CHF 상관식의 기본 형태 및 집합체 기하 형태와 
압력， 그리고 축방향 출력 분포에 대한 보정 인자를 개발하였으며， 비선형 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상관식 계수들을 최적화하였다. SSF-2 국부조건 CHF 상관식 계수 
들은 CHF 측정 위치에서의 국부 물성치를 사용하여 최적화하였으며， 이는 최소 
CHFR 예측 위치에서의 물성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약 1.2% 정도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Water-loop 시험 자료에 대한 SSF- 2 상관식 M!P 자료를 통 
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계 CHFR을 평가하였다. 시험 자료에 대한 outlier 검사를 통 
하여 표본 자료군을 선정하였으며 정규 분포 검사를 통하여 적절한 통계적 방법론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표본 자료군 집단에 대하여 평균 및 분산 

의 일치성 평가를 통한 통일 모집단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9-봉 집합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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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본 자료군은 서로 동일 모집단으로 판정되었으나， 19 봉과 55 봉 집합체 시 
험 자료를 포함하는 전체 자료는 통계적 관점에서 동일 모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통일 모집단이 아난 표본군에 대한 유효 분산으로부터 상관식의 공차 한계 

는 l.179 로 평가되었으며 10%의 열적 설계 여유도를 고려하여 SSF-2 상관식의 
설계 한계 CHFR은 l.3 (= l.179x l. 1)으로 설정하였다. SSF- 2 상관식의 예측 성능 
은 그림 3.7-3에 제시하였다. 

372 개의 water-loop 시험 자료에 대하여 SSF- 1으로 계산한 M!P의 정규 분포 검 

사를 Kolmogorov-Smimov 방법 으로 수행 한 결과 유의 수준 5%에 서 정 규 분포를 
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모든 시험 자료에 대한 동일 모집단 검사 결과 

통계적 관점에서 동일 모집단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SSF-1 상관식의 
공차 한계는 표본 자료군 간의 평균 및 분산 차이를 고려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 

가하였다. 동일 모집단이 아닌 자료 군의 총 분산은 

2 _ n2 _j_ n2 
S~T = S~W -r S~B (3.7.13) 

로 평가되며， 여기서 표본 자료군 내의 분산 S2W는 0.08132, 표본 자료군 평균 간의 

분산 s2B는 0.01472 이므로 총 분산은 0.08262 으로 평가되었다. 그라고 유효 자유 
도는 

v _u=Js2w+s떼 2 
e!1-

S'w I S i3 -----
v w V ß 

(3.7.14) 

에 의해 366 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로부터 95/95 one-sided tolerance factor를 적용 
하여 SSF-1 CHF 상관식의 공차 한계는 1 .16으로 평가되었다. SSF-1 상관식의 
CHF 예측치와 실험 측정치를 서로 비교한 결과 공차 한계로 평가된 l.16을 벗어나 

는 자료는 모두 14 개로서 전체 자료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F-1 
상관식의 설계 한계 CHFR로서 SSF-2 상관식과 동일하게 l.3을 적용하였으며， 이 

경우 약 12%의 열적 여유도를 갖게 된다 SSF-1 상관식의 예측 성능은 그림 

3.7-4에 제시하였다. 

3.7.3.2 열전달 상관식 [참고문헌 3.7.4] 

단상유통 조건에서 SSF 연료봉 표면의 열전달 계수는 아래와 같이 수정된 형태의 
Dittus-Boelter 상관식 을 사용하여 평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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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or Re 는 104 

h amv = O.æ3 옳 (환f.8.(뽑)04 &, (3.7.15) 

(ii) for Re 드 2200 : 

h amv = rr없{싫， h잃}， (3.7.16) 

싫= O. lÆ2 .츄 .(잃)0 잃 .냄)04 ·(GjO6 ·Kφ 
1J1rJ \ μ I \ /e I 

(3.7.17) 

h잃= 4.li'츄 .K.φ (3.7.18) 
L/1rJ 

G~=표過 x!l- p~r.~! r ~ II 2 m. x 11 ~è T j 1, T* = min { Tψ， T씩 

(iii) for 2200 < Re < 104 
: 

R~-Re l 
hm=hm(&1)+ &2-&l [hm(&2)-h@(&l)] (3.7.19) 

Rel=104

’ 
Re2=2200 

여기서， 

/τ 、 I A \ O.li 
Y 느 |우호와FA\.I~멜잭 l 
.. ，“φ \ t ’ \ JI ’ 

\ ':) ua.FA I ‘ ι"!ud.FA I 

~ Imt.FA = 집합체내의 연료봉， 가연성독물질봉 및 선원봉의 접수길이， 

~ ua.FA = 집합체의 총 접수길이， 

A .Ibw.FA = 집합체의 유로면적， 

A !ud.FA = 집합체 내의 연료봉， 가연성독물질봉 및 선원봉의 단면적， 

h= 열전달 계수 (kW/m2flC) , 

k= 유체의 열전도도 (kW/mflC) , 

DIrJ = 채널 수력 직경 (m), 

G= 채 널 질 량 유속 (kg/m2/sec) , 
11 = 유체의 점성도 (kg/m/sec) 
% = 유체의 열용량 (kJ!kgflC) 

이며， 상관식 변수들은 집합체 단면 평균 조건에서 평가한다. 냉각재의 국부 평균 

온도가 포화 온도보다 높은 경우， 포화 비둥 조건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아래와 같 

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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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6.5 / _"\ 0.7 . (rí ’) U:I 
!xi，빼- 41-0.laJ' T ~ 

T !d = 유체의 포화 온도 (OC) , 

4' - 국부 열속 (kW/m2
) 

(3.7.20) 

이다. 기포 발생 지점부터 포화 비등 지점 사이의 미포화 비둥 영역에서 열전달 

계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 된다. 

h.k = (_.1 - . ~~-T + 1 T'-T(EI~ ) -1 ,--- . ~. I 

&- l hm Tg---T$V l h뼈앵 T ~-T (El/ J (3.7.21) 

여기서， 가열면 표면 온도가 포화 온도에 도달했을 때부터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한 

다는 가정으로부터 기포 발생 지점의 냉각재 온도 ( T asV)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T QS'V= T sat-냄
•• aη111 

(3.7.22) 

열전달 상관식은 유동장 형태 및 유속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집합체 기하 형 

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shape factor (K.φ)를 사용하고 있다. 열전달 상관식은 
연료 온도 및 표면 열속의 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연료 온도는 다시 열전달 상 

관식에 의해 계산되므로 연료 온도와 열전달 상관식은 서로 비선형적 관계에 있다. 

SSF 연료봉 단면에서의 온도 분포를 구하려면 2차원 계산이 필요하며， 축방향 열 
전도가 큰 경우에는 3차원적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열전도 

해석 코드를 직접 열수력 설계 계산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따라 

서 연료 온도에 대한 설계 기준 평가는 핵연료 설계 분야에서 다차원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열수력 설계 분야에서는 핵연료 온도 계산에 필요한 열전달 

계수 및 냉각재 물성치 자료를 제공한다. 열수력 설계 분야에서 한계 채널 탐색 

및 일차원적 해석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연료봉 및 피복관 최대 온도 상관식은 

다차원 열전도 해석 결과로부터 유도된 것이며 상관식 형태는 각각 아래와 같다. 

T c/ad = Tb + 으텀L (3.7.23) 

-599-



(3.7.24) 다，= Tb + 표쁨악1 +O.fi)1 xlO- 3교lL) ’‘ \ "'c/ad l 

十 l. l56x lQ -3_，_. 오τ]규 
(k fiK!') ‘… 

열전도도 (kW/mFC)이며， q"와 q"max 

열속 (kW/ 

연료의 

연료봉 단면에서 각각 원주방향에 대한 평균 열속 및 최대 

SSF 연료의 단면형태 특성에 따라 표면 열속 분포는 원주 방향으로 비균 

갖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원주 방향 최대 열속을 평가하는 상관식은 

q .l 
;’<여 기 서 kclad와 kIuel은 각각 피 복관 

는 임의의 

m') 이다. 

름
 
) 바

 
다
 

아래와 같다. 

일 

(3.7.25) q" . 1. 34 . (2.05 X lQ -3뚫r.
06 

q max 

집합체의 열전달 계수 평가를 위하여 

향 출력 분포가 균일한 19개의 SSF 가열봉으로 구성된 시험 집합체에 대한 열전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러시아 IPPE 연구소의 고온 고압 water-loop에서 

축방향/반경방 핵연료 SMART 연구로 노섬 

수행 

하였으며， CHF 발생 이전의 단상 및 2상 유동 조건에 대하여 274개의 시험 자료를 

생산하였다. SSF 시험 집합체에 대한 평균 열전달 계수 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전달 상관식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열전달 상관식은 유동장 특성에 따라 단 

상 유동 (convective) 영역， 미포화 비등 (subcooled boiling) 영역， 그리고 포화 비 

열 

열전달 등 (bulk boiling) 영역으로 구분되며， 냉각재 온도 조건에 따라 해당 영역의 

상관식을 적용한다. 

유동장 영역에 따른 열전달 상관식 예측 성능을 평가한 결과 단상 유동 영역에서 

는 저유속 조건에서 열전달 계수를 낮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유속 조건에 

서는 설험치와 예측치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 비등 

서는 전반적으로 열전달 계수를 낮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영역의 사이 

에 있는 미포화 비등 영역에서는 열전달 계수를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역에 

예측하는 

시험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outlier로 분류된 3 개의 

자료를 제외한 271 개의 시험 자료에 대하여 열전달 상관식의 P!M 통계량을 분석 

한 결과 P!M의 평균은 0.822, 표준 편차는 0.229로 평가되었다. 이로부터 95 신뢰 

도 수준에서 95% 확률로 열전달 계수의 최소값을 예측하도록 설정한 열전달 상관 

시험 

낮게 

경향을 보였다. 

불확 그림 3.7-5는 열전달 상관식에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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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를 고려하여 예측한 열전달 계수와 시험치를 서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 

다. 

3.7.3.3 압력 손실 상관식 

단상 및 2상 유동 조건에 대한 SSF 연료 집합체의 마찰 압력 손설 계수는 아래와 
같은 상관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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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여기서， 

f iro = 0.49 . R-;o.낌5 , for 3,500 드 Re < 40,000 

flSO = 4687 · RJO 552 , for 1,OO() 드 Re < 3,500 

f iro = 51.97 . R-;o.'JJ , for 180 드 Re < 1,000 

I xo _ \ 
X T = X e - X osv exp Iτr→- -11 

\ ^OSV I 

(3.7.27) 

(3.7.28) 

(3.7.29) 

(3.7.30) 

압력 손실 상관식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온 상압 조건에서 수행된 55 
봉 집합체 압력 강하 시험 자료 [참고문헌 3.7.5]를 분석하였다. 압력 강하 시험 내 

용은 4절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시험을 통하여 573 개의 마찰 압력손실계수 측 
정치를 생산하였으며， 이 자료에 대하여 상관식의 M/P 통계량을 평가한 결과 평균 
은 0.980, 표준 편차는 0.028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95/95 개념의 two-sided 공차 
한계는 0.96- 1.08로 평가되었다. 단상유동 조건에서의 압력손실계수 불확실도는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불확실도의 보수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3.7-6은 압력손실계수 상관식의 예측 성능을 시험 자료와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이다. 개념설계 단계에서 적용되었던 RDIPE 상관식은 Reynolds 수가 
낮은 영역에서 압력손실계수를 크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온 상압 조건에서 수행한 air/water 압력강하 시험자료는 2상 유동 조건의 압력손설 
증배계수 불확실도를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계속 수행 

할 펼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수력적 모형과 시험 자료를 참조하여 집합체 입구 

및 출구 부분의 형상 압력 손실을 예비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3.7.6]. 최종 설계 단 
계에서는 전산 유체 코드 등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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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열수력 설계 코드 체계 

3.7.4.1 노심 부수로 해석 코드 MATRA-SR 

핵연료 채널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에 대한 2차원 노심 열수력장 해석 코드는 한계 

채널을 대상으로 열수력 설계 변수에 대하여 부수로 단위의 상세한 계산을 수행할 

펼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SMART 연구로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채널에 대한 2차 
원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KAERI에서 부수로 해석 코드를 개발 중이며， 현재 

MATRA-SR Version 1.0이 사용 가능하다 [참고문헌 3.7.31 MA TRA - SR 코드는 
연료 집합체나 노심에 대한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 열수력장 분포를 계산할 수 있 

는 부수로 해석 코드이다. MATRA- SR 코드는 기존의 COBRA- IV-I 코드를 바탕 
으로 개발되었으며， 그림 3.7-7은 두 코드의 주요 기능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정 

상상태 및 과도 상태 에 서 부수로 유동장 및 옹도장의 해 는 주로 음해 법 (implicit 
scheme)을 통하여 구하는데 MATRA-SR 코드의 음해법 순서도를 그림 3.7-8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 제공 및 계산 정확도 향상을 위하 

여 코드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들과 열수력장 해석 모형들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7-1에 정랴되어 있다. SMART 연구로 노섬에 사용되는 SSF 핵연 
료 집합체의 채널 형태는 COBRA 계열 부수로 해석 코드가 널리 적용된 경험이 있 
는 기존 경수로 노심의 집합체 채널 형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MATRA-SR 
코드의 SSF 집합체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러시아에서 SSF와 유사한 
형태의 집합체 채널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 부수로 해석 코드와 비교하였으며 [참고 

문헌 3.7.7], SSF 실험 집합체에서 측정된 부수로 출구 온도 분포와 비교하였다 
[참고문헌 3.7.81 

3.7.4.2 일차원 노심 열수력장 해석 코드 COMA 

COMA (Core One- dimensional Multi-channel Analyzer) 코드는 SMART 연구로 
노심 유량 분포의 최적화 설계 및 열수력적 한계 채널 탐색을 수행하기 위하여 

KAERI에서 개발한 일차원 노심 열수력장 해석 코드이다 [참고문헌 3.7.91 
SMART 연구로와 같은 수직 관다발형 노심에서 냉각수는 동일한 압력 강하 경계 
조건을 갖는 폐쇄된 수직 원통형 채널들을 통하여 서로 평행하게 흐른다. 각 채널 

에서의 입구 유량 크기는 그 채널의 총 압력 손실 계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채널 입구의 오리피스 압력 손실 계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노심 입구 유량 

분포 최적 설계는 열수력적 관점에서 임의의 최적화 설계 변수에 대한 여유도를 최 

대한 확보할 수 있는 유량 분포가 되도록 각 채널 입구 오리피스의 압력 손실 계수 

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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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내 각 채널에서의 유량 분포는 노심 출구에서의 압력 분포가 균일하다는 경계 

조건으로부터 구한다. 임의의 i 채널에서의 압력 손실은 

b, p. = ! K 으iE 
~ l 2 ...... ’ Pi (3.7.31) 

로 표현되며， 여기서 Ki, Pi, Gi는 각각 i 채널에서의 압력 손실 계수， 평균 밀도 및 
질량 유속을 의미한다. 유효 압력 손실 계수를 

K 
K/ == _ ' (3.7.32) 

Pi 

로 정의하고， 임의 채널의 압력 손실이 노섬 압력 손실과 같아지려면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해야 한다. 

f찰 = f꽃 (3.7.33) 

여기서 Gc는 노심 평균 유속이며 Kc'은 노섬에서의 유효 압력 손실 계수이다. 한 

편 질량 보존식은 아래와 같다. 

~GiAi = GC~Ai (3.7.34) 

위의 두 식으로부터 노섬에서의 유효 압력 손실 계수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r ~Ai 12 

K ’ = l I A \ (3.7.35) 

l 후찮r l 

여기서 Ai는 i 채널의 유로 면적이다. 따라서 각 채널의 압력 손실 계수를 알면 위 
의 (3.7.33)과 (3.7.35)식으로부터 각 채널의 유량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각 채널 

의 압력 손실은 입구 오리피스를 포함한 마찰 및 형상 압력 손실뿐만 아니라 

acceleration 및 gravity에 의 한 압력 손실을 모두 포함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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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1 (Kj" ， 펴 (z;) I f; I κ’“’ id(z” ) \ n2 -- -, ------‘-------, .. ~ 
az 2 \ Pi1l D',y, j Pi P""I ,i J -, 

(3,7,36) 

a(l/ Pi) ~?，-
+-경;- · Gi+PI · g 

최적화 설계 변수로는 CHFR이나 핵연료 온도， 혹은 비등여유도 동을 고려할 수 있 

다. 비등 여유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채널 출구 온도를 최적화 설계 변수로 선 

정하는 경우， 채널 입구 오리피스의 압력 손실 계수는 전체 운전 기간 중 각 수력 

적 영역의 최대 채널 출구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유량 분포를 얻을 수 있도록 결정 

된다. 채널 출구 온도와 압력 손실 계수 간의 관계는 임의의 i 채널에 대한 에너지 
보존식과 위의 (3.7 ，33)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T OlJt); = T in + 6. T c' (F X) ; . (뤘 ). {활 (3.7.37) 

여기서 Ll Tc는 노심 온도 상승 Dhe.C 와 Dhe.i는 각각 노섬과 i 채널의 가열 등가 
직경이며 ， Fxy， i는 i 채널의 반경 방향 출력 첨두치이다. 따라서 만일 출구 옹도가 
가장 높은 채널 번호가 N 이라면， 이 채널의 출구 온도와 임의의 i 채널의 출구 온 
도와의 차이는， 

6낀 = (Tout )N- ( πut ) i (3.7.38) 

A 깐 [ (건y ， i )(렀) 짧-(건y.i )(폈) 짧l 

로 표현된다. 따라서 i 채널과 N 채널의 최대 출구 온도가 동일해지려면 i 채널의 
입구 오리피스 압력 손실 계수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K/)new = 떼많 + (뤘~)~ 앓T눔xy ， i r (3.7.39) 

이에 따라 입구 오리피스 압력 손실 계수는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Kin)new = K in . i+ p;n{ (Kin , i)new- K in ) . (繼) (3.7.40) 

COMA 코드는 수력적 최적화를 통하여 집합체 입구 오리피스 압력 손실 계수를 
계산하는 COMA-l 모률과 운전 조건 및 설계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열수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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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대한 한계 채널을 탐색하고 한계 채널 조건을 결정하는 COMA-2 모률로 
구성된다. COMA 코드 구성도는 그림 3.7-9에 제시하였다. 

3.7.4.3 2상 유동 불안정성 해석 코드 체계 

(1) 빈도 좌표계의 선형 해석 방법론 

밀도파 진동 현상은 SMART 연구로 노섬을 구성하는 연료 집합체 채널과 같이 압 
력 강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직 평행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적 유동 

불안정성 현상이다. 밀도파 진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데， 그림 

3.7-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SMART 연구로 노섬에서는 채널 입구 유속의 섭동과 
반응도 계수의 섭동이 중요하다. 그림 3.7-10 (A)에서는 입구 유속의 섭동이 비등 

채널의 압력 손실 섭동을 일으키며 채널에 가해진 압력 강하 경계 조건에 의해 입 

구 유속의 섭동으로 궤환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구 유속의 섭 

동과 궤환되는 유속의 업동이 중첩되면 밀도파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3.7-10 
(B)은 반응도의 섭동이 궤환되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외부적으로 반응도의 섭 

동은 제어봉의 움직임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이는 핵적 동특성에 의해 중성 

자 출력의 섭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연료에서의 열전달 특성에 의해 가열면 

표면 열속의 섭동으로 전달된다. 이로 인하여 연료의 온도와 채널 내의 유동장의 

밀도가 변할 수 있으며 이는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 반응도의 섭동을 유발시킨 

다. 

유동 불안정성 해석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그림 3.7-11에 

제시하였다. 모델을 구성하는 연료 채널의 지배 방정식은 유동장에 대한 질량， 에 

너지 및 운동량 보존식과 연료 내에서의 열전도 방정식 그리고 핵적 동특성을 모 

사하는 중성자 동특성 방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유동장에서의 전달 방정식은 일차 

원 혼합물에 대하여 유도하였으며 2상 유동 조건에서 두 상 간의 비평형 특성은 드 

리프트 속도와 미포화 비등 모델을 도입하여 고려하였다. 2상 유동 조건에서 기체 

와 액체에 대한 질량 보존식을 사용하여 체적 속도 방정식 및 기포 전달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상 상태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기포 생성률을 표현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유동 불안정성은 계에 가해지는 섭동과 이에 대한 계의 반응으로부터 나타난다. 

유동 불안정성 해석 코드 모률은 계의 섭동을 주기성을 갖는 삼각함수 형태로 가정 

하고 이에 대한 계의 반응을 해석하는 주파수 응답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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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입력 업동의 진폭이 아주 작다는 가정으로부터 선형화된 섭동 지배 방정식들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7-12는 계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의 섭동 항과 이를 지배 

하는 모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7- 13은 압력강하가 일정한 SMART 연구로 노섬 연료 집합체 채널에 대한 

block cliagram을 나타낸 것이다. 외부로부터 입구 유속의 섭동만 가해지고 가열면 
표면 열속이 일정한 경우 즉 일반적인 유동 불안정성 실험 조건에서 block 
diagram은 그림 3.7- 13 (B)와 같이 단순하게 표현된다. 실제 노섬에서 발생하는 

유동 불안정성 현상은 여러 가지 외부 섭동이 동시에 가해지는 조건에서 계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반응을 나타내어 발생한다. 현재 개발 중인 코드 모률에서는 단일 

외부 섭동에 대한 계의 단일 변수의 반응을 해석하는 SISO (Single-Input 
Single←Output)를 적 용하여 기 본적 인 유동 불안정 성 특성 을 평 가하였다. BWR과 

같이 유동 불안정성이 중요한 설계 변수인 원자로 설계 시 고려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SISO 전달 함수， 즉 (8v in.tl8v in. ex/)와 (8k tl8k찌， 그리고 (8ν 써8Q'’) 형태를 유 

도하였으며， 이 때 체적 열원 및 채널 입구 엔탈피의 외부 업동은 무시하였다. 각 

각의 전달 함수로서 대표되는 계의 안정성은 전달함수의 pole 위치에 따라서 결정 
된다. 이는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알 수 있으나， SMART 연구로 노심 채널 
의 경우 특성 방정식은 복소수 s 에 대한 7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어 해를 구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 의 안정 성 은 Nyquist criterion을 적 용하여 polar plot 
결과로부터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료 채널에서의 유동 불안정성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코드 모률을 구성하는 기본 

알고리즘은 그림 3.7-14에 제시하였다. 코드는 정상상태 유동장 조건을 해석하는 

모률과 섭동에 의한 계의 반응을 나타내는 동적 해석 모률로 구분된다. 동적 해석 

모률에서 전달 함수를 구성하는 모든 인자를 계산하며 외부 섭동의 주파수를 0에 

서 무한대로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계의 반응을 polar plot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코드 모률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입구 유속 전달 함수로 표현되는 

계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유동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pararnetric study 
를 수행하였다. 반응도 궤환이 없는 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단상 유동 영역의 관성 

을 증가시키면 유동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채널의 비등 

길이가 늘어나거나 2상 유동 영역의 압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계는 불안정 

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열출력 증가나 유속 감소 혹은 입구 옹도의 

상승은 모두 비등 길이를 증가시켜 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압력이 낮아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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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비등점이 낮아지므로 비등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2상 유동장 모델 

의 경우 기체와 액체간의 상대 속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homogeneous flow에서 
는 2상 유동 영역의 압력 손실을 크게 평가하므로 계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 입구 영역의 압력 손설 증가는 단상 유동 영역의 관성을 증가시켜 

계를 안정시키며 출구 비가열부 길이의 증가는 계를 불안정하게 한다. 축방향 출 

력 분포의 영향은 운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7-15에서 보듯 

이 축방향 출력 첨두치가 채널 하류로 치우칠수록 비등 길이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 

타나서 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순 모텔을 사용한 유동불안정성 발생 조건 예측 방법론 

SMART 연구로의 경우 정상 운전 조건에서는 항상 강제순환 상태에 있으므로 밀 
도파 진동 유동 불안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가압 경수로 설계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Ishii의 단순 모델을 사 

용하여 SMART 연구로의 유동 불안정성 발생 조건을 예측할 수 있다. 원형관과 
같은 일차원 유동 채널에 대하여 밀도파 진동에 의한 유동 불안정성 조건을 예측하 

기 위하여 개발된 Ishii 모텔은 [참고문헌 3.7.1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21 K. +-，파-' - , +K. I 
1

m 2 (D. / L ) our I !1p L .:. \ .vhy / .L} J 
Npcken - NSllb 르 Xe - = 」 「 、 , 거 

p" f ‘ | 
~ 1+0.5 1 -, 씨 、 +2K. 1 

I 2 ( D,'Y / L ) U ’“ | 

Npch,eq = 상변화 수 (phase change number; ~L/Yin) 
Nsub = 미포화 수 (subcooling number; l1pl1hsubipghfg) 

DhY= 채널 수력 직경 

L = 채널 길이 

Kin , Kout = 채널 입구 및 출구 압력 손실 계수 (=l1P/py2) 

fm = 2상 유동 마찰 압력 손실 계수 

(3.7 .41) 

이 상관식은 채널의 입구 과냉도가 큰 조건에 대하여 유도된 것이다. 이 모델은 

입구 과냉도가 낮은 조건에서 유동 불안정성을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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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CHFR 여유도 해석 방법론 

3.7.5.1 고온 수로 해석 방법론 

(1) 열수력 설 계 불확실도 인자 

열수력 설계에 사용되는 불확실도 인자는 불확실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포괄적 불확실도 인자 (global factor)와 국부적 불확실도 인자 (local factor)로 구분 
된다. 포괄적 인자는 노섬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도 인자이며， 국부적 인자는 

채널 혹은 연료봉에 국부적으로 영향을 준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적용한 불확실 

도 인자의 종류 및 정량적 크기는 아래에서 기술하였으며， 이는 상세 설계 단계에 

서 as-built data 분석을 통하여 재평가 되어야 한다. 

(가) 포괄적 불확실도 인자 

포괄적 인자로서 고려하는 불확설도 인자는 노섬 열출력과 일차계통 냉각재 온도， 

유량 및 압력 등이다. 그리고 열수력장 해석에 사용되는 상관식 불확실도도 포괄 

적 인자로 취급한다. 운전 변수들의 불확실도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1) 계측 및 

제어 계통의 불확실도와 2) 운전 및 제어 논리에 따라 허용되는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전 및 제어 논리에 따라 허용되는 운전 변수들의 변동 크기는 강제 순 

환 및 자연 순환 운전 모드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SMART 연구로는 기 
본적으로 노심 출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건에 따라 제어된다. 운전 변수 

들의 변동 범위는 제어봉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제어봉이 움직 

이기 시작하는 조건은 아래 식에 의해 결정된다. 

abs( U) > 1 (3.7.42) 

여기서 U는 노심 운전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인데 강제 순환 조건에서 U는 

아래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 결정된다. 

U - AT - ---
3 (3.7 .43) 

여기서 .ð. T는 증기발생기 입구에서 측정된 냉각재 온도와 노심출구 온도 설정치 

(혹은 목표치) 간의 차이를 ℃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강제 순환조건에서는 유속이 

커서 노섬 출력 변화가 출구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적 지연이 작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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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구 온도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면 충분히 노심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식에 따 

르면 노심 출구 옹도는 최대 :t3 0C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자연 

순환 운전 조건에서는 노섬 출력 변화가 출구 온도 변화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 

간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식과 같이 출구 온도 변화와 노심 출력 변화를 

동시에 관찰하여 제어한다. 

U - aT l AN - --- ~ --_ 
3 2 (3.7.44) 

여기서 6N은 fission chamber를 통해 측정된 노심 출력과 급수유량 (혹은 증기 출 
력) 설정치를 통해 정해지는 노심 출력 목표치간의 차이를 100% 정격 출력에 대한 

%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자연 순환 조건에서는 노심 출구 온도의 변동 폭 

이 노심 출력 변동과 연계되어 있다. 단순히 수식만 보면 6T와 6N은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으므로 두 값의 변동 폭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실제 물리적 

현상으로는 두 값이 무제한적으로 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6T가 양의 값을 갖 

는 경우는 노심 출구 온도가 설정치보다 큰 경우인데 이는 노섬 입구 온도가 상승 

하거나 노심 열출력이 상숭해야 한다. 노심 열출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6N이 양 

의 값을 갖게 되므로 (3.7.44)식에 의해 6T와 6N의 변동 폭이 제한된다. 노심 입 

구 온도가 상승하는 경 우에 는 노심 평 균 온도가 상승하는 경 우이 므로 반응도 효과 

에 의해 노심 출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노섬 출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6N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3.7.44)식에 따르면 6T의 변 

동 폭이 +3
0

C보다 커질 수 있으며， 그 값의 크기는 계통 특성 분석을 통하여 추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섬 열출력， 일차계통 냉각재 온도， 압력 둥과 같은 열수력 변수 불확실도와 열수 

력 상관식 불확실도 등이 포괄적 불확실도 인자에 해당한다. 노심 열출력에 대한 

불확실도는 급수 유량에 대한 측정 오차와 급수 온도 및 증기 압력의 불확실도 등 

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t3%를 설계에 적용한다. 일차 계통 냉각재 온도의 불확실 

도는 일차 계통 온도 측정 오차와 온도에 대한 운전 허용 범위 오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t5.50C를 설계에 적용한다. 일차 계통 압력에 대한 불확실도는 측정 채널 

오차와 운전 범위 오차를 포함하여 :t1.07MPa를 설계에 적용한다. 

열전달 계수 상관식의 불확실도는 열전달 계수 예측 모델과 열전달 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평가한다. 핵연료 온도에 대한 설계 제한치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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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계수의 최소값을 사용하는 것이 보수적이며 고온고압 시험장치에 

19→봉다발 시험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열전달 계수 예측치의 불확실도 

평가하였다. 압력손실계수 상관식의 불확실도는 단상 유동 조건에서 

55 봉다발 시험 집합체를 사용하여 수행한 상온상압 압력강하 시험자료 분석을 통 

하여 :t10%로 평가하였다. CHF 상관식의 불확실도는 SSF 가열봉 집합체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으며 한계 CHFR은 1.3으로 설정하였다. 

열수력 설계 변수들의 불확실도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설계에 반영하였다. 

rl 。
d 끼-

서 수행된 

할 

20%로 l一
'-

CHFR CHF 시험 

분석 시 

(나) 국부적 불확실도 인자 

혹은 연료봉에 적용되는 불확실도로 

손실， 온도 상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종류 및 불확실도 크기는 다음과 같다. 

않는다. 

집합체 채널 국부적으로 

열출력 및 압력 

인자의 

연료 인자는 

전체의 

고려된 국부적 

국부적 

서， 노섬 

설계에 

출력 분포 계산 불확설도: 핵설계 계산의 

용한다. 

집합체 유량 불확실도: 집합체 입구 오리피스 설계 혹은 보정 

측정 오차 등으로 인한 집합체 입구 유량의 불확실도로서 

다. 이 값의 크기는 집합체 유량 보정 과정에서 

- 연료 축방향 분포 불확실도: 핵연료 내부의 심재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부적인 출력 첨두 

핵연료 최대 온도 평가에 적용한다. 연료 온도 

온도 상승에는 영향이 없다. 

연료 장전량 불확설도: 심재의 장전량 및 농축도의 오차로 

불확실도로서 ::1::2%를 설계에 적용한다. 냉각재 온도 상승 

연료 제작 불확실도: 연료 제작 오차로 인한 기하 형태 

주 길이 등)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1::3%를 설계에 

는 영향이 없으며 연료 온도 계산에 적용한다. 이로 

하지 않는다.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1::8%를 설계에 적 

실험적으로 

단면적과 농축도 분포의 

인자의 불확실도로서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만 냉각재 

。 그1-

ìT‘캉 

적용한 

과정에서의 

::1::4%를 설계에 

검증한다. 

비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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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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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인한 유로면적 

도로 

설계 방법론 (2) 일차원 열수력 

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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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열차원 노심 열수력장 해석은 집합체 단면 평균 물성치를 사용하여 

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차원 해석의 주요 결과는:1) 수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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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노섬 입구 유량 분포를 결정하고 2) 노심의 정상상태 열적 여유도 (CHFR, 

핵연료 온도 및 유동 불안정성)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차원 노심 열수력장 해석은 KAERI에서 개발한 COMA 코드 [참고문헌 3.7.9]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COMA 코드는 COMA-1 모률과 COMA-2 모률로 구성되어 

있다. COMA-1 모률은 수력적 최적화 계산에 사용되며， COMA-2 모률은 열적 관 

점에서 한계 채널 탐색 계산에 사용된다. 일차원 열수력장 해석 코드의 정확도는 

2차원 열수력장 해석 코드인 MATRA-SR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그 

림 3.7-16은 정상 운전 조건에서 집합체별 유량 분포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인데， 두 코드 간의 최대 오차는 3.4%로 나타났다. 

SMART 연구로 노심의 집합체 채널은 밀폐된 평행 수로 형태이며， 집합체 채널 

내부의 핵연료봉들은 매우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집합체 내부에서는 부 

수로 간의 열수력적 상호 작용이 제한적으로 발생하며 열수력적 관점에서 볼 때 

집합체 채널은 일차원적인 유동 특성을 갖는다. SMART 연구로 노심에 대한 일차 

원적 열수력장 해석은 핵연료 집합체 채널을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수로로 모형화 

하고 집합체 채널 단면에 대한 평균 물성치를 변수로 사용하는 열수력 모형을 적용 

하여 노심 열수력 설계 변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차원 해석을 통하여 모든 연소 

도 조건에 대한 노심 열수력장 특성을 해석하며 이로부터 주요 열수력 설계 변수에 

대한 한계 채널 조건을 결정한다. 일차원 해석 절차는 설계 변수들에 대한 불확설 

도 고려 방법에 따라 4 단계로 구분된다. 제 1 단계 분석은 설계 변수들의 불확설 

도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 조건에서 수행하며， 노심의 전반적인 열수력적 특성을 해 

석한다. 정상 상태에서 각 집합체 채널의 압력 손실은 노섬 평균 압력 손실 (6Pl) 

과 동일하므로 이로부터 집합체 채널의 유량 분포가 결정된다. 집합체 입구 오리 

피스 압력 손실 계수의 최적화 설계는 1단계 분석을 통하여 수행한다. 제 2 단계 
분석은 국부적 불확실도 인자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집합체 채널의 

유량은 국부적 불확실도 인자가 고려된 집합체 채널의 압력 손실이 6Pl과 같아지 

는 조건에서 결정된다. 제 3 단계 분석에서는 포괄적 불확실도 인자를 고려하며， 
제 l단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집합체 채널의 압력 손실이 동일하다는 경계 조 

건으로부터 노심 평균 압력 손설을 계산한다 ( 6P3). 제 4 단계 분석은 포괄적 불 

확실도와 국부적 불확실도를 모두 고려하여 수행하며 주요 열수력 설계 제한치를 

평가하여 정상 상태에서 열수력적 관점에서 가장 제한적인 집합체 채널 조건을 탐 

색한다. 각 채널의 유량은 채널 압력 강하가 6P3와 같아지는 조건에서 결정된다. 

(가) 노심 입구 유량 분포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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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관다발형 노심에서 냉각수는 폐쇄된 수직 원통형 채널들을 통하여 서로 평행 

하게 흐른다 각 채널에서의 입구 유량 크기는 그 채넬의 압력 손실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채널 입구의 오리피스 압력 손실 계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노심 입구 유량 분포 최적 설계는 열수력적 관점에서 염의의 최적화 설계 변수에 

대한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유량 분포가 되도록 각 채널 입구 오리피스 

의 압력 손실 계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SMART 연구로 노심은 295 개의 집합체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 유량 분포 최적화 설계는 노섬 수명 중의 노심 출력 분포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수행한다. 노섬 수명 중 각 채널에 대한 최대 출력 첨두치 

를 나타내는 GPE (Global Power Envelope)를 참조하여 노심을 적절한 개수의 수력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수력적 영역에 대한 채널 입구 오리피스는 동일한 압 

력 손실 계수를 갖도록 설계한다. 최적화 설계 변수로는 CHFR이나 연료 온도， 혹 

은 비등 여유도 (boiling margin)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본 설계에서는 유동 불 
안정성에 대한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비등 여유도를 최적화 설계 변수 

로서 선정하였다. 즉， 전체 운전 기간 중 각각의 수력적 영역에서의 채널 출구 최 

고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유량 분포를 얻을 수 있도록 채널 입구 오리피스의 압력 

손실 계수를 결정한다. 

(나) 한계채널 탐색 

수력적 설계를 통하여 노심 입구 오리피스 압력 손실 계수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노섬 전체에 대한 일차원 해석을 수행한다 일차원 해석이란 각 채널을 하나의 수 

로로 가정하여 채널 단변에 대한 평균 물성치로부터 열수력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차원 해석의 목적은 전 노섬에 대한 열수력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주요 열수 

력 설계 변수들에 대하여 가장 제한적인 채널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열적 여유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COMA-2 모율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3) 2차원 열수력 설계 방법론 

한계 채널에 대한 부수로 단위의 상세한 열수력장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한 축방향-반경방향의 2차원 해석을 수행한다. 집합체 채널에 대 

한 부수로 해석은 MATRA-SR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2차원 해석에 필요한 

국부 조건 CHF 상관식은 집합체 CHF 실험 자료에 대한 MATRA- SR 코드 분석 

결과로부터 개발하며 코드에 사용되는 부수로 간의 난류혼합인자는 열혼합 시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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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분석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한다. MATRA- SR 코드는 와이어랩 간격격 

자를 갖는 삼각배열 부수로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COBRA 코드를 바탕으로 개발 

한 것이며，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에서 연료 집합체나 노심의 열수력장 분포를 계 

산할 수 있는 부수로 해석 코드이다. MATRA- SR 코드는 SSF- 2 국부조건 CHF 

상관식 개발에 사용되었다. 

3.7.5.2 과도상태 CHFR 해석 방법론 

(1) 사고해석을 위한 일차원 CHFR 계산 모률 

사고 해석을 위한 CHFR 계산 모율은 사고 해석 코드의 부프로그램으로 사용되며， 

사고 해석 코드에서 제공하는 노섬 평균 열수력 조건으로부터 국부 CHF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합체 평균 물성치로부터 국부 CHF를 예측할 수 

있는 일차원 국부 조건 CHF 상관식이 펼요하며 또한 노섬 평균 물성치로부터 고 

온 집합체 열수력 조건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사고 해석에 적용될 출력 분 

포 조건 선정이 필요하다. 일차원 국부 조건 CHF 상관식은 부수로 조건에 대하여 

개발된 국부 조건 상관식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일차원 국부 조건 CHF 상관식 

에서는 집합체 평균 물성치와 기하 형태를 상관식 변수로 사용하며， 집합체 평균 

조건으로부터 국부적인 CHF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하 형태 및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에 대한 보정 인자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SSF 집합체에 대한 CHF 시험 자료 

를 사용하여 상관식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한계 CHFR을 설정하였다. 사고 해석 

코드는 사고 진행에 따른 노심 평균 조건， 즉 출력， 노심 평균 유량， 노심 입구 온 

도， 노심 압력 등의 변화를 계산한다. 노심 최소 CHFR은 고온 집합체에서의 열수 

력 조건을 사용하여 평가하는데 이를 위하여 고온 집합체 열수력 조건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자들이 도출되었다. 고온 집합체의 축방향 출력 분포는 LCO 조 

건에서 발생 가능한 출력 분포 자료 중 가장 제한적인 출력 분포로 선정하였으며， 

노심에 대한 일차원 열수력장 해석 결과를 참조하여 고온 집합체의 열수력 조건을 

설정하였다. 상관식 개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3.7.1]에 기술하였다. 

(2) 노심 보호 계통 CHFR 계산 모률 

노심 보호 계통에 적용할 CHFR 계산 모률은 디지혈 보호 계통 설계 시 요구되는 

선속한 계산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하며 안전 해석에 사용되는 CHFR 계산 모률에 

비하여 같거나 보수적인 CHFR 계산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노심 보호 계 

통에는 사고해석을 위한 일차원 CHFR 계산 모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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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노심 열수력 특성 분석 

3.7.6.1 정상상태 노심 열수력장 해석 

(1) 노섬 입구 유량 분포 최적화 

노심 입구 유량 분포 최적화는 강제 순환 100% 출력 운전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3.7.11]. 노섬 수명 동안의 집합체별 출력 첨두치 변화를 고려하여 각 집 

합체의 최대 출력 첨두치를 조합하여 설정한 GPE는 그림 3.7-17에 제시하였다. 이 

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노심을 4 개의 수력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수력적 영역 

2 
3 
4 

춤력척두치 범위 

1.125 < Fr 
1.000 < Fr 드 1.125 
0.920 < Fr 드 1.000 

Fr 르 0.920 

채널 개수 

72 
115 
78 
30 

일차원 열수력장 해석 코드인 COMA- 1 코드 모률을 사용하여 비등 여유도 관점에 
서 수력적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각 수력적 영역의 집합체 출구 온 

도 최대값이 서로 일치하는 조건에서 오리피스를 포함한 집합체 입구 영역의 압력 

손실 계수를 평가하였다. 집합체 입구 영역의 압력 손실은 그림 3.7- 18의 .6. PIN에 

해당한다. 수력적 최적화 설계를 통하여 설정된 각 수력적 영역의 집합체 입구 영 

역 압력손실 계수와 집합체별 유량 분포 (BOC 조건)는 그림 3.7-17에 제시하였다. 

(2) 노심 압력 강하 및 수력 하중 평가 

노심 압력 손실은 집합체 채널 입구 오리피스로부터 채널 출구의 냉각수 배출구 이 

전까지의 수두 손실을 포함한다. SMART 연구로의 경우 정상 운전 조건에서 노심 
에서의 마찰 압력 손실이 15 kPa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값은 일차 계통 펌프 

수두와 계통 설계 유량을 고려하여 유체 계통 설계 분야에서 선정한 값이며， 이 값 

의 타당성은 열수력 설계 해석을 통하여 평가한다. 노심 압력 손실에 대한 설계 

요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집합체 입구 오리피스의 압력손실 계수를 결정한다. 노 

심은 295 개의 핵연료 집합체가 밀폐 평행 수로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노 
심 압력 손실은 각각의 집합체 압력손실과 동일하다. 핵연료 집합체의 압력 손실 

은 그림 3.7-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3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집합체 입구 영역의 압력 손설 (.6. Pe，，)은 업구 오라피스와 집합체 하부 공간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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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길이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핵연료 하단부 압력 손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 

의 압력손실 계수는 수력적 최적화 설계를 통하여 결정된다. 연료봉 영역의 압력 

손실 (L':. PROO)은 3.7.3.3 절에서 기술한 압력손실 상관식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J 

리고 집합체 출구 영역의 압력 손실 (L':. POl;T)은 핵연료 상부의 가열 길이가 끝나는 

지점부터 냉각수 배출구 이전까지의 압력 손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영역의 압력 

손실 계수 설계치는 2.03 이다. 상온 상압 조건에서 수행한 55-봉 집합체의 압력 

강하 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합체 입구 영역에서 오리피스를 제외한 

영역의 압력손실 계수를 적절한 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 평균 0.74로 평가되었다 

[참고문헌 3.7.6]. 그리고 집합체 출구 영역의 압력손실 계수를 시험자료로부터 평 

가한 결과 K。이 = 1.73R강 IJ . 02 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3.7.5]. 이는 정상운전조건에서 

l.4에 해당하며， 시험 집합체 출구 영역과 핵연료 집합체 출구 영역의 기하형태 차 

이를 고려할 때 압력손실계수 설계치는 l.4와 2.03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합체 입구 및 출구 영역에 대한 압력손실 계수의 설계치는 상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될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표 3.7-2는 정상 운전 조건에서 일차원 열 

수력장 해석을 통하여 평가한 집합체 영역별 압력 손실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핵연료 

래와 

집합체의 수력적 하중은 노섬 압력 

같은 식으로부터 계산한다. 

손실과 집합체 단면적 둥을 고려하여 아 

Fw = M.._ .. _' A"" . F,,, • F,,, • F ι .Fr .FJ __ '_ HL ~ core '~FA 니 1 ~ U 2 4 dellsitv ~ G ~ desirm 

여기서， 각 인자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ore =설계 최소 유량 조건에서의 노섬 압력 손실 = 15kPa 

A FA 

FU1 

FU2 

= 핵연료 집합체 최대 단면적 = 2.68e- 3m2 

二 집합체 채널 유량 불확실도 = l.042 = 1.082 

= 집합체 채널 압력손실 계산 불확실도 = 1.1 (단상유동) 

densilY = 유체 밀도 보정 인자 = (P2u!P275) = (1005/776.8) = l.3 

Fr ‘1 

(유체온도 272.2도에서 20도로 감소 가정) 

= (설계최대유량/설계최소유량)2 = l.22 = l.44 

Fdesigll = 설계 보수성 인자 = l.5 
(노섬 입구 유량 분포 비균일도 영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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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UNC = FU1 • FU2 . Fdel/s;1y • FG . Fdes;gl/ = 3.35 

따라서 집합체 수력 하중 (l ift force)은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FHL = ~ore' AFA • FUNC = 15000x 2.68xl0-3 x3.35 = 134.67N = 13.74 kg중 

집합체 무게는 핵연료 type 중 최소값을 적용하여 29.5kg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3.7.12]. 그리고 집합체 부피는 핵연료 type 중 최대값으로서 3.84e-3m3으로 평가된 

다. 따라서 정상 운전 조건에서의 유체 밀도를 적용하면 집합체 부력 (rVg)은 

2.99kg중이므로 집합체 무게에서 부력을 뺀 집합체 물속 무게는 26.51kg중으로 평 

가된다. 따라서 집합체 채널의 설계 수력 하중은 집합체 자체 무게의 52% 정도에 
해당하므로 수력적 하중으로 인한 집합체 부양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정상상태 노섬 열적 여유도 평가 

COMA-2 코드 모률을 사용하여 SMART 연구로 노섬에 대한 일차원 열수력장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표 3.7-3과 같이 열수력 설계 변수들에 대한 한계 채널 

조건 [참고문헌 3.7.13] 이 도출되 었다. 

한계 채널 조건은 원자로 LCO 운전 조건에서 평가되었다. 제어봉 삽입 위치에 따 
라 생산된 3 가지 종류의 노섬 출력분포 자료를 평가에 사용하였다. 최소 CHFR 
채널은 고압력 LCO 운전 조건에서 발생하였으며 출력분포는 제어봉 최대삽입 연 
소 조건에서 나타났다. 일차원 해석 결과 최소 CHFR은 2.048로 평가되었으며 한 

계 CHFR (1.3)까지의 열적 여유도는 입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건에서 42% 
로 평가되었다. 

정상 운전 조건에서 노십 출구의 냉각재는 과냉 상태를 유지한다. 노심 내의 가포 

율 분포는 Maurer의 방법론 [참고문헌 3.7.14]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정상 운전 

조건에서 열수력 설계 변수들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집합체 출구 기포율 

및 건도 분포는 그림 3.7-19에 제시하였다. 정상 운전 조건에서는 노심 내의 모든 

위치에서 과냉 상태가 유지되며 기포율은 0%로 평가되었다. 

(4) 2상 유동 불안정성 설계 기준 평가 

핵연료 집합체 채널에서 비등이 발생하면 수력학적 유동 불안정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CHFR 여유도가 감소하거나 노심 부 
품의 진동이 발생하여 핵연료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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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수 

운전 조건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Leclinegg (혹은 유동 폭주) 형 태 의 정 적 유동 
wave oscillation) 형 태 의 동적 유통 불안정 성 이 

수력학적 유동 

연구로 

조건 및 예상 운전 과도 상태에서 

력 설계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SMART 
유동 불안정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불안정성과， 밀도파 진동 (density 
다. 

Leclinegg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면 정상 상태에서 채널 유량 조건이 갑자기 다른 
정상 상태 유량 조건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유동 불안정성은 유량 변화 

에 대한 계통 압력 강하 특성 곡선이 S-자 형태를 갖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즉， 유량 변화에 대한 계통 압력 강하의 변화율， à( I1Psystem)/àv， 이 유량 변화에 대한 

일차계통 펌프 수두의 변화율， à( 6. Pex,ernal)/àv, 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 

동이 안정한 상태에 있을 조건은 아래와 같다. 

。

ìí 따라서 

(3.7.46) ~1( 6.P exlenω) 
aν 

8d( 6.P없'/em 
dV 

까‘ I二

TT 펌프의 조건에서는 순환 강제 있는 펌프가 작동하고 연구로에서 SMART 

강하 변화 

율은 양의 값을 가지므로 Leclinegg 형태의 유통 불안정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à ( 11 P externa ,) / à v이 항상 음수인데 비하여， 계통의 압력 기울기， 즉 곡선의 

유동 불안정 있는 동적인 

메커니즘은 멸도파 진통 

발생한 유속의 입구에서 

평행관에서 

채널에서의 

채널 

조건에 

발생할 수 불안정성은 수직 밀도파 진동형 

비둥 알려져 있다. 

있다. 

현상으로 대표적인 성의 

밀도파 진통은 참고문헌 [3.7.15]에 기술되어 

(perturbation)과 채 널 의 궤 환 (feedback) 

섭동이 서로 중첩되는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즉 비등이 발생한 채널 입구 유속의 

엔탈피 섭동을 유발한다. 이는 채널 내부 단상유동 영역의 압력 강하 섭동 

을 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2상 유동 영역의 기포 섭동은 이 영역의 

강하 섭동을 일으킨다. 

압력 

의한 유속의 경계 압력손실 섭동 

섭동은 

유통장 특성에 의해 비등 채널의 총 압 그런데 원자로심의 

소
 「

。

π
 

섭동은 단상 유통 영역의 압력 강하 영역의 강하는 일정하므로 2상 유통 

섭동으로 궤환된다. 

력 

유속의 섭 

채널 내부에 

전파 속도에 

입구 

않는다. 

경우에는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존재할 경우에는， 2상 유동 영역 압력 강하 섭동의 

따라서 입구 유속의 섭동과 궤환 섭동이 서로 공명하거나 상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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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영역이 채널 내부에 2상 유동 

동과 궤환 섭동은 서로 상쇄되어 

2상 유동 영역이 



Ishii 형태이다. 집합체는 서로 평행한 폐쇄수로 

밀도파 진동 발생 여부를 평가할 수 

핵연료 SMART 연구로 노심의 

수로에서의 있는 단순한 모델 

개발하였으며 [참고문헌 3.7.1이， 이는 기존 경수로의 유동불안정성 해석에 

된 바 있다. Ishii 모델의 형태는 수식 (3.7.41)에 제시하였다. Ishii 모델을 사용하 

여 비등 여유도가 가장 작은 한계 채널 조건에 대한 유동 불안정성 여유도를 평가 

하였다. 포괄적 불확실도와 국부적 불확실도를 모두 포함하는 제 4단계 열수력장 

해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열출력 증가에 따른 한계 채널 유량 변화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노섬 열출력이 정상 출력의 181%에 도달한 경우 Ishii 모텔에 의하여 한 

계 채널에서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3.7.16]. 

적용 

는 평행한 폐쇄 

。

2. 

설계 연계 해석 3.7.6.2 

설계 기본 자료 

SMART 연구로 노심의 열수력 설계 기본 자료는 표 3.7-4에 정리하였다. 열수력 
기본 자료는 노섬의 기하 형태 및 운전 조건 그리고 출력 분포 등과 같은 기본적 

인 특성 자료와， 일차원 열수력장 해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열수력 설계 분석 결과 

를 포함하고 있다. 

(1) 열수력 

입력 자료 (2) 안전 해석 

열수력 설계분야에서 안전 해석분야에 제공할 주요 입력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정격 노심 열출력 

- 노섬 오리피스 및 채널 

사고 해석을 위한 CHFR 
- 상관식 한계 CHFR 
열전달 상관식 

고온 수로 조건에 대한 열수력 설계 자료 

료
 

자
 

련
 
률
 

관
 
모
 

열수력 

계산 

해석 입력 자료 

모률은 사고해석 

CHFR의 변화를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을 위한 

펼요한 열전달 

연구로 기본 설계 노섬에 대한 열수력 설계 분야의 안전 

참고문헌 [3.7.17]에 기술하였다. 사고해석을 위한 CHFR 계산 
코드 TASS가 생산하는 노심 평균 조건으로부터 노심 최소 

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고온 집합체 채널에 대한 일차원 해석 

코드의 부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3.7.1]. 사고 

열전달 해석 모률은 사고 조건에서 핵연료의 온도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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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와 냉각재 온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TASS 코드의 부프로그램 형태로 제 
공하였다 [참고문헌 3.7.18]. 

3.7.6.3 비정상상태 노심 열수력장 해석 

(1) 제어봉 이탈 사고 CHFR 해석 

제어봉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핵분열에 의한 노심 출력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연료에서의 열전도에 의한 열적 지연 효과에 의 

하여 연료 표면 열속은 핵적 출력 변화에 비하여 완만하게 변한다. CHF 관점에서 
는 핵적 출력보다는 연료 표면에서의 열속 변화가 더 중요하므로 제어봉 이탈 사고 

진행에 따른 열속 변화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SMART 연구로 노심에 사용되는 SSF 연료의 단면은 사각형이며 이로 인하여 일 
반적인 원통형 핵연료와 달리 원주 방향 열속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 이러한 기하 

형태에 대한 열전달 현상을 정확히 모사하려면 다차원 열전도 해석 코드가 필요하 

다. 그러나 현재 SMART 연구로의 과도상태 열속 변화는 연료봉을 원통형으로 가 
정한 열전도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과도 상태 열속 변화에 대한 다차원 

효과는 추후 평가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SMART 연구로 노심에 대한 단일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온 전출력운전 조건에서 제어봉 이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CHF로 인한 핵 

연료 파손율은 30.7%로 평가되었다 [참고문헌 3.7.19]. 평가 결과는 그림 3.7-20에 

제시하였다. 

기동 운전 조건에서 단일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CHF로 인한 핵 

연료 파손율은 23.9%로 평가되었다 [참고문헌 3.7.20]. 그러나 기동 조건의 압력은 
2 MPa로서 SSF • 1 CHF 상관식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의 
핵연료 파손율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추후 시험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상관식 체계 

를 정비한 이후에 수행될 수 있다. 

(2) 핵연료 팽윤 조건에 대한 해석 [참고문헌 3.7.21] 

연료 심재가 조사받으면서 발생하는 핵분열기체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에 장전된 핵 

연료는 연소도에 따라 팽윤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팽윤으로 인한 

핵연료 단면적 증가는 노섬 유로 면적과 수력 직경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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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압력손실이 증가한다. 이는 열수력 설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었다. 

• 계통 압력 손실 증가로 인한 냉각재 유량 감소 

• 집합체별 연소도 차이로 인한 노섬 유량 분포특성 변화 

·고온 채널 유량 및 열속 변화로 인한 열적 여유도 변화 

이러한 관점에서 핵연료 팽윤이 열수력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팽윤으 

로 인한 핵연료 심재의 면적 팽창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쯤 =CxB u (%) (3.7 .47) 

여기서， c=팽윤계수 (%/(g/cc)) , Bu=연소도 (g/cc) 이다. 핵연료 피복관에서는 팽윤 
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설계 자료에 따르면 팽윤 계수의 최적치는 24.8%/(g/cc) 
이 며 , 95/95 최 대 치 는 35.8%/(g/cc) 이 다. 

노섬의 평균 연소도는 약 0.269 g/cc 이므로， 팽윤 계수의 95/95 한계치를 적용하면 
이 조건에서 노섬 유로 면적은 가열부에서 약 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 인하여 노심의 압력 손설은 약 17% 증가하며， 이는 계통의 압력손실 특성곡션을 
변화시켜 계통 유량을 감소시킨다. 일차계통 펌프 특성 곡선의 기울기를 0으로 가 

정하여 계통 유량의 감소량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 약 2.1% 정도 계통 유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 유량 감소에 비하여 노섬의 유로 면적 감소가 상 

대적으로 크므로 주기말 팽윤 조건에서 노섬 평균 질량 유속은 약 7.0%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노심 평균적으로 팽윤에 의한 열적 여유도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팽윤에 의한 노섬 열수력 조건 변화는 표 3.7-5에 정리하였 

다. 

노섬의 집합체별 연소도 차이를 고려하여 주기말 팽윤 조건에서 노심 유량 분포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집합체별 질량 유속은 주기초에 비하여 6.3~8.6% 

증가하였으며， 유량 분포는 주기초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 최대 연소도 조건을 고려하여 고온 채널의 축방향 팽윤을 평가하였다. 연료 

봉에서 팽윤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봉의 중섬으로부터 동섬원을 그리면서 단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팽윤으로 인한 캡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gap closure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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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rll F= l-__S 
S 

(3.7 .48) 

여기서 s , r , d는 각각 캡크기， 동섬원 방경， 그리고 연료의 center- to- flat 거리를 의 
미한다. 연소도에 따른 축방향 팽윤 평가 결과는 그림 3.7-21에 제시하였다. 최대 

gap closure는 채 널 입 구로부터 37.5cm 지 점 에 서 약 39%로 평 가되 었다. 

3.7.7 노섬 열수력 시험 

SMART 연구로 설계를 위하여 수행한 CHF 시험， 열혼합 시험， 열전달 시험， 그리 
고 압력강하 시험 및 2상 유동 불안정성 시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CHF 시험， 열 
혼합 시험 및 열전달 시험은 러시아 IPPE 연구소의 고온고압 열수력 시험장치에서 
수행하였다. 압력 강하 시험은 KAERI의 상온상압 유동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55 
봉 실험 집합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2상 유동 불안정성 시험은 러시아 

EREC 연구소의 고온고압 시험 장치에서 수행되었다. 

3.7.7.1 CHF 시 험 

19 봉 및 55→봉 집합체를 사용한 CHF 시험 목적은 정상 상태에서 SSF 연료에 대 
한 CHF 상관식 개발 및 검증에 펼요한 CHF 실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19 봉 육각형 실험 집합체는 중심 수로와 벽면 수로 사이에 1-2 개의 부수로 
layer7} 존재하며， 실험 집합체의 배럴 벽면이 내부의 CHF 발생 부수로에 미치는 
영향이 25-봉 정방형 실험 집합체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 실험을 통하여 국부조건 

개념의 CHF 상관식 개발에 필요한 살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19-봉 실험 집합체 

는 축방향 출력분포 형태 및 가열 길이 그리고 비가열봉 유무에 따라 모두 7 종류 
로 설계하였다. 실험은 IPPE의 freon-Ioop 과 water-Ioop에서 수행하며， 모형 유체 
인 Freon-12에 대한 scaling factor를 구하기 위하여 일부 실험 집합체에 대하여 

freon- Ioop 및 water- loop 실험을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 집합체 특성 
자료는 표 3.7-6에 제시하였으며， 실험 집합체 형태는 그림 3.7-22에 제시하였다. 

상관삭 기본 형태 개발에 사용할 실험 자료 생산을 위하여 축 방향 출력분포가 균 

일하며 가열 길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실험 집합체를 선정하였다. 반경 방향 출 

력분포는 집합체 중심 영역의 7개 봉 평균 출력이 가장자리 127B 봉 평균 출력보다 
약 25% 정도 크게 나오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는 CHF 발생 위치를 제한하여 국부 
조건 CHF 상관식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 집합체 내에 9개의 부수로 

출구 온도 측정용 열전대를 부착하여 단상 유동 조건에서 부수로간의 열혼합 현상 

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라고 축방향 균일 출력분포 설험 (TS-3)을 수행하여 

축방향 및 반경방향 비균일 출력분포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 방향 

출력분포는 상하 대칭인 cosme 분포 (TS-4) 및 가열 봉 상부에 첨두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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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peaked 분포 (TS -5) 의 두 종류를 선정하였다. 비가열봉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설계한 실험 집합체 (TS-6)에서 비가열봉의 위치는 실제 연료 집합체에서의 

발생 가능한 봉 배열을 고려하여 2 종류로 결정하였다. 55-봉 살험 집합체는 실제 

연료 집합체와 동일한 기하 형태에 대한 검증 실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다. 실험 집합체는 54개의 가열봉과 1개의 큰 BP 봉 그리고 6개의 작은 BP 
봉 및 6개의 지지판으로 구성되는 연료 집합체를 모사하도록 하였다. 실험 집합체 

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출력을 내는 가열봉들로 구성되며， 최고 출력과 중간 출력， 

그리고 최저 출력을 내는 가열봉간의 출력 차이는 각각 25% 정도이다. 실제 노심 
의 고온 집합체 출력분포 자료를 고려하여 봉별 출력분포를 결정하였으며， 집합체 

중심의 비가열봉과 집합체 가장 자리에 있는 3개의 비가열봉 주변 부수로를 고온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축 방향 출력분포는 균일하다. CHF 측정을 위하여 고온 영 
역의 모든 가열봉에 열전대를 부착하며 CHF 발생이 예상되는 가열봉에는 4개 이 
상의 열전대를 부착하여 CHF 발생 부수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CHF 실험 조건은 정상 상태 하에서의 강제 순환 및 자연 순환 유속 조건을 포함하 
도록 하였다. 압력 및 유속 조건은 CHF 상관식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 
며， 압력은 60-180bar 그리고 유속은 100-2000kg/m2/s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도 
록 하였다. 실험 조건은 압력과 유속 그리고 입구 과냉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압력 

조건은 원자로 기동 상태를 고려하여 저압력 조건까지 확장하였다. 실제로 CHF 
해석이 중요한 압력 영역 (1l0-180bar)에서 전체 실험 자료 약 80%가 생산되며， 

냐머지 약 20%는 60-110bar 영역에서 생산되도록 하였다. 

실험은 러시아 IPPE 연구소의 실험 시설에서 수행되었으며， 실험을 통하여 
freon-loop에서 496개， water-loop에서 3727n 의 실험 자료를 생산하였다 [참고문헌 

3.7.2]. 

3.7.7.2 열전달 시험 

19-봉 실험 집합체를 사용한 열전달 시험 목적은 단상 및 2상 유동 조건에서 SSF 
연료 표면의 정상상태 열전달 계수 평가에 필요한 실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다. 19-봉 열전달 실험 집합체 (H1)는 직접 가열 방식을 사용하는 19 개의 가열봉 
으로 구성되며， 가열봉 단면 형태 및 출력분포는 19-봉 CHF 실험 집합체의 TS- 3 
과 같이 균일 출력분포를 갖는다. 가열봉 표면 온도 및 부수로 내의 국부 유체 온 

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 (thermocouple) 부착 위치는 그림 3.7-23에 제시하였다. 

열전달 실험은 원자로 기동 및 운전 영역을 고려하여 압력은 5-18MPa, 질량 유속 

은 20-2000kg/m2/s 으로 설험 영역을 선정하였다. 설험은 단상 및 2상 유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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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되며， CHF 발생으로 인한 가열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CHF 실험 영 
역을 발생 이전까지로 제한하였다. 실험 조건에서 열전달 상관식의 주요 변수인 

Reynolds 수는 약 500-70000, Prandtl 수는 약 0.8-2.0 사이 에 서 변화한다. 

IPPE 실험 시설을 이용한 열전달 계수 측정 실험을 통하여 274 개의 설험 자료가 
water-loop에서 생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3.7.4]에 기술되 

어 있다 

3.7.7.3 열혼합 시험 

단상 유동 조건에서 19-봉 SSF 섣험 집합체를 사용한 열혼합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SSF 연료 집합체에 대한 부수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중요한 코 
드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난류 혼합 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봉 열혼합 

실험 집합체 (H2)는 단상 유동 조건에서 부수로 간의 난류 요동으로 인한 열혼합 

성능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H1 실험 집합체와 마찬가지로 직접 
가열 방식의 19개 가열봉으로 구성된다. 집합체 내의 봉별 출력분포는 고온 영역 

과 저온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으며， 축방향 출력분포는 균일 출력분 

포를 사용한다. 부수로 간의 열혼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7-23과 같이 

선정된 부수로에서 냉각재 온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열혼합 실험은 단상 유동 

조건에서 수행하며， 실험 압력 조건은 노섬 기동 영역과 운전 영역을 포함하도록 

50-180bar에서 선정하였으며 질량 유속은 자연 순환 및 강제 순환 조건을 포함하 

도록 100 - 2000kg m'/s에서 선정하였다. IPPE의 water-loop 실험 시설을 사용하여 
comer 채널 온도 측정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는 100 개의 단상 유동 열혼 
합 실험 자료가 생산되었으며， 상세한 실험 내용은 참고문헌 [3.7.8] 에 기술되어 있 

다 

3.7.7.4 집합체 압력 강하 시험 

SSF 연료 집합체의 압력손실계수 상관식 개발 빛 평가를 위하여 단상 및 2상 유동 
조건에서 55-봉 SSF 시험 집합체에 대한 압력강하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KAERI의 상온 · 상압 설험장치인 Cold Test Loop II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3.7-24 
는 압력 강하 실험에 사용된 Cold Test Loop II의 개략도를 보인 것이다. 

설험 장치는 closed- loop 형태이며， 구성은 SSF 연료 집합체를 모사하도록 제작한 
집합체 실험부와， 물수조로부터 실험부에 원하는 유량을 공급하는 물/공기 공급 시 

스템， 그리고 유량， 온도 및 차압 등을 측정하는 계측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시험 

부는 55 봉 집합체의 압력손실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TS- 1과 집합체 입구 오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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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압력손실을 측정하는 TS-2로 구성된다. 시험부의 기하 형태 및 차압 측정 

위치는 그림 3.7-25에 제시하였다. 

압력 강하 시험 자료는 단상 유동 조건에서 55-봉 SSF 집합체의 마찰압력손실 상 
관식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단상 유동 조건에서 생산한 시험 자료는 참고 

문헌 [3.7.5] 에 정리되어 있다. 본 시험자료만으로는 집합체 입구 및 출구 영역의 

압력손실 계수를 정확히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참고문헌 [3.7.6]에 기술한 

바와 같은 해석 모델을 도입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TS-2를 사용한 오리피스의 

압력손실 특성 시험은 몇 가지 표본 오리피스 모형에 대하여 유로 면적과 압력손실 

계수 간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오리피스 제작에 필요한 자 

료를 생산하기 위한 자세한 시험은 상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3.7.7.5 노심 유동 불안정성 시험 

평행 채널에서의 2상 유동 불안정성 시험은 SMART 연구로 노심과 같이 압력 손 
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상태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부 유동 불안정성 현 

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석 모벨 검증에 필요한 실험 자료를 획득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시험은 러시아 EREC 연구소의 고온 고압 시험 장치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유동 불안정성 실험이 수행된 EREC의 DNK 실험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7-26에 제시하였다. 2상 유동 불안정성 실험 조건은 SMART 연 
구로 노심의 정상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압력은 60-180bar, 입구 과냉도는 0-
1500C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부 열출력은 정상 운전 (100% 출력) 및 
과출력 (120% 출력 ) 조건， one-pump 정 지 운전 조건 (50% 출력 ) , 그리 고 자연순환 
운전 조건 (25% 출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시험부는 두 개의 통일한 채널이 같은 상하부 헤더에 평행하게 연결된 형태로서 그 

림 3.7-2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시험부를 구성하는 가열 채널 형태는 원형관과 19 • 

봉 집합체의 두 종류이며， 원형관은 기하 형태 특성에 따라 3 가지로 구분된다. 시 

험부를 구성하는 가열 채널은 비가열 입구 영역， 가열영역， 그리고 비가열 nser 영 
역의 3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시험부는 두 개의 동일한 가열 채덜로 구성된다. 다 
수의 채널로 구성되는 수직 평행관 계통에서 유동 불안정성은 채널의 압력 강하가 

일정한 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사하기 위 

하여 한 개의 가열 채널과 큰 우회 채널로 구성되는 시험부를 사용하여 실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험부에서는 저유속 조건에서 실험할 경우 우회 채널에서 

역방향 유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 

하여 동일 평행관으로 구성된 시험부를 사용하였다. 시험부 기하 형태 자료는 표 

3.7-7에 제시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시험부에 대한 압력 손실 특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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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운전 조건에 대한 유동 불안전성 경계， 그리고 유동 불안정성 경계 

의 flow oscillation 등을 측 정 하 였 다. 
근처에서 

실험은 시험부의 열출력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채널 유량과 입구 온 

도를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다. 먼저 채널 유량을 일정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채 

널 출구 건도가 O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 즉 채널 출구에서 비둥이 발생할 때까지 
채널 입구 온도를 증가시킨다. 출구 건도가 O 근처에 도달하면 채널 입구온도를 
매우 천천히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유동 불안정성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이 조 

건에서 발생하는 유통 불안정성은 저건도 조건에서 발생하는 type-I 밀도파 진동에 
의한 것이다. Type- I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채널 입구 온도를 고정 
시키고 채널 유량을 감소시키면서 유동 불안정성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이 경우 

유동 불안정성은 기포율이 큰 고건도 영역에서의 type-II 밀도파 진동에 의해 발생 
한다. 실험 도중 CHF 발생으로 인한 가열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널의 
CHF 값을 미리 예측하여 실험에 반영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IPPE의 CHF table을 사용하여 CHF 예측치를 평가하였다. 유동 불 
안정 성 이 발생 한 이 후에 도 일 정 시 간동안 flow oscillation을 관찰하여 유동 불안정 

영역에서의 limit cycle oscillation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유동 불 
안정성 실험 수행시 측정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다. 

시험부 전체 및 채널별 칠량 유속 

압력 손실 및 정압 

냉각재 온도 

• 가열면 온도 (CHF 조건 측정) 
시험부 전기 출력 

유동 진동 특성 (진폭 및 진동 주7 

시험부의 압력 강하 특성은 유동 불안정성 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압력 손 

실 계수 (Ç)는 시험부 입구 영역， 시험부 가열 영역， 그리고 시험부 출구의 nser 영 
역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통한 압력강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유동 

불안정성 시험을 통하여 주요 변수들은 유동 불안정성 발생 시접 전후로 모두 가록 

된다. 아래의 그림 3.7-28과 3.7-29는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자료들의 한 예를 보 

인 것이다 (TS - l , P=llMPa, Q=21kW, Tin=300oC 조건) . 이 조건에서는 유통 불안 

정성에 의해 CHF가 발생하였다. 그림 3.7-28은 유동 불안정성 발생 전후의 계통 

평균 열수력 조건을 보여준다. 채널 입구온도， 압력， 그리고 열출력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량은 약간의 진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섭동에 의하여 그림 3.7-29에서 보듯이 채널 유량의 진동이 유발되었으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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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서 역유동이 생길 정도의 유동 불안정성 현상이 발생하였다. 유동 진동에 

의하여 CHF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가열면 표면 온도가 그림 3.7-29에서 보 

듯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고온고압 열수력 조건에서 MSB (Marginal Stability Boundary) 
측정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험을 통하여 관찰된 시험부 기하 형태가 유동 불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3.7-30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은 동일한 압력과 열출력 

조건 (P= l1MPa, Q=21kW)에서 각 시험부에서 관찰된 MSB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축방향 비균일 출력 분포의 영향은 채널 입구 과냉도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출력 분포가 central-peak 형태를 갖는 TS-2의 경우 채널 내의 비등 시작 지점은 
동일한 출력을 갖는 균일출력 분포에 비하여 채널 중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채널 입구 과냉도가 낮아지면 (즉 입구 온도가 증가하면) 비퉁 시작 지점이 

채널 입구 근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TS-2의 경우 비등 시작 지점이 TS→ 1에 비 

하여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비등길이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므로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입 

구 과냉도가 낮은 조건에서 TS-2의 유동 안정 영역은 TS-l에 비하여 크다. 반대 

로 입구 과냉도가 큰 경우에는 TS-2의 cosme 출력 분포가 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TS-3의 경우와 같이 상당한 길이의 nser가 있는 경우 - 계는 매 

우 불안정해진다. 그림에서 보듯이 TS-3에서는 매우 낮은 건도 조건에서 유동 불 

안정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8 결론 

SMART 연구로 기본 설계 노섬에 대한 열수력 설계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열수력 설계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계 방법론 및 해석 체계를 정비하였다. 기본 

설계에서 사용된 열수력 상관식， 즉 국부조건 개념의 CHF 상관식과 열전달 상관식， 
그라고 압력손실계수 상관식 모형들의 적용 범위와 설계에 사용된 불확실도 인자들 

의 설계 자료 및 평가 근거를 정비하였다. 기본 설계 적용을 위한 CHFR 여유도 
해석 방법론을 정비하고， 고온수로 해석에 적용된 열수력 설계 불확실도 인자와 일 

차원 열수력장 해석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과도 상태 CHFR 해석을 위한 일차원 
CHFR 계산 모률을 개발하여 사고해석 분야에 제공하였다. 핵연료 집합체 채널에 
대한 2상 유동 불안정성 해석을 위하여 축방향 비균일 출력분포의 영향과 가열변의 

동특성 및 핵적 궤환을 고려할 수 있는 선형 해석 코드 모률을 개발하였으며， 정상 

상태 유동 불안정성 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단순 모델을 제시하였다. 2차원 열수력 

장 해석을 위한 MATRA- SR 부수로 해석 코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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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혼합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중요한 코드 입력 자료 중의 하나인 난류혼합인자 

SMART 연구로 노심에 대한 열수력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차원 해석을 통하 
여 노심을 4 개의 수력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노섬에서의 최적 유량 분포를 얻기 위 
한 집합체 입구 영역 압력 손실 계수를 평가하였다. 집합체 채널의 부분별 압력 

강하 및 수력 하중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집합체 설계 하중의 최대치는 집합체 

물속 무게의 52%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합체 부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계 채널에 대한 정상 상태 CHFR 여유도 및 유통 불안 
정성 여유도를 평가한 결과 노심 입구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CHFR 
에 대한 열출력 여유도는 42% , 유동 불안정성에 대한 열출력 여유도는 약 81%로 

평가되었다. 핵연료 팽윤에 의한 노심 열수력 특성 변화를 평가한 결과 주기말에 

노심 평균 압력 손실 증가로 인하여 노섬 유량이 감소될 수 있으나， 질량 유속 증 

가 및 평균 열속 감소 효과로 인하여 CHFR 여유도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열수력 상관식들의 개발 및 검증， 그리고 불확실도 평가에 필요한 data base 확보 
를 위하여 SSF 실험 집합체에 대한 CHF, 열전달 및 열혼합， 압력강하， 그리고 유 

동 불안정성 실험이 수행되었다 19-봉 집합체에 대한 열혼합 실험 자료는 

MATRA-SR 코드의 난류혼합인자 평가에 사용되었다. 19 봉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부조건 개념의 CHF 상관식이 개발되었다. 19-봉 집합 

체에 대한 열전달 설험 자료를 분석하여 단상 및 2상 유동 조건에 대한 정상 상태 

열전달 계수 상관식의 불확실도를 평가하였다. 55-봉 집합체에 대한 상온 상압 단 

상 유동 압력 강하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압력손실계수 상관식의 불확실도를 평가 

하였다. 두 개의 수직 평행관으로 구성되는 시험부를 사용하여 고온고압 조건에서 

2상 유통 불안정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선형 해석 모델 검증을 위한 

MSB 측정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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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 1 MATRA-SR 코드와 COBRA-IV-I 코드의 서브루틴 및 함수별 비교 
(1/2) 

서 H 루틴 COBRA-1V-1 I MATRA-SR 비고 

매인 쓰로그램 

C41 0 X COBRA -1V - 1 main program 

MATRA-SR X 0 MA TRA -SR main program 
(C，D ，F.I I ， 1 ， K ，M ，P，S ，T，V，X ，y)1 주) 

공동 부분 

AREA 0 0 
BVOID 0 0 (P,V) 
CURVE 0 0 
DIFFER 0 0 (M,P,X) 
FORCE 0 0 (X) 
HCOOL 0 0 (P) 
HEAT 0 0 (X) 
HTCOR 0 0 (P,Y) 
1SWAP 0 0 
LIM1TS 0 0 
M1X 0 0 (M,P) 
RESTRT 0 0 (l) 
ROLLIT 0 0 
SCHEME 0 0 (D,H,M ,P ,X,Y) 
SETUP 0 0 (l-I,l,X) 
SPLIT 0 0 (H) 
STEAM 0 0 (C,P) 
TEMP 0 0 (X) 
VOID 0 0 (P,Y) 
XSCHEM 0 0 (l I,P,X) 

CHF 관련 부분 
CHF 0 0 (C,K) 
CHFI 0 X BA W -2 correlation 
CHF2 0 X W-3 correlation 
CHFCOR X 0 (P,X) 
CBW2 X 0 <I<,P) 
CW3 X 0 (K,P) 
CERB3 X 0 (I<,P) 
CKRBl X 0 (K,P) 
CWRBl X 0 (K,PJ 
CSSFI X 0 SSF-I CHF correlation 
CSSF2 X 0 SSF- 2 CHF correlation 

가변 축방향 노드 크기 관련 기능 

VAN X 0 I(I,XJ 
기포율 모형 관련 기 

VCHLE X 0 l(p,Y) 
SCQUAL I X 0 I( p ) 

압력경계 조건 관련 기능 

PBOUND I 0 0 
PBOur、1D21 X 0 IPrcssurc drop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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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1 MATRA-SR 코드와 COBRA-IV-I 코드의 서브루틴 및 함수별 비교 
(2/2) 

서브루틴 COBRA - IV -1 I MA TRA -SR 비고 

입/출력 사용자 편의 재공 부분 

CIUNIT X 0 Converts inpu t!output unit system (H,X,Y) 
SETRI X 0 Reads inpUl cards (D,F,H,I,K,M,P ,S ,T ,X,Y) 
MIRROR X 0 Prints input cards 
RESULT 0 0 Prims results (K ,P,Y) 
RSLTSR X 0 Prints sr-related results (H,P,Y) 
SETPI X 0 Prints summarγS of inplIL file (D,M,X,Y) 
SETPSR X 0 SR-related version of SETPI (D,I I,M,X,Y) 

수지해법 관련 기능 

DIVERT 0 X DIVERT DIVSOR, DIVGE 
DIVGE X 0 (D,X) 
DIVSOR X 0 (D,X) 
DECOMP X 0 (D) 
SOLVE X 0 (D) 
GAUSS 0 0 
ENERGY X 0 Solves energy equations (M,x) 

물성치 관련 기능 

PROP 0 0 (P ,Y) 
PROPSR X 0 SR-related version of PROP <H,P ,Y) 
TAF X 0 Function T AF for steam propeπy (T) 
PSA X 0 Saturation pressure (T) 
TSA X 0 Saturation temperature (T) 

(주) 

C Increase in precision and correction of real constants 
D Implementation of the switch for selecting diversion cross f1ow equation solver (SOR/GE) 
F Implementation of the Rehme correlations for the single-phase pressure drop in the 

triangular rod arrays with/withollt wire wraps (option) 
H Implementation of SR-related CHF ,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friction factor 

correlations 
1 l\ lodification of the input formats 
K Implementation of CHF correlations (WRB-l , ERB-3 , KRB- l) 
M Implementation of the equal-volume-exchange turbulent mixing and void drift models 

(option) 
P Implementation of the switch for selecting the pressure used in the calculation of flllid 

properties (reference/locaO 
S Dimensions of the dummy arrays used in subroutine SETRI 
T Implantation of the steam table routine TAF (option) 
V Implementation of the Chexal-Lellouche correlation for bulk void fraction (option) 
X : Implementation of the variable axial noding scheme (option) 
Y Correction of some coding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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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2 정상 상태 집합체 압력 손실 특성 자료 

수력영역一1 수력영역 2 수력영역 -3 수력영역 -4 

입구영역 
7.62 8.78 16.49 21.35 

압력손실계수 

압력 손실， kPa 
.6.PIN 6.38 6.74 9.15 9.99 
.6.PROD 6.78 6.63 4.64 4.01 
.6.POUT 1.89 1.74 1.26 1.06 
Total 15.05 15.11 15.04 15.06 

집합체 유량 분율 1.10 1.06 0.89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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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3 한계 채널 분석 결과 

CHFR 핵연료 온도 출구건도 

Value 2.048 545.5 0.0072 

Channel number 30 11 1 
Channel type A (51) A (51) A (51) 
Hydraulic region 2 2 2 
Bumup step/hour 122 / 17290 1/0 9 / 1008 

Channel peaking 1.002 1.120 1.176 
Pin peaking 1.333 1.299 1.271 
Axial peaking 1.374 1.555 1.458 

G/Gavg 0.960 0.935 0.862 
Gavg, kg/m2/s 1039 1039 1039 
Kin 8.78 8.78 8.78 
Shape factor 0.73 0.73 0.73 
Channel flow area, m2 9.974e-4 9.974e-4 9.974e-4 
Hydraulic diameter, m 2.733e-3 2.733e-3 2.733e-3 
Heated equivalent diameter, m 3.655e-3 3.655e-3 3.655e-3 

운전 모드 고압력 LCO 고압력 LCO 저압력 LCO 

출력분포 
제어봉 최대 제어봉 최대 제어봉 최대 

삽입 연소 삽입 연소 삽입 연소 

수력영역 모델 전출력 정상 연소 조건에서 4개 영역으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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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4 열수력 설계 기본 자료 

Parameter Value Note 
Heated length of fuel , m 0.80 FMD 
Heated perimeter of single fuel rod , m 21.4e-3 FMD 
Cross sectional area of single fuel rod , m2 26.ge-6 FMD 
Source rod outer diameter, m 4.5e-3 ND 
HP rod outer diameter, m 7.0e-3 ND 
Displacer width/thickness, m 10.0e- 3/1.0e-3 FMD 
Unit cell free flow area , m2 8.07e-6 
Unit cell hydraulic diameter, m 3.02e-3 
Channel inside diameter, m 58.4e- 3 FMD 
Number of fuel rods for channel type-N- B/- C 51/54/55 ND 
Channel flow area of type-N- B/-C, m2 9.97e•4/ 1.032e-3/1.044e-3 
Channel hydraulic diameter of type-N-B/- C, m 2. 73e-3/2.83e- 3/ 2.86e-3 
Channel heated equivalent diameter of type-N-H/-C, m 3.66e-3/3.57 e-3/3또e-3 

Shape factor for channel type-N -B/-C 0.73/0.74/0.75 
Length of unheated inlet part of channel , m 0 ‘ 131 FMD 
Length of unheated outlet part of channel , m 0.2115 FMD 
Total number of fuel assembly channels 295 ND 

number of FA type-N-H/-C 37/162/96 ND 
Total number of fuel rods in the core 15915 ND 
Effective core flow area , m2 0.3043 
Total heat transfer area in the core, m2 272.46 
Core total thermal power, MWth 65.5 FS 
Fraction of core power generated in fuel region 0.99 ND 
Vessel inlet flow rate(NominaVLCO) , kg/s 326 FS 
Core bypass flow fraction 0.03 
Effective core average mass flux(NominaVLCO) , kg/m2/s 1039 
Core exit pressure(NominaVLCO) , bar 147 / 147 :t l0.7 FS 
Core outlet temperature(NominaVLCO) , deg-C 310 / 315.5 FS 
Core average heat flux in fueHNominaVLCO) , kW/m2 238.0 / 245.2 
Core average LHGR in fueHNominaVLCO) , W/cm 50.94 / 52.46 
Peaking factors: 정상 연소/제어봉최대삽입/제어봉최소삽입 
- Channel peaking to core factor 1.204 / 1.204 / 1.248 ND 
- Pin peaking to core factor 1.678 / 1.676 / 1.680 ND 
- Axial peaking to channel factor 1.498 / 1.437 / 1.433 ND 
- Total peaking to core factor 2.034 / 2.034 / 1.964 ND 

Core frictional pressure drop, bar 0.15 FS 
Form loss factor of channel outlet part 2.03 
Hvdraulic Drofiling. 
Inlet orifice loss factor: 
hydraulic region 1 7.62 
hydraulic region 2 8.78 
hydraulic region 3 16.49 
hydraulic region 4 21.35 
Overpower margin to CHFR (fixed inlet condition) 42% 
Overpower margin to type- 11 OFI (fixed inlet condition) 81% 

FS: 유체계통설계， ND: 핵설계， FMD: 핵연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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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5 핵연료 팽윤에 의한 노심 열수력 조건 변화 

주기초 주기말 (팽윤조건) 

심재면적 팽윤계수 (%/(g/cc)) 35.8 35.8 
연소도 (g/cc) 0 0.269 

노섬 유로 면적 (m2) 0.3043 0.2786 
노섬 유량 (kg/sec) 326 319.3 
노심 평 균 유속 (kg/m2/s) 1071 1146 

노심 압력 손실 (kPa) 15 17.54 

노섬 열출력 (MW) 65.5 65.5 
노섬 열전달 면적 (m2) 272.46 280.54 
노섬 평 균 열속 (kW/m2) 238.0 231.2 

최소 CHFR (LCO 조건， 출구 
2.048 2.182 

온도 일정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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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6 CHF 실험 집합체 특성 자료 

A B C D E 

Test section number TS-1πS-2 TS-3 TS-4πS-5 TS-6 TS-7 
Number 01 heater rods 19 19 19 17-18 54 
Barrel shape Hexa. Hexa. Hexa. Hexa. Circ. 
Heated length, m 0.4, 0.8 0.8 0.8 0.8 0.8 
Heater rod c.x. area, mm2 26.4 26.4 26.4 26.4 26.4 
Rod heated perimeter, mm 21.6 21.6 21.6 21.6 21.6 
Unheated rod dia., mm 
- large NA NA NA 7 7 
- small NA NA NA NA 4.5 
Bundle hydraulic dia., mm 2.79 2.79 2.79 2.60/2.70 2.88 
Radial power distribution NU U U NU NU 
Axial power distribution U U NU U U 
Test fluid Freon/ Freon/ Freon/ Freon/ Water 

Water Water Water Water 

Pressure, MPa 6-18 6-18 6-18 6-18 6-18 
Mass flux, Mg/m2/s 0.15-2.0 0.15-2.0 0.15-2.0 0.15-2.0 0.15-2.0 
Inlet subcooling, Oc 10 - 120 10-120 10-120 10-120 10-120 
Number 01 data (FreonlWaterl 210/165 95/55 134/60 57/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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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7 시험부 기하 형태 및 실험 조건 

TS-1 TS-2 TS-3 TS-4 

Test Section (TS) sha뼈 Round tube Round tube Round tube 19-rod bundle 

Test fluid Water Water Water Water 

Tu뼈 inner diameter (mm 3 - 10 3 - 10 3 - 10 N/A 
Lengths (m) 

unheated inlet 맨gion 0.4 0.4 0.4 0.4 

heated region 0.8 0.8 0.8 0.8 
unheated 찌ser region 0.2 0.2 0.8 0.2 

Axial pc뻐er distribution Uniform Cosine Uniform Uniform 
Radial po빼r distribution N/A N/A N/A Uniform 

Pressure (bar) 60 - 160 60 - 160 60 - 160 60 - 160 
Inlet subcooling (OC) o - 150 o - 150 o - 150 o - 150 

TS cross sec삐。n o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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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투석태 CHF 하|석 q댄 J\I‘a 
시고빼석 CHF 계산 모월 

노심보흥/강시겨l톨 CHF 어{석 모옐 

혹실윌료킬화요과 
- 잉혁 강하 및 수혁 ðl흥 

CHF 여겨1111언륨 JH에 

‘ 잉계 현계 CHFR 
고온수로왜석잉잉를 

그림 3.7-1 SMART 연구로 열수력 설계 업무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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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 뭄 | 

1 노심 출력 분포자료 

- 노심 수명 중의 집합체열 축방향/반경방향 출럭운포 
‘ 노심 및 핵연료 기하 형태 자료 

원자로 운전 조건 관련 자료 

수력적 힘쩍화셀겨| 

집합체 오리피스 압력손실 특성평〕 : 1>- 1+---
i 룹 | 

...;.,_. 

일차원 앨수력g 빼칙 

CHFR 여유도 및 비등 여유도 한계채널 탐색 

최대버등 

채빌 

최소 CHFR 

채널 

뮤톨를Pf쩔석 해칙 

유동 폭주 및 밀도파 진동 해석 

이차훨 얻수력짖빼섹 

부수로 해석을 통한 열적 여유도 평〕 

그림 3.7-2 정상 상태 노심 

-639-

열수력 설계 절차 

월숫료각l훨 
. CHF/열혼합 시험 
· 압력강하시험 
열전달시험 

유동불만정성 시험 

앨수획작 해척 코드 뼈|계 

’ 일차원 열수력장 해석 코드 
·부수로해석 코드 

· 유동 물안정성 해석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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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Water-loop CHF 시험자료에 대한 SSF-2 CHF 상관식의 예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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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F-l CHF 상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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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19-봉 SSF 집합체 시험자료에 대한 열전달 계수 예측치와 시험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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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RA-IV-I 

、‘ J 

/\ /\ 
f 

STRUCTURE 

COC CYBER Main’rame Mloration 01 IBM PC 
Version Code Version 

Fortran 66 
Restructuring 01 Forlran 90 Code 

Complicated Slructure Eliminalion 01 Simplilied Struclure Unnecessary Subroul ines 
SinOle-Precision Increase in Precision and Oouble-Precision 
Real Conslants Correction 01 Real Constants Real Conslanls 

Modilication 01 
Less Precise 1/0 1/0 Formats More Precise 1/0 

」

FUNCTION 
、

British Implementatlon 01 British I SI 
Unit 1/0 Unit System Selecting Swilches Unit 

Unilorm Implementation 01 Unilorm / Nonunilorm 
Axial Node Lenolh Variable Axial Noding Scheme Axlal Node Lenglh 
Inlerpolalion Irom Implanlallon 01 Inlerpolalive / Oirecl 

Saluralion Property Table Steam Table Rouline TAF Calculation 
Syslem Relerence Exlt Implementation 01 Relerence / Local 

Pressure Pressure Selectlng Switch Pressure 

No MONBR Ileralions Implementation 01 Ilerations Searching lor 
MONBR Ileratlon Functlons Parameters lor MONBR 

MODEL 

Narrow Range Ap뼈ion I Implementation 01 Wide Range Application Chexal-Lellouche Void Fractlon Model 

SR Fealures SSF Heal Transler 
Correlalions 

SR Fealures SSF-l and SSF-2 
CHF Correlalions 

SR Fealures SSF Fricton Factor 
Correlalion 

NUMERIC 

SOR Implementation 01 
SOR/ GE Malrix Solver Selecting Swltch 

Crossllow lπ1pleπ1en‘at ion 01 
I \!:i' .;).;)y I 。

Equation Solulion Pressure-Based Solulion Scheme Gradienl 
~，OA-SOIU’，nn 

그림 3.7-7 MATRA-SR 코드와 COBRA-IV- I 코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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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Boundary Conditions and Forcing Functions 

Calculate m from Continuity 

Calculate P. Ap,_"" 

N。

Modification to 
COBRA-IV-I 

Modify 
AAH Matrix & 
Source Term 

Calculate SR-related 
h ‘ and f '"" 

Modify 
Source Term 

Add 
TM & VDTerms 

Calculate SR-related 
h_ ..... T ... _" T_.~ . and I.nl ' 'fue1 디g 

q CHf 

그림 3.7-8 MATRA-SR 코드 음해법 순서도 

-645 -



Main program 
- Read input data 

Subroutine READQ 

-Read 뻐wer distribution data 
- Normalization 

Subroutine COMA1 - Re-scaling ofaxial power 
distribution 

- Hydraulic profiling 
뉴--- Calculate inlet orifìce loss 

factors for each hydraulic 
reglons 

Subroutine DELI객 

- Calculate total pressure drop of 
a channel considering friction 
and form losses, acceleration 
and gravitation pressure drop 

- Calculate CHFR, fuel and 
Subroutine COMA2 cladding temperatures for each 

axial node 
- One-깅imensional TH design - Provide TH ∞nditions for the 

L_. - Calculate design parameters 
f------

evaluation of CHF and boiling 
∞nsidering unceπainties ma하r띠gins 

.CHFR 

. Fuel/cladding temperatures 

. Boiling lengths 

Subroutine TEMPFC 

- Calculate heat transfer 
coefficient, fuel/，며adding 
temperatures for a cross-section 
ofchannel 

그림 3.7-9 COMA 코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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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7-10 SMART 연구로 노섬 집합체 채널의 국부 유동 불안정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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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바발절싶 선혈섭톨방정식 

- 유동장 mass. energy. momentum eqs. - First order perturbation 
- 가얼 면 heat conduction eqs. - Laplace transform 

- Neutron kinetics eqs. - 80lve first order O.D.E. 

전달 륨수 모탤 (8180) 

t5v’”‘, δk， t5vln 

t5v; •. er, t5kerJ t5q“‘ 

유통룰만질성 빼핵 

- Nyquist stability criterion 
- 8tability margin 

그림 3.7- 11 선형 유동 불안정성 해석 모델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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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region COOLANT region 

~ 
그림 3.7~ 12 국부적인 섭동 모델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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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 J 

Flow channel T IH model 
血맹쁘U따왜J 

Heøted w외 I dvnamlcs model 

δqlt’I 

(A) 
oq“‘m 

Flow channel T IH model 
(momentum ec.) 

(8) 

그림 3.7-13 SMART 연구로 노섬 연료 집합체 채널에 대한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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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8 핵연료 집합체 압력 손실 영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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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9 정상상태 SMART 연구로 노심 출구 기포율 및 건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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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7 시험부 계측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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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섬보호계통 및 노섬상태지시계통 

3.8.1 개요 

일반적으로 SMART 연구로 운전 중 발생 가능한 과도 상태나 사고는 발생 빈도와 
과도 상태 또는 사고의 결과로 예측되는 물질적 또는 방사학적 피해도에 따라 분류 

된다. 각종 사고의 발생 빈도는 그 사고의 결과로 예측되는 물질적 또는 방사학적 

피해도에 반비례하도록 각 분류 단계의 최대 허용발생 빈도가 부여된다[3.8. 1]. 따 

라서 원자로 설계에는 운전 중 예상 가능한 모든 과도상태나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심보호계통 및 안전계통 등이 설계되어 원자로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노섬보호계통은 과도 상태나 사고 초기에 원자로를 비 

상 정지시켜 사고의 가능성 또는 그 사고 결과로 인한 피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설 

계되고 있다. 

노섬보호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의 한 구성 요소로 설계되며 과도 상태에 대한 다 

중 방호(Defense in Depth)개념의 대처 운전으로 원자로 운전의 유연성을 극대화시 
키고 있다[3.8.2]. 즉 정상 운전 중인 원자로에 과도 상태가 발생하면 먼저 제어 계 

통에 의하여 운전 변수들이 정상 운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대처한다. 제어 계 

통의 제어 능력을 벗어냐는 과도 상태에서는 원자로 운전 변수들이 운전 범위를 벗 

어나게 된다. 이 경우 운전 변수들이 안전 제한치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노심 

보호계통이 원자로를 비상 정지시켜 예상 가능한 운전 과도현상 중에 허용 연료 설 

계 제한치를 초과하는 연료 손상을 방지한다. 

노섬상태지시계통은 노심 상태에 관련된 공정변수 선호입력 및 노내핵계측기 선호， 

제어봉 위치 선호 동을 입력으로 받아 이로부터 운전원이 현재의 원자로 노심상태 

를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노섬 핵설계 인자들을 수치 또는 그래프로 제공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심상태지시계통의 설계는 공정변수 신호입력의 유 

효성 점검， 노심상태 계산， 결과 출력 등에 필요한 모률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 

한 기능은 기존 상용로에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COLSS[3.8.3]나 SMART 연구로 
의 표준 모델인 SMART-330 원자로에 대해 개발 중인 SCOMS [3.8.4] [3.8.5] 등의 
기능과 유사하나， DNBR 계산 및 감시가능， 노심상태에 따른 운전원 조치기능 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심상태지시계통은 이들 역할 외에도， 노외계측기 보 

정， 노심 핵설계 인자 평가 등에도 사용된다. 

본 절에서는 SMART 연구로 노심보호계통의 설계 기준 및 각 모둘별 기능에 대하 
여 간략히 기술한다. 또한 기능설계요건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된 노섬보호모사 

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비검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및 노외계측기 설치를 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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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속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노심상태지시계통의 설계요건 및 기 

준， 각 모률의 기능 및 구조， 계산방법론 및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8.2 노섬보호계통 설계 

3.8.2.1 개요 

노심보호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의 일부를 구성하며 원자로가 예상 운전과도사고 

(AOO: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시에 허용 연료 설계 제한치 (SAFDL: 

Specified Acceptable Fuel Design Lirnit)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심 의 선출력 밀도 

(LPD: Linear Power Density)와 엄 계 열속비 (CHFR: Critical Heat Flux Ratio)를 실 
시간으로 감시하여 원자로 정지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 정지 신호를 원자로 

보호계통에 공급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심 

의 주요 운전조건， 출력분포， 최소 CHFR, 최대 LPD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필 
요시 원자로 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실시간 디지털 방식의 노심보호계통에 대한 설 

계를 수행한다. 

노심보호계통은 측정 가능한 계통 변수 및 중성자속 측정값으로부터 LPD 및 
CHFR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모률로 구성된다 SMART 연구로 노심보호계통 

(SCOPS: SMART-P COre Protection System)은 측정 가능한 여 러 운전 변수 계 
측 선호를 이용하여 최대 LPD 및 최소 CHFR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모률로 
구성되어 이들 변수들이 원자로 정지 제한치에 도달할 때에는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SCOPS는 상용화된 디지털 방식의 실시간 노심보 

호계통[3.8.6]을 기본으로 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특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상용 원자로에서 분리되어 수행되던 노심 보호연산기능과 제어봉연산기능을 단일 

계통으로 통합하여 설계되었으며 하나의 DSP에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수행되기 때 

문에 계통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3.8.7]. 

3.8.2.2 노심보호계통 입력 및 출력 

3.8.2.2.1 노섬보호계통 측정 변수 

노심보호계통이 감시하는 허용 연료설계제한치인 LPD와 최소 CHFR은 직접 측정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노심보호계통은 여러 가지 노심의 안전성에 영 

향을 미치는 측정 가능한 변수로부터 LPD 및 최소 CHFR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 
산 모률을 설계하여야 한다. SMART 연구로의 핵계측계통 및 공정계측계통에서는 
노섬보호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변수 신호를 모두 디지털로 변환한 후， 동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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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변환된 값을 노심보호계통의 입력변수로 제공한다. 표 3.8- 1, 그림 3.8- 1 
은 노심보호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각 채널별 입력변수를 나타낸다. 이 값들은 계 

측된 측정변수 값에 비례하는 디지털 신호로 주어진 정확도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 정확도들은 노심보호계통의 불확섣도 해석에 사용되어 전체 계통의 불확실도 평 

가에 이용된다. 

노심보호계통의 측정 입력신호는 모두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측정인 

자들의 범위점검 및 교차점검을 통해 측정 변수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노심보호계통으로 입력되는 측정변수들은 모두 안전둥급으로 4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어 다중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다. 노심호보계통의 주요 측정변수들은 다음 

과 같다. 

(가) 제어봉 집합체 위치 

제어봉 집합체 위치는 각각의 CEA 하우정에 설치하는 4개의 독립적인 리드 스위치 
에 의해서 측정되며 측정된 제어봉 위치를 노심보호계통으로 전송한다. 

(나) 노외 중성자속 출력 

노외 중성자속 측정기는 압력 용기 내에 설치된 노외계측기로부터 측정한다. 노외 

중성자속 계측은 선원 영역에서부터 200%출력까지 측정하며 측정된 중성자속 크기 

는 노섬보호계통으로 입력된다. 측정된 노외 중성자속 크기는 냉각재 온도 그림자 

효과와 제어봉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여 원자로 중성자속 출력 계산에 사용된다. 

(다) MCP 회전속도 
냉각재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MCP 회전속도를 측정한다. MCP 당 4개의 회전 
속도 측정 신호는 적절한 타당성 검사를 거쳐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에 입력되어 

냉각재 유량 계산에 사용된다. 

(라) 노심입구 및 노심출구 옹도 

냉각재 노심입구 및 노섬출구 온도는 원자로 출력 및 유량 계산에 중요한 입력으 

로 사용된다. 노심 출구 온도는 증기 발생기 업구에서 측정하고 노섬 업구 온도는 

증기 발생기 출구에서 측정한다. 또한 온도 측정값은 측정 위치와 노심 입구 및 

출구까지의 전송 지연(Transport Delay) 및 온도 계측 센서의 지연을 보상하여 사 
용한다. 

(마) 가압기 압력 

4개의 압력 측정 채널이 가압기에 설치되어 가압기 압력을 측정하여 노심보호계통 

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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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2 노십보호계통 출력 변수 

표 3.8-2는 노섬보호계통의 주요 출력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Low CHFR 트립 및 
High LPD 트럽 등 두 개의 노심보호계통 정지 신호가 원자로보호계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또한 CHFR 예비정지 (Pre-trip) , LPD 예비정지 및 제어봉 편차/제어봉 
그룹의 삽입 · 인출 순서 어김( Out-Of-Sequence)이 발생하는 경우 제어봉인출금지 

(CWP: CEA Withdrawal Prohibit) 신호 발생 기능이 있어 원자로를 운전 정지 이 
전에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각 노섬보호계통 채널이 계산한 CHFR 여 
유도， LPD 여유도， 중성자속 출력 및 냉각재 유량률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 
록 제어실의 지시계에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한편 노심보호계통에 의해 원 

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 노심보호계통 주요 변수들의 정지 순간 값들이 트립 버퍼 

로 전송되어 기록 보존되도록 설계한다. 

3.8.2.3 노심보호계통 프로그램 구조 

그림 3.8-2는 노심보호계통의 각 계산 모률별 기능 연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 

적 정확하고 보수적인 CHFR과 LPD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노심보호계통 설 

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련 계산 기능이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노심보호계통 소프트왜어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독립적인 계산 프로그램(모 

률)과 1개의 서브루틴(TRIP)으로 구성한다. 

- Reactor Coolant Mass Flow Program (COOLANT) 
CEA Program (CRPOS) 

- CHFR and Power Density Update Program (CHECK) 
Power Distribution Program (POWER) 

- Static CHFR and Power Density Program (THERM) 
Trip Sequence Subroutine (TRIP)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냉각재 유량계산 모률(COOLANT)에서는 냉각재 펌프의 회전 속도와 가압기 압력，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를 이용하여 일차계통의 냉각수량과 노심의 정규화 유량 그 

리고 운전중인 주냉각재펌프 수에 따라 보정된 CHFR 값을 계산한다. 일차계통의 
유량은 주냉각재펌프 회전속도측정기에서 측정된 2대의 펌프 회전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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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운전변수 계산모률(CHECK)에서는 원자로 계통변수 측정값， 노외계측기 중성 

자속 측정값 등 운전변수가 적절한 영역에 있는지를 설시간으로 감시한다. 그리고 

노심 변수의 변화에 따라 CHFR, 증기건도 여유도 및 LPD를 갱신하고 축방향 출력 

편차(AO: Axial Offset) , 고온봉의 열속분포를 계산한다. 그리고 노심 입구온도， 일 

차계통 압력， AO 및 연료봉 첨두계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설정된 광역운전 범 
위를 벗어나면 보조정지 선호를 발생시킨다. 

제어봉 위치편차 계산모율(CRPOS)에서는 제어봉의 위치를 비교하여 제어봉 위치 

차이가 제한치 이상이면 CHFR과 LPD에 적용할 보수적인 페널티계수를 결정하고 

CHECK 계산모율에 입력한다. 페널티계수는 정적 및 동적 페널티계수로 구분되며 
정적 페널티계수는 제어봉 위치편차에 의한 페널티계수로 편차 발생시 즉시 적용되 

지만 동적 페널티계수는 Xenon 재분포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일정시간까지는 경 
과 시간에 비례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최대값을 사용한다. 또한 계산된 

그룹별 위치는 출력분포 계산모률(POWER)에서 출력분포 합성에 이용된다. 

출력분포 계산모율(POWER)에서는 노외계측기 선호 제어봉 그룹 대표위치를 이용 

하여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가상 고온봉의 출력분포 및 3차원 첨두계수를 계산 

한다.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제어봉의 삽입위치에 따라 미리 계산된 값을 사용하고 

축방향 출력분포는 노외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합성한다. 

이밖에 유량보정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노심 평균유량도 함께 계산한다. 

임계열유속 계산모률(THERM)에서는 수로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노심 최소 임계열 

속비 (CHFR) ， 고온수로에서의 증기건도 및 노섬 출구온도의 최대치를 계산한다. 또 

한 CHECK 모율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정적인 값을 계산한다. 

서브루틴 TRIP는 노섬보호계통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주요 운전 조건이 각각의 

원자로 정지 설정치 또는 예비 정지 설정치를 위배하면 원자로 정지 선호나 예비 

정지 신호를 발생시킨다. 보다 자세한 계산 모률별 설명은 참고문헌 [3.8.8] 에 기술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노섬보호계통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오류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SMART 연구로 정지신호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Fixed point divide fault, 
Floating point arithmetic fault, 

- Memory parity error, 
Illegal machine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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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그램의 설행주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앞의 5개 프로그램 각각의 설행주기는 표 3.8-3과 같이 서로 다르며 실행 간격이 

짧은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각 프로그램의 입력 선호는 프로그 

램 실행 주기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프로그램과의 자료 교환은 입력과 출력 버퍼를 

통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경 

우에만 그 프로그램의 출력 버퍼가 갱신되며 다른 프로그램의 출력 버퍼로부터 입 

력 자료를 읽는 동안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3.8.2.4 프로그램 연계 

각 프로그램의 입력 신호는 프로그램 설행 주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각 프로그 

램과의 자료 교환은 각각의 입력과 출력 버퍼를 통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완료되었을 때만 출력 버퍼가 갱신되며 

다른 프로그램의 출력 버퍼로부터 입력 자료를 읽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출력 버퍼로 보내거나 원자로 정지 서브루틴이 실 

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2.5 운전원 연계 

노섬보호계통 각 채널은 SMART 연구로 운전원과 다음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연계체계를 갖고 

노심보호계통의 핵계측기 또는 

야 한다. 

채널이 고장일 경우 청각 및 시각 경보를 발생해 

• 경보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경보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 주요 운전변수 및 프로그램 상수중 일부(가변상수)를 운전원이 검사할 수 

노섬보호계통의 각 채널은 지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있도록 

또한 노섬보호계통의 각 채널은 계측 Sensor의 고장과 노심보호계통 프로그램 오류 

시 관련경보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에서 계산된 

임계열속비 및 선출력멸도 여유도， 중성자속출력， 냉각재 유량율， 개별 제어봉 위치 

(서브그룹/그룹별로 정렬)는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주제어설에 표시되어야 

한다. 

1) CHFR 여유도 : 0 -10 
2) LPD 여 유도 : 0 - 450 W/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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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6) 

보정된 중성자속 출력 : 0 - 200% 
노심 냉각재 유량율 : 0-2 % 
개별 제어봉 위치 : 0 - 80 cm(인출) 

운전원이 SMART 연구로 운전 중 일부의 상수(가변상수로 지정된 상수만) 값을 변 
경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반대로 가변상수로 지정되지 않은 상수의 

값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변상수 중에서 자주 

변하는 상수들을 TYFE-I 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 가변상수는 TYFE- II 로 일걷는 

다. TYFE- ]] 상수의 예로는 형상처리행렬(SAM : Shape Annealing Matrix) 값， 

반경방향 첨두계수(RPF : Radial Peaking Factor) , 제어봉그림자계수(RSF : Rod 
Shadowing Factor) 등이 있다. 

한편， 노섬보호계통에 의해 SMART 연구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 노심보호계통 주요 
변수들의 정지 순간 값들이 운전정지버퍼로 전송되어 기록 보존된다. 운전정지버 

퍼의 내용은 출력하여 SMART 연구로 정지 원인 분석에 이용되고 필요시 운전원 
에 의해 지워질 수 있어야 한다. 

3.8.2.6 계통 초기화 

노심보호계통은 어떤 허용 운전 조건에서도 정상 상태로 초기화 될 수 있어야 한 

다. 초기화는 노섬보호계통 초기 시동 또는 재시통 후 5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초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출력 변수들은 정지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시 초기화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I CHFRMAR(t) - CHFRMAR(t-M) I < El 
| φ(t) - φ(t-M) I < E2 
I LPDMAR(t) - LPDMAR(t-M) I < E3 

여 기 서 , CHFRMAR( t) 
φ(t) 

= CHFR 여유도 
= 중성자속 출력 

LPDMAR(t) 
M 
El , E2, E3 

3.8.2.7 예비 검증시험 

= 선출력밀도 여유도 
= THERM 실행 간격 * 5 (10 초) 
= 초기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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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1 시 험 Case 선 정 

노심보호계통의 기능별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시험 Case를 선정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노심보호모사용 프로그램이 시간에 따른 노심상태 변화에 대하여 정상적인 계 

산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총 21개 Case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표 

3.8-4에 정리하였다. 입력신호로 사용되는 6개의 신호(노심입구온도， 노심출구온도 

계통압력， 냉각재 유량， 노외중성자속 출력， 개별 제어봉위치)를 시간에 따라 변화시 

키면서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Case을 작성하였으며 부록 A에 수록하였 

다. 각각의 시험 Case에 대한 입력문 작성 시 단일 신호의 변화만 있을 뿐 이로 

언한 타 신호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노섬보호모사용 프로그램 구동 시 INPUT.INP와 DBASE.DAT가 입력문으로 사용 

된다. INPUT.INP 파일은 특정 노심상태를 모사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계통입력 
변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입력문으로 입력신호뿐 아니라 다양한 출력형태， 

Database 값의 변경 계산 서브루틴의 실행 간격 등을 담고 있다. DBASE.DAT 
파일은 노십보호모사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각의 서브루틴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값을 미 리 표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Database Table로 계통변수 상수， RDB 상수， 
가변상수， 각종 전환상수 등으로 구성된다. 검증시험에 사용된 DB 파일은 참고문 
헌 [3.8.9] 의 3.1에 수록된 값을 사용하였다 . 

3.8.2.7.2 검증 시험 결과 

각각의 시험 Case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8-3부터 그림 

3.8-23에 정라하였다.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트립， 예비트립， 보조트립， CWP 발생 시 발생 시간도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신호에 따른 출력 값을 기능별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하며 또한 

시간에 따른 입력변수들의 자동변경(내삽 외삽을 통한)도 확인할 있다. 그리고 트 

립， 보조트립， CWP 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발생 이유를 나타내는 메시지와 발생 
시간 등을 정확하게 출력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B에 21 번 시험 Case의 결 

과를 첨부하였다. 

그림 3.8-3, 그림 3.8-4는 초당 1%의 변화율로 냉각재 유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20 
초 동안 모사한 것으로 유량 감소에 따라 임계열속비와 노섬 열출력이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엄계열속비 예비트립과 제어봉인출금지신호 

(CWP) 신호가 동시에 발생되고 최종적으로는 임계열속비와 선출력밀도 트립 선호 
가 발생한다. 그림에서 임계열속비와 선출력밀도의 급격한 감소 및 증가는 노섬유 

량이 유량 최소 제한치 (24.5%) 보다 작아지면 유량관련 페널티계수가 임계열소비와 

선출력밀도에 각각 가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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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부터 그림 3.8-8 까지는 노심입구 및 출구온도가 증가 또는 감소 
하는 경우를 모사한 것으로 엔탈피 변화로 인하여 열출력의 변화와 냉각재 온도그 

림자계수의 변화로 인한 중성자속 출력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또한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예비트립 및 제어봉인출금지신호(CWP) 트립 신호를 적절하게 발 

생시키고 노심입구 및 출구온도로 인한 보조트립 및 포화옹도 트립을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8←9와 그림 3.8- 10은 계통의 압력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로 앞에서와 마 

찬가지로 임계열소비의 변화를 유발하고 계동의 과압 및 저압으로 인한 보조정지 

신호를 적절하게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8- 11과 그림 3.8-12는 노외 

계측기 신호가 변하는 경우로 총 신호의 합은 유지시킨 채 segment별로 상대적인 

크기만을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첨두계수 증가로 인한 선출력밀도의 증가 및 임계 

열소기의 감소， 그리고 축방향출력편차(axial offset) 보조트립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8-13부터 그림 3.8-23까지는 제어봉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과 관련된 경우로 

정지제어봉그룹(Rl)및 조절제어봉그룹(R2)의 삽입 개별 제어봉집합체의 낙하 및 

인출 등을 시간에 따라 모사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경우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비트립 및 제어봉인출금지신호(CWP) ， 보조트립 둥이 적절하게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임계열속비와 선출력밀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어봉집합체 관련 페널티계수와 평면별 반경방향첨두계수 

가 임계열속비 및 선출력밀도 그리고 축방향출력분포에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어봉집합체 관련 페널티계수로는 개별 제어봉집합체의 낙하시 과대편차로 발생으 

로 인한 과대편차 페널티계수 개별 제어봉집합체 인출로 인한 인출형 페널티계수 

그리고 제어봉집합체그룹 간의 순서어김 (out-of-sequence)으로 인한 순서어김 페널 

티계수 등이 있다. 

그림 3.옹23은 노외계측기 신호의 합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우로 신호의 

크기 변화에 따른 선출력밀도 및 임계열속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현재 개발 중인 노심보호모사용 프로그램은 노심보호계통 

기능설계요건서 내용을 충설히 반영하도록 프로그램 되었고 출력결과 또한 적절하 

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3 노외계측기 해석 

3.8.3.1 노외계측기 선원 영역 해석 

노외계측기는 노심 외부에서 중성자속을 측정하여 노심 출력을 측정하고， 과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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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발생시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등급 선호를 원자로보호계통에 제공한 

다. 또한 원자로 중성자속 출력 측정값을 원자로 제어 계통에 제어 둥급 선호로 

공급한다. 따라서 노외계측기는 전 운전 영역에서 노심의 중성자속을 측정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최저 중성자선원 크기가 나타나는 경우 즉， 초기 노 

심， 저온 영출력， 모든 제어봉들이 삽입된 상태에서도 노외계측기는 중성자속을 적 

절히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SMART 연구로에서 사용하는 노외계측기는 핵분열전리함(fission chamber)으로 검 

출기 지지관(holder assembly)내에 탑재되어 4개의 계측기보호관(thimbles) 내에 차 

례대로 설치된다. 측정범위는 선원영역부터 전출력 영역까지 (2x10 - R % - 200%)이 

며 상중하 3개의 segment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고 총 6개의 집합체가 원자로용 

기 외부， 즉 내부차폐탱크(lST : Internal Shielding Ta따이 내에 위치하도록 설계된 
다. 따라서 아래의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선영 영역에 대한 중성자속 평가를 수행 

하였다[3.8.l이. 

3.8.3.l.l 평 가 방법 

중성자속 계산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설치될 위치에서 중성자 계수 

율이 노외계측기 성능 변에서 요구하는 최소 계수율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중성자계수율이 최소가 되도록 SMART 연구로 노심을 모사하고 

MCNP[3.8.11] 코드를 이용하여 중성자속을 계산하였다. 중성자 계수율이 최소가 

되는 노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집합체는 미장전 상태 

제어봉집합체(정지 및 조절제어봉)는 하부 12 cm까지 삽입 
- 노심은 물(Room Temperature)로 채워 짐 

- 특정 위치에 중성자 선원(Cf-252) 존재 

그림 3.8-24와 그립 3.8-25는 MCNP 코드로 모사된 SMART 연구로의 기하학적 형 
태를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반경방향으로 1ST 영역까지 모사하였으며 축방향으로 
는 30cm 두께의 반사체가 유효노섬의 상하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노외계측기 설치 위치는 1ST 내부 첫 번째 물 영역으로 노심 중앙으로부터 
163.3cm 떨어졌으며 직경 1.0cm의 설치관 안에 장착된다. 그리고 계산에 사용된 

중성자 선원으로는 자발붕괴 핵종인 Cf-252를 노심 중심에서 58.l969cm 떨어진 곳 
에 위치시켰으며 Watt Fission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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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2 평가 결과 

중성자 계수율이 최소가 되는 조건에서의 계산결과를 표 3.8-5에 정리하였다. 축방 

향 위치(상，중，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전 에너지 구간에 대한 중성자속 

(Total Neutron Flux)은 대 략 -1.0E-10(n!cm2 
• sec) 값을 보였다. 이 값은 1 

n/sec로 정규화 된 값으로 그 의미는 Watt Fission 스펙트럼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 
를 가지는 단일 중성자가 그림 3.8- 24 또는 그림 3.8-25의 선원 위치에서 방출될 경 

우 1ST 내의 노외계측기 위치에서 단위면적당 보일 확률과 동일하다. 에너지 측면 
에서 보면 열중성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1ST 내에 존재하는 감속능 
이 큰 물 영역에서 속중성자가 열중성자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핵연료 장전(상온 영출력) 조건에 대한 결과는 표 3.8-6에 나타내었다. 계산은 계 

측기 설치관의 유무 및 설치관 내부를 차지하는 물질에 따라 각각 수행하였는데 표 

와 같이 계측기 설치관이 있는 경우 공기보다는 물이 채워질 때가 보다 큰 중성자 

속(열중성자속 관점)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물의 감속능이 공 

기보다 크기 때문이다. 

3.8.3.2 노외계측기 출력 영역 해석 

3.8.3.2.1 평 가 방법 

DORT[3.8.12] 코드와 MCNP 코드를 이용하여 노외계측기 출력 영역에 대한 중성 
자속 평가를 수행하였다. 2차원 각분할볍 수송 코드인 DORT는 방사선 차폐 설계 

에 주로 이용되는 전산코드로써 DORT 코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섬선원항 자료 
와 G1P[3.8.16] 에 의한 거시 핵단면적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로 노심으로부 

터 1ST까지의 중성자 선속을 평가하기 위하여 GIP 및 DORT 코드를 이용하였다. 

DORT 계산 모델은 축방향으로 원자로 압력용기 하단 (z=- 1l6.5cm)으로부터 노심 

부분을 거쳐 노섬 수집 헤더 상부 (z=78.3cm)까지 포함한다. 모델링은 반경 방향과 

축방향에 대해 245 x191 미세 격자 구간으로 나누어 R • Z 기하구조로 모사하였다. 
이때 노심 축에 대하여 반사체 경계조건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경계면에 대하여는 

진공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1ST 영역에서의 중성자 선속 분포는 노외 계측기 
유도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노외 계측기 유도관이 설치된 경우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중성자 선속 평가를 위한 DORT계산에서 P5차원 산란 및 S8차 

원 각분할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된 경우에 대한 중성자속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때의 핵분열 선원은 핵연료가 된다[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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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2 평가 결과 

각분할법 코드 계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의 불확실도를 DORT 계산 
결과에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계측기의 측정 범위를 고려한 중성자 선속은 계산 

값 보다 적게 평가하는 것이 보수적이므로 DORT 계산 결과의 70%를 최종 중성자 
선속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3.8-26에 의하면 1ST 내부 첫 번째 물 영역인 반경 152cm 부근에서 0.625 eV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열중성자 선속이 7.0 x 1Q8n/cm2s까지 증가했다가 노외 핵계측 

기 안내관이 설치되는 반경 162cm 부근에서 1.0x 108n/cm2s로 감소하여 안내관 내부 
에서는 이 값을 유지한 후 안내관의 끝 부분 즉 2번째 철통 영역인 반경 184cm부 

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외 핵계측기의 설치가 고려되는 안내관에 

서의 열중성자 선속은 대략 1.0x 108n/cm2s로 평가된다.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3.8-27과 그림 3.8-28에 나타내였다. 

그림의 값들은 65.5MWt 전출력으로 운전된다는 가정 하에 중성자속 정규화 상수를 
이용하여 전환된 값이다. 중성자속 정규화 상수는 특정 출력에 대해서 단위 시간 

당 총 중성자수로 표현된다. 즉 핵분열당 발생에너지를 기준으로 특정 출력이 발 

생하려면 몇 개의 중성자가 있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계산한 것이다. 

1 fission = 200 Me V 
= 200E+6(eV) x 1.6E-19(J/eV) 
= 3.20E-ll (J) 

Total number of fissions 
= 65.5E+6(J/sec) / 3.20E- ll (J/fission) 

= 2.047E+ 18(fission/sec) 
- Total number of neutrons (중성자속 정규화 상수) 

= 2.047E+ 18(fissions/sec) x 2.5(neutrons/fission) 
~5.0E+ 18(neutrons/sec) 

계산된 중성자속 정규화 상수에 MCNP 코드로 계산된 결과(tally)를 곱하여 실제 

중성자속을 예측한다. 아래에서 f4(또는 f2) tally는 1 n/sec로 정규화된 값으로 노 
섬 내부의 핵연료 영역에서 핵분열에 의해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발생된 단일 

중성자가 특정 위치에서 단위면적당 보일 확률의 개념이며， 단위는 1/cm2이다. 

Real Flux(neutrons/cm2-sec) = f4(f2) tally x 5.0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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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3.8-27과 그림 3.8-28에 나타난 값들은 중성자속 정규화 상수를 이용하 

여 환산된 값으로 이는 SMART 연구로가 고온 및 상온 조건에서 전출력으로 운전 
된다는 가정 하에 노심 중앙부터 1ST까지 각 영역에서 예상되는 중성자속을 의미 

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측면차폐통과 물 층의 혼재로 노십 외부로 갈수록 

중성자속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열중성자의 경우는 

물 영역에서 일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측면차폐통을 통과 

하면서 속중성자가 에너지를 잃게 되고 또한 감속능이 뛰어난 물 영역에서 속중성 

자가 열중성자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각 영역의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 

는 한 열중성자와 속중성자간 상대적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반복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IST 영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즉 원자로 압력용기 표변에서 
속중성자， 열중성자 각각 최소값을 보이다가 1ST 영역부터 열중성자는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됨을 볼 수 었다. 

3.8.3.3 노외계측기 해석 결과 

SMART 연구로 노외계측기 설치를 위한 중성자속 평가를 선원영역 및 출력영역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선원 영역의 경우 최소 계수율 조건과 핵연료 장전(상온 

영출력) 조건에서 중성자속의 크기는 각각 -1.0E-10(n!cm2 . sec) , -1.0E-09(n!cm 
2 . sec) 값을 보였다. 그리고 이 값들은 상업용 원자로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중성자 
선원의 크기가 -108/sec 이상임을 감안하면 [참고문헌 3.8.18] 선원영역용 노외계측 
기를 IST 영역에 설치할 경우 원자로정지에서 임계 상태까지 기통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중성자속의 크기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출력 영역에 대한 해석에서도 DORT. MCNP 두 코드 모두 고온 전출 
력 조건시 -1.0E+08(n!cm2 . sec) 이상의 중성자속을 보여 안전채널용 노외계측기 
를 1ST 영역에 설치할 경우 대수출력 및 선형출력 신호를 플랜트보호계통 및 노섬 
보호계통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산코드의 계산 불확실도， 모 

델 구성에 의한 bias등은 평가되지 않았지만 두 코드간 결과는 대략 10% 이내에서 
일치하였다. 

미국의 계측기 제조회사인 Gamma→Metrics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선원영역 계 

측기의 민감도는 20 cps/nv(또는 cps/cm2 . sec) 정도이고 이때의 중성자속 계측 범 
위는 10 2nv - 104nv이다. 또한 출력영역 계측기의 경우 열중성자속의 크기가 ~ 

109nv 일 때 10 8 
- 200%의 출력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과 앞의 계산 

결과로 볼 때 1ST 영역에 선원영역 및 출력영역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에 큰 어려 
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출력영역 계측기의 경우 1 decade 정도 작은 값 
을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계측기 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제조회사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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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이고 선호처리 기법 등의 향상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실제로 Gamma←Metrics사 제공 자료에 의하면 약 10배정도 민감도 

가 향상된 계측기를 개발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노외계측기 설치위치에 따른 예상구조 및 사양 등 노외계측기 개발과 관련 

된 전반적인 검토가 MMIS 설계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참고문헌 [3.8.19]에 수록되어 있다. 

3.8.4 노심상태지시계통 

3.8.4.1 설계요건 및 기준 

3.8.4.1.1 설계요건 

노심 상태 지 시 계 통(COSIS: COre State Indication System)[3.8.13][3.8.14] [3.8.15]은 

운전원이 원자로 노섬상태를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 상태를 값 또는 

그래프로 제공하여야 한다. 노섬상태지시계통은 비안전등급 계통으로 노심의 현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고 빠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실시간 디지털 지시계통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노심상태지시계통은 노심상태에 따른 운전원 조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3.8.4.1.2 설계기준 

노섬상태지시계통은 공정변수들을 계측하여 아래와 같은 노섬상태를 지시계에 나타 

내어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 유량 및 가압기 압력 
·노심출력 

· 반경방향 출력분포 및 3차원 첨두계수， 반경방향 첨두계수 

· 최대 선출력밀도 

• 삼분출력 경사비 

· 축방향 출력 분포 및 편차 

노심상태지시계통은 위의 원자로 상태를 계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모률들을 장 

착하여야 한다. 

· 노섬유량을 계산하는 모률 

· 노심출력을 계산하는 모률 

· 노내핵계측기 선호를 해석하고 이로부터 노섬 첨두출력인자 및 최대선출력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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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계산하는 모률 

· 반경방향 출력분포 및 축방향 출력분포 계산 모율 

· 삼분출력 경사비 및 축방향 출력편차 계산 모률 

3.8.4.2 계통 설명 

그림 3.8-29는 노심상태지시계통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발생 위치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3.8.30은 노내핵계측기 장착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SMART 연구로에는 총 12개의 증기발생기가 장착된다. COSIS는 그 중 대칭 위 

치에 있는 2개의 중기발생기로부터 냉각재 및 급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인， 증기 

발생기 입 · 출구 냉각재 온도， 급수 온도 및 압력， 증가 온도 및 압력， 급수 유량 

신호를 받는다. SMART 연구로에는 1대의 가압기가 장착되며 COSIS는 이로부터 
2개의 가압기 압력 신호를 받게 된다. SMART 연구로에는 총 2대의 냉각재 펌프 
가 장착되며， COSIS는 이로부터 각 펌프 당 2개， 총 4개의 펌프속도 신호를 받는 

다. SMART 연구로에는 총 127R 의 제어봉 집합체가 사용되며， COSIS는 이들로부 
터 총 127R 의 위치신호를 받는다. SMART 연구로에 장착된 노내핵계측기는 총 18 
개이며， 각 계측기에는 축방향 위치별로 4개의 신호를 발생시킨다. COSIS는 이들 

로부터 총 72개의 계측기 선호를 받아 노심 3차원 출력분포를 생산한다. 이 외에 

도 COSIS는 SMART 연구로에 장착된 노외핵계측기들 중 1개로부터 축방향 위치 

별 3개의 신호를 받는다. 

표 3.8-7은 노심상태지시계통에서 생산하는 출력인자들을 정리한 것이다. COSIS는 

1초마다 노섬출력， 냉각재 유량， 가압기 압력을 생산하며， 10초마다 삼분출력경사비， 

3차원 첨두인자， 반경방향 첨두인자， 최대선출력밀도， 축방향 출력편차， 반경방향 및 

축방향 출력분포 등을 생산한다. 이들 중 반경방향 및 축방향 출력분포는 그래프 

로， 그 외의 인자들은 값으로 나타낸다. 

그림 3.8-31은 COSIS의 기능 흐름 개략도를 보여준다. COSIS는 공정변수 입력을 

받아 먼저 입력값의 유효성 검사를 수행한 다음， 각 모률별로 지시계에 나타내기 

위한 지시값의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지시계에 전송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COSIS는 아래와 같은 5개의 독립된 모률로 구성된다. 

Signal Validity Check 모률 (SIGVAU 
In-Core Detector Compensation 모률 (lNCORDET) 
Core Power Determination 모률 (COREPOW) 
Azimuthal Tilt 계 산 모률 (AZITILT) 
3D Power Distribution 계산 모률 (POWER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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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 SIGVAL은 모든 계측기 신호에 대한 범위점검， 유사 계측 신호에 대한 비교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절 신호를 검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한다. 부적절한 

신호는 미리 지정된 동일한 대체 선호로 자동으로 바뀌거나， 대체 선호가 없는 경 

우에는 관련 알고리즘의 실행이 일부 또는 전부 생략되고 필요시 운전원이 해당 신 

호 대신 상수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SIGVAL에서의 모든 계측 신호에 대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른 모률들에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모률 INCORDET는 노내핵계측기의 전류선호로부터 로륨 동위원소의 반감기에 따 

른 신호지연 보상， 로륨의 연소에 따른 보상， 배경 계측기 신호에 따른 보상을 하여 

POWER3D의 보정 계측기신호를 생산한다. 자가발전형 로륨 중성자 계측기의 동 

특성은 검출기에서 생성되는 전류의 지연성분과 케이블에서 생성되는 전류의 즉발 

성분의 함수로 표시된다. 전류의 지연성분은 0.7분과 4.4분의 반감기를 갖는 로륨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호 지연성분의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계측 

기 신호는 케이블에서 생성되는 배경 계측기 선호로 보상되고 로륨 연소 및 반감 

기에 의한 신호 지연성분이 고려되어 보정 계측기 전류신호로 기록된다. 이러한 

계측기 전류신호는 주변 핵연료봉의 연소도 함수인 신호대 출력변환 계수를 고려하 

여 로륨 검출기 영역 출력으로 변환되며 노심상태 지시계통의 업력신호로 사용된 

다. 

모률 AZITILT는 미리 지정된 노내 핵계측기 그룹들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삼분 

출력 경사비를 계산한다. 표 3.8-8은 SMART 연구로의 계측기 그룹을 나타낸 것 
이다. 노내 핵계측기는 삼분출력 경사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총 계측기 개수 

를 삼등분하여 계측기 그룹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계측기 위치는 삼분 대칭성을 고 

려하여 선정된다. 삼분출력 경사비는 두가지 방식 산술 평균 방식과 벡터 평균 방 

식으로 계산한다. 모률 AZITILT의 결과값은 기본적으로 벡터평균 경사비가 사용 

되나， 벡터평균계산법의 검증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산술평균경사비가 사용된다. 

모률 COREPOW에서는 냉각재유량 및 노심출력을 계산한다. 냉각재 유량은 두 가 

지 방법， 즉 증기발생기에서의 l차측과 2차측의 열평형식에 의한 방법， 주냉각재펌 

프 회전속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증기발생기에서의 열평형식에 의한 냉각 

재 유량은 기준 냉각재 유량으로 사용되며， 이로부터 주냉각재펌프 회전속도와 냉 

각재 유량과의 상관관계가 보정된다. 1차측과의 열평형에는 주냉각재펌프 열에 의 

한 열이득， 가압기 냉각기， 제어봉 유도기 냉각기， 원자로 용기 등에 의한 열손실이 

고려된다. 과도 상태시에는 보정된 펌프 속도와 냉각재 유량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l차측 냉각재 유량을 계산한다. 

노심출력은 세 가지 방법， 즉 원자로냉각재 온도차 출력 (1차측 출력)， 2차측 열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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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외계측기 출력 방법으로 계산한다. 증가 온도 및 압력은 증기의 엔탈피 계산 

에， 급수 온도 및 압력은 급수 엔탈피 계산에 이용되며， 이들 엔탈피와 급수 유량은 

2차측 열출력 계산에 사용된다. 증기발생기 1차측 입/출구 온도와 가압기 압력 및 

주냉각재펌프 속도로부터 계산된 체적유량은 냉각재 온도차 출력 계산에 사용되며， 

노외계측기 신호는 노심출력 계산에 사용된다. 정상상태에서는 2차측 열출력을 기 

준 열출력으로 하여 1차측 열출력 및 노외계측기 출력을 지속적으로 보정한다. 과 

도 상태시에는 1차측 열출력 및 노외계측기 출력 보정이 중단되며， 이들 출력 중 

최대값이 노심출력으로 사용된다. 

모률 POWER3D는 노내핵계측기 선호를 이용하여 노심 3차원 출력분포를 계산한 

다. 계산된 노섬 3차원 출력분포는 2차원 반경방향 출력분포， 축방향 출력분포， 3 
차원， 2차원 및 축방향 첨두봉출력인자， 노심 최대선출력밀도 등의 계산에 사용된 

다. SMART 연구로에는 노내핵계측기가 핵연료집합체 내부가 아닌 핵연료채널들 
사이에 장착된다. 따라서 노내핵계측기 신호는 하나의 핵연료집합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내핵계측기를 둘러싼 3개의 핵연료집합체 출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COSIS에서는 노내핵계측기 출력을 먼저 노내핵계측기를 포함하는 축방향 

노드에 대해 확장하고 다음으로 주위 3개 핵연료집합체의 출력으로 확장한다. 노 

내핵계측기 신호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노드 출력으로의 확장에는 축방향 및 반 

경방향 출력분담인자가 사용된다. 이들 확장된 출력들은 COSIS에서 계측된 노드 

출력으로 간주되며， 다른 미계측 집합체 출력 계산에 이용된다. 미계측 집합체 출 

력 계산을 위해 COSIS는 3차원 출력연계계수를 이용한다. 3차원 출력연계계수는 

어떤 노드출력에 대한 주위 노드들(일반적으로 총 8개: 반경방향 6개， 축방향 2개) 

의 출력평균으로 정의되며 이를 이용하면 미계측 집합체 출력에 대한 선형대수체 

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COSIS는 이를 풀어 노심내 3차원 출력분포를 구한다. 노 

십 2차원 출력분포 및 축방향 출력분포는 노심 3차원 출력분포를 축방향 또는 반경 

방향으로 적분하여 구한다. 노섬 축방향 출력편차는 축방향 출력분포로부터 계산 

된다. 

노심 3차원 봉출력분포 계산에는 노드별 봉출력인자가 사용된다. 노드별 봉출력인 

자는 노드내 최대봉출력의 노드평균출력에 대한 비로 정의되며， COSIS와 함께 구 

동되는 COSISMAS 코드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POWER3D 모률은 3차원 
노드출력분포에 이 인자를 곱해 3차원 봉출력분포를 구하며 이들 중 최대값인 3차 

원 첨두봉출력인자를 구한다. 2차원 봉출력분포 계산에는 2차원 노드에 대한 봉출 

력인자가 사용된다. 이 인자 역시 COSISMAS 코드로부터 제공되며， POWER3D 
모률은 2차원 노드출력분포에 이 인자를 곱해 2차원 봉출력분포를 구한다. 2차원 

첨두봉출력인자는 2차원 봉출력분포에서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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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상태지시계통은 4개의 입력파일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base deck 파일로 노 
심상태지시계통 구동을 위한 기본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는 핵연료 및 제 

어봉， 노내핵계측기 퉁의 제원뿐만 아니라 위치 등에 대한 정보， 신호 유효성 점검 

에 필요한 선호 합격기준， 제어봉군 설정 방법， 삼분출력경사비 계산을 위한 노내핵 

계측기 조합설정방법 각 기기들을 통한 에너지 열출입 생산된 인자들의 bias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파일은 초기에 한번 읽혀진다. 두 번째는 각 계측기들로부 

터 들어오는 입력신호파일로 공정선호 뿐만 아니라 노내핵계측기 및 노외핵계측기 

신호， 제어봉 위치신호 등으로 구성된다. 이 파일은 노섬상태지시계통이 구동하는 

동안에는 매 초마다 얽혀진다. 세 번째는 COSISMAS 코드로부터 생산된 파일로， 
각 노드별 출력연계계수， 출력분담인자， 계측기 신호의 출력변환인자， 3차원 최대봉 

출력인자， 2차원 최대봉출력인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TPFH20 파일 
로， SMART 연구로의 냉각재 및 급수에 대한 물성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파일이 
다. 

그림 3.8-32는 노심상태지시계통의 계산 흐름도를 보여준다.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먼저 base deck 파일을 읽고 프로그램의 변수들에 대한 초기화가 수행된다. 이 과 

정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한 번 수행되며 다음에 수행되는 공정신호 및 핵계측 

기 신호 입력을 바탕으로 한 각 모률별 계산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 수 

행된다 Base deck 파일 처리가 끝나면 입력신호들에 대한 유효성 점검 및 신호 
보상이 수행된다. 그라고 이들 신호값을 이용하여 제어변수들 및 주요 물성치들을 

설정한다. 이들은 그림 3.8-31의 좌측열 부분에 해당되며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으로 냉각재 유량， 노심입구온도， 노심 출력， 노심출구온도 둥의 계산이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다음으로 10초마다 노내핵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계산들이 수행된다. 먼 

저 노내핵계측기 신호를 이용한 노심내 3차원 출력분포가 계산되며， 이를 이용한 

노심 2차원 출력분포， 축방향 출력분포 및 출력편차 계산이 수행된다. 노섬 2차원 

및 3차원 출력분포는 노심 첨두출력인자 계산에 이용된다. 삼분출력경사비는 노내 

핵계측기 신호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3.8.4.3 계통 운전 

노심상태지시계통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실행모드가 었다. 

1) 정상실행모드 - 노심상태지시계통은 정해진 시간간격에 따라 실제 신호를 입 

력으로 받아 설행한디. 

2) 시험설행모드 - 노심상태지시계통은 실제 신호 대신， 시험자료를 입력으로 받 

아 실행한다. 

3) 비정상실행모드 - 노심상태지시계통은 실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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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9는 그림 3.8-32에 나타낸 각 계산들의 실행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의 계산들은 1초마다 실행된다. 2차측 열출력 계산， 증기발생기에서의 열평형에 의 

한 노섬유량 계산 및 RPM 유량 보정계수는 30초의 실행주기를 가지며， 노내핵계측 
기 신호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10초의 설행주기를 갖는다. 

3.8.4.4 검증계산 

노심상태지시계통에 대한 검증은 계측온도선호에 대한 온도보상 방법 검증， 과도 

상태에 대한 노심출력모률 검증， SMART 연구로 주기초에 대한 3차원 노심출력분 
포 계산모률 검증 등이 수행되었다. 그림 3.8-33은 계측온도신호에 대한 보상법 검 

증결과를 보여준다. 온도계측기의 시간상수는 6초로 가정하였다. 실제 온도는 70 
초 까지는 10초에 100

0

C씩 이후에는 30초에 100 0C 변하여 실제 원자로에서는 발생 
할 수 없는 매우 급격한 과도상태를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급 

격한 과도 상태에서는 시간상수가 6초인 계측기는 실제온도를 잘 추적하지 못하고， 

오차가 크게 남을 알 수 있다. COSIS 코드는 매초마다 계측기 온도를 입력으로 
받아 온도 보상을 수행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COSIS 코드는 옹도 보상을 
적절히 수행하여 실제 온도를 잘 추적하고 있으며 최대 오차는 ::!:l0 oC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검증계산에서는 COSIS 코드가 0.5초마다 계측기 온도를 입력으로 
받아 온도 보상을 수행하는 경우도 나타내었다. 0.5초마다 옹도보상을 수행하는 경 

우는 매초마다 온도보상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온도 오차가 반으로 줄어옮을 알 

수 있다. 

그림 3.8-34는 과도 상태에 대한 노심출력모률 검증결과를 보여준다. 노심상태지시 

계통에서는 초기 정상상태에 대해서 1차측 출력 및 노외핵계측기 출력 보상을 수행 

한다. 그런 다음에는 200초까지의 출력변화에 대해서 빠른 과도상태 (Fast 

Transient State)로 판단하여 2차측 출력에 의한 출력 보상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노외핵계측기 출력에 의해서만 출력을 결정한다. 201초에서 1000초까지는 정상상 

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시 2차측 출력에 의한 출력보상을 수행하며 1차측 출력 및 

노외핵계측기 출력 중 최대값을 노심출력으로 판단한다. 1000초부터 1200초까지는 

다시 빠른 과도상태 (Fast Transient State)로 판단하여 노외핵계측기 출력을 노심출 
력으로 판단하며， 1201초부터는 다시 2차측 출력에 의한 출력보상을 수행한다. 그 

림 3.8-34(a)는 전체 노섬 모사시간에 대한 노십상태지시계통의 출력을 기준치와 비 

교한 것이다. 노섬상태지시계통은 과도상태인 0초에서 200초까지 및 1000초에서 

1200초까지는 최대 0.26%의 오차를 보인다. 출력 50%에서의 정상상태에서는 초기 

에 최대 0.2% 정도의 오차를 보이나 점차 공정신호입력이 정상상태를 보이면서 
1000초정도에서는 0.01% 이하의 오차를 보인다. 출력이 100%를 회복한 1200초 이 
후의 정상상태에서는 초기에 최대 0.4% 정도의 오차를 보이나， 이 또한 시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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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면서 점차 줄어들어 2000초 근처에서는 0.01% 이하의 오차를 보인다. 그림 

3.8-34(b)는 출력이 감소하는 과도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변하는 초기인 200초에서 

250초까지의 노심상태지시계통의 3가지 출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출력이 

감소하다가 정상상태로 변한 201초에는 2차측 출력이 계산되며 이를 기준 노심출 

력으로 하여 1차측 출력 및 노외핵계측기 출력 보정이 수행된다. 출력을 보면， 노 

심상태지시계통에서 기준출력으로 삼는 2차측 출력이 50% 이하를 보이며， 이 출력 
에 의해 보정된 1차측 출력 및 노외핵계측기 출력 또한 50% 이하의 출력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들 3종류의 출력은 점차 수렴해감을 알 수 있다. 또한 1차측 출력 

이 가장 낮게 예측하고 노외계측기 출력이 가장 높게 예측하여， 노심상태지시계통 

에서는 노외핵계측기 출력을 표준출력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8-34(c)는 출 

력이 증가하는 과도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변하는 초기인 1200초에서 1250초까지의 

노십상태지시계통의 3가지 출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과도상태에서는 2차측 

출력계산이 수행되지 않다가， 1201초에 2차측 출력이 계산이 수행되며， 이를 기준 

노심출력으로 하여 1차측 출력 및 노외핵계측기 출력 보정이 수행된다. 계산된 2 
차측 출력은 100% 이상을 보이며 이 출력에 의해 보정된 1차측 출력 및 노외핵계 
측기 출력 또한 100% 이상의 출력을 보인다. 노심상태지시계통에서는 1차측 출력 
과 노외핵계측기 출력중， 높은 출력인 1차측 출력을 노심상태지시계통의 출력으로 

함을 알 수 있다. 

표 3.8-10은 노심상태지시계동에 의한 노섬 3차원 출력분포모률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는 삼분출력경사비도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검증계산은 

SMART 연구로의 주기초 정상상태 및 주기초 핵연료 오장전상태에 대해 수행되었 
다. 정상상태 결과에서는 계측기 선호 뿐만 아니라 출력연계계수 및 출력분담인자 

가 모두 정상상태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노섬상태지시계통의 출력분포가 실제 출 

력분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심상태지시계통의 3차원 출력분포 계산 모 

률이 잘 작동함을 의미한다. 핵연료 오장전 상태에서는 3차원 출력분포 계산에 사 

용되는 모든 인자들， 즉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담인자， 3차원 출력연계계수 등 

이 정상 장전상태에서 생산된 값이 입력되며， 다만， 노내핵계측기 선호만 오장전 상 

태의 값이 입력된다. 따라서 핵연료 오장전 경우는 노심상태지시계통의 3차원 출 

력분포 모률이 핵연료 오장전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응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핵연료 오장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노섬상태지시계통에 의한 삼분출력 

경사비가 허용치 이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노심 2차원 출력분포가 핵설계코드의 

불확실도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표 3.8-10의 출력분포 오차 

는 오장전 노심의 MASTER 출력분포와 비교된 것이 아니라 정상상태의 MASTER 
출력분포와 비교된 것이다. 3 종류의 핵연료 오장전 경우에 대해 삼분출력경사비 
는 0.013 - 0.015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낮은 값으로 노섬상태지시계통이 

SMART 연구로에 대해 설정한 경보조건 또는 SCOPS 및 운전지침서 경사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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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력분포 비교에서는 최대 오차가 2차원 출력분포 

에 대해서는 약 9.5%.3차원 출력분포에 대해서는 약 12 %로 나타났다. 이는 핵설 
계코드 불확설도보다는 약간 크나 이 값 정도로 핵연료 오장전을 판단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3.8.5 결론 

노심보호계통 설계에서는 SMART 연구로의 설계특성과 기존 상업용 원자로에서 
채택한 노심보호계통의 특성을 검토하여 SMART 연구로에 타당한 노심 보호계통 
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능설계요건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기능설계요건 

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된 모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비 검증시험을 수행， 노섬호 

계통 기능설계요건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노외계측기 설치를 위한 분석 모델 개발 및 설치 위치에 따른 중성자 

속 평가를 수행하였다. 

노심상태지시계통 설계에서는 계통의 설계요건 및 설계기준을 확립하고， 각 기능의 

구현을 위한 방법론 정립 및 기능별 모률들을 설계하였다. 또한 노심상태지시계통 

의 입 · 출력인자를 설정하고 입력인자의 처리 및 출력인자 생산을 위한 각 기능 

모률들의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설정하였다. 노심상태지시계통의 겸중계산은 온도 

보상 모률， 노심출력 계산모률， 노섬 3차원 출력분포 계산모률에 대해 수행되었다. 

검증계산 결과는 노심상태지시계통이 이들 검증문제에 대해 잘 작동하며， 각 기능 

모률들이 적합한 결과를 생산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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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노섬보호계통 측정 입력 변수 

채널당 
선호 정확도 

입력변수 선호수 범위 단위 
1 ;g5-7 E「 요건 

/총 채널 

MCP 회 전속도 (Wi, i=1 ,2) 2/4 10-100 % 속도 Digital :l::0.25% 
전속도 

노심 입구 온도 (TC) 1/4 250-350 ℃ Digital :l::0.5 0C 

노심 출구 온도 (THi, i=1 ,2) 2/4 250-350 ℃ Digital :l::0.5 0C 

가압기 압력 (P) 1/4 11-17 MPa Digital :l::40kPa 

노외 중성 자속출 력 (Di, i=1 ,3 3/4 0-200 % Digital :l::0.5% 

제어봉집합체 위치 
12/4 0-100 %상대 Digital :l::2.0cm (CEAi, i=1,l2) δ{} 걷 ~ 뜯 。훈 

표 3.8-2 노심보호계통 출력 선호 

출력 변수 범위 

Low CHFR Trip O,l (logical) 

Low CHFR Pre-trip O,l (logical) 

High LPD Trip O,l (logical) 

High LPD Pre-trip 0,1 (logical) 

Sensor Failure 0,1 (logical) 

CEA Withdrawal Prohibit 0,1 (logical) 

CHFR Margin 0- 10 (unitless) 
LPD Margin o - 450 (W /cm) 
Calibrated Neutron Flux Power 0-200 (% of rated power) 
Core Coolant Mass Flow Rate 0-2 (fraction of designed flow) 
lndividual CEA Positions o - 80 (cm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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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3 노심보호계통 프로그램 실행주기 및 입력신호 간격 

표로그램 입력 선호 실행주기/입력선호 간격 

COOLANT MCP Speed 50 ms 

CRPOS CEA Positions 100 ms 

Core lnlet Temperature 

CHECK 
Core Outlet Temperature 

100 ms 
Pressure 
Ex-Detector Neutron Flux 

POWER CEA Positions 1 sec 

THERM None 2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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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4 노심 보호모사용 프로그 램 검 증을 위 한 시 험 Case List 

Case 
No. 

검증 Case 설명 변화율 

1 2 Pump Loss of Flow 유량 감소(4%/sec)-2 MCP 

2 1 Pump Loss of Flow 유량 감소(4%/sec)-1 MCP 

3 Core Outlet Temperature lncrease 온도 증가(1
0

C/sec) 

4 Core Outlet Temperature Decrease 온도 감소(1
0

C/sec) 

5 Core lnlet Temperature lncrease 온도 증가(2
0

C/sec) 

6 Core lnlet Temperature Decrease 온도 감소(2
0

C/sec) 

7 System Pressure lncrease 압력 증가(1MPa!sec) 

8 System Pressure Decrease 압력 감소(1MPa!sec) 

9 Excore Detector Flux(Bottom Skewed) Segment별 출 력 변 경 

10 Excore Detector Flux(Top Skewed) Segment별 출 력 변 경 

11 CEA Control 1 R1 삽입 (100% => 40% 인출) 

12 CEA Control 2 R2 삽입 (100% => 40% 인출) 

13 CEA Control 3 R1十R2 삽입 (100% => 40% 인출) 

14 CEA Control 4 
개별 제어봉 낙하(Rl) 

(100% => 0% 인출) - 5초 이내 

15 CEA Control 5 
개별 제어봉 낙하(R2) 

(100% => 0% 인출) - 5초 이 내 

16 CEA Control 6 
개별제어봉 인출(R1) 

(70% => 100% 인 출 ) - 15초 이 내 

17 CEA Control 7 
개별제어봉 인출(R2) 

(70% => 100% 인 출) - 15초 이 내 

18 CEA Control 8 
Single CEA Drop(R1) 
(80% => 0% 인출) - 5초 이내 

19 CEA Control 9 
개별 제어봉 낙하(R2) 

(80% => 0% 인출) - 5초 이 내 

20 CEA Control 10 
개별 제어봉 낙하(R2) 

(100% => 0% 인출) - 5초 이 내 

21 Excore Detector Flux lncrease 
노외계측기 선호 증가 

(100% => 166% P)-5 초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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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5 SMART 연구로 노외계측기 설치 영역의 예상 중성자속 (ARI w/o FA, 
Cold Conclition) 

Region Energy R = 163.3cm 
Boundary(Me V) Water in Det. GT 

6.25E-07 5.48E-1O 

TOP 1.00E-06 3.70E-12 
2.00E+Ol 8.67E-ll 

total 6.38E- 1O 

Fission Source: 6.25E-07 7.04E-I0 
Cf-252 Rod MID 1.00E-06 4.81E-12 

2.00E+Ol l .l4E-I0 
So = 1 n/sec total 8.22E-I0 

6.25E-07 5.45E-I0 

BOT 1.00E-06 3.65E-12 
2.00E+01 8.77E-ll 

total 6.36E- I0 

[단위 n/cm2-sec] 

* 위 표의 값은 lnitial Fission Source의 세기를 1 n/sec로 가정한 경우이며， 상용로 
의 경우는 약 -108 n/sec 임. 

표 3.8-6 SMART 연구로 노외계측기 설치 영역의 예상 중성자속 (ARI with FA, 
Cold Conclition) • 

Region Energy !lFlux 2lF1ux 3lF1ux Boundary(MeV) 

6.25E- 07 1. 46E- 09 1.21E-09 7.91E- I0 

TOP 1.00E-06 1.27E-ll 8.62E- 12 1.91E-ll 
2.00E+Ol 4.37E- I0 2.24E-1O 5.86E-I0 

total 1.91E-09 1.μE-09 1.40E-09 

Fission Source: 6.25E- 07 1.92E-09 1.52E-09 9.61E-I0 
Cf-252 Rod MID 1.00E- 06 1.65E-ll 1.09E-ll 2.34E- ll 

2.00E+Ol 5.52E-I0 2.85E- I0 7.26E-I0 
So = 1 n/sec total 2.48E- 09 1.82E-09 1.71E-09 

6.25E- 07 1.51E- 09 1.22E-09 8.03E-I0 

BOT 1.00E-06 1.31E-ll 8.85E- 12 1.97E-ll 
2.00E+Ol 4.39E- I0 2.27E-I0 5.94E-I0 

total 1. 96E- 09 1.46E-09 1.42E-09 

[단위 n/cm2-sec]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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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7 노심상태지시계통 출력 인자 

출력변수 단위 범위 Frequency 
노심 출력 % 출력 0-125 1 Sec. 
냉각재유량 kg/sec 0-450 1 Sec. 
가압기 압력 MPa 0-20 1 Sec. 

삼분출력 경사비 Dimensionless 0-1 1 Sec. 
3차원 첨두인자 Dimensionless 1- 10 10 Sec. 
반경방향 첨두계수 Dimensionless 1-5 10 Sec. 
최대선출력밀도 KWth!cm 0-0.6 10 Sec. 
축방향 출력편차 Dimensionless - 0.8-0.8 10 Sec. 
반경방향 출력분포 No야rma리lized 0- 5 10 Sec. 
축방향 출력분포 Normalized 0- 5 10 Sec. 

표 3.8-8 삼분출력경사비 계산용 계측기 그룹 

Group L=l L=2 L=3 
1 l 11 17 
2 2 18 7 
3 3 15 13 
4 4 10 14 
5 5 16 6 
6 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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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9 노섬상태지시계통 각 계산의 실행주기 

표로그램 실행주기， 초 

입력신호 처리 1 
계측온도 보상 

주요인자 설정 1 
RPM 냉각재 유량 1 
증기발생기 열평형에 의한 냉각재 유량 30 
RPM 냉각재 유량계수 보정 30 
노심입구온도 l 
1차측 노섬열출력 1 
노외계측기 노심열출력 1 
2차측 노섬열출력 30 
노심출력 결정 1 
노심출구온도 

노내핵계측기 신호보상 10 
계측기 중성자속의 출력변환 10 
노심3차원 출력분포 10 
2차원 출력분포 10 
축방향 출력분포 및 출력편차 10 
노심내 첨두출력인자 10 
삼분출력경사비 10 

표 3.8- 10 노섬상태지시계통에 의한 노심 3차원 출력분포 계산결과 

인자 
CASE 

정상상태 ML1 1) ML2Z) ML33l 

P/\ 0.02 11.72 11.73 11.74 
Dmax, % P;“ 1 0.007 9.38 9.40 9.53 

AO 
MASTER 0.147 -0.148 -0.148 -0.148 

COSIS 0.147 -0.148 - 0.148 -0.148 

삼분출력 
산술평균 0.0000 0.0129 0.0132 0.0143 

경사비 
벡터평균 0.0000 0.0128 0.0131 0.0148 
최종값 0.0000 0.0128 0.0131 0.0148 

1),2) ,3): 오장전 경 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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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노섬보호계통 프로그램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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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3 

Trip Time 
(seconds) 

Setpoint 

2.00탄00 r '-'- … …"_R'_"H… ... - ------.-----.. --.--.-.------, 250E+02 

1 BOE+OO 

1.60E+00 

1.40E+OO 

120E+{)0 
α 

뚱 100E+OO 
U 

8.00E-Q1 

600E-Q1 ': 

4DOE-Q1 

200E-01 

LPD Trip 

No Trip 

348 W/ cm 

5 10 15 

TiπE (sec) 

CHFR Aux. Tsat 
Trip Trip Trip 

6.956 3.317 No Trip 

l.42 T c < Tcmin 

20 

LPD 
Pre-trip 

No Pre-trip 

330 W/cm 

2.30E+02 

210E+02 

1 .90E+{)2 ::0 
。、

170E+02 웅 
。

a 
1 50E+02 Ê 

Q ~ 1 30E+{)2 르 

1.10E+{)2 룸 
9.ooE+01 

7.00E+01 

5.ooE+01 
25 

다fFR 

Pre-trip 

4.656 

l.50 

CWP 

4.656 

그림 3.8-6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4 

-698-



2.00E+00 

1 BOE+OO 

1.60E+00 

1.40E+OO 

120E+00 

cr: 
보ι〕 1 OOE+00 

a.00E-01 

6.00E-01 

4.00E-01 

2.00E-01 

0 .00E+00 
0 

3.00E+02 

2.50E+02 

@ 
@ 
) 

』@ 

르
 。
ι
 
~ 때

 
따
 

이
 
t 

E 
Q ~ 
르
 ) 
디
 ι
 」

때
 

마
 

ζ
 

]

1.00E+02 

10 15 

Tirre (sec) 
20 

5.00E+01 
25 

LPD Trip CHFR Aux Tsat LPD 타IFR CWP Trip Trip Trip Pre-trip Pre-trip 
Trip Time No Trip 5.356 No Trip 12.206 No Pre-trip 4.656 4.656 (seconds) 

Setpoint 348 W/cm 1.42 Thmax>T sal 330 W/cm 1.50 

그림 3.8-7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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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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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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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0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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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1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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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2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10 

-701-



1 ßOE+{)O r -

175E+00 

1.70E+{)0 

a: 1 .65E+{)0 

니I 
u 

1.60E+00 

L55E+00 

1.50E+{)0 

1.45E+{)0 
0 5 

....... _-_ .. , 1.65E+{)2 

1.60E+02 

1.55E+{)2 늘 

‘J ~ 
르 
。

1.50E+{)2 모 

1.45E+02 

1.40E+{)2 
10 15 

Tirre (sec) 
20 25 

LPD Trip CHFR Aux. Tsat LPD CHFR CWP Trip Trip Trip Pre-trip Pre-trip 
Trip Time No Trip No Trip No Trip No Trip No Pre-trip 16.256 16.256 (seconds) 

Setpoint 348 W/cm 1.42 330 W/cm 1.50 

그림 3.8-13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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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4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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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5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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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6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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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7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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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8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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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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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0 시 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 부 - Test Case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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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1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E 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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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2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Test Case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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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3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 변화 및 트립 발생 여부 - Test Case 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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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출력 계산값 비교(200-250 초) 

3.8-34 그림 



3.9 노섬 방사선 차폐설계 

3.9.1 개요 

65.5 MWt의 열출력을 갖는 SMART 연구로 노섬에 대하여 차폐 해석을 수행하였 
다. 노섬 차폐 설계 분야에서는 핵연료 집합체의 에너지 축적 분포 평가， 핵연료 

심재 및 냉각재에서의 핵분열 에너지 분포 평가，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평가， 제어봉 

선속 및 B-10 연소도 평가，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1차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FHS 
해석용 핵연료 집합체 핵종 구성 평가， FHS 해석용 노심 붕괴 잔열 평가， 운전정지 
10일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평가， 핵연료 심재 구역별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분포 

평가， 원자로용가 각선속 분포 평가， 핵연료집합체에서의 핵분열에너지 및 감마방사 

선열 분포 평가， 원자로용기 중성자조사량 R-8 분포 평가， 1차 냉각재 방사화 16N 
및 14C 방사능 평가， 삼중수소 평가， 노외핵계측기 반응함수 평가， 사용후 핵연료 저 

장조 임계도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3.9.2 핵연료 집합체의 에너지 축적 분포 평가 

본 평가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의 정상 운전시 핵연료 집합체 내부의 핵연료봉， 
피복재， 냉각재에서의 에너지 축적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9.2.1 평가 방법 

SMART 연구로의 장전 모형에 포함된 각각의 핵연료 집합체의 에너지 축적 분포 
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핵연료 집합체 A를 대상으로 에너지 축적 

분포를 평가하였다. 핵연료 집합체 A에 대해 집합체 내부의 모든 구성 물질을 포 

함하는 모델을 선정하고 각 단위 셀에 대한 에너지 축적을 몬테 칼로 수송 코드인 

MCNP [참고문헌 3.9.1]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MCNP 계산에 필요한 모델은 그 
림 3.9-1에 나타내었다. 모든 집합체에 적용되는 핵연료섬재와 주변의 냉각재를 대 

상으로 모델렁 하였다 MCNP 계산에 이용된 핵 단면적 자료는 300K에 대해 

ENDF/B-V [참고문헌 3.9.2]로부터 유도된 핵 단면적 자료 [참고문헌3.9.3] 이다. 

선원 항의 중섬은 연료섬의 중섬으로 하였고 입자 이력수는 5x107로 하여 결과의 

불확실도가 충분히 낮도록 하였다. MCNP 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핵연료 집합체 
내의 방사선 열 축적 값이 에너지 축적 분포로 유도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각 연료봉 단위에 포함되는 연료섬재 피복재 냉각재의 축적된 방사선 에 

너지 값을 합산한다. 

-718 -



b. 집합체 내의 연료봉 단위의 축적된 방사선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한다. 
c. 연료봉 단위의 축적된 방사선 에너지의 평균값을 1.0으로 정규화 한다. 

d. 각 연료봉 단위의 축적된 방사선 에너지의 분율을 이용하여 집합체 내부 

의 전체 셀에서의 에너지 축적 분포를 구한다. 

3.9.2.2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 노섬에 사용되는 핵연료 내부의 에너지 축적 분포를 평가하여 그 
림 3.9-2에 나타내었다. 그림 3.9-2에 나타난 값은 MCNP 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방사선 열 축적 계산 결과로부터 유도된 값이다. 

3.9.3 핵연료 심재 및 냉각재에서의 핵분열 에너지 분포 평가 

본 평가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의 정상 운전시 핵연료 집합체 내부의 핵연료봉， 
피복재， 냉각재에서의 에너지 축적 분포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핵연료봉 모델을 

사각형 모델과 유효 면적을 고려한 원형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심재， 피복재， 냉각재 

의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의 열에너지 전환에 따른 효과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9.3.1 평가 방법 

SMART 연구로의 장전 모형에 포함된 각각의 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봉의 심재와 
주변 영역에서의 핵분열 에너지 분포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든 핵 

연료 집합체에 포함된 2종류의 핵연료봉에 대한 섬재와 냉각재에 대한 핵분열 에너 

지 분포를 몬테 칼로 수송 코드인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SMART 
연구로의 핵연료봉은 길이 방향으로 나선 형태이므로 원래의 형태인 사각형 모델과 

유효 면적을 고려한 원형 모델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사각형 및 원형 기하 구조에 

대한 MCNP 모델은 그림 3.9-3 및 그림 3.9-4에 각각 제시하였다. 

각 모텔에 대해서는 우라늄 질량비가 33.9wt.%와 38.0wt.% 심재를 적용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모든 핵연료 집합체에 적용되는 핵연료섬과 주변의 냉각재를 대상으 

로 모델링 하였다 MCNP 계산에 이용된 핵 단면적 자료는 300K에 대해 

ENDF/B-N로부터 유도된 핵 단면적 자료이다. 

선원 항의 중심은 연료심의 중심으로 하였고， 입자 이력수는1.5xl06으로 하여 결과 

의 불확실도 (표준편차)가 0.5% 정도로 충분히 낮도록 하였다. MCNP 계산 결과 
로부터 얻은 핵연료봉의 방사선 열 축적 값이 에너지 축적 분포로 유도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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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a. 각 연료봉 단위에 포함되는 연료심재 피복재 냉각재의 축적된 중성자 및 

감마 방사선 에너지 값을 합산한다. 

b. 연료봉 단위의 축적된 방사선 에너지의 평균값을 l.0으로 정규화 한다. 

3.9.3.2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 노심에 사용되는 우라늄 함량이 33.9wt.%인 핵연료봉과 우라늄 함 
량이 38.0wt.%인 핵연료봉의 중성자와 감마 방사선의 에너지 분포를 평가하여 표 

3.9-1과 표 3.9-2에 각각 나타내 었다. 표 3.9- 1에 의 하면 우라늄 함량이 33.9wt.% 
인 핵연료봉에 대해 사각형 및 원형 모델의 경우 섬재， 피복재， 냉각재의 핵분열 에 

너지 분포가 99.10%, 0.70%, 0.20%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9-2에 의하면 우라 
늄 함량이 38.0wt.%인 핵연료봉에 대해 사각형 및 원형 모델의 경우 심재， 피복재， 

냉각재의 핵분열 에너지 분포가 99.15%. 0.66%. 0.19%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평가한 모델의 경우는 사각형 모델과 유효 면적을 고려한 원형 모델의 

심재， 피복재， 냉각재의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의 열에너지 전환에 따른 효과는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9.4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평가 

본 평가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의 정상 운전시 핵연료 집합체 및 노섬에서의 핵 
분열생성물 재고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9.4.1 평가 방법 

SMART 연구로는 2957~ 의 핵연료 집합체를 갖는 노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 

자료 [참고문헌 3.9.4. 3.9.5]에 따르면 SMART 연구로 노심의 핵연료 주기 길이는 
보수적으로 유효 전출력 운전 일수로 720일이다. 따라서 전출력이 65.5MWt인 

SMART 연구로 노심의 U-235와 U-238의 총량 2.057x103g에 대한 ORIGEN 계산 
결과 l.6272x102MWD를 고려 하면 핵 연료 연소도는 79.10MWD!kgU이 다. 

3.9.4.2 평가 결과 

ORIGEN2 .1 [참고문헌 3.9.6]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 연구로 핵연료 집합체 
의 핵분열 생성물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중 단 반감기 핵종 및 붕괴 감마 방출 

에너지가 낮은 핵종을 제외한 중요한 핵종들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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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이러한 핵연료 집합체의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으로부터 보수적인 방 

법으로 노심 전체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도출하여 표 3.9-3에 제시하였 

다. 즉 노심은 최고의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갖는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표 3.9-3에 제시된 노섬의 최대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은 핵 

연료 집합체 핵종별 최고치에 대해 10%의 불확실도가 고려된 결과이다. 그러나 본 

계산의 기본은 핵연료 집합체가 아니라 전체 노섬이기 때문에 반경방향 첨두출력 

인자는 고려하지 않았다. 

3.9.5 제어봉 선속 및 B-10 연소도 평가 

본 평가에서는 SMART 연구로 노섬에 사용되는 제어봉에서의 최대 및 평균 고속 
중성자속 (> O.1MeV) 및 고속 중성자조사량을 평가하였다. SMART 연구로 노섬에 
서의 조절제어봉 및 정지제어봉에 대한 고속 중성자속 및 조사량의 최대 및 평균값 

은 불확설도 20%를 적용하여 표 3.9-4에 나타내었다. 

3.9.6 핵분열생성물의 누설에 의한 1차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본 평가의 목적은 SMART 연구로를 100% 평균 출력으로 720일간 운전 후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냉각재 비방사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3.9.6.1 평가 방법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SMART 연구로의 일차냉각재 비방사능을 평가하기 위해 
SAEP [참고문헌 3.9.7] 코드를 사용하였다. SAEP 코드는 노심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평가하기 위해 ORIGEN2 코드를 사용하는데 ORIGEN2 코드를 이용한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 평가는 U-ZR.LIB를 단면적 자료로 이용하였다. 

3.9.6.2 평 가 결과 

SAEP 코드를 이용하여 U-Zr 연료를 사용하는 SMART 연구로의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1차 냉각재 비방사능을 평가하였다. 핵연료로부터 냉각재로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3.9.8]에서 제시하고 있는 1.0%의 핵연료 손상율에 대하 

여 표 3.9-5와 같이 100% 출력의 720일 운전 후의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1차 냉각 
재의 비방사능 값을 원소 별로 각각 나타내었다. 

3.9.7 FHS 해석용 핵연료 집합체 핵종 구성 평가 

방사선 설계 지침서 (RDG)의 기본 입력 자료와 NSSS 계통 설계 및 BOP 차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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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선원항으로 이용되는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평가하는 것이 본 계산서의 목 

적이다. 

3.9.7.1 평가 방법 

SMART 연구로는 단일 배치 (Single Batch)의 핵연료 주기로 운전된다. SMART 
연구로 노심의 핵연료 주기 길이는 유효 전출력 운전 일수로 720일이나[참고문헌 

3.9.4, 3.9.5], 본 평가에서는 핵연료취급계통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120일의 

추가운전을 고려한 840일 C92.29MWD!kgU)에 대해 평가한다. 본 계산에서 사용된 

입력 자료와 가정이 보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입력 자료의 변폭에 기인한 불 

확실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산상의 불확실도를 고려해 ORIGEN2.1의 계 

산 결과에 대해 10%의 불확실도를 가정한다. 출력 운전 기간 동안 핵연료 집합체 

및 노심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은 노심의 초기 핵종 구성 및 노심의 운전 이 

력 등의 입력 자료를 ORIGEN2 .1 전산 코드에 이용하여 평가한다. 

3.9.7.2 평 가 결 과 

ORIGEN2.1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 연구로 핵연료 집합체의 핵분열 생성물 
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중 단 반감기 핵종 및 붕괴 감마 방출 에너지가 낮은 

핵종을 제외한 중요한 핵종들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선택하고 보수적인 

방법으로 노심 전체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도출하여 표 3.9-6에 제시하 

였다. 즉 노심은 최대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갖는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 

다고 가정하였다. 

3.9.8 FHS 해석용 SMART 연구로 노심 붕괴 잔열 평가 

SMART 연구로의 핵연료취급계통 해석에 펼요한 노섬 붕괴 잔열을 평가하는 것이 
본 계산의 목적이다. 

3.9.8.1 평가 방법 

SMART 연구로는 핵연료 집합체가 2957~ 인 노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섬 자료 

[참고문헌 3.9.4, 3.9.5] 에 따르면 SMART 연구로 노심의 핵연료 주기 길이는 유효 
전출력 운전 일수로 720일이다 U-235와 U-238의 총량 2057x103g에 대한 

ORIGEN 계산 결과 1.898x102MWD을 고려하면 핵연료 연소도는 92.29MWD/kgU 
이 된다. 

” “ 



3.9.8.2 평가 결과 

정상 운전시의 노심 열출력은 65.5MWt이고 붕괴 시간 별 SMART 연구로 노섬의 
붕괴 열 변화를 180일， 360일， 540일， 720일， 840일로 나누어 평 가하였다. 

ORIGEN2.1의 계산 결과에 ANS~5.1 [참고문현 3.9.1이에서 제시한 붕괴 시간 별 불 

확실도를 적용하여 그림 3.9~5에 도시하였다. 그림 3.9→5에 의하면 SMART 연구 
로 노심의 정상 운전 시 출력에 대한 840 유효 운전일 경과 후 붕괴 에너지의 값 
(P/Po)은 4.89x10 2 (1.0x10 1초의 붕괴 시 간이 경 과)에 서 51.67x10 5 (1.0x109초의 붕 
괴 시간이 경과)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평가에서 얻은 원자로 운전 정 

지 후 1.0x109초 후 노심 잔열 방출률은 핵연료 취급 및 저장조 설계의 입력 자료로 

이용된다. 

3.9.9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도 별 10일 붕괴 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평가 

SMART 연구로의 핵연료취급계통 해석에 필요한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도 별 10일 
붕괴 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평가하는 것이 본 평가의 목적이다. 

3.9.9.1 평가 방법 

SMART 연구로 노섬의 핵연료 주기 길이는 유효 전출력 운전 일수로 720일이나 
본 평가에서는 핵연료 취급 계통의 해석에 필요한 840일 (92.29 MWD!kgU)의 연소 

후 10일 경과 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평가한다. 노심은 Reg. Guide 1.49 [참고 
문헌 3.9.9]에서 제시하는 허가 출력 수준의 1.02배의 출력 대신에 운전여유도로 제 

시되는 더 보수적인 1.03배의 출력으로 일정하게 운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계 

산에서 사용된 입력 자료와 가정이 보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입력 자료의 변 

폭에 기인한 불확설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3.9.9.2 평가 결과 및 검토 

ORIGEN2.1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 연구로 핵연료 집합체의 핵분열 생성물 
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중 단 반감기 핵종 및 붕괴 감마 방출 에너지가 낮은 

핵종을 제외한 중요한 핵종들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을 표 3.9~7에 제시하 

였 다. 표 3.9~7에 는 0.66MWD/kgU, 3.30MWD/kgU, 6.59MWD/kgU, 9.89 
MWD!kgU, 13.18MWD/kgU, 26.37MWD/kgU, 39.55MWD!kgU, 52.74MWD!kgU , 

65.92MWD/kgU, 79.11MWD/kgU, 92.29MWD!kgU의 연소 후 다시 10일 동안의 냉 
각 시 핵연료 집합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3.9~6의 연 

소도 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과 비교하면 10일 붕괴 후 핵분열 생성물의 재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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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Se-84 (TlI2=3.1 0min)와 La- l44 (TlI2=40.8s)를 포 

함한 52개의 단 반감기 핵종의 경우는 10일 냉각 후 재고량이 O.OCi 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계산서의 표 3.9-7에서는 표시하지 않았다. 

3.9.10 핵연료 심재에서의 연소도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분포 평가 

핵연료 심재로부터 냉각재로 방출되는 방사선 핵종의 방출 분율을 평가하는데 이용 

되는 연소도별 핵연료 심재에서의 핵종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및 원자수밀도를 

평가하는 것이 본 계산서의 목적이다. 

3.9.10.1 평가 방법 

SMART 연구로 노섬은 15，9157R 의 핵연료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출력이 

65.5MWt언 SMART 연구로 노심의 핵연료봉 1개당 출력은 0.0041MWt가 된다. 

노심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평가하기 위한 ORIGEN2.1 전산 코드의 입력 자료 
로는 핵연료 심재 제원， 핵연료 심재의 구역별 원소별 질량 (g-Atoms) , 구역별 연 

소도 분포 [참고문헌 3.9.11], EFPD로 전환한 심재 구역별 연소 일수 둥이 이용되었 
다. 핵연료 심재의 구역 구분은 그림 3.9-6과 같이 구역간 간격이 0.0205cm가 되도 

록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ORIGEN 계산 결과로부터 핵종별 비방사능 및 원 
자수밀도를 산출하기 위해 핵연료 심재의 구역별 부피 및 질량이 이용된다. 

3.9.10.2 평 가 결 과 

ORIGEN2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SMART 연구로 핵연료 심재에서 분포하는 핵분 
열 생성물의 핵종별 방사능과 Gram-Atoms9} 원자수밀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ORIGEN2 계산으로부터 얻은 핵종별 방사능이 33.9% U 심재와 38.0% U 심재에서 
의 구역별 질량이 Gram-Atoms 단위로 평가되었으나 핵연료 설계 분야에서 실제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각 구역별 원자수밀도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각 구역별 부피 

를 이용하여 표 3.9-8과 같이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33.9% U 심 
재에서의 구역별 핵종별 원자수밀도의 분포만을 표 3.9-8에 나타내었다. 본 자료는 

핵연료봉 피복재의 손상이 있는 경우 심재로부터 냉각재로 방출되는 핵종별 방출 

분율을 평가하기 위한 입력 자료로 이용된다. 

3.9.11 원자로용기 각선속 분포 평가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원자로섬에서 발생되어 외부로 전달되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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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차폐해석의 수행이다. BOP 방사선 차폐 해석에 입력 자료로 필요한 원자로 압 
력 용기에서의 각 선속 분포를 평가한다 

3.9.11.1 평 가 방법 

SMART 연구로에 대한 전 출력에서의 원자로용기 외면에서의 각 선속 (angular 
flux)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군정수 생산 코드인 GIP [참고문헌 3.9.12] 및 2차원 각 
분할 수송방정식 코드인 DORT [참고문헌 3.9 .1 3]을 사용하였다. 위 계산을 위해서 

SMART 연구로의 반경 및 축 방향을 포함하는 2차원 R-Z 모델을 이용하여 
DORT 계산을 수행하였다. 

3.9.11.2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의 2차원 R-Z 모델에 대한 DORT 계산을 수행하고 불확실도 30% 
를 고려한 결과를 그림 3.9-7과 그림 3.9-8에 나타내었다. 그림 3.9-7에는 원자로 

용기 외면의 노심 중앙 높이에서 축방향 상단 부위에 대한 중성자 선속을 속중성자 

군， 중간 중성자군 및 열중성자 군으로 구분하여 중성자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1.0MeV 이상의 속 중성자 에너지군의 중성자속은 노섬 중앙 높이로부터 1번째 격 

자인 z=2.5cm에서 최대값 4.65x1Q7n/cm2 . s를 나타냈으며 노심 상단 높이인 
z=39.5cm에서는 1.74x107n/cm2 . s로 감소된다. 열중성자 에너지군의 중성자속은 노 
심 중앙 높이로부터 3번째 격자인 z=2.5cm에서 최대값 3.02x105 n/cm2 . S를 나타냈 
으며 노심 상단 높이인 z=39.5cm에서는 5.10x1Q4n/cm2 . S로 감소되었다. 전체 중성 
자속은 중간 에너지군의 중성자속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9-8에는 원자로용기 외면의 노심 중앙 높이에서 축방향 상단 부위에 대한 

감마선 선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감마선 선속은 노심 중앙 높이로부터 3번째 격자 

인 z=14.5cm에서 최대값 4.87x 1Q8f-raylcm2. S를 나타냈으며 노심 상단 높이인 
z=39.5cm에서는 158 × 108y- ray/cm2 · S로 감소되었다. 

3.9.12 핵연료집합체내 핵분열 에너지 분포 및 감마 방사선열 분포 평가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의 정상 운전시 핵연료 집합체 내부의 핵연료봉， 
피복재， 냉각재에서의 에너지 축적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9.12.1 평가 방법 

SMART 연구로의 장전 모형에 포함된 각 핵연료 집합체의 에너지 축적 분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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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핵연료 집합체 A를 대상으로 핵분열 에너지 축적 

분포와 감마 방사선 열 축적 분포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 집합체 A 에 
대해 집합체 내부의 모든 구성 물질을 포함하는 모델을 선정하고 각 단위 셀에 대 

한 에너지 축적을 몬테 칼로 수송 코드인 MCNP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집 

합체에 적용되는 핵연료봉과 주변의 냉각재를 대상으로 모델링 하였다. MCNP 계 
산에 이용된 핵 단면적 자료는 300K에 대해 ENDFjB-V 로부터 유도된 핵 단면적 

자료 [참고문헌 3.9.15] 이 다. 

선원 항의 중심은 연료심재의 중심으로 하였고， 입자 이력수는 50，000 ，000으로 하여 

결과의 불확실도가 충분히 낮도록 하였다. MCNP 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핵연료 
집합체 내의 핵분열 에너지 축적 분포와 감마방사선 열 축적 분포로 유도되는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각 연료봉 단위에 포함되는 연료심재 피복재 냉각재의 축적된 방사선 에 

너지 값을 합산한다. 

2) 집합체 내의 연료봉 단위의 축적된 방사선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한다. 
3) 연료봉 단위의 축적된 방사선 에너지의 평균값을 1.0으로 정규화 한다. 

4) 각 연료봉 단위의 축적된 방사선 에너지 값 분율을 이용하여 집합체 내부 

의 전체 젤에서의 에너지 축적 분포를 구한다. 

3.9.12.2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 노섬에 사용되는 핵연료 내부의 핵분열 에너지 축적 분포와 감마 
방사선열 축적 분포를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핵연료 섬재， 핵연료 피 
복재， 냉각재，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 3.9-9와 표 3.9-10에 그 결과를 정리하였 

다. 

3.9.13 원자로용기 중성자 조사량 R-8 분포 평가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 원자로용기에서의 중성자조사량을 계산하고 그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군정수 생산을 위해 GIP을 사용하였고 X-y 좌표계로 이루 
어진 구조 및 선원항을 R- 8 좌표로 전환하여 2차원 각분할 코드인 DORT를 이용 
하여 SMART 연구로 원자로용기 중성자조사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3.9.13.1 평가 방법 

원자로 수명 동안 압력용기에 대한 중성자조사량 평가를 하여 그 건전성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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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계산하여 생산된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는 충분히 보수 

적이어야 하고 전 주기 동안 핵연료집합체 배치계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 출력 

상태에서의 가장 보수적인 핵연료집합체 출력분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 

주기 동안 안전해석을 위한 노섬계산 (제어봉 정상삽입， 최대제어봉 삽입， 최소제어 

봉 삽입 연소계산)의 MASTER Summary 파일들로부터 핵연료집합체별 최대 출력 
을 조사하여 이를 선원항으로 사용하여 1/3대칭 반경방향 핵연료집합체별 출력분포 

를 생산하였다. DORT 계산을 위해 SMART 연구로를 R-E) 좌표계와 1/3 대칭으 
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반경방향으로 197 미세구간 및 방위각방향으로 60 미세구 
간으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유동혼합헤더의 각각의 구역 (물+물+물， 철+물+철， 철 

+철+철)에 대하여 모델링을 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원자로용기 중성자조사량 평 

가를 위한 DORT에서 P5차원 산란 및 S8차원 각분할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계 

산된 결과에 X-y 좌표로부터 R θ좌표로의 변환에서 오는 오차 및 선원항 및 단면 

적의 오차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총 30%의 불확실도를 적용하였다. 또 

한 보수적인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2차원 계산에서의 3차원적인 요소를 고려한 최 

대값을 구하기 위해 최대 노심 평균 축방향 첨두출력 [참고문헌 3.9.5]를 적용하였 

다 

3.9.13.2 평가 결과 

원자로용기 내·외벽에서의 중성자조사량 분포를 그림 3.9-9에 나타내었다. 30년 동 

안 이용률이 90%인 SMART 연구로의 원자로용기 내벽에 대한 최대 중성자조사량 
은 노심중앙으로부터 29。 방위각에서 1.06x1019n/cm2 이다. 이는 10CFR50.61의 제 

한 요건인 1.0xlü20n/cm2 보다 작은 값으로 SMART 연구로 원자로용기는 수명기간 
동안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3.9.14 1차 냉각재 노섬 영역에서의 방사화 16N 비방사능 평가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 냉각재의 방사화로 나타나는 16N 비방사능을 평 
가하는 것이다. 

3.9.14.1 평 가 방법 

SMART 연구로의 원자로집합체에 대한 DORT 해석 결과인 중성자 선속 자료를 
이 용하여 냉 각재 의 160 (n, p)l~ 반응을 이 용하여 16N의 비 방사능을 평 가한다. 중성 
자속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평균 미시 단면적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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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gth 에너지 군의 미시 단면적이고， φg 는 gth 에너지 군의 중성자속이 

다. 따라서 평균 미시단면적 5 는 1.102 x 10 2bams가 된다 160의 수밀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pNA N(016) = Af fJ~A 

여기서 냉각재 밀도 fJ (=0.74g/cm\ 산소 중의 160의 원자수분율 ( =0.998) , 냉각재 
의 절 량 M (=18.이， 그리 고 아보가드로수 NA (O.602x10껑)을 이 용하면 N(d6)은 

2.470x1022atoms/cm3 이 된다. 따라서 거시 단면적은 

ε = Na = (2.470x1022atoms/cm3 ) x (1.102x10 2b따ns) = 2.770x10 4 [cm- 1
] 

가 된다. 그리고 전체 중성자속 8.011xlOlOψcm2 . S를 이용하여 160 (n, p)16N 의 반 
응율을 계산하면 Z φ = 2.219x107nfcm3 . s 가 된다. 원자로 1차 냉각재의 노심 출 
구 영역에서의 1~ 비방사능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 - e- Àtc) 
A N - 1fl = Lφ lt [dps/cm3 · s] 1V - 10 - - (1 _ e - >.t, ) ν 

여기서 ι는 냉각재의 노섬 영역 통과 시간 (= 0.53sec)이고 tt는 냉각재의 전체 순 

환 시 간 (= 20.92sec) 이 다. 

3.9.14.2 평 가 결 과 

1차 냉각재 노섬 영역에서의 방사화에 의한 1~ 비방사능을 표 3.9-11에 나타내었 
는데 상용 발전로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이는 SMART 연구로의 출력이 낮고 노 
섬 중앙에서의 중성자속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차 냉각재의 각 기기에 

서의 통과 시간에 관한 냉각재 유동 자료의 미확보로 1차 냉각재 유동 지역별 비방 

사능을 제외한 노심 영역에서의 비방사능만을 제시하였다. 추후 냉각재 유동 자료 

가 확보되는 대로 각 기기 위치에서의 16N 비방사능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다. 

3.9.15 1차 냉각재 노심 영역에서의 방사화 14C 비방사능 평가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 냉각재의 방사화로 나타나는 14C 비방사능을 평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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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1 평가 방법 

원자로 냉각재에서의 14C는 170 및 14N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다. 즉 14C는 170 (n, 

a)16C 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l4C의 일부는 14N (n, p)14C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170 (n,a)16C, 14N(n, p)14C 반웅의 열중성자 단면적 자료는 참고문헌 [3.9.16]을 이용하 
였고 열중성자의 선속 값은 DORT계산 결과를 인용하였다. 비방사능 평가에 이용 

되는 유효 열중성자 반웅 단면적 (c생)은 중성자 선속에 대한 평균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f ∞ h2200mA I dh~~Wm/~n(v)vdψ ~ 1 

σ~ff( T) = 애 f∞ 
v 맘[響]상h_돼g[響]힘h 

l η (v)vdv 

여기서 냉각재의 평균 온도인 T에 대해 300 0C를 적용하면 Oeff 
(170 ) = 1.48x10 1 

barn, C생 e4N) = 1.14x10<>tarn 이 된다. 원자로 냉각재에서의 14C 방사능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Q[Bq] = A TR m No Oeff φ 

여기서 A 는 14C의 붕괴 상수이고 TR 는 원자로 운전 시간이고 m 은 노심 냉각재 
질량이고， No 는 냉각재 내 170 와 14N 의 원자수밀도이고， φ 는 노심내 열중성자 
선속이다. 위 식에 사용된 선속 값은 170(n, a)16C 및 14N (n, p)14C 반웅이 열중성자 
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열중성자 선속만이 이용된다. 

3.9.15.2 평가 결과 

1차 냉각재의 각 기기에서의 통과 시간에 관한 냉각재 유동 자료의 미확보로 1차 

냉각재 유동 지역별 비방사능을 제외한 노심 영역에서의 비방사능을 다음의 표 

3.9-12에 제시하였다. 

3.9.16 Assembly Weighting Factor 생 산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의 노외 핵계측기와 관련한 Assembly Weighting 
Factor (A WF)를 계산하는 것이다. 

3.9.16.1 평가 방법 

AWF는 각 핵연료집합체의 노외 핵계측기에 대한 반응도 분율이다. SMART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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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한 AWF를 계산하기 위하여 GIP코드를 이용하여 거시단면적을 생산하고 

R-8 좌표계로 전환된 원자로 구조에 대하여 DORT 코드를 이용하여 수반 

(adjoint) 중성자 수송계산을 수행한다. 2차원 각분할법 수송 코드인 DORT는 방사 

선 차폐 설계에 주로 이용되는 전산코드이다. SMART 연구로에 사용되는 노외 핵 

계측기의 종류가 U -235 fission chamber이기 때문에 단면적 라이브러리에 있는 ‘ 

U-235의 Of를 수반 중성자 수송계산의 선원항으로 사용하였다. 

3.9.16.2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에서 노외 핵계측기에 대한 AWF을 계산하였다. 각 핵연료집합체 

에 대한 AWF을 그림 3.9-10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출력분포에 대한 실제적인 노 

심 보호용 노외 핵계측기의 반응은 AWF값과 실제 노심의 출력분포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3.9.17 Shape Annealing Function 생산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의 노외 핵계측기와 관련한 Shape Annealing 

Function (SAF) 자료를 생산하여 노심 보호 계통 분야에 제공하는 것이다. 

3.9.17.1 평가 방법 

SAF는 중성자 선원을 포함하는 노심 체적의 각 수평 조각에 기인하는 노심 높이의 

100분율 당 노외 핵계측기 분율 반웅으로 정의된다. SAF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GIP코드를 이용하여 거시단면적을 생산하고 R-Z 좌표계로 전환된 원자로 구조에 

대하여 DORT코드를 이용하여 수반 중성자 수송계산을 수행한다. AWF 계산에서 

와 마찬가지로 단면적 라이브러리에 있는 U-235의 Of를 수반 중성자 수송계산의 선 

원항으로 사용하였다. 

3.9.17.2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에서 노외 핵계측기에 대한 SAF을 평가하였다. 노심 높이의 100 

분율에 대한 상중하 계측기의 반응 합수는 그림 3.9-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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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MCP 상부 선 량 평 가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의 핵연료집합체 재장전 작업 시 방사선 피폭선 
량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핵연료 재장전 작업을 위해 가압기를 제거한 후 

가압기가 놓여있던 상부 구역에서의 냉각재 및 주위 구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의한 방사선 선량율 (dose rate)을 평가한다. 이 구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품은 

가압기 제거부분의 냉각재 및 주냉각재펌프의 냉각재와 기기침착 부식생성물이다. 

3.9.18.1 평가 방법 

방사능의 주요선원으로는 가압기 제거 시 보충된 냉각재 및 주냉각펌프 속에 포함 

되어 있는 냉각재， 부식생성물에 의한 기기침착 방사능이다. 이 계산을 위해 점 커 

넬법 (point kemeD 전산코드인 ISO-PC를 이용하여 방사선 선량율을 평가하였다. 
ISO-PC를 이용하여 방사선 선량율 평가를 하는데 펼요한 입력 자료는 선원항， 차 

폐 물질의 수밀도 및 모델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제원이다. ISO-PC는 복합적인 

구조에 대하여서는 방사선 선량율을 평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압기 구역 및 주 

냉각재펌프 구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평가한 후에 선량예측 지점에서의 선원 

항 별 선량률을 합산하여 총 방사선 선량율을 평가한다. 

3.9.18.2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의 핵연료집합체 재장전 작업 시 방사선 피폭선량을 예측하기 위해 
가압기를 제거한 후에 가압기가 놓여있던 상부 구역에서의 냉각재 및 MCP 부식생 
성물 기기침착 방사능에 의한 방사선 선량율을 ISO-PC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각의 측정위치에서의 계산된 방사선 선량율을 그림 3.9-12에 나타내었다. 이 계 

산 값들은 방사선량 제한치인 2.5rnrern/hr를 만족한다. 다만 이 값들은 정화계동을 

96시간 이상 운전하여 가압기 구역 및 MCP 내부의 냉각수를 정화하고 MCP 내부 
에 있는 냉각수의 비방사능이 가압기 구역의 냉각수와 같은 조건에서만 유효하다. 

3.9.19 1차 냉각재 삼중수소 방사능 평가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에서 냉각재의 방사화로 생성되는 3H 방사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3.9.19.1 평가 방법 

일반적으로 상용 원자로 냉각재에서의 3H는 2H 및 6Li과 7Li 그리고 lOB의 방사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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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생성된다. 그랴나 SMART 연구로는 무붕산 운전을 하므로 6Li과 7Li 그리고 
lOB이 냉각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삼중수소의 생성은 2H(n,r)3H 반응만을 고 

려하면 된다. 

3.9.19.2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 노섬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중 핵연료봉 누설에 기인한 삼중수소 방 
사능 평가 결과를 표 3.9-13에 표시하였다. 또한 표 3.9-13의 주기당 전체 방사능 

을 원자로 냉각재질량으로 나누어 삼중수소 비방사능을 구하고 표 3.9-14에 나타내 

었다. 

3.9.20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임계도 해석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연구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대한 임계도 해석을 
하기 위함이다. 

3.9.20.1 평가 방법 

Rack 간격에 따른 임계도 해석을 통하여 규정을 만족하는 간격을 구하고 이를 평 
가한다. 임계도 해석을 위하여 MCNP를 이용한 3차원 모델링 시 rack 간격의 변 
화와 감속재의 밀도를 변화시켜 임계도를 계산하여 규정에 만족하는 rack 간격을 
구하였다 설계입력자료 및 가정을 고려하여 C형태의 핵연료집합체만이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대하여 3차원 1/4대칭으로 MCNP모델링을 하였다. 

이때 경계조건으로는 반경방향에서는 상， 우측에는 진공 조건을， 하， 좌측에는 반사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축방향으로는 위 아래 모두 진공 조건을 사용하였다. 

3.9.20.1 평가 결과 

3차원으로 모델링된 입력을 사용하여 MCNP 계산을 통하여 SMART 연구로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에 대한 임계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임계 안전에 관한 규정 (NRC 
Reg. 10CFR50.68)의 (4)항을 보면 계산 결과는 95% 신뢰도 구간 및 95% 확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산결과 및 불확실도가 적용된 유효증배계수를 그림 3.9-13에 

나타내였다. 

3.9.21 결론 

차폐설계 분야에서는 DORT 코드를 이용하여 측면차폐체의 재료를 5가지의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노심 주변 원자로용기에 대하여 속중성자 조사량 분포를 평 

m 



가하였으며 수명 기간 동안 원자로용기의 방사선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핵연료 집합체의 에너지 축적 분포 평가， 핵연료 심재 및 냉각재에서의 핵분열 

에너지 분포 평가，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평가， 제어봉선속，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원 

자로냉각재 비방사능 평가， FHS 해석용 핵연료 집합체 핵종 구성 평가， FHS 해석 
용 노심 붕괴 잔열 평가， 운전정지 10일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평가， 핵연료 심재 

구역별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분포 평가， 원자로용기 각선속 분포 평가， 핵연료집합 

체에서의 핵분열에너지 및 감마방사선열 분포 평가 원자로용기 중성자조사량 R-8 
분포 평가， 원자로냉각재 방사화 l~ 및 14C 방사능 평가， AWF와 SAF 같은 노외 
계측기 반응함수의 평가， MCP 상부선량 평가， 삼중수소 생성 평가， 1ST 영역 중성 

자속 평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임계도 해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방사선 선원항으로 이용되거나 각 분야에서 필요한 연계 자료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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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 33.9wt.% 우라늄 심재에 대한 핵분열 에너지 분포 평가 

사각형 심재 모델 원형 심재 모텔 

구역 열원 MCNP 평가 분포율 구역 열원 MCNP 평가 분포율 

심 
중성자 1.40545E +02 (0.0055) * 99.71% 

십 
중성자 1.41984E+02 (O.0052) 99.71% 

재 
감마 5.59391E+00(O .0056) 85.89% 

지l 
감마 5.65933E +00(0.0053) 85.92% 

합계 1.46139E +02 99 .10% 합계 1.47643E+02 99.10% 

피 중성자 1.82437E-Ol (0 .0041) 0.13% 피 중성자 1.82720E -01 (0.0039) 0.1 3% 
~ε 감마 8.55908E-Ol (0 .0057) 13.14% * 감마 8.64145E-01(0.00없) 13.12% 
재 합계 1.03835E+00 0.70% 합계 1.04687E+00 0.70% 

냉 중성자 2.28862E -01 (0.0035) 0.16% 냉 중성자 2.29187E -01 (0.0033) 0.16% 
각 감마 6.27211E-02 (O.0057) 0.96% 각 감마 6.33171E -02 (0.0054) 0.96% 

합계 2.91583E-Ql 0.20% 합계 2.92504E-Ol 0.20% 

처'-' 
중성자 1.40956E+02 100.00% 

전 
중성자 1.42396E +02 100.00% 

처l 
감마 6.51254E+00 100.00% 

처l 
감마 6.58679E +00 100.00% 

합계 1.47469E+02 100.00% 합계 1.48983E+02 100.00% 

표 3.9-2 38.0wt.% 우라늄 섬재에 대한 핵분열 에너지 분포 평가 

사각형 심재 모델 원형 심재 모댈 

구역 열원 MCNP 평가 분포융 구역 열원 MCNP 평가 분포율 

심 
중성자 1.44058E +02(0.00딩)* 99.72% 

λ。1
중성자 1.45090E +02(0.0051) 99.72% 

감마 5.91623E +00(0.0055) 87.03% 
재 

감마 5.93361E +00(0.0052) 87.04% 
합계 1.49974E+02 99.15% 합계 1.51024E+02 99.15% 

피 중성자 1.77769E-OHO.0041 ) 0.12% 피 중성자 1.77496E-01(0.0039) 0.12% 
보...， 감마 8.21046E-01 (0.0056) 12.08% 효~ 감마 8.23035E -01 (0 .0053) 12.07% 

합계 9.98815E-Ol 0.66% 합계 1.oo053E +00 0.66% 

냉 중성자 2.26057E -01 (0.0034) 0.16% 냉 중성자 2.26222E-01 (0.0032) 0.16% 
각 감마 6.04662E -02( 0.0057) 0.89% 각 감마 6.05883E-02(0.0053) 0.89% 
재 합계 2.86523E-Ol 0.19% 재 합계 2.8681OE-Ol 0.19% 

전 
중성자 1.44462E+02 100.00% 

전 
중성자 1.45494E +02 100.00% 

체 
감마 6.79774E+00 100.00% 

체 
감마 6.81723E +00 100.00% 

합계 1.51260E+02 100.00% 합계 1.5231lE+0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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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3 SMART 연구로 노심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노섬 출력 : 65.5MWt, 연소도: 79.10MWD!kgU, 단위 : Cì/Core) 

핵종 재 고 량* 핵종 재 고 량* 핵종 재 고 량* 

H 3 7.327E+02 Nb99 3.579E+06 TE134 4.115E+06 
SE 84 6.081E+05 MO 99 3.670E+06 1134 4.663E+06 
BR 84 6.191E+05 TC 99M 3.220E+06 CS134 1.734E+05 
AS 85 1. 277E+05 M0103 2.018E+06 SB135 1.239E+05 
SE 85 3.852E+05 TC103 2.035E+06 TE135 2.023E+06 
BR 85 7.684E+05 RU103 2.090E+06 1135 3.845E+06 
KR 85 1.940E+04 TC106 4.163E+05 XE135 1.695E+06 

KR 85M 7.765E+05 RU106 2.857E+05 XE135M 6.961E+05 
SE 87 5.990E+05 AGll0M 8.651E+02 CS135 8.622E- 01 
BR 87 1.323E+06 1127* 3.949E-01 CS136 6. 983E+04 
KR 87 1.571E+06 SN129 1.461E+05 1137 2.002E+06 
BR 88 1.526E+06 SB129 4.442E+05 XE137 3.667E+06 
KR 88 2.219E+06 TE129 4.397E+05 CS137 1.670E+05 
RB 88 2.238E+06 TE129M 6.730E+04 BA137M 1.582E+05 
BR 89 1.154E+06 1129 3.865E-02 1138 1.023E+06 
KR 89 2.816E+06 1130 3.297E+04 XE138 3.819E+06 
RB 89 2.920E+06 SN131 6.081E+05 CS138 4.118E+06 
SR 89 2.821E+06 SB131 1.580E+06 XE140 2.175E+06 
BR 90 7.775E+05 TE131 1.594E+06 CS140 3.534E+06 
KR 90 2.804E+06 TE131M 2. 258E +05 LA140 3. 764E十06
RB 90 2.898E+06 1131 1.751E+06 CE141 2.623E+01 
SR 90 1.558E+05 XE131M 1.931E+04 XE143 3.544E+06 
Y 90 1.61OE+05 SN132 3.696E+05 CS143 3.329E+04 

KR 91 2.074E+06 SB132 1.032E+06 BA143 9.342E+05 
RB 91 3.430E+06 TE132 2.623E+06 LA143 3.231E+06 
SR 91 3.570E+06 1132 2.639E+06 CE143 3.595E+06 
Y 91 3.440E+06 SN133 1.075E+05 PR143 3.605E+06 

Y 91M 2.071E+06 SB133 1.386E+06 XEl44 3.456E+06 
Y 93 3.949E+06 TE133 2.396E+06 CSl44 1.992E+05 

SR 95 3.326E+06 TE133M 1. 784E+06 BAl44 2.597E+06 
Y 95 3.904E+06 1133 4. 128E+06 LAl44 3.271E+06 

ZR 95 3.836E+06 XE133 4.056E+06 CEl44 2.688E+06 
NB 95 3.852E+06 XE133M 1.189E+05 PRl44 2 .705E十06
ZR 99 3.495E+06 SB134 1. 704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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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4 제어봉에서의 고속중성자속 및 고속 중성자조사량의 최대 및 평균값 

설계수명 (년) 조절제어봉 정지제어봉 

중성자속 최대 2.36955E + 14 1. 27880E + 14 
(n/cm2 • s) 평균 9.74050E+ 13 6.78631E+ 13 

10 8.07042E+22 4.35543E+22 

최대 20 1.61408E+23 8.71087E+22 

조사량 30 2.42113E+23 1.30663E + 23 
(n/cm2) 10 3.31750E+22 2.31134E+22 

평균 20 6.63501E+22 4.62268E+22 

30 9.95251E+22 6.93402E+22 
」

m 



표 3.9-5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1차 냉각재 비방사능[Ci/g] 

핵종 720D(100%) 핵종 720DOOO%) 

KR-085m 1.60E-01 SR-091 9.42E-04 
KR-085 5.55E+OO Y- 091m 5.48E-04 
KR-087 8.98E-02 Y-091 5.72E-03 
KR-088 2.75E-01 Y-093 8.23E-05 

XE-131m 2.55E-0l ZR-095 6.99E-03 
XE-133m 3.21E-0l NB-095 l.08E-02 
XE-133 2.51E+0l MO-099 3.88E-0l 

XE-135m 4.48E-02 TC-099m 3.39E-01 
XE-135 7.31E-0l RU-103 2.34E-03 
XE-137 2.95E-02 RU-I06 1.43E-03 
XE-138 4.09E-02 AG-l lOm 2.69E-06 
BR-084 2.89E-03 TE-129m 4.l1E-02 

1-131 3. 25E+ 00 TE-129 2.72E-02 
1-132 2.07E-0l TE-131m 5.l1E-03 
1-133 7.94E-01 TE-131 1.72E-03 
1-134 3.97E-02 TE-132 1.50E-Ol 
1-135 2.34E-0l BA-137m 9.llE+OO 

RB-088 2.86E-01 BA-140 8.56E-03 
CS-134 5.97E+00 LA-140 8.77E-03 
CS-136 3.58E-01 CE-141 3.29E-03 
CS-137 9.63E+OQ CE-143 1.38E-04 
SR-089 2.55E-02 CE-144 1.39E-02 
SR-090 7.05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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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6 SMART 연구로 노십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노심출력: 65.5 MWt, 연소도: 92.29 MWD;kgU, 단위 t: Ci/Core) 

핵종 재 고 량* 핵종 재 고 량* 핵종 재 고 량* 

H-3 8.508E+02 Nb-99 3.579E+06 Te- 134 4. 115E+06 
Se-84 6.081E+05 Mo-99 3.660E+06 1-134 4.663E+06 
Br-84 6.191E+05 Tc- 99M 3.205E+06 Cs-134 2.429E+05 
As- 85 1.277E+05 Mo-103 2.019E+06 Sb- 135 1. 239E +05 
Se-85 3.852E+05 Tc- 103 2.037E+06 Te- 135 2.023E+06 
Br-85 7.684E+05 Ru-103 2. 114E+06 1-135 3.845E+06 
Kr-85 2.229E+04 Tc- 106 4.533E+05 Xe- 135 1.695E+06 

Kr-85M 7.765E+05 Ru- 106 3.284E+05 Xe- 135M 6.961E+05 
Se-87 5.990E+05 Ag-ll0M 1.265E+03 Cs-135 9.751E-01 
Br-87 1. 324E+06 1-127* 4.663E-01 Cs- 136 8.706E+04 
Kr-87 1.571E+06 Sn-129 1. 460E +05 1-137 2.002E+06 
Br- 88 1.526E+06 Sb- 129 4.436E+05 Xe-137 3.667E+06 
Kr-88 2.219E+06 Te-129 4.397E+05 Cs-137 1.940E+05 
Rb-88 2.238E+06 Te- 129M 6.779E+04 Ba-137M 1. 837E+05 
Br-89 1.154E+06 1-129 4.511E- 02 1-138 1.023E+06 
Kr-89 2.816E+06 1-130 4.280E+04 Xe-138 3.819E+06 
Rb-89 2.920E+06 Sn-131 6.081E+05 Cs- 138 4.118E+06 
Sr- 89 2.806E+06 Sb- 131 1.580E+06 Xe-140 2.175E+06 
Br-90 7.775E+05 Te-131 1.593E+06 Cs-140 3.534E+06 
Kr- 90 2.804E+06 Te- 131M 2.246E+05 La-140 3.904E+06 
Rb-90 2.898E+06 1-131 1.763E+06 Ce-141 3.521E+06 
Sr-90 1.799E+05 Xe-131M 1.967E+04 Xe-143 3.329E+04 
Y-90 1.866E+05 Sn-132 3.696E+05 Cs- 143 9.342E+05 
Kr-91 2.074E+06 Sb-132 1.032E+06 Ba-143 3.231E+06 
Rb- 91 3.430E+06 Te- 132 2.621E+06 La-143 3.595E+06 
Sr- 91 3.570E+06 1- 132 2.635E+06 Ce-143 3.592E+06 
Y-91 3.420E+06 Sn-133 1.075E+05 Pr- 143 3.456E+06 

Y-91M 2.071E+06 Sb-133 1.386E+06 Xe-l44 4.433E+03 
Y-93 3.949E+06 Te-133 2.396E+06 Cs-l44 1. 992E+05 
Sr- 95 3.326E+06 Te- 133M 1.784E+06 Ba-l44 2.597E+06 
Y-95 3.904E+06 1-133 4.l05E+06 La- l44 3.271E+06 
Zr-95 3.816E+06 Xe-133 3.962E+06 Ce- l44 2.81OE+06 
Nb-95 3.845E+06 Xe-133M 1.202E+05 Pr-l44 2.829E+06 
Zr- 99 3.495E+06 Sb-134 1. 704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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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7 핵연료 집합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Ci/FA] (1/2) 

핵종 
핵연료 집합체 연소도[MWD!kgUJ 

0.66 3.30 6.59 9.89 13. 18 26.37 

H-3 1.936E-02 9.668E- 02 1.931E-Ol 2.893E-Ol 3.85IE- 01 7.644E-Ol 
Kr-85 5.4lOE-Ol 2.696E+00 5.372E+00 8.025E+OO l.066E+Ol 2.095E+Ol 

Kr-85M 1.819E- 13 1.803E-13 1.782E-13 1.762E-13 1.741E-13 1.653E- 13 
Kr-88 2.435E-22 2.412E- 22 2.잃4E-22 2.355E-22 2.326E-22 2.207E-22 
Rb-88 2.719E-22 2.694E- 22 2.662E-22 2.630E • 22 2.598E-22 2.얘4E-22 
Sr- 89 6.218E+02 2.650E+03 4.389E+03 5.520E+03 6.244E+03 7.174E+03 
Sr-90 4.212E+OO 2.102E+Ol 4.193E+Ol 6.273E+Ol 8.342E+Ol 1.649E+02 
Y-90 4.081E+OO 2.106E+Ol 4.199E+Ol 6.282E+0l 8.354E+Ol 1.652E+02 

Sr- 91 2.738E-04 2.713E一04 2.682E-04 2.651E-04 2.619E- 04 2.487E- 04 
Y-91 6.771E+02 2.937E+03 4.979E+03 6.390E+03 7.353E+03 8.832E+03 

Y-9IM 1.740E-04 1.724E-04 1.704E-04 1.684E-04 1.664E-04 1.580E-04 
Y-93 8.663E-04 8.587E-04 8.495E-04 8 .402E-04 8.306E-04 7'907E- 04 

2r-95 6.837E+02 3.011E+03 5.175E+03 6.722E+03 7.817E+03 9.673E+03 
Nb-95 1.646E+02 1.277E+03 3.117E+03 4.950E+03 6.않4E+03 1.010E+04 
Mo-99 7.105E+02 9.043E+02 8.965E+02 8.886E+02 8.804E+02 8.455E+02 

Tc- 99M 6.845E+02 8.711E+02 8.637E+02 8.560E+02 8.482E+02 8. 146E+02 
Ru- l03 5.056E+02 2.071E+03 3.291E+03 4.005E+03 4.419E+03 4.861E+03 
Ru-l06 9.1 75E+OO 4.551E+0l 9.009E+이 1.337E+02 1.762E+02 3.357E+02 

Ag-llOM 1.022E-04 3.284E-03 1.350E-02 3.090E-02 5.566E-02 2.316E-Ol 
]-127* 8 여5E-06 4.356E-05 8.860E-05 1.355E-04 1.833E-04 3.814E-04 

Sb-129 2.515E-14 2.506E-14 2.494E-14 2.481E-14 2.466E- 14 2.398E- 14 
Te-129 1.207E+Ol 4.787E+0l 7.367E+Ol 8.746E+Ol 9.469E+Ol 1 αJ6E+02 

Te- 129M 1.854E+Ol 7.354E+Ol 1.132E+02 1.344E+02 1.455E+02 1.545E+02 
]-129 8.946E-07 4.555E-06 9.312E-06 1.418E-05 1.912E-05 3.906E-05 
1-130 1.141E-06 3.846E-06 7.346E-06 1.090E-05 1.482E- 05 3.071E- 05 

Te-131 5.880E-Ol 6.080E-Ol 6.0갱E-Ol 6.003E-Ol 5.961E-Ol 5.767E-Ol 
Te- 131M 2.612E+OO 2.701E+OO 2.684E+OO 2.667E+OQ 2.648E+OQ 2.562E+00 

I-l31 9.558E+02 2.172E+03 2.326E+03 2.316E+03 2.296E+03 2.208E+03 
Xe-131M 9.223E+OO 3.697E+Ol 4.819E+Ol 4.613E+Ol 4.986E+0l 4.796E+Ol 
Te-132 6.967E+02 9.598E+02 9.521E+02 9.438E+02 9.352E+02 8.981E+02 

]-132 7 .1 78E+02 9.888E+02 9.810E+02 9.724E+02 9.636E+02 9.253E+02 
I-l33 4.333E+OO 4.360E+OO 4.320E+00 4.껑.280E+OO 4.238E+OO 4.058E+OO 

Xe- l33 2.265E+03 3.911E+03 4.077E+03 4.039E+03 3.999E+03 3.831E+03 
Xe-133M 2.205E+Ol 2.584E+0l 2.562E+Ol 2.539E+Ol 2.515E+Ol 2.412E+Ol 
Cs-134 4.908E- 03 5.303E-Ol 2.998E+00 7.1 13E+OQ 1.296E+Ol 5.353E+Ol 

]-135 1.399E-07 1.389E-07 1.376E-07 1.363E-07 1.350E- 07 1.293E- 07 
Xe- l35 4.l65E-04 4. 133E- 04 4.093E-04 4.051E-04 4.OQ9E-04 3.829E-04 

Xe-135M 2.241E-08 2.225E-08 2.205E-08 2.1 84E-08 2.162E-Q8 2.0’71E-08 
Cs-135 2.954E- 05 1.326E-04 2.602E-04 3.863E-04 5.l 10E-04 9.935E-04 
Cs-136 2.307E+OO 8.281E+OO 1.291E+0l 1.679E+0l 2.050E+Ol 3.735E+Ol 
Cs-137 4.384E+OQ 2. 190E+0l 4.376E+Ol 6.556E+이 8.730E+Ol 1.735E+02 

Ba-137M 4.1 47E+OO 2.072E+0l 4. 139E+Ol 6.202E+0l 8.259E+Ol 1.641E+02 
La-140 2.1 53E+03 6.265E+03 7.449E+03 7.623E+03 7.594E+03 7.195E+03 
Ce-141 1.084E+03 4.258E+03 6.482E+03 7.625E+03 8.l91E+03 8.5OQE+03 
Ce-l43 6.894E+Ol 7.l97E+Ol 7.l25E+Ol 7.051E+0l 6.976E+Ol 6.657E+Ol 
Pr- 143 1.959E+03 5.626E+03 6.835E+03 7.075E+03 7.088E+03 6.80lE+03 
Ce一 144 1.448E+02 7.029E+02 1.355E+03 1.958E+03 2.516E+03 4.346E+03 
Pr-l44 1.448E+02 7.029E+02 1.355E+03 1.958E+03 2.516E+03 4.346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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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7 핵연료 집합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Ci!FA] (2/2) 

핵종 
핵연료 집합체 연소도[MWD새gU] 

39.55 52.74 65.92 79.11 92.29 

H-3 1.135E+00 1.495E+00 1.840E+00 2.1 70E+00 2.483E+00 
Kr-85 3.082E+0l 4.02IE+01 4.906E+01 5.731E+01 6.490E+01 

Kr-85M 1.561E-13 1.463E-13 1.363E-13 1.260E-13 1.156E-13 
Kr-88 2.081E-22 1.949E-22 1.812E-22 1.673E-22 1.533E-22 
Rb-88 2.323E-22 2.1 76E-22 2.024E-22 1.868E-22 1.711E-22 
Sr-89 7.025E+03 6.643E+03 5.842E+03 5.391E+03 4.938E+03 
Sr-90 2.441E+02 3.204E+02 3.933E+02 4.623E+02 5.270E+02 
Y-90 2.445E+02 3.21OE+02 3.941E+02 4.633E+02 5.28IE+02 

Sr-91 2.347E-04 2.201E-04 2.049E-04 1.894E-04 1.738E-04 
Y-91 8.816E+03 8.404E+03 7.370E+03 6.812E+03 6.251E+03 

Y-91M 1.491E-04 1. 398E-04 1.302E-04 1.204E-04 1.l04E-04 
Y-93 7.482E-04 7.033E-04 6.567E-Q4 6.089E-04 5.607E-04 

2r-95 9.816E+03 9.뼈8E+03 8.916E+03 7.740E+03 7 .1 51E+03 
Nb-95 1.083E+04 1.042E+04 9.834E+03 8.537E+03 7.887E+03 
Mo-99 8.074E+02 7.666E+02 7.238E+02 6.798E+02 6.355E+02 

Tc-99M 7.778E+02 7.385E+02 6.973E+02 6.549E+02 6.1 22E+02 
Ru • 103 4.780E+03 4.470E+03 4.275E+03 4.072E+03 3.865E+03 
Ru-106 4.774E+02 6.020E+02 7.104E+02 8.057E+02 8.903E+02 

Ag-110M 5.349E-01 9.685E-01 1.533E+00 2.232E+OQ 3.072E+OQ 
1-127* 5.855E-04 7.910E-04 9.949E-04 1.195E-03 1.391E-03 

Sb • 129 2.315E-14 2.221E-14 2.118E-14 2.010E-14 1.899E-14 
Te-129 9.598E+Ol 9.209E+Q1 8.782E+Ol 8.335E+Ol 7.877E+01 

Te-129M 1.475E+02 1.415E+02 1.349E+02 1.280E+02 1.210E十02
1-129 5.895E • 05 7.850E-05 9.755E-05 1.160E-04 1.336E-04 
I • 130 4.719E-05 6.딩3E-05 8.415E-05 1.043E-04 1.254E-04 

Te • 131 5.540E-01 5.288E-Ol 5.016E-01 4.732E-01 4.443E-0l 
Te-131M 2.461E+00 2.349E+00 2.228E+OQ 2.102E+OQ 1.974E+OQ 

1-131 2.111E+03 2.OQ5E+03 1.893E+03 1.777E+03 1.659E+03 
Xe-131M 4.않3E+Ol 4.353E+01 4.1 10E+Ol 3.858E+01 3.604E+01 
Te-132 8.570E+02 8.1 27E+02 7.660E+02 7 .178E+02 6.690E+02 

1-132 8.830E+02 8.374E+02 7.892E+02 7.395E+02 6.893E+02 
1-133 3.863E+00 3.654E+00 3.434E+OQ 3.208E+OQ 2.981E+OQ 

Xe-133 3.647E+03 3.451E+03 3.244E+03 3.032E+03 2.818E+03 
Xe-133M 2.299E+01 2.177E+01 2.049E+01 1.918E+Q1 1.785E+01 
Cs-134 1.210E+02 2.144E+02 3.323E+02 4.725E+02 6.326E+02 

1-135 1.230E-07 1.164E-07 1.094E-07 1.022E-07 9.498E-08 
Xe-135 3.634E-04 3.428E-Q4 3.213E-04 2.994E-04 2.774E-04 

Xe-I35M 1.971E-08 1.864E-08 1.752E-08 1.637E-08 1.521E-08 
Cs-l35 1.448E-03 1.873E-03 2.266E-03 2.628E-03 2.958E • 03 
Cs-l36 5.188E+Ol 6.637E+Ol 8.082E+Ol 9.520E+Ol 1.095E+02 
Cs-137 2.581E+02 3.404E+02 4.200E+02 4.962E+02 5.688E+02 

Ba-137M 2.441E+02 3.220E+02 3.973E+02 4.694E+02 5.380E+02 
La-140 6.836E+03 6.455E+03 6.056E+03 5.646E+03 5.233E+03 
Ce-141 7.897E+03 7.458E+03 6.997E+03 6.525E+03 6.047E+03 
Ce-143 6.315E+Ol 5.953E+Ol 5.574E+Ol 5.186E+Q1 4.795E+Ol 
Pr-l43 6.450E+03 6.080E+03 5.693E+03 5.296E+03 4.896E+03 
Ce-l44 5.634E+03 6.490E+03 7.004E+03 7.246E+03 7.275E+03 
Pr-l44 5.634E+03 6.491E+03 7.OQ5E+03 7.247E+03 7.275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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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8 0.2 g/cc 연소 후 33.9% U 심 재에서의 구역별 핵종별 수밀도 (1/2) 
[단위 : No./cm3] 

핵종 
구역 

2 3 4 5 6 7 8 9 10 
H • 3 6.48E+15 9.65E+15 1.34E+ 16 5.19E+16 5.04E+16 4.88E+16 4.77E+16 4.76E+16 4.80E+16 4.97E+16 Se-84 4.98E+11 7.76E+11 1.07E+ 12 3.46E+12 4.01E+12 3.92E+12 3.72E+ 12 3.57E+12 3.58E+ 12 3.52E+12 Br-84 5.06E+ 12 7.92E+12 1.09E+ 13 3.52E+13 4.08E+ 13 3.99E+ 13 3.79E+13 3.65E+ 13 3.65E+13 3.59E+13 As- R.') 7.98E+08 1.19E+09 1.60E+09 5.60E+09 6.37E+09 6.16E+09 5.78E+09 5.46E+09 5.35E+09 5.24E+09 Se- R.') 5.00E+10 7.75E+ 1O 1.07E+ 11 3.48E+ll 4.02E+l1 3.92E+11 3.72E+ 11 3.56E+l1 3.56E+ 11 3.51E+11 Br-8S 5.16E+ II 8.12E+l1 1.13E+12 3.58E+ 12 4.17E+12 4.08E+12 3.88E+ 12 3.74E+ 12 3.76E+12 3.70E+12 Kr- 85 9.37E+16 1.45E+ 17 2.14E+17 7.91E+17 7.08E+17 6.85E+ 17 6.96E+17 7.18E+17 7.51E+17 7.98E+17 Kr- 85M 5.70E+13 8.l7E+13 1.12E+ 14 4.20E+14 4.43E+14 4.20E+14 3.94E+ 14 3.76E+ 14 3.74E+14 3.67E+ 14 Se-87 l ‘ 15E+ 10 1.77E+ 10 2.43E+ 10 8.01E+ 1O 9.2SE+l0 9.01E+ 1O 8.s3E+ 1O 8.l 5E+ 10 8.l 2E+ 10 7.98E+1O Ilr- 87 2.55E+ 11 3.99E+l1 5.52E+11 1.77E+12 2.06E+12 2.OlE+12 1.91E+12 1.83E+ 12 1.84E+ 12 1.81E+ 12 I<r - 87 2.51E+13 3.90E+ 13 5.40E+13 1.76E+14 2.02E+14 1.97E+ 14 1.87E+ 14 179E+ 14 1.80E+ 14 l.78E+ 14 Hr-88 6.84E+10 l.06E+ 11 l.46E+ 11 4.76E+ 11 5.50E+11 5.37E+ 11 S.08E+ 11 4.87E+ 11 4.87E+11 4.81E+l1 I<r - 88 7.65E+13 1.20E+ 14 l.66E+ 14 5.32E+14 6.17E+14 6.03E+14 5.73E+ 14 5.51E+14 5.54E+14 5.46E+ 14 Rb- 88 9.36E+12 1.35E+ 13 1.85E+13 6.85E+13 7.31E+13 6.95E+13 6.51E+ 13 6.21E+ 13 6.l9E+ 13 6.09E+13 Hr-89 8.86E+ 17 1.80E+ 18 2.77E+18 6.8.'iE+ 18 7.26E+18 7.74E+ 18 8.30E+18 8.95E+ 18 9.65E+18 1.05E+ 19 I<r-89 l.60E+ 12 2.50E+ 12 3.47E+ 12 1.1 IE+ 13 1.29E+ 13 1.26E+ 13 1.20E+ 13 1.15E+ 13 1.16E+ 13 1.1 4E+ 13 Rb-89 8.64E+12 1.36E+ 13 1.89E+ 13 6.00E+13 6.97E+ 13 6.83E+13 6.49E+ 13 6.25E+ 13 6.28E+13 6.20E+13 Sr-89 4.18E+16 6.73E+16 9.77E+16 2.89E+ 17 3.36E+17 3.30E+17 3.16E+17 3.07E+17 3.l4E+ 17 3.l5E+ 17 Br-90 2.08E+09 3.l 1E+09 4.23E+09 1.46E+ 10 l.66E+ 10 1.61E+ 10 1.51E+ 10 1.43E+ 10 1.41E+ 10 1.39E+ 10 Kr-90 2.70E+ 11 4.l9E+11 5.81E+ 11 1.88E+12 2.17E+ 12 2.l 2E+ 12 2.01E+12 1.93E+ 12 1.94E+ 12 1.91E+ 12 Rb-90 1.36E+ 12 2.13E+12 2.96E+12 9.4SE+12 1. lOE+ 13 1.07E+ 13 1.02E+ 13 9.81E+12 9.86E+12 9.73E+12 Sr-90 1.22E+18 2.64E+18 4.11E+ 18 9.l4E+ 18 1.02E+ 19 1.1IE+ 19 1.21E+ 19 1.31E+ 19 1.42E+ 19 1.54E+ 19 Y-90 8.80E+ 14 1.0l E+15 1.42E+ 15 7.91E+15 6.11E+15 5.31E+15 4.97E+ 15 4.89E+ 15 4.94E+ 15 5.l3E+15 I<r -91 5.59E+l0 8.58E+ 1O 1.18E+ 11 3 9OE+ 11 4.49E+ 11 4.37E+ 11 4.l3E+ 11 3.95E+ 11 3.93E+ 11 3.87E+ 11 Hb-91 7.17E+ll 1.12E+12 l.56E+ 12 4.98E+12 5.78E+12 5.65E+12 5.37E+12 5.l 7E+ 12 5.l9E+ 12 5. l1 E+12 Sr-91 5.37E+14 7.76E+14 l.07E+ 15 3.93E+15 4.19E+15 3.99E+15 3.74E+ 15 3.57E+15 3.56E+15 3.50E+15 Y-91 7.93E+Hì 1.22E+ 17 1.74E+17 5.75E+17 6.20E+17 5.96E+17 5.64E+17 5.47E+ 17 5.57E+ 17 5.56E+ 17 Y • 91M 2.72E+13 3.93E+13 5.40E+ 13 l.99E+ 14 2.l 3E+ 14 2.02E+14 1.90E+ 14 1.81E+ 14 1.81E+ 14 l.77E+ 14 Y-93 7.70E+14 1.21E+ 15 l.68E+ 15 5.35E+ 15 6.21E+ 15 6.09E+15 5.79E+ 15 5.58E+ 15 5.62E+ 15 5.52E+15 Sr-95 4.98E+ 11 7.76E+l1 1.07E+12 3.46E+12 4.00E+12 3.91E+12 3.71E+ 12 3.57E+ 12 3.59E+12 3.52E+ 12 Y-95 1.63E+ 13 2.56E+ 13 3.또E+13 1.13E+ 14 1.31E+ 14 1.28E+ 14 1.22E+ 14 1.18E+ 14 1.19E+ 14 1.16E+ 14 %r-95 l.68E+ 17 2.45E+ 17 3.41E+17 1.23E+ 18 1.30E+ 18 1.23E+18 1.15E+ 18 Ll IE+18 1.12E+ 18 1.1 IE+18 Nb- 95 8.79E+16 l.38E+ 17 2.03E+17 6.27E+17 6.88E+17 6.65E+17 6.32E+17 6.25E+ 17 6.35E+ 17 6.36E+ 17 Zr-99 7.45E+ 10 1.17E+ll 1.61E+ 11 5.l8E+ 11 5.99E+ll 5.86E+ll 5.57E+l1 5.37E+ 11 5.40E+ 11 5.29E+l1 Nb-99 4.65E+ 11 7.29E+ll 1.01E+12 3.23E+12 3.74E+12 3.66E+12 3.48E+ 12 3.36E+12 3.38E+ 12 3.31E+ 12 Mo-99 2.l4E+ 16 2.Ol E+16 2.55E+16 l.83E+ 17 1.47E+17 1.21E+ 17 1.03E+17 9.22E+ 16 8.71E+16 8.28E+16 Tc - 99M 1.71 E+ 15 1.61E+15 2.03E+15 l.46E+ 16 1.17E+16 9.63E+15 8.23E+15 7.36E+ 15 6.95E+15 6.61E+ 15 Mo- 103 3.39E+ 11 5.26E+ 11 7.24E+11 2.36E+12 2.72E+12 2.65E+12 2.51E+12 2.42E+ 12 2.43E+ 12 2.37E+12 Tc-103 I.85E+12 2.92E+ 12 4.04E十 12 1.29E+ 13 1.49E+ 13 l.46E+ 13 1.39E+ 13 1.34E+ 13 1.35E+ 13 1.33E+ 13 Hu-l03 l.79E+ 17 2.14E+17 2.90E+17 1.49E+ 18 1.29E+ 18 1.15E+ 18 l.05E+ 18 9.88E+17 9.78E+17 9.54E+17 Tc-106 8.78E+11 1.36E+ 12 1.89E+ 12 6.l3E+ 12 7.03E+12 6.86E+12 6.51E+ 12 6.28E+ 12 6.32E+ 12 6.18E+12 Ru- l06 7.96E+17 1.02E+ 18 1.30E+ 18 6.27E+ 18 6.04E+18 5.56E+18 5.11E+18 4.84E+ 18 4.62E+18 4.50E+18 Ag 110M 9.l6E+15 l.48E+ 16 l.83E+ 16 6.21E+ 16 7.98E+16 8.11E+16 7.67E+16 7.l4E+16 6.57E+16 6.40E+16 1 -127* 4.99E+ 12 5.66E+12 6.49E+12 3.69E+13 3.81E+13 3.44E+13 2.98E+13 2.60E+ 13 2.30E+13 2.l2E+ 13 Sn-129 1.15E+ 12 1.80E+12 2.47E+12 8.00E+12 9.27E+12 9.08E+12 8.62E+12 8.29E+12 8.29E+ 12 8.l0E+12 Sb- 129 1.12E+ 14 L77E+14 2.45E+14 7.77E+14 9.06E+14 8.89E+14 8.47E+ 14 8.l7E+ 14 8.20E+ 14 8.02E+ 14 Te- 129 3.28E+ 13 4.80E+ 13 6.57E+ 13 2.39E+14 2.57E+14 2.46E+14 2.31E+14 2.21E+ 14 2.21E+ 14 2.l5E+ 14 Te- 129M 3.05E+ 15 4.83E+15 6.69E+ 15 2.12E+16 2.46E+ 16 2.42E+ 16 2.30E+16 2.22E+16 2.24E+16 2.20E+ 16 1-129 9.51E+16 4.02E+17 6.48E+17 5.29E+17 9.98E+17 1.40E+ 18 l.72E+ 18 2.01E+18 2.24E+18 2.45E+ 18 1-130 4.09E+14 4.69E+14 5.39E+14 2.99E+15 3.14E+ 15 2.83E+ 15 2.46E+ 15 2.l5E+ IS 1.90E+ 15 1.73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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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8 0.2 g/cc 연소 후 33.9% U 심재에서의 구역별 핵종별 수밀도 (2/2) 
[단위 : No./cm3] 

핵종 
구역 

2 3 4 5 6 7 8 9 10 
Sn-131 3.97E+ 11 6.11E+l1 8.36E+11 2.77E+12 3.1 8E+ 12 3.10E+12 2.93E+12 2.81E+ 12 2.80E+ 12 2.74E+ 12 Sb-131 2.27E+13 3.56E+13 4.92E+13 l.58E+ 14 I.83E+ 14 1.79E+ 14 1.70E+ 14 1.64E+ 14 I.fì5E+ 14 1.61E+14 Te- 131 2.77E+13 4.25E+ 13 5.86E+ 13 l.96E+ 14 2.21E+14 2.l4E+ 14 2.03E+14 1.95E+ 14 I.96E+14 1.92E+ 14 Te-131M 3.29E+14 5.19E+14 7.20E+14 2.30E+ 15 2.65E+ 15 2.60E+15 2.47E+ 15 2.39E+15 2.41E+15 2.36E+15 1-131 I.45E+ 16 2.23E+16 3.08E+16 1.02E+ 17 1.1 6E+ 17 1.12E+17 1.07E+ 17 1.03E+ 17 1.03E+ 17 1.01E+17 Xe- 131M 3.67E+16 1.79E+17 3.64E+17 2.l6E+17 3.74E+17 5.34E+17 7.01E+17 9.04E+17 1.17E+18 1.42E+ 18 Sn-132 6.64E+ 14 4.68E+14 5.90E+14 6.21E+ 15 4.08E+ 15 3.04E+15 2.46E+ 15 2.1 4E+ 15 2.02E+15 1.92E+ 15 Sb-132 1.59E+ 12 2.46E+12 3.38E+12 1.1 IE+13 1.28E+ 13 1.25E+ 13 1.18E+ 13 1.13E+ 13 1.13E+ 13 1.l 1E+ 13 Te- 132 7.88E+15 1.24E+ 16 I.72E+16 5.47E+16 6.35E+16 6.22E+16 5.92E+16 5.71E+16 5.75E+16 5.63E+16 1-132 2.38E+14 3.73E+ 14 5.16E+ 14 I.65E+ 15 1.91E+ 15 1.87E+ 15 1.78E+ 15 l.72E+ 15 1.73E+ 15 1.69E+ 15 Sn-133 1.44E+09 2.l3E+09 2.84E+09 1.02E+10 1.1 5E+ 10 1. 11E+ 10 I.04E+ 10 9.80E+09 9.55E+09 9.26E+09 Sb- 133 1.47E+ 12 2.25E+12 3.08E+12 1.03E+ 13 1.18E+ 13 1.14E+13 1.08E+ 13 1.03E+ 13 1.03E+ 13 I.01E+13 Te-133 1.74E+ 13 2.71E+13 3.74E+13 1‘ 21E+ 14 1.40E+ 14 1.36E+ 14 l.29E+ 14 1.25E+ 14 1.25E+ 14 1.23E+14 Tc- 133M 3.97E+13 6.27E+ 13 8.73E+13 2.75E+14 3.20E+14 3.1 3E+ 14 2.99E+14 2.89E+ 14 2.92E+ 14 2.87E+14 )-133 2.86E+15 4.50E+15 6.23E+ 15 1.99E+ 16 2.30E+16 2.26E+16 2.15E+16 2.07E+ 16 2.09E+16 2.05E+16 Xe- 133 1.73E+16 2.78E+16 3.85E+16 1.24E+17 1.39E+ 17 1.36E+ 17 1.30E+ 17 1.29E+ 17 1.29E+ 17 1.27E+ 17 Xe- 133M 2.73E+14 3.90E+14 5.32E+ 14 2.04E+15 2.10E+ 15 1.98E+ 15 1.85E+15 1.79E+ 15 1.79E+ 15 1.74E+ 15 Sb-134 2.35E+I0 3.54E+10 4.79E+I0 1.65E+ 11 1‘88E+ll 1.82E+ 11 1.71E+ 11 1.63E+ 11 1.61E+ 11 1.57E+ 11 Te- 134 2.11E+I0 3.18E+10 4.31E+10 l.48E+ 11 l.68E+ 11 1.63E+ 11 l.53E+ 11 1.46E+ 11 1.45E+ 11 1.41E+ 11 1-134 1.32E+ 14 2.07E+ 14 2.86E+14 9.l7E+ 14 1.06E+15 1.04E+ 15 9.85E+14 9.51E+14 9.57E+14 9.39E+14 Cs-134 1.12E+17 9.00E+ 17 l.68E+ 18 6.12E+17 1.23E+ 18 2.21E+18 3.28E+18 4.51E+18 5.49E+18 6.28E+ 18 Sb-135 1.68E+09 2.49E+09 3.33E+09 1.18E+ 10 1.34E+ 10 I.29E+ 10 1.21E+ 10 1.15E+ 10 1.1 2E+ 10 1.09E+ 10 Te-135 3.l 4E+ 11 4.81E+ll 6.62E+11 2.20E+12 2.51E+ 12 2.44E+ 12 2.31E+ 12 2.21E+ 12 2.22E+ 12 2.17E+12 1-135 8.65E+14 1.36E+ 15 I.88E+ 15 6.02E+ 15 6.96E+15 6.81E+15 6.47E+15 6.25E+15 6.29E+15 6.l7E+15 Xe-135 1.09E+ 13 5.86E+13 1.12E+ 14 6.06E+13 1.17E+ 14 1.74E+ 14 2.31E+14 2.94E+ 14 3.70E+14 4.30E+14 Xe-135M 7.42E+ 12 1.17E+13 1.63E+ 13 5.l5E+ 13 5.98E+13 5.87E+13 5.59E+13 5.40E+ 13 5.45E+13 5.35E+13 Cs-135 7.43E+17 2.42E+ 18 3.06E+18 4.33E+18 7.35E+18 I.l3E+ 19 1.21E+ 19 1.19E+ 19 1.14E+19 1.l2E+ 19 Cs- 136 4.67E+16 4.22E+16 3.85E+16 3.51E+17 3.42E+ 17 3.37E+17 2.56E+17 1.90E+ 17 1.45E+ 17 1.20E+17 I • 137 3.96E+ 11 6.l0E+ll 8.40E+l1 2.77E+ 12 3.l7E+12 3.09E+12 2.92E+12 2.81E+12 2.81E+12 2.75E+12 Xe- 137 8. lIE+ 12 1.22E+ 13 1.69E+ 13 5.80E+13 6.43E+ 13 6.20E+13 5.85E+13 5.63E+ 13 5.65E+13 5.53E+13 Cs- 137 2.73E+18 4.33E+ 18 6.22E+18 2.l9E+ 19 2.14E+19 2.l0E+ 19 2.l0E+ 19 2.l5E+19 2.21E+19 2.32E+ 19 l:la- 137M 4.26E+ 11 6.65E+11 9.54E+ll 3.45E+12 3.32E+ 12 3.23E+12 3.23E+12 3.29E+12 3.39E+ 12 3.56E+12 )-138 5.01E+I0 7.64E+IQ 1.04E+ 11 3.50E+ 11 4.00E+1I 3.89E+11 3.67E+ll 3.51E+ 11 3.50E+ 11 3.42E+11 Xe-138 2.50E+13 3.91E+13 5.42E+ 13 1.74E+ 14 2.0IE+14 I.96E+ 14 1.87E+14 1.80E+ 14 1.81E+ 14 1.78E+ 14 Cs- 138 6.69E+13 1.0lE+ 14 1.40E+ 14 4.77E+ 14 5.31E+ 14 5.13E+14 4.85E+14 4.67E+ 14 4.68E+14 4.59E+ 14 Xe-140 1.89E+ 11 2.92E+ll 4.02E+ 11 1.32E+ 12 1.51E+ 12 1.47E+ 12 1.40E+ 12 1.34E+ 12 1.34E+ 12 l.32E+ 12 Cs- 140 1.80E+12 2.8IE+ 12 3.89E+12 1.25E+ 13 l.44E+ 13 1.41E+ 13 1.34E+ 13 1.29E+ 13 1.30E+ 13 1.28E+ 13 La- 140 3.41E+16 5.40E+16 7.51E+ 16 2.36E+17 2.75E+17 2.70E+17 2.57E+17 2.49E+ 17 2.51E+17 2.47E+ 17 Xe-143 1.06E+08 1.57E+08 2.08E+08 7.45E+08 8.45E+08 8. 15E+08 7.63E+08 7.20E+08 7.02E+08 6.81E+08 Cs-143 9.23E+09 1.41E+ 10 1.94E+IQ 6.46E+I0 7.39E+I0 7.18E+I0 6.79E+I0 6.50E+I0 6.49E+I0 6.36E+I0 Ba-143 3.l0E+ 11 4.85E+ 11 6.73E+11 2.l5E+ 12 2.49E+ 12 2.44E+12 2.32E+12 2.23E+12 2.25E+12 2.21E+12 La - 143 2.l2E+ 13 3.33E+ 13 4.63E+13 1.47E+ 14 l.71E+ 14 1.67E+ 14 1.59E+ 14 1.53E+ 14 1.55E+ 14 1.52E+14 Ce-143 3.59E+15 4.98E+15 6.82E+15 2.70E+16 2.75E+16 2.58E+16 2.40E+ 16 2.29E+16 2.29E+16 2.24E+ 16 Pr• 143 2.76E+16 4.56E+16 6.39E+16 1.95E+17 2.25E+17 2.25E+17 2.l 7E+ 17 2. lI E+17 2.14E+17 2.l 1E+17 Xe-144 6.61E+07 9.66E+07 1.26E+08 4.64E+08 5.28E+08 5.09E+08 4.74E+08 4.43E+08 4.25E+08 4.10E+08 Cs- l44 2.05E十09 3.09E+09 4.l8E+09 l.44E+ 10 l.64E+ 10 1.59E+ 10 1.49E+ 10 1.42E+ 10 1.40E+IQ 1.37E+ 10 Ba- l44 1.81E+ 11 2.82E+1l 3.90E+ 11 1.26E+ 12 1.46E+12 1.42E+ 12 1.35E+12 1.30E+ 12 1.30E+ 12 1.28E+ 12 La-l44 8.75E+11 1.37E+ 12 l.90E+ 12 6.09E+12 7.04E+12 6.88E+12 6.54E+12 6.31E+12 6.35E+12 6.24E+12 Ce- 144 7.07E+17 1.23E+ 18 1.82E+ 18 5.32E+18 5.56E+18 5.56E+18 5.59E+18 5.75E+18 5.94E+18 6.08E+18 Pr-l44 3.70E+13 5.52E+13 8.00E+13 2.91E+14 2.77E+14 2.62E+14 2.54E+14 2.56E+ 14 2.62E+ 14 2.66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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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9 핵연료 집합체 내부 핵분열 에너지 분포 

Fuel Meat Fuel Clad Coolant Others 

Fission Energy 
1.57E十04 3.48E+02 1.41E+02 6.86E十01[MeV/g] 

Fission Energy 96.56% 2.15% 0.87% 0.42% 
Fraction 

표 3.9-10 핵연료 집합체 내부 감마 방사선열 분포 

Fuel Meat Fuel Clad Coolant Others 

Gamma Heat 5.56E+02 2.87E+02 2.73E+01 9.19E+01 [MeV/g] 

Gamma Heat 57.8% 29.8% 2.8% 9.6% 
Fraction 

l 

표 3.9-11 노심 냉각재의 16N 비방사능 

Specific Activity[dps/cm3 
• s] 1.376x106 

Specific Activity[Ci!g] 5.027x101 

표 3.9-12 노섬 냉각재의 방사화에 의한 14C 방사능 

노내 방사능 노내 비방사능 
반응 

[Bq] [Ci] [Bq/g-H20] [uCνg-H20] 

170 (n, U)14C 2.23x109 6.02x10 2 5.56x102 1.50xlO 2 

4N(n, p)14C 1.45x1011 3.91x lOO 3.61x104 9.76x lO 1 

합계 1.47x1011 3.97x100 3.67x104 9.91x l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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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3 원자로냉각재 삼중수소 방사능 

삼중수소 생성원 
주기 방사능 연간 방사능 

[Bq/cycle] [Cν'cycle] [BψYr] [Ci!Yr] 

2H(niH 4.37E+09 1.18E-01 1.98E+09 5.36E-02 

Fission 5.42E十11 1.47E+01 2.47E+11 6.69E+OO 

합계 5.47E+ 11 1. 48E +01 2.49E+11 6.74E+OO 

표 3.9- 14 원자로냉각재 삼중수소 비방사능 

비 방사능 
삼중수소 생성원 

[Bq/g-H20] [μCi! g-H20] 

2H(niH 4.98E+02 1.35E-02 

Fission 2.82E+04 7.63E-01 

합계 2.87E+04 7.76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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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 SMART 연구로 핵연료집합체 1/3 대칭 평면에 대한 MCN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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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핵연료 집합체 내부에서의 에너지 축적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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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SMART 연구로 핵연료봉을 4각형 평면으로 모사한 MCNP 모델 

그림 3.9-4 SMART 연구로 핵연료봉을 원형 평면으로 모사한 MCN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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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연구로 3.9-6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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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외면에서의 3.9-8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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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0 SMART 연구로 노외 핵계측기에 대한 A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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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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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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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원자로냉각재계통 

3.10.1 설계요건 및 기준 

3.10.1 .1 기능 요건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원자로냉각재 q_l 
^ 원자로건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모 

。).7)
~-'-'-제어되지 

역할을 수행한다. 

물질이 방사성 

방출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방벽 

예상운전사건중에 원자로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연계 

충분한 노섬 냉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은 자연대류 운전을 포함한 모든 정상운전시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 

생기 이차계통 또는 정지냉각계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든 원자로 조건 및 

계통과 연동하여 

3.10.1.2 성능 요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안전등급 설정 기준은 ANS-51.11N 18.2에 명시되어 있다. 상 

기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고 해당설비의 고장이 정상충전용량을 초과하여 원자로냉각 

재의 상실을 초래하는 KEPIC-MN의 범위에 속하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 

성하는 기기는 안전등급 1로 분류하고 이에 상웅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상기의 안 

전기능을 수행하고 ANS-51 .11N18.2, Section 3.3.2의 안전등급연계 기준을 만족하도 

록 요구되는 구성기기는 안전등급 2로， 이외 구성기기는 안전등급 3으로 분류하고 

이외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는 비안전등급으로 

기준은 Regulatory Guide 1.29에 명시되어 있다. 원자로 

이에 상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분류한다. 내진동급 설정 

내진퉁급 I로 분류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을 

필수적이거나 안전 기능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체， 지지체， 구속 

체는 내진등급 I로 분류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 및 안 

냉각재계통은 

수행하는데 

전관련 설계기준사고의 분류 및 설계반영 사항은 각각 “SMART 연구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기술서” 및 “ SMART 연구로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기술서”에 명시 

되어 있다. “SMART 연구로 설계기준사건에 대한 열수력 자료”에는 이들 사고를 

사고빈도수에 따라 정 상 (norma l), 비 정 상 (upset) , 비 상 (emergency) , 고장 

(faulted) , 시험 (test)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안전 기능을 수행 

하는 공학적 안전계통 및 관련 작동계통은 다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원자로보호 

계통에는 다중성이 요구된다. 기계적 하중 조건은 KEPIC-MN에 명시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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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등급 I에 속하는 기기에 대한 하중 및 지진 관련 고려사항이 ANS-51 .1/N 

18.2에 명시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재료에 대한 파괴 인성 시험에 대 

한 요건은 KEPIC MN에 명시되어 있으며， 규제요건은 lOCFR 50.61 그리고 

10CFR50, Appendix A, Criteria 31 및 Appendix G에 명 시 되 어 있다. 100% 출력 

운전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노심 열출력은 65.50MWt이며 주냉각재펌프의 생성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손실을 합해 0.35MWt의 열손실이 발생하여 총 65. 15MWt의 

열을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전달한다. 이차측에 전달된 열은 3.45 MPa, 24.0kg/s, 

40 0C 과열도의 과열증기를 생성하며 터빈출력을 기준으로 14.23MWe의 전기를 생 

성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지냉각 또는 자연순환 운전시 핵연료의 온도 제한 

치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온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연순환 

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냉각재펌프 특성은 펌프의 전원상설시 원자로 

노십손상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감압 (pressure relief)을 위한 

원자로냉각재 방출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안전하게 수집되고 제어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의 수축 및 팽창에 따른 체적변화를 제어하고 또한 압력을 제한치 이 

내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연결 배관이 제공되어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의 체적 제어 

- 원자로냉각재의 화학 제어 

- 원자로의 비상정지 및 냉각 

- 잔열제거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감압을 위한 가압기 가스실린더의 가스 및 증기 

의 원격 배기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수 

원자로냉각재의 시료채취 

- 원자로냉각재계통 인자의 감시 및 제어 

-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냉각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주냉각재펌프의 1대 정지시와 증기발생기 1구역 격리시에도 운 

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장 고려사항은 

ANS-58.2 및 ANS-58.3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는 예상되는 원자로냉각재 배관파단이 타 원자로냉각재 배관， 증기 배관， 급수 배 

관， 공학적안전계통 배관의 파단을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계통설계자 

께
 



는 타 배관의 배관파단 영향에 대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결된 분지관의 보호요건 

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원자로냉각재 배관파단과 안전정지 

지진 (SSE)의 복합하중이 타 원자로냉각재 배관 증기 배관， 급수 배관의 파단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공학적안전계통의 기능손상을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안전관련 계측제어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내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밸브의 고장모드는 밸브고장 

이 연구로 “ SMART 연구로 설계기준사건에 대한 열수력 자료“의 허용기준을 만족 
함을 보장하야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계기준사고 및 과도상태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요건은 “원자로계통 설계기준서”에 명시되어 있다. 성능관련 세부요건은 

“SMART 연구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기술서“ 안전관련 세부요건은 “SMART 

연구로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기술서”에 명시되어 있다. “SMART 연구로 설계기 

준사건에 대한 열수력 자료“에는 기계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위한 열수력적 과도상 

태 자료가 기술되어 있다. KEPIC-MN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과압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압력방출용량은 최대의 터 

빈출력 운전중 원자로정지 없이 완전부하상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압력 상 

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비안전 전원 압력방출밸브의 작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을 위한 과압보호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 

재 압력경계는 (a) 원자로건물을 관통하는 배관내의 최외곽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b) 원자로건물을 관통하지 않는 배관에서 정상운전중 닫혀있는 두 밸브 중 두 번 

째 격리밸브를 포함한 내측의 배관， 부속품 (fitting ), 밸브를 포함한다. 격리될 수 

있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각 부분에 대한 과압보호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원 

자로냉 각 재 계 통 이 기 준무 연 성 천 이 온도 (RT:.JDT, Reference nil- ductility transition 
temperature) 이하에서 운전되는 기간 중에 연결계동의 저압감압밸브를 이용한 과 

압보호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는 계통은 ANS-56.3/ 

N193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감압계통은 가압기 가스실린더 상단 POSRV의 

수동밸브를 이용한 가스 및 증가 방출 (bleed) 기능과 안전주업계통의 주입 (feed) 

기능을 이용해 설계기준초과사고시에 주입 및 방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비산물이 타 원자로냉각재배관， 원자로건물， 증기 및 급 

수배관과 공학적 안전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방호벽， 구 

속장치， 또는 기타 수단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계통설계자는 비산물 방호 요건을 

연계요건에 적절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어봉구동장치 비산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원자로압력용기 상부에는 제거 가능한 방호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 

통에 연결되어 있지만 정상운전시는 작동하지 않는 계통은 2개의 격리밸브로 차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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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요건 3.10.1 .3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적절한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냉각능력과 건전성 

지하기 위한 밸브에는 소내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주냉각재펌프를 위한 소 

내비상전원은 요구되지 않는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정상운전중 원자로건물내의 

고방사선 및 고습도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로계통 설계기준서”에 명시되어 있다. "SMART 연구로 환경설계지침서”에는 원 

자로냉각재계통을 설계하는데 고려해야 할 설계환경제한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기기는 예상되는 냉각재상실사고， 증기배 

관파단， 급수배관파단 동의 원자로건물 내부 환경에서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계 및 전기 장치에 

방호를 유 

환경조건은”원 

lOCFR50, Appendix A, 

Regulatory Guìde 1.70, Sectìon 3. 10을 참조하여야 한다 10CFR50， Appendix A, 

GDC 2와 GDC 3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요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원 

자로냉각재 압력경계로부터 배출되는 냉각수는 탱크 등에 수집관리 

관련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기는 Regulatory Guìde 8.8의 

요건에 따라 유지보수시간을 최소화하고 개인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기기， 원자로건물 및 보조설비의 설계시 필요한 접근， 설비조작， 설비운반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결되어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이루 

연결배관의 밸브는 유지보수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공학적안전계통에 

q_l 
^ 

될 수 있도록 

4 GDC 환경설계는 대한 

。1

여하으 
。 。

'-
'-

미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계측제어 요건 3.10.1.4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여 계측되며 

공된다. 

감시계통은 계측되는 계통 변수들을 모니터링하는 계통이며， 

운전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경보를 발생시켜 

개에 대처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이외에 단지 감시용으로만 계측되는 운전 변수들은 가압기 중앙공동내 냉각재 구역 

계통내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를 이용하 

이 신호들은 감시계통 또는 제어계통 또는 보호계통에 입력신호로 제 

변수들은 저
」
 

。

τ
 

요
 

그
 
T 

원자로의 

보호용 

운전원에게 

운전원에게 상황 전 

제어용 및 

온도， 가스실련더 압력， 가 

전류， POSRV 위치 등 

질소가스 구역에서의 

수위，주냉각재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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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가압기 중앙공동내 

온도， 가압기 중앙공동에서의 

에서의 

스실린더 



이 있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외부로 냉각재 누설시 이를 감지하고 계측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POSRV에서의 냉각재 누설 상태가 주제어설에 지 

시되어야 한다. 계측 배관은 Regulatory Guide 1. 151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사고 

필요 

후 운전에 펼요한 계측제어는 SMART 연구로 설계기준 문서에 명시된 환경조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안전관련 계측제어 

시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내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제어계통은 계측되는 계통 변수들이 원자로의 정상운전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일 

사고후 감시용 계측 설비가 Regulatory Guide 1.97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기능을 

또는 계통을 작동시켜 원자로를 항시 정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제어 

노섬출력，증기발생기입구온도，주냉각재펌 

제어계통 기능을 수행하는 변수는 2개의 독립된 채널 

기능을 수행한다. 

시 과도상태가 발생할 경우 제어관련 기기 

반
 

통
 

폐
 깨 

유지시키는 범위로 복귀 

계통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프 회전축 속도 등이 

q_l 
^ 

λL 으-져 ‘J e_ 'L.!. 

보호계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변수의 경우， 

보호계통 기능을 수행하는 4개의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변수는 주제어실 

신호는 

u_l 
;’<

조건은 감시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노심 냉각 능력을 유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보호계통은 계측되는 

변수들이 원자로의 안전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정지시키며 

또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도록 안전관련 기기 또는 계통을 작동시키는 기능 

을 수행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보호계통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가압기 압력， 

회전축 속도 등이 있다. 

설계기 계측되어야 한다. 채널로 독립된 변수는 4개의 

제어계통 및 

수행하는 2개의 

공유하는 보호용， 제어용 

및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로냉각재 

있다 

독립된 

로 계측되어야 한다. 

제어계통 기능을 

독립된 선호와 

에 지시 

보호계통 

준사고시 

계통 보호계통은 있도록 할수 

계통 변수들은 

주냉각재펌프 노섬출력， 

요건 시험 3.10.1 .5 

설계입력은 열수력 염
 

압력손실 미
-
}
 

<바
 
다
 

랴
。
 

。

π
 

노심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계동의 

lOCFR50 

기기가 적절히 작동됨을 보장하기 

바람직하다. 것이 보완되는 

계통 및 

의해 

Appendix B, Section XI에 따라 구조물 

위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동실험결과에 의한 축소모형에 

"SMART 연구로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기술 

서”와 "SMART 연구로 설계기준사건에 대한 열수력 자료”에 정의된 안전관련 설계 

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기 위한 원자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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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과 기가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공장에서 수행해야 할 기 

기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KEPIC- MN, MSS - SP-61 , Regulatory Guide 1.73, 

Hydraulic Institute Standards 등 이 며 기 가 별 상세 한 요건은 기 기 시 방서 에 명 시 된 

다. 현실적인 이유로 성능시험은 펌프 밸브 등으로 제한된다. 세부 배관별로만 

시험이 가능하므로 공급자의 원자로냉각재배관 전체에 대한 수력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운전전 및 초기기동시 시험에 대한 요건은 Regulatory Guide 1.68, l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명 시 되 어 있 다. 모든 

보증변수 (warranted parameters)를 보증하기 위한 작동 시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 

다. 안전등급 l 및 2에 속하는 기기에 대한 초기 수압 시험은 KEPIC-MN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이루는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한 수압 

및 누설 시험은 KEPIC-MI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압 시험 계획은 

10CFR50, Appendix A, Criteria 14, 30, 32의 요건 에 따라 수 립 되 어 야 한다. 정 상 

운전 또는 사고시 화학분석 및 방사선분석을 위해 채취된 원자로냉각재의 시료는 

원자로냉각재를 대표하는 값이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시 채취된 시료가 

원자로냉각재의 대표 값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의 냉 각재 누설 감시 대 책 은 Regulatory Guide 1 .45를 따른다. 고온영 향을 받는 영 

역， 용접부 재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기계 및 충격에 대한 성질변화를 감시 

하기 위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감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용기간 통안의 원 

자로압력용기 재료와 용접부의 기준무연성천이온도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계획은 원 

자력법 시행령 제 102조 제 1항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시험계획을 통한 원 

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의 인성변화를 감시하는 기준은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5-3호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STM E185-02 및 

10 CFR 50, 부록 H를 준용하여야 한다. 원자력법 시행령 제 102조 제 1항 제7조와 

과기부고시 제2005-3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감시시편은 방사선조사가 가장 

많은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영역 (belt line) 모재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 샤피 

(charpy) 시험시편의 표지온도 (index temperature) 원자력법 시행령 제 102조 제 1항 

제7조와 과기부고시 제2005-3호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파괴인성시험은 ASTM 

E1820-05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가동중 검사 프로그램은 KEPIC-MI 및 

Regulatory Guide 1.83의 요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가동중 검사의 편의를 위해 접 

근을 위한 설비， 이동할 수 있는 단열재， 압력경계용접 (가능한 곳)의 제거， 설계의 

개선 등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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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연계사항 3.10.1 .6 

단열， 차폐， 누설 감 

한다. 

재질， 방사선 감사，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보수， 화학 및 

요건을 각각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접근 및 

시 및 폐기물 수집에 원자로냉 

환경 

분해 및 조립 편의， 유지보수 및 가동중 검사 대책， 방사선 방호를 고려 

설계하여야 한다. 모든 재질은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노출되어 있는 재료는 환경조건에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관련된 

각재계통은 

하여 

에 특별한 재 

있는 관련문서는 다음과 같다. 질에 대한 고려사항에 관해 기술되어 

- Regulatory Guide 1.14. 

Regulatory Guide 1.31. 

Regulatory Guide 1.34. 

- Regulatory Guide 1.36. 

- Regulatory Guide 1.43. 

Regulatory Guide 1.44. 

Regulatory Guide 1.50. 

Regulatory Guide 1.65. 

Regulatory Guide 1.71. 

- Regulatory Guide 1.99. 

르E
 
려
「
 

괜
 랩
 

한
 
까
 

별
 (-

트
「
 

압력경계 용접부위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기준무연성천이옹도의 최대 증가량을 제한할 수 

원자로압력용기 재료 및 

하여야 한다.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재료는 KEPIC 

및 압력경계 용접부위 불순물의 화학성분에 대해 

10 CFR 50 부록 G.IV.A항에 따라 원자로압력 용기 노심 영 역 

따라 

용기 재료 

한다. 

최소한 하여 시험을 V 노치 샤피 비조사상태에서 2320에 MNB 코드 

10.37kg-m (75ft-lb)의 샤피 최대흡수에너지를 가져야 하며， 원자로압력용기의 

흡수에너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핵연료 재장 

가‘ rH 
T 딩 

말기 에 서 6.91kg-m (50ft-lb) 이 상의 

전시와 보수직전에는 원자로 및 관련계통의 주요가기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열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 

자로냉각재계통에는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최고 대기온도와 배관 및 기기의 최 

고온도 또는 열방출량을 기초로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열재를 설계하여야 

적어야 

원자로 

단열재는 염소와 불소 함량이 

단열재에 대한 규제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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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사용되는 

Regulatory Guide 1.36에 

스틸에 스테인레스 한다. 

한다. 



냉각재계통의 가동중 검사시 단열재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반사체형의 단열재 

사용하여야 한 

설계에 고려하 

는 원자로건물의 정상 및 사고시의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다. 시운전시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 및 제거할 수 있도록 단열재 

여야 한다. 출력운전 기간 동안 원자로건물내로 제한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한 차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주요기기는 차폐， 지지， 물리적으로 분리， 배관파단 및 비산물로부 

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한 차폐체는 방사선 선량 

제한치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T 

설을 감지하고 계측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누설은 가압기 수위 및 

압력， 원자로배수탱크의 수위， 집수조의 수위， 집수조 펌프의 운전기록， 원자로건물 

미립자와 부유물질의 방사능， 충전운전기록， 이차계통의 방사능， 원자로건물 온도 

및 습도， 원자로압력용기 링 누설 등으로 감시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기와 밸브로부터 발생하는 누설물이 수집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 

다. 참고 적 으로 10CFR50, Appendix A, Criteria 30에 서 는 

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누설을 감시하고 누설위치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을 요구하고 있다. Regulatory Guide 1.45에 상기 

제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3.10.2 계통가능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공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에 대한 규 

붕괴열을 

원자로냉각재 

한다. 

의해 노심 

운전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강제순환 또는 자연순환에 

제거하여 이차계통에 열원을 제공하며 고온 고압상태에서 

의 압력경계를 유지하고 핵분열시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능을 

3.10.3 계통 설명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강제순환 또는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에서 생성 

증기발생기를 통해 이차계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제어봉구동장치 

127~ ， 주냉각재펌프 2대， 증기발생기 카세트 12개， 가압기 등의 주요 기기 및 이들 

열을 된 

이 위치하고 있는 원자로용기， 그리고 가스실린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0-1 및 그림 3.10-2는 각 각 원자로냉각재계통 개략도 및 P&ID를 보여준다. 또 

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고온 고압상태에서 운전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유 

지하는 기능을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라 함은 구체적으로 원자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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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실린더， 그리고 원자로용기를 관통하여 원자로용기 외부로 연결되는 배관의 

번째 격리밸브까지로 정의된다. 따라서 압력겸계를 이루는 기계적 부분은 원자로 

냉각재계통 설계압력의 적용을 받게 되며 KEPIC MN 설계등급 l로 제작된다. 

자로냉각재계통내 원자로냉각재 유로는 노심， 주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노섬순으 

로 형성된다. 환형덮개집합체에 장착된 2대의 주냉각재펌프에 의해 원자로용기 중 

위치하는 노심과，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용기 내벽사이의 환형공간에 

증기발생기 사이에 원자로냉각재의 강제순환유동이 형성되어 노섬에서 발생 

증기발생기 전열관내의 이차측으로 전달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생기 전열관 바깥쪽으로 원자로냉각재가 흐르고 전열관 안쪽으로 이차측 

이루어진다. 전열관내의 급수는 원자로냉각재측으로부터의 

의해 가열되면서 과냉각유동에서 이상유동으로， 이상유동에서 과열증기유동으로 상 

전환된 후 증기발생기 헤더를 통해 터빈으로 방출된다 20% 이상의 

가능한 운전모드에는 모든 기기가 이용 가능한 상태에서 운전되는 출력운전과 

로 운전시 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성능시험운전으로 나누어진다. 

운전 및 성능시험운전 시 원자로출력 범위 및 기기 상태는 표 3.10- 1 에 나타나 있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수질은 연료를 비롯한 주요 기기의 부식을 방지하 

위해 염격히 관리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수질에 대한 

3.10-2에 나타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는 타계통으로는 

안전주입계통， 충전 및 정화계통 등이 있다. 

c 
T 

증기발 

급수가 흘 

열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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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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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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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냉각계통， 

요건은 

열전달이 러 

다. 

기 

65.5MWt 

17MPa!350 oc 

310 0C 
272.2 0C 

326 kg/s 

14.7MPa 

노심 출력 

설계 압력/온도 

운전 압력 

증기발생기 일차측 입구 (고온측) 온도 

증기발생기 일차측 출구 (저온측) 온도 

최소설계유량 

정상 출력운전 범위 20 - 100% 

2대 

12개 

16.69m3 

4.08m3 

2.4m3 

주냉각재펌프 대수 

증기발생기 카세트 개수 

계통 체적 (가압기 포함， 가스실린더 제외) 

가압기 체적 

가스실린더 체적 

-764-



3.10.4 주요기기 및 기기요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요 기기는 원자로집합체 (원자로내부구조물 포함)， 제어봉구 

동장치， 주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가압기집합체， 가스실린더 및 연결관， 파일렷구 

동안전방출밸브 (POSRV)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요건은 다음과 같다. 

NRC 

Safety KEPIC MN Class 1 Seismic 

ιlass c_ode Class 묘월띠잭l ι학뿔Q!Y 

원자로 압력용기 1 MNB 

제어봉구동장치 1 MNB No I 

주냉각재펌프 1 MNB No 

증기발생기 

일차측 1 MNB 

이차측 1 MNB I 

가압기 (중앙덮개， 용접부) 1 MNB 

원자로내부구조물 3 MNG I 

가스실린더 1 MNB 

가스실린더 연결관 1 MNB I 

POSRV 1 MNB 

3.10.4.1 원자로 집합체 

원자로용기집합체는 원자로집합체의 일부로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집합체 그리고 

스터드볼트 집합체로 구성된다. 원자로용기의 덮개는 반경방향의 환형덮개와 가압 

기 중간공동까지 덮는 중앙덮개의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용기의 중앙 하부 

에는 노섬 및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노심지지배렬이 위치하고 있으며， 노섬지지배 

럴 상부에 가압기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용기와 노심지지배럴 사이의 환형 

공간에는 12개의 원통형 증기발생기 카세트가 환형공간 둘레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자로용기와 가압기 주변공동 사이인 가압기 환형공동에는 2대의 주냉각재펌프가 

환형덮개위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원자로용기 상부헤드에는 12개의 제어봉구동장 

치 노즐， 2대의 주냉각재펌프가 위치한다.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각각 12개씩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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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증기 노즐이 관통한다. 원자로용기 하부에는 노섬지지배럴을 둘러싸서 유통 

혼합헤더 (flow mixing header)가 있다. 유동혼합헤더의 목적은 원자로냉각재가 국 

부적으로 가열되어 low plenum에서 온도분포가 불균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유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의해 형성되며 원자로 내부를 

냉각재는 핵연료집합체 중간에 있는 개구와 차폐마개 

핵연료집합체 개구를 통해 나온 냉각재는 원주방향으로 빠져 

함이다. 

순환한다. 

원자로 냉각재 

노심에서 가열된 

두 부분으로 흐른다. 

노심지지배럴과 상부안내구조물 외통 사이의 환형 캡으로 흘러나와 축방향으로 상 

승한다. 나머지 방향으로 노섬 집합체 차폐 마개 및 프레임 채널간 냉각재도 축 

나선 유로로 흘러 노심 바로 위에 위치하는 금속 구조물을 냉각한다. 이들 유체는 

사이의 환형 캡 사이에서 합쳐져 노심지지배렬 상부 

흡입부로 들어간다. 펌프를 통과한 후 냉각재는 유 

카세트로 균둥하게 분배된다. 냉각재가 증기발생 

가압기 케이싱과 노심지지배럴 

의 개구를 통해 주냉각재펌프 

동분배판을 통해 각 중기발생기 

기 카세트의 전열관 바깥으로 흐르면서 

로 빠져나와 노심 입구헤더로 들어간다. 

이차측 급수에 열을 전달하며 유동혼합헤더 

원자로용기는 환형덮개와의 체결부위인 플랜지， 원자로용기 원통 그리고 타원형경 

판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개의 부품은 단조로 제작되며 내변에 부식을 막기 위해서 

피복용접을 한 후， 기계적 가공을 거쳐 완전용입 용접으로 연결되어 최종의 용기로 

완성된다. 원자로집합체의 주요 기기인 가압기집합체， 증기발생기카세트 및 주냉각 

재펌프 등이 

핵연료채널의 

원자로용기는 

원자로용기 내에 위치하며， 원자로용기의 상부는 주요 기기의 설치 t:!l 
^ 

재장전을 위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하다. 운전중에 

원자로용기집합체의 일부인 환형덮개와 가압기집합체의 일부분을 구 

성하는 중앙덮개에 의해 밀폐되어 압력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원자로용기 플랜지 

환형덮개집합체와의 체결을 위한 스터드볼트 체결공간을 

제공한다. 원자로용기 원동의 측면은 증기발생기카세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12개 

상부면은 원통형으로 l一
L一

의 개구부가 위치하며， 각 개구부의 위쪽에는 전열관에서 생성된 중기가 증기배관 

을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증기노즐이 원자로용기 원통에 부착된다. 원자로용기 

원통 안에는 원자로내부구조물인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와 노심지지배럴집합체 등이 

위치하며， 용기내면에는 턱모양의 돌출부를 가지고 있어 원자로내부구조물을 위치 

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용기 원통의 하단에는 증기발생기 배관파단 

및 인접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카세트로부터 나오는 불균 

일한 온도의 냉각재를 혼합하여 균일한 온도의 앵각재 유동을 가지도록 하는 유동 

혼합헤더집합체가 설치된다. 타원형경판은 타원형 젤로 만들어져 유로를 형성한다. 

원자로집합체의 지지는 원자로용기에서 돌출된 지지스커트가 내부차폐탱크의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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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볼트로 체결 및 고정되어 이루어진다. 이 부위는 외부의 하중이 원자로집합체 

에 전달되는 일차적인 경로가 된다. 원자로용기의 재질은 MDF A508 등급 3 클래 

스 1이며， 원자로용기의 내면은 원자로 냉각재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성상태의 E309NbÆ347 계열 오스테나이트강 재질로 피복한다. 원자로용 

기는 내진범주 1, 안전둥급 1 및 품질등급 1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설계된다. 

환형덮개는 원자로용기의 상부에 위치하여 주냉각재펌프의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환 

형의 구조물이다. 원자로용기 플랜지와 환형덮개 사이를 통한 냉각재의 누설을 방 

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의 접촉부위에 2개의 은도금된 인코넬 재질 

의 O 링을 이용하여 밀봉한 후 스터드볼트집합체로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를 체결 

한다. 속이 빈 0-링의 안쪽으로 클립구멍이 뚫려 있어 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작용 

하면 O 링이 팽창함으로서 원자로용기와 환형덮개 사이의 밀봉이 유지된다. 두개 

의 0-링 중 어느 하나라도 100% 누설을 방지할 수 있으나 내측 링이 밀봉을 수행 

하고 외측 령은 보조역할을 하며 두개의 O←링 사이의 공간에는 누설탐지를 위한 

관이 설치된다. 0-링은 환형덮개 하단에 위치한 2개 동심흠에 특수 클립을 사용하 

여 고정되며， 은도금을 하여 불균일한 표면에 따라 변형하도록 함으로서 밀봉을 보 

장한다. 환형덮개와 중앙덮개는 6개의 걸쇠 (segment gate)로서 연결되어 원자로 

용기의 덮개를 형성한다. 6개의 걸쇠는 중앙덮개에 형성된 홈 안에 장치되어 있으 

면서 걸쇠 축에 걸쇠구동장치를 연결하여 환형덮개의 홈 내부로 걸쇠를 멀어 넣거 

나 당겨냄으로서 환형덮개와 중앙덮개가 상호 체결되거나 분리된다. 환형덮개와 

중앙덮개 사이에는 냉각재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형밀봉체 (torus seal)를 사 

용하여 밀봉 용접한다. 환형덮개에는 2개의 주냉각재펌프 노즐， 4개의 안전주입 노 

즐， 2개의 정지냉각 노즐， 8개의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계측기 노즐， 4개의 증기발생 

기 출구 온도계측기 노즐， 2개의 환형공동 수위계측기 노즐， 충전 및 정화계통 유출 

노즐과 충전노즐 각각 1개 그리고 6개의 원자로헤드구조물집합체의 지지기둥이 설 

치된다. 환형덮개의 재질은 MDF A508 등급 3 클래스 l이며 환형덮개의 내면은 

원자로 냉각재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성상태의 

E309NbÆ347 계열 오스테나이트강 재질로 피복한다. 환형덮개는 내진범주 1, 안전 

등급 1 및 품질등급 l의 구조물로 분류되어 설계된다. 
중앙덮개는 환형덮개에 걸쇠로 고정된다. 중앙덮개에는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가압 

기 냉각기， 가스실린더 연결배관 (가압기 상부) , 가압기 수위계측을 위한 계측관， 가 

압기 압력계측을 위한 계측관， 가압기 온도계측을 위한 계측관， ICI 안내관， 원자로 

수위계측기 안내관이 관통되어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위치한 구조물로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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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주기기를 구조적으로 지지 보호하며 냉각재 유동 및 제어봉의 삽입에 필요한 

경로를 제공하는 구조물이다. 또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원자로용기에 대한 중성자 

속 강도를 줄이며 냉각재의 재고량을 감소시켜 원자로용기 내에 설치되는 가압기의 

용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크게 노심지지배럴 집합체， 유동 

혼합헤더 집합체， 상부 안내 구조물 집합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증기발생기와 주냉각재펌프를 지지하거나 이들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기타 부속 기 

기들도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범주에 들어간다. 

설계 압력/온도 

운전 압력 

원자로용기 외경 

원자로용기 내경 

원자로용기 높이 

17MPa!350 oc 

14.7MPa 

2774mm 

2494mm 

5270mm 

노즐 개수 

환형덮개 

정지냉각계통 배관 

안전주입계통 배관 

- 충전 및 정화계통 배관 

-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계측용 

-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계측용 

- 환형공동 수위계측용 

중앙덮개 

개
”
이
 
채
깨
 캐
깨
 채
깨
 개
깨
 궤
깨
 

2 

4 

2 

8 

4 

2 

- 가스실린더 연결배관 (가압기 상부) 

- 가압기 냉각기 

- 제어봉구동장치 노즐 

가압기 상부 온도계측용 

가압기 하부 온도계측용 

가압기 압력계측용 

- 가압기 수위계측용 

- 원자로 수위계측용 

노내 계측용 

1개 

4개 

12개 

1 개 

1개 

4개 

2개 

2개 

3개 

3.10.4.2 제어봉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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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구동장치는 볼스크류형이며 이 구동장치의 기본 구동원리는 스랩모터의 회전 

이 베벨기어를 통하여 스플라인으로 전달되고 스플라인의 회전력은 스플라인과 연 

결된 볼너트에 전달되며 볼너트의 회전력이 스크류의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되어 

연장봉을 통하여 스크류와 연결된 제어봉을 상하로 구동하게 된다. 스크램 신호가 

들어오면 전자석 및 스템모터의 전원공급이 차단되는데， 전자석의 전원이 차단되면 

이동앵커가 고정앵커로부터 이격되고， 이에 따라 이동앵커， 볼너트-스크류 집합체， 

제어봉 집합체 등 모든 가동부가 볼너트의 회전 없이 가동부 자중 및 해제스프링의 

힘으로 긴급삽입거리만큼 자유낙하하게 된다. 긴급삽입이후에는 볼너트의 회전에 

의해 스크류가 노심에 삽입된다. 제어봉구동장치는 원자로가 정상운전중일 때 제 

어봉의 삽입량을 조절하여 노심의 핵반응을 적절히 제어하며， 또한 원자로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한 출력정지가 요구될 때 제어봉을 선속하고 정확하게 노섬 

내부로 삽입시켜 운전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어봉구동장치는 상부압력용기 

집합체， 볼스크류 집합체， 베벨기어， 완충장치를 포함하는 하부압력용기 집합체， 스 

랩모터 집합체， 전자석 집합체， 연결봉 집합체， 해제스프링 집합체， 배기장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적하중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제어봉구동장치 

는 지지구조물로 결합되어 지지되어 있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압력용기 내부는 원 

자로냉각재로 채워지므로 스랩모터의 내부고정자 및 회전자， 볼스크류 등도 원자로 

냉각재 내부에서 가동되며 다른 윤활유는 공급되지 않는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설 

계변수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 3.10-3은 제어봉구동장치를 보여준다. 

설계 압력/온도 1πt1Pa!350
0

C 

운전 압력 14.7MPa 

제어봉구동장치 개수 

정지제어봉 6개 

조절제어봉 6개 

스랩당 이송거리 0.25mm 

이송행정 680mm 

긴급삽입거리 (1초 이내) 68mm 

최대구동속도 5mm!s 

3.10.4.3 주냉각재펌 표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냉각재를 강제순환시키는 기기이다. 주냉각재펌프의 형태는 

-769-



운전된다. 캔드모터펌프 

않고 펌프와 전동기가 1개의 

원자로냉각재펌프와는 달리 

원자로가 정상운전중 

멸 

베
 

” 

압력용기 환형덮개에 설치되어 

밀봉 장치를 사용하지 

때문에，상용로의 

없다. 주냉각재펌프는 

있기 

축 밀봉이 필요 

캔드모터펌프이며 원자로 

는 stuffing box 와 기 계 적 

안에서 결합되어 폐된 용기 

어링에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노심에서 

강제 순환된 후 이차냉각재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 냉각재 

같이 주냉각재펌프에 의해 증기 

증기발생기로 

의해 증기발생기로 

냉각재는 온도가 

는 다시 원자로 내부로 순환되어 가열된 후 처음과 

노심에서 가열된 냉각재를 

냉각재는 주냉각재펌프에 

열교환으로 증기를 발생시키고 

대한 윤활 및 

일 때 

가열된 

보내어진다. 이와 같이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 내부에서 

증기발생기에서 증기를 발생하게 하는 매개체인 냉각재를 

키는 역할을 한다. 주냉각재펌프는 전동기， 임펠러， 디퓨저， 회전축， 등으로 구성되 

있다. 임펠러는 원자로 노섬에서 상숭하여 펌프덕트로 유입된 냉각재를 펌핑하 

여 증기발생기 상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디퓨저는 임펠러를 통과한 냉각재 

의 흐름방향을 축방향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동기는 고정자와 회전자에 냉 

각재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캔을 고정자와 회전자에 용접하여 

재와 격리한 캔드모터이다. 회전자는 펌프의 회전축과 일체이다.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동기 냉각기에 의해 냉각된다. 그림 3.10-4는 주 

보여준다. 주냉각재펌프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회전속도， 

회전축의 회전 속도 측정은 펌프 상단에 설치된 회전속도 

공급되는 전류를 측정하여 전동기 과부하 

열전대로 펌프상단 내부 유체 

열원 

냉각 

운전중에 

발생하는 

계속 순환시 

발생기로 

을 이용하여 

어 

근
π
 측
 

전
 

설치된 

냉각재펌프를 

온도 등이 측정된다. 

정기로 측정한다. 전류 측정은 전동기에 

상태를 예측한다. 온도 측정은 펌프 상단에 

온도를 측정하여 전동기의 냉각 상태를 감시한다 

17/14.7MPa 설계/운전 압력 

350/310 0C 설계/운전 용도 

Canned Motor, 펌프 형태 

Axial 

2대 펌프 대수 

농형유도 전동기 Motor type 

회전축 밀봉장치 없음 

177.5kg/s 

3600/1800/1100rpn1 

10.6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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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프회 전수(고속/중속/저 속) 

정격 

처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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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CS 입력동력 (hot, 정상운전) 

전압 

Phase 

Frequency (고속/중속/저 속) 

3.10.4.4 증기발생기 

43kW 
460αV 

3 

60/30/18.33Hz 

증기발생기는 노심에서 생성된 열을 이차측으로 전달하는 증기공급계통의 주요 열 

수력 현상을 결정하는 핵심 기기이다. 증기발생기의 형태는 관류식 나선형 증가발 

생기이며 원자로 압력용기내 환형공간에 설치되어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증 

기발생기는 원자로 압력용기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높은 방사선 조사 지역에서도 

문제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무게와 치수는 최소가 되도록 최적화가 되어야 하 

며， 일차측 유로에서의 저항이 작아야 하며， 또한 일부 구역을 격리하거나 일부 모 

률을 플러그하여도 이로 인하여 노심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일이 없 

어야 하는 등 증기발생기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부식， pitting, 웅력부식에 강해야 하고 강한 방사선 조사를 받아도 강도에 

영향을 작게 받아야 하므로 전열관 재질로는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며， 또한 열전달 

의 효과를 높이고 일차측 유로에서의 저항이 작도록 직경이 작은 전열관을 다수 사 

용하여 나선형으로 감아 조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운전시에 

는 과열증기를 생산하고 원자로 냉각시에는 일차측의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열수력적인 측면에서 중기발생기는 정격출력운전시 40 0C 이상의 과열증기를 생산하 
며， 이외 과도출력운전시는 10 0C 이상의 과열증기를 생산한다. 중기발생기의 형태 
는 이차측 급수가 전열관의 내부로 흐르고 일차측 냉각재가 전열관 사이로 흐르는 

관류식 (once-through type) 이다.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나선형으로 감겨 있으며， 

이차측은 4개의 독립적인 구역으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들은 원자로 압력 

용기내 환형공간에 배치된다. 그림 3.10-5는 증기발생기 카세트를 보여준다. 증가 

발생기 카세트 하부 일차측 출구에 각 카세트마다 유량제한기 (ori죄ce)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유량제한기의 목적은 주냉각재펌프를 통과한 냉각재가 주냉각재펌프 출 

구 헤더에서 각 카세트로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하부 이차측 (급수측) 헤더 내에 각 튜브마다 오리피스가 설치 

되어 있다. 이 오리피스의 목적은 운전중에 유동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리피스 설계요건 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OKBM과 "Analysis of 

SMART - P Reactor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국제협 력과제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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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보고서 입수 및 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과정 그리고 두 차례의 진도점 

검회의를 통하여 OKBM의 증기발생기 유동불안정성 관련 실험자료 및 설계방법론 

을 입수하였다. OKBM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동적 및 정적 유동불안정성 방지 목 

적으로 설치되는 이차측 튜브 오리피스의 설계요건 개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실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증가발생기 내부 구조가 유동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병렬채널불안정성에 근거한 전열관 건전성평가방법론， 유동불안정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운전제한요건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SMART 연구로의 증기발생기 

설계최적화에 활용하였다. SMART 연구로 주요 증기발생기 설계변수는 아래와 같 

다. 

증기발생기 형태 

증기발생기 카세트 개수 

카세트사양 

모율 개수 

전열관 개수 

전열관 사양 (카세트 당) 

재질 

전열관 내경/외경 

전열관 평균 길이 (유효전열지역) 

전열관 열 (coil) 수 

전열관 열 (coiD 유효전열지역높이 

전열관 평균 열전달면적 

전열관 관막음 여유도 

일차측 

설계 압력/온도 

운전 압력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우회유량과 섞인후) 

증기발생기에서의 총 유량 

이차측 

설계 압력/온도 

급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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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 Helical, 
Once-Through 

12개 

6개 

967~ 

Titanium Alloy 

7/10mm 

10.23m 

12개 

1. 11m 

26.2m2 

0% 

17MPa!350 oc 

14.7MPa 

310 0C 
272.4 oC 

316kg/s 

17MPa!350 oC 

50 0C 



급수 총 유량 

증기발생기 출구노즐에서의 증기 압력 

증기발생기 출구노즐에서의 증기 온도 

3.10.4.5 가압기 

24kg/s 

3.45MPa 

는 281.8
0

C 

가압기는 상용로와는 달리 원자로용기내 상부에 위치하며， 상용로에 비해 원자로냉 

각재 총체적 대비 가압기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가압기 구조는 전체 구역이 환 

형공동， 중간공동， 중앙공동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환형공동의 윗부분 

에서 중간공동의 밑부분으로 중간공동의 윗부분에서 중앙공동의 밑부분으로 각각 

원자로냉각재가 통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가압기 중앙공동은 원자로냉각재와 질소 

로 채워져 있다. 가압기 중앙공동 상부는 배관을 통해 가스실린더와 연결되어 있 

다. 그럼 3.10-6은 가압기를 보여준다. 

가압기는 원자로의 과도상태시 원자로냉각재의 체적팽창 및 수축 둥의 열수력 현상 

에 의해 야기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변동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압기에는 가열기나 살수기능이 없으며 가압기 압력은 정상 출력운전중에는 자기 

(self) 압력제어방식으로 제어된다. 또한 가압기 수위는 출력운전중에는 제어되지 

않으므로 이 운전중에는 별도의 냉각재 충전 및 유출은 없다. 단 가스 누출이나 

원자로 냉각재 누설이 있을 경우 가압기 압력과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압기 

가스충전제어논리 (Pressurizer Gas Makeup Control Logic)와 가압기 수위제어논리 

(Pressurizer Level Control Logic)에서 충전 및 정화계통으로 신호를 보내 자동으 

로 충전된다. 가압기 중앙공동은 원자로냉각재와 질소로 채워져 있으므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은 증기 및 질소가스의 분압에 의해 자기 압력제어방식으로 운전 

된다. 자기압력제어방식은 가압기 중앙공동 상부에 질소가스 공간을 두어 증가와 

질소가스의 분압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변화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 

증기의 분압에 의한 압력 변동을 작게 하기 위해 가압기 중앙공동은 저온으로 유지 

된다. 가압기는 원자로 압력용기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어수단이 없 

을 경우 가압기내 냉각재 온도가 노심출구온도와 같게 되고 따라서 가압기내의 압 

력변동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 

을 해결하기 위해 가압기 중앙공동내 냉각재가 저온으로 유지되도록 중간공동내에 

가압기 냉각기 전열관을 설치하고 중간공동의 바깥 면에는 습식단열재를 설치함으 

로서 저온가압기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저온가압기는 과도상태시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변동을 보다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한편 압력변동이 작으므로 가압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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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상대적으로 보다 작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정격출력운전시 

가압기 수위는 중앙공동에 있으며， 압력은 15 MPa이하， 온도는 120 0C 이하인 저온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정상운전시 원자로의 급격한 출력 상승 및 감발 운전에 대 

비하기 위해 가스실린더 연결배관의 격리밸브를 열어놓는다. 가스실린더의 체적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출력 상승 및 감발에 의한 압력 과도상태시에도 원자로 정지 

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압기 사양은 다음과 같다: 

설계 압력/온도 

운전 압력 

중앙공동내 운전 옹도 

가압기 물/가스 총체적 

중앙공동 물/가스 체적 

중간공동 물 체적 

환형공동 물 체적 

Surge 배관 

중앙공동과 중간공동 사이 배관 개수 

중앙공동과 중간공동 사이 배관 내경 

중간공동과 환형공동 사이 배관 개수 

중간공동과 환형공동 사이 배관 내경 

가압기 습식단열재 

습식단열재 층 수 

습식단열재 한 층 (metal + water layer) 두께 

습식단열재 재료 

3.10.4.6 유통분배 판 

17MPa/350 oC 

14.7MPa 

드 120
0

C 

4.25m3 

1.44m3 

0.96m3 

1.85m3 

2개 

0.050m 

6개 

0.035m 

227B 

1.0 (0.2+0.8)mm 

SMART 연구로의 주냉각재펌프 토출구와 증기발생기 상단 사이의 공통헤더에는 

유동분배판이 설치된다. 유동분배판은 그림 3.10-7과 같이 이 공통헤더 전 영역에 

환형 다공성 평판 형태로 설치된다. 유동분배판은 주냉각재펌프로부터 토출되는 

냉각수의 수직유동을 수평유동으로 전환해주며， 증기발생기의 오리피스와 증기발생 

기 튜브의 압력강하와 함께 유동분배판의 압력강하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간의 유 

량편차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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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7 유동혼합헤 더 집 합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하향수로에 설치되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증가 및 급수배관 

단순화와 증기발생기카세트 일부 구역이 정지된 경우 발생하는 정지된 카세트 쪽의 

노섬 온도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로용기 하향수로에 도입하는 설비이다. 

그림 3.10-8에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구비한 하향수로와 주변기기를 도시한 것이 

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하향수로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며 유동혼합을 위한 4 

단의 유동혼합헤더와 바깥쪽의 외통과 안쪽의 내통으로 구성된다. 내통은 증기발 

생기로부터 토출되는 냉각재를 구역별로 하나의 유동혼합헤더로 각각 안내하고， 각 

유동혼합헤더는 내통을 통해 유입된 냉각재를 360도 전 방향으로 재분배하여 외동 

으로 안내하며， 외통은 4개의 유동혼합헤더를 통해 방출된 냉각수를 혼합하여 노심 

으로 안내한다. 내통에는 한쪽 사분면의 냉각재가 하나의 유동혼합헤더로만 유입 

되도록 구역 사이에 분리판이 설치되며 유동혼합헤더의 각 헤더의 입구에도 한쪽 

사분면의 냉각재가 한 개의 헤더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쪽 사분변에 만 다수의 원 

형 유로구가 설치된다. 유동혼합헤더 출구 쪽에는 헤더로 유입된 냉각재가 전사분 

면으로 균일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직경을 조절한 유로구가 전 방향에 등간격으로 

다수 설치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입구 및 출구유로구의 개수， 직경 분포는 유 

동분배효과가 감소되지 않으면서 헤더를 통한 압력강하가 커지지 않도록 결정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제는 유동 분배 및 혼합 과정을 통해 일부 구역에 급수가 공급되 

지 않는 상황에서 온도가 비대칭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3.10.4.8 가스실린더 

가스실린더는 원자로냉각재계통내의 압력변동을 완충하는 기능을 한다. 가스실린 

더는 원통형 용기이며 총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가스실린더의 하부헤드에 

연결된 배관은 1개의 배관으로 합쳐져 가압기 상부와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가스 

실린더에는 질소가스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측기와 가스설린더 온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다. 

가스실린더 최상부에는 원자로 배기계통 (Reactor Vent System)이 연결되어 있다. 

이 계통은 정지냉각계통 병입을 위한 감압과 정지가간 전후 배기목적으로 사용된 

다. 또한 사고시 펼요한 경우 안전주입을 위한 감압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원 

자로 배기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유체는 원자로배수탱크로 수집되거나 또는 원자로 

건물내로 방출된다. 각각의 가스실린더의 상부헤드에는 POSRV, 충전 및 정화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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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스충전계동이 연결되어 있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가스충전계통은 A/E 공압 

계통과 충전 및 정화계통 내 충전펌프를 이용하여 고압의 질소를 공급할 수 었다. 

가스실린더 및 연결배관 설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설계 압력/온도 

운전 압력/온도 

개수 

총체적 

작동 유체 

연결관 (가압기 상부) 개수 

연결관 (가압기 상부) 직경 

연결관 (가스실린더 입구) 개수 

연결관 (가스설린더 입구) 직경 

3.10.4.9 POSRV 

17MPa!350 oc 
14.7MPa!50 oc 
2개 

2.4m3 

질소 

1개 

2inch (nominal) 

1개/가스실린더 

1융 inch (nominal) 

각각의 가스실린더 상부에는 POSRV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밸브의 형태는 Pilot 

Operated 형태이며， 설계기준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 과압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설계기준초과사고시에 Bleed 운전을 수행할 수 있다. POSRV로부터 방출되 

는 유체는 원자로배수탱크로 수집된다. POSRV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우， 방출 

라인에 설치된 음향누설감시계통 (ALMS) 계측기로 감시한다. POSRV 설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형태 

개수 

설계 압력/온도 

Minimum flow capacity under set pressure 

Dead time (opening/closing) 

Stroke time (opening/closing, induding dead time) 

Stroke time (opening/closing, for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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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Operated 

2개 

17MPa!350 oc 
9kg/s 

0.2/0.6s (Max.) 

0.5/1.1s (Max.) 

0.5/1.1s (Max.) 



3.10.5 계측 및 제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요 운전 변수들은 계통내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를 이용하 

여 계측되며 이 신호들은 감시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감시계통은 계측되는 계통 변수들을 감시하는 계통이며， 운전원에게 원자로의 운전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경보를 발생시켜 운전원에게 상황 전개에 

대처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제어용 및 보호용 이외 

에 감시용으로만 계측되는 운전 변수들은 가압기 중앙공동내 질소가스 온도， 주냉 

각재펌프 내 일차 냉각재 온도， 가스실린더 압력， 가압기 중앙공동 수위， 주냉각재 

펌프 전류 및 POSRV 위치 둥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계측하는 변수는 온도 압력 수위 주냉각재펌프 회전축 속 

도， 주냉각재펌프 전류， POSRV 위치 및 누수 등이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내 온 

도계측은 증기발생기 입구， 증기발생기 출구， 가압기 중앙공동내 상부， 가압기 중앙 

공동내 하부， 주냉각재펌프 상단， 가스실린더에서 계측한다.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계측기 (협 역 ) T-ll1A, T-I11B, T-ll1C, T-ll1D, T-112A, T-112B, T-112C, 

T-112D는 센서가 증기발생기의 원자로냉각재측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섬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온도계측기의 선호는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 

에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각 채널에는 보호용 신호가 제어용 신호로부터의 간섭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널격리장치가 제공된다. 즉， 제어용 채널과 보호용 채 

널간의 독립성은 채널격리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심출구온도가 고온 설정치에 

이르면 보호계통은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노심출구온도가 프로그램된 온 

도 값과 비교되어 :t 3 0C 이상 편차가 발생하면 제어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를 작동 

시키는 선호를 발생시킨다.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계측기 (광역) T-121A, T-121B, 

T - 122A, T-122B 센서가 중기발생기의 원자로앵각재측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 

섬출구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온도계측기 채널 A, B는 COSIS에 입 

력신호를 제공한다.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온도계측 (협역)은 보호용 및 감시용으 

로 사용된다. 계측 채널수는 총 4개이고 계측기 번호는 각각 T-113A, T-113B, 

T-113C, T-113D이다. 증기발생기 출구용도 계측 값은 연료채널 핵비둥이탈율 계 

산에 입력자료로 제공된다.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온도계측 (광역)은 감시용으로 

사용된다. 계측 채널수는 총 4개이고 계측기 번호는 각각 T - 123A, T-123B, 

T - 123C, T-123D이 다. 증기 발생 기 출구온도채 널 A, B 2개 는 COSIS에 입 력 선호를 

제공한다. 가압기 상부 온도계측기 T-I03은 센서가 가압기 중앙공동내 상부에 위 

치하며 가압기 질소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온도계측기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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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L
cï 。센서가 가압기 T→ 104는 가압기 하부 온도계측기 값은 감시계통에 제공된다. 

이 온 

온도계측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냉각재펌프내 원자로냉각재 

공동내 하부에 위치하며 가압기 냉각재 

값은 감시계통에 제공된다. 도계측기 신호 

기 T-151 , T-152는 주냉각재펌프 내부의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 

이 온도계측기의 신호 값은 감시계통에 제공된다. 온도계측 

기능을 느
 
」하

 
처
。
 

츠
 
「

가스실린더내 

도
 

오
 」

행한다 

T-105, T-106은 가스설린더내 포화증기 및 질소가스 

수행한다. 이 온도계측기 신호 값은 감시계통에 제공된다. 

기 

계측 등 총 2군데 위치에서 중앙공동，가스실린더 압력은 가압기 

압력계측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한다. 사용되는 pressure (absolute 계측기 형태의 도""'-;<:1 --, 。절대압력 

계측 채널 중앙공동에서의 압력계측은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가압기 gauge)이다. 

압력 고 트립용 4개이다. 경보 및 저 압력 다] 
;’<트립용 4개 경보 및 압력 고

 
수
 
’ 

경보 및 트립용 계측기 번호 (협역)는 각각 P-111A, P-ll1B, P-ll1C, P-ll1D이고， 

트립용 계측기 번호 (광역)는 각각 

P-121D이다. 가압기 압력이 저압 설정치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System)용으로 사용된다. 이 외 

연동선호 (interlock)로 사용되 고. 

P-121A, P-121B, P • 121C, 

이르면 보호계통은 원 

및 경보 압력 저 

및 고압 설정치에 

Protection 

P-103, P-104, P-105, P-106은 

이 중 P-103, P-104는 L TOP (Low Temperature 

가스실린더에서의 

(Diverse 

정지냉각계통 고압 

DPS P-107Y는 P-107X, 자로 

P-131 , 

부착되어 있으며 가스실린더 압력을 측정하는 

경보 및 트립용 계측기 (협역)는 선호격리기를 통해서 가 

압력계측기 Over pressure Protection)용으로 사용된다. 

P-132는 각각의 가스설린더에 l개씩 

기능을 수행한다. 고압력 

제 가스충 전 제 어 논리 (Pressurizer Gas Makeup Control Logic)에 입 력 선 호로 압기 

플랜지 O-ring 사이에 설치되어있는 leak-off 라인에는 압력계 원자로용기 공된다. 

사용된다. 감시하는데 。-E 설
 

L T 사이로 흐르는 이는 플랜지 있으며 측기가 부착되어 

정지냉각라인과 안전주입라인 사이에 차압계측기가 설치되어 차압과 냉각재유량사 

부착되어 라인에 배기 또한 원자로 의해 냉각재유량을 산정한다. 

있는 압력계측기는 가스누설을 감시하는데 사용된다. 

관계식에 이의 

환형공동 등 총 2군데 위치에서 

감시용으로 사용된다. 계측 

중앙공동， 

수위계측은 

원자로냉각재계통내 수위계측은 가압기 

계측하도록 되어 있다. 

센서가 

확인할 수 있도 

수위계측기는 

댄
 

이
 샤
 

=，、[ τ7 ~二
Cï -do• -0 

변호는 L -102A, L -102B이다. 

가압기 수위가 정상 상태에 

기능을 수행한다. 

가압기 

총 2개이고 지시계 

중앙공동에 위치하며 

수위를 측정하는 

채널수는 

가압기 

록 가압기 수위계측기의 신호는 감시계통에 이 

또한 이 

수위제어논리 (Pressurizer Level Control Logic)에 입력선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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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선호를 발생시킨다. 벗어나면 범위를 제공되며 정상운전 

신호는 가압기 

입력신호로 



정화계통 충전펌프를 

경우 운전원은 원자로냉각재계통 

Q1 
;’<충전 되며 냉각재 계통 누설에 대비 경보선호가 발생하면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위를 회복시킨다. L- /-‘ 
TT 。1

계측되며 감시용이다. 

L-10lB이다. 

주냉각재펌프 

L-10lA , 

또 다른 수위계측은 환형공동 위치에서 

각각 변호는 계측기 

된다. 

총 2개이고 채널수는 

확인을 수행하게 

계측 

원인 등의 가능성 

S-151A, S-151B, S-151C, S-151D, 

S • 152B, S-152C, S-152D는 회전 주파수 게이지 형태로 펌프 회전축의 회전 

를 측정하여 각각 보호계통 및 제어계통에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용 센서 중 2 개 (A, B)는 제어용 채널과 공유된다. 제어용 채널과 보호용 채 

널간의 독립성은 채널격리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펌프 회전수가 요구 회전수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펌프보호계통은 펌프를 정지시킨다. 펌프 회전수가 요구 회 

S-152A 

야
 
나
 

회전속도측정기 

전수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계통은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계측기 1-151X, Y, Z, 1-152X, Y, Z는 주냉각재펌프에 공급되는 

하는 가능을 하며 감사계통 및 전동기 제어계통에 입력선호를 제공한다. 주냉각재 

펌프에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면 주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은 경보신호를 발생시킨 

주냉각재펌프 전류 

감시 전류 (AC)를 

다. 

기 

능을 한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통한 누설을 감시한다. 

자로용기 중앙덮개， 원자로용기 환형덮개， 원자로용기 증기/급수 노즐， POSRV 방출 

배관， POSRV 배수배관에 설치된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원자로용기내에서 발생한 

금속파편이나 부식생성물이 원자로냉각재 유로를 흘러 다니는 것을 감시한다. 

POSRV 위치계측기 Z-101. Z-102는 valve stem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계측기는 원 

제어계통은 계측되는 계통 변수들이 원자로의 정상운전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정 

상운전간 천이시 일시적인 과도상태가 발생할 경우 제어관련 기기 계동을 작 

원자로를 항시 정상운전 범위로 복귀 및 유지시키는 

자로냉각재계통 제어계통은 크게 출력제어 및 증기발생기입구 온도제어의 2가지로 

구성된다. 출력범위 (10% - 100%)에서 요구출력수준에 맞는 열을 노섬에서 생성 

하고 이를 증기발생기를 통해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출력-증기발생기입구온도 제어 

프로그램 (온도제어)과 급수유량 출력제어 프로그램 (출력제어)이 사용된다. 

제어에서는 노심출력이 급수유량 제어계통으로부터 오는 요구출력과 같아지도록 제 

원 

려
 「

-
줄
 

기능을 수행한다. 

1:1:즈二 
~L-

동시켜 

증가발생기업구온도가 증기발생기입구온도제어에서는 

따라 프로그램된 증기발생기입구온도와 

제어한다 어봉구동장치를 

같아지도록 

저속운전， 중속운전인 경우는 출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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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재펌프 

속도에 

제어한다. 

주냉각재펌프 

제어봉구동장치를 

u1 
^ 려

 「
-
줄
 



와 증기발생기입구 온도제어 2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고속운전인 경우는 증기발생 

기입구 온도제어만 사용한다. 그림 3.10-9는 출력 온도제어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그림 3.10-10은 급수유량-출력제어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노심출력은 급수유량에 따라 선형으로 비례하도록 제어된다 제어봉구동장치는 노 

심출력이 급수유량으로부터 산정된 이차측 출력 대비 :t 2%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작 

대부분의 이차측 부하변동시 

변화만으로) 큰 음의 냉각재 반웅도계수 때문에 제어봉구동장치의 작 

있는 중 발생할 수 그러나 운전 동하도록 설계된다 

(그A 。 의 
l:l I ìí '"õ-"'1 

동 없이도 노심출력이 이차측 출력을 추종할 수 있다. 그림 3.10-9의 

프로그램에서 노심평균온도 직선이 경사진 이유는 노심출력 수준의 

출력 온도제 

어 변동시 발생 

하는 원자로냉각재측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노심출구온도는 출력에 

따라 선형으로 비례하도록 제어된다. 주냉각재펌프 회전축의 속도가 고속인 r1 Ò 
d π一

(100%) , 중속， 저속인 경우 각각의 출력 -온도 프로그램은 서로 다르다. 노섬출구온 

도가 프로그램된 노섬출구온도 대비 :t 3 0C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제어봉이 구동 

된다. 

상기의 정상 출력 및 온도 제어 형태 외에도 주급수펌프 1대 정지시의 원자로 출력 

급감 제어가 있다. 주급수펌프 1대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출력 수준이 50% 로 낮아 

지도록 제어된다. 이는 주급수펌프 l대가 불시 정지 되는 경우 원자로를 비상정지 

시키지 않고， 출력급감제어후 정상정지 절차를 따르기 위함이다. 

보호계통은 계측되는 계통 변수들이 원자로의 안전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정지시키며 또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도록 안전관련 기기 \:1: 
...1-

는 계통을 작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계통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선호는 총 

4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 채널 이상이 유효할 때만 보호신호를 발생시키도 

록 설계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관련하여 노섬 고출력신호， 증기발생기입구 

고온도신호， 

가 발생하면 

가압기 고압력선호， 가압기 저압력신호， 주냉각재펌프회전축 

보호계통에 의해 원자로가 비상 정지된다. 

3.10.6 계통 운전 

본 절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운전모드의 종류 및 각 운전모드의 특성에 

저속선호 

대하여 기 

술한다. 원자로가 운용되는 환경은 상용로와는 매우 다르므로 운전전략은 운용 환 

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주냉각재펌프를 기동하여 냉각재 

주요한 차이로는 상용로의 경우는 가열 운전시 

계통을 가열시키는 반면 SMART 연구로의 r1 。
/ÔI 

는 노섬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냉각재 계통을 가열시킨다 따라서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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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의 각 운전모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설정되어 있다. 

운전모드에는 크게 출력운전， 기동운전， 고온대기운전， 고옹정지운전， 저온정지운전， 

그리고 재장전운전으로 구분된다. 기동운전은 다시 노심기동운전과 원자로 가열운 

전， 원자로 기동운전으로 구분된다. 노심기동운전은 원자로가 미임계인 상태에서 

노심을 0.1% 출력 수준의 임계 상태에 도달시키는 운전모드이고 원자로 가열운전은 

원자로냉각재를 0.1% 출력 수준에서 약 10% 출력 수준의 고온상태로 가열하는 운 

전모드이다. 원자로 기동운전은 원자로 출력을 터빈 운전이 가능한 수준인 20% 수 

준으로 올리는 운전모드이다. 출력운전은 출력 수준이 20% 이상인 운전모드이다. 

고온대기운전은 증기발생기 입구용도를 200 0C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운전모드이고 

고온정지운전은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90
0

C 에서 200 0C 로 유지시키는 운전모드이 

다. 저온정지운전은 중기발생기 업구온도를 90 0C 이하로 유지시키는 운전모드이다 

재장전운전은 원자로 저온정지상태에서 노심을 교체하는 운전모드이다. 운전모드 

종류 및 운전모드별 주요 변수는 표 3.10-3과 같다. 이하는 각 운전모드에 대한 기 

술이다. 

3.10.6.1 

캉=-À1 o '-'-
~l 
^ 

기동전운전 

정화계통을 통한 초기 충수， 원자로 배기라인을 통한 배기， 가압기에 7-1λ 2. _,_ 

가스 충전， 그리고 기동 전 시험 

저온정지상태에서 수행된다. 

수행 등을 포함한 작업들이 노심기동 전에 원자로 

기동 전 시험은 주제어실에서 시험절차서에 따라 해당 제어계통에 의해 

모든 계통 및 기기의 작동능력과 제어봉과 밸브들이 제 위치에 있는지의 

수행되며 

확인을 포 

함한다. 위 기동 전 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준비완료신호가 해당 

계통에 의해 발생된다. 기동 전 조건이 만족된 후 노섬기동을 시작한다. 

제어 

노섬기동 

을 허용하는 선호를 작동시키는 주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제어봉은 최저제한위치 (위치지시기 0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주냉각재펌프는 저속운전모드로 운전된다. 

급수유량의 정격 

공된다. 

10% 정도에 해당하는 급수유량이 증기발생기에 제 

- 어떠한 경보신호도 없어야 한다. 

기동 계열을 통해 노심출력이 제어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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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2 기 동운 전 

기동 전 조건이 완비된 후 노심을 기동하라는 명령을 제어 및 보호계통에 보낸다. 

이 명령이 접수되면 제어 및 보호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정장치에 대한 연동 

장치를 풀어 원자로를 정격출력의 0.1% 수준으로 올라기 위한 자동 노심기동을 수 

행한다. 이 운전모드에서 노섬출력제어는 기동감시계열자료를 근거로 계산된 실제 

출력배가시간과 기설정치 (40 초)간의 불일치 신호에 의해 수행된다. 

원자로냉각재의 가열원으로 핵에너지가 사용된다. 가열운전 중 적정 가열율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노심출력은 일 · 이차측 열수력 변수들의 운전조건에 의해 결정되 

는 증기발생기에서의 이차측 출력을 적절히 추종하여야 한다. 가열운전시에 노심 

출력이 이용되므로 노심 임계선이 허용 가능 압력-온도 한계이다. 저온과압보호가 

요구되는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은 각 각 약 140 0C 및 2.3MPa이다. 이에 따 

라 원자로냉각재온도가 140 0C 이상인 어느 시점에서 계통압력을 2.3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다. 가열운전시에는 계통압력이 허용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수동으로 

제어된다. 질소가스의 수동 주입/배기로 가압기압력을 제어한다. 주냉각재펌프의 

흡입구가 가압기 환형공동 하단에 가깝게 위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환형공동 

수위가 주냉각재펌프의 임계수위 이하로 낮아져서는 안되는 운전제한치가 존재한 

다. 이에 따라 재장전운전이나 증기발생기 교체/보수를 제외하고는 원자로냉각재의 

수위는 환형공동의 6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플랜트 압력 온도 한계가 허 

용하는 최대 가열율 100
0

C/h이다. 실제 운전가열율은 이보다 낮은 75
0

C까1이하이다. 

가열운전은 증가발생기 입구온도가 약 300
0

C 에 이를 때가지 지속된다. 

원자로 가열운전 완료후 터빈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져가는 운전을 말하며 

정격출력의 1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노심출력을 변경하라는 주제어실의 명령 

에 따라， 급수제어계통은 기설정된 급수변화율속도 (1%/s)로 정격 급수유량의 10% 

에서 20%로 급수유량을 증가시킨다. 20% 출력수준에서 기동급수펌프를 정지시키 

고 급수펌프를 가동한다. 증기발생기 출구에서 정격증기압이 얻어진 후 증기압력 

제어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증기발생기 출구의 증기압력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터빈발전기를 가동시켜 소내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원자로 노섬 

출력 및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는 원자로 제어계통의 ‘출력제어’ 및 ‘온도제어’ 프로그 

램에 의해 제어된다. 원자로 기동운전 완료조건은 아래와 같다. 

- 증가발생기 입구에서의 급수유량은 정격 급수유량의 20% 가 되어야 

한다. 

- 중기발생기 출구노즐에서의 증가압력은 정격압력인 3.45MPa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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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 변수들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한다. 

원자로 기동운전 완료 전후로 운전원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증기관 가열 

터빈동력기에 최소 부하 물림. 

출력운전 3.10.6.3 

공
 

변화되고 모든 증기공급계통의 

노섬출력을 제어실에서 

급수유량←출력 제어 

운전모드에서 노심출력은 20%에서 100%까지 

변수가 정상적으로 운전된다. 운전원이 원하는 

이 

키면， 이미 

따라， 급수제어계통에 의해 자동으로 급수유량이 

면서， 노심출력은 급수유량에 따라 변하게 된다. 

드 별로 설정된 출력-온도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된 온도로 유지된다. 

출력운전에는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 주냉각재펌프 중속운전， 주냉각재펌프 저속운 

전이 있다.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시는 노심출력이 20 - 100%가 되도록 제어되며 

제어방법은 출력-증기발생기 업구온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주냉각재펌프 중속운 

전시는 노심출력이 20 - 50%가 되도록 제어되며 제어방법은 출력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및 급수유량-출력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제어방법은 

입력시 

프로그램에 

속도 (1 %/s)로 증감하 기설정된 

디] 
^ 입구옹도 출력 -증기발생기 정해진 

:A-:l 
。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는 각 운전모 

주냉각재펌프 저속운전시는 노 

출력 증기발생기 I:!l 
?‘; 입구온도 제어되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하가 되도록 

급수유량 출력 제어 

30% 심출력이 

정지운전 3.10.6.4 

정상정지 

급수유량의 10%로 감소시킴 

이 경우 터빈발 

정지운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정상정지운전과 SMART 연구 

로에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운전으로 구분된다. 

운전은 정상 운전 모드로부터 급수유량을 정격 

으로써 

출력시 

계통의 용도를 최대 100 "C/h 이내의 냉각률로 냉각시킨다. 

공급되는 급수유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비상정지 

운전은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 비상정지 계통에 의하여 비상정지되는 운 

이 경우 터빈발전기가 정지되며， 소내애서 사용할 전력은 비상전원 공급장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운전이다. 

공급된다. 

역방향으로 수행되며， 원자 

냉각률은 증 

원자로 출력을 감소시켜서 

전기가 정지되므로 소내에서 사용할 전력은 외부로부터 

정상정지운전시 원자로 냉각운전은 원자로 기동 운전의 

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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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필요시 외부에서 공급된다. 운전원은 비상정지후에 비상 

정지 명령을 내린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으며 비상정 

지 발생시 원자로 운전절차는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 수행된다. 

고온대기운전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온도가 200 0C 이상에서 원자로가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고온대기상태로부터 기동운전을 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저온 

정지상태로부터 기동운전을 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고온정지운전은 원자로냉각재 

계통 냉각재 온도가 200 0C 이하에서 원자로가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이 2.3MPa 이하에서 정지냉각계통을 연결하여 운전한다. 고온정지 

상태로부터 기동운전을 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저온정지상태로부터 기동운전을 하 

는 방식과 동일하다. 저온정지운전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온도가 90 0C 이하 

에서 원자로가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정지냉각계동을 연결하여 운전한다. 재 

장전운전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온도가 60 0C 이하에서 노심 재장전을 위해 원 

자로 중앙덮개와 내부구조물을 해체하고 노심을 교체한다. 이때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대기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지냉각펌프를 작동하여 정지냉각을 지속한 

다. 

성능시험운전에는 자연순환운전， 증기발생기 1구역 격라 운전， 주급수펌프 1대 정지 

운전 등이 있다. 주냉각재펌프 1대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50% 출력운전을 하도록 

제어된다. 증기발생기 1구역이 격리되는 경우에는 75% 출력운전을 하도록 제어된 

다. 원자로 시운전 프로그램의 하나인 고온기능시험을 위해서는 원자로 외부에 위 

치하는 보조 가열원을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를 가열하게 된다. 안전주입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고온의 가열수는 증기발생기 및 노심을 관동하도록 강제된 후 정지 

냉각 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주입수가 주냉각재펌프를 통해 우회되는 것을 

막고 증기발생기를 거친 후 적정 온도로 강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냉각재펌프를 

극저속 (180rpm)으로 운전하는 것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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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 출력운전 및 성능시험운전 시 원자로출력 범위 및 기기 상태 

출력운전 성능시험운전 

주냉각재 주냉각재 주냉각재 자연 
주냉각재 

증기발생기 
펌표 

펌표 펌고 펌프 순환 1구역 격리 
1대 

고속운전 극Q드 죠 -1; 직 lLL x LJ」 저속운전 직&-~ 운전 
정지운전 

원자로출력 
20- 100 20 - 50 20 - 30 20 - 25 20 - 50 20 - 75 

범위，% 
주냉각재 

펌표 운전 2 대 전부 2 대 전부 2 대 전부 0 1 대 2 대 전부 
대수 

주냉각재 

펌쿄회전 100 50 30 100 100 
속도，% 
증기발생기 

구역 4 구역 4 구역 4 구역 4 구역 4구역 3 구역 
이용수 

표 3.10-2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수질요건 

변수 제한치 

pH (@ 25 0C) 5.8 - 10.6 
암모니아 o - 100 ppm 
용존수소 o - 100 cc/kg H20 
용존질소 o - 2000 cc/kg H20 

염소이온 (Cl) o - 0.15 ppm 
불소이온 (F-) o - 0.15 ppm 
황화물 (SO/-) o - 0.15 ppm 
용존 산소 쏘화공기 

」

Suspended Solid, ppm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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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3 운전모드 종류 및 운전모드별 주요 변수 

운전모드 
반응도 

출 력 (Nnom) (%) 
증기발생기 

(Keff) 입구온도("C) 

노심 기동운전 는 0.95 드 0.1 드 310 
기동운전 원자로 가열운전 는 0.99 0.1 - 10 드 310 

원자로 기동운전 르 0.99 10 - 20 르 300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 르 0.99 20 - 100 르 300 

출력운전 주냉각재펌쓰 중속운전 늘 0.99 20 - 50 는 300 
주냉각재펌쓰 저속운전 는 0.99 20 - 30 2 300 

고온대기운전 드 0.99 0 는 200 

고온정지운전 드 0.99 0 9ü <T드 200 

저온정지운전 드 0.99 0 드 90 

재장전운전 드 0.95 0 드 60 

성능시험 자연순환운전 르 0.99 20 - 25 는 300 
주냉각재펌프 1대 정지운전 2 0.99 20 - 50 는 300 

직11-Lx LA4 
중기발생기 1구역 격리운전 2 0.99 20 - 75 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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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상부구조률집합채 

찌어용구동장치 

주냉간재멍프 

환헝덮개집합채 

스터드롤트십합채 

가입기집합세 

노심지지배럴집합채 

핵연료채널 

CEA연장웅집함체 

유동혼합혜더십힘채 

그림 3.10-1 원자로냉각재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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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원자로냉각재계통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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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압력용기 집합체 

위치지시기 

긴급삽입장치 

한계스위치 

/ 

전자석 

CEDM 냉각기 

배기장치 

스템모터 

안내관 

해지|스프링 집합체 

연장봉 집할처| 

‘ . 

‘ 
, 
;‘‘‘ 

、

/ 

제어봉구동장치 볼스크류형 그림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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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치 

랜지 

부베어링집합체 

부저널베어링 

정자받침대 

러
 

저
 

삐E
 
프
”
 

유로안내관 

그림 3.10-4 주냉각재펌프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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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둘급수관 이증금속결합부 

모률급수관 단열재 

카세트지지대 

모둘증기관 

모률증기관 이증금속결할부 

모율증기헤더 

전얼관지지보 

전열관지지대 

전얼관집합체 

카세트원통 

카세트내통 

모둘급수헤더 

카세트 하부헤더집합체 

카세트 오리피스 

면밀봉장치 

그림 3.10-5 증기 발생기 카세트 

1. central cover 2. PZR extemal shell 3. PZR intemal shell 
4. 1st surge line 5. 2st surg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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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 )1 

GAS 
C'f LINDER 

)f 칩 )1 

중간공툴 
)~압 
~O~그1 드듣 
ζ:> c그 = ζ그 

그림 3.10-6 가압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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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덮개에 용접됨 
펌프유로안내관 

유동분배판지지원통 

환형덕트밀몽링 

환형덕트하판 

유동분배판 

유동분배판지지판 

그림 3.10-7 유동분배판 및 주변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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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금쇠 

정렬키 

유동혼함헤더 

지지대 

유동혼할헤더 

SG훌구온도계 측기 안내 관 

집합처| 하부지지대 (4X) 

외부원통 

그림 3.10-8 유동흔합헤더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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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0 SMART 연구로 급수유량-출력 제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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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안전주업계통 

3.11.1 설계요건 및 기준 

안전주입계통은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노섬 노출을 방지하며 안전주입과 파단부를 통한 feed & bleed 

로 노심의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전주입계통은 이러한 기능요건을 안 

전주입펌프와 같은 다중의 능동적인 부속계통들을 이용하여 만족시킨다. 안전주입 

계통은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시 파단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로냉각재가 방출되어 

재고량이 감소하므로 사고시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 보충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안전주입계통은 단일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을 수 

행하거나， 냉각재상설사고후 작동해야하는 기기와 계기가 사고후에도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공학적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3.1 1.2 계통 기능 

안전주입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시 파단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로 냉각재가 방출 

되어 재고량이 감소하므로 노섬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 보 

충기능을 수행하며 안전주입과 파단부를 통한 feed & bleed로 노심의 열을 제거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냉각재상실사고시 가압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낮아지 

거나 원자로건물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증가하면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한 

다. 이 신호에 의해 안전주입계통은 안전주입펌프 및 관련 밸브를 작동하여 핵연 

료재장전수탱크의 물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한다.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물이 

고갈되어 설정수위 이하로 낮아지면 안전주입계통은 취수원을 원자로건물 재순환집 

수조로 전환하여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물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하는 재 

순환운전을 계속한다. 

3.11.3 계통 셜명 

안전주업계통 P&ID가 그림 3.11-1에 나타나 있다. 안전주입계통은 100%의 용량을 

가진 4개의 계열로써 안전주입펌프 관련 밸브 배관 및 계측설비로 구성되어었다.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가압기 저압력 또는 원자로건물 고압력에 의해 안전주 

입작동선호가 발생한다. 안전주입계통은 이 신호에 의해 안전주입펌프를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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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밸브를 개방하여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물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한다.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물이 고갈되어 저수위에 도달하면 재순환작동신호가 발생하 

며 이에 따라 안전주업계통은 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부터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로 흡입유로를 전환하여 재순환운전을 한다. 각 계열의 전동구동 밸브 및 펌프는 

정상 소외전원 또는 비상발전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2대의 비상발전기는 4 

계열의 기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안전주업계통의 주입배관은 정지냉각계통과 

공유한다. 안전주입계통의 취수원으로 사용되는 핵연료재정전수탱크는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냉각수원 및 핵연료재장전수로도 사용된다. 

3.11.4 기기 설명 

3.11.4.1 안전주입펌프 

안전주입펌프는 다단 원심펌프로서 유도전동기로 구동된다. 각각의 안전주입펌프 

는 직경 1 inch 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발생시에도 냉각재 재고량 보충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용량을 산정하였다. 안전주입펌프 용량은 최소한의 시간에 파단 

부로의 냉각재 손설량을 초과하도록 설계한다. 안전주입펌프의 체절수두 (shutoff 

head)를 충분히 높게 설계하여 1대의 펌프가 과기부 고시 2001-39 (lOCFR50.46)의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노심노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빠른 시간내에 충분한 양의 냉 

각수를 공급한다. 안전주입펌프의 토출부에는 폐회로로 기동될 때 펌프가 손상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유량우회배관이 설치된다. 

전동기 터미널에서의 정격전압의 75%의 초기전압에서 펌프 전동기는 5초 내에 정 

격부하에서 설계 회전수 (rpm)까지 가속할 수 있다. 보수기간 동안에 펌프의 방사 

능준위를 줄이기 위한 세척을 위해 각 펌프에 배기 및 배수를 위한 설비가 설치되 

어있다. 

정상운전중 안전주입펌프는 격리밸브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되어 있다. 

안전주입펌프는 안전주입작동신호에 의하여 기동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펌프의 체절수두보다 낮으면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형 냉각재상설사고 후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저수위 신호에 의한 재순환작동신호 발생시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공급한다.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저수위에서는 피동잔열제거 

계동의 열교환기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주입펌프의 주요사양은 표 3.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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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2 핵연료재장전수탱크 

핵연료재장전수탱크는 안전주입작동신호 발생시 초기에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냉각수 

를 공급하는 1차 수원으로 사용되며 안전주입계통이 재순환 운전모드로 운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된다. 또한 핵연료재장전수탱크 내부에는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하면 이 열교환기로 

부터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주요사양은 다음의 

표 3.1 1-2와 같다. 

3.11.4.3 배관 

배관은 핵연료재장전수탱크 및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에서 냉각수를 원자로냉각 

재 계 통으로 수송하는 것 이 다. 계 통 배 관은 KEPIC MN-2000 Edition, Nuclear 

Mechanical Equipment에 따라 설계하고 제작한다. 원자로냉각재와 접촉하는 부분 

의 재질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한다. 

3.11.4.4 밸브 

안전주업계통 밸브의 위치， 형태와 크기， 구동기 형태， 구동기 위치 (플랜트 정상 운 

전모드 중) , 고장난 상태에서의 위치는 그림 3.11 - 1에 나타나 있다.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대기압일 때 펌프가 runout flow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주입밸브의 

크기가 정해진다. 안전주입계통에 사용된 밸브로는 전동기구동 격리밸브， 역류방지 

밸브 등이 있으며 밸브의 목록은 표 3.11-3에 있다. 

3.11.4.5 재료의 제원과 호환성 

안전주입펌프 및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제작에 이용되는 재료는 표 3.11-1 및 3.11-2 

에 기기의 설계변수와 함께 주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원자로냉각재와 접촉하는 모 

든 재료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으로 스텔라이트나 밸브 시트에 사용되는 것 

과 동일한 재료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이다. 능동기기와 피동기기 제작에 사 

용되는 재료가 평가되었고 각각의 경우 선정된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 견딜 수 있고 코드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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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6 단일고장 후 노섬냉각을 유지하기 위한 용량 

안전주입계통은 단일고장에서도 기능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기기에 적절 

한 다중성을 제공함으로써 단일고장 시에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안전주입계통 기기 

는 언제나 작동 가능하다. 안전주업계통 기기의 최소 운전성 요건은 운영기술지침 

서에 기술되어 있다. 이 운전성 요건과 계통의 고장유형의 일치를 위하여 가상사 

고 시 운전될 최소 안전주입계통 기기는 3.11.3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는 

원자로가 정상 운전 중 어느 시점에 있을 때라도 냉각재상설사고로 인한 영향을 완 

화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며 또한 이러한 기기로 인해 안전주업계통의 작동이 필요 

한 다른 사고에 대하여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였다. 

3.11.4.7 보호 설비 

안전주입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안전주입계통을 기동하는데 필요한 원격작동 밸브나 계측 및 제어장비처럼 원자로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들은 냉각재상설사고 이후의 온도와 압력， 습도， 화학 및 방 

사능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된다. 이런 밸브에는 안전주입작통신호를 받아서 사고 

후 운전이 필요한 밸브들이 포함된다. 

안전주입계동 주요 기기의 설계수명은 플랜트의 수명과 같은 30년이다. 설계온도 

와 압력은 최악의 운전과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 조건에서 각각의 기기가 겪는 최대 

온도와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다. 각 기기의 재료는 정상 조건과 냉각재상설사고 

조건에서의 예상되는 수질 화학 조건에 따라 설계된다. 안전주업계통은 냉각재 상 

실사고 이후 필수적으로 운전되어야 하므로 내진범주 I로 설계된다. 내진범주 I 기 

기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지진 부하와 다른 적용 가능한 부하가 중첩 

되어도 설계기능의 상실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전주입계통에서 이러한 

요건은 냉각재상실사고 후 비상운전에서 기인한 응력과 안전정지지진으로 인한 응 

력이 중첩되어도 기기들이 기능상실 없이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독 

립적인 전기 모선이 안전주업계통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며 각각의 모선은 소외전 

원， 소내 비상전원 등에서 전기를 받는다. 

3.11.5 계측 및 제어 

3.11.5.1 설계기준 

안전주입계동의 계측과 제어는 IEEE 603-1998. "원자력 발전소의 보호계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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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적용 부분에 따라 설계된다. 제어는 안전주입계통의 기동에 필요한 운전순 

서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연동되어 있다. 안전주입계통을 구동하고 제어하 

기 위하여 다중의 계기 및 제어장비가 제공된다. 네 개의 감지기가 각각의 임계변 

수에 이용되는데， 이들 네 개의 감지기중 임의의 두 개 이상의 신호로부터 발생한 

트립은 펼요한 안전주입계통을 작동시킨다. 안전주업계통의 계측과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전기는 1E급 펼수 전원공급 계통에서 공급되며 대체 전원으로 비상디젤발 

전기가 제공된다. 전동기 구동밸브는 출력운전중에 안전주입 유로의 의도하지 않 

은 잘못된 배열을 막기 위하여 보호용 제어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설 

치된다. 안전주입계통의 운전시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안전주입계통 유로상의 모 

든 밸브들은 운전중에 안전주입운전 위치로 잠겨져 있다. 행정절차상의 제어는 이 

밸브들이 정확한 위치에 잠겨있는지를 보증한다. 

3.11.5.2 계통 작동신호 

안전주입계통은 안전주입작동선호와 재순환작동신호에 의해 작동된다. 안전주입작 

동신호는 노심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재를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하기 위한 

신호로서， 가압기 저 압력신호 또는 원자로건물 고 압력선호에 의하여 개시되며， 제 

어실에 수동개시 수단이 제공된다. 재순환작동신호는 사고후 안전주입계통을 이용 

한 장주기의 계속적인 비상노심냉각을 위하여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로부터 냉각 

수를 재순환시키는 신호로서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저 수위선호에 의하여 개시되며， 

제어실에 수동개시 수단이 제공된다. 

3.11.5.3 운전중의 계측설비 

안전주입계통 운전중에 안전주업계통의 기기를 감시하기 위한 압력계， 온도계， 수위 

계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안전주입펌프 성능 감시를 위한 압력계가 안전주 

입펌프 출구에 설치된다. 정상운전중 원자로냉각재계통과의 격리밸브인 역류방지 

밸브의 누설을 감지하고 이에 따른 후단 배관의 가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주입 

배관에 압력계가 설치된다. 핵연료재장전수탱크내 물의 온도 감시를 위한 온도계 

는 사고후 감시용으로 사용된다. 사고후 감시를 위한 계측기는 주제어실과 원격정 

지반에 지시된다.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수위를 감시하기 위한 광역수위계와 재순 

환작동신호 생산을 위한 협역수위계가 핵연료재장전수탱크에 설치된다. 안전주입 

배관의 유량을 감시하기 위한 유량계가 주입배관에 설치되며 안전주입펌프 흡입측 

에 저유량 경보용 유량계가 설치되며 최소유량관에는 펌프 시험용 유량계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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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운전 3.11.6 

안전주업계통 

은 안전주입작동신호 발생시 즉각적인 안전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주입펌 

프 흡입유로가 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 정렬되어 있다. 안전주업계통은 원자로냉각 

대기 상태에서 원자로 정상운전중 안전주입계통은 대기상태로 었다. 

원자로건물내에서 

안전주입작동신호를 발생시 

안전주입 작동선호는 4개중 2 
주제어실에서 

결정된다. 근거해서 

운전원 

안전주입 작동선호가 발생하면， 안전주입펌프가 자 

격리밸브가 자동으로 열린다. 

전원을 공급받는다. 
묘
 

동
 

정상전원이 가용 

전원을 공급받고 비상 

안전주입운전모드로 운전시 각 펌프 

이 최소유 

재순환 

우져 
\..!.._ L!. 

dead head 운전을 방지 한다. 의 

다 

격리밸브를 

집수조로 되돌 

만족할 때 

정지시 

수위， 증기발생기 

만족하지 못하 

물을 주입하며 정지냉각계통은 집수조의 물을 냉각시켜 

정지냉각펌프는 펌프의 정지기준을 

한 번에 하나씩 

subcooling , 가압기 

만일 펌프 정지기준을 

운전을 거쳐 재순환작동선호가 발생하면 안전주업계통 

브가 닫혔는지 

닫는다. 

냉각재상실사고 후 안전주입 

은 집수조의 

보낸다. 

를
 

프
 

퍼
 

n 만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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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통의 압력경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정상운전중 가압기 압력이 약 lOMPa로 떨 

어지면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하고 안전주업계통이 작동한다. 

의 냉각재상실사고는 원자로건물 압력을 상승시킨다. 

키는 원자로건물 고압력 설정치는 원자로건물의 크기에 

안전주입운전은 안전주입작동선호에 의해 개시된다. 

개의 가압기 저압력 또는 원자로건물 고압력에 의해 발생하며 

이 수동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작동하고 닫혀있던 안전주입배관 원자로건물 

정상전원이 가용한 경우 모든 기기는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 안전설비의 부하는 2개의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이 가용하게 된 후 순차적으로 작동된다. 

후단에 최소유량관이 개방되어 있어서 

량관을 통한 물은 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 되돌아간다. 

핵연료재장수탱크의 수위가 감소하면 4개중 2개의 저수위 신호에 의해 재순환작동 

선호를 발생한다. 이 때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는 노출되지 않는다. 

작동선호는 최소유량관의 격리밸브를 닫고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격리밸브를 연 

재순환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지시되면 운전원은 적절한 양의 물이 집수조에 

모였는지， 집수조에서부터 펌프 흡입구까지의 배관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원은 또한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의 재고량 감소 방지를 위해 최소유량관 격리밸 

확인한다. 그런 다음 운전원은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이 후 안전주입펌프 및 

까지 계속 운전한다. 펌프의 정지기준을 

킨다. 펌프 정지기준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제거 및 노섬노출 여부에 의해 정해진다 

면 이들 펌프를 다시 기통해야한다. 

려 



저온정지 운전중에는 안전주업작동계통의 가압기 압력에 의한 안전주입작동신호가 

중지되도록 연동되어 있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대기압 상태이다. 이 때 정지냉각 

펌프는 작동중이며 안전주입펌프는 주입을 위해 정렬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 

플랜트 기동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주입계통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2.8MPa이하에서는 초기 설정치 

1.6MPa로 설정된 상태로 안전주입작동신호가 연동되어 안전주입계통은 작동되지 

않는다. 이 초기 설정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4.4MPa가 될 때까지 그 값 

을 그대로 유지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4.4MPa 이상으로 압력이 증가하 

면 정상 설정치인 10MPa에 도달할 때까지 실제압력과 설정치 사이의 차이를 

2.8MPa로 유지한다. 정상설정치 이상으로 운전중일 때는 압력이 이 설정치 이하로 

낮아지면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하며 즉각적인 안전주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주입계통은 대기 상태에서 안전주입펌프 홉입유로가 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 정 

렬된다. 

플랜트 냉각 및 정지냉각 운전 (정상출력-저온정지)중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 

력이 2.3MPa까지 낮아질 때까지 안전주입작동 설정치로 가변 가압기 압력 설정치 

를 사용한다. 2.3MPa에서 가압기 압력에 의한 안전주입작동신호가 중지하도록 연 

동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과 안전주입작동선호 압력설정치의 차이가 

O.7MPa보다 작아지면， 주제어실에 경보를 발생하게 하고 가변 설정치 재설정 스위 

치를 이용해 안전주입 설정압력을 현재압력에서 2.8MPa씩 단계적으로 떨어뜨린다. 

가압기 저압력에 의한 안전주입 최소 설정치는 1.6MPa이며 계통의 압력이 2.3MPa 

이하가 되면 가압기 저압력에 의한 안전주입작통신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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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안전주입펌프 설계자료 

내
 

” 용
 

안전퉁급 

코드등급 

둥급 1 E 여부 (예/아니오) 
능동기기 여부 (예/아니오) 

수 량 

형 식 

설계압력 

설계옹도 

정격유량 

최대토출압력 

정상홉입압력 

정상운전유체온도 

유체접촉면재질 

유 체 

2 
KEPIC MN, 등급 2 
예 

예 

4대 (100% x 4) 
원섬형 다단펌프 

15MPa 
200 0C 
2kg/s 
12MPa 
0.2 MPa 
4 - 101 oC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 ’‘ -;:C, 

류
 
” 

표 3.11-2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설계자료 

내 용 

외
 외
 

써
꺼
 
씨
 

// 
/” 예

 
예
 

HT 

부
’
 

여
，
 여
，
 

급
 
급
 E 

기
 
랴O
 식
 
적
 

둥
 등
 1 

기
 

체
 

전
 
드
 급
 동
 

부
 

안
 
코
 둥
 능
 
수
 형
 
내
 

설계압력 

설계옹도 

정상운전온도 

정상운전압력 

상부기체 

재 질 

유 체 

2 
KEPIC MN, 등급 2 
N/A 
아니오 

2개 (각 탱크는 연결배관으로 연결) 

수직 원통형 

70m3 + PRHRS Hx 노출방지 를 위 한 
높이 2.5m에 해당하는 체적 + 핵연료 
재장전에 필요한 체적 

110kPa 
120 0C 
4 - 50 0C 
110 kPa/대기압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A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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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안전주입계통 밸브 목록(1/2) 

밸브 
밸브 이름 P&ID 번호 좌표 

변호 위치 

SI-211 핵연료재장전수탱크 격리밸브#1 SMP65-FS-PI350- 00 F-6 
SI-221 핵연료재장전수탱크 격리밸므#2 SMP65-FS - PI350- 00 D-6 
SI-231 핵연료재장전수탱크 격리밸브#3 SMP65-FS- PI350- 00 E-6 
SI-241 핵연료재장전수탱크 격리밸브#4 SMP65- FS - PI350-00 C-6 
SI-212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격리밸브#1 SMP65-FS- PI350-00 F-7 
SI-222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격리밸브#2 SMP65-FS-PI350-00 C-7 
SI-232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격리밸브#3 SMP65-FS-PI350-00 E-7 
SI-242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격리밸브#4 SMP65-FS-PI350-00 B-7 
SI-213 안전주입펌프 최소우회관 격리밸브#1 SMP65- FS -PI350-00 F-4 
SI-223 안전주입펌표 최소우회관 격리밸브#2 SMP65-FS-PI350-00 C-4 
SI-233 안전주입펌표 최소우회관 격리밸브#3 SMP65-FS- PI350-00 E-4 
SI-243 안전주입펌효 최소우회관 격리밸브#4 SMP65-FS-PI350-00 B-4 
SI-214 안전주입배관 원자로건물 격리밸브#1 SMP65-FS - PI350-00 F-3 
SI-224 안전주입배관 원자로건물 격리밸브#2 SMP65-FS - PI350- 00 D-3 
SI-234 안전주입배관 원자로건물 격리밸브#3 SMP65-FS- PI350-00 E-3 
SI-244 안전주입배관 원자로건물 격리밸브#4 SMP65-FS-PI350- 00 C-3 
SI-216 최소우회관 RWT 격리밸브#1 SMP65-FS-PI350-00 G-5 
SI-226 최소우회관 RWT 격리밸브#2 SMP65-FS - PI350- 00 H-5 
SI-111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출구 체크밸브#1 SMP65-FS-PI350-00 F-6 
SI-121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출구 체크밸브#2 SMP65-FS-PI350-00 D-6 
SI-131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출구 체크밸브#3 SMP65-FS - PI350-00 E-6 
SI-141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출구 체크밸브#4 SMP65-FS- PI350-00 C-6 
SI-112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체크밸브#1 SMP65-FS - PI350-00 F-6 
SI-122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체크밸브#2 SMP65-FS - PI350-00 C-6 
SI-132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체크밸브#3 SMP65 • FS-PI350- 00 D • 6 
SI-142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체크밸브#4 SMP65-FS- PI350-00 B-6 
SI-114 안전주입펌프 방출측 체크밸브#1 SMP65-FS- PI350-00 F-4 
SI-124 안전주입펌표 방출측 체크밸브#2 SMP65-FS-PI350-00 D-4 
SI-134 안전주입펌프 방출측 체크밸브#3 SMP65-FS-PI350-00 E • 4 
SI-144 안전주입펌표 방출측 체크밸브#4 SMP65 • FS-PI350- 00 C-4 
SI-115 안전주입펌표 최소우회관 체크밸브#1 SMP65-FS - PI350-00 F-4 
SI-125 안전주입펌프 최소우회관 체크밸브#2 SMP65- FS-PI350- 00 C-4 
SI-135 안전주입펌프 최소우회관 체크밸브#3 SMP65-FS-PI350-00 E-4 
SI-145 안전주입펌표 최소우회관 체크밸브#4 SMP65-FS-PI350-00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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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안전주입계통 밸브 목록(2/2) 

밸브 
밴c.-님- 이 ’ 근 I그 P&ID 변호 좌표 

번호 위치 
SI-117 안전주입배관 원자로건물 체크밸브#1 SMP65-FS-P1350-00 F-2 
SI-127 안전주업배관 원자로건물 체크밸브#2 SMP65-FS-PI350-00 D-2 
SI-137 안전주업배관 원자로건물 체크밸브#3 SMP65-FS-PI350-00 E-2 
SI-147 안전주입배관 원자로건물 체크밸브#4 SMP65-FS-P1350-00 C-2 
SI • 119 원자로냉각재계통 연결부 체크밸브#1 SMP65-FS-PI350-00 F-1 
SI • 129 원자로냉각재계통 연결부 체크밸브#2 SMP65-FS -P1350-00 D-1 
SI-139 원자로냉각재계통 연결부 체크밸브#3 SMP65-FS-P1350-00 E-1 
SI-149 원자로냉각재계통 연결부 체크밸브#4 SMP65-FS-P1350-00 C-1 
SI-113 안전주입펌효 흡입관 격리밸브#1 SMP65-FS -PI350-00 F-5 
SI-123 안전주입펌쿄 흡입관 격리밸브#2 SMP65-FS-PI350-00 D-5 
SI-133 안전주입펌쿄 흡입관 격리밸브#3 SMP65-FS-PI350-00 E-5 
SI-143 안전주입펌효 흡입관 격리밸브#4 SMP65-FS-PI350-00 C-5 
SI-116 안전주입펌프 방출측 격리밸브#1 SMP65-FS -PI350-00 F-4 
SI-126 안전주입펌효 방출측 격리밸브#2 SMP65-FS-PI350-00 D-4 
SI-136 안전주입펌표 방출측 격리밸브#3 SMP65-FS-PI350-00 E-4 
SI • 146 안전주입펌효 방출측 격리밸브#4 SMP65-FS-PI350-00 C-4 
SI-151 안전주입펌표 우회관 오리피 A우회밸브#1 SMP65-FS-P1350-00 F-4 
SI-152 안전주입펌표 우회관 오리피 A우회밸브#2 SMP65-FS -P1350-00 C-4 
SI-153 안전주입펌표 우회관 오리피 A우회밸브#3 SMP65-FS-P1350-00 D-4 
SI-l54 안전주입펌표 우회관 오리피 A우회밸브#4 SMP65-FS-PI350-00 B-4 
SI-511 안전주입배관 방출밸브#1 SMP65-FS-PI350-00 G-3 
SI-521 안전주입배관 방출밸브#2 SMP65-FS- P1350- 00 E-3 
SI-531 안전주입배관 방출밸므#3 SMP65-FS -PI350-00 F-3 
SI-541 안전주입배관 방출밸브#4 SMP65-FS-P1350-00 C-3 
SI-551 안전주입펌효 최소우회관 방출밸브#1 SMP65-FS -P1350-00 G-4 
SI-552 안전주입펌표 최소우회관 방출밸브#2 SMP65-FS -PI350-00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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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잔열제거계통 

3.12.1 설계요건 및 기준 

3.12.1.1 기능요건 

원자로 정지 후， 이차계통을 이용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이 불가능할 경우， 고 

온정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발생기를 통해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현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피통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전달된 열을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제거하며， 최종적으로 원 

자로냉각재계통을 고온정지 상태로 유지시킨다. 

3.12.1.2 성능요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으로 생기는 계통의 열수력학적 과도현상이나 단기 냉각운 

전시 능동 기기의 단일고장 혹은 장기 냉각운전 시 제한된 누수와 같은 피동 고장 

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잔열제거 능력의 손실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피동잔열제거 

계통은 안전등급 2로 설계되며 계통 내 모든 기기와 배관은 지진 등급 I로 설계된 

다. 또한 기기의 안전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기기의 상호 작용을 방지하는 지 

지물과 구조물도 지진 등급 I로 분류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배관， 밸브 및 기기 

는 KEPIC-MN에 제시되고 있는 설계조건， 시험조건 및 서비스한계 Cservice limit) 

를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일고장의 발생시에도 계통의 안전 

기능이 수행되도록 기기 및 계통구성에 있어서 다중성이 구비된다. 피동잔열제거 

계통은 가장 제한적인 단일 고장 상태를 가정하고 원자로 정지 후 원자로 냉각재펌 

프가 정지된 상태에서 36 시간 이내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증기발생기 이차 
측을 통한 냉각재의 자연순환 유동을 이용해 임의의 출력운전 조건에서의 온도로부 

터 정지냉각계통이 운전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인 2000C까지 냉각시키고， 원자로냉 

각재계통을 고온정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냉각기간 동안 피동잔 

열제거계통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율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피동잔열제거계통 기기의 설계 및 피로 해석 시에 고려되어야 

할 온도 및 압력 변동의 크기와 빈도는 모든 가능한 플랜트의 운전 모드를 고려하 

여 산정된다. 

-808-



운전요건 

계측 및 제어기기를 포함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모든 기기는 정상운전 시의 환경조 

건 뿐 아니라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온도 압력 습도 및 방사선 등의 

조건 하에서도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계동의 성 

능을 보장하고， ALARA 원리에 부합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사선 준위가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기기 및 계기들의 설계에 고려된다. 밀봉재 패킹 개스킷과 같은 소모성 

제외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기기는 플랜트 수명 기간 동안 

3.12.1 .3 

환경 

안전 요구되는 뿜
 사고 후 기 t:!.l 

7 ‘; 정상운전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설계된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배치 

되며， 이를 위한 접근성이 설계에 고려된다. 또한 운전전 시험， 운전중 시험， 가동 

중 검사 등과 같은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통의 시험성이 계통 설계에 고려된 

않고 기기의 운전을 저해하지 간 동안 플랜트의 

다. 

계측 및 제어요건 3.12.1.4 

피동잔열제거계통은 플랜트 정상 및 비상 전원으로부터 

설계된다. 플랜트 정상 전원 상실 시에 비상 전원은 자동으로 작동되고 이어서 

피동잔열제거계통 기기의 전원은 자동으로 정상 전원에서 비상 

전원으로 이전된다. 전원은 어떤 한 계열에 공급되는 비상 전원의 고장이 다른 계 

열의 비상 전원 상설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며， 다중 계열 사이에 독립성이 유 

지되면서 공급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은 요구 시 자동적으로 개시되어야하 

므로， 제어 수단은 신뢰성 있고 오작동의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다. 피동잔 

열제거계통의 모든 전력 구동가기는 주제어반으로부터 제어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원자로 정지 후，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하고 고온정지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전력 구동기기는 원격제어반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 

된다. 지진 등급 I인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계측기기 및 계측관은 압력유지경계로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져 
1 •-

필요 

는
 

하
 

필요로 기를 

건전성의 손상 없이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피동잔열제 

거계통의 계측 및 제어는 IEEE←603에 제시된 기능 및 설계 요건에 따라 설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Regulatory 
Guide 1.97에 제시된 사고 후 기간 동안 주제어반에서 감시되어야 할 변수 와 이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계기의 설계 기준의 취지를 따른다. 피동잔열제거계동의 각 

계열은 한 계열의 고장이나 그 고장으로 인한 영향이 다른 계열의 고장을 유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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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전기적， 물리적으로 격리된다. 전기적 ， 물리적 격리는 물리적 간격， 방호벽 ， 

구속장치를 이 용하거나 이 들 방법을 혼용하여 이루진다. 

3.12.1 .5 시험요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시험 요건은 사고에 대응하여 계통의 운전 성능을 보증하기 위 

한 것이며， 계통과 관련 기기의 시험은 계통의 작동이 요구될 때 즉시 운전이 개시 

되어 계통의 기능이 수행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계통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안전 관련 성능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운전전 및 초기기동 시험이 Regulatory Guide 1.68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수 

행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정상운전 중 대기상태에 있으므로 계통의 가동성을 

보증하기 위한 주기적 운전중 시험이 수행된다. 안전등급에 속하는 설비에 대한 

초기 수압 시험이 KEPIC-MN에 명시된 관련 요건에 따라 수행되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적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KEPIC- MI 요건에 따라 가동중 검사가 

수행된다. 

3.12. 1.6 설계 연계사항 

피동잔열제거계통 설비의 시험， 유지 및 검사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접근 수단 

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배관 및 기기의 재질은 내부 유체의 화 

학 조건 및 외부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부식 저항 재료여야 한다. 계통의 열손실 

을 최소화하고， 고온의 배관 또는 기기와의 접촉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며， 낮은 

온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습기에 의한 배관 또는 기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기기 및 배관에 단열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기 및 배관으로부 

터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수집하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침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열침원은 원자로의 정상운전 및 피 

통잔열제거계통 운전중에 응축열교환기가 냉각수속에 항상 잠겨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주증기 배관 파손， 급수 배관 파손， 부근 계통의 기기 

파손 또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자체의 기기 파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비산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분리 장벽 또는 적절한 구속장치 등과 같 

은 수단에 의해 보호되어야한다. 피통잔열제거계통의 주요 기기들은 안전기능 수 

행 능력의 상실 없이 자연 현상 즉 지진 회오리바람 태풍 홍수 등의 영향에 견디 

도록 위치하고 배열되어야하며 계통에는 화재 발생 시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계통이 구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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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계통기능 

원자로 정지 후， 이차계통을 이용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이 불가능할 경우， 증 

기발생기를 통해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현열을 제거하여 원자로냉각재 

계통을 임의의 출력운전 조건에서의 온도로부터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하여 정지냉 

각계통이 운전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인 2000C까지 냉각시킨다. 노심의 잔열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현열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전달되며， 전 

달된 열은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제거된다. 

3.12.3 계통설명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주중기 고압력 신호， 주증기 저압력 신호， 급수 저유량 신호， 

다양성보호계통 작동 신호 또는 운전원의 수동조작에 의해 피동잔열제거작통신호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증기발생기를 통 

해 전달된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현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모두 4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 

떠한 출력준위에서 원자로가 정지되어도 2개의 계열을 이용해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된 상태에서 36시간 이내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임의의 출력운전 조건 

에서의 온도로부터 정지냉각계통이 운전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인 2000C까지 냉각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각 계열은 응축열교환기 1대， 보상탱크 l대， 오리피스 2대， 관 

련 밸브， 기기의 연결배관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증기 배관과 급수 

배관을 통해 증기발생기에 연결된다. 주증기 배관에 연결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배관은 주증기 구역 격리밸브와 주증기 격리밸브 사이의 배관 상에서 원자로건물 

바깥쪽 배관에 연결되며， 급수 배관에 연결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배관은 급수 

구역 격리밸브와 급수 격리밸브 사이의 배관 상에서 원자로건물 바깥쪽 배관에 연 

결된다. 각 계열의 응축열교환기는 최종 열침원인 핵연료재장전수탱크내에 잠겨져 

있다. 정상운전 중， 피동잔열제거계통은 격리밸브 (PR • 211 , -221 , - 231 , -241 , 

PR-212, -222, -232, -242)에 의해 주증기 및 급수 배관으로부터 격리된다. 피동잔 

열제거계통의 P&ID를 그림 3.1 2-1에 도시하였다. 

원자로 정지 후에 노심에서 발생한 잔열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냉각재로 전달된 뒤，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핵연료재장전수탱크내의 냉각수로 전달 

되어 제거된다. 따라서 피통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할 경우 응축열교환기는 핵연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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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유효 높이 차이 및 계통 

유량이 확보되도록 

피동잔열제거계통의 

-242)가 자동으로 

운전이 시작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으 

증기발생기와 응 

발생하는 자 

요구되는 성 

능 요건이 

저항은 

원자로가 

설계된 유로 의 

격 

개방되 

계 

(PR-211 , -221 , -231 , -241 , PR-212, -222, -232, 

고， 주증가 격리밸브 및 급수 격려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통이 작동되면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과냉각 상태의 냉각재는 

다. 

리밸브 

증기발생기 

유입되는 

열전달을 통해 다 

입구로 

연속적인 형성되면서 

감소함에 따라 증기 

포화상태의 이상유동 혹은 과열증기 상태로 

증가발생기 출구로부터 응축열교환기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저온 냉각수로의 

과냉각 상태의 액상유동이 

경과하면서 노섬의 잔열이 

밀도차이가 감소되어 자연순환 

로부터 전달되는 열에 의해 

출구를 빠져나오게 된다. 

이러한 상태의 냉각재는 

시 응축 과정을 거쳐 출구에서는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된다. 시간이 

응축열교환기에서의 유체의 위한 

유지시 

장전수탱크내에 항상 잠겨 있도록 설계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및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 자연적으로 

연순환 유동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따라서 

만족되도록，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을 위한 충분한 

정지되고 피동잔열제거작동선호가 발생하면 

동
 

。

π
 

도달시키고 고온정지 상태에 

발생기와 

구동력이 감소하게 되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을 

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기설명 3.12.4 

응축열교환기 3.12.4.1 

전열관， 출구헤더로 구성되어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수를 통해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있으며 직관 형태의 

전달된 

응축열교환기는 입구헤더， 수직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의 현열을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응축 

전열관 안쪽을 통 

응축열교환기의 

고온정지 

비응축 

열 냉각시킨다.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응축열교환기의 열제거 용량 산정에는 

열교환기는 핵연료재장전수탱크 내부에 위치하며， 응축 열교환기 

냉각재가 자연순환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용량은， 2 계열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을 
도달될 수 있도록 산정된다. 

해 

제거 

상태에 

응축열교환기의 전체적 

변수를 표 3.12-1에 기술 

파울링에 의한 열전달 저하 영향이 고려된다. 

언 구조 및 형상을 그림 3.12-2에 나타내었고， 주요 설계 

가스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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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2 보상탱크 

보상탱크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운전 기간 중 계통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계 

통의 압력 변화 및 냉각재 체적 변화를 수용하고 계통 유로에 충분한 냉각재를 공 

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상탱크는 타원형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가지고 있는 원 

통형의 구조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 과정 중에 피동잔열제거계통 배관， 응축열 

교환기 및 증기발생기의 각 부위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냉각재와 이를 가압하는 

질소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 보상탱크 내부의 질소가스 압력과 체적은 정상운전 

중에는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를 통해 주증기 배관과 급수 배관으로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운전중에는 계통의 열수력학적 불안정성을 억제하며， 

계통 유로로 질소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결정된다. 보상탱크는 피동잔열제거계 

통의 운전중에 탱크를 통한 질소 가스의 공급 및 배출 없이 계통의 안전기능이 수 

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탱크 상단부에는 질소 공급 및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 

되어있다. 보상탱크의 주요기기 변수를 표 3.12-2에 나타내었다. 

3.12.4.3 밸브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설치된 밸브의 위치， 형식과 크기， 구동기 형식， 원자로 정상운 

전 시의 개폐상태， 고장난 상태에서의 위치 퉁이 그림 3.12-1의 배관 및 계기 도면 

에 도시되어 있으며， 그림 3.12-1에 표시된 밸브의 이름과 그림상에서의 위치를 표 

3.12-3에 나타내었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모든 전력구동 격리밸브는 원자로 정상 

운전 중에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닫혀져 있으며， 보호계통의 자동제어 신호 또는 

운전원의 수동조작에 의해 개방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입구 격리밸브 (PR-211 , 

221 , -231 , -241) 및 출구 격 리 밸브 (PR-212, -222, -232, -242)로는 공통원인고장 

으로 인한 계통 운전의 실패확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성개념을 적용하여 1, 3 

계열에는 공기구동 방식이 2,4 계열에는 전기유압구동 방식의 밸브가 각각 설치되 

어 었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출구 격리밸브 후단에 설치된 체크밸브 (PR- 115, -125, 

- 135, -145)는 계통 작동 시 냉각재가 증기발생기로부터 보상탱크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응축열교환기와 보상탱크 사이에 설치된 체크밸브 (PR-114, -124, -134, 

144)는 보상탱크로부터 웅축열교환기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자연순 

환 유동이 신속히 형성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상탱크 질소공급 격리밸브 

(PR • 213, -223, - 233, -243)와 보상탱크 질소방출 격리밸브 (PR-214, - 224, -234, 

244)는 밸브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운전 중에는 전원이 제거되어 닫힌 상 

태에 있다. 

-813 -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수동 작동 밸브는 계통의 작동이 요구되었을 때 자연순환 운전 

이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정렬되어 있다. 보상탱크 출구 수동격리밸브 

(PR-113, -123, - 133, - 143)는 정상운전 중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압력 

변동을 수용하고 계통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되어 있다. 또한 피동잔열제거계 

통 입구격리밸브， 출구격리밸브 및 체크밸브의 시험 및 검사를 위해 설치되어있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입구수동격리밸브 (PR-111. - 121. -131 • 141) 와 출구수동격리밸 

브 (PR-112 , - 122, -132, -142)는 시험 및 검사 기간 이외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입구격리밸브 전단에 설치된 수동 작동 밸브 (PR-411 , -412, 

- 421 , -422, -431 , -432, -441 , →442)와 피통잔열제거계통 출구격리밸브 후단에 설치 

된 수동 작동 밸브 (PR- 416, -417, -426, - 427, -436, -437, -446, -447)는 피동잔열 

제거계통 유로에 설치된 전력구동밸브 및 체크밸브의 시험을 위해 유체를 공급하고 

배출하기위한 유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험기간 이외에는 닫힌 상태에 있다. 

응축열교환기 와 보상탱크 사이 에 설치 된 체크밸브 (PR-114, -124, - 134, - 144)의 우 

회배관에 설치된 수동 작동 밸브 (PR-514, - 524, -534, 닮4)는 보상탱크의 질소가 

스를 이용해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초기에 가압 할 때 체크밸브 전단 배관의 압력을 

후단 배관의 압력과 동일하게 가압하기 위해 설치되어있다. 초기 가압 시에 이들 

밸브는 개방되며， 가압이 완료된 후 에는 닫힌 상태에 있게 된다. 

3.12.4.4 보상탱크 오리피스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운전 초기에 발생 가능한 유동불안정을 최소화하고 계통이 

최대한 빠르게 안정된 자연순환 유동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보상탱크 연결관 에 설 

치된다. 보상탱크 오리피스의 주요 설계변수를 표 3.12-4에 나타내었다. 

3.12.4.5 PRHRS 오리피스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운전 초기에 계통의 과다한 유량 형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냉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탱크와 피동잔열제거계통 출 

구 격리밸브 (PR- 212. - 222. -232. -242)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PRHRS 오리피스 

는 피동잔열제거계통 운전 초기에 계통 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초기 냉각율을 제한치 이내로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RHRS 오리피스의 주 

요 설계변수를 표 3.1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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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계측 및 제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는 운전원이 계통을 자동 혹은 수동 작동시키고， 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제어 장치가 제공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 상태 

응축열교환기 전， 후단에 설치된 온도지시계 (T-411 , -421 , -431 , 

• 441 , -412, -422, -432, -442)와 보상탱크 압력지시계 (P-412, -422, -432, -442)를 

이 용하여 확인된다. 응축열교환기 전단에 설치 된 압력 지 시 계 (P-411 , -421 , -431 , 

계열의 각 L一
l一

441)는 정상운전 중 이차계통으로 격리되어 있는 응축열교환기의 누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누설에 의해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낮아질 경우 경보를 제 

공한다. 

보상탱크에는 압력 지 시 계 (P-412, -422, -432, -442)와 수위 지 시 계 (L-412, 

계통 432, -442)가 설치되어 계통의 압력 변동 및 냉각재 재고량을 감시하여， 

422, 

운전 

중에 발생하는 열수력학적 과도현상 계통 유로로의 냉각재 공급 여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압력지시계에는 고압 및 저압 경보가 제공되며， 수위지시계에는 

저수위 경보가 제공된다. 이들 경보는 정상운전 시에만 제공되어， 피동잔열제거계 

통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피동잔열제거작동신호가 발생하면 우회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고온정지 상태에 도달시키기 위해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운전될 

때， 계통의 운전 상태 감사에 중요한 지시 정보는 주제어실과 원격제어실에 제공된 

다. 

모든 전력 구동 밸브는 제어실에서 제어가 가능하며 정렬상태는 제어실의 

개/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시등으로 표시된다. 

3.12.6 계통운전 

패널에 

기동운전， 정상출력운전 그리고 정상정지운전 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은 격리밸브에 

의해 이차계통으로부터 격리되어 대기 상태에 있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한 열은 이차계통에 의해 제거된다. 

발생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사고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피동잔열제거작동신호가 발생 

하면 주증기 격리밸브와 급수 격리밸브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입구 격리밸브 

(PR-211 , -221 , -231 , ←241)와 출구 격 리 밸브 (PR-212, -222, -232, -242)가 자동으 

로 개방되면서 운전이 개시된다. 계통 작동 초기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전달된 열에 의해 증기발생기 튜브 내부의 냉각재가 비등하면서 체적이 팽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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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발생기와 웅축열교환기 사 

이의 압력 차이에 의해 증기 상태의 고온의 냉각재가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 유입되 

어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냉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유 

동은 초기의 매우 짧은 시간 구간에서만 형성되며 이후의 거의 대부분의 운전 기 

간 동안에는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및 냉각재의 밀도 차이 

에 의해 생성되는 수두차에 의해 연속적인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되어 원자로냉각재 

계통이 냉각된다. 계통 작동 시 주증기 격리밸브 작동시간에 수반되는 냉각재 손 

실과 계통 운전 중 냉각재의 상변화에 의한 체적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탱크로 

부터 계통 유로로 지속적인 냉각재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고기간 동안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운전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36시간 이내에 고온정지 상태인 정 

지냉각계통이 운전을 개시할 수 있는 2000C까지 냉각시킨다. 

3.12.7 시험 및 검사 

KEPIC-MN의 요건에 따라 제작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기기 및 배관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에 따라 초기에 수압시험이 수행된다. 또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운전 성 

능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전 시험이 수행된다. 계측기는 운전전 시험 중에 교정되 

며， 밸브의 작동성， 적절한 자연순환 유량의 형성 여부， 경보기능 및 설정값의 적절 

성이 시험을 통해 확인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 정상운전 중에 격리밸브 

에 의해 이차계통으로부터 격리된 대기상태에 있으므로 계통의 작동이 요구되었을 

때 가동성을 보증하기 위한 주기적인 가동중 시험이 수행되며， 이를 위해 계통의 

가동에 필요한 밸브의 시험을 위한 적절한 설비가 제공된다. KEPIC-MN의 요건 

에 따라 제작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과 기능적 성능을 보장 

하기 위하여 KEPIC-MI의 요건에 따라 가동중 검사가 수행된다. 

3.12.8 PRHRS 유통불안정관련 국제협력 

SMART 연구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가 비상정지한 이후에 이차계통에 의 

한 냉각이 불가능할 경우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도입된 안전퉁급의 냉각계통으 

로서 계통 유량 형성을 위해 능동펌프에 의존하지 않으며 응축열교환기와 증기발생 

기 사이에 존재하는 수두 차이에 의존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운전을 위해 별도 

의 구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계통의 신뢰성이 크게 증진되는 반면에 이상 자연 

순환 유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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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잔열제거계통의 유동불안정성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OKBM과 "Analysis of 

SMART-P Reactor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국제협 력과제를 수 

행하였다. 과제 수행 기간 중 OKBM으로부터 보고서 2종을 접수하고 보고서에 대 

한 질의 및 답변 과정 그리고 2 차례의 진도점검회의를 통하여 OKBM의 피동잔열 

제거계통의 정적 및 동적 유동불안정성관련 실험자료 및 설계방법론을 입수하였다. 

OKBM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OKBM에서 기존에 일체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수행 

된 시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저유량 조건에서의 급수모률관에서의 

국부적인 비등이 계통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방법론과 보상탱크 연결배관에 설치 

된 오리피스의 설계방법론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 입수한 시험자료 및 설계방법 

론은 SMART 연구로의 피동잔열제거계통 계통설계 최적화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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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응축열교환기 주요기기 변수 

안전등급 2 
그:rt.~二 걷 I=r 二닙:J. KEPIC MN 둥급 2 

지진등급 

끼~ "J= 4대 

혀。 까-、11 수직 관류형 

열 제거용량/대 O.65MWt 

전열관 개수/대 1477~ 

전열관 길이 1.2m 

전열관 내경/외경 13.51mm / 19.05mm 

전열관 재질 인코넬 합금 

설계압력 17MPa 

설계온도 3500 C 

정상운전온도 30-3100 C 

정상운전압력 1.0-12MPa 
T。r 체 ; /ιc-ι「‘

표 3.12-2 보상탱 크 주요기 기 변 수 

안전둥급 2 
3l~ τ t:5「 二닙l KEPIC MN 등급 2 
지진둥급 

-끼「」 "J= 4대 

혀。 λ-11 수직 원통형 

내부체적/대 O.8m' 
물 체 적 (nominaD/대 O.64m' 
가스 체 적 (nomìnaD/대 O.16m' 
설계압력 17MPa 
설계온도 3500 C 
정상운전온도 30-3100C 
정상운전압력 1.0-12MPa 
가압가스 질소 

재 xE프1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7。r 체 ;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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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3 잔열제거계통 밸브 목록 

밸브 번호 밸브 이름 P&ID 번호 좌표위치 

PR-114 PRHRS 급수체크밸브 #1 SMP65-FS -PI340-00 G6 
PR-124 PRHRS 급수체크밸브 #2 SMP65-FS -PI340-00 E6 
PR-134 PRHRS 급수체크밸브 #3 SMP65-FS-PI340-00 C6 
PR-144 PRHRS 급수체크밸브 #4 SMP65-FS -PI340-00 A6 
PR-115 PRHRS 출구체크밸브 #1 SMP65-FS-PI340-00 G3 
PR-125 PRHRS 출구체크밸브 #2 SMP65-FS-PI340-00 E3 
PR-135 PRHRS 출구체크밸브 #3 SMP65-FS-PI340-00 C3 
PR-145 PRHRS 출구체크밸브 #4 SMP65-FS -PI340-00 A3 
PR-21l PRHRS 입 구격 리 밸브 #1 SMP65-FS-PI340-00 H4 
PR-221 PRHRS 입 구격 리 밸브 #2 SMP65-FS-PI340-00 F4 
PR-231 PRHRS 입 구격 리 밸브 #3 SMP65-FS-PI340-00 D4 
PR-241 PRHRS 입구격리밸브 #4 SMP65-FS -PI340-00 B4 
PR-212 PRHRS 출구격 리 밸브 #1 SMP65-FS -PI340-00 G4 
PR-222 PRHRS 출구격 리 밸브 #2 SMP65-FS-PI340-00 E4 
PR-232 PRHRS 출구격 리 밸브 #3 SMP65-FS-PI340-00 C4 
PR-242 PRHRS 출구격리밸브 #4 SlvlP65-FS • P1340-00 A4 
PR-213 보상탱 크 질소공급격 리 밸브 #1 SMP65-FS-PI340-00 G6 
PR-223 보상탱크 질소공급격리밸브 #2 SMP65-FS-PI340-00 F6 
PR-233 보상탱크 질소공급격리밸브 #3 SMP65-FS -PI340-00 D6 
PR-243 보상탱크 질소공급격 리 밸브 #4 SMP65-FS -PI340-00 B6 
PR-214 보상탱크 질소방출격리밸브 #1 SMP65-FS -PI340-00 G5 
PR-224 보상탱크 질소방출격리밸브 #2 SMP65-FS-PI340-00 F5 
PR-234 보상탱크 질소방출격리밸브 #3 SMP65-FS -PI340-00 D5 
PR-244 보상탱크 질소방출격리밸브 #4 SMP65-FS-PI340-00 B5 
PR-111 PRHRS 입구수통격리밸브 #1 SMP65-FS-PI340-00 H3 
PR-121 PRHRS 입구수동격리밸브 #2 SMP65-FS-PI340-00 F3 
PR-131 PRHRS 입구수동격리밸브 #3 SMP65-FS -PI340-00 D3 
PR-141 PRHRS 입구수동격리밸브 #4 SMP65-FS-PI340-00 B3 
PR-112 PRHRS 출구수통격 리 밸브 #1 SMP65-FS -PI340-00 G3 
PR-122 PRHRS 출구수동격리밸브 #2 SMP65-FS -PI340-00 E3 
PR-132 PRHRS 출구수동격 리 밸브 #3 SMP65-FS -PI340-00 C3 
PR-142 PRHRS 출구수동격리밸브 #4 SMP65-FS-PI340-00 A3 
PR-1l3 보상탱 크 출구수동격 리 밸브 #1 SMP65-FS-PI340-00 G5 
PR-123 보상탱크 출구수동격리밸브 #2 SMP65-FS-PI340-00 E5 
PR-133 보상탱크 출구수동격리밸브 #3 SMP65-FS -PI340-00 C5 
PR-143 보상탱 크 출구수동격 리 밸브 #4 SMP65-FS -PI340-00 A5 
PR-418 보상탱크 배수밸브 #1 SMP65-FS -PI340-00 G5 
PR-428 보상탱크 배수밸브 #2 SMP65-FS -PI340-00 E5 
PR-438 보상탱크 배수밸브 #3 SMP65-FS-PI340-00 C5 
PR-448 보상탱크 배수밸브 #4 SMP65-FS -PI340-00 A5 
PR-514 PRHRS 급수관우회 밸브 #1 SMP65-FS-PI340-00 F6 
PR-524 PRHRS 급수관우회 밸브 #2 SMP65-FS-PI340-00 E6 
PR-534 PRHRS 급수관우회 밸브 #3 SMP65-FS -PI340-00 C6 
PR-544 PRHRS 급수관우회 밸 님 #4 SMP65-FS-PI340-00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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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4 보상탱크 오리피스 주요기기 번수 

안전둥급 2 
코E 퉁급 KEPIC MN 동급 2 

지진퉁급 I 
-J「‘- ~ 4대 

혀。 식 다단 

설계압력 17MPa 
설계온도 3500C 
정격유량 4.7m'써r 

정격온도 1500C 

정격압력 3.5MPa 

정격압력차 O.2MPa 

정상운전온도 30-2000C 

정상운전압력 l.O-12MPa 

재 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강 

표 3.12-5 PRHRS 오리피스 주요기기 변수 

안전동급 2 
코드동급 KEPIC MN 등급 2 

지진등급 I 
기끼::. 량 4대 

혀。 식 다단 

설계압력 17MPa 
설계온도 3500 C 
정격유량 2.1 m'/hr 

정격온도 940 C 
정격압력 3.0MPa 
정격압력차 O.047MPa 
정상운전온도 30-2000 C 

정상운전압력 l.O-12MPa 

재 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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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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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피동잔열제거계통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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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정지냉각계통 

3.13.1 설계요건 및 기준 

3.13.1 .1 기능요건 

정지냉각계동은 안전기능으로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SBLOCA) 이후에 재순환 운 

전 동안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내 물을 냉각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정지 

냉각계통은 비안전기능으로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정지냉각 시작 온도에서 

재장전 온도까지 감소시키고 장기간동안 재장전 온도로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3.13.1.2 성능요건 

안전등급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은 참고문헌 [3.13.6]에 따라 안전등급 2로 설계되 

어야 한다. 원자로건물내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를 형성하는 부분은 제 

외한다. 이들은 안전등급 1 이다. 내진둥급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내의 모든 기기 

와 배관은 참고문헌 [3.13 .14]에 따라 내진범주 I로써 설계되어야 한다. 계통 기기 

의 안전기능에 필수적이거나 기기간의 상호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지 

지물도 역시 내진범주 I로써 설계되어야 한다. 다중성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은 참 

고문헌 [3.1 3.8]에 따라 단일고장을 가정하고 요구되는 정지냉각계통의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기 및 계열에 충분한 다중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 

통을 구성하고 있는 기기는 안전정지지진 (SSE)의 사고시에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파괴인성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안전 

등급 1과 2 기기는 참고문헌 [3.13.6]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의 

압력을 유지하는 기기의 재료는 수압시험 (hydrostatic test)과 고장조건을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에서 취성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파괴인성을 가져야 한다. 성능 관련 

하여 정지냉각계통은 단일고장과 보수를 위해 한(1) 계열이 운전불능 상태라고 가 

정하여 정지냉각계통의 한(1) 계열만을 이용하여 정지냉각운전 시작 후 36시간 내 

90 0C 이하의 온도까지 원자로냉각재를 냉각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의 원자 
로 입출구 온도차가 75

0

C/hr를 넘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재 유량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장 고려사항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은 단일고장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설이나 원격정지반에서 최소한 한(1) 계열은 운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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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야 한다. 한(1) 계열의 손실은 정지냉각계동의 최소 요구 안전기능의 상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모든 정지냉각계통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 파손으 

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배관 휩 (whip)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압보호 관련하여 정 

지냉각계통의 배관과 기기는 주어진 설계조건에서 최대 압력과 온도를 견디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더 낮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계통은 적절한 격리나 방출밸브에 의 

해 더 높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계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과압에 대비한 연 

계계통의 보호를 위한 고려사항은 참고문현 [3.1 3.8]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정지냉각계통은 단일 능동고장 하에서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도한 압력 상승이 정지냉각계통을 파손시킬 수 

있을 때，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결되는 배관은 모두 격리가 가능해야 한다. 만약 

정지냉각 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정지냉각계통을 파손시키기에 충분히 높 

게 올라가면 정지냉각계통의 두(2) 계열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용기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가압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정지냉각계통은 운전 가능해야 하며， 저온과 

압보호 방출밸브는 원자로의 저온과압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해야 한다. 

3.13.1.3 운전요건 

전원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원 

이 공급되어야 한다. 환경 관련하여 계측과 제어 장비를 포함한 정지냉각계통의 

가기는 온도， 압력， 습도나 증가가 존재하는 환경조건이나 고장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로부터의 방사선 환경조건 하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조건은 환경 설계지침서 [참고문헌 3.13.5]에 제시되어 있다. 방사선 관련하여 원자 

로정지 후 방사능 준위 측정이 설시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은 방사선 설계지침 

서 [참고문헌 3.13.4]에 따라 적절한 방사선 준위를 유지하여 정지냉각계통의 성능 

과 ALARA 원칙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수명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은 

30년의 운전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수 및 시험 관련하여 원전의 가동 

중 검사 요건 [참고문헌 3.13.7]. ALARA 요건 세척요건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관례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운전과 사고후에 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계통 설계 및 배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지맹각계통 설 

계시 시험성에 대한 고려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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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4 계측장비와 제어요건 

전원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은 플랜트의 정상전원과 비상전원 양쪽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3.13.11]. 한(1) 계열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고장은 다른 계열의 비상전원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문헌 3.13.12]. 

플랜트 정상전원의 상실 사고시 비상전원이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정지냉각 

계통의 기기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정상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이나 보조 계통내의 어떤 기기에 공급되는 전력은 다른 계 

열에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참고문헌 3.13.12]. 정상운전시 제어 관련 

하여 정지냉각계통은 제어실과 제어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 

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 압력 (정지냉각계통 압력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지시가 

사용 가능하면 표시될 필요가 없다.)， 정지냉각계통 온도， 정지냉각계통 유량， 펌프 

의 상태지시， 전기구통밸브의 상태지시 등은 제어실이나 제어실 밖의 장소에 표시 

되거나 경보되어야 한다. 냉각율을 조절하고 재장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의 내진범주 I 부분에 연결된 계측장비 배관과 센서는 압력경계 건전 

성이 유지된 채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격정지반에 

서 계통성능을 감사하고 제어하도록 적절한 제어반이 설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3.13 .1 3]의 Appendix A의 일반설계기준 19 (제어실) , “정상과 사고 조건하에서 원 

자로의 안전운전을 위한 규제기준”을 참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건물 격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격리 정지냉각계통 유량제어 그리고 저온정지를 위해 배열 

될 필요가 있는 밸브 등은 제어실내에 원격제어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가적 

으로 최대 허용 냉각율을 넘지 않도록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유량제어 밸브가 적절 

한 제어설비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격리 관련하여 한(1) 계열의 고장이나 그 효 

과가 다른 계열의 고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지냉각계통의 각 계열은 물리적， 전기 

적으로 격라되어야 한다. 또한 정지냉각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높은 압력일 

때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적절한 격리가 가능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으 

로부터 정지냉각계통으로 연결되는 흡입관의 첫 번째 격리밸브는 가능한 한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한다. 연동장치 관련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 

력이 정상 정지냉각계통 진입 압력을 초과하고 있을 경우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관에 

설치되어 있는 격리밸브 (흡입관의 첫 번째 밸브， 두 번째 밸브， 세 번째 밸브)들은 

개방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정지냉각계통 흡입관 

의 설계압력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정지냉각계통의 흡입관에 설치되어 있는 격리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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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두 번째 밸브)은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연동되어야 한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 계측장비는 

환경조건하에서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 

설계되어 

설계지침서 환경 

브들 (흡입관의 첫 번째 

규정된 

환경조건 

3.1 3.5]에 

야 한다. 

다. 

시험요건 3.13.1.5 

규제 위한 프로그램 [참고문헌 3.13 .1 6]을 초기 기동시험 

가동 

시험시 가동전과 

기 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가동전 

일반적으로 출력운전중 운 

않기 때문에 그 유용성을 보증하기 위한 주기적 시험의 

어야 한다. 시료채취시 원자로 정지 동안 원자로냉각재의 화학적 

것이 필요하다. 용존산소， 용존수소 및 암모니아 농도는 원자로정지 

시되어야 하며 안전등급 2의 기기에 대한 가동중 검사에서 화학과 시료채취는 참고 

마련되 

성질을 감시하는 

기간 동안 감 

프로그램이 

정지냉각계통은 시험시 

전되지 

문헌 [3.1 3.7]을 적용한다. 누수감지 관련하여 참고문헌 [3.13 .15]의 원자로냉각재 압 

력경계 누수감지를 위한 기준은 원자로냉각재 누수 위치를 찾아내고 감지하기 위해 

요건은 검사 즈
 
。동

 
가
 

검사 관련하여 즈
 
。동

 
가
 

적용된다. 

참고문헌 [3.1 3.7]을 적용한다. 

정지냉각계통 배관 일부에 

설계 연계사항 3.13.1 .6 

설계되어야 한다. 

염화물， 비 흡습성， 내습성을 

균열 (SCC)에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공하고 있다. 차폐 관련하여 방사능 유체를 포함한 기기나 배관은 

폐된 지역에 위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3.13.7] 에 따른 가동중 검사를 포함한 보 

수， 시험， 검사， 조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가와 배관에 접근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차폐된 구역 내에 수동 밸브가 위치하면 밸브의 수동운전이 가능한 곳에 연장 

한다. 폐기물 수집 관련하여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된 원자로냉각재를 수집하기 위한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방출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의 양이나 조성 

배관 및 연결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 

관련하여 정지냉각계통은 사고 후 보수를 위한 접근을 보증할 수 

관련하여 오스테나이트 

지녀야 하며， 

참고문헌 [3.13.9]는 단열을 위한 규제범주를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된 단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단열 

접근성과 보수성 

있도록 

응력부식 저 열은 

적절하게 차 

'-
끼一 축이 제공되어야 

최소화하고 

이 누수는 정지냉각계통 방출밸브로부터 

에 따라 적절한 수단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수
 

l 

디프도 
...J._ '-재절은 오스테나이트 스레인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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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연결부와 접합은 기기의 보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기기설계에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사용된 최소한의 플랜지 이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접되어야 한다. 방 

사선 감시 관련하여 10CFR20과 10CFR100에 설명된 기준과 일치하게 환경으로 방 

사능 누수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은 

플랜트정지 기간 동안 연계계통을 통해 원자로냉각재의 방사선 준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3.13.2 계통 기능 

정지냉각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정지냉각 시작 온도에서 재장전 온도까 

지 감소시키고 장기간동안 재장전 온도로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정지냉각 운전) . 

정지냉각계통은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이후에 재순환 운전 동안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 내 물을 냉각하는데 사용된다 (재순환 운전) . 정지냉각계통은 핵연료재장전 

시 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부터 재장전차폐수조에 물을 충수하는데 사용된다. 정지 

냉각계통 흡입관 방출밸브는 원자로의 저온과압보호 (LTOP) 기능을 제공한다. 

3.13.3 계통 설명 

정지냉각계통은 안전등급 2 및 내진등급 I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배관의 

파단 없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전체압력을 견딜 수 있고 연계계통 냉각재상실사고 

(interfacing system LOCA)의 확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정지냉각계통의 설계압력 및 

설계온도는 6MPa 및 250 0

C 로 설계되어 있다. 정지냉각계통은 독립된 두(2)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열은 1 대의 정지냉각펌프， 1대의 정지냉각열교환기， 밸브， 

배관 및 계측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냉각계동 개략도는 그림 3.13-1에 나타나 

있으며 정지냉각계통의 배관 및 계장 도면은 참고문헌 [3.13.1]에 제공된다. 정지냉 

각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정해진 온도 및 압력 까지 낮아진 후에 정지냉각 운 

전을 시작한다 (수동 운전). 원자로용기 상부에 연결된 2 개의 정지냉각계통 흡입 

관을 통하여 정지냉각계통 내로 흡입된 원자로냉각재는 정지냉각펌프에 의해 송출 

되며， 송출된 원자로냉각재는 정지냉각열교환기를 거치면서 냉각되고， 안전주입계통 

의 4 개의 안전주입 배관을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된다. 안전주입계통의 

연결배관은 참고문헌 [3.13.2]에 나타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요건으로서 

두(2) 계열 냉각 시는 55 0C 이하로 유지 (정지냉각 시작 후 36시간)하도록 되어 있 
으며， 한(1) 계열 냉각 시는 90 0C 이하로 유지 (정지냉각 시작 후 36시간 내)하도록 

되어 있다. 정지냉각계통의 두(2) 계열 및 한(1) 계열 사용시 냉각 성능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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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및 그림 3.13-3에 나타나 있다. 냉 각율은 전 냉 각 과정 을 통해 최 대 75.C 

재r로 제한된다. 또한 정지냉각계통은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이후에 재순환작동신호 

가 발생되면 정지냉각펌프가 자동 기동되고 재순환 주입관 격리밸브가 자동 개방됨 

으로서 재순환 운전을 시작한다 (자동 운전) .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에 연결된 

안전주입계통 배관 4개중 2개의 배관을 통하여 정지냉각계통 내로 흡입된 원자로건 

물 재순환집수조 내 물은 정지냉각펌프에 의해 송출되며， 송출된 물은 정지냉각열 

교환기를 거치면서 냉각되고 정지냉각계통의 2개의 재순환 주입관을 통해 원자로 

건물 재순환집수조로 재순환된다. 관련 연결배관은 참고문헌 [3.13.1] 및 [3.13.2]에 

나타나 있다. 

3.13.4 기기 설명 

3.13.4.1 정지냉각펌프 

정지냉각펌프는 상기 정지냉각계통 기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정지냉각 운전 또는 

재순환 운전시 사용되며 이외 핵연료재장전시 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부터 재장전차 

폐수조에 물을 충수하는데 사용된다. 각 정지냉각열교환기에 1대씩의 정지냉각펌 

프가 할당된다. 정지냉각펌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수량 2대 

형태 1단， 직립형， 원섬형 

적용코드 KEPIC MN, 등급 2 

설계 압력 6MPa 

설계 온도 250.C 

정격 유량 18m'/h 

정격 수두 45m 

재질 스테인레스강 304, 316형 

또는 숭인된 다른 재질 

밀봉장치 기계적 밀봉장치 

3.13.4.2 정지냉각열교환기 

정지냉각열교환기는 냉각운전 동안 붕괴열， 현열， 정지냉각펌프의 열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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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정지 동안은 붕괴열과 펌프열올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정지냉각열교환기는 4 
O"C의 기기냉각수 온도와 2년의 원자로섬 평균연소도를 가정하여 정지냉각 시작 후 

36시간 이후에 55
0

C 의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적인 

오염 (fouling) 저항이 가정되어 정지냉각열교환기의 면적에 추가 여유분이 고려되 

어 있다. 정지냉각열교환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수량 2대 

형식 웰과 전열관， 수평 u-전열관 

열전달 면적 7.5m' 

총괄열전달계수 1930W/m‘ .'t 

Tube side 
유체 원자로냉각재 

설계압력 6MPa 

설계온도 250 't 

재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리스강 

적용코드 KEPIC MN, 둥급 2 

Shell side 
유체 기기냉각수 

설계압력 2MPa 

설계온도 150 "C 

재질 탄소강 

적 용코드 KEPIC MN, 둥급 3 

정지냉각 시작후 36시칸 이후 시점에서의 정지냉각열교환기 

Tube side 
T。r 그‘f1T」 18m’가1 

입구온도 55 0C 

출구온도 48.2 't 

Shell side 
유량 72m'/h 

입구온도 40 't 

출구온도 41.TC 

열부하 14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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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3 배관 및 밸브 

모든 정지냉각계통 배관의 재질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이다. 모든 배관의 

연결부와 접합은 기기의 보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기기설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사용된 최소한의 플랜지 연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접되어 었다. 기기 격리밸 

브들은 보수를 위해 기기를 격리하거나 운전을 위해 정지냉각계통을 정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유량 제어밸브들은 정지냉각열교환기 튜브측 유량의 원격제어 

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율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정지냉각펌프 배출구 

에 설치되어 있는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 및 천이 열효과로 인한 과압을 방지하는데 

있다. 정지냉각계통 흡입관 격리밸브들은 정지냉각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동된다. 정지냉각계통 열방출밸브들은 격리밸브 사이의 배관에서의 열팽창을 방 

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며 정지냉각계통 흡입관 방출밸브들은 원자로의 저온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3.13.5 계측 및 제어 

계측장비는 제어실에서 정지냉각 온도와 유량을 감시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정지 

냉각을 개시할 때 작동되어야 하는 모든 밸브는 제어실로부터 작동될 수 있다. 정 

지냉각계통 흡입관 격리밸브와 연관된 경보는 다양한 밸브 정렬과 원자로냉각재계 

통 조건을 제어실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3.13.6 계통 운전 

3.13.6.1 플랜트 정상출력시 운전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정상적으로 출력 운전되는 경우에 정지냉각계통은 운전되지 않 

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밸브로 격리되어 었다. 

3.13.6.2 플랜트 사고시 운전 

정지냉각계통은 플랜트 사고시 자동적으로 운전되지 않는다. 단， 장기냉각을 위한 

재순환 운전시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내 물을 냉각하기 위해서 정지냉각계통은 

자동으로 운전된다. 이 경우 재순환작동신호가 발생되면 정지냉각펌프가 자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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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되고 정상상태시 닫혀 있는 재순환 주입관 격리밸브가 자동 개방된다. 이 경우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내 물은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정지냉각펌프 및 

정지냉각열교환기를 거쳐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로 재순환된다. 

3.13.6.3 플랜트 가열 

플랜트 가열은 원자로를 저온정지에서 고온대기 상태로 올리는 일련의 수동 운전이 

다. 열교환기의 열제거 효과 없이 노섬으로의 유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지냉각열 

교환기를 우회한다. 가열율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지냉각열교환기로 유 

체가 유입될 수 있다. 주냉각재펌프가 기동될 수 있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 

및 압력이 약 200 0C 및 2.3MPa에 도달하면 정지냉각펌프는 정지된다. 정지냉각계 

통 기기는 플랜트가 다시 정지될 때까지 장기냉각을 위한 재순환 운전이 수행 가능 

하도록 정렬된 상태로 대기한다. 

3.13.6.4 플랜트 냉각 

플랜트의 냉각은 원자로를 고온정지에서 저온정지상태로 내리는 일련의 수동 운전 

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옹부 온도를 약 200
0

C까지 냉각하는 것은 증기발생기의 

열을 복수기로 뽑아내거나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를 이용함으로서 이 

루어진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도 및 압력이 200.C 및 2.3MPa 까지 내려오면 정 

지냉각계통은 사용된다.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가 저온과압보호가 요구되는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증기발생기 출구 옹도 이하가 될 때까지 정지냉각계통이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연결되지 않으면 정지냉각계통 격리밸브 CSC-251 , 253, 261 , 263, 252, 

254, 262, 264)를 개방하도록 하는 경보가 울린다. 저온과압보호가 요구되는 최대 

온도는 압력-온도곡선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경보는 운전원이 정지냉각계 

통의 허용 연동장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지냉각계통 운전이 가능한 최대 압력 이 

하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감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개의 정지냉각계통 흡입 

관에 있는 총 107~ 의 밸브와 관련된 연동장치는 정지냉각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지냉각계통은 다음과 같이 예열되고 운전된다. 아래 "*" 표시는 

제 1계열의 밸브를 나타낸다. 

1)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로부터의 재순환 흡입관 격리밸브 CSC-291 *, 292)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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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냉각열교환기 우회유량 제어밸브 (SC-305* , 306)를 개방하고， 정지냉각열 

교환기 토출 제 어 밸브 (SC-257* , 258)를 닫는다. 

3) 정지냉각계통 흡입관 격리밸브 (SC- 251* , 253* , 261* , 263* , 252, 254, 262, 264, 

255* , 256)를 개 방한다. 

4) 정지냉각열교환기 토출 제어밸브를 조금 개방한다. 

5) 정지냉각계통 예열관 격리밸브 (SC-289*. 29이를 개방하고， 정지냉각펌프를 기 
동시켜 정지냉각계통으로의 순환 유량을 형성시킨다. 

6) 일단 정지냉각계통에 유량이 형성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일부 유체가 정지 
냉각계통의 밸브와 배관을 가열하도록 정지냉각계통 주입관 격리밸브 

(SC-215* , 225* , 235, 245)를 조금 개 방한다. 

7) 예열관 격리밸브를 점차적으로 닫으면서 정지냉각계통 주입관 격리밸브를 점 
차적으로 개방한다. 정지냉각계통 주입관 격리밸므가 미리 설정된 위치까지 

개방되면 정지냉각계통 예열관 격리밸브를 닫는다. 정지냉각계통은 정지냉각 

운전형태로 연결된다. 

8)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율이 최대 75 0

C까lr로 유지되도록 정지냉각열교환기 토 

출 제어밸브와 정지냉각열교환기 우회유량 제어밸브를 조절한다. 

정지냉각열교환기 후단의 제어밸브로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을 조 

절함으로써 최대 냉각율 75
0

C/hr가 유지된다. 계통이 처음 운전되기 시작할 때는 

열전달을 위한 온도 차이가 커서 전체 정지냉각펌프 유량 중 일부만이 정지냉각열 

교환기 측으로 유입된다. 그러나 냉각이 진행됨에 따라 온도 차이가 감소하며 냉 

각율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지냉각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유량이 증가된다. 냉각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전체 정지냉각펌프 유량이 정지냉각열교환기를 통과할 때까지 

열교환기로의 유량을 주기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러한 운전은 정지냉각 시작 후 36 
시간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이 55 0C 이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55 0C 이하 
로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플랜트 정지 전체 기간 동안 정지냉 

각은 계속된다. 

3.13.6.5 보수 

정지냉각계통은 각 계열별로 정지냉각열교환기와 정지냉각펌프를 가진 독립된 두 

(2) 계열로 나눠진다. 따라서 한(1) 계열이 작동중일 때 다른 한(1) 계열의 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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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6 시험 

정지냉각계통의 적절한 운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전 시험을 수행한다. 가동전 

시험은 계측기의 교정， 적절한 냉각 유량의 확인， 모든 관련 밸브의 운전성 확인 등 

을 포함한다. 설치된 정지냉각열교환기에 대해 핵연료장전 전 고온기능시험 프로 

그램의 일부로 가동전 고옹기능 성능시험이 추가된다. 또한 주기적인 가동중 시험 

올 위해 핵연료재장전수탱크에서 정지앵각펌프를 경유하여 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 

되돌아가는 유로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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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3 Title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50, Licensing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3.13.14 Regulatory Guide l.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3.13.15 Regulatory Guide l.45, Reactor Coolant System Leak Detection 

3.13.16 Regulatory Guide l.68, Preoperational and Initial Startup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Powe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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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충전 및 정화계통 

3.14.1 설계요건 및 기준 

3.14.1.1 기능요건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 가열 및 냉각운전 중 원자로의 운전에 따른 원자로냉각 

칠소가스의 재고량을 조절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출력운전 중 누설에 의 

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원자로냉각재 및 질소가스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적정한 재 

고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 정지운전 및 핵연료재 

장전시 원자로냉각재로 부터 핵분열 생성물 부식 생성물 및 화학적 불순물을 제거 

하여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출력운전 중에는 정화운 

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다만 원자로냉각재의 수질을 운전조건에 맞게 유지하기 위 

q .l 
;’<재 

하여 필요한 화학제를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직접 주입할 수 있어야 한다. 펼요할 

7-l 。
'd 기一 

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원자로냉각재를 액체폐기물처리계통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고체폐기물계통으로 정화이온교환기의 폐이온교환수지 

를 방출하거나 새로운 이온교환수지를 충진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운전시 핵연료 

손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비방사능을 연속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압 및 누수시험을 위한 수단을 제 

공하여야 한다. 

3.14.1 .2 설계 기준 

비상뭉산수주입탱크 및 관련 기기를 제외한 충전 및 정화계통은 사고 방지 및 사고 

완화가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안전등급 분류는 KEPIC- ND 원 

전설계 (ANSVANS-51 .1 -1983 (R1988))를 따른다.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그 

그의 의 지지물은 안전등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비안전기능을 제공하는 기기와 

지지물은 비안전등급으로 설계한다. KEPIC-ND의 내용 중 원자로냉각재 보조계통 

에 대한 설계기준에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따라 설계하는 충전 및 정화계통 

그러나 계통의 은 단일고장기준이나 격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는 없다. 

신뢰도와 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중 기기 및 우회 유로를 확보하여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1.29 Rev. 03-1978에 따른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내진등급은 Regulatory Guide 

충전 및 정화계통의 부속계통 및 기기 설계 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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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계적 하중은 일반 산업 기준에 따르며 압력이 작용하는 기기의 재질은 계통 

의 규정 수명동안 발생하는 모든 운전 및 수압시험 조건하에서 취성 파괴가 일어나 

지 않아야 한다. 

만족시켜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모든 유형의 정상운전에서 

충전 및 정화계통 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예상되는 수질조건을 

설계압력과 설계온도 

보다 낮은 설계압력과 설계온도를 갖는 부분은 다중 격리설비와 과압보호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기기들은 그 기기들이 설치된 원자로건물이나 

보조건물의 환경조건 및 방사선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된다.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보수가 불필요한 곳에는 용접이음을 한다. 단， 펌프， 밸브 및 기기에 대해서 

는 유지， 보수를 위해 플랜지 이음이 허용-된다. 계통의 설계시 이격기준， 유지보수 

및 가동중 검사 요건 방사선방호 요건 둥을 만족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츠느 A-l o ,• L 및 

저온정지 

정화계통 중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하는 부분은 핵연료재장전， 정기보수 및 

운전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1MPa 이하이고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900 C 이하인 조건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된다. 이는 정화이온교환기내의 이온교환수 

지의 최대허용 운전온도 이하에서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하여 운전시 요구되는 수질 

_Q_ 
E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충전 및 정화계통 중 원자로냉각재의 비방사능을 

연속감시하기 위한 루프는 원자로건물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 루프는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주냉각재펌프의 수두를 이용하여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14.1 .3 운전요건 

계측 및 제어기기를 포함한 충전 및 정화계통의 모든 기기는 정상운전 시의 원자로 

건물 ul 
^ 복합건물의 환경조건하에서도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 
T 있어야 한다. 

충전 t:!l 
^ 정화계통의 성능을 보장하고，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리에 부합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사선 방호를 대비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30년의 플랜트 수명 기간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14.1.4 연계요건 

기기냉각수는 정화열교환기， 방사능감시열교환기의 

냉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갖도록 기기냉각수 계통을 설계하여야 

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운전 중 정화열교환기 및 방사능감시열교환기로 공급되 

는 기기냉각수의 최대 온도는 45'C를 넘지 않아야 한다. 

二도L 二그 "(:1 즈二 
。닙......，‘」 정화계통에 t:!l 

^ 
격드 A-l 

U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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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및 정화계통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오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공급압력 

은 0.7 :t O.lMPa 이며 이슬접 (dew point)은 ←40 .C 이하 여야 한다. 압축공기는 재 

장전 운전을 제외한 모든 운전 모드 시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충전 및 정화 

계통에 공급되는 고압 질소 가스는 최소한 99.99% 이상의 질소를 포함하고， 산소 

함유량이 5ppm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고압 질소는 재장전 운전을 제외한 모든 운전 

모드 시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고압질소공급탱크로 공급되는 질소의 공급압 

력은 10MPa 이상이여야 한다. 

보충수계통은 수용탱크와 원자로배수탱크등 기기에 원자로 기동시에 펼요한 보충수 

를 공급하여야 한다. 보충수계통에서 공급되는 보충수의 수질은 수칠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하며， 공급되는 보충수의 온도는 90 .C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충수는 충전 

및 정화계통이 운전되는 조건에서 항상 공급 가능하여야 하며 충전 및 정화계통의 

각종 기기에서 펼요로 하는 보충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충수공급모관 (makeup 

supply header)둥과 같은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충수공급모관에서 충전 및 정 

화계통의 해당기기로 공급되는 보충수 유량은 1.5m3/hr 이상이어야 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에는 화학적， 방사화학적 분석을 위한 원격 및 현장 액체 및 기체 

시료채취를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분석에는 pH, 암모니아 농도， 용존산 

소， 용존수소， 붕산농도 및 부식/핵분열생성물 방사능 준위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계통의 성능을 감시하는데 이용된다. 원격 및 현장 시료채 

취를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와 접촉하는 시료채취 배관은 오 

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또는 유사한 재질이어야 하며 재질은 SMART 연구로의 

수화학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시료채취 배관의 유체 속도는 대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하며 세척 유량이 충분히 커서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 

다. 가능한 한 수직배관에 시료채취를 위한 랩 (tap) 이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가 

불가능하면 수평배관의 상단에 또는 수평배관의 배관중심선 보다 높은 곳에 시표 

채취 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처리계통 액체폐기물처리계통 및 기체폐기물처리계통이 충전 및 정화계 

통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계통은 기기 및 계측기의 운전에 적절한 환경요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충전펌 

프， 정화펌프， 붕산수저장탱크 및 화학제주입탱크는 유해한 기체와 방사성 기체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기가 보장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충전 및 

정화계통의 기기에서 방출되는 열량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공냉식 

펌프의 경우에는 냉각을 위한 공기흐름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전력구동 밸브 중 원자로건물 격리밸브에 공급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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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정상운전 

전력을 공급받으며， 정상 전원이 상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도L 二:1. 1-1"1.. 0_ -""‘ 
τ3 닙 E 三~ T 정상 전원과 비상전원으로부터 

기간 중에는 소외전원 또는 소내전원으로부터 

실되었을 경우에는 비상 전원으로부터 

플랜트 려으」 --, '--

충전펌프 및 충전 

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와 질소가스를 보충하기 위하여 작동되는 

공급되는 전원은 한 계열의 고장이 다른 계열의 전원 상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전원은 각 계열에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결되어야 한다. 전기 

밸브와 기 

기에 

계통은 

각 채널 간 전기적 및 물리적인 독립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절기에 결빙이 예상되는 기기， 배관， 계측기， 루프 실 (loop seal) 등에는 동결방지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기가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결벙 방지 장치 사용 

시 온도는 50
0

C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열교환기들은 고장시 수리가 용이하도록 분리된 

동
 

二도l 二:1. 
。1=1

설치되어야 하 

배수설비가 제공 

요구된다. 계통 

확보해야 하며， 

있는 낮은 곳에 위치하 

격설에 

또한 통쪽 (shellside)의 

배수 설비가 및 현장 배기 

위하여 

계통 내의 

고， 방사능 차폐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되 어 야 하고 관쪽 (tubeside)과 통쪽에 

내의 펌프들은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二il. 7 l-...Q.. 
。/~ 근 충분한 

NPSHR (net positive suction head required)을 확보할 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위치하여야 한 

탱크들도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야 한다. 

있도록 충분한 높이에 

차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장전용 기구를 사용하여 이온교환기 

NPSHR을 만족할 수 

다. 

정화이온교환기는 높은 방사선을 띄므로 방사선을 

야 한다. 이온교환수지 교환시 이옹교환수지 

펌프의 연결된 출구에 

상부를 통하여 새로운 이온교환수지를 장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각 이온교환기 상부로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온교환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이온교환기 상부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설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용된 이온교환수지를 이온교환기로부 

터 제거할 때 액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물과 공기의 

온교환기 하부로부터 강제 유입시켜서 이온교환수지를 이온교환기 상부에 

배관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온교환기 하부에 

이온교환수지 장전 

갖춰야 

혼합물을 이 

연결된 

설비를 

혼 물과 공기의 

또한 상부에는 새로운 이 

수
 
’ 꿇

 

。

π
 

규제치 

위하여 원격 

방사선을 차 

필터 

이하 

합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 

온교환수지 장전용 플랜지 외에 폐기용 이온교환수지， 물， 공기 혼합물이 

있도록 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 정화펼터는 운전시 운전원의 피폭이 

가 되도록 방사선 차폐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화펼터를 교환하기 

으로 조정가능하고， 무거운 것을 취급할 수 있고， 필터로부터 방출되는 

휴대 가능한 차폐설비를 갖춰야 한다. 교환은 또한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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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 제거한 필터를 씻을 수 좋다. 있도록 하는 것이 송L 걱: 
E즈 l 펼터통 상부에서 

계기들은 차 

가능하여야 한다. 

모든 밸브는 운전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쉽게 접근할 수 

밸브 및 배관에 장착된 이들 배관을 구비해야 한다. 

계측이 폐된 곳에서 조작 및 

정화계통의 

및 탈염수 공급 

。l~
)아、 '--

는
 

수
’
 

각
 

냉
 

는
 

디
「
 지
7
 

냐
머
 
돼
 

어
ι
 

서
，
 

해
 

통
 

으E
 

관
 내

에
 
딴
 

수
 
야
 

누
 

해
 

지
H
 

수
’
 

t:!l 
;’‘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에 연결된 

원자로배수탱크와 기기배수탱크에 

충전 

rl 。
'dT 

。L 。

1흔 τ: 특별히 

허용해야 

흘러서 밸브로 유입되도록 설치 

수
’
 

」T 양의 작은 1 inch당 10cc써보다는 

물이 

밸브는 스템 (stem) 직 경 I그 프도 
-'-L 

감소시킬 

쉽게 접 

내부에 

계측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스템으로부터 

있고， 패킹을 통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계측기용 밸브는 가능하면 

근할 수 있고， 계측기에 가까이 설치하여야 하지만， 계측기가 방사선 차폐벽 

설치된 경우 계측기용 밸브는 방사선 차폐벽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용 밸브 자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방향을 정해야 한다. 

글로브 밸브는 시트 (seat) 밑으로부터 한다. 

발생되는 누수를 

끼} 

T 

스테인레스강이어야 

보 

오스테나이트 

한다. 스테인레스강은 316 혹은 304 형식이거나 숭인을 받은 대체물이어야 한다. 

스테인레스강의 형식의 선정은 설계옹도와 설계압력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야 하며， 또한 유체의 화학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펌프， 안전 밸브둥 특별히 

수를 위하여 배관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는 용접이 가능 

하도록 노즐이 준비된 상태에서 

은
 

소
 「

B 
T 배관과 口 프

-'- '--유체와 접촉하는 계통의 

연결을 할 공급된다. 펌프， 안전밸브 등은 플랜지 

공급하여야 한다. 

보호하기 위한 부하를 곳과 공조계통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에 

열 

플랜지를 부착하여 

운전원 보호와 염분으로부터의 배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곳에서만 단열이 

수 있도록 노즐에 

단열을 요구된다. 

이하가 바람직하다. 

최대 불소화물의 함량이 

입증하기 위함이다. 

사용되는 계측기는 기기에 가까이 

계측기는 운전원이 쉽게 

범위 내 일 수 있으며， 200ppm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물이 탈염수이거나 증류수임을 

감시하기 

설치하여야 

그림 1의 

또한 단열재에 대한 대표 

초과되지 않고 가공에 

할로겐화물 (halide) 성 분은 Regulatory Guide 1.36의 할 때에는 단열재의 

있는 

확 

설치되어 

기기의 작동을 

위하여 

한다. 

허용 

시료 

사용된 

기기의 작동을 

현장 제어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기가 설치된 현 

곳이어야 하며， 운전원이 쉽게 유지， 보수 

특히 계측기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손상 

모든 

인할 수 있도록 계측기가 잘 보이도록 

장 제어반은 방사선 준위가 충분히 낮은 

검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위가 낮은 차폐된 격실에 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방사능감 

방사능 

다] 
^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방사능감시기는 

치하여야 하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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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입구배관에 원자로냉각재에 포함된 16N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히 16N이 감쇄 

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원 보호와 비정상적인 누수를 감시하 

기 위해서 충전 및 정화계통의 배관 및 기가 주변에는 현장 방사선 계측기와 기체 

방사선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각의 방사선 계측기는 주제어실에 지시， 경보 

및 기록되어야 한다. 

3.l4.2 계통기능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가 냉각운전 중 저온정지조건에 도달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 

과 연결되며， 핵분열생성물， 부식생성물과 화학적 불순물을 제거하여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한다. 원자로냉각재의 암모니아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화학제주입탱크에 저장된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수질을 운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게 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출력운전 동안 원자로냉각재의 방사능준위를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이 

를 위하여 공정방사능감시기가 유출노즐과 충전노즐을 연결하는 유로에 설치되어있다.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모든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는 설계기준초과사고 발 

생 시에는 붕산수저장탱크에 저장된 고농도의 붕산수를 충전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냉 

각재계통에 주입한다. 원자로건물 내부와 외부에 탱크를 각각 설치하여 핵증기공급계 

통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누수를 수집하고， 필요시 액체폐기물처 

리계통으로 보낸다. 출력운전 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누설에 의해서 발생한 원자로냉 

각재의 부족분을 충전펌프로 자동 충수하여 가압기 수위를 유지한다. 출력운전 중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질소 누설에 의해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의 압력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고압질소를 자동 공급한다. 기동운전 전이나 원자로 가열운전 동안 운전의 필 

요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스실린더로 질소를 공급한다. 

3.l4.3 계통설명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 출력운전 중 공정방사능감시기를 통하여 원자로냉각재 

의 방사능준위를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이때의 유로는 원자로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충전 및 정화계통 유출노즐， 재생열교환기， 방사능감시열교환기， 공정방사능 

감시기， 재생열교환기， 충전노즐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로는 별도로 펌프 

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설치된 주냉각재펌프의 수두를 이용 

하여 운전된다. 재생열교환기의 후단에서 원자로냉각재의 일부만 방사능감시열교 

환기 쪽으로 흐르며， 그 나머지는 충전노즐 쪽으로 우회하여 공정방사능감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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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나와 재생열교환기에서 데워진 원자로냉각재와 합류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된다. 충전펌프로 주입되는 충수는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고， 공정방사능감시 

기 전 · 후단에서의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는 공정방사능감시기의 운전요건으로 인해 

낮게 유지된다. 이들을 충전노즐로 주입되기 전에 재생열교환기를 통과시켜 가열시 

킴으로써 충전노즐의 열충격을 감소시킨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 출력운전 중에는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하기 위한 운전을 

수행하지 않는다. 원자로 정지 후 냉각운전을 수행하여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저온 

정지온도인 900 C 이하가 되면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하기 위하여 유출노즐과 연결된 

밸브를 열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충전 및 정화계통의 정화를 위한 

(subsystem)과 연결한다. 우선 정화열교환기를 통과시켜 원자로냉각재를 

부계통 

500 C 이 

하로 냉각시킨다. 냉각된 원자로냉각재를 정화열교환기의 후단에 설치된 정화이온 

교환기， 정화필터를 이용하여 정화한 후 정화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으 

로 되돌려 보낸다. 원자로냉각재 정화운전은 각각 100%의 용량을 갖는 정화이온교 

환기 2대 중 1대가 운전되어 원자로냉각재 내의 이온성 핵종을 제거한다. 만약 운 

전 중인 정화이온교환기의 차압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 중인 정화이온교 

변경하여 정화운전을 계속 수행한다. 정화이온교환기 후단에 설치 

된 원자로냉각재 내에 부유하는 불용성 불순물을 제거한다. 정화열교 

환기로 유로를 

정화펼터는 

환기 후단에 

이상의 

설치된 온도계측기는 정화열교환기 출구에서 원자로냉각재가 설정치 

고온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원자로냉각재가 정화이온교환기를 우회하도록 밸 

브를 정렬하여 이온교환수지를 보호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 기동 및 가열운전 시 원자로냉각재의 체적증가로 인한 

잉여의 수용하며， 원자로 냉각운전 시에는 원자로냉각재의 체적감 

원자로냉각재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원자로의 

원자로냉각재를 

발생하는 소에 의해 

장한다. 

적절한 운전을 보 

충전 q_l 
^ 정화계통은 출력운전 시에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로냉각 

나와 재 

우회하여 

누설량을 보충할 수 있다. 충전펌프를 이용하여 수용탱크의 저장수를 

재계통에 주입한다. 충전펌프를 이용한 주입의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생열교환기에서 냉각된 원자로냉각재는 모두 방사능감시열교환기를 충전 

노즐쪽으로 흐르도록 밸브가 배열되며， 충전펌프로 주입되는 충전수는 

충전노즐로 주입된다. 이를 통해 저옹의 

재생열교환 

기를 거치면서 가열되여 충전수가 고온으 

로 유지되는 충전노즐로 직접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충전노즐의 여르느거_Q_ E즈。" "즈 

감소시킨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고압질소공급탱크와 충전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필요에 따라 가스실린더에 질소가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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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공급계통에서 공급받는다. 공급받은 질소를 고압질소공급탱크 

질소공급배관의 밸브를 폐쇄한다. 충전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주입하면 탱크내의 질소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압으로 압축할 수 있다. 

고압질소공 

중 가스실 출력운전 

플랜트 

저장한 후 

급탱크에 

린더에 

질소는 

에 

화학제주입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제어봉이 삽입되 

붕산수를 원 

주요기기의 연결배관 및 

위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지 않는 설계기준 초과사고 시에는 붕산수저장탱크에 저장된 고농도의 

자로냉각재계통으로 공급할 수 있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배치에 대한 자료는 그림 3.14-1의 개략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절하기 pH를 원자로냉각재의 필요시에 

암모니아수를 

기 기설명 3.14.4 

열교환기는 정화열교환기， 방사능감시열교환기， 재생열교환기가 있 

열교환기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 이다. 정화열교 

충전 및 정화계통의 

정화열교환기는 다관형 

환기로 유입되는 원자로냉각재를 정화운전에 적합한 온도까지 냉각한다. 

기기냉각수가 사용된다. 정화열교환기의 열적크기는 원자로의 저온정지 

화이온교환기 내의 이온교환수지의 최대 허용온도까지 원자로냉각재를 냉각할 수 있도 

록 산정되었다. 방사능감시열교환기는 다관형 열교환기이다. 

적합한 온도까지 냉각한다. 냉각수로는 기기냉각수 

열적크기는 출력운전 중 재생열교환기의 출구온도 

최대 허용온도까지 원자로냉각재를 

유출수에서 충전수로 열에너지를 

냉각수로는 

온도로부터 정 

다.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원 

냉각할 수 있도록 산정 

전달한다. 

공정방사능감시기에 

방사능감시열교환기의 

공정방사능감시기의 

재생열교환기는 

자로냉각재를 

가 사용된다. 

로부터 

충전수를 가열함 

재생열교환기의 통쪽으로 유입되는 원자로냉 

일부는 충전노즐 방향으로 우회되고 나머지는 방사능감시열교환기로 

되었다. 

으로써 충전노즐의 열충격을 감소시킨다. 

냉각되어 

또한 관측으로 유입되는 공정방사능감시기 출구 유량은 재생열교환기를 거 

적합한 온도까지 가열된다. 재생열교환기의 열적크기는 출력운전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로부터 방사능감시열교환기의 입구 온도까지 

열충격이 저감될 수 있는 온도까지 충전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각재는 

에
”
 이
「
 

즈E
 
재
이
 

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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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랩
 

된
 서
 
뺀
 

소
。
 며
」
 

이
 

치
 

중
 
냉각하고，충전노즐에서 

산정되었다. 

정화계통에는 정화펌프 원자로배수펌프 충전펌프가 설치되어있다. 정화펌프 

는 원섬펌프로 병렬로 2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원자로냉각재의 정화에 사용된다. 

후단에 설치된 정화펌프는 정화된 원자로냉각재를 충전노즐을 통하여 원자로냉 

정화펌프 한 대의 용량은 정화운전시 운전유량과 같다. 

.A~ 
。

충전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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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펼터 

각재계통으로 순환시킨다. 



자로배수펌프는 원자로배수탱크와 기기배수탱크에 수집된 원자로냉각재를 액체폐기물처 

리계통으로 이송하거나 수집된 원자로냉각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정화이온교환기로 보 

낸다. 원자로배수펌프는 원자로건물 외부의 차폐된 격실 내에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 

배수펌프는 병렬로 두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 대만 운전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충전펌프는 일정한 용량의 물을 고압으로 공급하는데 적합하도록 용적식 펌프이 

다. 각 펌프에는 과압보호를 위한 방출밸브가 있고， 토출압이 허용 최대압력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토출챔버에 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입구 안정기 (stabilizer)와 출구 

맥동완충기 (pulsation dampener)가 충전펌프와 함께 공급된다. 충전펌프는 두 대가 

병렬로 설치되어 있다. 충전펌프는 한 대만 운전하여도 충수운전 시에 요구되는 충수 

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용량이 선정되었다. 펌프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과 조립체는 내 

부식성이 좋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이다. 충전펌프는 원자로 냉각운전시 원자로 

냉각재의 수축으로 인한 냉각재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용탱크의 물을 충수하고， 

출력운전 중 가압기 저수위 신호발생시 수용탱크의 물을 자동 충수한다. 원자로 가열 

운전 종료 이후 또는 출력운전 중 질소누설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압력신호 발 

생시 가압기에 고압질소를 자동 공급할 수 있도록 충전펌프는 고압질소공급탱크에 물 

을 공급하여 탱크내의 질소를 가압시킨다. 또한 모든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는 설계기 

준초과사고시 붕산수저장탱크의 붕산수를 충전펌프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탱크는 수용탱크， 원자로배수탱크， 기기배수탱크， 고압질소 

공급탱크， 붕산수저장탱크， 화학제주입탱크 등이 있다. 수용탱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용한다. 원자로 기통 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질소가스를 충전을 하는 동안 배수되는 

물을 저장하며， 원자로 기동운전 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생긴 

냉각재의 팽창분을 수용한다. 원자로 냉각운전 중 냉각재 수축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물을 저장한다. 원자로냉각재의 충수가 요구되며， 수용탱크는 이를 위한 물을 공급한다. 

또한 수용탱크는 원자로 출력운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누설을 보충하기위한 보충수 

를 제공한다. 고압질소공급탱크의 질소를 가압하기 위해 공급되는 물의 수원이며， 고 

압질소공급탱크를 감압하기 위해서 고압질소공급탱크로부터 배수되는 물을 수용한다. 

원자로배수탱크는 원자로건물 내부에 설치된 파이렷구동안전방출밸브， 방출 밸브등과 

같은 각종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배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 내부의 가장 낮 

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원자로배수탱크는 원자로건물 내부의 차폐된 격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산소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압력 (0 - 20kPag)의 질소가스로 가압되어 

있다. 원자로배수탱크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스설린더와 연결되어 정지운전시 가압 

기에서부터 방출되는 질소가스를 수용하며 이를 기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보낼 수 있도 

록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원자로배수탱크는 원자로배수펌프를 이용하여 탱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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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집된 냉각재를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기기배수탱크는 각종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중력배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 

외부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기배수탱크는 원자로건물 외부의 차폐된 격실 

에 설치되어 있으며， 산소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압력 (0 - 20kPag)의 질소가스 

로 가압되어 있다. 기기배수탱크는 원자로배수펌프를 이용하여 탱크내의 수집된 냉각 

재를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고압질소공급탱 

크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압일 때 플랜트 질소공급계통에서 공급되는 질소를 가압하 

여 가스실린더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다. 고압질소공급은 원자로 가열운전 종료 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보정하거나 출력운전 중 질소가스 누설에 의한 가압기 압 

력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붕산수저장탱크는 모든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 시 원자로 비상정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붕소농도 4400ppm 

의 붕산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 내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다. 붕산수저장탱크는 탱크 

의 상부 뚜껑에는 2 개의 배관이 용접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수동밸브로 연결되어 

탱크에 붕산을 보충하여 채울 때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보충수공급모관으로부터 필요 

한 탈염수를 탱크로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붕산수저장탱크는 충전펌프 흡입관과 연결 

되어 있으며， 필요시에 충전펌프를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붕산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화학제주입탱크는 원자로냉각재에 필요한 암모니아수를 주입하 

기 위해 설치된다. 화학제주입탱크는 보충수공급모관으로부터 필요한 탈염수를 탱크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과 암모니아수 공급배관이 탱크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화학제주입 

탱크에 저장된 암모니아수는 원자로 기동전이나 출력운전 중에 원자로냉각재의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충전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공급된다. 화학제주입탱크 

는 출력운전 중 원자로냉각재의 누설에 의해 보충되는 보충수의 pH를 조절하기에 충분 

한 암모니아수를 공급하도록 용량이 결정되었다. 

정화이온교환기는 최대 정화유량에서 원자로냉각재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이온교환수지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병렬 

로 2대가 설치되어있다. 정화이온교환기는 H+와 OH 형태의 혼상이온교환수지로 충 

진되어 있으며， 이온교환수지를 교체하기 위한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정화이온교환기 

의 허용차압 초과로 인해 교체운전이 필요할 경우 대기 중인 정화이온교환기로 유로를 

전환하여 필요한 정화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정화이옹교환기에 유입되는 원자로냉각 

재의 온도가 정화이온교환기 운전허용온도를 초과하면 원자로냉각재가 정화이온교환기 

를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화이온교환기는 운전 중 높은 방사능을 띄므로 차폐 

된 격실에 설치되어 있다. 정화필터는 2개가 병렬로 설치되어 원자로냉각재로부터 불 

용성 불순물을 제거한다. 각각의 정화펼터는 최대 오염조건에서 허용 차압을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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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최대 정화 유량 조건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된다. 정화필터에는 운전동안 높은 방 

사능 준위가 형성되므로 정화필터는 차폐가 되어있는 격실에 설치되고， 펼터 교체를 위 

한 원격 설비가 제공된다. 충전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주요기기의 제원， 안전등급 및 

코드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정화열교환기 

수량 1 

형 식 Shell & Tube 

설 계 압력 (shellside/tubeside) 2.0MPa / 17.0MPa 

설계온도 (shellside/tubeside) 150 DC / 350 DC 

설 계 유 량 (shellside/tubeside) 22m'까1 /2.0m'/h 

운전유량 (shellside/tubeside) 18m'/h@40 DC / 1.5m’!h@50 DC 

입 구온도 (shellside/tubeside) 45 DC / 90 DC 

출구온도 (shellside/tubeside) * / 50 DC 

주요재질 (shellside/tu beside) 탄소강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 shellside/tubeside) 기기냉각수 / 원자로냉각재 

안전등급 (shellside/tubeside) 3 / 3 

코드등급 (shellside/tubeside) KEPIC MND / MND 

내 진 범 주 (shellside/tubeside) 1 / 1 

* 기기공급자 제공자료 

나. 방사능감시 열교환기 

수량 1 

형 식 Shell & Tube 

설계압력 (shellside/tubeside) 1.4MPa / 17.0MPa 

설계온도 (shellside/tubeside) 150 DC / 350 DC 

설 계 유 량 (shellside/tubeside) * / 2.0m'/hr 

운전유량 (shellside/tubeside) * / 1.5m'/h@50 DC 

입 구온도 (shellside/tubeside) 45 DC / 230 DC 

출구온도 (shellside/tubeside) * / 50 DC 

주요재질 ( shellside/tubeside) 탄소강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847-



사용유체 ( shell si de/tu beside) 기기냉각수 / 원자로냉각재 

안전둥급 (shellside/tubeside) 3 / 2 

코드등급 (shellside/tubeside) KEPIC MND / MNC 

내 진 범 주 (shellside/tubeside) 1 / 1 

* 기기공급자 제공자료 

다. 재생열교환기 

A ‘ 그L 
T당 1 

형 식 Shell & Tube 

설 계 압력 (shellside/tubesìde) 17.0MPa / 17.0 Pa 

설 계 온도 (shellside/tubesìde) 350 0C / 350 0C 

설 계 유 량 (shellside/tubeside) 5.0m'/h / 2.0m'/h 

운전유량 (shellside/tubeside) 4.1 m'/h / 1.5m'써@50 oC 

입 구온도 (shellside/tubeside) 310 0C / 50 0C 

출구옹도 (shellside/tubeside) 230 0C / 230 0C 

주요재질 ( shellside/tubeside)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shellside/tubeside) 원자로냉각재 / 원자로냉각재 

안전등급 (shellside/tubesìde) 2 / 2 

코드등급 (shellside/tubeside) KEPIC MNC / MNC 

내 진 범 주 (shellside/tubeside) 1 / 1 

라. 충전펌프 

까‘ 그L 
T ‘"êr 

형식 

배관설계압력 (흡입/배출) 

배관설계온도 (흡입/배출) 

정격유량 

배출압력 (정상/최대) 

흡입압력 

주요재질 

2 

용적식 펌프 

3.0MPa / 22.0MPa 

150 0C / 150 0C 
1.5m'써r 

14.7MPa / 22.0MPa 

0.12 ~ 0.5MPa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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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유체 원자로냉각재 

안전등급 2 
그n!:一: τ I=r 二닙:::L KEPIC MNC 

내진범주 

등급 1 E 여부 예 

능동기기여부 예 

마. 정화펌표 

수량 2 

형식 원심형 펌프 

배관설계압력 (흡입/배출) 2.0MPa / 4.0MPa 

배관설계온도 (흡입/배출) 150 0C / 150 0C 

정격유량 1.5m'/h 
ï.δs24y‘.!二「 200m 

흡입압력 0.12 - 0.5 MPa 

주요재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원자로냉각재 

안전등급 NNS 

코드등급 KEPIC MG 

내진범주 NS 

등급 1 E 여부 아니오 

능동기기여부 아니오 

바. 원자로배수펌표 

수량 2 

형식 원섬형 펌프 

배관설계압력 (흡입/배출) 1.0MPa / 2.0MPa 

배관설계온도 (흡입/배출) 150 0C / 150 0C 

정격유량 1.5m'가1 

AJZ극~c:::' 까「--I二「 20m 

흡입압력 0.12 - 0.5MPa 

-849-



주요재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원자로냉각재 

안전둥급 NNS 
코-E-f Er그닙 KEPIC MG 
내진범주 NS 
등급 1 E 여부 아니오 

능동기기여부 아니오 

사. 수용탱크 

수량 1 
형식 수직 

내부체적 10.üm3 

정상체적 7.üm3 

설계압력 (내부/외부) 3.0MPa / 0.3MPa 
설계온도 150t: 
정상운전 압력 0.12 - 2.0 MPa 
정상운전 온도 20 - 100 t: 
상부기체 질소 

재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원자로냉각재 

안전둥급 3 
코드등급 KEPIC MND 
내진범주 I 

아. 원자로배수탱크 

수량 1 
형식 수평 

내부체적 15.üm3 

정상체적 12.아n3 

설계압력 (내부/외부) 4.0MPa / 0.3MPa 
설계온도 15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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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압력 0.12 - 3.0MPa 

정상운전 옹도 20 - 100 "C 
상부기체 질소 

재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원자로냉각재 

안전둥급 NNS 
코-C-f Er그업 KEPIC MG 
내진범주 NS 

자. 화학제주입탱크 

수량 1 

형식 수직 

내부체적 3.75m3 

정상체적 3.Om3 

설계압력 (내부/외부) 1.0MPa / 0.1MPa 
설계온도 150 "C 
정상운전 압력 O.l2MPa 
정상운전 온도 20 - 5O"C 
재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암모니아수 

안전등급 NNS 
코드둥급 KEPIC MG 
내진범주 NS 

차. 고압질소공급탱크 

수량 1 

형식 수직 

내부체적 0.81m3 

정상체적 0.14 - 0.53m3 

설계압력 (내부/외부) 17.0MPa / 0.3MPa 
설계온도 1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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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압력 10.0 - 15.0MPa 
정상운전 온도 20 - 50.C 
상부기체 질소 

재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원자로냉각재 

안전둥급 3 
코E 둥급 KEPIC MND 
내진범주 

카. 정화이온교환기 

TA‘그낳L 2 
수지형식 mixed bed 
설계유량 2.0m3/h 

설계압력 2.0MPa 
설계온도 150't 
운전유량 1.5m3/h 
운전압력 < 1.0MPa 
운전온도 20 - 60.C 
유효수지부피 0.43m3 

재질 오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사용유체 원자로냉각재 

안전둥급 NNS 
코드둥급 KEPIC MG 
내진범주 NS 

타. 정화펼터 

수량 2 
필터형식 카E 리지 교환형 

펼터성분 합성섬유 또는 동둥성분 

설계유량 2.0m3/h 
셜계압력 2.0MPa 
셜계온도 1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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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유량 1.5m3/h 

운전압력 < 1.0MPa 

운전온도 20 - 60 0C 

고체입자제거크기 2 micron 이 상， 98% by w t. 

재질 오〈테나이 E 스테인레스강 

안전등급 NNS 

코드등급 KEPIC MG 

내진범주 II 

3.14.5 계측 및 제어 

충전 및 정화계통 운전 중 계통의 상태와 운전을 감시하고 설계 제한치 이내로 유 

지하기 위하여 각종 계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원은 운전변수를 제어실에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다. 충전펌프의 운전상태는 펌프 후단에 설치되어있는 압력 

계를 이용하여 확인되며 밸브의 정렬상태는 제어실의 패널에서 개/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제어실에 지시된다. 각 탱크에는 수위지시계， 압력지시계 및 경보계가 설치 

된다. 경보계는 운전자에게 설정치를 초과함을 알려준다. 정화열교환기 후단에 설 

치되어있는 온도지시계는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를 감시하여 고온의 냉각재가 유입될 

경우 정화이온교환기를 우회시켜 이온교환 수지를 고온으로부터 보호한다. 정화이 

온교환기의 교체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각 기기의 전 · 후단의 압력차가 제어실에 

서 지시된다. 공정방사능감시기는 원자로건물 내부의 유출노즐과 충전노즐을 연결 

하는 순환유로의 배관 벽에 설치되어 유출되는 원자로냉각재의 총감마방사선 

(gross gamma radiation) 및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감마비방사능 (specific fission 

product gamma activity)을 감시한다. 공정방사선감시기는 운전원에게 핵연료 피 

복재의 손상 가능성에 대한 추세를 알려주는 기기만으로 사용된다. 공정방사선감 

시기의 판독에 대한 검증은 일차시료채취계통을 통한 수동시료 측정에 의해 수행된 

다. 공정방사능감시기의 제원은 표 3.14-1에 정리되어있다. 방사능감시열교환기 

후단에 설치되어있는 온도지시계는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를 감시하여 고온의 냉각재 

가 유입될 경우 원자로냉각재가 공정방사능감시기를 우회하도록 한다. 

3.14.6 계통운전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가 저온정지(< 900C)에 이르면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정화운전을 실시하기 위해 충전 및 정화계통의 정화이온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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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펼터와 정화펌프로 유로가 형성되도록 밸브를 정렬한다. 유출된 원자로냉각재 

는 정화열교환기에서 최대허용 정화온도 ( -50"C)까지 냉각된 이후에 정화이온교환 

기와 정화필터를 거치면서 정화된다. 정화된 원자로냉각재는 정화펌프를 이용하여 

재생열교환기와 충전노즐을 거쳐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되돌아간다. 한편， 재장전 

운전시에도 충전 및 정화계동을 연결하여 원자로냉각재를 정화한다. 

원자로냉각재 정화는 이온성 핵종이나 불용성 입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각 100% 

의 용량을 갖는 2대의 정화이온교환기중 1대를 이용하여 수행되어 진다. 사용중인 

정화이온교환기는 전 · 후단의 압력차가 계측되며 차압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병렬로 설치된 여분의 정화이온교환기로 유로를 변경하여 정화운전을 계속 수행한 

다. 원자로냉각재 중에 존재하는 불용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화이온교환 

기 후단에 설치된 정화펼터로 원자로냉각재가 흐르게 한다. 정화열교환기 후단에 

위치한 온도계측기에서 측정된 원자로냉각재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온교환수지 

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화이온교환기를 우회하도록 밸브를 정렬한다. 

원자로냉각재의 정화는 출력운전 중에는 수행되지 않는다. 다만， 충전 및 정화계동 

은 출력운전 중에 방사능감시루프를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의 방사능을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방사능감시루프는 원자로건물 내 

부에 위치한다. 방사능감사열교환기 후단에 설치된 공정방사능감시기로 출력운전 

중 원자로냉각재의 일부를 흘려 원자로냉각재의 총감마방사선 및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감마비방사능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핵연료의 손상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정 

보를 제공한다.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출력운전 중 시료채취에 의 

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료채취는 방사능감시열교환기 후단에 연결된 

시료채취설비를 통하여 수행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화학제 주입운전은 원자로냉각재의 pH를 제어하기 위하여 화 

학제주입탱크에 저장된 암모니아를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하는 운전이다. 화 

학제 주입운전은 원자로 기동전이나 정상출력운전 중에 수행된다. 화학제주입탱크 

에 저장된 암모니아를 충전펌프로 필요한 양만큼 주입한다. 암모니아수의 주입 후 

시료 채취를 통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수질이 운전허용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은 원자로 초기충수 기동운전 가열운전 및 냉각운전 시에 원자로 

냉각재의 체적제어운전이 수행된다. 가열운전 중 원자로냉각재는 원자로냉각재계 

통 운전의 필요에 따라 충전 및 정화계통의 수용탱크로 배수된다. 원자로 기동전 

조치로 배기 운전을 설시한 이후 가스설린더와 연결된 플랜트 질소공급계통을 연결 

하여 질소가스로 대가압보다 약간 높게 지정된 압력으로 가압하면서 원자로용기의 

원자로냉각재를 운전에서 필요한 만큼 수용탱크로 배수한다. 가열운전 동안 원자 

로냉각재는 온도와 압력이 200C와 1.5MPa 에서부터 증기발생기 업구온도가 20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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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ττ 원자로냉각재의 상승에 의해 팽창된 온도 때 이 가열된다. 때까지 가될 

옹도가 원자로냉각재 배출된다. 수용탱크로 위하여 유지하기 까- 01 2~ 
."Tl""2 가압기의 

도달했을 때， 가압기 환형공동 수위는 약 60%로 유지되고， 가압기 압력은 2000C에 

플랜트 질소공급계통과 연결된 고압질소공급탱크 상부의 증가한다. 약 2.3MPa까지 

rr 
E크 정렬하여 질소를 공급하여 가압기 압력을 10MPa까지 가압한 후 밸브를 배관에 

원 가열하여 원자로를 격리한다. 정화계통으로부터 및 질소공급계통을 충전 랜트 

진입할 출력운전으로 종료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기동운전이 자로냉각재계통의 

유출 벗어날 경우에는 수위가 운전범위를 가압기의 때 이 상태가 된다. 있는 」‘
기-

때 

수용탱크로 원자로냉각재를 유출하고， 설정치보다 낮을 

때에는 수용탱크에 저장된 물을 충전펌프로 충수하여 수위를 높인다. 

수위가 설정치보다 높을 가압기 내의 수위를 조절한다. 

에는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해
 

통
 

。-E 전
 

。

τ
 

‘ 

수
 

l 충
 

및 

가열운전 종 

운전이 않았을 경우， 가압기 압력이 

도달하도록 고압질소공급탱크와 충전펌프를 

도달되지 운전 압력이 설정치에 료 후 가압기 

가스 이용하여 가능한 값 (14.7MPa)에 

실린더에 질소를 공급한다. 

원 발생한 누설은 원자로배수탱크로 수집된다 출력운전 중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부족분은 수용탱크에 저장된 물을 충 자로냉각재계통 누설로 인한 원자로냉각재의 

운전범위 (45 가압기 수위가 설정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이를 통하여 보충한다. 공급하여 전펌프로 

수위보충신호 은
 

저
」
 

。} 
ι
 

때 이 한다. 51.5%) 이내로 유지되도록 

를 받아 자동으로 수행된다. 

냉각된다. 2000C까지 출력운전조건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즈
 
。냉각운전 원자로 

질소 이후 가압기와 가스실린더의 이때 원자로냉각재계통은 10MPa까지 감압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2.3MPa 이하가 되 배기하여 원자로배수탱크로 가스를 

보낸다. 기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배기된 질소가스는 원자로배수탱크로 도록 한다. 

도달하 설정치에 발생했을 때 가압기 압력이 저압력 누설이 출력운전시 질소가스의 

질소보충신 정화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i전 및 이 때 였을 경우가 발생한다. 

운전범 

펼요한 질소를 자동으로 가압기에 

가압기 압력이 설정된 이용하여 

있도록 

호를 받아 고압질소공급탱크와 충전펌프를 

}‘ • 운전될 15.0MPa)내에서 (14.2 위 

공급한다. 

붕산수저장탱크의 붕산수를 원자로냉각재계 붕산수주입운전은 충전펌프를 사용하여 

정지 삽입되지 않아 원자로 운전은 다수의 제어봉이 이 주입하는 운전이다. 통에 

i
A
수
수
수
 

}T l 산
 

님
부
}
 

。

열쇠잠금 (key-lock)을 해제하 

보조수단이다. 정지 원자로 

주제어반의 

-855 -

사용되는 

주입운전은 수동으로 작동되며， 운전원이 

초과사고 시 설계기준 가 불가능한 



고 격리밸브를 개방시켜 붕산수저장탱크와 충전펌프의 흡입측 배관을 연결함으로써 

수행된다. 

3.14.7 시험 및 검사 

충전 및 정화계통의 각각의 기기는 계통에 설치되기 전에 검사되고 세척된다 본 

계통 배관내의 작은 조각들과 그 밖의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하여 고속의 탈염수 

가 사용된다. 충전 및 정화계통의 모든 부분은 유로， 유량， 기계적 건전성과 관련 

하여 운전 개시 전에 시험된다. 자동제어 설비는 적절한 설정값에서의 작동 여부 

가 시험되며， 경보기능도 운전성과 적절한 설정값이 점검된다. 방출밸브의 설정값 

도 점검되며 펼요에 따라 조절된다. 충전 및 정화계통 운전 중 기기의 상태와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충전 다] 
^ 정화계통 운전 관련 변수들이 감시， 확인되며 밸브 

의 누설이 감시된다. 안전등급 3에 해당하는 충전펌프에 대하여 KEPIC-MO에 따 

라 가동 중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펼요한 경우 KEPIC-MO에 

따라 밸브의 가동 중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배기， 배수， 시험 배관이 설치 

되어있다. 충전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계측기는 가동 중 시험기간 동안에 보정되 

며， 계통의 성능에 펼요한 경보 기능도 점검된다. 

3.14.8 과압보호 

충전 및 정화계통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방출밸브를 통한 보호장치가 전 계통에 

제공되어 있다. 다음 사항들은 충전 및 정화계통에 설치된 방출밸브에 대한 설명 

이다. 정화열교환기 후단에 설치된 방출밸브는 과압으로부터 정화필터， 정화이온교 

환기 및 관련배관을 보호한다. 방사능감시열교환기 후단에서 수용탱크와 일차시료 

채취계통의 연결배관에 설치된 방출밸브는 과압으로부터 저압배관을 보호한다. /-
T 

용탱크에 설치된 방출밸브는 과압으로부터 수용탱크를 보호한다. 충전펌프의 안전 

한 운전을 위하여， 각 계열에 설치된 펌프의 토출압이 허용 최대압력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토출배관에 과압보호를 

설치된 방출밸브는 과압으로부터 

랴으 처사우처시 
。 Ö l.!... '~'ï 발생가능한 압력 

위한 방출밸브가 설치된다. 고압질소공급탱크에 

고압질소공급탱크를 보호한다. 방출 밸브들의 용 

과도현상시 유발되는 최대유출유량과 같다. 이 

방출 밸브들의 설정압력은 저압배관과 저압배관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압력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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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수화학설계 

SMART 연구로의 핵증기공급계통의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 이차계통， 보 

충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등에 대한 수화학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3.14.1]. 수화학 설계지침서에는 각 계통재질의 적절한 선정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수화학 설계시방과 안정적인 장기운전에 적합한 수화학 운전시방등이 제시되어 있 

으며， 화학첨가제， 이온교환수지， 단열재에 대한 화학시방과 시료채취 및 감시요건 

등이 제공되어 있다. 플랜트 운전시 수화학관리 항목이 정상운전 제어치를 벗어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취해지는 교정조치가 기술운영지침서 요건과 연계하여 사용되 

도록 일차측과 이차측에 대하여 각각의 조치준위가 설정되어 있다. 

일차계통 수화학의 목적은 모든 운전모드에서 계통재료의 부식을 방지하여 플랜트 

가 고장없이 운전되도록 보장하고 운전원의 피폭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원자로냉 

각재의 pH는 9.5-10.6 (@25 0

C)의 범위에서 운전된다. 표 3.14-2에는 정상출력운전 

시 원자로냉각재의 화학시방과 정상운전 제한치를 벗어난 경우에 대하여 각 조치준 

위에 따른 수화학 제한치가 제시되어 있다. 수화학 설계지침서에는 이 밖에도 다 

수의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는 설계기준초과사고시 고농도의 붕산수를 주입하기 위 

한 붕산수저장탱크， 안전주입수와 핵연료재장전 운전시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핵연 

료재장전수탱크， 수용탱크 및 각 계통에 공급되는 보충수의 화학시방이 제시되어 

있다. 

SMART 연구로의 이차계통에 적용된 중성 수화학은 증기발생기를 포함한 이차계 

통 재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차계통에 공급되는 복수의 pH를 6.0-8.0의 

범위에서 운전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차계통을 구성하는 각 기기와 접촉하는 유체 

(급수/복수/주증기)의 정상운전시 화학시방은 표 3.14-3과 같고 각 조치준위에 따른 

수화학 제한치도 제시하였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및 봉입가스로 사용되는 질소 

가스를 포함한 후보 첨가제의 화학순도 원자로냉각재 정화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 

지의 성능과 화학적 형태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일차측과 이차측의 유체의 화학조 

건을 주어진 운전시방 범위 이내로 유지， 제어 및 감시하기 위한 시료채취계통， 감 

시계통 및 약품첨가계통에 대한 설계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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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원자로 재료부식특성평가 3.l4.l0 

본 연구는 SMART 연구로의 계통재료에 대한 장기부식 특성평가를 목표로 수행되 

계통재료 총 28종 172 시편에 대해 최대 1000일까지 장기 부 본 연구에서는 었다. 

대한 부식거동， 부식속도， 수화학 영향에 

특성평가 결과는 중간보고서 

식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여 

[참고문헌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된 

3.l4.2] 및 최 종보고서 [참고문헌 3.14퍼에 정 리 하여 제출하였다. 

는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pH가 SS321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에서 효I 
'-평가하였다 。

-
근
 

‘ 
너
 
d 트

 「

대한 기술 분석 

3.l4.4,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기술현황을 대한 nodular 부식특성에 과 Zr 합금의 

3.l4.51 
있었 /‘ , 얻을 결과를 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토르/셔 --, 。장기부식 계통재료의 

수행하였을 때， 그림 

천이가 발생하였 

보였고， 합금에 따른 차이는 

장기부식을 Ti 합금은 1000일 전열관 재료인 증기발생기 다. 

부식속도의 3.1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 200, 450, 750일에서 

무게증가량은 25 mg/dm2로 매우 낮은 부식량을 다. 

수소흡 부식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Ti 합금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각 합금의 수소흡수율은 6-8 ppm!yr로 서로 비슷하였다 (그림 

적용하여 증기발생기 수명 (30년)말기에 

1000 일까지 

참 3.14-3 까‘ 그} 。
， 0ττ 

부식반응에 6/、 동 까‘주!-.Q_ 
τ- .J..:-g-，돋F 근 Ti 합금의 조). 

예측되었다. 

동일한 부식속도를 나타내었 

매우 우수한 내식성을 보였다(그 

부식특성은 그림 3.14-5의 결과에 

것으로 정도일 ppm 

Zr- l.ONb 핵연료 피복재는 1000일 동안 천이현상 없이 

1000일 후 무게 증가량은 약 125 mg/dm2로 

압력용기 피복재료인 SS321의 

200-250 소
 

수
 
’ 습수되는 전열관에 의해 

다. 

림 3.14-4 참조) . 

서 보여주듯이 무게 증가 및 감소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부식거동을 보였으나 그 변 

화량은 10 mg/dm2 이하로 크지 않았다. 

여 수화학 조건이 부식거동에 

한편 ， SMART 연구로의 계통재료에 대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농도(pH) ， 

용존수소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Ti 합금은 암모니아 농도가 낮을수록 
내식성이 우수하였으며， Zr- l.ONb 합금의 경우는 암모니아 농도에 

을 보였다. 부식 용액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 농도차에 의해 Ti 합금의 경우는 초 
기에는 부식속도의 차이가 컸으나 350일 이후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Zr- l.ONb 

합금의 경우에는 용존산소 농도에 따른 부식량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600일 

무관한 부식특성 

미치는 

용존산소 및 

부식시 

= -0 

그래프로부터 SMART 가동조 

부식거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 

약 10% 높은 무게 간 기준으로 용존산소농도가 30ppb에서 8ppm으로 증가하면 

부식거동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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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장기 

구하였고 

결과로부터 

속도상수를 논Lλ1 
I --, 

가를 보였다. 

본 연구의 특성평가 

건에서 계통재료의 



게 되었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Ti합금의 수소 흡수율 

및 수소 취성평가가 이루어져 재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Ball bearing , ball screw, Nd 자석 재료 등 CEDM 재료의 부식특성 평 

가 결과로부터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며， ball bearing 재료의 선정， Nd 자석재 

료의 손상방지를 위한 스테인레스강 cladding 등에 부식특성 결과가 관련분야의 설 

계에 반영되었다. 

3.14.1 1 암모니아 방사평형 및 부식생성물의 비방사능 평가 

3.14.1l.1 암모니 아 방사평 형 

본 평가의 목적은 암모니아의 방사화학평형 상관식을 이용하여 원자로 출력운전시 

원자로냉각재의 암모니아， 수소 및 질소농도를 예측하는데 있다. SMART 연구로 

의 암모니아 수화학에 사용되는 암모니아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N2와 H2로 분해되 

며 분해되는 정도는 중성자 속 (neutron flux)의 함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암모 

니아 방사화학평형 상관식은 계통의 재질선정과 수화학 설계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암모니아 방사화학평형 상관식은 국내의 원자로에서 1n -pile test를 통해 구해야 하 

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실험설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 

내에서 실험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외 전문기 

관 (러시아의 OKBM)과의 협력을 통하여 암모니아의 방사-화학평형 상관식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실험자료를 확보하고， 가스가압기의 모델링을 위한 전산코드 

(GARR1C)를 도입하였다.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산코드의 source file, 사용자 매뉴얼 

및 코드 검증보고서를 입수하였고 해당 전문가 2명의 기술자문을 수행하였다 [참고 

문헌 3.14.6]. 연구결과， 그림 3.1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 중의 암모니 

아 농도는 방사평형과 원자로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수소 질소농도에 따라 결정된 

다. 즉， 시스템의 평형상태는 암모니아의 농도， 방사분해， 수소， 질소농도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암모니아 수화 

학 설계에 필요한 원자로냉각재내의 암모니아와 수소 및 산소농도 예측하였으며 가 

스가압기 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변수를 도출하였다. 

3.14.1l.2 부식생성물의 비방사능 평가 

본 평가의 목적은 원자로의 운전이력에 따른 원자로냉각재내에서의 부식생성물 

(crud)에 의한 비방사능을 평가하는데 있다. SMART 연구로는 기존의 상용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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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재료 (Ti 합금)와 수화학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MART 연구로 
와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되는 재료의 부식 및 비방사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외 전문기관 (러시아의 OKBM) 

과의 협력을 수행하여 부식생성물의 비방사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전산코드 (KORA) 
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KORA 전산코드의 source file , 사 

용자 매뉴얼 및 프로그램 검증보고서를 입수하였고， 해당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수 

행하였다 [참고문헌 3.14.7]. 본 연구에 사용된 KORA 코드는 각 유로에서의 부식 
생성물에 의한 비방사능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열수력조건， 계통 

재료， 방사선 유무 등에 따라 9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multi-zone 모델을 사용하였 
다. SMART 연구로의 핵연료 주기인 720일 운전 후 노섬과 증기발생기에서 원자 
로냉각재의 장주기 핵종에 대한 비방사능 계산결과는 표 3.14-4에 제시된 바와 같 

다. 평가 결과 SMART 연구로의 부식생성물에 의한 비방사능은 상용원전에 비하 
여 매우 낮은 비방사능 값을 보였다. 이는 암모니아 수화학의 채택과 Ti 합금과 
같은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선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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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 공정방사능감시기 

-까「‘ 그 ‘ f1rF 1 

정확도 ::!: 15% of reading 

10 4 to 102 llCνcc Rb- 88 

측정범위 10 4 to 102 μCi/cc gross gammas 

between 0.1 and 2.5 Mev 

표 3.14-2 원자로냉각재 정상운전시 화학시방 

벼'- -까「‘ 
정상운전 

조치준위 1 조치준위 2 조치준위 3 
제한치 

pH(@ 25 0C) 10 - 10.5 

암모니 아(NH3) ， ppm 10 - 100 

염소이온(Cl ), ppm 드 0.05 > 0.05 > 0.15 > 1.5 

불소이 온(F ), ppm 드 0.05 > 0.05 > 0.15 > 1.5 

용존산소， ppm 드 0.05 > 0.05 > 0.1 

용존수소， cc/kg H20 25 - 50 

용존질소， cc/kg H20 < 2000 

황화물(sol ), ppm 드 0.05 > 0.15 > 1.5 

Suspended Solid, ppm 드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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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3 급수/복수/주증기 정상운전시 화학시방 

1견4’ -/i「、 제한치 조치준위 l 조치준위 2 조치준위 3 

pH @25 0C 6.0 - 8.0 <6.0, >8.0 

양이 온 전도도， μS/cm 드0.2 >1.0 >1.0 

구리， ppb 드 0.5 >0.5 

철， ppb 드5 >5 

나E 륨， ppb 드 1 >1 >3 >5 

il그」 -}「‘ 드 10 >10 >10 
용존산소， ppb 

호-깅1L즈 ’二 드 10 >10 >30 

염소이온， ppb 드3 >3 >5 >10 

황화물， ppb 드 1 >1 >3 >5 

실리카， ppb 드 1 >1 >2 

Suspcnded Solid, ppb <10 

표 3.14-4 SMART 연구로 부식생성물에 의한 비방사능 

Core Steam Generator 

Surface Volume Surface Volume 
(l.lCν'cm2) (μCVcm3) (llCVcm2

) (llCVcm3
) 

Cr-51 1.01E+01 5.05E-04 1.38E-01 4.38E-04 

Mn-54 3.02E+00 1.78E-04 1.61E-01 1.70E-04 

Fe-59 2.59E+00 1.33E-04 5.29E-02 1.28E-04 

Co-60 2.07E+OQ 1.28E-04 1.31E-01 1.22E-04 

Co • 58 1. 38E +01 7.36E-04 3.98E-01 7.04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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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계측제어계통 

3.15.1 계측준위 

SMART 연구로의 인 간 기 계 연 계 체 계 (man-machine interface system)는 일체형원 

자로의 주요 특성을 설계요건으로 반영하며 자체 개발한 국산화 디지털 기술 적용 

과 제반 인간공학 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추구하여 인적오류로 인한 사건발생 가능 

성의 최소화， 자동화 기능 강화， 운전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경제성을 달성한다. 

SMART 연구로의 운전 상태를 운전원이 감시 및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수단과 방 

법을 제공하는 인간기계연계체계는 크게 계측제어계통과 제어실로 구분할 수 있다. 

계측제어계통을 기능 관점에서 식별하면 계측준위， 제어준위， 감시준위， 통신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SMART 연구로의 계측준위는 공정계측， 핵 계측， 특정감시의 세 

가지 유형 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공정계측계통 

연구로의 공정계측계통은 [참고문헌 3.15.1] 및 [참고문헌 3.15.2]에 따라 SMART 

열수력 현상을 감지하여 신호조정， 아날로그/디지털변환， 신호처리를 수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상위의 준위인 제어준위 및 감시준위에 제공한다. 

고문현 3.15.32]의 원자력 안전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공정계측계통은[참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 

으로 나뉘며， 안전등급은 독립적인 4 채널， 비안전등급은 2 채널 구성을 갖는다. 

공정계측계통의 구조는 크게， 센서 (계측기) 및 트랜스미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및 각종 신호를 조절하는 선호취득 및 변환기 디지럴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신호처 

리기로 구성된다. 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선호처리 결과는 안전등급 통신체계를 

통하여，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선호처리 결과는 비안전등급 통신체계를 통하 

여 상위 준위언 제어준위 및 감시준위에 전송된다. 

1) 공정계측계통 기능요건 

공정계측계통의 핵심 기능은 SMART 연구로 공정계통 또는 주요 기기상태에 관한 

온도， 압력， 유량， 수위， 전류， 속도， 위치와 같은 변수를 감지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기능을 세분하면 선호조정 기능，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기능， 신호처리 기능， 선호 

및 데이터 전송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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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조정 기능은 센서로부터 획득한 원시신호를 신호 죠二 λ} --, 。 또는 입력장치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특정한 아날로그 량을 연산， 변환， 선형화 등을 통 

해 다른 아날로그 량으로 바꾸는 기능을 의미하며 이 외에도 아날로그 잡음처리 q_l 
;’<

차폐기능도 신호 조정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열전대 등의 출력신호는 미약하 

므로 아달로그/디지털 변환 전에 이를 증폭하는 기능을 가지며， 전송기의 경우 전류 

/전압 변환， 저항온도측정기의 경우 저항/전압 변환， MCP 회전속도의 경우 주파수/ 

전압 변환을 통해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주파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전에 저역 여파 기능을 갖는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능은 센서 또는 선호조정기에서의 아날로그 출력선호를 디 

지털 장비를 사용하는 연계계통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한다. 선호처리 기능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이 수행된 디지털 데이터를 조작함으 

로써 시스템의 선뢰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타 연계 시스템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처리한다. 또한 공정변수의 입력 값에 대한 공학적 단위 

변환， 입력되는 공정변수에 대한 신호검증， 신호 및 

처리된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능을 갖는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디지털 신 

호 센서로부터 공정계측계통 캐비닛까 

지는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되지만， 공정계측계통에서 처리된 결과는 디지털 신호로 

통신체계를 거쳐 연계를 갖는 타 계통으로 전송된다. 

2) 공정계측계통 설계요건 

가) 설치요건 

안전둥급 계측을 위한 감지기는 견고하게 설치되고，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하며， 센 

서 주변의 절연물은 제거가 필요하다. 계측기 설치를 위한 표면 조건은 표면조도 

최대 125u 인치이다. 계측기 설치 공간은 계측기 밸브， 응축점， 분기관 등에 대한 

설치 시에 보수를 위해 접근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해야 한 

다. 오리피스 플랜지는 보수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게 하고 가능한 계측기와 가까 

운 곳에 위치시킨다. 온도측정요소의 설치 위치는 충분한 접근공간의 확보로 보수， 

교정 q_l 
;’< 교체가 가능하게 한다. 온도측정요소는 진동과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 

록 고정 및 충격흡수장치를 갖는다. 

전자파장애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q_l 
;’ζ 잡음의 어하으 。 Ö 2. 최소화하기 위해 안 

^-1.!;:二l나숫r 님 공정계측의 측온저 항체 (register temperature detector)와 중요변수에 관한 

계측기는 이중의 차폐케이블 (double shield cable) 이 사용되며，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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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 차폐케이블 (single shield cable) 이 사용된다. 내부 차폐는 신호조정모률의 

신호공통선으로 연결되고 외부 차폐는 기기실의 캐비닛 내의 차폐접지버스 (shield 

ground bus)에 연결되게 설계한다. 

각 계측기의 신호는 원자로건물 관통의 배선함을 경유하여 전기기기실에 위치한 공 

정계측계통 캐비닛의 단자대와 연결된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건물 관통 모률 및 

그와 관련된 연결 커넥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원자로건물 관통은 외부에서 발생된 

전자파 장애에 대하여 신호의 자화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모든 원자로건물 

내부의 커넥터들은 용접 밀봉된다. 

기기의 제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캐비닛 후면 및 전면으로 접근 할 수 있게 

하고， 캐비닛 개방 및 렉 인출 시 장비와 인원의 접근을 위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최소 1m이상 둔다. 각각의 캐비닛은 전자장비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동의 

흡수가 가능한 기기설치대에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시킨다 기기장착 위치는 전 

기기기실이다. 공정계측계통 캐비닛은 지진사고 시에 최대의 힘， 응력으로부터 이 

동， 기능의 저하 혹은 캐비닛과 현장계측기와의 케이블 및 연결부의 흔들림을 통한 

회로 및 기기의 기능적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캐비닛의 바닥에는 센서에서 온 신호선을 위한 터미널과 다른 계통으로 가는 통신 

체계를 위한 공간이 제공된다. 각각의 캐비닛은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타 구조물 

과의 접촉방지를 고려하여 [참고문헌 3.15.36] 의 ”전기 1 급 기기 및 회로 독립성”에 

따라 공간을 확보한다. 계측계통 캐비닛과 전송기 사이의 결선은 단자대에서 이루 

어지고 계측계통과 타 계통간의 연계는 통신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안전 및 비 

안전통선체계와의 결선은 통신체계의 계통연계 요건에 따라 수행된다. 

나) 환경요건 

계측계통 캐비닛 하드웨어， 센서 및 전송기 등 전기기기실 또는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는 [참고문헌 3.15.27]의 연구로 환경설계 지침서 및 [참고문헌 3.15.28] 의 방 

사선 설계지침서가 제시하는 온도， 습도， 압력， 방사선 등의 환경을 만족하도록 설 

계한다. 안전둥급 공정계측계통의 기기들은 내진등급 I 로써 설치되는 전기기기설 

이나 현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지진중이나 지진 후에도 기기의 물리적인 건전성 유 

지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한다.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기기들 

은 내진등급 H 로써 설치되는 전기기기실이나 현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지진발생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공정계측계통의 캐비닛이 설치되는 전기 가 

기실은 오염이나 먼지로 인한 선호처리카드， A!D 변환차드， 디지털 신호처리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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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카드들이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오염 및 먼지 량을 최소화한다. 

다) 보수시험요건 

공정계측계통의 보수시험을 위해 모든 센서는 시험기기를 통해 직접 입력과 출력의 

확인이 가능하게 설계하고 모률단위의 고장진단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핵연료 장전주기보다 짧은 교정간격을 요구하는 기기는 자동교정능력을 갖게 

한다. 온라인 소프트왜어 진단은 계통의 운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설계 

하고， 고장검출을 위해 온라인 소프트워l 어 진단 및 시험， 주기시험을 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한다. 오류가 발생하면 온라인 진단 시 오류 메시지가 저장되게 하고， 오 

류를 격리시킬 수 있는 오프라인 진단 기능이 실행되도록 설계한다. 오프라인 진 

단 기능은 제일 작은 교체모률 수준까지 고장격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공정계측계통 각 채널의 구성모률은 고장발생평균시간이 15，애0 시간 이상이며， 여 

분의 부품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보수완료평균시간은 1 시간 미만이다. 공정계 

측계통은 정상운전 중 한 채널의 유지보수， 교정 및 시험을 허용되도록 설계하며， 

유지보수， 교정 및 시험 중에는 우회시킬 수 있게 설계한다. 

라) 신호연계요건 

공정계측계통의 신호 연계는 모든 제어 및 감시 계통과의 연계를 갖는다. 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은 안전둥급 계측기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 처리 후 플랜트보호계통， 

노심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계통과 같은 안전등급계통에 안전둥급통신체계를 통 

해 전송한다.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은 비안전등급 계측기의 신호를 디지털 신 

호 처리 후 정보처리， 경보지시계통과 같은 비안전둥급의 계통에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해 전송한다. 안전퉁급에서 비안전등급으로 전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마) 전원요건 

안전둥급 계측계통에 공급되는 전원은 전기 1 급으로 각 채널별로 독립적이며， 연 

속적으로 공급되게 설계한다. 전기 1 급은 전원상실시 축전지에서 백업되도록 구 

성한다. 채널별 전원은 단상으로 120V:tlO%, 60Hz :t5%의 전원이 요구되며， 비 접지 

이어야 하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과전류 차단기의 설치가 요구된 

다. 비안전둥급 계측계통에 공급되는 전원은 전기 비 1 급으로 연속적으로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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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계한다. 전기 비 1 급은 전원상설시 축전지에서 백업되도록 구성한다. 비안 

전등급 계측계통의 채널별 전원요건은 안전등급 계측계통의 요건과 동등하다.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의 잡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기접지선 및 차폐접지선이 필 

요하다. 캐비닛 접지로는 차폐접지버스와 장비접지버스가 사용된다. 차폐접지버스 

는 캐비닛에 결선되는 케이블의 차폐선 접지를 위해 사용하며 캐비닛 내부의 랙 

구조물과 격리되고， 차폐선 접지를 위한 차폐접지그리드에 접지된다. 장비접지버스 

는 캐비닛 내부 랙에 결선되며 다시 전원접지선에 연결된다 각 캐비닛에는 하나의 

계통신호 기준선이 제공되어 공통신호를 사용하는 캐비닛들 간의 기준선으로 사용 

한다. 계통신호 기준선은 현장기기， 장비접지， 차폐선접지와 연결되지 않게 하며， 

래 구조물과도 격리한다. 전자파 간섭 차폐를 위해서 전원선은 차폐 케이블을 사용 

한다. 

3) 공정계측계통 구조 및 설계사양 

공정계측계통의 각 채널은 하나의 독립된 캐비닛으로 구성된다. 각 캐비닛은 선호 

조정카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카드， 디지렬 신호 처리기， 네트워크 카드， 내부전원 

공급장치 등을 내 장하는 구조를 갖는다. 

가) 공정계측계통 구조 

(1) 선호조정카드 

계측기에서 4 - 20rnA의 발생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카드의 입력으로 사용하 

기 위해 o - 10V의 변환을 수행하며 DC 레벨의 변환된 신호는 하드와이어로 다른 

층에 있는 서브 랙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카드로 입력된다. 저항/전압 변환의 경 

우 측온저항온도계의 출력선호인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A!D 변환이 가능한 
형태의 전압으로 변환한다. 전류/전압 변환의 경우 트랜스미터의 출력신호인 4 -
20rnA의 선호를 A!D 변환이 가능한 o - 10Vdc의 전압으로 변환한다. 회전속도 측 

정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전압 변환의 경우 회전체의 속도에 따라 비례되어 출력 

되는 주파수의 신호에 각기 비례하는 o - lOVdc의 전압으로 변환한다. 열전대 입 

력선호는 처리하여 그대로 사용하면 열전대의 출력신호가 미약하므로 아날로그/디 

지털 변환 전에 이를 증폭하는 기능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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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카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카드로 2 개의 선호를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14 비트의 고속 A!D 변환 소자를 내장하고 있다. 

(3) 디지털 신호처리 차드 

프로세서 카드는 2 개의 하드웨어 부분 즉 디지털시그널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갖 

고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실행 부분과 VMEbus를 제어하기위한 master controller 

부분으로 구성된다. 프로세서 카드는 32 비트 TI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ROM과 

RAM을 내장하고 있다. 신호를 처리하는 응용프로그램은 flash ROM에 저장된다. 

모률전면에는 모률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도트 매트릭스 (dot matrix) LED 

display와 프로그램 밍 용 컴 퓨터 와 연 결 이 가능한 J-tag port를 갖는다. 

(4) 네트워크 카드 

공정계측계통의 모든 신호처리 결과는 통신체계와 직접 접속되는 네트워크 카드를 

통하여 출력된다.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구조 및 설계사양은 통신체계 부분에 기 

술되어 었다 

나) 공정계측계통 설계사양 

(1) 백 플레인 새시 

공정계측계통 구조의 구성요소인 카드를 수용하는 백 플레인 새시는 캐비닛 내부에 

설치 할 수 있는 19 인치 표준 랙에 장착되며， 3U의 높이를 갖는다. 안전등급 공 

정계측계통의 백 플레인은 VMEbus 구조， 비안전등급의 공정계측계통은 CPCI 구조 

를 가지며， 설치되는 카드에 전원을 공급하고 모률 간 필요한 데이터를 각각의 버 

스 구조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하나의 백 플레인 새시에는 14 개의 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슬롯이 구비되어 있다. 

(2) 공정계측계통 서브 랙 및 캐비닛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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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의 있다. 내장하고 랙은 14 비트 고속 A/D 변환소자를 

선호를 변환하는 선호조정 카드의 

는다. 이 신호는 A/D 변환차드에서 

처리된 다음 아날로그 입력신호 모율의 

하여 각각의 

공정계측계통 

공정계측계통 서브 

전기가가설에 캐비닛은 

후변에는 

수량은 4 

750mm, 높이가 

강철이다. 

크기，무 

설치가 가능하다. 캐비닛의 

설치된다. 안전등급 계측계통 캐비닛의 

크기는 폭이 600mm, 갚이가 

- 800kg이며， 재질은 

각 4개)이며 캐비닛의 

q .l 
^ 전면 

무게는 500kg 

(채널별 

단 일 격 살 (single bay) 구조로 설 계 된 

채널별 캐비닛은 서로 다른 위치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출입문이 

각 1 개) , 각 캐비닛의 

1800 또는 2200mm이 다. 캐 비 닛 의 

계측계통 캐비닛의 수량은 8개 

게， 재질은 안전등급 계측계통과 동일하다. 

개 (채널별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 소프트웨어 구조 및 사양 (3) 

E 。

o돋i 계측변수 즉， 유량， 온도， 압력， 수위 

선호처리기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공정 

전달하기 위하여 디지털 

채널별로 

계통에 

공정계측계통은 

측정하여 타 

차적으로 

‘ 

순
 

안전등급 공 

= '2 t:1 1 
π:> ìT :7';; 

출력 선호를 하드와이어드로 연결하여 신호를 받 

VME 버스를 거쳐 디지털신호처리 카드에서 

출력신호는 광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통 

필요한 모률로 신호를 전송된다. 

위치하고 19 인치 표준 크기이며， 채널마다 

독립적인 캐비닛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이 

처리되고 한 주기가 끝나는 형태를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입력선호 취득 모율， range check 모률， 신호 검증 모률， 유니트 컨버전 

모률， 통신체계를 위한 data packaging 모률을 통해 신호를 처리한다. 

정계측은 채널당 3 개의 디지털 선호처리기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디지털 신호처 

리기에는 14 개의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어 처리되지만 각 입력 신호의 

특성만 차이가 있을 뿐 처리되는 알고리즘의 기능은 같으며 각 디지털 선호처리기 

에 적재된 소프트웨어 간에는 직접적인 교류는 일어나지 않는 구조이다. 

:ïI 

로그램은 

SMART 연구로 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에는 운영체계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요구되 

계통에 부여된 기능 처리를 위하여 특정한 소프트왜어 개발요건이 

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개발하였다. 

필요 협
 

-
주
 

。
'-'-

downloading하여 target system에 만들어 코
 

실행 작성하고 원시코드를 

설행시켜 줄 수 있는 emulator가 펼요하다. 

윈도우 98 이상의 적재한 컴퓨터， target 운영체계를 하드웨어는 개발환경의 

system 및 emulator로 구성 한다. 

프로그래밍은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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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저장되어 메모리에 배열형태로 À l./-‘ ç_ 。
' ö ，딛~-C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모
 

한다. 로
 

저장장치에 상 비휘발성 응용프로그램은 프로세서의 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주시킨다 

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 소프트왜어로 분류한다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설계한다. 

소프트혜어，응용소프트 

λd :A.J 
2. 。초기 - 펌워l 어가 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운영체제 

기능， 자원관리기능， 인터페이스가능， 선뢰성 기능을 만족하게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에는 운영체계가 사용되며 

등을 갖는다. 개발 소프트웨어 

시스템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요건은 다음과 같다. 

'01 
^ system 컴퓨터， target 탑재한 운영체계를 구성은 하드워l 어 개발환경의 

emulator로 구성된다.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프로그래멍을 위하여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상용 데이터베이스 툴을 사 

배열형태로 메모리에 저장하여 각각의 용하지 않으며， 모든 

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 소프트웨어는 비안전 소프트왜어로 분류한다.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에 사용되는 운영체계는 실시간 순위로 구동되는 멀티 

프로세싱 기능이 있으며， 전원고장， 자동 재기동， 오류관리， 태스크 스케률러 및 입 

출력 서비스를 위한 관리모률을 포함한다. 

비안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측 웅용 프 

로그램을 실시간 순위로 구동하기 위한 멀티태스킹 

웅용 프로그 λl각:::..S 도L 
。 I 2..-C 

실시간 운영 경성 。1 느: 
까λ '--기능이 

구현한다. 체계가 사용되는 조건하에서 

계통설명 공정계측계통 운전 및 4) 

얀전등급 공정계측계통의 전원은 전기 1 급， 비안전퉁급의 

로 각 채널별로 독립적이며 단상 비접지 무정전 전원이 요구된다. 

의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계측계통의 캐비닛은 전기기기설의 환경요건에 따라 

온도， 습도， 방사능 등의 환경에서 운전 시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고 설계기 

준사고 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 설계된다. 또한 전자파 장애를 극 

있도록 [참고문헌 3.15.47] 에 

공정계측계통의 각 기능을 각 카드별로 설계하여 

급으 

공정계측계통 

비 1 전기 rl ú '-一
'ð ，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며， 

따라 EMI/RFI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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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교체가 요구되는 부품은 목표로 설정한 가용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예비부품이 요구된다. 

나. 핵계측계통 

핵계측계통은 [참고문헌 3.15.3] 및 [참고문헌 3.15.4]에 따라 핵연료로부터 생성되는 

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둥급선호의 생성과 출력운전 범 

위에서의 제어등급 신호를 생성하고 기동영역신호를 주제어실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핵계측을 위한 신호처리는 겸출기로부터 중성자속 출력을 전치중폭기에 

의해 신호 증폭한 후 신호 변환기를 통하여 측정신호를 디지털화하여 통신체계를 

통해 펼요한 계통에 신호를 전송한다. 핵계층계통은 노외 핵계측과 노내 핵계측으 

로 구분할 수 있다. 

1) 핵계측계통 기능요건 

가) 노외 핵계측 기능 

노외 핵계측은 중성자속에 대한 안전등급의 광역 및 협역 선호를 계측하여 플랜트 

보호계통과 노섬 보호계통이 트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출력제어계 

통이 출력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입력 선호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노외 핵계측은 

비안전급의 기동신호생성을 위한 선원영역의 중성자속 신호와 다양성보호계통의 E 

립 기능을 수행하기위한 협역 중성자속 신호를 취득하여 제공한다. 2.0E-08%에서 

200%까지의 광역 

계계통에 제공한다 

중성자속 신호를 안전둥급 4 채널로 계측하고， 처리하여 관련 연 

플랜트 보호계통이 노섬고출력 트립， 출력배가시간 트립 기능 

수행한다. 
。

E 수행할 수 있도록 고L여 。「 중성자속 신호를 입력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q:~l- 고l 여 
J- L -0 -, 중성자속 신호는 출력제어계통이 노심출력을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 

록 4 채널의 신호 중 2 채널 (A, B채널) 신호를 입력으로 제공한다 

협역 선호 생성은 0%에서 200%의 범위를 갖는다. 협역 신호에 대한 중성자속 계 

측은 안전 4 채널로 구성된다. 안전 4 채널의 협역 중성자속 신호는 플랜트 보호 

계통과 노섬보호계통에 트립， 출력배가시간 트립 

트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트립， 가변과출력 노심고출력 고 

선출력밀도 트립， 저임계열속비 안 

전급 4 채널 중 2 채널의 협역 중성자속 신호는 노심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출력제 

어계통의 입력으로 제공되며， 다양성보호계통에서 트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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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정보처리계통에 협역 중성자속 신호가 제공된다. 

기동신호 생성 기능은 초기 원자로 기동 그리고 원자로 정지 기간 후 또는 핵연료 

재장전 후의 원자로 재기동시 선원영역의 1CPS에서 1.0E+06CPS(출력 1.0E-08%에 

있도록 경보지시계통， 노심의 운전원이 으로도 제공된다. 

연계계통에 제공하는 기능이 

기동채널은 기 

관련 

중성자속의 계측은 비 안전급 2 채널로 구성된다. 

경보지시계통에 제공하며， 주제어설 

중성자속 선호를 제공한다. 

중성자속 신호를 계측하여 서 1.0E-02%)까지 의 

선원영역의 다. 

가청선호음 내의 원자로건물 01 
^ 정보를 。

흘
 

동
 

고 계수율 계수율 정보 및 발생기에 사용할 선원영역 

경보는 경보지시계통에 전달된다. 

노내 핵계측 기능 나) 

열적 연소도와 노심의 중성자속을 계측하여 핵연료집합체의 노내 핵계측은 노내의 

필요한 데 점검하는 값과 일치여부를 노섬출력분포가 계산된 평가하고， 

데이터를 제공한다. 

도
 

유
 

” 여
 
, 

또한 노외 핵계측기가 정확한 반경방향 및 축방향 출력분포를 

필요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정과 원자로의 전체 출력분포를 결정하는 데 

데이터를 제공한다. 

노심상태지시계통 (COSIS) 입력 제공 (1) 

노내 핵계측은 다음의 기능수행을 위해 관련 중성자속 신호를 계측 및 처리하여 정 

보처리계통에 제공한다. 

- 각 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와 노심의 열적 여유도 평가 

- 계산된 노심출력 분포값과 측정값의 일치여부 점검 

원자로 출력운전모드에서 전체 출력분포 결정 

노외 핵계측기 교정 입력 제공 (2) 

노내 핵계측은 노외 핵계측기가 정확한 반경방향 및 축 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정을 하는데 필요한 중성자속 정보를 계측 및 처리하여 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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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계측계통 설계요건 

가) 설계등급 

노외 중성자속 안전 계측설비는 중성자속 검출기부터 전치증폭기/필터， 케이블， 전 

기기기설 내의 신호조절기 및 선호처리장치까지 동일한 안전등급으로 설계된다. 

기동신호 및 다양성보호계통 신호의 생성을 위한 계측설비는 비안전등급으로 설계 

되며， 광역 및 협역신호 생성을 위한 계측설비는 안전등급 3으로 설계된다. 

나) 내진등급 

안전등급으로 설계되는 노외 핵계측계통의 모든 기기는 [참고문헌 3.15.39]의 

KEPIC END 2000, “전기 1급 기기 내진검증”에 따라 내진범주 I이며， 비안전등급으 

로 설계되는 노외 핵계측계통의 모든 기기는 내진범주 II로 설계된다. 

다) 다중성 및 다양성 요건 

안전등급 핵계측계통은 독립적인 4 채널로 구성된다. 각 채널은 서로 물리적， 전기 

적으로 격리되며， 4 개의 독립된 필수전원을 각각 공급받는다. 또한 공통모드고장 

에 대비하여 다양성을 갖도록 설계된다. 다양성의 정도는 상위계통의 심층방호 및 

다양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호분석에 따른 구획화 설계로 한 구획에 

서의 고장이 다른 구획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라) 고장에 대한 고려사항 

안전등급 핵계측계통은 4 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어 단일고장이 발생한 상태에 

서도 요구되는 안전계통의 안전기능이 수행된다. 입력신호가 상실되면 채널 경보 

가 생성된다. 또한 전원이 상설되거나， 핵계측계통이 고장 나변 경보가 생성된다. 

마) 응답시간 및 경보 요건 

핵계측계통의 응답시간은 계측신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 제어 및 감시계통의 응답 

시간 요건에 부합하도록 결정된다. 핵계측계통은 계통 또는 모률 이상상태， 신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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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통한 고장선호， 고 계수율 경보， 고 출력변화 경보 등과 같은 상황을 운전원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경보변수를 경보지시계통에 전달한다. 

3) 핵계측계통 구조 및 설계사양 

가) 노외 핵계측 구조 및 설계사양 

노외계측기는 그림 3.15← l과 같이 4 개의 독립적인 안전채널， 2 개의 기동영역채널 

과 2 개의 비안전채널로 구성되어 

핵분열함으로 구성되는 l 개의 

있다. 각 안전채널은 수직으로 설치되는 3 개의 
검출기집합체， 3 개의 검출기 케이블 집합체와 증폭 

선호처리기와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1 개 기집합체， 신호조정기， 디지털 

의 전자 기기함으로 구성된다. 

증폭기집합체는 선호증폭기 검출기 여기 (excitation)를 위한 고전압 공급기， 교정과 

시험회로， 고전압 고장 보호회로， 고장회로를 포함한다. 신호조정기는 알파， 감마와 

전자 잡음을 필터링하며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디지털 신호처리기는 

1.0E-08%에서 200%까지 원자로 대수 출력준위와 0%에서 200%의 선형 출력준위 

를 제공한다. 각 기동영역채널은 나란히 있는 2 개의 핵분열함으로 구성되는 1 개 

의 검출기 집합체， 1 개의 검출기 케이블 집합체와 증폭기집합체， 신호조정기， 디지 

털 신호처리기와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1 개의 전자 기기함으로 구성된 

다. 비안전채널의 구성은 안전채널과 동일하며 디지털 신호처리기는 0%에서 200% 

의 선형 출력준위를 제공한다. 

(1) 안전채널 광역 검출기집합체 

4 개의 안전채널 광역 겸출기집합체는 노심 주위에 90。씩 떨어져 설치된다. 각 검 

출기집합체는 수직으로 장착된 3 개의 보호관이 있는 핵분열함으로 구성되며， 직경 

127mm 스테인레스 함에 설치되며， 이 함에 직경 50.4mm의 스테인레스 스틸 관이 

부착된다. 검출기 집합체는 비스듬히 보호관 내로 타원형의 플랜지를 통해 미끄러 

져 들어간다. 완전히 들어가변 곧게 되며 타원형의 플랜지는 1ST에 볼트로 고정 

시킨다. 각 분열함은 길이가 23.5mm이며 가운데 핵분열함 센서의 중앙이 원자로 

노심의 중앙에 위치한다. 다른 두개의 핵분열함 센서의 중앙은 상위/하위 사분면에 

서 764m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각 검출기집합체는 1.0E-08%에서 부터 전출력 

200%까지 광역 대수 중성자속을 측정한다. 검출기의 민감도는 원자로출력 2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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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측되는 열중성자속 1.0E+08nv로 조절된다. 

(2) 기동영역채널 검출기집합체 

각 검출기집합체는 2 개의 보호관이 없는 핵분열함 감지기들로 구성된다. 검출기 

는 원자로 노심 주위에서 180。 반대편에 위치한 2 개의 분리된 보호관에 설치된다. 

검출기 지지관은 직경 127mm의 스테인레스 스틸 관으로 구성되며， 직경 50.4mm의 

스테인레스 스틸 관이 이 함에 부착된다. 각 감지기의 감도는 1，1l8mm이고， 각 감 

지기의 중심점이 원자로 노심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배열된다. 각 검출기집합제 

는 7.00E-02nv에 서 2.5E+04 nv까지 선 원 영 역 의 중성 자속을 측정 한다. 

(3) 증폭기집합체 

증폭기 집합체는 검출기 케이블의 종단에서 핵분열함 신호를 증폭한다. 증폭기는 

고전압을 세 개의 분열함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분열함으로부터 출력되는 펄스 

신호를 전자신호 처리회로에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고 

알맞은 형태의 펄스모양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증폭기는 검출기 여기를 

위한 고전압 공급기와 교정과 시험회로 과전압 보호회로 둥으로 구성된다. 

(4) 신호조정기 

신호조정기는 알파， 감마 및 전자기파 방해에 기인한 신호 잡음을 선별하여 제거하 

고， 신호를 디지럴 형태로 변환한다. 

(5) 디지털 신호처리기 

디지털 신호처리기는 신호조정기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광역대수출력과 출력영역 

의 선형출력으로 변환시킨다. 광역대수출력은 대수 계수율과 캠블링 원리로 알려 

진 MSV (mean square voltage) 기법을 사용한다. 대수 계수율은 중성자속이 충분 

히 낮고， 펄스의 중첩이 일어나지 않는 1.0E-08%에서 1%까지 사용된다. 계수회로 

는 계수율에 대수적으로 비례하는 선호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출력이 약 1% 또 

는 그이상이 되면 중성자 펄스가 중첩되기 시작하고 MSV가 사용된다. 펼스가 중 

첩되기 시작하면 평균 직류 전류형태의 파형이 나오게 된다. 캠블링 원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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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원자로 MSV는 갖는다. 값을 비례하는 제곱큰에 파형의 

1%에서 200%까지 사용된다. 

라 크기가 교정된다. 

교류 출력은 표} 까、 
2-

출력에 따 증폭기의 선형출력은 분열함에 대한 선형 

교정 맞추기 위해 원자로 출력에 출력은 합산되어 분열함의 

광역신호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중성자속 신호를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선호를 정렬 

된다. 

@ 선호조정기로부터 

한다. 

@ 신호값에 대한 범위검사를 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대해 LCR (log count rate)알고리즘과 MSV 알고리 확인된 선호에 @ 유효성이 

즘을 수행한다. 

출력신호를 생산하는 조 결과를 조합하여 @ LCR 알고리즘과 MSV 알고리즘의 

합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입력받아 단위변환을 수행하는 단위변환 알고리즘을 결과를 @ 조합 알고리즘의 

수행한다. 

@ 단위변환된 광역출력신호를 생산한다. 

협역신호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신호조정기로부터 입력된 중성자속 신호를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신호를 정렬 

한다. 

@ 신호값에 대한 범위검사를 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단위변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선형출력신호를 @ 유효성이 확인된 신호에 대해 

생성한다. 

단 대해 결과에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 @ 유효성이 확인된 신호에 대해 선형 

위변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평균선형출력신호를 생성한다. 

계수율 기법을 대수 위해 얻기 신호를 비례하는 대수에 계수율의 기동대수회로는 

기동신호 생성 지 시 영 역 은 1.0E-01CPS에 서 1.0E+05CPS까지 제 공한다. 사용한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CD 신호조정기로부터 입력된 중성자속 신호를 샘플렁하고， 샘플링된 선호를 정렬 
한다. 

@ 신호값에 대한 범위검사를 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 유효성이 확인된 신호에 대해 기동 LCR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결과에 대해 단위변환 알고라즘을 수행하여 기동선호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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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 핵계측 구조 및 설계사양 나) 

검출기집합체 (1)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는 로디움 검출기 백그라운드 검출기와 열전대로 

성된다. 로디움 검출기는 자체 전원 공급 설비로서 외부 전원이 필요 없다. 즉， 

검출기 물질과 중성자가 작용하여 출력전류가 생성된다. 검출기 케이블에는 중성 

자 반응 이외에 외부 감마선이나 분열 생성물의 베타 붕괴， 중성자 및 감마 반응이 

표면이나 절연체에서 발생하여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게 된다. 이라한 백 

그라운드 신호의 조합은 로디움 선호의 약 1% 정도로 나타난다. 백그라운드 검출 

로디움 신호를 보상해준다. 열전대는 두 선의 

크로멜/알루벨 (chromel/ alumel) 온도 검출기로 인코넬로 쌓여 있으며 산화알루미늄 
으로 절연되어 있다. 크로멜/알루벨 열전대는 광역온도에서 

고 있으며 악조건에서도 신뢰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한쪽 끝은 용접되어 있으며 다른 쪽은 검출기 회로에 연결된다. 

출되면 두 검출기선 사이에 전위차가 형성되어 검출기 회로에 

옹도가 높으면 전위차도 커져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구 노내 

계측기 

높은 선형웅답을 가지 

크로멜과 알루멜 검출기 

검출기가 열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

측정하여 기는 이러한 신호를 직접 

증폭기 (2) 

로디움 검출기에서 나온 신호는 증폭기로 보내져 처리된다. 검출기에서 발생한 미 

전압신호로 변환시킨다. 증폭기는 검출기의 과전압을 보호하는 장치와 

비정상적인 고주파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펼터가 설치된다. 자체 전원공급 중성자 

동작원리에서 검출기의 출력전압은 고전압으로의 상승이 가능하다. 특히 

신호선이 개방된 경우로 이 경우를 대비하여 검출기와 전류/전압 

신호 변환기 사이에 과전압 보호장치가 설치된다. 검출기에서 발생한 미세 전류는 

변환되는 처리과정을 거친다. 입력전류 한계치는 10A로 설정되어， 이 

중성자속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노내 

오기까지 신호선을 통과하여야 하며 노심내부와 외부에 

신호선에서는 전자 방사와 입사 중성자 충돌에 의해 잡음전류가 발생된다. 

보정은 디지털 신호처리기에서 수행된다. 또한 각 증폭기에는 

적인 고주파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필터가 설치된다. 

르
 

E 
E 

π
 

전
 

출력단의 

세 

검출기 

검출기 

전압선호로 

연장된 

이러한 

비정상 

-882-

처리한다. 전류는 고장전류로 

증폭기로 

잡음신호의 

이상의 

검출기 



(3) 신호조정기 

검출기 집합체로부터 출력되는 수 볼트 준위의 전압신호를 디지털화하는 장비로 

A!D 변환을 수행한다. 각 검출기의 출력신호와 백그라운드 검출기의 출력신호는 

디지털 신호처리기의 입력으로 사용되기 전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4) 디지털 신호처리기 

신호조정기에서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고 이를 타 계통에 전송하기 위한 통 

신 인터페이스 차드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디지털 신호처리기에서 수행되 

는 주요 기능은 데이터 샘플링 및 검출기 신호의 정렬， 선호 값의 범위검사， 공학적 

단위변환， 타 계통으로 신호전송 및 주기 제어 등이다. 

4) 핵계측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핵계측계통은 SMART 연구로의 중성자속을 감지한 후 신호조절， 디지털 변환 및 

선호 처리하여 전송함으로서 타 계통들이 이를 이용하여 관련된 보호， 제어 및 감 

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외 핵계측계통은 원자로 용기 

밖의 내부차폐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중성자속 검출기 (핵분열함) , 원자로 건물 외부 

에 설치되는 전치증폭기， 필터， 그리고 전기기기실 핵계측계통 캐비닛 내부에 위치 

하는 신호처리장치들로 구성된다. 

노내 핵계측은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도와 노심의 열적 여유도 및 출력 분포를 평가 

하고， 노외 핵계측기가 정확한 반경방향 및 축방향 출력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기적인 교정에 필요한 중성자속 신호를 취득하여 관련 계측제어계통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노외 핵계측 검출기들은 안전둥급의 광역 및 협역신호의 생성을 위하여 4 개의 검 

출기 집합체를 형성하며 노심의 축 방향으로 설치된 3 개의 검출기들이 1 개의 검 

출기 집합체를 구성한다. 또한 비안전등급의 협역 및 기동신호 생성을 위하여 각 

각 2 개씩 4 개의 집합체가 존재한다.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는 기동 신호의 생성 

을 위한 검출기는 2 개의 검출기를 나란하게 축 방향으로 설치하여 하나의 집합체 

를 구성한 것이고， 비안전동급의 협역 선호의 생성을 위한 검출기는 안전퉁급으로 

설계되는 광역 및 협역 신호 생성용 검출기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며， 원자로 정지 

의 다양성 수단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성보호계통에 중성자속 출력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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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감시계통 

SMART 연구로 특정 감시 계통은 [참고문헌 3.15.5] 및 [참고문헌 3.15.6]에 따라 특 

정감시계통 감지기로부터 취득한 현장 선호를 디지털 선호 값으로 변환하여 신호처 

리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플랜트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파악하고， 이상발생시 경 

보선호를 제공한다. 또한 감시 및 경보 정보를 통신체계를 통해 경보지시계통과 

정보처리계통에 제공함으로써 플랜트 사고로의 진행을 조기에 차단하여 플랜트 이 

용률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계통이다. SMART 연구로 특정감시계통은 음향누설 

감시 계통 Cacoustic leak monitoring system) , 금속파편 감시 계통 (loose part 

monitoring system) 및 주냉 각재 펌 프진동 감시 계 통 Cmain coolant pump vibration 

monitoring system)으로 구성 된다. 

1) 특정감시계통 기능요건 

가) 음향누설 감시계통 

음향누설감시계통은 현장기기 음향누설 경보모률 및 분석컴퓨터로 구성된다. 분석 

컴퓨터는 금속파편계통 및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과 공용으로 사용된다. 음향 

누설감시계통의 특정감시 센서를 통한 전치증폭기 출력은 음향누설감시계통에서 원 

하는 신호 준위 및 주파수 범위로 증폭 및 필터링하고 디지털 변환 후 신호 처리 

하여 이 값을 경보모률에서 입력으로 받아 신호 실효치를 구하여 표시한다. 이 값 

을 경보 설정치와 비교하여 경보준위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한다. 경보준위 

는 기동시험기간 중에 결정하여 설정한다. 경보는 경보지시계통으로 제공되며 음 

향누설감시 정보는 정보처리계통으로 제공된다. 분석 컴퓨터 캐비닛에 위치한 분 

석컴퓨터는 경보발생 된 신호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고 정밀 분석을 수행한다. 

나) 금속파편 감시계통 

금속파편감시계통은 현장기기 금속파편 경보모률 및 분석컴퓨터로 구성된다. 특정 

감시 센서를 통한 전치증폭기 출력은 신호조절 디지털 변환 그리고 신호 처리하여 

그 결과를 경보모률에 제공한다. 금속파편 경보모률은 신호 실효치를 계산하고 이 

신호 결과가 각각의 설정치를 초과하는지 연산을 수행한다. 이들의 결과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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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 선호처리모률은 경보를 발생하고， 경보모률은 신호를 분석 

컴퓨터에 전송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한다 아울러 경보판별을 수행 

하도록 한다. 경보판별 분석결과 금속파편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보모률은 경보를 

생성하여 경보지시계통으로 전송하고 자세한 정보는 정보처리계통으로 전송한다 

분석컴퓨터는 신호처리모률에서 받은 선호를 이용하여 

파형을 이용하여 상세 경보 판별을 수행한다. 

다)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은 현장기기， 진동감시모율 

스펙트럼 변환 및 기준 신호 

q_1 
^ 분석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감시모률은 2 대의 주냉각재펌프를 감시하며 경보유니트에 위치한다. 경 

보유니트는 신호 실효치를 계산하여 표시기에 제공하며， 정해진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보지시계통에 경보선호를 제공한다. 주냉각재펌프 감시모률에서 발생된 

경보신호는 분석컴퓨터로 전송되어 주냉각재펌프 진동신호에 의한 대한 이상 진동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또한 분석 컴퓨터는 분석결과 대한 추이정보를 제공하는 기 

능을 갖는다. 

2) 특정감시계통 설계요건 

가) 계통등급 및 민감도 요건 

SMART 연구로 특정감시계통을 구성하는 음향누설 감시계통， 금속파편 감시계통， 
설계 안전등급은 비안전， 전기등급은 비 1E 급， 내진 

특정감시계통 센서는 원자로용기 압력경계 부분에 설치되며， 전치증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의 

등급은 II이다. 

폭기는 안전격납 외부에 설치되어 내진등급을 만족한다.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누설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감도를 가져야 하며 

계통 응답은 :t10% 범위 내에서 동작되도록 설계한다. 금속파편 감시계통의 주파 

수 범위는 금속파펀신호에 의한 주파수 lO-30kHz 범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주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은 펌프 상 

부플랜지에서 3 축가속도에 의한 진동측정이 가능하며 저주파수인 최대 1kHz 범위 
검출이 필요한 신호 

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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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중성 

음향누설감시계통은 기존보다 높은 가용도를 갖도록 설계하지만 다중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감시하고자 하는 위치에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두개 

이상의 금속파편 감시용 계측기 채널로부터 특정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다.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은 다중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 소프트웨어 설계요건 

SMART 연구로의 음향누설 감시계통 금속파편 감시계통 및 주냉각재펌프진동 감 

시계통은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각 단계별로 생산할 문서들을 정의하고， 확인 및 검 

증을 통해 결과물들의 품질을 확인하며， 또한 형상관리를 통해 유지하도록 설계한 

다. 특정감시계통은 상용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진단 소프트웨어는 음향누설감지 

정보， 금속파편 특성과 관련된 정보 분석， 주냉각재펌프 진동분석 및 주요 구성품의 

건전성 및 고장을 감지하도록 설계한다. 

마) 환경 및 전원 요건 

특정감시계통을 구성하는 음향누설 감시계통 금속파편 감시계통 및 주냉각재펌프 

진동 감시계통의 기기는 정상운전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음향누설 

감시계통의 POSRV에 설치된 누설감지 채널은 고장이나 오동작 없이 과도상태를 

견디어 내도록 설계한다. 특정감시계통은 전기적 서지， 전자파 간섭， 정전기 방전 

및 공중파간섭에 견디도록 설계된다. 전원은 비안전등급의 전원공급계통에서 교류 

전원을 공급받도록 설계하며， 특정감시계통 건전성경보 캐비닛 및 분석컴퓨터의 전 

원요건으로 120Vac:t2% , 60Hz :tO.5Hz , 단상， 비 접 지 전원을 사용한다. 

바) 인간기계연계요건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POSRV와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경계부분의 냉각재 누설에 

대한 지시， 감시 및 경보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금속파편 감시계통은 금속 

파편에 대한 감시 및 경보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금속파편이 아닌 다른 전기적， 물 

리적， 기계적 잡음에 의한 거짓 경보를 유발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아울러 경보 발생시 선호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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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분석 등의 이유로 운전자의 수동 작업에 의해서도 신호 데이터를 저장 및 분 

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은 주냉각재펌프 구동시 

발생하는 이상 진동을 측정하여 펌프진동 변화에 대한 감시 및 경보 정보를 제공하 

도록 설계한다. 특정감시계통은 경보 발생시 운전원이 경보를 억제할 수 있거나 

수동 운전에 의한 경보 우회 및 펼요시 경보를 차단하여 신호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경보를 발생하지 않는 기능을 갖는다. 

3) 특정감시계통 구조 및 설계사양 

특정감시계통은 그림 3.15-2와 같이 건전성 경보 캐비닛과 건전성 분석 컴퓨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특정감시계통에 요구되는 기능을 처리하고 설계 

요건을 충족한다. 

가) 건전성경보 캐비닛 

건전성 경보 캐비닛은 음향누설 감사계통 경보 모률， 금속파편 감시계통 경보 모률， 

및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 경보 모률로 구성되며 각각의 경보 모율은 전기기기 

실의 건전성 경보 유니트 캐비닛에 위치한다. 경보 신호는 비안전 통신체계를 통 

하여 경보지시계통으로 전송된다. 음향누설 감시계통 경보모률에서 경보가 발생한 

경우， 계측 계통에서 전송되는 음향누설 신호는 음향누설 감시계통 분석 컴퓨터로 

전송되기 시작한다. 각 채널 별 실효치와 설정치 신호추이 및 분석 결과는 정보처 

리계통에 표시된다. 

건전성 경보 유니트에서 생성된 경보는 건전성 경보 감시 변수를 계통별， 채널별로 

확인 가능한 화면표시로 구성하여 제어실의 운전원 화면에 표시된다. 표시정보는 

건전성 경보 전체화면 및 제목 표시， 감시하고자 하는 페이지 번호 및 제목 표시， 

건전성 경보 감시변수의 추이화면 및 이력화면 표시， 경보 관련 정보의 경보지시계 

통， 정보처리계통 및 건전성 분석 컴퓨터로 전송 화면 표시 등을 포함한다. 

음향누설감사계동 경보모률은 각 채널 별로 설정된 설정치와 각 채널의 현재 실효 

치를 표시한다. 금속파편감시계통 경보 모률은 각 채널별로 설정된 고정 설정치 

및 가변 설정치와 각 채널의 실효치 및 관련 선호 값들을 표시한다. 또한 음향 청 

취를 위한 스피커 설정 채널을 표시한다.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 경보 모률은 

주냉각재펌프에 설치한 가속도 센서의 실효치를 막대그래프 형태로 표시하며， 각 

채널의 설정치도 표시한다. 또한 각 주냉각재펌프의 진동 신호를 설효치 값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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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건전성 분석컴퓨터 

음향누설 감시계통， 금속파편 감시계통 및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의 분석 컴퓨 

터는 각 계통에서 정밀 분석한 파형분석 정보， 스펙트럼 정보， 신호특성 정보를 운 

전원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한다. 건전성 경보 캐비닛에서 처리 

과정을 거처 생성된 신호는 운전원이 식별이 가능한 그래픽 형태의 데이터로 운전 

원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 표시는 메뉴 구동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주요 기능별 

별도의 버튼 기능을 만들어 분석 판단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분석컴 

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은 주 화면의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다. 

4) 특정감시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특정감사계통은 최종 운전을 위해 설치되었을 때 훈련된 기술자에 의해 운전， 시험，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전체 시스템을 가동 중지시키지 않고 하드웨어 보수 

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계통의 시험 및 부품의 교체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제 

공된다. 특정감시계통의 각 세부계통은 모률 단위로 유지 · 보수할 수 있도록 설계 

된다. 특정감시계통은 출력운전 중에도 시험이 가능하고， 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오동작을 지속적 혹은 주기별로 점검하기 위하여 온라인 감시시험을 수행하여 

오동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다. 특정감시계통을 구성하는 모든 계측기 채널은 전 

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시험 가능하다. 또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시험 및 

보정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설계된다. 

음향누설 감시계통은 베이스라인 값을 정립하기 위하여 계획예방 정비기간에 베이 

스라인 시험이 요구된다. 음향누설 감시계통의 경보 설정치는 플랜트의 배경잡음 

시험으로부터 결정된다. 금속파편감시계통은 주기적으로 기능시험 및 교정 수행이 

필요하고， 베이스라인 값을 정립하기 위하여 운전 전과 기동시험 동안 베이스라인 

시험이 요구된다. 주냉각재펌프진동 감시계통 또한 베이스라인 값을 정립하기 위 

하여 운전 전과 기동시험 동안 베이스라인 시험이 필요하다. 

특정감시계통은 설치 후 각 기기들의 통합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수행된다. 

이 시험을 위하여 오프라인 기능시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통선확인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연계신호들이 전 운전범위에 대해 시험된다. 특정감시계통은 발전소 

가동 중 운전원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기 고장을 겸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계통 

의 기능을 시험하면서 운전한다. 

3.15.2 제어준위 
SMART 연구로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제어준위는 플랜트보호계통， 노심보호계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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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급제어계통， 출력제어계통， 공정제어계통의 5 개 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플랜트보호계통 

플랜트보호계통은 [참고문헌 3.15.7] 및 [참고문헌 3.1 5.8]에 따라 원자로의 안전 변 

수 상태를 연속적으로 계속 감시하며 감시되는 변수를 원자로정지에 사용하는 계 

통이다. 즉， 원자로정지 변수의 값이 변화하여 미리 정해진 설정치를 넘어서는 경 

우는 원자로의 운전 상 허용되지 않은 운전이므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각 안전 

변수는 4 개의 채널이 독립적으로 감시하며 각 채널은 물리적 분리와 전기적 격리 

요건을 만족한다. 4 개의 채널 중에서 같은 변수가 두개 이상 안전하지 봇한 상태 
가 되면 보호 동작을 개시한다. 플랜트보호계통은 원자로정지 이전에 예비 트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 변수가 원자로정지 조건에 도달하기 이전에 정해진 예 

비 트립 설정치에 도달하면 경보 및 지시를 통하여 운전원에게 원자로의 운전 상태 

가 이상 상태로 진행하고 았으므로 원자로정지 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한다. 

1) 플랜트보호계통 기능요건 

가) 플랜트보호계통 기능 개요 

플랜트보호계통은 원자로 출력， 일차계통 온도， 주냉각재펌프 회전수， 증기 압력， 급 

수 유량， 임계열속비， 선출력 밀도， 가압기 압력， 원자로건물 압력， 제어봉구동장치 

(CEDM) , 기기냉각수 유량， CEDM 기기냉각수 온도，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수위 등과 
같은 변수를 감시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대부분 계측계통에서 직접 측정되지만 일 

부는 플랜트보호계통이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생산한기도 한다.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의 바이스테이블 모률은 노섬출력， 압력， 수위 또는 온도 등에 

대한 측정변수 값이 설정치를 초과하면 정지신호를 발생한다. 이 정지신호는 동시논리 

모률로 입력된다. 동시논리 모률의 출력은 2/4 동시논리 후 원자로정지 개시모률과 공 
학적안전설비 개시모률에 입력된다. 원자로정지 개시모률은 원자로정지차단기에 원자 

로 정지신호를 내보낸다. 공학적안전설비 개시모률은 공학적안전설비작동 개시신호를 

안전등급제어계통으로 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보낸다. 안전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플랜 

트 운전모드에서는 부주의한 원자로정지를 막기 위해 이들은 우회된다. 또한 한 번에 

한 채널씩 그 채널을 시험하기 위해 우회 가능하다. 채널당 하나의 안전둥급 소프트제 

어기가 정지채널의 우회 운전우회와 가변설정치의 라셋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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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운전원에게 제공된다. 보수시험반은 자동시험 개시에 펼요한 인간기계연계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시험되지 않는 보호계통의 기능을 위한 수동시험하는데 사용된다. 

인적오류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동시험 기능을 갖게 하였다. 자동시험 기능 

은 수동주기 감시시험의 펼요성을 감소시킨다. 채널당 한 개씩인 보수시험반은 플랜트 

보호계통 캐비닛 내의 각 모율과 시험을 위해 내부 통신망으로 연결된다. 플랜트보호 

계통 각 채널의 보수시험반과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보호계통의 운전 상태를 감시 

하고 시험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다. 각 채널은 정보처리계통과 경보지시계통으로 선택 

된 보호채널상태와 시험상태의 정보를 통선망체계를 통해 제공한다. 

나) 원자로정지 기능 

원자로정지는 플랜트보호계통의 원자로정지 개시 모률의 출력선호가 CEDM의 

holding coil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발생되며 중력과 스프링 힘에 의해 CEA가 노심 속 

으로 삽입된다. 

출력배가시간에 의한 원자로정지 기능을 갖는다. 즉 노섬 출력이 급격하게 증가되 

는 사고 시 핵연료 피복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 

력배가시간이 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이 정지신호의 입력변수는 노 

외 핵계측기의 중성자속 출력으로부터 계산된 출력배가시간이다. 노섬 고출력 정지는 

각 운전모드에 따라 정상상태 최대 출력을 제한하고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삽입 또는 증 

기관 파단 사고의 결과 완화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노심 고출력 정지를 위한 

운전모드는 원자로 가열/기통 운전과 출력 운전모드로 분류된다. 원자로 가열/기동 트 

립은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우회시킬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허용조건내로 유지하기 위해 측정된 증기발생기의 입구측 (냉 

각재고온측)의 온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또 

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압기의 압력신호에 

의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가압 

기 암력신호가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도 원자로 정지가 개시된다. 

주냉각재펌프 저 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는 소외전력 상설 사고의 결과 완화를 돕 

기 위하여 제공된다. 노섬 출력이 50% 이상인 상태에서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 

가 일정한 속도 이하가 되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증가발생기의 주증기 압력이 

설정된 압력 이상이거나 이하인 상태가 감지되는 경우에도 원자로 정지가 개시된 

다. 급수 저유량， 원자로건물 고압력， 저 임계열속비， 고 선출력밀도， 가변 과출력， 

가기 냉각수 상설의 경우에도 원자로 정지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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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정지 기능에 의한 원자로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 주제어설에서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운전원은 제어실에 제공되는 원자로정지를 

위한 2 개의 인접한 누름스위치들로써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다. 

원자로정지 스위치는 독립적인 2 개의 세트가 있으며 어느 한 세트로도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기능 

SMART 연구로의 설계기준사고 대처를 위하여 플랜트보호계통은 공학적안전설비작 

동을 위한 개시신호를 생성한다. 생성되는 개시신호는 원자로건물 격리작동신호， 안전 

주입작동신호， 재순환작동신호， 피동잔열제거계통작동신호이다. 

원자로건물 격리작동신호는 냉각재 상실 사고 급수관 파단 또는 주증기관 파단 시 

방사능 물질의 누출 완화를 위하여 원자로건물을 관통하는 공정라인을 차단시킨다. 원 

자로건물 격리작동신호는 원자로건물 고압력과 가압기 저압력 신호에 의해서 개시된다. 

안전주입작동신호는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시 노심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정지와 함께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건물 고압력인 경우에 발생하고 안전주업계통을 

통해 안전주업이 시작되게 한다. 원자로정지 운전 시 가압기 저압력에 의한 안전 

주입신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설정치에 접근하변 경보 

가 발생하고， 운전원이 가변설정치 재설정 스위치를 눌러 압력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이 제공된다. 

재순환작동신호는 사고 후 안전주입계통을 이용한 장주기의 계속적인 비상노섬냉각을 

위하여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로부터 냉각수를 재순환시킬 목적으로 생성된다. 재 

순환 작동선호는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저 수위신호에 의하여 개시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작동신호는 원자로 정지 발생 시 이차계통을 이용한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냉각이 불가능한 경우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작동시켜 냉각할 용도로 생성된다. 피 

동잔열제거계통작통신호는 주증기 저압력， 주증기 고압력， 급수 저유량에 의하여 개시 

된다. 

라) 제어 및 경보 기능 

CWP (control rod withdrawal prohibit) 신호가 노섬보호계통의 CWP 및 가압기 고 
압력 예비트렵 시에 발생하며 2/4 동시논리 조건이 충족될 때 CWP 신호는 출력제 
어계통으로 보내진다. 플랜트보호계통은 경보지시계통으로 바이스테이블 예비트립/ 

트립， 운전 우회/채널 우회， 전원 상설/고장， 시험， 접지， 원자로정지 개시와 같은 경 

보 정보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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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험 기능 

원자로 출력운전 또는 정지 시에 원자로보호계통의 정기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 

가 제공된다. 이 시험은 감지기 입력에서 보호계통과 정지차단기까지의 트립 동작을 

포함한다. 계통시험이 계통의 보호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우회는 채널우 

회기능과 운전우회가능을 가지며 시험 기동 및 정지， 보수를 위해 우회기능이 제공된 

다. 보수 및 시험을 위하여 1 개의 트립 채널 작동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트립 채널 우 

회가 제공된다. 따라서 동시논리는 우회로 인하여 2/3 트립 논리로 변경되고 4 개의 
채널 중 우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4 트립 논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우회는 

수동으로 개시되고 수동으로 제거된다. 트립 채널 우회를 수행하는 논리는 각 형태의 

트립에 대해 적용되고， 한 개의 트립에 대하여 한 번에 한 채널씩 우회시키는 연동장치 

를 포함한다. 

2) 플랜트보호계통 설계요건 

가) 성능 요건 

플랜트보호계통은 안전등급 3으로 설계되어 예상운전사고 발생 시 냉각재 압력경계 

와 연료설계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트립 변수에 의한 트립 선호를 발생시키 

도록 설계된다. 단일고장 요건과 다중성 요건의 충족을 위해 플랜트보호계통은 4 

채널로 구성되고 각 채널 간에는 적절한 물리적 전기적 격리성을 갖도록 설계된다. 

또한 내진사고 동안 또는 후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내진둥급 I로 설계된다. 

플랜트보호계통은 타계통과 함께 예상운전사고 발생 시 연료， 연료피복 및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공학적안전설 

비계통의 동작을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플랜트보호계통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디지럴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통모드고장에 취약하므로 이로 인한 보호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워l 어에 대한 다양성과 검증요건을 만족하 

도록 설계된다. 안전계통 작동이 요구될 때 다일 기기의 고장이 안전계통을 작동 

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며， 입력신호 상실， 모률 고장， 전원 상실 시에 

는 경보 및 트립 선호를 생성하도록 설계된다. 

플랜트보호계통은 하드혜어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프로세 

서의 속도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빈도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필수전원상실로 인 

한 기억장소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또한 플랜트보호계통의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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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는 안전성-필수 소프트웨어로 펌혜어 및 웅용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요건에 따 

라 설계， 개발， 시험 검증된다. 

나) 설계 확인 시험 요건 

설계된 기능， 환경 및 내진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기기에 

대한 검증시험이 수행된다. 또한 기기검증은 인가된 시험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기기 시험 후 계통을 적절히 운전할 수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계통 시험을 수행한 

다. 제작 중에는 기기들이 계통 시방서에 부합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기기 

인수 시험이 수행된다. 

다) 계통 및 신호 연계요건 

플랜트보호계통은 BOP 계통과의 연계를 가지며 연계 선호는 일차측 기기냉각수계 
통으로부터 일차측 기기냉각수 유량과 일차측 기기냉각수 온도에 대한 선호 입력을 

받는다. 또한 원자로정지 및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기능을 위해 공정계측계통， 핵계 

측계통， 안전둥급제어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지시계통，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반의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출력제어계통， 노십보호계통과 연계를 갖는다. 플랜트보호 

계통은 선호의 전송과 수신을 근본적으로 안전통신체계를 이용하고 비안전계통과의 

통신은 단 방향 통신만이 허용되며， 비안전계통으로부터 플랜트보호계통으로의 어 

떠한 영향도 없도록 설계된다. 

라) 전원 요건 

플랜트보호계통은 필수전원으로 전기 1 급， 압력전압 120V rms:tlO%, 단상 

60Hz::!:5%, 무정전， 비접지이며 캐비넷 부하는 약 2KW이다. 접지는 저주파에서 고 

주파까지의 잡음에 대웅할 수 있도록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 및 기기에 접지 설비 

가 제공된다.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은 케이블이 바닥으로부터 인입하여 결선할 

수 있도록 캐비닛 하부에 적정 공간이 요구된다. 

마) 설치 및 환경 요건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은 전기기실에 설치되며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캐비닛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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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랙 인출 시 장비와 인원의 접근을 위해 앞과 뒤로 이격거리를 둔다. 또한 

내진에 의한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최대 압력과 힘 작용 시에도 플랜트보호계통 기 

능과 물리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전자장비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기설치대 

위에 단단히 고정되게 설치된다. 플랜트보호계통은 설치되는 환경에 화재방호 설 

비의 제공이 펼요하며， 화재방호 설비는 감지， 경보， 소화설비를 포함한다. 또한 화 

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벽， 내가연성， 비가연성 재질을 사용한다. 

3) 플랜트보호계통 구조 및 설계사양 

가) 하드웨어 구조 및 사양 

플랜트보호계통은 채널별로 한 개씩 모두 4 개의 캐비닛을 가지고 있으며 각 채널 

은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도록 배치되며 환경요건을 만족하는 공간에 위치한다. 또 

한 각 채널은 이중화되어 있어 다양성 요건을 만족한다.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의 

구조는 그림 3.15-3과 같다. 노심보호계통이 플랜트보호계통의 캐비닛에 장착되어 

있으며 DSP 기반의 프로세서와 안전통신체계를 위한 카드를 포함한다. 서브 랙 

내에서는 VMEbus를 통한 통선을 하고 서브 랙과 서브 랙과의 통신은 안전통신체 

계를 통해 통신을 한다. 한 채널은 바이스테이블 모률， 동시논리 모률， 원자로정지 

개시모률， 공학적안전설비 개시모율， 보수시험반 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모률은 

DSP와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가 주요 기기이다. 원자로정지 개시모률은 디지털 출 

력을 위한 DO 카드가 추가되어 있다. 각 모률에 사용되는 DSP는 응용알고라즘 

및 시험 둥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카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과 VMEbus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카드는 32 비트 TI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메모 

리를 내장하고 있다. 서브 랙은 VMEbus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며 각 슬롯에 DSP 카드와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그리고 DO 및 전원차드 등을 수 
용할 수 있다. 서브 랙은 19 인치 표준 랙으로 3U의 높이를 가진다. 통신 인터페 

이스 카드는 서브 랙과 서브 랙 간， 채널과 채널간， 계통과 계통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DO 카드는 처리된 신호를 VMEbus 
를 통하여 받으며 펼드로 나가는 출력은 8 개의 서로 다른 접점 형태의 디지털 출 

력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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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처리 논리 사양 

바이스테이블 모률은 각각의 안전변수 값이 기 설정된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는지 입 

력 값과 안전 제한치를 비교하여 안전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 변수별로 트립 신 

호를 출력한다. 바이스테이블 모률은 트립 출력뿐만 아니라 트립 사전 경고를 위한 예 

비트립 출력기능을 포함하며 예비트립에 대한 설정치도 트립의 경우와 동일한 설정치 

유형을 갖는다. 또한 정상적인 원자로 기동 또는 정지 시에 불필요한 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우회 기능이 제공된다 

동시논리 모률은 각 보호채널의 바이스테이블 모률로부터의 트립 요구신호와 우회상 

태에 근거한 신호를 받아 트립 개시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2/4 동시논리를 수행한다. 
동시논리 모률에서는 자기 채널의 바이스테이블 모율의 트립 출력 결과와 다른 3 채널 
의 바이스테이블 모율의 트립 출력을 기반으로 4 채널 중 2 개 이상의 바이스테이블이 

트립을 출력하면 변수별 최종 트립을 생성한다. 예비트립의 경우도 동일하며 보수 또 

는 시험을 위한 트립 채널 우회 기능도 제공한다. 

개시논리 모률은 원자로 정지 기능과 공학적 안전 설비 작동을 위한 개시 모률이 따 

로 존재하며， 각 채널에서 들어온 개시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시간 지연을 통해 최종 개 

시신호를 생성한다. 원자로정지 개시 모률의 출력은 원자로정지차단기로 보내져 트립 

신호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공학적안전설비작동 개시 모률은 공학적안전설 

비작동 개시신호를 안전통신체계를 통해 안전퉁급제어계통으로 보낸다. 

원자로정지 개시회로는 최종출력을 위한 아날로그 회로들로 구성되며， 원자로정지 개 

시모률로부터 자동 트립 개시신호를 주제어실로부터는 수동트립 요구선호를 받는다. 

두 신호는 논리적으로 “OR"되어 원자로정지차단기를 트립시킨다. 

보수시험반은 바이스테이블 모률， 동시논리 모률， 원자로정지 개시모률， 공학적안전설 

비작동 개시모률， 노심보호계통에 직접 전달되는 시험신호를 생성하고 계통의 상태를 

감시한다. 보수시험반은 통신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계통 상태정보를 받으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다. 또한 보수시험반은 운전원 연계를 위한 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와 시 

험 및 진단을 위한 인간기계연계 처리 논리를 포함한다. 

원자로정지차단기는 원자로정지 개시모률의 디지털 출력에 의해 작동된다. 원자로 

정지 개시모률의 최종 트립 출력은 채널별로 4 개의 정지차단기 중 1개를 각각 개 

방한다. 원자로정지 개시모률의 출력신호는 2 개로서， 원자로정지 개시회로에서 

“OR"되어 원자로 정지차단기의 분로 트립 장치와 저전압 트립 장치를 제어한다. 

원자로 정지차단기들은 제어봉 구동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장치와 제어봉 구 

동장치사이의 전력선에 선택적인 2/4 작동논리를 갖도록 배열된다. 전원장치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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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봉구동장치사이에 두 개의 병렬전류통로가 구성되고 각각의 통로는 연속적으로 

연결된 두 개의 차단기를 갖는다. 이러한 배열은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전력차 

단을 위해 병렬 통로 각각에서 하나씩 최소한 두 개의 선택적인 차단기들의 개방을 

요구한다. 구동장치로 가는 전력이 차단되면 중력과 스프링 힘에 의해 제어봉이 

노심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다) 소프트웨어 개발 요건 

플랜트보호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안전등급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따라서 설계， 시 

험， 설치되고 유지된다. 작성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개발， 시험 및 유지보수가 편 

리하도록 모률단위로 작성되고 최종 소프트웨어 코드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상주 

하며 온라인으로 소프트례어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프트왜어의 기능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능 모율의 소프트웨어는 결정론적이고 인가된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만 소프트왜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4) 플랜트보호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가) 계통 운전 

(1) 정상상태 운전 

플랜트보호계통은 필수전원으로 전기 1 급， 단상， 비접지， 무정전 전원이 요구된다. 

플랜트보호계통의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기기설의 환경요건에 정의된 온도， 습 

도， 압력， 방사능 등의 환경에서 장기간 운전 시 영향이 없도록 설계요건이 충족 및 

유지된다. 그리고 주기적인 교체가 요구되는 부품은 설계에서 목표한 가용도를 만 

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 부품이 요구된다. 플랜트보호계통은 정상운전 중 한 

채널의 유지보수， 교정 및 시험이 허용되도록 설계되며 유지보수， 교정 및 시험 중 

에는 우회시킬 수 있다. 운전원은 정기적으로 자동시험을 실시하여 비교 알고리즘， 

설정치 알고리즘， 트립/예비트립 알고리즘의 운전성을 확인한다. 이 시험은 바이스 

테이블 모률이 트립되지 않았을 때만 수행 가능하다. 

플랜트보호계통에서 시험 목적을 위한 원자로 정지와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기능은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와 공학적안전설비 기능의 동작을 제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한 번에 한 채널씩 하나의 제어 기능에 대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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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리셋 될 때 정상운전 신호가 발생하면 트립 상태를 유지하고 운전원에 의하여 

상태로 복귀되게 설계한다. 

(2) 비정상상태 운전 

운전은 입력신호 상실， DSP 고장， 전원상실， 통신 인 
비정상상태 운전 시 고장-안전 개념 설계로 채널 

계측계통으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선호가 상실되 

입력신호에 대한 경보를 발생하고 트립신호를 생성한다. 

DSP 고장은 플랜트보호계통의 어느 모률이 고장이 나면 그 모율의 
실되고 박동신호도 상실되어 고장 모률로부터 입력을 받는 모률은 고장 모률의 

력신호 상실과 박동신호 상실을 감지하고 트립선호를 생성한다. 

널의 전원이 상실되면 전원상실에 대한 경보를 발생하고 계전기 접점이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고장은 DSP 카드의 
출력신호 및 박동신호가 상실되어 

출력신호 상실과 박통신호 

플랜트보호계통의 비정상상태 

터페이스 카드 고장 등이 있으며 

출력신호는 상 

줄 

전원상설은 한 채 

잉려시후 사시으 
l:t _， - '----.!~ 0 2. 

모률은 

트립을 생성한다. 

바이스테이블 면
 

비여자되어 

통신 

인터페이스 

고장처럼 

통신 

트립을 

인터페이스 

카드 고장 모률로부터 입력을 받는 모율은 고장 모률의 

고장 모률의 

생성한다 

카드 

채널 

상실을 감지하고 트립신호를 생성한다. 

나) 계통 설명 

정지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계측계통으로부터 

신호는 연속적으로 감사되고 만약 입력 선호가 안전 설정치를 초과하면 자동 

생성하여 원자로정지차단기를 개방한다. 원자로정지차단 

제어전력이 차단됨으로써 제어봉이 중력과 스프링 힘에 의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플랜트보호계통은 운전원 감시를 위해 

경보 및 지시를 통해 

1:ll-드L 
I二 ,_ 

접근하고 있 운전원에게 원자로정지에 

원자로를 

적으로 원자로정지신호를 

기를 개방하면 제어봉 

원자로에 낙하되어 

상태 출력을 제공하고 

다는 것을 경고한다. 

플랜트보호계통은 

입력 

원자로정지 

고압력， 가압기 

저유량， 저 

고압력， 가변 과출력 

공학적안전설비 

입구 

고압력，주증 

상실 (유량 

변수는 출력배가시간， 노심 고출력，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프 저속도， 주증기 

고선출력밀도， 기기냉각수 

저압력， 

임계열속비， 

고온도， 

기 저압력， 급수 

온도) , 원자로건물 

플랜트보호계통의 

가압기 

o_l 
^ 

등이 있다. 

논리와 

개시신호를 생성하며 생성된 신호는 안전등급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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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채널로 보내진다. 공학적안전설비작통신호는 안전등급제어계통에서 최종적으 

로 생성된다. 공학적안전설비 개시신호는 원자로건물격리개시신호， 안전주입개시선 

호， 재순환개시신호， 피동잔열제거개시신호 등이 있다. 

플랜트보호계통은 각 채널에서 공정 감시를 요하는 안전관련 공정 측정값을 계측계 

통으로부터 입력 받는다. 각 안전 변수마다 각각 비교 기능이 있으며 비교 기능은 

측정된 안전 변수와 미리 설정된 설정치를 비교하여 트립 상태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 변수의 특성에 따라 원자로 기동과 정지 시 불필요한 트립을 막기 위해 운전 

우회 기능이 제공된다. 운전우회는 각 채널에서 안전 변수값이 기 설정된 범위 내 

에 있을 때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입력되고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제거 

된다. 또한 비교 기능은 또 다른 설정치로부터 예비트립 선호를 생성한다. 예비트 

립 신호는 트립신호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우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냐. 노심보호계통 

노섬보호계통은 [참고문헌 3.15.9] 및 [참고문헌 3.15.1 0]에 따라 원자로를 보호하는 

계동의 일부로서 한계사고， 보통빈도 또는 희귀빈도 사건 발생 시에 허용 핵연료설 

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임계열속비 및 선출력밀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설 

정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생성하여 플랜트보호계통으로 전송하는 기 

능을 수행하는 계통이다. 또한 선출력밀도 및 엄계열속비를 제외한 노심의 운전변 

수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채널을 정지시키는 보조정지 기능을 수행하 

며，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 상태에서 제어봉인출금지 신호를 발생시켜 노심이 추가적인 비정상 상태로 

천이하는 것을 방지한다. 

노심보호계통은 4 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된다. 각 채널은 서로 물리적， 전기적으 

로 격리되어 있고， 4 개의 독립된 펼수전원을 각각 공급받는다. 또한 노섬보호계통 

은 플랜트보호계통과 다양성을 유지한다. 노심보호계통은 노심평균출력， 원자로냉 

각재 압력，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원자로 냉각재 유량 및 노심출력분포를 근거로 임 

계열속비를 계산하며 계산된 값이 기 설정치를 벗어나면 저 임계열속비 운전정지 

신호를 생성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또한 노심평균출력 및 노심출력분포를 근 

거로 선출력밀도를 계산하여 계산치가 기설정치보다 커지면 고 선출력밀도 운전정 

지 선호를 생성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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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보호계통 기능요건 1) 

ul 
;’‘ 

못한 사건이다. 

예기치 않은 사건 

않은 사건과 계통의 저하가 결합되어 발생되는 전혀 예상치 

노심보호계통은 SMART 연구로에서 고려하는 안전관련 한계사고 발생시 

정도 발생될 수 있는 한번 수명기간에 한계사고는 원자로의 

예기치 

공학적안 

발생시켜 사고결과를 완화시킬 

주냉각재펌프 회전축 고착사고， 단일 

주증기관 파단 사고를 

정지선호를 적절한 원자로 

한계사고는 

보조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전설비계통을 

주급수관 및 

단일 

축 파단，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는
 

이
시
 주냉각재펌프의 

까‘ 
T 

포함한다. 

보통빈도 및 희귀빈도 사건은 원자로 수명기간 동한 한번 또는 그 이상 발생이 예 

상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사건 

발생시 적절한 원자로 정지 선호를 발생시켜 노심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결과 

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인출 또는 삽입， 

제어봉집합체의 인출 또는 삽입， 이차계통의 오동작에 의한 과도한 열 제거， 

주냉각재펌프의 전원상설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변화 예상된 단일 제어계통 

오동작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예기치 않은 가압 또는 감압， 부적절한 급 

수유량이나 외부 부하상실 또는 터빈 트립에 의한 증가계통과 원자로냉각재계통 간 

변화， 플랜트 보조 장비 교류전원의 완전한 상실을 포함 

단일 

의 

신호를 운전정지 

각 구성 

있게 해 

열전달 상태 

한다. 

노심보호계통은 보통빈도 및 희귀빈도 사건 발생시 원자로계통의 

발생시켜 원자로계통을 보호한다. 즉， 이들 사건 초기에는 원자로계통 및 

기기들의 운전 변수들이 운전제한조건 안에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의 정상적인 

시간지연 요인이 

고려하여 

여유도가 보장되어야 한 

있다. 따 

SMART 연구 
노심보호계통의 정지신호 발생 시에는 여러 가지 

결정시에는 시간지연을 

있도록 적절한 

고려하여 

설정치 

안에서 

유형의 시간지연을 

정지 노섬보호계통의 

운전될 수 운전제한조건 

이를 위하여 다음 

준다. 

라서 

계통이 

다. 

로
 

노섬보호계통이 설계에서 의도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노심보호계통 sampling time 및 processing time 

SMART 연구로 감지기 응답 및 신호지연 시간 
제어봉집합체구동장치 holding coil 지연 시간 

임계열속비 값의 감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어봉집합체 삽입 시간 

출력변동에 따르는 연료봉 중심 온도의 시간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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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보호계통 설계요건 

가) 고장에 대한 고려사항 

노섬보호계통은 4 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고장-안전 개념에 따 

라 설계된다. 

- 안전계통 작통이 요구될 때 단일 기기의 고장이 안전계통을 작동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입력신호가 상실되면 채널 경보， 원자로 예비정지 선호 및 원자로 정지선호가 

생성된다. 

교류전원이 상실되거나， 노심보호계통의 컴퓨터가 고장 나면 채널의 정지선호 

및 경보가 생성된다. 

- 각 채널의 노심보호계통의 컴퓨터가 시동중이거나 계산기의 저장장치가 변경 

중일 때는 임계열속비 및 선출력밀도 정지신호가 생성된다. 

- 노심보호계통 프로세서에 디바이스 오류 기계의 오동작이나 명령어 오류가 발 

생되면 임계열속비 및 선출력밀도 정지신호가 생성된다. 

나) 인간기계연계 요건 

운전원을 위하여 계통입력변수 가변상수 및 선택된 계산변수들을 제어실에 설치된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를 통해서 표시한다. 또한 정상운전 중에 필요시 운전원이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를 통해 가변상수를 변경할 수 있다. 원자로 정지우회， 가변 

상수 변경， 기억장치 쓰기금지， 계통 고장， 및 계통 시험에 관한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가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제공된다. 

노심 상태의 감시 및 채널의 상호비교를 위해서， 임계열속비 여유도， 선출력밀도 여 

유도， 원자로냉각재 질량유량율 및 보정된 중성자속 출력이 제어실에 표시된다. 각 

채널의 원자로냉각재 질량유량율이 제공되며 기동시험 중에 현장요원이나 시험요 

원이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선호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상 

태를 알리는 경보가 경보지시계통 및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제공된다. 임계열 

속비 및 선출력밀도 예비 정지신호 및 정지신호가 생성되면 관련 경보가 경보지시 

계통을 통하여 표시되며 다음과 같은 경보도 같은 경보지시계통으로 전송된다. 

노심보호계통은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보신호를 생성하며， 

노섬보호계통 고장 및 채널우회 등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보신호를 제공한다. 

-900-



제어봉 편차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제공한다. 17 7,.l- gl 
~ 。 옹 - 제어봉 감지가 

설계요건 소프트웨어 01 
;’<프로세서 컴퓨터 다) 

금지된 있으며， 쓰기가 

펼수전원상실로 

까‘ 
가-만족시킬 프로세서의 속도는 소프트웨어의 

기억장치의 책섬 (checksum)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실행빈도를 

소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 

간이 15,000 시간 이상이고， 여분의 

은 1 시간 미만이다. 

소프트웨어는 펌혜어 및 응용 소프트혜어로 구성되고， 안전-필수등급으로 설계된다. 

펌웨어는 실시간 순위로 구통되며， 전원고장， 자동 재기동， 오류관리， 태스크 스케줄 

있다. 태스크 스케줄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정해진 

있다. 

인해 기억장 

고장발생평균시 

보수완료평균시간 

노십보호계통 각 채널의 컴퓨터는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님 rr ,,1 
lõ~1 

포함하고 n 투주_Q_ 
J- 2-2. 위한 러를 

시간 내에 읽고 쓸 수 있도록 

임계열속비， 선출력밀도 

있으며， 계산된 임계열속비 

을
 

려
「
 

입
 

된
 

한
 

산
 

요
 계
 

피
E
 

한
 

또
 

소프트혜어에서 

A 
기-

용
 

주기적으로 설행시킬 

서비스가 제공된다. 

출력 

입출력 

등과 같은 내에 

및 선출력밀도 penalty factor는 ~ 1.0%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었다. 

범위 값들은 土 0.1%의 허 용오차 

설계둥급 및 운전 요건 라) 

노심보호계통의 하드웨어 및 안전퉁급 소프트제어기는 전기 1 급， 안전등급 3으로 

설계하며， 노심보호계통 하드웨어 및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내진등급 I로 설계한 

다. 노심보호계통에는 필수모선으로부터 전기 1 급의 전원이 

제어실이 최악의 

운전 환경 

만족시킬 

공급된다. 

깅:::. 01 ’ .}y‘ 
환경조건이라고 가정한 환경요건을 및 기기실 

。

'-

도록 설계되고 유지된다. 

고장의 검출을 위해 온라인 소프트웨어 진단 및 시험 주기시험 

소프트제어기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된다. 오류가 발생하면， 온라 

메시지가 저장되며， 오류를 격리시킬 수 있는 오프라인 진단 기능 

오프라인 진단 기능은 보수시험반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운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 

안전등급 01 
大

계통의 진단 방식을 사용하여 소프트왜어 온라인 

으며， 

류
 
-오

 
인 진단시 

오프라인 이 실행된다. 

즈
 
。

7，-:l λ.1-..9-처 
。 o \.!... -L_!. 설계된다. 허용할 수 있도록 고장격리를 진단 기능은 모둘 수준까지 

시험 oJ 
^ 시험이 허용되도록 설계되며， 유지보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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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우회시킬 수 있다. 

한 채널의 



시험 및 검증 요건 마) 

요건들을 충족 내진 만들어 설계된 기능， 환경 

표본기기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행한다 

및 형태에 따른 표본기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키는 인 검증시험은 지 

계획에 따라 수행되며 필요하면 품질보증시험이 수행된다. 또한 기기시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계통 시험을 수행한다. 

허
口
 

시
，
 

된
 

가
 
험
 

운전할 수 적절히 계통을 후에 

부합되게 제작되었는지 

판별하기 

기기검증 절차에 따라서 시험되며， 기능에 

통전 시험 후에， 고장 난 가기를 교체한 다음 재시험을 수행한다. 

제외한 

수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 시험은 규제지침에 따라 확인 시험이 

시험을 인수 기기 확인하기 위해 시방서에 계통 기기들이 

전자기기들은 

확인된 없음이 

제작된 

이상이 

주
 

l 위해 。-E 랴
。
 

님
 τ
 

: 초기의 제작 

연구로 

수행한다. 

SMART 

소프트제어기를 

플랜트보호계동의 

실의 환경요건에 따라 검증된다. 

설치한 후에 시험이 수행된다. 

이용하여 

노심보호계통은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에 

환경요건에 따라 검증되며 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는 제어 

각 기기들은 통합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기 

오프라인의 기능시험 

설치되 

각 모율의 다. 

안전등급 

므로 

소프트웨 

검증하기 

기기고장을 

연계사항을 

후 시험은 

수행된다. 또한 계통의 내부 또는 외부와의 

운전범위에 걸쳐 연계신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운전중에도 주기적으로 기능시험이 수행된다 

설치 를 

어를 

검출 전체 

하기 위해 발전소의 

위해 

설계사양 노섬보호계통 구조 및 3) 

랙은 DSP 카드， 

노심보호계통은 플랜드보호계통의 캐비닛 

있고 서브 노심보호계통 하드웨어는 하나의 서브 랙으로 구성되어 

전원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D1 
^ NIC 카드 

설치되며， 블록선도는 그림 3.15-4와 같다. 

정확하고 보수적인 엄계열속비와 

에 

계산해야 하는 실시간으로 선출력밀도를 비교적 

적 

절하게 분산된다. 따라서 노심보호계통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5 개의 독립적인 계 

산 프로그램과 1 개의 서브루틴으로 구성된다. 그림 3.15죄는 5 개 프로그램과 1 개의 
서브루틴 간의 연계와 각각 프로그램 간의 입력 및 출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SMART 연구로 노심보호계통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계산 기능이 

Reactor Coolant Mass Flow Program (COOLANT) 

CEA Program (CRPOS) 

CHFR and Power Density Update Program (CHECK) 

Power Distribution Program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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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HFR and Power Density Program (THERM) 

Trip Sequence Subroutine (TRIP) 

COOLANT (냉각재 유량계산 모률) 프로그램은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와 가압기 

압력， 노심 입구 및 출구 온도를 이용하여 노심의 냉각재 유량을 계산하며， 운전되 

는 펌프 수에 따른 노섬유량 변화를 이용하여 임계열속비를 보정하고 엄계열속비 

여유도와 냉각재 유량을 주제어실로 보내 표시되게 한다. CRPOS (제어봉 위치편 

차 계산모률) 프로그램은 제어봉집합체의 삽입정도를 조사하고 제어봉집합체 그룹 

간 삽입 및 인출에 따른 위치 편차 발생시 이에 따른 페널티계수를 계산하여 

CHECK 프로그램에 전송 최소 임계열속비 및 최대 선출력밀도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위치를 계산하여 POWER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CHECK (노심 운전변수 계산모율) 프로그램은 보정 중성자속 출력， 노심 열출력， 

노심평균 열속， 고온봉의 열속 분포， 최소 임계열속비가 발생하는 노드의 입력이 변 

경될 경우 임계열속비 및 증기건도 여유도 그리고 국부 선출력밀도 등을 해석한다. 

POWER (출력분포 계산모률) 프로그램은 노외계측기 신호， 제어봉집합체 그룹의 

위치를 이용하여 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가상 고온봉의 출력분포 및 3 차원 첨두 

계수， 고온 채덜 출력의 평균값 등을 계산한다. THERM (임계열속 계산모률) 프로 

그램은 수로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노심 최소 임계열속비， 고온수로에서의 증기건도， 

임계열속비 갱신에 사용될 변수들의 정적인 값을 계산한다. TRIP 서브루틴은 최 

소 임계열속비 및 최대 선출력밀도가 기 설정된 값을 위배하는 과도상태가 발생하 

면 적절한 SMART 연구로 정지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노심보호계통 소프트웨어는 안전 필수 등급으로 설계되고 구현된다. 소프트웨어 

구조는 모율화 및 구획화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모률만을 

간단히 수정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 고장복구 시간도 최소화 

시키고 있다. 노심보호계통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필요시 계통의 특성 

을 반영한 embedded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memory 

map을 확실하게 분라할 수 있는 assembly를 사용한다. 보통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는 이식성이 주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거친 환경과 대중의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분야에서는 소프트왜어의 이식성 보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이 중요시되는 상위 요건이므로 안전등급 소프트혜어 개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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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심보호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가) 노심보호계통 운전 

정상운전 상태에서 플랜트보호계통으로 보호선호를 제공하며， 정보처리계동을 통하 

여 채널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플랜트 기동 중에도 운전원이 노섬보호계통 

운전정지 선호를 우회시킬 수 있다. 주기시험 시에도 채널의 운전정지 선호를 우 

회시킬 수 있다. 주기시험은 주기시험 소프트혜어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주기시험 

은 크게 기능시험 및 응답시간 시험으로 구분된다. 기능시험은 노섬보호계동의 소 

프트웨어 및 하드혜어 시험으로 구성된다. 소프트혜어 기능시험은 노심보호계통의 

보호 알고리즘의 건전성을 시험하며， 하드혜어 기능시험은 메모리， 입력 및 출력 기 

기의 시험을 수행한다. 노섬보호계통의 운전 및 시험을 위하여 플랜트보호계통의 

전원 요건에 따라 전기 1 급 필수전원계통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은 하나의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를 포함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제어실에 장착되어 있다. 운전원은 메뉴구동방식을 이용하여 입력 

변수， 출력변수， 계산된 중간변수， 가변상수 들을 화면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운전 

원은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를 통하여 가변상수를 변경할 수 있다. 

노섬보호계통 운전정지 신호 우회 설정치보다 출력이 작을 경우에， 운전원은 운전 

정지신호를 우회시킬 수 있으며， 운전정지 우회 설정치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운 

전정지 우회가 제거된다. 계통의 하드혜어 이상， 소프트웨어 이상， 시험상태 및 채 

널우회 등 고려되는 계통의 모든 상태가 경보지시계통에 표시된다. 

나) 노섬보호계통 설명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에 장착되어 있는 SMART 연구로 노심보호계통 하드웨어는 
2 장의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보드와 1 장의 DSP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노섬보 
호계통 입력 및 출력은 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전송된다. 계측계통으로부터 전송 

된 업력은 DSP 보드에서 처리되어 출력을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출력은 안전통신 
체계를 통하여 연계계통으로 전송된다. 

노심보호계통에 입력되는 측정변수는 제어봉집합체 위치， 노외 중성자속 출력， 주냉 

각재펌프 축 회전속도 노섬 입구온도 노섬 출구온도 및 가압기 압력으로 구성된 

다. 노섬보호계통의 계산에 사용되는 측정값이나 노섬보호계통에서 계산한 결과 

값들 중 경보지시계통과 정보처리계통에서 요구되는 변수들은 안전통신체계를 통하 

여 각 계통으로 전송된다. 

-904-



다. 안전등급제어계통 

SMART 연구로 안전등급제어계통은 NSSS 공학적안전설비 BOP 공학적안전설비 

및 공학적안전설비를 제외한 안전 관련 기기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으로 독 

립된 4개의 채널 A , B, C, D로 구성된다. 각 채널은 서로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 

되며， 4 개의 독립된 필수전원을 각각 공급받는다. 소프트혜어의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여 공학적안전설비를 수동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다양성 공학적안전설비 수 

동스위치도 갖는다. 다양성 공학적안전설비 수동스위치가 구동시킬 수 있는 안전 

기능은 원자로건물 격리기능， 안전주입 구동기능， 재순환 구동기능， 주증기 및 급수 

격리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구동기능， 주제어실 비상환기 구동기능， 핵연료취급구역 

비상환기 구동기능， 원자로건물 퍼지격리 구동기능을 포함한다. 

1) 안전등급제어계통 기능요건 

가) NSSS 공학적안전설비 구동 기능 

안전둥급제어 계통은 [참고문헌 3.15.11] 및 [참고문헌 3.15.12]에 따라 플랜트보호계 

통 4 개의 채널로부터 NSSS 공학적안전설비 개시신호를 수신하여， 선택적 2/4 논 

리에 따라 NSSS 공학적안전설비를 구동시킨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건물격리작동 

신호 (CIAS) , 안전주입작동신호 (SIAS) , 재순환작동신호 (RAS) , 피통잔열제거작동 

신호 (PRHRAS)를 사용한다. 

원자로건물격리작동신호는 냉각재상실사고 급수관파단 또는 주증기관파단시 방사 

능 물질의 누출 완화를 위하여 원자로건물을 관통하는 공정라인을 차단시킨다. 안 

전주입작동신호는 사고시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재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냉각재를 주입하는 비상노섬냉각 기능을 위한 기기를 작 

동시킨다. 재순환작동신호는 사고 후 안전주입계통을 이용한 장기간의 비상노섬냉 

각을 위하여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로부터 냉각수를 재순환시킨다. 피동잔열제 

거작동선호는 원자로정지 발생시 이차계통을 이용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이 불 

가능한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임의의 출력조건 온도로부터 정지냉각계통이 운전 

을 개시할 수 있는 온도까지 낮추기 위해 주증기 및 급수를 격리시키고， 피동잔열 

제거계통을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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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OP 공학적안전설비 구동 기능 

안전둥급제어계통은 BOP 공학적안전설비 개시신호를 수신하여， 1/2 논리에 따라 

BOP 공학적안전설비를 구동시킨다. 이를 위하여 주제어실 비상환기작동신호 

(CREVAS) , 핵연료취급구역 비상환기작동신호 (FHAEVAS) , 원자로건물 퍼지격리 

작동선호 (CPIAS) , 비상디젤발전기 로드시권스 신호를 사용한다. 

주제어실 비상환기작동신호 발생시 자동적으로 운전 중인 기기 계열에 속한 비상 

보충 공기정화기를 자동으로 기동시켜 주제어실의 거주성을 확보한다. 핵연료취급 

구역 비상환기작동선호 발생시 자동적으로 공기가 비상 배기 공기정화기를 통하도 

록 환기로를 변경시켜 핵연료취급구역내의 인원 및 장비들을 위해 적절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원자로건물 퍼지격리작통신호 발생시 자동적으로 원자로건 

물 퍼지계통의 원자로건물 격리밸브를 닫아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공기의 배출 

을 막는다. 1E 급 모선의 전원상실시 원자로 안전정지에 필요한 안전등급 필수 부 

하에 대한 비상 디젤발전기의 load sequencing을 수행한다. 

다) 안전 관련 계통 기기제어 

안전등급제어계통은 정지냉각계통 제어 기능， 1 차측 기기냉각수 제어 기능， 안전 

감압 기능， 공학적안전설비를 위한 공기조화계통 제어 기능과 같은 안전 관련 계 

통 기기에 대한 상태제어 및 지속적인 조절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안전퉁급제어계 

통은 주제어실의 기능과 독립적인 인간기계연계를 이용하여 원격정지설로부터 플랜 

트를 안전정지 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라) 우회 및 불능상태 지시 

안전등급제어계통은 [참고문헌 3. 15.44]의 규제지침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보지시계 

통 및 정보처리계통에게 계통수준의 우회 및 불능상태 지시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호 및 자료는 안전등급제어계통이 생성 

한다. 

2) 안전둥급제어계통 설계요건 

가) 설계둥급 및 고장에 대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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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능을 수행하므로 

다. 또한 안전등급제어계통의 기기들은 

내진둥급 I로 설계한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은 단일고장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 계통내의 단일고장에 의해 안 

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또한 안전등급제어계통은 고장-안전 개념으 

로 설계하므로 입력신호의 상실 교류전원의 상실 구성모율의 고장시 공학적안전설 

비 및 안전 관련 계통 기기의 작동신호 및 경보선호를 생성한다. 

설계한 

유지되도록 

전기 1 급으로 

안전정지지진 하에서 기능이 

안전등급 3 및 안전등급제어계통은 

인간기계연계 및 경보 요건 나) 

설계된다. 

제어 

구동시킨다.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보신호를 생성하며， 

고장 및 채널우회 등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보 신호를 경보지시계 

통 및 정보처리계통으로 제공한다. 계통 고장 및 계통 시험 둥에 관한 상태도 운 

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상의 정보로 제공한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의 인간기계연계는 

소프트제어기가 

수행하며，안전등급제어계통은 

안전등급제어계통은 

계통의 

운전원 인간공학 설계 지침에 따라 

인간기계연계를 사용하여 

행위에 해당하는 기기를 

요구행위를 

또한 

제공하는 

제어요구 

안전등급 
。

'-

운전요건 다) 

안전둥급제어계통에 공급되는 전원은 전기 1 급으로 각 채널별로 독립적이며， 연속 

공급된다. 전기 1급 전원은 전원상실시 배터리에서 백업되도록 구성한다. 

채널별 전원은 단상으로 120Vac :l:: 10%, 60Hz :l:: 5%의 전원이 요구되며， 비 접지여 

야 한다. 또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과전류 차단기가 설치된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의 기기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실은 “ SMART 연구로 환경설계 지 

침서에서 제시하는 옹도， 습도， 압력 및 방사선 등의 

을 구성하는 기기는 내진등급 I로써 지진중이나 지진 후에도 기기의 

계통 

전
 

거
L
 

인
 

h
서
 

처
「
 

한
 
리
 

조
「
 묵
」
 

만
 

으E
 

거
L
 

조
 

환경 

적으로 

또한 오염이나 먼지로 인하여 안전등급 

제어계통의 

하도록 설계된다. 

안전둥급제어계통은 운전원과 연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채널마다 보수시험반을 

량을 최소화 및 먼지의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오염 

유지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기기들이 

성 

u1 
그R 

검출을 

감시하고， 계통시험 

또한， 고장의 

상태를 

표시한다. 

캐비닛의 

신호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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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기능을 수행하고 

보수시험반은 갖는다. 

유지보수 



위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진단 및 시험， 주기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며， 

이의 세부요건은 플랜트보호계통과 동등하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은 정상운전 중 한 채널의 유지보수， 교정 및 시험이 허용되도록 

설계되며， 유지보수， 교정 및 시험 중에는 우회시킬 수 있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의 

시험검증요건은 플랜트보호계통과 동등한 수준이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은 공정계측 

계통， 플랜트보호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지시계통， 방사능 감시계통， 전동기 제어 

반， 제어실과 원격정지실의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선호 연계를 가지며 신호 전 

송과 수신은 기본적으로 안전통신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통신체계를 통한 

비안전계통과의 통신은 단 방향 통신만이 허용되며 비안전계통으로부터 안전계통으 

로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 

3) 안전등급제어계통 구조 및 설계사양 

가) 하드웨어 

안전등급제어계통은 그림 3.15-6과 같이 독립된 4개의 채널 A, B, C, D로 구성되 

며， 캐비닛은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과 안전등급기기제어 캐비닛으로 구분한다. 

각 채널은 서로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되며 4 개의 독립된 펼수전원을 각각 공급 

받는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의 모든 기기는 내진등급 1, 안전등급 3, 전기 1급의 기기 

를 사용하여， 최악의 환경 및 충격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검증되며， 

이 조건동안 뿐만 아니라 기 설정된 사고 후 기간 동안에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검증된다. 통신은 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변경 및 확 

장을 고려하여 하드웨어는 20% , 소프트웨어는 40%의 여유를 갖는다. 기기의 제거， 

설치 ，유지보수 및 시험을 위하여 충분한 접큰성이 제공된다.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 A와 B에는 NSSS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 생성 모률， 

NSSS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제어 모률， BOP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선호 생성 모률， 

BOP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제어 모률 안전 관련 계통 작동선호 생성 모률， 안전 관 

련 기기제어 모률 및 보수시험반이 장착되고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 C와 D는 

BOP 공학적안전설비를 제외한 NSSS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 생성 모률， NSSS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제어 모률， 안전 관련 계통 작동신호 생성 모률， 안전 관련 기 

기제어 모률 및 보수시험반이 장착된다. 

안전등급기기제어 캐비닛은 동열한 구조를 갖는 기기제어 모률로 구성되며 기기제 

어논리 수행 후 기기제어카드 (아날로그 출력카드 혹은 디지털 출력카드)를 통하여 

-908-



전동기 제어반으로 출력선호를 전송하여 기기를 구동시킨다.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의 NSSS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선호 생성 모률 CNASGM) 

은 플랜트보호계통 채널 Al , A2, Bl , B2, Cl , C2 , Dl , D2의 공학적안전설비 개시 모 

률 CEIM)로부터 NSSS 공학적안전설비 개시신호 (안전주입개시신호， 원자로건물격 

리개시선호， 재순환개시신호， 피동잔열제거개시선호)를 입력받아 각 신호별로 채널 

1 CAl , Bl , Cl , D1)과 채널 2 CA2 , B2, C2, D2)에 대한 선택적 2/4 논리를 수행하 

여 NSSS 공학적안전설비의 자동 작동선호를 생산한다. 또한 보수시험반에서 

NSSS 공학적안전설비 수동작동신호를 입력받아 NSSS 공학적안전설비의 자동 작 

동신호와 “OR"논리를 통하여 NSSS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생성하여 NSSS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제어 모률로 전송한다. 

안전퉁급제어계통 캐비닛의 NSSS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제어 모율 (NCCM)은 

NSSS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입력받아 작동신호에 따라 작동해야하는 기기의 

작동신호를 생성하여 안전등급기기제어 캐비닛으로 전송한다. 또한 BOP 공학적안 

전설비 작동신호 생성 모율은 방사선 감시계통의 채널 A， B로부터 BOP 공학적안 

전설비개시신호 (주제어실 비상환기개시신호 핵연료취급구역 비상환기개시신호， 원 

자로건물 퍼지격리개시신호)를 입력받아 1/2 논리에 의해 BOP 공학적안전설비 자 

동작동신호를 생성하며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서 BOP 공학적안전설비 수동작동 

신호를 입력받아 BOP 공학적안전설비의 자동작동신호와 “OR"논리를 통하여 BOP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를 생성한다. 

나) 소프트웨어 

안전둥급제어계통 소프트혜어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로 설계되고 품질을 인정받게 

설계된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은 운영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세서 보드 상에서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의 응용소프트웨어는 개발， 시험，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모율단위로 개발되고 최종 개발된 응용소프트웨어는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상주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구현 언어는 의미 전달이 확실하며， 

memory map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혜어 개발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된 
다. 

4) 안전등급제어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가) 계통 운전 

-909-



안전등급제어계통은 정상운전 상태에서 공학적안전설비 개시선호를 감사하고， 개시 

신호가 발생할 경우 작동신호를 생성한다. 안전 관련 계통 작동신호 생성 모률은 

안전 관련 계통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변수 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l /-‘ 
긴T 값 

이 변화하여 미리 정해진 설정치를 넘어서는 경우 작동선호를 생성한다. 작동선호 

가 생성되었을 때 NSSS 공학적안전설비 BOP 공학적안전설비 및 안전 관련 기기 

제어 모률은 해당신호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 기기의 작동신호를 생성하여 안전등급 

기가제어 캐비닛으로 전송한다. 안전등급기기제어 캐비닛에 입력된 기기별 작동선 

호는 기기제어논리를 수행하여 해당 밸브 및 펌프 등을 작동시킨다. 

안전등급제어계통을 구성하고 。1 즈二 D 투투드:.._Q_ 
Aλ'-- _.L- E. 2. t:::"" 입력신호 상설 t:_r:~ 

~'- 전원상실의 경우 

에 고장 안전 개념에 따라 작동된다. 각 모률에 대한 입력선호가 상실되었을 경우 

경보를 생성하고 고장-안전 개념에 따라 입력신호를 트립으로 간주하여 응용 알고 

리즘을 수행한다.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의 각 모률은 전원이 상실되었을 rl 。
ôT 

데이터가 상실되어 신호를 출력하지 않는다. 이 모율로부터 신호를 받아 연산하는 

모율은 입력신호 상실로 간주하여 입력신호상실과 같이 작동된다. 각 모률은 전원 

이 상실되었을 경우 해당 모율내의 기기제어카드가 고장 안전 개념에 따라 기기별 

구동선호를 출력한다. 

나) 계통 설명 

안전등급제어계통은 그림 3.15-6과 같이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과 안전등급기 7 

제어 캐비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원은 보수 및 시험을 위해 트립 채널을 우회 

시킬 수 있다. 보수 우회 시간 간격은 다른 채널의 사고 가능성이 허용 수준 이하 

로 낮아지도록 매우 짧게 한다. 우회는 수통으로 기동되고 수동으로 제거된다. 

À:l 
。 절차는 어떤 종류의 트립에 대해 한 번에 한 개 채널의 우회만을 허용한다. 또 

한 안전주입작동신호와 1E 급 모선으로부터 생성된 소외전원 상실신호에 따라 비 

상디젤발전기 로드시권스작통신호를 생성한다.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의 BOP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제어 모률은 BOP 공학적 안전 

설비 작동신호 생성 모률로부터 BOP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선호를 입력받아 작동신 

호에 따라 작동해야하는 기기의 작동신호를 생성하여 안전둥급기기제어 캐비닛으로 

전송한다. 각 캐비닛의 안전 관련 계통 작동신호 생성 모율은 공정계측계통으로부 

터 안전 관련 계통을 작동시키는데 펄요한 변수의 측정치를 입력 받아 미리 설정된 

설정치와 비교하여 변수의 측정치가 설정치를 초과하면 안전 관련 계통의 작동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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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한다. 또한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의 안전 관련 계통 작동신호 생성 모 

률로부터 안전 관련 계통 작동신호를 입력받아 작동신호에 따라 작통해야하는 기기 

의 작동신호를 생성하여 안전등급기기제어 캐비닛으로 전송한다. 

보수시험반이 안전등급제어계통 각 캐비닛에 장착되어 안전등급제어계통의 주기적 

인 시험을 위한 개시 데이터 입력 및 결과 분석과 경보 기능을 담당한다. 자가진 

단시험의 결과도 모두 전송 받아 이를 분석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경보를 생성한 

다. 또한 수동 작동을 위한 신호와 유지보수를 위한 모든 상태 정보를 각 모률로 

부터 전송 받아 표시하며， 수동 작동， 수동리셋， 설정치 변경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안전등급기기제어 캐비닛은 안전등급제어계통 캐비닛과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설의 

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로부터 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기기별 작동신호를 입력 받는 

다. 입력된 기기별 작동신호는 기기제어논리를 수행 후 기기제어카드를 통하여 해 

당 밸브 및 펌프 둥을 작동시킨다. 

라. 출력제어계통 

출력제어계통은 [참고문헌 3.15.13] 및 [참고문헌 3.15.14]에 따라 SMART 연구로의 

열출력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다. 출력제어는 표 3.15-1과 같이 정의된 

SMART 연구로의 운전모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출력제어계통은 이러한 운전모 

드간의 전이를 위하여 원자로 출력제어계통，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원자로 출 

력 급감발 제어계통， 예비보호 제어계통과 같은 하위계통들로 구성된다.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현재의 급수유량의 함수인 기준온도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 

된 범위 내에서 냉각재 온도를 제어하며 냉각재 온도는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를 

사용한다. 증기발생기 입구온도가 기준온도 프로그램의 온도와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해질 때까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제어봉의 인출， 삽입 및 이동속도 신호를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제공한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제어봉 집합 

체를 상하로 이동시켜 노심의 반응도를 조절한다. 제어봉 이동에 펼요한 제어신호 

는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때 제어봉의 이동속도는 O.25mrn/ 

초로 제어된다. 또한 예비보호시의 제어봉 빠른 삽입을 위한 빠른 삽입 요구 선호 

는 예비보호제어계통에서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으로 제공되어 제어봉 빠른 삽 

입 (2mrn/sec) 이 수행된다. 

운전원이 제어봉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모드는 AS (automatic sequentiaD , MS 

(manual sequentiaD , MG (manual group) , MI (manual individuaD , standby가 있으 

며， 특수 기동시험 능력을 포함한다. 제어모드는 운전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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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어와 그룹/개별제어를 위한 운용능력을 부여한다. 운전원은 주제어실 제어반 

에서 각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어봉을 제어할 수 있다 

1) 출력제어계통 기능요건 

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 

이중화로 구성된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운전모드를 고려하여 급수유량에 따른 원 

자로 출력과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관계식에 기반을 둔다. 이 계통은 정상 출력 

운전， 과도상태 및 부하 변동의 경우뿐만 아니라 성능시험 운전 시에도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이차계통으로 전달하는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SMART 연구로의 성 

능시험 유형은 자연순환， 증기발생기 1 섹션 차단， 주급수펌프 1 대 정지， 복수펌프 
1 대 정지， 주터빈 1 대 정지， 순환수펌프 1 대 정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자로 출 

력제어계동은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프로그램된 기준온도와의 오차범위에서 유지 

하도록 제어봉 그룹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제어봉 구동장치제어계통에 CEA의 인 

출 요구， 삽입요구， 속도 요구 신호와 AWP 선호 및 AMI 신호를 제공한다. 그림 

3.15-7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의 구성도이다. 

나)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6 개의 제어용 제어봉구동장치와 6 개의 정지용 제어 

봉구동장치를 개별제어 및 그룹제어를 할 수 기능을 가지며 제어봉 구동장치에 펼 

요한 제어선호 및 동력을 제공하여 노심에 위치한 제어봉 집합체를 상하로 제어하 

여 반응도를 조절한다. 보호계통의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제어봉 구동장치의 구동 

전원 차단에 의한 제어봉 삽입시에 원자로 출력제어 계통으로부터의 신호는 무시된 

다. 예비 보호선호 발생시 제어봉 그룹은 발생 신호가 없어질 때까지 2mm/sec의 

속도로 자동 삽입되며， 예비 보호신호는 선호를 발생한 변수가 정상값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정상 운전시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원자로 출력제어 

계동으로부터 삽입/인출/속도 신호와 타 계통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아 각 제어구동 

장치를 제어한다. 운전원은 제어실 제어반에서 제어봉 집합체를 AS , MS , MG, 

MI, standby 모드로 제 어 할 수 있다. 제 어 봉은 O.25mm/sec , 2mm/sec의 속도로 제 

어가 가능하며， 제어봉 긴급삽입장치에 의한 경우 68rnm 삽입/인출 제어가 가능하 

다. 다른 제어계통과의 제어봉 이동 연동 (motion interlock) 입력신호로는 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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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quick insertion QULS switch) , (lower limit LLS switch) , (upper limit 

(automatic AWP switch) , limit lower msertIon (quick QLLS switch) , limit 

withdrawal (CEA CWP motion inhibit) , (automatic withdrawal prohibit) , AMI 

이러한 연동선호는 겨 
U 운전되는 원자로가 안전 상태로 유지되어 prohibit)가 였다. 

우에는 펼요치 않다. 

급감발 제어계통 원자로 출력 다) 

二:::J..
H 고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주요 기기 출력급감발 제어계통은 SMART 연구로의 

줄여 。L
"흘 

설정된 출력이상의 정상출력운전에서 

출력급감발 제어계통은 원자로 출력을 신속하게 50%까지 감소시키고， 계속 

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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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량을 최대 10%/sec로 급격히 

기 한다 가능하게 으
 

E 전
 

。} 
ι
 

고 

고장시 

작동하며， 기 설정된 출력 

원자로 출력을 신속하게 

(최대 10%/sec)를 생성한다. 

터빈제어계통에 제공된다. 출력급감발 

출력제어계통으로부터의 

이 계통은 2 out of 2 동시논리에 의해 

정상출력운전에서 주급수 펌프 고장이 

기 위하여 급수제어계통에 급수유량 저감신호 

원자로 출력제어계통과 급수제어계통， 

시，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원자로 

정상적인 삽입， 인출 동작을 수행한다. 

이상의 

감소시키 

이 선 

자동으로 

발생하면 

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요구 신호를 받아 

-
호
 

예비보호 제어계통 라) 

이상 

출력배가 

제어 

따라 

위한 설정치에 도달하기 전에 운전원에게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저 

(주냉각재펌프 저속운전 중) , 고 원자로 출력 

원자로 출력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 중) , 고 가압 

도달하면，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삽입이 수행된다. 예비보호 신호가 발생 

출력제어계통에서 제공되는 삽입， 인출， 

예비보호 선호가 해제되면 제어봉 구동장치 

제공되는 삽입， 인출， 이동속도 요구 신호에 

상태로 

출력 

에
 

a 

치
 

른
 
삼
 

정
 
뻐
 

완
 

설
 

예비보호 제어계통은 원자로 정지를 

상태를 알리고， 자동으로 정상운전 

시간 (노섬기동운전) , 고 원자로 

(주냉각재펌프 중속운전 중) , 고 

기 압력과 같은 신호가 예비보호 

예비보호 신호가 제공되어 제어봉의 

하면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이동속도 요구 신호를 무시하며， 

계통은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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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냉각재펌프 제어계통 

주냉각재펌프는 저속 (1100rpm) , 중속 (1800rpm) , 고속 (3600rpm) 세 가지 운전모 

드를 갖는다. 주냉각재 펌프 운전모드 변경시 회전수 변화율은 30rpm/sec이고 첫 

번째 펌프의 운전모드를 변경한 후 최소한 100 초 후 두 번째 펌프의 운전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정상운전 중 저속 운전모드에서 고속 운전모드로의 직접전환 또 

는 고속 운전모드에서 저속 운전모드로의 직접전환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전환한다. 주냉각재펌프가 고속/중속 운전모드로 운전 중 원자로 트립 

신호가 발생하면 주냉각재펌프는 3 초 후 저속운전모드로 자동적으로 변경된다. 

2) 출력제어계통 설계요건 

가) 보수요건 

위한 충 

최소한의 

출력 

부품이 준비되 

시험 둥을 

경우에 

설계하며 교체나 

모률의 교체가 요구되는 

있도록 설계하여 모률의 교체를 

교체가 편리하도록 

보수 시에 

계통의 시험， 교정， 부품의 

분한 공간 확보가 요구된다. 

교체 가능한 모률을 선정할 수 최소화한다. 

제어계통 장비는 

어 있을 경우에 

고장발생평균시간이 15,000 시간 이상이며， 여분의 

보수완료평균시간은 1 시간 미만이다. 

나) 신호연계요건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핵계측계통， 공정계측계통， 출력급감발 제어계통， 

계통，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비안전둥급 소프트 제어기， 정보처리계통， 

급수제어 

경보지시 

계통， 주냉각재펌프 전력제어기기와 연계를 갖는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공정계측계통， 원자로 출력제어계통， 예비보호， 제어봉구동장치 전력제어기， SCOPS,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정보처리계통， 경보지시계통， 급수제어계통， 중기우회계통 

과 연계를 갖는다. 출력급감발 제어계통은 공정계측계통， 원자로 출력제어계통， 비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급수제어계통，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정보처리계통， 경 

보지시계통， 터빈제어계통과 연계 갖는다. 예비보호 제어계통은 핵계측계통， 공정 

계측계통，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지시계통， 비안전등급 소프 

트제어기와 연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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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원 및 환경 요건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는 출력제어계통은 전기 비 1 급 전원이 공급된다. 공급된 

비안전 120Vac 전원 및 MG set에서 제공된 120Vac 전원은 각각 계통 캐비닛과 및 

전력제어기기에 제공된다. 

출력제어계통 캐비닛과 장비는 설치되는 전기기기실이나 현장의 온도， 습도， 압력， 

방사능 등의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SMART 연구로 환경설계지침서의 설계지침을 

만족하도록 검증된다. 캐비닛과 장비는 지진 발생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SMART 연구로 내진설계지침서의 내진둥급 II 지침을 준수한다. 전자파 장애요건 

은 현장 설치 전 [참고문헌 3.15.47]에 따라 각 항목에서의 제한치 및 적용치를 적 

용하여 전자파 시험을 실시 및 검증한다. 또한 정전기방전에 대한 디지털 장비의 

내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수행된다. 

3) 출력제어계통 구조 및 설계사양 

가) 하드혜어 세부사양 

주 프로세서는 제어 알고리듬， 자기 진단을 하며， 계측계통으로부터 X, Y 채널간의 

특정입력 편차 계산을 수행한다. 주 프로세서는 부동 소수점 처리 능력， 전원 고장 

진단 및 자동 재시작， 동작 중 메모리 쓰기 방지 능력， 다중 수준 인터럽트 구조， 

실시간 클럭과 같은 특성을 만족한다. 또한 주 프로세서는 출력제어계통의 기능 

및 성능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시스범 버스와의 어드레스/인터페이스 제어의 호환성 제공 

- 실시간 디지털 신호처리 기능 

- 출력제어계통 응답 시간 확보 

- 시스템 구조 변경 및 업그레이드 용이성 

- 데이터 실시간 처리 및 데이터 공유시 발생오류를 배 제할 수 있는 메모리 계 

층 구조 

- 마이크로 코드에 의한 실시간 처리 

- 동시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마이크로 코드에 명시 

- 메모리에 대한 다중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DMA 기능 지원 

- 어드레스/데이터 버스가 분리된 프로세서 버스 구조 

시스템 버스는 주 프로세서 메모리 통신카드 출력카드와의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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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신뢰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사용된다. 시스템 버스는 단종의 위험이 없 

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야 되며， 3 년 이상 시장에서 운전이력이 검증되어야 하며， 선 

정시 설계자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용된다. 출력제어계통은 통선체계 

를 통해 공정， 이차제어계통과 함께 제어 연계망에 연결되며 제어연계망은 다시 전 

체 인간기계연계체계 통신체계에 연결된다. 핵계측 계통， 공정계측 계통， 경보지시 

계통， 정보처리계통， 안전퉁급 계통간의 자료 전송은 2 채널로 구성된 통신 카드로 

실행된다. 통신카드는 입증된 기술， 저 가격， 유지 보수 기간 단축과 함께 통신체 

계는 계통간의 신뢰성 및 안전성 있는 자료전송 안전등급통신체계와의 전기적/물리 

적 격리， 단일부품 및 원인에 의한 계통고장 미 발생， 결정론적인 자료전송구조， 전 

송용량 및 확장성 (최대 부하시 25%의 확장성) , 계통요구제한 시간 내 자료전송， 유 

지보수 위한 배선의 최소화 같은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선정된다. 주 프로세 

서에 의해 수행된 알고리듬의 계산 값은 정보처리계통， 경보지시계통 등에 제공되 

며， 기기 구동을 위한 기기 구동 신호가 출력카드에 제공된다. 기기 구동 신호는 

출력카드를 거쳐 적절한 전압레벨의 접점 선호나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된다. 

MCP 제어장비는 입력 전원의 주파수를 변조하여 MCP의 속도를 제어한다. MCP 

에는 3상 유도전동기가 사용되며， 총 2 대가 설치된다. 각 제어장비에는 프로세서， 

메모리， 통신카드가 장착되며， 광 통신망으로 정보를 송수신한다. MCP 1 대를 구 

통하기 위한 MCP 제어장비는 다음의 사양을 충족되도록 설계된다. 

MCP 회 전속도 : 3600/1800/11000rprn 

MCP 제 어 장비 입 력 전 원 :3상， 43kW, 460V, 60Hz 

- MCP 제어장비 출력 : 3상 41kW, 420Vrrns, 60Hz/21.6Hz (주파수제어) 

- MCP 제어장비 효율 : 95%이상 

CEDM 전력제어장비는 CEDM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된 선형화된 힘을 제공하는 전 

기 장비이다. 이 장비에는 12 개의 스랩핑 모터구동을 위하여 프로세서， 메모리， 

통신카드가 장착되며 CEDMCS와 광 통신망으로 정보를 송수신한다. CEDM 전력 

제어장비는 4 상 동기 직류 스랩핑 모터를 기동하기 위하여 전압/주파수를 적절히 

조절하며， 이 스랩핑 모터는 CEA를 상하로 이동시킨다. 12 개의 CEA를 구동하기 

위한 CEDM 전력제어장비는 SMPS (switched rnode power supply)로 구성된다. 

스템핑 모터 1 대를 구통하기 위한 SMPS는 다음의 사양을 갖는다. 

CEDM 전 력 제 어 장비 입 력 전 원 : 약 1.2 kVA, 120Vac, 60Hz 

- CEDM 전력 제어장비 출력 :4상 펄스， 약 l .lKVA 

MTDM (rnaintenance test display rnodule) 이 각 캐 비 닛 에 설 치 되 며 출 력 제 어 계 통 

의 시험과 유지에 사용된다. MTDM은 출력제어계통의 시험 외에 설정값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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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다. MTDM은 터치 스크린 기능을 갖는 유지보수패널과 MTDM 컴퓨터 

로 구성된다 

나) 출력제어 논리 

출력제어계통이 출력을 제어하는 논리를 기능 블록으로 표현하면 그림 3.15-8과 같 

다.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과 함께 제어봉 집합체의 위 

치 변화를 통해 반응도를 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입구온도를 프로그램된 기준온도의 

오차범위내로 유지하도록 폐루프 제어시스템을 형성한다.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은 

기준온도를 추종하도록 증기발생기의 입구온도를 조절하며， 부하변화에 따른 과도 

현상을 감소시킨다. 증기발생기 입구온도의 자동제어를 위하여 원자로 출력제어계 

통은 프로그랩된 범위 내에서 온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어행위를 결정하는데 사 

용될 온도와 출력의 오차신호를 생성한다. 이 오차선호들은 제어봉 집합체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며 이를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제공한다. 

제어봉은 원자로 용기 상부에 위치한 스템 모터에 의하여 상하로 이동한다. 제어 

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제어봉 이동 요구 신호를 노심보호계통， 원자로 출력제어 

계통， 예비보호 제어계통， 계측계통， 비안전등급 소프트 제어기로부터 전송받아 각 

각의 제어봉의 삽입/인출/속도를 조절한다. 제어용 제어봉 집합체 그룹은 부하 변 

화에 맞춰 제어되고， 정지용 제어봉 집합체 그룹은 제어용 제어봉 집합체 그룹과의 

중첩 양을 유지하며 정지 시에 완전히 삽입된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자 

동/수동 운전 시에 제어봉의 정확한 제어와 운전원이 현재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 

도록 제어봉의 노섬위치를 계산한다. 제어봉 노섬위치를 계측하기 위한 비안전 퉁 

급 초음파 센서는 제어봉 집합체의 상하 이동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제어봉의 상부 

한계 스위치， 하부한계 스위치， 긴급삽입장치 상부한계 스위치， 긴급삽입장치 하부 

한계 스위치， 스템 모터 입력 전류의 계측신호를 조합하여 제어봉 위치를 계산한다. 

출력급감발 제어계통은 급수펌프의 주요기기의 고장에도 안전계통의 개시 동작없이 

빠르게 원자로 출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운전을 가능하도록 한다. 원자로 출력의 급 

감발은 급수제어계통과 연계하여 급수유량의 급격한 감소 (최대 lO%/sec)에 의하여 

수행된다. 예비보호 제어계통은 원자로 정지를 위한 설정치에 도달하기 전에 에비 

보호신호를 생성하고 생성한 신호를 원자로 출력제어계통과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 

계통으로 전송하여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이 제어봉 집합체를 빠르게 삽입 

(2mm/sec)시 킬 수 있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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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요건 다) 

출력제어계통의 소프트혜어는 운영체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지원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제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로직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 

현되며， 응용 소프트웨어를 수행하기 위한 task scheduler와 hot-standby 수행을 위 

소프트례 

체계는 

입출 

한 failover 소프트혜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분한다. 

어는 정의된 소프트왜어 개발지침서에 따라 개발된다. 

출력제어계통을 위한 운영체계는 경성 실시간 운영체계를 사용한다. 

실시간 순위로 구동되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있고 전원 고장， 자동 재기동 및 

력 서비스를 위한 관리 모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용된다. 

출력제어계통의 

운영 

Failover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감지되면 다른 시스랩으로의 

프로세서간의 heart-bit를 제공하여 프로세서들이 독자적으로 서로간의 

건전성을 결정하도록 한다. 테스크 스케률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정해진 시간 내 

주가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어야 하며 주 프로세서의 입출력을 200ms 이내로 처 

이 한다. 하도록 전환을 고장。 

호스트 

시스템 

c 
T 

에 

리할 수 있다. 

출력제어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4) 

초기 운전을 위해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완전 삽입된 상태인 제어봉 집합체 

를 제어봉 구동장치에 장착된 전자석을 이용하여 완전 인출한다. 제어봉 집합체가 

제어봉 긴급삽입장치 상부한계스위치 상태 정보가 운전원에게 제공 

제어봉 구동장치에 장착된 전자석에서 

긴급삽입량 만큼을 삽입시킨다. 이때 제어봉 긴급삽입장치 하부한계스위 

삽입 상태 정보가 운전원에게 제공된다. 정상 상태에서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 

계통은 5 가지 제어모드로 제어봉 집합체를 제어하며 운전원은 비안전동급 소프트 

통해 제어모드를 선정한다. 제어모드의 유형은 

standby가 있다. 

출력급감발 제어계통은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핵증기 

력， 급수유량/증기유량 간의 최소 섭동을 

출력제어계통/급수제어계통이 제어된다. 

긴급삽입장치를 시에는 

완전 인출되면， 

원자로 정지 

탈착시켜 

된다. 

치 

MI, 

원자로출력/터빈출 

원자로 

MG, 

연동하여 

MS , AS , 

공급계통의 

동작되며， 이와 

출력급감발 제어계통은 

갖도록 

제어기를 

동
 

정상 운전시 자동으로 

제어계통과 

않다. 원자로 

정상 운전상태 

원자로출력 

예비보호 제어계통은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운전시 구동행위가 필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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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비정상상태 

제어동작을 수행하지 

작동하며， 운전원의 

제어계통은 

안에는 

초기화되어 

제어봉 구동장치 



정지이후， 원자로 정지를 알리는 CEDMCS under voltage 신호가 계측계통에서 이 

차제어계통으로 제공된다. 

출력제어계통은 시험과 교정을 위한 설비를 갖는다. 시험 모드에서 시험 패널은 

입력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부 신호나 내부 시험신호를 사용한다. 시험 모드에 

서 출력신호는 연계 검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운전 상태 정보가 제공된다. 

마. 공정제어계통 

공정제어계통은 [참고문헌 3.15.15] 및 [참고문헌 3.15.16]에 따라 SMART 연구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상태 (ATWS) 사건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다양성보호 

계통과 SMART 연구로의 열수력 현상과 기기 상태에 따른 온도， 압력， 유량， 수위， 

속도， 위치변수 등의 상태정보를 이용하여， 각 구성 기기의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급 

수제어계통， 충전 및 정화제어계통， 비안전 관련 BOP 제어계통으로 구성된다. 이 

계통은 SMART 연구로의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비안전 등급을 만족 

하도록 설계된다. 즉， 모든 설계기준 사고 시에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지 

진 사고 시에 계통 기능 수행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으나 비산물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제어계통 기기는 내진둥급 II로 분류된다. 설계 목표로써 디지럴 제어계통을 구 

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아날로그 기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은 디 

지털 기술로 구현된다. 제어계통은 최대한 다중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관련된 선호 

는 2 채널로 이중화 구조를 갖는다. 또한 비안전 계통이므로 안전관련 및 보호기 

능의 수행에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된다. 제어계통 

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산업체 기술을 적용하므로 산업체 표준을 도입하여 설 

계한다. 공정제어계통은 계통 설계에서 요구되는 센서 입력단부터 구동 입력단까 

지의 응답시간이 1 초 이내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1) 공정제어계통 기능요건 

공정제어계통은 운전원의 개입으로 제어되는 수동제어와 현재의 운전 상태에 따라 

제어대상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자동제어의 기능을 갖는다. 공정제어계통은 운전 

원의 조치 없이도 일정시간 제어기능을 자동으로 개시하며， 제어대상의 동작이 완 

료되게 한다. 공정제어계통의 장비고장으로 인한 자동제어기능 상실 시는 소프트 

제어기를 통한 수동제어 수단과 방법이 제공된다. 공정제어계통의 제어변수는 소 

프트제어기뿐만 아나라 정보처리계통에 표시되며 안전관련 계통과의 통신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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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 운전원과의 연계는 제어계통은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기준과 특정을 근거로 설계된다. 

된다. 

학적 

다양성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속하며， 소프트혜어는 안전-관련 둥급으로 이에 따른 품질요건을 만 

족하도록 설계된다. 

급수제어계통은 모든 운전 기간중 증기발생기에 

보호계통은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상태 사건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켜 

하드웨어는 보호계통의 다양성 10CFR50.62를 설비로 느
 

L 주
’
 비안전 등급에 

요구되는 급수유량을 급수제어밸브 

제어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급수제어계통은 증기발생기로 유 

입되는 급수유량을 정상상태 운전뿐 만 아니라 과도상태 운전 기능도 제공할 수 있 

도록 설계된다. 

충전 및 정화제어계통은 충전 및 정화계통 운전 중 계통의 상태와 운전을 감시하고 

설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제어실에서 운전변수를 제어하고 감 

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의 총감마방사선 및 핵분열생성 

물에 의한 감마비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충전 및 정화제어계 

통은 정화열교환기 후단에 설치되어있는 계측기를 통하여 고온의 냉각재로부터 

화이온교환 수지를 고온으로부터 보호하며， 정화이온교환기의 교체시기를 예측할 

각 기기의 ’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가 제어실에서 지시될 

비안전 관련 BOP 제어계통은 운전 상태에 따라 각 계통이 
퉁의 기기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A:l 
。

수단을 

요구하는 펌 

。l~二
AA '-

/‘ T 

밸브공조기 

있도록 

제공한다. 

:rr uJ 
- ~’〈

/
기-

공정제어계통 설계요건 2) 

영향을 

제어계통은 

출력상황， 과도상태 및 정지 

안전관련 및 보호기능의 

공정제어계통은 

출력부에 이르기 

전기적으로 격 

로
 
록
 
어
 
어
 

률
 
도
 
제
 
제
 

동
 
하
 

--

가
 
념
 다
 
않
 

7 

쉰
 에
 

수
 

챔
 

내
 
저
 

이
 

훨
 

도
。
 

가
 

고려하여 

성능관련 설 

사용기 

상태 

수행에 

격리된다. 

프로세서와 

물리적， 

99% 이상의 

신속히 

공정제어계통에 의한 제어결과가 원자로의 

기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계기준사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원자로 

에서도 운전된다. 계통등급은 비안전계통이므로 

물리적， 전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등급계통과 

고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선호입력부에서부터 신호처리 

까지 필요시 다중화하여 설계하고 다중 설계되는 각 기기는 

리된다. 공정제어계통은 제어기능이 요구되는 운전조건에서 

설계하며， 평균고장 수리시간은 단순 모률교체에 의한 수리로 

구현되며， 보수요원 및 여유기기가 가용한 상태일 때 1 시간 

계통을 구성하는 각종 기기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미치는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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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수행되며， 단일기기의 고장이 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게 설계된다. 

공정제어계통의 다양성보호계통은 작동상태， 고장 등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온라 

인 자동 시험 능력을 가지며 이상의 발생 시에 경보 기능을 통해 운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계통의 시험， 교정， 부품의 교체가 편리하도록 설계하며， 

교체나 시험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는다. 보수 시에 모률의 교체가 요구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교체 가능한 모률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모률의 교체를 최 

소화한다. 

공정제어계통의 다양성 보호계통 소프트웨어는 안전-관련이며 이 외의 소프트혜어 

는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된다. 공정제어계동의 기기는 원전 또는 유사 산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특성 환경 및 동작조건에서 검증된 

것을 이용하고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원형시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공정제어계통은 핵계측， 공정계측계통， 정보처리계통， 경보지시계통과 신호연계를 

가지며， 신호전송 및 수신은 기본적으로 비안전통신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안전계통과의 통신은 안전계통에서 비안전계통으로의 단방향 통신만이 허용되며， 

안전계통으로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 공정제어계통과의 주요 연계계통은 계측 

계통과 소프트제어기이며， 계측계통으로부터의 디지털 입력신호를 취득하고， 제어계 

통을 구성하는 각 세부제어계통으로부터 소프트제어기로 제어상태를 전송한다. 

3) 공정제어계통 계통구조 및 설계사양 

다양성 보호계통， 급수제어계통， 충전 및 정화계통， 비안전 관련 BOP 제어계통으로 

구성되는 공정제어계통의 제어 구조는 그림 3.15-9와 같고， 이 구조를 위한 각 캐비 

닛의 내부구성은 그림 3.15- 10과 같다. 

다양성보호계통은 공정제어계통 논리제어 캐비닛에 위치하며 X, Y로 채널화 되어 

있다. 각 채널에는 프로세서인 SBC Csingle board computer)와 계측 및 경보지시， 
정보처리계통들과의 신호연계를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차드 원자로 정지신호 출력 

및 피동잔열제거작동신호 출력을 위한 디지털 출력 카드 Cdigital output card)로 구 
성되어 있다. 

급수제어계통은 공정제어계통 논리제어 캐비닛과 기기제어 캐비닛에 위치한다. 논 

리제어 캐비닛에 위치한 논리제어모률은 이중화되어 되어 있으며 프로세서인 SBC 
와 계측 및 경보지시， 정보처리계통， 기기제어모율과의 신호연계를 위한 통신 인터 

페이스 카드로 구성되고， 공정계측으로부터 받는 기기 상태 정보 및 비안전 소프트 

제어기로부터 받는 기기작동 명령을 조합하여 기기작동 신호 및 경보선호를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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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성된 기기작통 신호 및 경보신호는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하여 기기제 

어모율 및 경보지시계통으로 전송된다. 기기제어 캐비닛에 위치한 기기제어모률은 

논리제어모율에서 받은 기기작동신호를 해당 제어 카드로 보낸다. 

충전 및 정화제어계통 및 비안전 관련 BOP 제어계통도 급수제어계통과 같이 공정 
제어계통 논리제어 캐비닛과 기기제어 캐비닛에 위치하며 기기의 구성 방식도 급 

수제어계통과 통일하다. 

4) 공정제어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공정제어계통 캐비닛과 장비는 SMART 연구로 내진설계지침서에 따라 내진등급 

H 이고， 설치되는 전기기기실이나 현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운전기준 지진 또는 안 

전정지 지진중이나 후에도 기기의 물랴적인 건전성 유지가 가능하다. 공정제어계 

통 캐비닛은 계통의 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전/후 면에 여유 공간을 갖는 

다. 운전원은 캐비닛의 문을 완전히 열고 유지보수와 시험， 교정을 실시할 수 있 

다. 공정제어계통 캐비닛이 설치되는 전기기기실은 SMART 연구로 환경설계 지침 

서에서 제시하는 온도， 습도， 압력， 방사선 등의 환경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운전 및 

유지보수 된다. 

공정제어계통은 다양성보호계통， 급수제어계통， 충전 및 정화제어계통， 비안전 관련 

BOP 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보호계통은 가압기 압력이나 노외 중성 
자속이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할 때 2/2 논리를 이용하여 원자로정지신호를 출력하 
며， 급수유량이 미리 설정된 값 이하로 떨어질 때 2/2 논리를 이용하여 피동잔열제 
거작동선호를 출력한다. 급수제어계통은 운전모드에 따른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급수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급수제어밸브 조절신호 생성 및 급수펌프， 이에 관련 

된 밸브들의 작통 및 정지신호등을 생성한다. 

충전 및 정화제어계통의 주요 제어 운전기능은 크게 정화기능， 방사능 감시기능으 

로 나눌 수 있다. 방사능 감시기능은 공정방사능감시기를 보호하기 위한 밸브 및 

순환유로로 유입되는 유로를 형성하기 위한 밸브들의 작동신호를 생성하며， 정화기 

능은 정화운전， 화학제 주입운전의 운전모드에 따라 필요한 유로를 만들어 주기위 

한 밸브 및 펌프 작동신호와 발생된 고체， 액체 기체폐기물들의 각 폐기물 처리계 

통으로 방출 유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밸브들의 작동신호를 생성한다. 비안전 관련 

BOP 제어계통은 일차측기기냉각수계통， 일차측펼수해수냉각계통， 사용후연료냉각 
및 정화계통I 1차시료채취계통， 주제어실공기조화계통， 보조건물 오염지역 공기조화 

계통，‘원자로건물 공기조화계통， 원자로건물퍼지계통，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 지시계 

통에서 요구하는 펌프 및 밸브 공조기등 기기들의 작동신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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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감시준위 

SMART 연구로의 운전원이 플랜트의 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준위 계 

통이 제공된다. 감시준위 계통은 정보처리계통과 경보지시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정보처리계통 

정보처리계통의 주요 목적은 플랜트의 운전 가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있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계통은 [참고문헌 3.15.19] 및 [참고문 

헌 3.15.2이에 따라 다른 계통들로부터 통신체계를 통해 취득한 플랜트 센서 선호와 

자체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결과로부터의 운전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정보처 

리계통은 어플라케이션 서버， 운전지원 서버 및 정보표시기로 구분되는 세 가지 유 

형의 컴퓨터를 갖는다. 어플라케이션 서버는 통신체계로부터 플랜트 데이터를 수 

집하여 정보처리계통에 요구되는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처리결과를 비안전계통 

통신체계로 출력한다. 이 출력은 제어실의 대형화면， 경보지시계통， 정보처리계통 

의 정보표시기 등에 사용된다. 정보표시기는 동적 및 정적 그래픽 처리를 수행하 

고 통신체계를 통해 얻은 어플리케이션 서버 및 운전지원 서버의 처리결과와 그래 

픽 정보를 결합하여 VDU (visual display unit) 화면에 출력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운전지원 서버는 각각 주 (prim따y) 서버와 

보조 (secondary ) 서버로 구성된 이중 서버 구조로 되어 있다. 주 서버와 보조 서 

버는 동시에 통신체계로부터 입력을 받아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지만， 한 순간에 하 

나의 서버에서만 통신망으로 처리결과를 내보낸다. 서버는 상호간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하트비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며 주 서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는 보조 서버가 정보처리기능을 계속한다. 정보처리계통이 수행한 정보처리 결과 

의 대부분은 제어반에 장착된 VDU 상에 그래픽 화면으로 출력되지만 일부의 처리 

결과는 대형화변 표시처리기， 경보지시계통， 비상대응설비에 속하는 비상기술지원설 

및 비상대책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통신체계로 출력된다. 정보처리계통의 정보 

표시기는 정보표시화면을 생성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처리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VDU 화면에 시각적 형태로 표시한다. 

1) 정보처리계통 기능요건 

가) 운전상태 감시정보처리 및 펼수기능 감시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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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운전상태 감시정보라 함은 제어실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연료집합체， 핵증기 

공급계통， 동력변환계통 등을 포함한 플랜트의 정상 및 비정상 운전상태 정보를 말 

한다. 이 유형의 정보는 관련 규제요건， 각 계통 설계요건， 제어실 설계요건에 따 

라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정보로써 플랜트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집합의 정보라 할 수 있다. 운전상태 감시정보 처리기능은 핵증기공급계통， 동력변 

환계통， 전원 및 전력계통， 보조계통， 담수설비의 운전 상태 감시를 포함한다. 정보 

처리계통의 필수기능 감시기능은 [참고문헌 3.15.40] 및 [참고문헌 3.15.50]에서 요구 

하는 안전변수지시계통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의 기준을 만족한다. 안 

전변수지시계통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능분석과 직무분석의 결과로부터 

랜트 안전운전 상태감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는 정보처리계통에서 처리하여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나) 노심상태 감시정보처리 및 제어봉집합체 감시정보처리 

정보처리계통은 통신체계를 통해 연료집합체 감시관련 신호 데이터를 취득하고， 

SMART 연구로의 노심 운전제한치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정보처리계통의 노심상 

태 감시기능은 운전원이 원자로 노심상태를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 

상태를 값 또는 그래프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노섬상태를 지시하기 위한 정 

보는 원자로냉각재유량 및 가압기 압력， 노심출력， 반경방향 출력분포， 3 차원 첨두 

첨두계수， 최대 선출력밀도， 삼분출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분포 

및 편차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처리계통에서 제공하는 제어봉 집합체 감시기능은 

운전원이 제어봉집합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 기능처리에는 

반경방향 및 계수 

개별적인 CEA 위치 정보， 그룹별 CEA 위치 정보， CEA 위치 편차에 관한 적어도 

정보， 

출력 및 

순서 어김 경보， CEA 관련 정보의 주기적인 화면 표시 출력 및 프린터로의 
하드디스크로의 저장 기능을 포함한다. 

다) 편차 감시정보처리 및 압력一온도 곡선 표시처리 

편차 감시 기능은 매 l 마다 플랜트보호계통 및 노심보호계통의 각 채널 변수에 대 

해 4 개 채널의 평균값을 구하여 평균값을 각 변수와 비교하고 차이가 기 설정된 

값보다 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킨다. 운전원은 편차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최 

근의 채널비교결과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압력 온도 곡선은 정상상태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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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_Q_ c t:l_l 
l • ....L- ^ 상 운전 시 압력-온도 제한 콕선 내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전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지원한다 

및 SOE 처리 이력데이터 가공처리 라) 

정보처리계통은 추후 검토를 위해 펼수기능 감시에 사용되는 플랜트 변수를 장기간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컴퓨터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 이력 데이터 가공처리를 위한 웅용 소프트웨어는 필수기능감시에 요구되는 변 

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운전원이 이력 데이터로 저장되어야 하는 플랜트 

기 능을 제 공한다 SOE (sequence of events) 처 리 기 능은 
안전설비의 개시 사건 둥과 연관된 접점 (contact input) 변수 

>->'I/-‘ 
긴T 

원자 。l~
λ^'-를 선정할 수 

다느 고하처 
_..l..-'L.- 0 --,-, 로 정지 

전개과정을 추 추후 분석을 동해 사고의 저장함으로써 발생을 시간 순서대로 

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들

 

경보처리 및 운전작업지원 정보처리 라) 

기능 정보처리계통은 다양성 요건 충족의 일환으로 경보지시계통과 같이 경보처리 

을 수행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우선순위 1. 2인 경보뿐만 아니라 경보지시계통에서 

처리하지 않는 우선순위 3에 대한 경보처리를 수행한다. 

운전작업 지원정보라 함은 운전원이 수 작업 

전작업 유형을 전산화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정보를 말한다. 이 유형의 정보는 감시제어와 이상 진단이 주요 업무였던 

의 직무형태를 플랜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차원으로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이다. 각종 전자 운전절차서와 기술사양 (technical specification) 자료의 제공，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수행하였던 

지원하는 

。

τ
 

운전원 

속한다. 유형의 정보에 주요 기기의 성능분석 기능 제공 등이 이 

운전성능계산 및 기타 보조정보처리 마) 

t:l_l 
;’R 

주요 가기 

터빈 정보처리계통은 플랜트를 구성하는 증기발생기， 급수 펌프， 복수 펌프， 주 

보조 터빈， 복수기 등 주요 기기에 대한 성능계산을 수행하여 운전원이 

운전성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전 작업일지 작성 

또한 상용 플랜 의 

트에서 운전작업 

수시로 작성하는 교대운전작업 

기능을 처리한다. 

일지는 교대근무조가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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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shift diary)와 시간운전작업일지 (hourly log sheet)로 구분된다. 정보처리계 

통은 운전원 설정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설 운전원 설정정보라 함은 

VDU 화변에 제공되는 운전상태 감시정보를 운전원이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기능을 갖는 정보를 말한다. 이 유형의 정보는 운전원의 작업부담을 경 

감시킴으로써 운전원이 플랜트의 운전상태 감시와 기기의 이상 진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제어실 운전원 설정정보는 운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제공되는 정보이다. 화면상의 그래프 출력유형 설정 감시할 변수들의 그룹 

화， 화면의 순항 방법 선택， 이력 데이터의 저장 처리기능 설정 등은 제어설 운전원 

설정정보에 속한다. 

2) 정보처리계통 설계요건 

정보처리계통은 직접적으로 플랜트의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비 

안전등급 계통이며， 전기 기가등급은 전기 비 1 급으로 분류된다. 정보처리계통의 

소프트웨어 등급은 비안전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 정보처리계통은 지진사고 시 

기능수행은 요구되지 않으나 주제어실에 설치되는 기기는 물리적으로 건전성을 유 

지하여 물리적 이탈에 의해 안전기기 및 운전원을 해칠 수 있는 비산물사고를 방지 

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안전변수지시계통 요건에 따라 99% 이상의 가용도를 만족하 

도록 하드웨어 기기에 대해 이중화한다. 또한 전기적인 고장이 안전관련 기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안전관련 기기와 전기적 및 물리적으로 격리된다. 안전관련 계통 

과의 데이터 통신 시 데이터가 정보처리계통으로부터 안전관련 계통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정보처리계통이 제공하는 정보를 접근하는 운전원의 권한에 등급을 주어 비인가된 

접근을 방지한다. 컴퓨터 기능으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단계의 보안체계가 

있으며， 사용자별로 허용된 범위까지만 접근을 허용한다. 정보처리계통에서 운용되 

는 응용 프로그램의 계산결과 값에 대한 정확도는 그 응용 프로그램 요건서에서 결 

정한다. 정확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정보처리계통에서 운용되는 웅용 프로그램 

의 계산결과 값은 참값 대비 상대오차 :.t O.l%를 벗어나지 않는다. 정보처리계동의 

기기는 전가적 서지 전자파 간섭 정전기 방전 및 공중파 간섭에도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정보처리계통이 운전 중이거나 정지 중일 때에 수행될 보수 및 시험은 적절한 절차 

가 기술된 절차서에 따라 수행된다. 계통에 대한 온라인 시험이 주기적으로 수행 

되어 이상상태가 인지되면 운전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 줄 수 있는 기능과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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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 운전원의 요구 또는 정보처리계통의 운영지침에 의해 특별한 하드웨어 

부품이나 응용 소프트웨어 모율의 동작 상태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다. 하드워l 어 

부품시험은 교체가 가능한 단위부품 수준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고장여부를 시험자 

가 인지할 수 있다. 웅용 소프트웨어는 모률 수정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현장에 

서 모률 시험 및 보수가 용이하다. 

전기가기실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운전지원 서버 및 시스템 콘솔이 내장 

된 캐비닛은 기기설치대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치된다. 정보처리계통의 기기가 

설치되는 장소는 화재방호 설비가 있고 화재 발생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가 제공된다. 모든 케이블은 난연성 물질을 사용한다. 정보처리계통에 제공되는 

교류전원은 배터리 백업이 되는 인버터가 설치된 비 1E 급 필수전원으로부터 공급 

된다. 배터리 백업은 적어도 30 분 이상의 용량을 갖는다. 공급전원은 전압 120 

VAC :t 10%, 단상 60Hz :t 5%, 비접지 상태이며， 장비의 배선은 바닥으로부터 인 

입되어 결선된다. 정보처리계통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온도는 21 -

25 0C, 상대 습도는 40 - 60% 기압은 대기압이다. 만일 정보처리계통 기기들이 설 

치된 방이 부식성 가스 염분성 공기 혹은 먼지가 많은 곳에 위치한다면 특별한 공 

기정화 장치의 설치가 요구된다. 

정보처리계통과 연계하는 BOP 계통은 터빈계통， 주증기계통， 복수계통， 복수정화계 
통， 복수저장 및 이송계통， 복수기 진공계통， 급수계통， 순환수계통， 전력계통， 방사 

선감시계통， 원자로건물감시계통， 화재방호계통， 공기조화계통 둥과 같으며， BOP 계 
통에서 정보처리계통으로 제공되는 신호는 데이터 통신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3) 정보처리계통 계통구조 및 설계사양 

가) 하드워l 어 구조 및 사양 

정보처리계통의 구조는 그림 3.15-11과 같다. 정보처리계통의 하드웨어는 어플리케 

이션 서버， 운전지원 서버， 정보표시기， 디스크어레이， 입력장치， 출력장치， DVD 

(digital video disk) 드라이브， 시스템 콘솔 등으로 구성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 

운전지원 서버 및 정보표시기는 이중구조를 갖는 비안전통신체계와 직접 연계된다. 

정보처리계통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상용 제품을 사용하되 상용 플랜트 환경에 적 

용된 경험이 있는 하드웨어 제품을 사용한다. 상용 하드왜어 선정시 계통에 적합 

한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하드웨어를 선정한다. 

어플라케이션 서버는 통신체계를 통하여 정보처리계통에 전송되는 모든 플랜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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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고속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다. 각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중 

구조를 갖는 비안전통신체계와 연계되며 서버 간에는 하트비트로 연결된다. 각 컴 

퓨터는 동열한 성능을 갖고 정보처리계통 기능요건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비안전통신체계로 현재의 정보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컴퓨터는 주 컴퓨 

터이며，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지만 비안전통신체계로 정보처리 결과를 출력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보조 어플리케이션 서버， 즉 동작중대기 (hot-standby)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운전된다. 보조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통신체계로 처리결과를 

출력하지는 않지만 주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같이 정보처리를 동일하게 수행한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본체가 가져야 할 기본 구성부품은 최소 2 개의 중앙처 

리장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ECC (error correction code) 기능을 갖 

는 주기억장치， 이중구조를 갖는 2 개의 핫 플러그 내장 하드디스크， 서버의 구성부 

품 및 통선체계와의 접속을 위한 입출력 슬롯 서버 장착을 위한 19 인치 표준 랙 

등이다. 운전지원 서버의 구성은 최소 1 개의 중앙처리장치， 정보표시기， 최소한 1 

개의 고성능 그래픽 카드 고성능 주기억장치 이중구조를 갖는 2 개의 내장 하드디 

스크，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성부품 및 통신체계와의 접속을 위한 입출력 슬롯 등 

이다. 

어플리케이션 서버 및 운전지원 서버의 내장 하드디스크 장애로 인한 정보처리계통 

의 기능상실을 방지하고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디스크어레이가 사용된다. 

최 소한 RAID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 방식 을 채 용 한 디 스크 어 레 이 

가 사용되며 장애 디스크를 손쉽게 교체 가능한 핫 스팝 형이다. 또한 디스크 모 

율의 추가나 배열 변경시 자동구성 기능이 있으며 자동 부하균형유지 (auto load 

balancing) 기 능을 가지 며 , 계 층 적 저 장 관리 구조 (hierarchical storage 

management)를 지원하는 상용 제품을 사용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유지보수， 컴퓨터 

의 운영관리， 계통의 진단과 시험 작업을 위하여 전체 정보처리계통과의 통선이 가 

능한 시스템 콘솔이 제공된다. SOE 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해 SOE 라인 프린터가 

제공되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정보처리계통에서 생성되는 각종 기록 등을 출 

력하기 위하여 레이저 프린터가 제공된다. 정보처리계통은 데이터 백업， 유지보수 

작업자가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보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본체에 외부 

장착 가능한 한 개 이상의 DVD 드라이브를 갖는다. 

나) 소프트혜어 구조 및 사양 

정보처리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설계자에 의해 자체 개발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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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소프트워l 어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정보처리계통의 컴퓨터에 사용될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파일러， 그래픽 개발도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틸리티， 응 

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구는 상용 소프트워1 어들이다. 응용 소프트혜어의 설계 

와 개발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맞춰 작성된 개발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소프트 

왜어 개발절차는 계통의 요건이 정확히 구현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반 

영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건전성은 소프트웨어 시험을 통해 증명된다. 

운영체제는 원자력 환경에 적용되었거나 유사한 산업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어 성능 

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며 POSIX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for computer environment) 표준 수용， 우선순위 처리기능 지원， 백그라운드 처리 

지원， 타스크 간의 내부 통신 및 공유메모리 사용 가능， 실시간 스케줄링 가능， 통 

신 관리기능 지원， 디바이스 관리기능 지원 등과 같은 특정을 갖는다. 

그래픽 화면설계는 상용 플랜트 환경에 적용된 경험이 있거나 유사 환경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상용 그래픽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설계된다. 정보처리계통 설계에 

사용할 상용 그래픽 개발도구는 계통의 그래픽 개발환경에 요구되는 선정기준을 작 

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정평가 작업을 통하여 선정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응용 소 

프트왜어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개발도구가 사용될 경우에는 상용 플랜트 환경에 

적용된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운전경험이 있는 개발도구가 사용된다. 정 

보처리계통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구성부품과 하트비트링크에 대한 고장진단， 운영 

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웅용 소프트웨어의 품질보증，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 체계적 형상관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지원하는 소프트혜어 개발 지원도구， 즉 CASE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도구가 사용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ANSI C를 따르는 C/C++를 사용한다. 웅용 소프트왜어의 개발에 구조적 방법론의 

적용을 지원하는 고급 프로그래망 언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입출력 그래팍 화 

면 설계와 같이 객체지향 방법론이 보다 적합한 부분에는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한 

다. 응용 소프트워l 어는 기본적으로 모률단위로 설계되어 모률단위의 관리와 수정 

이 가능하다. 

4) 정보처리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가) 정보처리계통 운전 

정상 상태 하에서 정보처리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 동력변환계통， 전력계통， 보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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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담수설비 등을 포함한 플랜트의 운전 상태를 감시한다. 정보처리계통의 고장시 

운전원은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경보지시계통 및 대형화면을 통해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다. 정보처리계통은 운영체제에 의해 온라인 운전 중에 자가 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원에게 알린다. 자가 시험은 부동 소수점 처리， 중앙 

처리장치， 온라인 디스크 실행 등에 대하여 섣행된다. 이 온라인 자가 시험 중 정 

보처리계통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 성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플라케이션 서버， 

운전지원 서버， 정보표시처리기는 전원 가입시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하드디스 

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등에 대해 자가 시험을 수행한다. 자가 시험은 운전 

원의 개업이 요구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이때 고장 난 기기가 있을 경 

우에는 운전원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나) 정보처리계통 설명 

어플라케이션 서버는 정보처리계통의 기능 중 플랜트계통 운전상태 감시정보처리 

(핵증기공급계통， 동력변환계통， 전력계통， 보조계통， 담수설비) , 공학적안전설비 감 

시정보처리， 펼수기능감시정보처리， 노십상태 감시정보처리， 제어봉집합체 감시정보 

처리， 편차감시정보처리， 압력 온도 곡선， 이력데이터 가공처리， SOE 데이터 수집， 

경보처리，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수행한다. 운전지원 서버는 정보처리계통의 기능 

중 과거자료 저장 및 재생， SOE 데이터 저장 및 재생， 운전작업지원 정보처리 (전 

산화된 운전절차서， 전산화된 경보조치절차서 전산화된 운영기술지침서， 주요 기기 

운전성능 계산， 운영일지 운영 )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처리계통의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플라케이션 서버， 운전지원 서버， 정보표시기 

에 탑재되어 계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통신 처리 소프트웨어 

는 어플라케이션 서버와 연계계통과의 통신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정보표시기와의 

통신， 주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보조 어플라케이션 서버와의 통신을 처리한다. 실시 

간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존재하는 모든 타스크들의 실행을 

제어한다. 실시간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는 어플라케이션 서버에 존재하는 모든 타 

스크에 대한 설행정보 (설행주기 타스크 ID 타스크 설행상태 등)를 포함하는 타스 

크 라스트를 유지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타스크의 실행을 관리한다. 실시간 데 

이터베이스는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추가/삭제/수 

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주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보조 어플라케이션 서버 

의 각각의 failover 소프트웨어는 1 초의 주기로 하드웨어 가기 및 소프트워l 어의 건 

전성을 검사하고， 그 건전성에 대한 heartbeat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Failover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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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선뢰성 프트웨어는 교환된 heartbeat 정보를 자신의 건전성 정보와 비교하여 

있고 건전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주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선태한다. 

경보지시계통 나 

경보지시계통은 [참고문헌 3.15.21] 및 [참고문헌 3.15.22]에 따라 정보처리계통， 대형 

화면과 더불어 SMART 연구로에서 발생하는 이상상태를 감시하고， 운전정보를 표 

시하는 계통으로서 1E 급의 PAM 표시기능과 비 1E 급의 경보기능 및 지시가능을 

수행한다. PAM 표시 기능은 주제어실에 근무하는 운전원이 사고의 개시로부터 사 

고 과정과 사고 후에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감시하여 안전계통을 수 

동으로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채널로 구성하는 PAM 표시는 채 

널별로 한 개의 PAM 표시기를 가진다. 이들 표시기는 주제어설의 안전정지제어반 

에 위 치 하며 [참고문헌 3.15.45] 인 R.G 1.97의 범 주 1 변수들을 연속적 으로 나타내 

기 위해 고정된 형태의 표시기에 표시한다. PAM 범주 1 변수들은 공정계측계통 

핵계측계통으로부터 안전통신망을 통해 전송 받아 PAM 표시기에 직접 표시한 
t二

T PAM 변수의 기록은 안전통신체계를 통해 공정계측 및 핵계측계통으로부터 

하나의 채널 신호만을 선택 입력받아 안전정지제어반에 위치하고 

J:!.l 
^ 
다. 

채널 있는 

PAM 기 록장치 에 기 록한다. 

경보지시계통의 경보는 운전원에게 계통이나 공정의 이상을 경고하고， 이상의 

순위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운전원의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그리고 운전원의 대응이 적절한 시간 내에 이상을 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경보는 VDU 기반의 경보 타일 및 경보 리스트로 공정상태를 시각적 

으로 나타내고，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음향장치를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공정 상태를 

운전원에게 알려준다. 또한 경보는 묵음 (silence) , 

(reset) , 시험 (test)을 위해 VDU 기반의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Q_ λJ 
’ '-' 

복귀 (acknowledge) , 확인 

즈
 

<
]

경보지시계통 기능요건 1) 

PAM 정보의 처리 및 표시 가) 

(touch) 

PAM 변수의 지시를 

접촉 위해 

않고 단순히 

PAM 표시기들은 운전원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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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정보는 선호검증 및 경보처리기능을 갖지 

갖는다. 기능만을 위한 표시 



구동 스크린이 사용된다. PAM 표시기들은 [참고문헌 3.15.45]의 규제요건을 만족 

하도록 설계되고， 공정계측계통 및 핵계측계통에서 수행한 입력신호의 선호검증결 

과에 대해 허용된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표시한다. PAM 표시기의 화면 정보는 

디렉터라 및 진단 표시， PAM의 지원변수 레벨의 2 계층으로 구성된다. 디렉터리 

페이지는 모든 페이지를 나타내며 어떤 페이지를 선택하더라도 해당 페이지로 접 

근할 수 있다. 진단페이지는 PAM 표시기의 내부 시험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운 

전원에 의한 에러가 일어날 경우， 그 때 표시되고 있는 페이지에 운전원 에러 메시 

지를 나타낸다. PAM 표시 화면은 현재 표시되고 있는 페이지의 번호 및 제목， 에 

러 지시부분， 페이지 선택부분으로 구성된다. 

나) 경보 기능 

경보 기능은 경보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1. 2. 3 경보를 처리한다. 처리된 경보 

중 경보지시계통은 우선순위 1 및 2 경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경보지시계통은 우 

선순위 3의 경보도 처리하지만 정보처리계통이 가용한 상태에서는 경보 표시화면에 

직접 출력하지는 않는다. 경보지시계통이 처리하는 우선순위 3 경보는 정보처리계 

통이 처리하는 우선순위 3 경보와의 편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우선순위 l 경보는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 자동 운전정지 또는 방사선 누출 

을 야기하거나 수통운전정지가 요구되는 주요 운전원 행위와 플랜트 상태를 유발하 

는 경보이다. 우선순위 2 경보는 직접 안전관련 계통을 동작시키지 않는 경보로 

대부분의 경보가 우선순위 2 경보에 속한다. 우선순위 3 경보는 플랜트 출력변동 

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보로 센서나 기기의 고장으로 편차가 생긴 경보나， 고장 난 

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 경보들이다. 이들 경보는 출력의 변동 없 

이 즉시 자동이나 수동 조작에 의해 경보를 제거할 수 있다. 

경보 처리구조는 그림 3.15-12와 같이 입력신호처리， 경보생성， 경보억제 그리고 경 

보 우선순위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경보처리를 통하여 운전에 불필요한 

경 보 (nuisance alarms)는 감축하고 다중경 보 (redundant alarms) 및 중요하지 않 

은 경보 (rninor alarms)는 억제하여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경보지시계통의 경보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변수는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채널의 

경우 4 채널， 비안전 채널의 경우 2 채널로 입력된다. 경보는 다중채널로 계측되는 

한 공정변수에 대한 대표치를 운전원에게 제공하고 운전원 요구 시 채널별 정보를 

제공하여 신호의 건전성과 운전성을 향상시킨다. 

경보생성은 설정치 체크 및 불필요한 경보의 처리로 구성된다. 경보 변수는 경보 

-932-



조건으로 설정된 경보 설정치와 비교된다. 만일 경보변수가 정상운전 조건을 

상위 및 하위로 벗어나면 경보가 생성된다. 또한 경보 설정치는 기존 플랜트의 

보에서는 정상운전시의 설계값을 기준으로 운전조건을 고려치 않고 설정하여 사용 

하였으나， SMART 연구로의 경보처리에서는 운전 중인 운전모드에 따라 변화되는 
가변 설정치를 적용한다. 그리고 공정의 상태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경보 

의 설정치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원자로 출력에 따라 선형으로 

겨 
。

‘->'I/-‘ 
긴T 

발생 

경우에 적용한다. 

간적으로 설정치를 초과하여 

밸브 등은 기동개시 후 일정시간 동안은 정상기능을 하지 

인하여 

변하는 급수량과 

스
 
ι
 

경보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채터링이나 기기 기동 시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보를 줄인다. 펌프나 큰 용량의 

못하므로 공정에서 

같은 

발생 

발생하는 순간적인 경보상태는 시간지연을 사용 

부근에 

하는 순간적인 과도상태로 

하여 제거한다. 발생하는 것 측정치가 있을 때 채터링이 

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드밴드와 히스테리시스를 적용한다. 

플랜트의 비정상 상태에서 다량의 경보 발생 시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경보 설정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경 

경보의 

주의를 집중시켜 

운전원의 

중요성이 발생에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ζ 

-, 보를 

경보 

중요경보 

운전원의 

한다. 경보표시가 억제된 경보는 관련된 

억제된 경보변수가 경보상태로 남아 있다면 경보표시기에 

대해서 중요한 경보에 

있도록 

경보 표시를 억제하여 

개선할 수 

대해 

대처 

가 소멸된 경우 계속해서 

능력을 

표시한다. 또한 경보표시가 억제된 경보들은 운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경보리스트 

형태로 표시한다. 경보억제 원칙은 다중 설정치 관계에 따른 경보 억제， 우선순위 

에 따른 경보 억제 그리고 원인-결과에 따른 후속경보 억제이다. 

억제 과정을 거친 경보를 운전모드나 공정조건의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표시 (시각적 

순위화를 적용한다. 경보 우선순위는 동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계통 

설계에서 결정되는 정적 우선순위를 끈거로 사용한다. 경보는 VDU 기반의 시각적 

등을 이용하여 경보의 신속한 감지 및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단서가 아닌 경보 우순순위 기능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도 

또한 청각경보는 주위 소음으로부터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파형 및 진폭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운전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혼란을 초래치 않도록 경보를 체계적으로 집단화하여 

필요시 운전원이 상세 정보를 취득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보표시기 

에 사용되는 경보로 타일 형태와 리스트 형태가 제공된다. 타일 형태 정보는 다시 

경보 타일 및 상세 경보타일 화면으로 구분된다. 개괄 경보타일은 계통별로 

주요기기를 집단화하여 이상 상태의 개괄에 대한 최상위 화면을 구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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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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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세 경보타일은 개팔경보 화면에서 발생한 각 공정 및 기기 경보별로 고정 

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상세경보 내역을 제공한다. 경보타일은 단일 요소에 대한 

경보를 표시할 때 그 요소에 설정된 경보 심각도별로 타일을 마련하여 임의의 심각 

도에 해당하는 경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심각도의 타일이 발광하여 경보 의 

미를 운전원에게 전달한다. 타일은 사각형 모양과 그 안에 경보의 내용을 표시하 

는 문자가 결합된 그래픽 개체로 표시한다. 타일은 변수 별로 지정되며 하나의 변 

수가 여러 설정치를 가질 때 각각의 설정치가 벗어나는 상황을 타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설정치 별로 타일에 표시한다. 

리스트 형태 경보는 우선순위 그룹화에 추가하여 운전원이 기능， 시간순서， 경보상 

태와 같은 범주 별로 경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룹화한 것이다. 라스트 형태 경 

보는 경보 천이 상황을 시간적으로 기록하고 경보가 발생된 요소의 설명을 리스트 

에 표시함으로써 운전원이 경보의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한다. 

경 보제 어 에 관한 상위 요건은 [참고문헌 3.15.49]의 NUREG 0700 기 준을 따른다. 경 

보 상태 천이도 및 경보상태 천이표는 그림 3.15-13 및 표 3.15-2와 같다. 경보의 

제어원칙은 다음과 같다. 

- 묵음， 확인， 복귀， 시험 등 VDU 기반의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 동시에 경보를 한꺼번에 확인하거나 경보음을 멈추는 것을 피하며， 페이지 단 

위로 확인 및 경보음을 멈춘다. 

다) 지시 기능 

경보지시계통의 지시기능은 원자로의 보호와 공학적 안전에 관련한 기기를 우회 시 

키거나 또는 운전원이 임의 운전 불능 상태로 임시 조치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 

를 운전원에게 제공하고， PAM 범주 1 변수 표시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을 대비하여 

범주 1, 2, 3의 변수를 운전원에게 제공함은 물론 주요운전변수를 제공한다. 그리 

고 지시기능은 안전정지에 필요한 지시변수를 표시하고， 정보처리계통의 정보표시 

기가 가용하지 않을 때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 

시기능은 제어봉 집합체 위치정보， 제어봉 집합체 센서 상태정보， 제어봉 집합체 하 

부한계 접점 정보를 표시한다. 경보지시계통의 지시정보는 다음과 같다. 

- 주제어실에서 플랜트 기동 운전 및 정지를 수행할 때 필요한 원자로 및 연관 

된 계통의 공정 조건과 원격정지실에서 플랜트 안전정지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시 

정보 

제어봉 집합체 위치정보 제어봉 집합체 위치 센서 상태정보 그리고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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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하부한계 접점정보 

。

τ
 

있도 

보호와 공학적 안전에 관련한 기기를 우회시키거나 또는 운전원이 임 

의 운전 불능 상태로 임시 조치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 

- PAM 범주 1 변수 표시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을 대비하여 범주 1, 2, 3의 

- 정보처리계통이 가용하지 않을 때 정의된 시간동안 지속적인 플랜트 운전을 위 

해 필요한 정보 

지시표시기들은 운전원이 플랜트의 상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표시 화면으로 구성한다. 표시기 화면은 운전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능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기능별， 계통별 및 기기별로 집단화하여 표시하며， 필요시 

전원이 특정변수를 선정하여 상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표시기는 터치 방식의 

운전원 연계수단이 제공되며 표시에서 발생한 고장을 운전원이 신속히 

록 표시기에 제공한다. 

‘->'I_/-‘ 
건T 

알수 

- 원자로의 

경보지시계통 설계요건 2) 

설계등급 및 성능요건 가) 

표시는 안전등급 3, 전기 1 급 및 내진등급 I로 설계된다. 

경보와 지시는 비안전등급 전기 비 1 급 및 내진 II 둥급으로 설계 

모든 플랜트 출력상황과 과도상태 및 원자로정지 상황에서 

경보지시계통의 

경보지시계통의 

된다. 경보지시계동은 

PAM 

고장 

필요 

필요는 

다음 

독립성을 

시스템은 

가용성으로 운전할 수 있다. 경보지시계통의 PAM 표시는 시스템 

전원 내 단일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원에게 플랜트 상태 및 안전정지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두 채널 구성을 갖는다. 또한 경보지시계통 

의 경보와 지시는 기능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고장기준을 

없으나 다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중화로 구성한다. 또한 

서로 상대방의 운전성을 감시하여 한 쪽의 고장을 경보한다. 

과 같은 계통 및 기기별로 물리적 분리， 전기적 격리 

만족한다. 

만족할 

이중화된 

경보지시계통은 

및 통신격리를 통해 

도 99%의 

u1 
^ 

- 모든 이중화 기기 사이 (경보처리기 1과 2 사이， 지시처리기 l과 2 사이， PAM 

표시기 1과 2 사이) 

- PAM 표시기와 경보기능 기기 사이 

- PAM 표시기와 지시기능 기기 사이 

- 경보기능 기기와 정보처리계통 기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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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기능 기기와 정보처리계통 기기 사이 

- 보호계통과 경보기능 기기 사이 

- 보호계통과 지시기능 기기 사이 

경보지시계통과 정보처리계통은 동일한 공정변수 및 경보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이들을 계산하고 표시하여 경보의 

다양성 기능을 만족한다. 경보지시계통은 플랜트 수명기간 중 사용자의 변경을 수 

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및 확장성을 갖는다. 그리고 비 허가자의 접근으로부터 안 

전이 확보되도록 보안체계를 갖춘다. 경보지시계통 기기는 자연현상의 영향과 정 

상 및 가상된 사고 조건에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환경 요건을 만족하며， 

전자파 간섭 방지를 위해 적절히 차폐 및 격리시켜 구성한다 

PAM 표시 소프트웨어 경보와 지시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 소프트혜어로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례어 개발 지침서에 따라 품질 신뢰성 및 성능을 보장하도록 

설계， 확인 및 검증한다. 특히 PAM 소프트웨어는 위험도분석을 통한 안전성 분석 

을 수행한다. 독립적인 두 채널로 구성하는 PAM 표시기는 동일 계열의 안전급 전 

원공급계통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또한 독립적인 이중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보 

및 지시기기는 동일 계열의 비안전급 전원공급계통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나) 연계 요건 

안전정지제어반에 위치하는 독립적인 두 채널의 PAM 표시 처리기는 PAM 범주 1 

정보를 공정 및 핵계측 계통으로부터 안전 통신망을 통해 입력 받아 같은 위치에 

있는 독립적인 두 개의 PAM 표시기에 표시하고 한 채널 정보를 PAM 기록장치에 

기록한다.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는 이중화 구조의 경보 처리기 1, 2는 전기 기기실 

에 위치하고， 연계 계통으로부터 안전통신체계 및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경보 

관련 정보를 입력 받아 경보처리를 수행한 후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해 주제어반， 

보조제어반 및 원격정지반에 위치하는 경보표시기에 관련 경보를 표시한다. 또한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경보 음향 정보를 전송하고 경보 기록을 위하여 주제어 

실의 경보 프린터에 정보를 전송한다. 경보처리기는 경보 결과를 정보처리계통에 

전송하여 두 계통간의 경보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우선순위 1 경보를 대형화변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선호를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해 전송한다.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는 이중화 구조의 지시 처리기 1. 2는 전기기기실에 위치하고 

연계 계통으로부터 안전통신체계 및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지시 관련 정보를 입 

력 받아 지시처리를 수행한 후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해 주제어반， 보조제어반 및 원 

격정지반에 위치하는 지시표시기에 관련 지시정보를 표시한다. 

% n ? 



ALWR 경보시스템 요건 적합성 다) 

ALWR 경보시스템인 SMART 연구로 경보는 정상 및 비상운전에서도 적절하게 기 

그리고 품질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 다양성，시험성 

만족한다. 

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중성， 

록 다중성， 다양성， 시험성 설계요건을 

경보지시계통의 경보는 확보하기 위 없는 다중성을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할 펼요는 

독립， 통신망의 독립)로 구성하여 

SMART 연구로 경보의 공통원인고장을 대비하여 제어 

정보처리계통을 경보의 

독립적인 이중화 구조 (전기적 하여 경보처리기의 

다양 

경보의 다양한 수단을 

만약 

실의 

한 수단을 

놓이 

수행하기 사실이 주제어실에 지속적으로 지시된다. 주기적인 자체 시험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시험되는 계통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따른다 

그 면 

경보지시계통 구조 및 설계사양 3) 

구조는 그림 3.15-14와 같다. 1E 급인 PAM 표시기능 

지시기능 기기와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독립적이다. 

통의 소프트웨어는 지원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워l 어로 구분된다. 지원 

어는 운영체제， 수학적 라이브러리， 개발 지원도구 둥을 포함한다. 

어는 PAM 표시 처리 소프트웨어， 경보와 지시처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표시 처리 소프트웨어는 두 대의 처리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며 PAM 표시 

초기화， PAM 표시 운용 (통신처리 및 표시처리). PAM 표시 유지보수/진단을 위한 

모률로 구성된다. 

기기는 비 

경보지시계 

경보지시계통의 

소프트웨 

소프트웨 

PAM 
용
 

1E 급인 경보 및 

만 

백엽 처리기)의 처리기에서 

처리하지만， 정상상태인 

전달된다. 

백엽 처리기가 주 처 

기능적 선뢰성을 확보한다. 

정보체계 및 운전 전략에 따라 SMART 연구로 

제공하는 계통으로서 구성한다. 경보지시계통은 

제공하는 정보처리계통과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혜어 및 통신망을 사용한다. 

계통의 일부 기능이 시험 중에 우회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작동 불능상태에 

각각 두 대 (주 처리기， 

처리기가 모두 같은 입력을 

표시처리기 및 외부 연계계통으로 

경우 고장회복 기능에 의해 

소프트왜어는 

두 대의 

출력만이 해당 

검출되는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처리기의 

약 주 처리기의 고장이 

라기의 가능을 대신한다. 

경보와 지시처리 

입력 처리 

하위 

경보와 지시처리 

rl 0 ;;ζ /ò , , 

레벨 소프트워l 어， 

소프트웨 처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워l 어， 시스템 

소프트왜어， 경보처리 소프트웨어， 표시 

「l 
%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통신 



어， 지원/유지보수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경보와 지시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포 

인트들의 많은 종류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하여 주기억장치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들은 시스템 레벨 소프트혜 

어의 결정 및 요구에 따라 비휘발성메모리에 백업된다. 시스템 레벨 소프트워l 어는 

경보지시계통 처리기 고장에 대비한 고장회복 기능과 다양한 프로세스 (타스크)나 

서브루틴들의 스케률을 제어하는 응용실행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통선 및 입력처 

리 소프트혜어는 기 설정된 각 연계계통별 통신 채널을 통해 프레임별로 디지털화 

된 신호를 입력 받아 다른 타스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특정 메모리에 저장한 후 

각 입력 데이터별 건전성 정보를 확인한다. 입력된 선호들의 확인된 건전성 정보 

는 기 설정된 신호 조정 기준에 의해 정리되어 처리에 적합하게 재구성된다. 

경보처리 소프트웨어는 경보의 생성과 억제 처리를 수행한다. 경보생성은 데드밴 

드， 운전모드의존， 설정치 비교， 다중 설정치 및 시간지연 등의 경보처리 과정을 거 

쳐 경보판단 리스트로 생산된다. 경보 억제는 다중설정치 처리， 우선순위 및 원인 

결과 관계에 따른 후속경보처리를 통하여 불펼요한 경보를 억제하고， 운전원에게 

시각 및 청각 코딩 (우선순위 자료 포함)을 통해 표시되는 경보생성 셀 리스트를 

경보 코딩 데이터를 참조하여 생성한다. 억제된 경보는 운전원이 요구시 표시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표시처리 소프트혜어는 경보 처리의 결과를 표시화면은 1 초 

에 한번 씩 갱신 반영하여 표시한다. 지원/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혜어를 수 

정하고 또한 의미 있는 에랴 메시지를 생성함으로서 MTTR을 최소화한다. 지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모률은 표시정립 전원 고장/자동 재시작， 시스랩 재시작 그리 

고 자가진단을 포함한다. 

4) 경보지시계통 운전 및 계통설명 

정상 운전상태 하에서의 경보지시계통은 PAM 표시정보， 경보 및 지시 정보를 통신 

체계를 통해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위치하는 PAM 표시가， PAM 기록장치， 경 

보표시기， 경보 음향 가기， 지시표시기 및 경보 프린터에 제공한다. 그리고 경보지 

시계통에서 처리된 경보 정보를 정보처리계통으로 전송하여 두 계통간의 결과를 상 

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순위 1 경보와 안전 및 운전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관련선호를 대형화면에 전송한다. 경보지시계통의 고장이나 경보지 

시계통의 표시기 고장 시에도 정보처리계통의 정보표시기는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는데 이용된다. 경보지시계동은 현장에 설치되면 훈련받은 계측제어기술자 

에 의해 유지 보수된다. 고장수리는 가동 중 고장수리와 가동중지 고장수리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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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는데 가동 중 고장수리는 카드교체 표시기 교체가 있으며 가동중지 고장수리 

는 고장난 회로기판을 수리할 때이다. 모든 가동 중 고장수리는 1 시간이내에 완 

료될 수 있으며 가동중지 고장수리는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다. 

경보지시계통의 모든 중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 

서도 시험이 수행된다. 고장회복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출력 운전 중일 때도 자 

동으로 가동 중 시험이 수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계통이 검증된 경보 

및 지시 계통의 신호를 감시하고 있어 경보지시계통의 운전에 대해 두 번째의 점검 

수단을 제공해 준다. 자동시험장치는 주기적으로 시험 및 검교정 한다. 

경보지시계통은 구성 기기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경보지시계통의 가용도에 저해 

받지 않고 경보와 지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입력신호 상실 및 입력 교류전원 

상실은 주제어실 운전원에게 다양성 수단의 경보로 알린다. 경보지시계통의 전기 

적인 고장이 안전관련 기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경보지시계통은 안전관련 기기와 전 

기적으로 격리한다. 경보지시계통과 안전관련 기기 또는 계통간의 신호는 전기적 

격리를 보장한다. 

경보지시계통은 그 사용수명 기간에 주기적으로 시험 및 검교정를 수행한다. 모률 

의 교정 및 조정， 시험에 대한 접근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 시에 고려한다. 

출력운전 중에 이중화된 한 채널을 제거하여 보수하거나 펼요시에는 시험 또는 검 

교정을 수행할 수 있다. 경보지시계통은 시험기능이 실패하더라도 계통의 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물리적 전기적 그리고 통신 독립성을 보장한다. 경보 

지시계통의 처리장치와 표시기들을 가동 중에 계통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이 마련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절차는 현장운전원에 의해 개발된다. 상수， 

경보설정치의 변경작업과 교정은 반드시 처리장치를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수행되 

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관리된다. 처리장치가 이중화되어 있어서 변경 

이나 교정 작업 시에도 계속해서 표시할 수 있다. 

3.15.4 통신체계 

가. 안전통신체계 

SMART 연구로 안전통신체계의 목적은 [참고문헌 3.15.23] 및 [참고문헌 3.15.24]에 

따라 인간기계연계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계통 간에 고속의 선뢰성 있는 자료교환을 

수행하는데 있다. 안전둥급 계통간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위한 하드워l 어 구성 

및 소프트웨 어 프로토콜은 망 연 계 장치 (network interface card)와 스위 칭 장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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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여기에서의 망 연계장치는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라 부리가도 한다. 

SMART 연구로 안전통선체계는 채널링 (channeling) 요건에 따라서 채널별로 하부 

망 (sub-network)을 구성하며 타 망과의 연계는 안전통신체계에서 비안전통신체계 

를 비롯한 타 망으로 단방향 구성을 갖는다. 안전통신체계와 비안전통신체게는 격 

리요건을 만족하는 장비로 분리되도록 구성된다. 

자료전송방식 은 간단하고 명 료한 시 분할 (time division multiplexing) 방식 을 사용하 

며 통신 노드 간 프레임 송수선은 결정론적이다. 안전통신체계의 구조는 채널별 독 

립성， 통신계통 내의 단일고장 배제， 연계 계통간의 시간요건 등을 지원할 수 있도 

록 설계되며， 전송자료 및 기타 관리정보의 건전성， 통신매체 공유 접근시 충돌과 

지연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SMART 연구로의 안전등급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이들 안 

전등급계통간의 자료 및 정보교환은 안전등급으로 설계되는 디지털 통선망을 활용하 

고 있다. 안전통신체계 설계는 [참고문헌 3.15.51]의 NUREG-6082 및 [참고문헌 

3.15.52]의 IEEE 7-4.3.2 Annex G를 주요 설계 끈거로 수행된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데이터 통선 이론을 조합하여 설계한다. 안전통신망은 시간적 및 공간적 국부성을 

바탕으로 설계되며， 메시지 트래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방식 (broadcasting 

method)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하부 망 구성 기준을 시스템 기반이 

아년 채널링 요건을 바탕으로 설계한다. 따라서 안전등급으로 분류되는 계통의 각 

채널을 4 개의 하부 망으로 분리된 구성을 갖는다. 각 하부 망은 전용 SS 

(sub-network switch)를 통한 TDM 관리의 단위인 동시에， SS를 통하여 타 하부 망 

과의 통신을 수행한다. 각 하부 망간의 연계를 위한 연결점인 SS는 mesh 형태로 연 

결하여 강한 물리적 연결성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1) 안전통선체계 기능요건 

가) 계통 간 연계 기능요건 

안전통신체계는 SMART 연구로의 안전등급 계통의 모든 채널 내， 일부 채널 간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전송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전송 방식 또는 구조 

통신규약 등을 제공한다. 특히 안전통신체계와 비안전통선체계와의 연계부분에서 

는 프로토콜의 변환과 관련된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져 자료교환을 위한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특정계통에서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모든 계통으로 브로 

드캐스팅 방식으로 전달된다. 안전통선체계와 비안전통신체계간의 자료처리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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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망으로 구분하 

하부 망간의 

교환되는 

상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안전통신체계는 고유의 통신처리 주기로 자료를 전송하고 

수선자 입장인 비안전통신체계는 안전통신체계의 처리주기에 관계없이 계통이 

하는 처리주기에 따라 자료를 취득한다. 

안전통신체계의 물리적 구성은 통신이 빈번히 일어나는 노드를 하부 

고， 동일 하부 망 내부에 접속되어있는 노드간의 

이 충분한 성능 여유도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각 하부 망은 내부의 전송권한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불펼요한 연계나 성능저하를 초래하지 않게 한다. 

경로배정이 필요한 스위치는 충분한 queumg 버퍼를 유지하여 하부 

전송권한 (meclium access controD 

망간 

기능수행은 관련한 배정과 

기능이 

결로 망간 하며， 하부 

최소화함으로서 하부 망간의 

않도록 발생하지 손실이 패킷의 

。-E 신
 

토
 
。결정론적 경로배정 queumg 지 연시 간을 

저해하지 않는다. 

지원기능 나) 

안전통신체계는 플랜트 감시 계측 제어기능 및 망 구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데 

이터를 생성한다. 이러한 데이터 생성 기능은 통신체계 관리측면에서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및 지원인력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의 일환으 

로 망 구성의 변경 및 확장 요구를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변환 및 격리를 위한 기능이 

있다. 운전원은 통신체계의 성능을 감시하고 성능 

련 통계 및 snapshot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젠
 
의
 

운
 
재
 

트
 
현
 

랜
 

플
 

또한 안 

오류관 댈
 

및 

전，비안전통신체계간의 

콜 설계에 포함되어 

보수시험 기능 다) 

안전통신체계는 장비의 접속성 및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 

률 기준으로 설계하며 차후 있을 수 있는 계통의 변화에 기존의 하드웨어와 소프 

재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교체 개선 또는 구성변경이 

있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설계를 위하여 오동작 기기 또는 모율에 대한 탐지， 위치 

파악， 수리， 조정이 가능한 기능을 갖는다. 고유기능인 데이터 전송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장검출 격리 및 복원 기능을 최대한 갖는다. 

의 정상적인 운전성 확인시험을 위한 자체 시험능력을 갖추도록 

안전통신체계는 플랜트 운전 중에도 온라인으로 

이 g_Z] ~ 
1. 己 • 

안전통선체계 

설계된다. 

유지보 실제적인 

-941-

근본적인 

SMART 연구로 

트웨어의 



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유지보수를 위한 온라인 감시 시험은 오동작하는 하드 

워l 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수행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감시나 장 

애 예측 기능이 통신망 고유의 기능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된다. 진단 기능은 

계통성능을 저해하는 장비를 마리 파악하여 장비가 아직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는 

동안 새로운 교체가 가능하게 한다. 

2) 안전통신체계 설계요건 

SMART 연구로의 안전통신체계는 전력산업기술기준에 따라서 안전등급 3, 전기 1 
급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안전둥급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안전통신망 계통은 내진 범주 I로 정의되며 이에 준하는 요건을 만족한다. 

안전통신체계 카드는 계통을 구성하는 캐비닛의 일부로서 각 계통의 내진관련 요건 

을 따른다. 또한 안전관련 설계기준 사고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전통선체계는 결정론적인 통신 설계가 이루어지고， 다중 통신채널， 기기 이중화 

설계로서 계통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안전통신체계는 플랜트 

의 안전과 가용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능에 대한 고장 허용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며， MTBF는 15,000 시간이다. 하나의 통선망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 

른 통신망으로 즉시 전환 (기능전이)이 이루어지며 전이를 위한 기준은 통신계통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를 위한 망 관리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안전통신체계는 안전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독립성과 다중화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다양한 하드웨어와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단일 고장사건， 공통모드 고장 

에도 지속적인 플랜트 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설계 특정을 

갖는다. 통신 경로의 건전성에 대한 탐지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며， 주제어실 

의 경보를 통해 통신체계의 상태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통신체계는 단일사고에 의 

하여 가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안전통선체계 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섬각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 

장모드영향분석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이 수행된다. 안전통신체계는 구 

성 모률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통전체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며， 통신과 

관련된 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워l 어 공통모드고장과 같이 장비 자체 내부에 

기인한 고장이 전이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안전통선체계는 각 안전 계통의 총체적인 웅답시간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계 

된다. 안전통신체계는 비안전통선체계 관련 통신망과 전송매체 또는 통신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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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전송매 

전기적 오류가 안전계통으로 전달되지 

이러한 격라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광 

사용된다. 

제어를 

물리적， 

통신은 

으로 격리되어 비안전계통의 

대 비안전 계통을 위한 

이용하거나 단방향 통신방법이 

안전 

체를 

API 통신 비롯한 송수신 기능과 

분리된 모률로 설계된다. 

MAC 소프트웨어는 

폈
 

통신 

안전통신체계 

오기능 

정보처 

격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와는 별도의 

는 채널 내부 통신과 채널 간 통신을 상호 분리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물리적 

리 및 통신 데이터의 격리를 달성한다. 안전통신체계의 여러 고장이나 

(malfunction) , 성능저하 등의 망에 대한 상태정보는 주제어실의 

리계통을 통해 운전원에게 제공된다. 

안전통신체계는 플랜트 설계 동안 통신체계의 

경보 또는 

여
L
 

유
 
” 추가에 및 통신노드의 구성변경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의 경우 20% 소프트웨어의 경우 40%의 확장성을 

안전통신체계는 최고의 응력상황에서 설계된 기능을 충분히 있 수행할 수 갖는다. 

최고의 자 환경은 통신체계에 여유도를 가지도록 설계되며， 최대응력의 

일으키는 사건에 바탕을 둔다. 

성능의 

료전송 부하를 

‘-'-

어 모률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 계통 전체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된다. 안전통신체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왜어는 안전관련 계통에서 요구하는 신 

뢰도 요건을 만족하며， 전송 비트 에러 (BER)는 1012 
- 1014에 l 비트 이하이다. 

계동전체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속의 대역폭과 throughput 

있도록 설계된다. 각 계통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최대부하 조건에서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며， 최대부하 조 

안전통선체계의 자료 형 

방식을 사용하며， 미리 

수 있도록 설계된 

님 표 tJ:: 느二 人 표 E 흐 1 
Tτ]" ::c. L :J..:.'::::' -=- -r-t l 단일 하드왜어 

SMART 연구로 
제공할 수 으

 
E 

구성，브로드캐스팅 

정보를 구분하고 추출할 

건은 가장 많은 송수선량을 초래하는 경우를 근거로 한다. 

식은 position - sensitive 방식을 이용하여 

프레임내의 자료 위치로 프레임 정해진 

프레임의 구조는 통신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노드가 효율적으로 전송매체를 공 

유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SMART 연구로의 자료특성을 고려하여 프레임의 
크기가 결정된다. 

안전통선체계는 통신성능， 오류보고를 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인으로 원격지 통선체계의 상태정보의 입수나 기기의 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통신망 구성요소는 자신의 신원 (lD)과 성능 통계자료를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통신망 프로토콜의 통계기록， 즉 전송 횟수， 랭크 활용도 등 

이 적절한 통신망의 운영， 유지보수， 계획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통신매체와 스 

위칭 장치， 커넥터에 대하여 성능 요건과 위해도 분석이 수행된다. 환경 위해 지역 

에서는 온도， 습도， 화재， EMI , 방사능， 연기， 진통 및 가능한 플랜트의 타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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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매체의 선정이 이루어 

진다. 

안전통신체계 프로토콜의 경우 상위의 응용 프로그램이 설제적인 자료전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API의 설계가 이루어지며 API의 집합은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의 집합으로 

설계된다. 개발된 통신 프로토콜과 SMART 연구로 안전계통과의 통합 후 필요한 
시험과 검증을 위한 장비의 구성이 펼요하며 개발된 프로토콜간의 운영성과 신뢰성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체 프로토콜과 개발된 프로토콜간의 상호 운영성의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장비의 구성과 검증작업이 수행된다. 

SMART 연구로 안전통신체계의 망 연계장치는 해당계통의 전력요건을 따르며， 별 
도의 분리된 랙 형태의 스위칭 장비는 안전등급간의 통신을 지원하므로 전기 1급에 

따른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된다. 통신 인터페이스 차드는 통신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의 각 캐비닛 내부 서브 랙에 설치되며 광 케이블은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차 

폐한 후 캐비닛의 적절한 곳에 마운트 한다. 또한 각 하부 망과 관련된 스위치의 

위치는 전기기기실 A, B에 분리하여 위치하고 외부 캐비닛은 바닥에 마운팅하고， 

다중 서브 랙일 경우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송신과 수신 포트와 전송매 

체를 연결하기위한 연결자는 단단히 고정되어 전송경로의 단절이 없게 한다. 안전 

통선체계는 옹도와 비웅축 습도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된다. 

통신선은 방수효과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마루 또는 벽에 장착할 수 있다. 또한 

극도의 EMI 영역에서 적절한 케이블링을 통해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된다. 

3) 안전통신체계 구조 및 설계사양 

가) 망 연계장치 

안전통신체계는 SMART 연구로 각 계통간의 데이터 전송 연계기능과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반 통합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전송 연계기능은 각 계통이 다 

른 계통과의 데이터 통신 시 전송 프레임 구조， 동기화 방법， 오류검사 방법， 전송 

매체， 매체 접속방법 등을 포함하는 일관된 통신규약을 지원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 

하도록 처리하는 기능이다. 또한， 안전통신체계는 각 계동에서 요구하는 전송주기， 

전송지연시간， 전송로의 분리 및 격리 등의 요건을 통합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와 수단 둥을 제공하는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SMART 연구로 안전 

통신체계의 망 연계장치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의 기능 블록도는 그림 3.15-15와 

같다. 안전통신체계의 기능 수행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는 통신에 참여하는 

각 노드의 서브 래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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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 스위칭 장비 

기본적인 전송매체의 사용권한은 간단하고 명료한 TDM 방법을 사용하며， 한 노드 
에서의 선호생성은 광 분배기를 통하여 전달되고 하부 망의 광 신호의 전달은 스위 

치 장비를 통하여 전달되고 통일한 광 스위치 장비를 경유하여 모든 신호가 비안 

전통신체계로 전달된다. 이때 다른 단위 망 (안전통신체계의 각 하위 망， 또는 비 

안전통신체계)으로의 프레임 전송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도 스위치 장비에 포함하여 

각 단위 망간의 불필요한 프레임 트래핀을 제거하게 된다. 망 연계장치의 기본적 

인 송수신 기능과 더불어 임의로 도착하는 packet의 버퍼링과 4x1 demuxing 기능 

을 수행하기위한 동기화 기능을 포함한다. 망 연계장치의 기본적인 송수신 기능과 

더불어 경로 배정과 통신 망 진단 및 관리를 수행하기위한 DSP 처리기가 MEM과 

함께 추가적으로 구성된다. 송수신을 위한 포트의 구성도 포함된다. MEM은 하부 

망 분리 요건을 위해 광 선호를 타 하부 망으로 전달하기위한 매체로 사용된다. 

그림 3.15- 16은 하부 망 통합 스위치의 하드웨어 구성이다. 하부 망 통합 스위치는 

망 연계장치의 송수선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각 4 개의 하부 망으로부터 수신되는 

packet을 비안전통신망 게이트웨이 (NSG)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주 기능은 임의의 시간에 도착하는 각 하부 망의 packet을 버퍼링을 통해 동기화 

한 다음 NSG로 전달한다. 

다) 비안전통신체계와의 연계구조 

비안전통신체계와 안전통신체계간의 연계를 위하여 안전통신체계의 통신 인터페이 

스 키드는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되어 비안전통신체계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게이트 

웨이에 장착되고，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운영을 위하여 개발되는 device driver를 

통하여 프로토콜 통합 연계 구조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 비안전통신체계 카드는 

기본적으로 backplane과 VME 연계를 하는데， 비안전 통신 노드와의 PCI 연계를 

위한 별도의 카드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공된다. 따라서 안전계통으로부터 전 

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 연계를 위한 게이트웨이에서 총괄 처리하게 된다. 

4) 안전통신체계 운전 및 계통 설명 

가) 안전통신체계 운전 

안전통신체계는 이중화된 망을 구성한다. 따라서 통신에 참여하는 노드는 각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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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하여 타 계통과 통신할 수 있다. 정상운전의 경우 

에는 pnmary로 선택된 통선망 카드와 통신매체를 통하여 통신하게 된다. 하지만 

두 개의 통신망 카드 중 하나의 오류나 pnmary 또는 backup 전송매체 중 하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다 건전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또는 전송매체를 통한 통신 

경유를 선택하여 활용하게 된다. 

비정상 운전의 경우는 pnmary 통신망이 backup으로 고장전이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backup 통신망의 기능은 pnmary 통신망을 대체하여 주된 

통신수단이 된다. 정상 운전과 비정상운전과의 구분 없이 일관된 통신체계 사용의 

편이성을 위해 추상화된 형태의 통신체계 미들혜어가 제공된다. 따라서 각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또는 통신망 사용자는 통신망 보다 건전한 통신 인터페이스 차드 

및 전송매체가 무엇인지 알 필요 없이 통신 API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게 된다. 

즉， 통신체계는 각 노드의 응용에게 하부 통신망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한다‘ 

주기시험 시 각 하부 망에서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채널의 운전정지 신 

호를 우회시킬 수 있다. 주기시험은 주기 시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행 된다. 

주기시험은 크게 기능시험 및 응답시간 시험으로 구분된다. 시험을 위하여 데이터 

통신 packet을 획득하여 통신 성능 및 관리 정보를 추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장비 

가 제공된다. 

나) 안전통신체계 설명 

SMART 연구로 안전통선체계는 4 개의 하부 망으로 구성된다. 각 하부 망 구성을 

위해서 안전둥급으로 구분된 모든 계통의 A 채널을 하부 망 A로 구성하고， 모든 

계통의 B 채널을 하부 망 B로， 모든 계통의 C 채널을 하부 망 C로， 모든 계통의 D 

채널을 하부 망 D로 구성한다. 이때 계통의 채널 구분이 없는 안전등급계통의 경 

우에는 적절한 분배 기준에 따라 각각의 하부 망에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안전통 

신체계는 준위를 떠나서 안전으로 분류된 모든 계통간의 통신을 지원하게 된다. 

각 하부 망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광 스위치에 특수 목적의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이용하여 광 전달 경로를 프로그램 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중 

비안전 계통으로의 디지럴 신호의 전송도 반드시 하나의 선호경로로 구성된다. 

나. 비안전통신체계 

비안전통신체계는 [참고문헌 3.15.25] 및 [참고문헌 3.15.26] 에 따라 SMART 연구로 

-946-



비안전등급 계통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전송하며， 안전통 

신체계에서 비안전통신체계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비안전 등급 관련 계통으로 전송 

한다. 또한 BOP 관련 계통으로부터의 비안전둥급의 관련 계통으로 전송한다. 따 

라서 비안전통신망은 타 계통과의 연계를 위해서 데이터 전송 시에 전송 프레임 구 

조， 동기화 방법， 오류검사 방법， 전송 흐름제어， 망 관리 둥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안전통신체계는 비안전등급의 각 계통에서 요 

구하는 전송주기， 전송지연시간， 전송 매체의 다중화， 분리 및 격리 등의 요건을 통 

합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와 수단 둥을 제공하는 통합기능을 수행 

한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안전등급의 통신망 카드， 스위치， 게이트 

웨이， 허브 및 전송매체 등의 하드웨어와 프로토콜， API, 드라이버 등의 소프트웨어 

동을 총칭하여 비안전통신체계로 지칭한다. 비안전통신체계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혜어의 구성은 일반 산업체에서 검증된 상용제품 중에서 비안전 

통신체계 데이터 트래픽 및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표준을 따르며， 원자력 환경에 적 

용된 경험이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선정된 제품은 데이터 통신 기능 이 

외에 부가적인 망 관리 진단 성능 감시 둥의 정보를 운전원 또는 유지보수 인력이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1) 비안전통신체계 기능요건 

비안전통선체계의 기능은 크게 비안전통신체계 내부의 하부망 통신 기능과 안전통 

신체계와 비안전통신체계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변환 및 프로토콜 변환된 데이 

터를 비안전통신체계로 전송하는 기능， BOP 계통으로부터의 데이터 전송기능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비안전통신체계 내부의 하부망 통신기능에는 하부망 내의 노드 

간의 통선과 하부망간의 통신으로 나눌 수 있다. 비안전통신체계를 구성하는 비안 

전동급 관련계통은 채널 구분이 없는 계통과 채널 구분이 있는 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채널 구분이 없는 계통의 경우 해당 계통의 설계특성 및 비안전통신망의 

이중화 요건을 참고하여 하부망을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채널 구분이 있는 계통의 

경우 해당 계통의 설계 특성 및 채널 구분에 따라 하부망을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하부망 내의 노드간 통신은 선정된 상용 액세스 스위치 장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부망 외부로 불펼요한 데이터가 전송을 방지하여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게 한 

다. 하부망 간의 통신을 위해서 선정된 상용 액세스 스위치 장비 및 백본망의 백 

본 스위치 장비를 통하여 데이터가 교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하부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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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본망으로 구성된 비안전통선체계 구조는 산업계에서 검증되고 표준화된 상용 통 

선망 기술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안전통선체계와 비안전통선체계 간의 데이터 전송 기능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송경 

로와 프로토콜 변환 기능이 필요하다. 비안전통신체계는 안전통신체계로부터 전송 

해오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이 안전통신체계의 성능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단방향의 전송경로 버퍼링 회로 및 광케이블 전송매체를 사용하 

도록 설계된다. 또한 안전통신체계의 프로토콜이 비안전통신체계와 다르므로， 안전 

통신체계의 데이터를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인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변 

환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안전통선체계와 비안전통신체계 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안전통신체계에서 전송하는 프레엄은 비안전통신체계와의 연계부분에서 비 

안전통신체계에서 사용하는 프레임 구조에 맞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때 

변환작업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처리에는 동기정보의 해석 및 변환， 송수신 노드의 

해석 및 변환， 오류검사， 데이터 길이/형태의 변환， 전송 제어정보의 해석 및 변환을 

위한 방법이 제공되도록 설계된다. 

BOP 계통과의 연계를 위해서 BOP 계통을 분류하면 안전통신체계를 사용하여 인간 
기계연계체계 각 계통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BOP 계통 비안전통신체계를 사용하여 
인간기계연계 각 계통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BOP 계통 그리고 인간기계연계의 각 
계통과 직접 hard-wired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BOP 계통 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에서 비안전통신체계를 사용하여 인간기계연계 각 계통과 데이터를 전 

송하는 BOP 계통은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제시하는 상용 통신망 기술을 적용하여 프 
로토콜 및 통신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된다. 

[참고문헌 3.15.51]의 NUREG-6082의 권고지침에서는 정확한 통신망 구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통신망 설계시 정확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성능 

모델링과 모의실험을 실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통신망 구 

조를 제시하기위해서 고려 또는 결정해야 할 요소로는 토폴로지， 통신망 장비， 전송 

매체， 프로토콜 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토폴로지란 노드들과 이에 연결된 선 

로들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배열이나 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폴로지를 통해서 

비안전등급 관련계통의 각 노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타 비안전 계통으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토폴로지는 각 비안전 계통이 요구하는 웅답시간， 신뢰성， 

가용성， 다중성， 고장요건， 확장성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가지며， 산업계 

에서 검증되고 표준화된 상용 통신망 기술을 적용한다.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사용되는 통신망 장비는 비안전통신체계를 구성하는 각 비안전 

등급 관련 계통이 여러 하부망으로 구성되어 하부망 내부의 통신， 하부망 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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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의 연계를 갖는 구성에서 데이터를 전송 및 접속하는 장비로 사용된다. 통신 

망 장비는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송수선되는 모든 데이터 및 안전통신체계로부 

터 유입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용가능하고， 응답시간， 신뢰성， 가용성， 다중성， 고장 

요건， 확장성 등을 만족한다.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용 통신망 장 

비로는 통신망카드， 스위치， 게이트워l 이， 허브 등이 있다.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상용 프로토콜 중에서 비안전 계통에서 

주기적/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가지는 프로토콜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프로토콜은 전송되는 데이터 프레 

임의 단편화와 재조립， 캡슐화， 연결제어， 순서에 맞는 전달， 흐름제어， 에러제어， 동 

기화， 주소기볍 둥의 기능을 포함한다.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사용되는 전송매체는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송수선되는 모든 데이터 및 안전통신체계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데이터의 물리적 경로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 전송매체의 고장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송매체의 격리성， 잡음변역성， 

물리적 강건성， 내고장성， 대역폭， EMI!RFI 특성， 낮은 에러율 등을 고려하여 전송 

매체를 선정한다. 

2) 비안전통신체계 설계요건 

가) 성능요건 

비안전통신체계는 비안전등급 관련 계통의 기능수행을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계통에 

해당하며， 안전등급 분류에 따라 비안전등급， 전기둥급 분류에 따라 전기 비 1급， 

소프트웨어 등급은 비안전 소프트웨어로 설계한다. 또한 비안전등급에 해딩하므로 

내진등급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지진사고동안이나 후에도 제 기능을 발휘할 펼요 

는 없다. 비안전통선체계의 고장이 안전관련 및 보호기능의 수행에 물리적， 전기적 

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등급 관련계통과 격리된다. 또한 비안전통신체계의 

데이터 전송 기능의 오류가 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안전등급 관련계통으로 전달되 

지 않도록 안전통신체계와 비안전통신체계와의 통신은 전송매체， 버퍼링 회로 및 

통신 방식 등으로 격리가 되도록 설계된다. 

비안전통신체계는 이중화 구조와 내고장성의 기능이 제공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성 

과 가용성을 제공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가기 운전중 수리 및 유지보수의 기능이 

제공되어， 비안전통신체계의 통신망 장비 모률이나 통신망 카드의 교체 중에도 비 

안전통선체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비안전통신체계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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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비안전 등급에 해당하는 각 계통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이중화 장비 및 이중망으로 구성하여 설계하 

여 하나의 통신망 장비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른 이중화된 통신망 장비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전송경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탐지하고 이 

중화된 전송경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비안전통신체계의 통신망 장비의 고장， 전송경로의 고장， 성능저하 등이 검출될 경 

우 각각의 통신망 장비는 적절한 주제어실의 경보 또는 정보처리계통을 통해 운전 

원이 비안전통신망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외에 예상 가능한 고 

장의 종류 및 이로 인한 비안전통신체계의 안전， 신뢰성， 성능의 영향 정도가 결정 

되며， 회복 불능의 고장의 경우 처리 방안을 미리 정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한다. 

전송 비안전통신체계는 비안전등급의 각 계통 응답시간 요건을 만족하도록 고속의 

속도와 짧은 지연시간을 갖는 표준화되고 산업계에서 검증된 통신망 장비 및 프로 

토콜을 사용하도록 설계된다. 

나) 연계요건 

비안전통신체계의 통신망 카드는 비안전통신체계를 사용하는 각 계통 내부의 서브 

랙 (VME bus slot 또는 PCI slot) 에 장착된다. 통신망 장비는 전기기기실에 위치 

하는 비안전통신체계 캐비닛에 설치되며 캐비닛에 통신망 장비를 설치시 단단하게 

고정되며， 캐비닛 또한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치된다. 이러한 통신망 장비들은 안전 

둥급의 계통들과 전기적으로 독립되고 물리적으로 격리된다. 비안전통신체계 장비 

q_l 
^ 장비가 탑재되는 캐비닛의 입력전원은 120Vac ::!: 10%, 단상， 비접지， 주파수 

60Hz::!: 5%의 전기 비 1 급을 사용하며 접지설비가 구비된다. 통신망 카드 및 통 

신을 위한 광케이블은 타 계통의 전력요건， 접지 등의 전기적 요건을 따른다. 

다) 운전 및 환경 요건 

비안전통신체계는 전기 비 1 급에 따른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되며， 이중화된 전력 

원을 사용한다. 비안전통신체계는 산업체 표준，국제 표준화의 요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진 것으로 데이터 처리， 오류 검사 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률은 표준화된 

모률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된다. 비안전통신체계는 장애관리， 구성관 

랴，보안관리， 성능관리 등을 통하여 통신망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비안전 

통신체계는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률화로 설계된다. n: 
J.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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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소의 시스템 정지 시간을 갖도록 설계되며 보수 및 유지가 용이하고 배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비안전통신체계는 온도와 비용축 습도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된 

다. 케이블은 방수효과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마루 또는 벽에 장착할 수 있는 것 

이 사용된다. 또한 극도의 EMI 영역에서 적절한 케이블링을 통해 건전성에 문제 

가 없도록 설계된다. 

라) 소프트웨어 개발요건 

비안전통신체계의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원자력 환경에 적용된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 

어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자체개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소프트웨어 생명주 

기에 맞춰 작성된 개발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소프트혜어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 

으로써 소프트웨어 설계지원 도구 및 소프트혜어 시험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3) 비안전통신체계 구조 및 설계사양 

가) 비안전통신체계 구조 

비안전통신체계의 구조는 그림 3.15-17과 같다. 각 계통 및 채널 요건에 따라 하나 

의 하부망을 형성하는 액세스 스위치가 존재하며 하부망 내의 통신은 액세스 스위 

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성을 가지며 하부망간의 통신을 위해서 액세스 스위치 

를 모두 연결하여 전송기능을 담당하는 백본 스위치를 사용한 백본망 구성 구조이 

다. 백본망은 이중화된 백본 스위치 및 이중화된 전송경로로 구성되며， 이중화된 

백본 스위치는 박동선호를 이용하여 서로의 건전성 정보를 교환한다. 

안전통신체계와 비안전통신체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전송경로와 프로토콜 

변환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두개의 게이트웨이가 존재한다. 게이트웨이는 

안전통신체계로부터 전송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위해 단방향의 전송경로， 버퍼링 

회로 및 광케이블 전송매체를 사용한다. 또한 안전통신체계의 프로토콜이 비안전 

통신체계의 프로토콜과 다르므로 안전통신체계의 데이터를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인 

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변환기능을 게이트혜이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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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위치드 이더넷 분석 

기존의 이더넷은 IEEE 802.3에서 MAC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CSMNCD의 통신 

절차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일반적으로 CSMNCD를 사용하는 이더넷 

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든 노드들이 전송매체를 공유하고， 하나의 노드가 프레임 

을 송선하면 그 프레임이 모든 노드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전송된다. 이때 목 

적지 노드는 프레임을 수신하지만 다른 노드들은 방송방식으로 수신된 프레임을 

무시한다. 여기에서 프레임이 수선되기 전에 다른 노드가 송신을 하게 되면 두 프 

레임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CSMNCD의 통신절차를 사용할 경우， 각 노드마다 

전송할 데이터가 많을 경우 충돌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게 되며 충돌 횟수만큼 알 

고라즘으로 계산되는 시간동안 기다림으로써 전송지연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한 

노드가 전송하기를 원하는 데이터가 16 회 이상 충돌을 경험하게 되면 전송을 취소 

해버리기도 한다. 

스위치드 이더넷 (switched ethemet)에서는 이러한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스위칭 기술을 이용하여 스위치에 의하여 통신하려는 두 노드 간에 전용의 

회선이 설정됨으로써， 다른 노드간의 충돌이 방지된다. 즉， 한 노드가 프레임을 전 

송하면， 스위치가 해당되는 목적지 노드로만 프레임을 전송하기 때문에， 다른 노드 

들이 프레임을 전송하여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스위치드 이더넷에서는 

송선과 수선을 각각의 회선으로 수행하는 전이중 (full duplex)방식을 사용하기 때 

문에， 목적지 노드가 다른 노드로부터 프레임을 수신하고 있는 도중에 목적지 노드 

가 다른 프레임을 송신하더라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스위칭 기술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축적 및 전송방식이 있다. 한 노드에서 송신한 

프레임을 스위치가 수신하면 스위치는 해당 프레임의 목적지 노드의 수신 포트가 

사용 중인지 검사한다. 만약 수신 포트가 사용 중이 아니라면 바로 전송을 하고 

수신회선이 사용 중이면 스위치의 버퍼에 저장한 후， 수신포트가 사용이 끝날 때까 

지 기다린다. 만약 스위치에 동일한 목적지 노드로 향하는 프레임을 다수 수신하 

면， 스위치의 송수신 버퍼에 저장한 후， 수신된 순서대로 목적지 노드로 전송한다. 

스위치드 이더넷이 비안전통신체계의 결정론적인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만족이 요구된다. 

첫째， 비안전통신체계에서 트래픽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래 (1)의 식과 같이 스위치 

의 단위 시간당 처리 가능한 프레임의 수가 전체 노드의 단위 시간당 프레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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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보다 커야한다. 

n 

CS'Uπtch 르 ~F1싼raαamηm 
i=O 

(1) 

여기에서 Cswitch는 스위치의 단위 시간당 처리 가능한 프레임의 수이며 • Framei는 

i 번째 스테이션에서 발생되는 단위 시간당 프레임 발생 개수이다. 또한 n 은 비안 

전통신체계에 접속된 노드의 숫자이다. 

만약 스위치의 프레임 처리 개수보다 많은 프레임이 생성되는 경우， 스위치로 수신 

된 프레임은 모두 목적지 노드로 전송되지 못하고， 버퍼에 저장될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의 저장은 비안전통신체계를 불안전하게 만들고 전송지연을 급속히 증가시 

킨다. 따라서 스위치의 처리 가능한 프레임의 수는 비안전통신체계에 생성되는 모 

든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 능력이 충분히 커야하며， 버퍼도 충분히 

커야한다. 이러한 조건을 확장하면，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주기적 데이터만 생성된다 

면， 하나의 발생주기에서 생성된 프레임은 다음 발생 주기가 되기 전까지 모두 전 

송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식 (2)와 같이 전체 비안전통신망에서 하나의 목적지 노드로 전송되는 단위 

시간당 프레임 발생량은 목적지 노드의 수신 포트의 전송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Cpπ (j) 는 ε Fra mei (j) for a11 j (2) 

식 에 서 Cι!αpoπ써r 

째 노드에서 j 번째 노드로 전송되는 단위 시간당 프레임 발생량이다. 만약 목적지 

노드 수신포트의 전송용량보다 많은 프레임이 생성되는 경우 수신 포트의 전송용 

량을 초과하는 프레임들은 목적지로 전송되지 못하고 스위치의 버퍼에 저장됨으로 

써， 전송지연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안전통신망에서 동일한 목적지 노드를 가 

지는 프레임이 비안전통신망의 전송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드의 수나 전송주기， 

프레임 길이 등이 조절되어야 한다. 

스위치드 이더넷에서 위의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스위치드 이더넷의 최대전송지연 

은 비안전통신망의 프레임 발생량과 스위치의 버퍼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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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되는 프레임의 수가 최대일 때 즉 스위치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노드에서 

전송하는 프레임이 스위치에 동시에 저장할 때 발생한다. 

또한 통신망 권고 지침인 NUREG/CR -6082를 보면 “이더넷 환경에서 낮은 부하의 

트래픽환경은 결정론적인 특성을 보이는 다른 통신환경처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 

노드에서 단위시간당 프레임 발생개수 보다 스위치의 처리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도 

록 스위치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위 

해서， 비안전통신망의 전송속도는 특정 노드에서 특정 목적지 노드로 전송되는 단 

위 시간당 프레임 발생량보다 월등히 뛰어나도록 하여 낮은 부하의 비안전통신망환 

경을 만들어 주도록 설계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비안전통신체계에 연결된 노드 수와 각 노드의 프레임 발 

생량을 알면 비안전통신망의 최대 전송지연시간을 알 수 있다. 이 최대 전송지연 

시간이 각 계통이 요구하는 응답시간을 만족하도록 낮은 부하의 트래픽 환경을 만 

족하도록 비안전통신체계의 전송속도 및 대역폭을 설정하며 이를 통하여 비안전통 

신망의 결정론적인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다) 비안전 게이트웨이 구조 

비안전 게이트왜이는 비안전통신체계로 비안전 둥급으로 분류된다. 비안전 게이트 

웨이는 안전통신체계의 프로토콜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통신망 카드가 장 

착되어 안전통신체계로부터 오는 모든 프레임을 해석하여 비안전 게이트웨이의 메 

모리에 적재한다. 비안전 게이트왜이의 메모리에 통신 데이터를 저장하기위해서는 

안전통신체계의 프로토콜을 해석하여 지정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동일한 프 

로토콜을 비안전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메모리의 구조는 각 계통별로 

고유의 메모리 영역을 가지게 된다. 

비안전 게이트왜이는 적재된 프레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하여， 비안 

전통신체계에 접속되어 있는 각 계통 노드의 요구에 따라 해당하는 데이터를 각 계 

통별로 고유의 메모리 영역에서 검색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 

다. 또한 주기적으로 수신 데이터를 비안전 각 계통에 전송할 수도 있다. 이 기능 

은 비안전 게이트웨이의 응용 프로그램 및 API를 통하여 수행된다. 

비안전 게이트웨이는 안전통신체계와의 연계를 위하여 안전통신체계에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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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작한 통신망 카드와 비안전통신체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상용 통 

신망 카드를 장착한다. 비안전 게이트웨이에 장착하기 위하여 비안전 둥급으로 분 

류된 안전통신체계의 통신망 카드는 backplane과 VMEbus 연계를 통하여 각 계통 

별로 고유의 메모리 영역에 수신 프레임을 적재한다. 비안전 게이트웨이는 메모리 

에 적재된 데이터를 프로토콜 변환 과정을 수행 후 비안전 등급 상용 통신망 카드 

를 통하여 요구 또는 주기적 전송에 따라 비안전 둥급 각 계통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4) 비안전통신체계 운전 및 계통설명 

각 비안전통신체계의 통신노드는 IEEE 802.3 이더넷 표준에 적합한 통선 프로토콜 

및 통신 지원 API를 통하여 기가비트 (gigabit) 이더넷의 전송절차에 따라 자료의 

전송과 수신을 수행한다. 송수신 데이터가 물리적 전송매체에서부터 OSI 각 계층 

을 지나면서 펼요한 헤더정보를 추출하거나 첨부하게 된다. 송신의 경우는 실질적 

으로 전송되어야할 데이터에 부가적인 프레임정보를 첨부하여 송신하게 된다. 수 

신의 경우는 프레임으로부터 수신 노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각 필드로부터 추출 

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 프로토콜이 자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각 응용계 

통은 통신 지원 API를 통하여 자료의 전송과 수신을 개시한다. 

비안전통신체계는 이중화된 백본망을 이용하여 각 계통 하부망간의 연결을 위한 통 

신망을 구성한다. 따라서 통신에 참여하는 노드는 통신망 카드 이중화 또는 노드 

의 이중화로 구성되며 각각의 노드의 통신망 카드는 액세스 스위치를 통하여 이중 

화된 백본망에 연결된다. 즉 액세스 스위치는 이중화된 백본망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각 계통의 노드는 자기계통의 노드 또는 타계통의 노 

드와 통신할 수 있다. 정상운전의 경우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의 각 노드와 같 

이 통신망 카드 이중화로 된 노드는 이중화된 통신망 카드 모두를 통하여 타계통과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통신망 카드만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도 있다. 

비안전통신체계의 비정상 운전의 경우는 통신망 카드의 고장， 전송매체의 고장， 스 

위치의 고장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통신망 카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통신망 카드 이중화로 구성된 노드는 하나의 통신망 카드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중화된 다른 하나의 통신망 카드를 통하여 타 노드와 통신할 수 있다. 노 

드의 이중화로 구성된 노드의 통신망 카드가 고장이 발생하면 이중화된 다른 하냐 

의 노드가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송매체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통신망 카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와 비슷하다. 

짜
 
끽
 



즉 각 통신망 카드에 각각 하나의 전송매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통신망 차드 고장 

이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한다. 하나의 스위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 다 

른 하나의 스위치가 연결된 노드의 데이터를 중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통 

신망 카드 이중화로 구성된 노드는 이중화된 스위치와 각각 연결되어 있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노드의 이중화로 구성된 노드는 이중화된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스위 

치에 모두 연결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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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1 SMART 연구로 운전모드 

Reactivity Reactor SG lnlet 
Operation Mode 

(Keff) Power(%) Temperature( OC) 

노심 기동운전 는 0.95 드 0.1 드 310 
1. 기동 운전 원자로 가열운전 르 0.99 0.1 - 10 드 310 

원자로 기동운전 는 0.99 10 - 20 는 300 

MCP 고속운전 는 0.99 20 - 100 는 300 
2. 출력 운전 

MCP 중속운전 는 0.99 20 - 50 는 300 
(정상 상태) 

MCP 저속운전 는 0.99 20 -30 르 300 

3. 고온 대기 드 0.99 0 르 200 
4. 고온 정지 드 0.99 0 90 < T < 200 
5. 저온 정지 드 0.99 0 드 90 
6. 재장전 운전 드 0.95 0 드 60 

표 3.15-2 경보상태 천이표 

라인 고。처 。3.ζ‘켜 L! 
버튼 제어순서 

시각 청각 
링백 

참고 
동작 상태 청각 

정상 정상 꺼짐 = IF1「 f。T ~g 

2 비정상 경보 빠른점멸 음향 그 ~g 점멸상태유지 

3A 비정상 
인지 

인지 켜짐 τ rR]「 T。T ~g 유지되는 경보 
3B 정상 라인 4로 순간 경보 
4 정상 링백 느린점멸 = IR1「 f。T n 。 늦 8J 수통복귀 요구됨 

5 비정상 라인 2로 
공정값이 비정상 

회복됨 

6 AJλ 。L 복귀 AJλ 。L 꺼짐 그 ~g = nF「 f。T
운전원의 수동 복 

귀에 의해 천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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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노외 핵계측기 구성 

건전성 경보 케바넷 

DSP/BIOS 

혼선모 

올흉!누혈 쩔보2률 

긍속[lf딴 경보뇨]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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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a동e 창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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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 2 특정감시계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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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BI이톨 모를 Al 

흩시논리 모톨 Al 

원자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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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째시 모흩 Al 

노잉보효재를 A 

그림 

MTP 

Maln Power.l 

M려n Power *2 

버이스태이. 모를 A2 

톨시논리 모톨 A2 

를지로정지 
계시 모를A2 

ESF 개시 모를 A2 

빽 11 1 1 2 1 3 1 1 4 1 5 

1.0SP 
2. Network Interlace Card 
3. D1Qltal Output Card 
4. Power Card 
5. Power Card 

3.15-3 플랜트보호계통 캐비닛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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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노심보호계통 블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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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Penalty FaetDr 

그림 3.15-5 노섬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기능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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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GM A 
SGSC: 만전등급 소프트제어기 
MTP: 보수시험반 
NASGM : NSSS 공학적안전혈비 작동신호 생성 모둘 
BASGM : BOP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싣호 생성 모흩 
SASGM: 안전 관련 계톨 작동신호 생성 모률 
NCCM : NSSS 곰확적안전설비 기기저|어 모둘 
BCCM: BOP 공학적만전얼비 기기제어 모둘 
SCCM: 안전 판련 기기저|어 모률 
MCC: 전동기 제어반 
DSP: 프로세서 보드 
NIC : Network Interface Card 
PWR: 서브렉 전윈모률 
DO : 디지털 훌력카드 
AO: 아날로그 흩력카드 

그림 3.l5-6 안전등급제어계통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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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9 공정제어계통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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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0 공정제어계통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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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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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계통 3.15-11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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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혁신효액특 

- 입릭신호 정보 

-힐백구조경보시헨스 
-SART(묵톨. 민지， 복귀， 시햄) 

조
 

구
 

경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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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4 경보지시계통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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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5-16 하부 망 통합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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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 및 제어설 설계 3.16 

인간공학 3.16.1 

특성이 많이 다른 새로운 형식 

기능과 계통만을 수정한 개량형 

적용하는 인간공 

n: 
E즈 

SMART 연구로는 기존 상업용 플랜트에 비해 설계 

플랜트이다. 참조 플랜트가 있으면서 

랜트가 아닌 새로운 플랜트 이므로 인간기계연계체계 

일부 의 

설계 개발에 

학 업무 항목과 내용도 다르다. 

수행하는데 비해 SMART 연구로는 [참고문헌 3.16.32]의 NUREG-0711에서 제시하 

는 12 개 항목 모두를 수행한다. SMART 연구로에서 인간공학 활동이 적용되는 

플랜트에서는 인간공학 업무를 부분적으로 개량형 

원격정지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대책실， 현장제어반을 포함 

비상운전 수행에 필요한 제어반으로 한정한다. 

주제어실， 

현장제어반은 

는
 
마L
 

웹
 다 

요
 

zT 

SMART 한다. 

인간기계연계는 모든 운전 절차서， 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요 적용되는 인간공학 활동이 연구로에서 

감시기， 보수/시험/검사를 위한 절차서 

연구로에서 인간공학 활동이 

10CFR50 및 10CFR52에서 정의하고 있는 면허를 가진 주제어설 운전원， 면허 

01 
^ 전을 위한 제어기 

포함한다. 요원은 플랜트 적용되는 SMART E크 -E프 
불펼 

요 운전원， 한 교대조의 감독 운전원의 범주를 포함한다. 

현안추적시스템 가. 

NUREG-0711 요건을 충족하기 

인간공학 

인간기계연계체계 

도출되는 현안을 관리함으로써 인간공학 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현안이 

인간공학 현안추적체계에 등록되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현안이 약화 또는 제거될 

때가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이와 함께 이 도구에 의해 

이 충분한 수준까지 약화되고 제거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으며， 상세설계단계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간공학 현안추적체계는 SMART 연 

인간기계연계체계 개발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 및 유지되고 

3.16-2와 같은 메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간공학 현안추적지원시스템의 사용자는 

과제책임자에 의해서 

현안은 그림 3.16-3의 과정을 

二L위하여 

현안추적체계 

설계의 

3.16.32] 의 

개발하여 

SMART 연구로는 [참고문헌 

림 3.16-1과 같은 현안추적체계를 

는 기존 플랜트 산업계의 문제점 

운영하고 있다. 

저 
'-'-

수록된 현안 

있 

및 SMART 연구로 

체 과정에서 

그림 

인간 

있으며， 

일반사용자， 과제책임자， 현안관리자가 있 

제안검토자， 해결자， 해결검토자로 지정될 

거쳐서 인간공학현안으로 숭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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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현안으로 승인되기까지의 현안 상태는 

상태， 등록 상태， 해결 상태， 해결검토 

부 상태가 었다. 

제안 상태란 사용자에 의해서 현안이 입력된 시점에서부터， 과제책임자에 

제안된 현안의 검토자가 지정되기 전까지의 상태이다. 제안검토 상태란 

자 및 제안검토자에 의해서 제안된 현안에 대해 인간공학현안으로써의 

토할 수 있는 상태이다. 제안검토완료 상태란 인간공학현안으로써의 타당성을 검 

토가 끝나고， 현안제안자에 의해 최종검토의견 수렴되어 과제책엄자가 인간공학 현 

안으로써 등록할 수 있는 상태이다. 등록 상태란 과제책임자에 의해서 현안이 

록되어 과제책임자에 의해서 지정된 해결자가 인간공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상 

태이다. 해결 상태란 인간공학 현안이 해결되면 과제책임자에 의해서 해결된 내용 

을 검토가 가능한 해결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해결검토 상태란 현안 

해결자 및 해결검토자에 의해서 해결된 인간공학 현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상태 

이다. 해결검토완료 상태란 인간공학현안의 해결 및 검토가 끝나고， 현안해결자에 

의해 최종검토의견 수렴되어 과제책임자가 지정된 인간공학 현안을 최종적으로 승 

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제안 상태， 제안검토 상태， 제안검토완료 

상태， 해결검토완료 상태， 승인 상태， 등록거 

의해서 

현안제안 

타당성을 검 

등
 

• 

인간공학 분석 나. 

및 기능할당， SMART 연구로 인간공학 분석 업무는 운전경험 검토， 기능요건 분석 

직무 분석， 운전조 구성 분석， 인간 신뢰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경험 검토 1) 

인간공학 관련 안전 현안을 규명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업무 중의 하나로써 운전경험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즉 현재 상업운영중인 가압 

경수로형 플랜트의 운전경험과 타 산업 분야의 최신 HSI (human system 

interface) 기술 채택 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적행위와 관련된 설계 결함 사항과 

긍정적인 인적행위에 관련된 설계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설계 초기단계부터 제거 

및 반영하여 플랜트 요원의 직무수행 요건에 가장 최적으로 부합하는 인간기계연계 

설계를 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전경험 검토 활동에서 규명된 현안은 가능 할당의 조정， 자동화의 수정， HSI 장 

설계， 절차서 설계， 훈련요건 개발 등의 방식으로 해결 된다. 이러한 업무 수행 

인간공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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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하여 기존 설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들이 더 이상 SMART 연구로 인간 

기계연계 설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반면 긍정적인 인간기계연계 설계 

특성 들은 반드시 다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운전경험 검토 업무는 SMART 연구 

로 인간공학 설계 업무뿐만 아니라 검토 업무와 평가 업무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 

면， 검증 시험에서 특정 고장 시나라오를 선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평가에 사 

용할 특정 수행도 척도의 선정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표 3.16-1은 운전경험 검 

토 업무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간공학 업무와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SMART 연구로는 기존 상업용 플랜트와는 다른 새로운 설계이므로 참조 플랜트가 

없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압경수로형 플랜트의 설계 특정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상업용 플랜트의 운전 경험으로부터 인적행위에 영향을 미쳤던 인간 

기계연계 설계 요소를 규명하여 반영할 펼요성은 있다. 또한 주요 인간공학기술 

적용 대상인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실은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VDU 기술， 터 

치스크린과 같은 최신의 HSI 기술이 주로 적용되므로 이미 이러한 기술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는 타 산업 분야의 운전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반영한 

SMART 연구로 운전경험 검토 업무의 수행범위는 원자력 산업계에서 인지된 인간 

공학 현안， HSI 기술 현안， 플랜트 운전원에 의해 규명된 현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 산엽계에서 인지된 인간공학 현안이란 [참도문헌 3.16.44] 인 

NUREG/CR -6400에서 기술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현안을 포함한다. 

- 미해결 안전현안 / 일반안전현안 

- TMI 후속조치 사항 

NRC generic letters and information notices 

- 운전자료의 분석과 평가에 관하여 이전에 발표된 NRC office 보고서 

- 저출력 및 정지 관련 사항 

- 가동중인 발전소 사건 보고서 

SMART 연구로 운전경험 검토는 최신의 HSI 기술을 채택할 경우 그에 대한 원자 

력산업 및 타산엽 분야에 제기되었던 인간공학 HSI 기술 현안을 발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본 범주는 그래팍사용자인터페이스， 터치스크린 기술과 관련된 현안을 

포함한다. 플랜트 운전원에 의해 규명된 현안에 대한 검토는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플랜트의 운전원 면담을 통하여 수집 및 분석한 현안을 포함한다. 

SMART 연구로 운전경험 검토는 웹 기반 하에서 운영 중인 인간공학현안추적시스 

템으로 통합 관리 운영된다. 운전경험 검토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현안 및 발견된 

현안은 먼저 인간공학현안추적시스템에 둥록된다. 등록된 현안은 SMART 연구로 

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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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해결책 수립， 설계 반영 단계 까지 추적 관리된다. 또한 운전경험 검토는 

인간 수행도를 지원해주고 강화해주는 설계 요소를 발견할 경우 이를 인간공학현안 

추적시스템에 등록하고 반드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한다. 

2)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방사능 

계통의 

누출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능과 담당 계통을 규명하고， 그 

운전에 필요한 제어기능을 규명한 후 수동제어의 장점과 자동제어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는 기능할당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플랜트의 안전성을 높일 

로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업무를 수행한다. 기능요건 분석 01 
^ 

무의 범위는 기능과 담당 계통 규명， 제어기능의 규명， 제어기능의 

다. 

기능 

할당을 

목적으 

할당 업 

포함한 

기능과 담당 계통 규명을 위하여 인간공학 업무 수행자는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부 

당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한다. 각 안전 기능에 대해 그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플 

계통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제어기능의 규명을 위하여 안전 기능을 수행하 랜트의 

는 플랜트 계통 또는 성공경로를 제어하는 제어기능을 명확히 정의한다. 또한 수 

동제어의 장점과 자동제어의 

다. 기능요건 분석 1:1.1 
^ 기능 

장점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을 할당한 

할당 엽무는 SMART 연구로가 폐로 될 때까지 이들 

기능 및 담당 계통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어기능을 파악하고 할당하는 업 

무라는 특정을 갖는다. 

인간공학 업무 수행자는 기능요건 분석 01 
^ 기능 할당 업무를 구조적이고 문서화된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기능요건 분석 업무는 규명된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요약하여 문서화 한다. 

기능의 정의 및 설명 

. 상위수준의 기능 및 펼수 안전 기능 

. 하위수준의 특정 플랜트 계통 및 기기 

- 담당 계통 및 성공경로의 정의 및 설명 

. 담당 계통 또는 성공경로의 목적 

. 담당 계통 또는 성공경로가 요구됨을 나타내는 조건 

. 담당 계통 또는 성공경로가 가용함을 나타내는 변수 

. 담당 계통 또는 성공경로가 작동중임을 나타내는 변수 

. 담당 계통 또는 성공경로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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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될 수 있거나 중지되어야 함을 나타내 . 담당 계통 또는 성공경로의 작동이 

수
 
’ 벼

L
 

는
 

법률 요건을 만족하게 하며 IEEE 603-1991에서 제시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할당 이외의 기능 

할당은 lOCFR50의 

만족하도록 

기능 

할당은 한다. 

NUREG/CR - 3331의 기능할당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기준을 할당 있는 

7-1 조;!. 논츠λ 
• 1 ’ "- -, 3) 

주제어실 내부 및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수행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제어 

및 정보 요건을 규명하고 직무수행 특성에 최대로 부합하는 인간기계연계를 구현할 

업무 중의 하나로써 직무 분석을 수행한다. 

기능할당을 통하여 

요건 

SMART 연구 목적으로 인간공학 분석 

。-L 원
 

전
 

。
τ
 
가지 

운전원이 맡은바 

위한 입력 

직무 

비로소 운전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운전 행위를 하게 되며， 이 행위는 몇 

로 분해될 수 있다. 인간공학 업무 수행자는 직무 분석을 통하여 

로 운전원은 

01 

인간기계연계 설계를 생산하고， 이를 

표시기， 제어기， 정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다. 생산해야할 도구 (job 처리， 지원 정보는 정보로 

aids)를 포함한다. 

자 입력 직무 분석의 참조 플랜트가 없는 새로운 플랜트이므로 SMART 연구로는 

직무가 생성되는 원 

천인 기능 할당 결과로부터 비정상 및 비상운전， 정상운전과 같은 범위로 수행한다. 

비정상 및 비상 운전의 경우 SMART 연구로의 성능관련설계기준사고 및 

직무 분석은 그러므로 활용할 참조 운전절차서가 없다. 료로 

안전관련 

경우 SMART 연구로의 

기능 할 

기 

분석한다. 

필요한 직무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 

설계기준사고 대처 운전 직무를 분석한다. 정상운전의 

동운전， 출력운전， 정지운전， 재장전운전 둥의 정보를 활용하여 

당의 결과물로 부터는 정상운전에 

직무 및 

석은 정상운전절차가 개발되는 시점에서 수행한다. 

인간공학 업무 수행자는 기능요건 분석 결과물 및 기능 할당 결과물로부터 

수행에 펼요한 요건을 도출하고， 이를 입력으로 운용순서도를 작성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직무수행에 

7-1 王;!.-, I 이의 

샤
이
 음
 

젠
 다
 

료
 
느
」
 

자
 
과
 

결
 

시
，
 표

 써
꺼
 

저
X〕
 

브
”
)
 

보
 무
 

겨
。
 지
「
 

하
」
 

요
 

피
효
 

는
 

무
 

어
 닙 

제어의 상세 사양이 정의되는 수준까지 수행한다. 

과 같은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기술한다. 

필요한 정보 (변수， 단위， 정밀도， 정확도)와 정보 

상세 

분석 

(경보， 

수행되어야 할 

출처 

확률적) 및 

요건으로 

통신， 등)를 분석한다. 

요건으로 의사결정 형태 (상대적，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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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평가한다. 

- 대응 요건으로 취해야 할 조치 행위의 형태， 직무 빈도와 정확성， 가용 시간 및 

제약조건， 작업 자세， 생체역학 (들기， 밀기， 당기기， 돌리기 둥의 동작， 필요한 힘) 

에 대한 요건을 분석한다. 

- 정보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운전원 사이의 통신 요건을 분석한다. 

- 운전원의 인지적 작업부하 신체적 작업부하 병렬 직무 요건을 분석한다. 

- 직무 지원 요건으로 특수 방호 복장， 필요한 작업 지원도구 또는 참고 자료， 필 

요한 도구 및 장비를 분석한다. 

- 작업장 요인으로 진입 및 출입 경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 

(조명， 온도， 소음 등)을 분석한다. 

- 작업수행도 형성 인자 및 위험성 규명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및 잠재된 위해 요 

인을 규명하고 분석한다. 

공간， 작업 환경 

운전조 구성 분석 4) 

업무는 직무 요건과 규제 요건을 분석하고， 이 

필요한 운전원의 수와 자격 요건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 

분석을 통하여 정상 운전， 비정상과 비상 운전， 보수， 점검과 

플랜트 상태와 직무에 요구되는 종사자의 수와 경력을 

높lλ4 
l.!... , SMART 연구로의 운전조 구성 

범위의 

를 반영해 연구로 운전에 

운전요원 구성 

져 
l一시험을 포함하는 

결정한다. 

한다. 

고려 사항 

기능과 예상 

분석， 기능 요건 분석과 기능 할당， 

직무 분석， 인적 신뢰도 분석， 인간기계연계 설계， 절차서 개발，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활동에 연계해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운전 경험 분석 활동에서는 NRC 
Infonnation Notice 95-48 및 97-78에서 기술하고 있는 운전조 구성 

분석과 기능 할당에서는 운전원에게 할당된 

볼일치의 여부에 

시 

분석은 운전 경험 SMART 연구로 운전조 구성 

기능 요건 을 반영한다. 

직무 분석 활동을 통한 운전조 구 댐
 

。r 
t 져

 
n 즈

 
。운전원 자격간의 

。력， 

할당된 

q_l 
^ 요구되는 지식， 기술 

운전원에게 

직무 수행에 

운전원 응답 시간과 작업 부하 운전원 통신과 협업 

제어설 내외에서의 모든 직무를 종합하였을 때의 작업 요건 검토에 

요건， 개별 

도출한 분석에서 >，-1 드L , I 활동은 분석 성 

탠
 

을
 

처
 
n 즈

 
。

활동은 전반적 운전요원 구성이 플랜트 안 

운전요원 구성과 운전원 개개인의 

개개인의 

운전조 구성과 연관된 인적 선뢰도 분석 

역할 조정 전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인적행위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첨단 기술을 사용할 때 인적오류에 

여하 ,'2. 

인간기계 

운전원 

영향 등을 평가한다. 

구성과 운전요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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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제어기 및 표시기의 위치와 이를 사용 

(특히 병행 사용)할 때 필요한 운전원 수요， 운전원간의 협업 요건， 제어실과 제어 

반의 물리적 구성， 작업대와 그룹 표시 기기에서 볼 수 있는 플랜트 정보의 가용성 

동을 검토한다. 절차서 개발의 활동을 통한 운전조 구성 분석은 다중 절차서를 병 

때 펼요한 운전원 

설계 활동을 통한 운전조 구성 연계 

수요， 절차서에 있는 운전원의 기술， 지식， 능력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활동에서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중 규명 

고려 사항을 검토한다. 

역접을 둔다. 

된 운전원 협업의 

행해 사용할 

권한에 

인간 신뢰도 분석 5) 

인간 신뢰도 분석 업무는 인적오류가 어떻게 SMART 연구로의 

끼칠 수 있는 지를 분류하고 인적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안전한 지 

목적으로 수행한다. 인간 신뢰도 분석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Oevel 1 PRA와 level 2 PRA에서 도출한 인적행위)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요 인적 행위에 연관된 직무와 시나리오를 분석의 범위로 설정한다. 

분석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과 인간 신뢰도 분석에서 규명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이에 연관된 직무는 기능 할당 분석， 직무 분석 업무 수행 

여한으 
。 。

분석할 

주
 
’ 는

 
이
샤
 인간 신뢰도 

행위 

안전성에 

。1 A~ '-' , 

중에 주요 인적 

- 운전원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오류 검출과 복구 능력을 제공하기 위 

해서 인간기계연계 설계 절차서 개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동의 업무를 수행할 때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과 인간 신뢰도 분석의 결과를 사용한다. 

결정， 진단 전략 등과 같은 인간 신뢰도 분석상의 가정은 제어설 

mock-up을 사용하거나 시율레이터를 사용해 walkthrough 분석으로 검증한다. 이 

때 피시험자는 운전경험이 있는 플랜트 요원을 활용한다. 

고려한다. 

의사 

인간공학 설계 다. 

인간기계연계 설계 1) 

인간기계연계 설계 업무는 인간공학 분석 활동에서 나온 

요건과 직무 요건을 사용하고， 인간공학의 원칙과 기준을 이용해 표시기 및 제어기 

인간기계연계를 설계할 목적으로 수행한다. 인간기계연계 설계 범위는 시설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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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인간기계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과 설비는 주제어실 (주제어반， 안전정 

지제어반， 보조제어반， 감독자감시반 포함) , 원격정지실 (원격정지반 포함) , 비상운전 

에 사용하는 현장제어반을 포함한다. 인간기계연계는 소프트제어기， 경보표시기， 

지시표시기， 정보표시기， 대형화면， PAM 표시기 등을 포함한다. 

SMART 연구로의 인간기계연계 설계 공정의 골격은 다음과 같고 상세한 설계 절 
차는 인간기계연계 설계 계획서를 개발하고 그 계획에 기반을 두고 설계 활동을 

수행한다. 

- 인간공학 분석 활동에서 플랜트 요원의 직무 요건을 분석하여 인간기계연계 설 

계에 이용한다. 이와 관계되는 활동은 운전 경험 검토， 기능 요건 분석과 기능 할 

당， 직무 분석， 운전조 구성 분석， 자격 분석， 작업 분석 등이다. 

전체적인 계측제어계통에서 나온 제약 조건을 분석하여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고려하며， 적용 가능한 규제 요건을 규명하고 이를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반영한다. 

) 초기 운전조 구성을 기반으로 운전원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 운전조 구성을 보 

여주는 운전 개념을 개발하여 반영한다. 

- 기능적 요건 사양서를 작성하여 여러 종류의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 공정 전반에 걸쳐 적절한 시점에서 시험과 평가를 수행한다. 

2) 절차서 개발 

SMART 연구로 절차서 개발 업무는 각종 운전 절차서의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조 
직 및 구성원이 인간공학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 

며， 사용하기 쉬운 검증된 절차서를 개발하게 하는데 있다. 절차서 개발 범위는 비 

상운전을 위한 일반기술지침서， 정상운전절차서 (기동운전， 출력운전， 정지운전 등) , 

유지보수절차서， 비정상운전절차서， 비상운전절차서， 경보조치절차서를 포함한다. 

절차서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플랜트 설계 기준서， 시스템 기반의 기술적 요건 

과 사양， 직무 분석 결과， 인간 신뢰도 분석과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에서 규명된 주 

요 인간행위， 비상운전절차서를 위한 운영기술지침서 등과 같은 문서나 활동에서 

절차서 개발에 사용할 요건을 분석한 후 도출한다. 또한 절차서 작성 지침서를 개 

발하며， 운영기술지침서와 비상운전절차서는 증상 기반으로 개발한다. 

3) 훈련프로그램 개발 

SMART 연구로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업무는 주제어실 운전원이 연구로를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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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훈련 체계를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한 

다. 개발할 훈련 체계의 개발 범위는 훈련 조직의 역할과 조직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 교육 환경 (전 범위 시율레이터 포함) 학습 목적과 내용， 주기적 재교육 

요건 개발 등을 포함한다. 

라.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1)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의 목적 

SMART 연구로의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업무는 인간기계연계를 인간공학 원칙에 
맞게 잘 설계했는지， 플랜트 요원이 비상운전을 포함한 모든 운전 모드에서 이를 

사용해 맡은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포괄해서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한 

다. 세부적인 업무 항목은 인간기계연계 직무 지원성 확인， 인간공학 설계 확인， 

통합 시스템 검증， 인간공학 결함 현안 해결 확인 등이다. 인간기계연계 직무 지원 

성 확인은 플랜트 요원의 할당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간기계연계 기기 제공여부 

를 검토한다. 인간공학 설계 확인은 각각의 인간기계연계 기기 설계에 인간공학 

원칙， 표준， 지침 등을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통합 시스템 검증은 플랜 

트의 안전운전을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합된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수행도 기준에서 평가한다. 인간공학 결함 현안 해결 확인은 설계 공정 중에 밝혀 

진 인간공학 현안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해결하였는지 검토한다. 

2) 인간공학 결함 현안 해결 확인의 범위 및 방법론 

SMART 연구로에 설치하는 모든 인간기계연계 기기를 확인하고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주요한 인간기계연계 기기를 학인과 검증 활동의 대상으로 선정 

하기 위해 선정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인간기계연계 직무 지원성 확인을 위하여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기계연계 기기 (제어기， 표시기， 절차서， 등)가 모두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래픽 

표시기 상의 경계나 음영과 같은 비기능적이고 장식적인 설계요소가 인간기계연계 

에 없다는 것을 검토한다. 인간공학 설계 확인을 위하여 인간가계연계가 운전요원 

의 직무요건과 설계사양서의 요건에 맞게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또한 인간공학 

지침， 표준， 원칙에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인간공학 지침， 표준 및 원칙으로 

부터 벗어난 것은 대안 선택 연구결과， 문헌을 통한 평가， 운전경험， 시험 및 실험 

과 같은 문서화된 근거를 기반으로 그 수용 여부의 정당화를 검토한다. 통합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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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검증을 통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검증은 적절한 시험설비를 이용해 동적인 직무수행도 평가로 수행 

원격정지반 및 현장제어반과 같은 주제어실 이외의 설비에 대한 인적수행도 평 

가는 mock-up, 프로토타입， 또는 유사 도구를 이용해 수행 

인간공학 확인과 겁증 업무의 일부로서 수행할 시험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 일정 범위의 운전조건 및 비정상 상태 아래에서 동적으로 인간기계연계를 평가 

• 검증에 적용할 수행도 척도는 플랜트 안전성에 연관된 시스템 수행도， 운전원 

의 기본적인 직무 수행도 (직무수행 시간， 절차서 위반 등) , 운전원 오류， 상황파악 

도， 작업부하， 운전원간 통신 및 협조， 동적인 인체측정학적 평가， 신체적 자세 및 

상호작용 등을 포함 

마. 설계 이행과 운영 

1) 설계 이행 

SMART 연구로의 설계 이행 업무는 플랜트 현장에 설치할 최종 설계 결과물인 인 

간기계연계 기기나 설비가 인간공학 설계 전 공정과 인간공학 평가 활동에서 확정 

된 설계 기술과 수행도 사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수행한다. 

설계 이행의 범위는 새롭게 나타난 설계 측면의 확인과 검증， 상세 설계 기술서와 

비교， 인간공학 관련 현안 해결과 확인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새롭게 

나타난 설계 측면의 확인과 검증은 주제어실 조명 소음과 같이 시험설비 환경에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없었던 설계 특정들을 말한다. 상세 설계 기술서와 비교란 인 

간공학 설계 공정과 인간공학 평가 활동의 결과로써 최종 상세 설계 내용을 확정하 

고 이 내용을 설계 문서화한 내용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즉， 이 업무는 현장에 

설치할 최종 인간기계연계 기기나 설비가 상세 설계 기술서에 적혀있는 대로 제작 

됐는지를 점검하논 활동이다. 인간공학 관련 현안 해결과 확인이란 인간공학 현안 

추적시스템에 있는 모든 인간공학관련 현안을 적절히 해결하고 확인하는 활동이다. 

새롭게 나타난 설계 측면의 확인과 검증을 위하여 인간공학 확인과 검증 업무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설계 측면을 발견하면 이에 적절한 확인과 검증 방법을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해 평가하고 시험한다. 상세 설계 기술서와 비교 업무는 상세 설계 

기술서를 이용해 확인해야 할 점검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에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 

제작한 인간기계연계 가기나 설비가 각각의 점검 항목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하 

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이 수행 과정에서 점검 항목 중 성능 관련 기준은 각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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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비의 시험 절차서를 이용해 시험하고 요구한 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인간공학 관련 현안 해결과 확인 업무는 인간공학 현안추적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공학관련 현안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거나 대안을 고안 

해 해결했는지를 확인한다. 

2) 인적 수행도 감사 

플랜트를 실제로 운전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플랜트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전원의 직무수행도가 변할 수 있다. SMART 연구로 인적 수행도 감 

시 업무는 연구로의 어떤 변화에도 안전성 저하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일 목적으로 

수행한다. 인적 수행도 감시 업무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주제어실， 현장제어반과 지원 센터에서 일하는 플랜트 요원이 효과적으로 인간 

기계연계를 사용하느냐의 여부 

인간기계연계， 절차서， 훈련이 변했을 때 플랜트 요원의 직무 수행도에 부작용 

을 일으키는지의 여부 

인적 행위가 시간과 수행도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통합 시스템 검증에서 수립된 수행도 수준이 유지되는지의 여부 

설제의 설계 조건 아래에서는 플랜트나 플랜트 요원의 수행도를 쉽게 측정할 수 없 

다. 실제 조건을 모의하거나， 감시하고，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조건의 수행 

도 자료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이용한다. 인적 수행도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패의 섬각성， 실패 또는 저하된 수행도 주변의 환경， 실패의 특징， 실패가 격리되 

어 있는지 또는 실패가 보통의 원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룬다. 감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허용할 수 없는 설패 또는 저하된 수행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교정 행위를 확인하고 확립 한다. 

3.16.2 제어설 

가. 주제어실 

1) 상위 수준의 설계요건 

SMART 연구로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적용하는 상위 수준의 안전 원칙 및 기준은 

[참고문헌 3.16.1 3] 인 “원자로시 설 등의 기 술기 준에 관한 규칙 (과기 부령 제31호)"의 

관련조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안전원칙 3, 일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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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건 II-9, 제어실 관련 상세안전요건 및 안전규제지침을 적용한다. 일반안전원 

칙 3은 인적요인의 고려이다. 이를 위해 SMART 연구로 제어실은 원자력시설의 
전 수명기간 동안 설계와 운영에 있어 인간의 특성， 수행능력 및 한계를 고려하는 

적절한 수단 및 조치를 제공한다. 일반안전요건 II-9은 인적요소의 고려이다. 이 

에 대한 고려는 II -9.1과 II-9.2로 세분된다. II-9.1은 발전소 종사자 및 인간기계연 

계와 관련된 인적요소를 원자력 시설의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을， II-9.2는 

운전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억제하며，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정정하거나 보상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운전원에게 

의사결정 및 조치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등 원자력 시설의 설계시 인적요 

소를 고려하여， 운전시 인적오류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 

반안전요건 II-30은 제어실에 대한 사항으로 II- 30.1. II-30.2. II-30.3을 제시하고 있 

다. II-30.1은 원자력발전소를 모든 운전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조건하에 

서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어실이 설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II-30.2는 사고조건하에서 운전원의 제어실 출입 및 거주가 

가능하도록 규정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 또는 유독가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운 

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II-30.3은 제어실로부터 물 

리적，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보조제어실에 원자로를 신속하게 고온 정지시키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원자로를 저온 정지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을 요구하 

고 있다. 

또한 상세안전요건 및 안전규제지침 9.10으로 보호계통 및 계측제어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 지시， 지침 9.13으로 사고감시 계측설비， 지침 9.15로 제어설 경보계 

통의 선뢰도， 지침 1 1.4로 제어설의 거주성， 그리고 안전변수표시계통 설계 요건 및 

기 준 (10CFR50.34(f)(2) (Ív) , NUREG-1342, NUREG-0737, Supplement 1)에 대 한 사 

항을 제시하고 있다. SMART 연구로 인간기계연계 설계에 적용하는 상세 요건 및 
지침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주제어실 기능 

가) 제어기능과 보호기능 

운전원은 [참고문헌 3.16.6] 및 [참고문헌 3.16.7] 에 따라 주제어실에서 SMART 연 
구로 운전모드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제어기능과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운전원은 SMART 연구로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이 제공하는 기능과 제어반 
에 제공되는 인간기계연계 기가를 사용하여 원자로 제어기능 동력변환계통 제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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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플랜트 보호기능， 보조계통 제어기능， 전원 및 전력계통 제어기능， 담수설비 제 

어기능 등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제어실에서 운전원은 화재 등 

으로 인한 대피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전조건 아래에서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설계기준사건이 발생한 때에도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자동으로 기동되는 안전기능은 이에 관련된 기기 및 시스템을 계통 수준에 

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펼요한 경우 운전원이 개별 기기 수준 

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운전원이 주제어설에서 수동 및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기능의 유형은 노심 

반응도 제어， 노섬 열제거， 원자로냉각재 열제거 및 압력제어，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제어， 원자로건물 건전성 유지， 필수 보조계통의 기능 유지， 원자로건물 격리， 방사 

능 방출제어 등을 포함한다. 또한 운전원은 주제어실에서 공기조화 시스템， 화재방 

호 시스템， 건전성 감시설비， 기타 SMART 연구로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설비와 
같은 보조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나) 감시기능 

운전원은 주제어실에서 안전관련 감시기능 (안전관련 공정지시 기능， 원자로 정지계 

통 감시기능， 공학적안전설비 감시기능， 제어봉위치 지시기능， 사고후 감시기능， 우 

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 기능 등 포함)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기능， 건전성 감시기 

능， 펼수기능 감시기능， 디지털 감시계통 운전상태와 같은 안전 및 공정에 대한 감 

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운전원은 주제어실에서 공기조화 시스템， 화재방호 

시스템， 건전성 감시설비， 기타 SMART 연구로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설비와 같은 
보조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제어실은 운전원이 감시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시각적 표시기를 갖추고 있고， 운전원이 특정한 운전상태 감시 정보 

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주제어실에 제공된다. 

다) 경보기능 

운전원이 SMART 연구로의 제어기능 및 보호기능의 이상상태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제어설에 경보를 제공 및 표시한다. 이 경보는 청각 및 시각적으로 경보 

되며， 어느 경보가 작동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정보를 포함한다. 플 

랜트에서의 화재경보는 기타 계통의 경보와 혼동되지 않는 독특한 경보로 표시하 

며， 주위의 소음보다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표시한다. 운전원이 경보발생 이력을 추 

적 조회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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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능 라) 

01 
^ 

유효하고 신뢰성 있는 소내 통신 계통을 제공한다. 

수 있는 정부， 기타 기관과의 소외 통선 수단을 제공한다. 소내 통신， 소내 

비 (page phone) , 전화， 음성출력 전화기 (sound powered telephone) , 송수신 

팩스 또는 기타 허용되는 수단 등과 같은 플랜트 통선 계통은 주제어실로부터 접근 

및 통제가 가능하고 최소한 2 개의 분리되고 다른 형식의 독립된 통신 설비의 

성을 갖는다. 전화 연결용 잭은 플랜트 전체에 걸쳐서 비상사태 시 전화기를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다. 소외 통신 계통은 주제어실로부 

기타 장소 (가상사고 기간 중 운전상 반드시 접근하여야 할 장소) 사 

또한 비상시 

전용 

구 

7-
걷r 

호출설 

。} d 도
 

주제어실 

이에 

최소한 2 개의 독립되고 다른 형식의 통신 계통 구성이다. 

계통을 사용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웅시설 (비상대책실， 비상기술지원실 및 비상운영 

지원실) 둥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

τ
 

원
 

처
L
 

。} 
ι
 

터 사용되는 

이러한 통신 

01 
;’<

마) 기록 및 보안 기능 

주제어실에는 경보와 SOE 같은 운전정보를 저장하고 추후에 출력 할 수 있는 설비 

와 PAM 변수 중 범주 1의 변수를 주기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는다. 

제어설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갖는다. 주제어 

실 제어기와 표시기는 비인가자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기능과 사 

이버 테러에 대한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갖는다. 

.= 
T 

주제어실 환경 3) 

주제어실은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가용성 상실시를 제외하고 모든 플랜트 운전조건 

환경을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거주성 

보장하며，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이 이를 담당한다.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운전원에 대한 연간 누적 

운전원이 안전하게 하에서 

방사선 유효선량을 50mSv 내에 
외기를 여과시켜 제한한다. 제어설의 평균 온도는 23:t 

2
0

C 를 유지하며， 운전원 머리 높이의 위치와 바닥 사이의 온도차는 5.5
0

C 를 념지 않 

설계된다. 환기를 위하여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m3/min 이상 환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주제어실의 

있도록 오염 유지할 수 서 

당 0.43 
요인에 

한 사람 

계절적 

최소한 

상대습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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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40-60%의 상대습도를 유지한다. 

주제어실의 각종 제어반은 내장 기기부터 발생하는 배경소음의 수준을 운전원의 의 

인접공간으로 부터 나오는 소 사소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낮게 하고 동시에 

음을 마스킹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소음방지 기술을 채용한다. 

배경 λ、드1.__Q_ '0 드
_1.._ p 1:二-'- '- 경보음 

에 의사전달이 손쉽게 될 

uJ 
^ 다른 청각장치와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운전원들 간 

수 있도록 충분히 낮게 유지한다. 배경 λ으으 -• o '- 원자로 

정지가 수반되는 경우나 방문객이 있을 때 

과하지 않으며， 원격정지반에서도 동일하게 

10dB 이상 높게 설계된다. 

주제어설 중앙지역에서 최대 65dB를 초 

적용되고 경보음은 평균 주변 소음보다 

조도는 주제어실의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나 눈부실 정도로 높지는 않도록 유지한다. 조도는 [참고문헌 

3.16.34] 및 [참고문헌 3.16.48]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고정식 조명기구가 

적절치 못한 지역에는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조명 

기구가 사용된다. 필수조명은 정상조명 상실시에 비상통로， 기기 및 주제어실에 ;ζ 

-'-

명을 제공한다. 눈부심은 VDU 화면， 명판， 유리， 도면 및 자료들을 쉽게 。1 _Q_ 걷二 
i!l 2. I 

있도록 낮게 설계되며 눈부심 경감을 설계 고려사항이 반영된다. 

비상조명은 SMART 연구로의 다른 조명계통과 독립된 설비로서 조명계통 상실시 
작동되는 보조계통이다. 비상조명은 주제어실의 정상조명계통 상실시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정상조명계통 상실이 비상조명계통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주제어 

실 및 관련시설의 비상조명계통은 운전원의 필요한 어떠한 행동을 위해서도 충분하 

며， 최소한 8 시간 동안 작동된다. 비상조명의 조도는 최소한 10lx 이상으로 유지 
한다. 

4) 주제어실 구성 

가) 주제어반 

주제어반은 원자로운전원용 콘솔과 보조운전원용 콘솔로 구성된다. 그림 3.16-4는 

주제어반 형상도이다. 원자로운전원용 콘솔과 보조운전원용 득구즈는 。
τ- ，프 τ: 어느 한쪽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다른 한쪽에서 원자로의 운전과 동력변환계통 운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형상을 갖게 설계한다. 기기가 위치하는 설치영역에 따라 상단 

부분의 감시영역， 가운데 부분의 제어영역 ul 
* 하단 부분의 입력영역으로 구분한다. 

표시가와 입력 장치 (키보드， 트랙볼， 마우스)는 각각 감시영역 및 입력영역에 설치 

-987 -



된다. 설치되는 주요 기기는 정보표시기， 경보표시기， 지시표시기， 비안전등급 소프 

트제어기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어반의 정보표시기는 운전원이 플랜트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 

시할 수 있도록 핵증기공급계통 BOP 계통 및 터빈/발전기 계통의 정보를 개괄정 
보 수준에서부터 상세정보에 이르기까지 그래픽과 텍스트 정보형태로 제공한다. 

경보표시기는 운전원에게 계통과 공정 이상 상태를 경고하고 경보의 우선순위와 특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원의 초기 대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운전원의 

대웅이 적절한 시기 내에 이상을 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 

시표시기는 운전원이 SMART 연구로 운전에 필요한 지시 정보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도록 경보지시계통으로부터 신호를 전탈받아 표시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 

어기는 원자로계통 및 동력변환계통의 비안전둥급 기기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용 

한다. 

나) 안전정지제어반 

안전정지제어반은 주제어실에 위치하며 원자로 정지 및 사고완화를 위한 감시용 표 

시기 및 제어기로 구성된다. 그림 3.16-5와 같은 형상을 갖는 안전정지제어반은 정 

보처리계통의 기능상실시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운전 기능을 수 

행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PAM 표시기는 독립적인 두 채널로 구성되며， [참고문헌 3.16.4이의 Reg. 1.97 
범주 1에 해당하는 사고후 감사변수를 표시한다. 

PAM 기록장치는 안전통신체계를 통해 공정계측계통으로부터 PAM 변수 중 
범주 1을 입력받아 주기적으로 기록한다. 

- 안전관련변수 표시기는 원자로 정지 및 사고완화를 위한 안전관련 변수를 감시 

하는데 필요한 변수를 표시한다. 

-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네 채널로 구성되며 안전등급의 기기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플랜트보호계통， 노심보호계통 및 안전둥급제어계통의 운전원 모률 

로 사용된다 

- 비안전퉁급 소프트제어기는 비안전등급 기기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 수동스위치는 원자로를 수동으로 비상정지 시키고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을 계통 

수준에서 작동시키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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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독자감시반 

감독운전원 (SRO)은 감독자감시반에서 안전관련 계통과 SMART 연구로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통에 대한 조작 지시와 조작 승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 

에 사고 전후의 경위와 조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각종 절차서에 의한 운전원의 

업무 수행 확인 및 유지보수 둥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무 

를 감독운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자감시반에 필요한 표기기가 제공된다. 

라) 보조제어반 

운전원은 보조제어반에서 인간기계연계를 사용하여 공기조화계통， 전원 및 전력계 

통 및 방사선감시계통의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건전성감시설비 등 

의 운전상태 및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제어반의 형 

상은 그림 3.16-6과 같다. 이 제어반에도 정보표시기，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비안 

전등급 소프트제어기가 주제어반과 같이 제공된다. 터빈발전기 계통과 담수설비의 

제어 및 감시 운전을 수행할 경우에도 보조제어반에 제공되는 기기가 사용된다. 

마) 작업공간 배치 

주제어실 작업 공간은 운전원이 운전 중에 방해받지 않고 서로 의사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운전원 상호간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치 구조를 갖 

는다. 또한 운전원 및 유지보수 요원 등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에 충분한 작업공 

간이 제공된다. 그림 3.16-7은 주제어실 배치도이다. 제어실에는 대형화면이 제공 

되는데 운전원이 제어반에 착석하여 대형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어반의 가시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의 요건 충족을 위한 제어반의 수평 방향 가 

시 성 은 그림 3.16-8 수직 방향 가시 성 은 그림 3.16-9와 같다. 

나. 대형화면 

대형화면은 운전원이 SMART 연구로의 운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 

전 및 운전에 중요한 정보와 기기 및 계통의 운전상태에 관한 개괄적인 운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대형화면은 운전원이 선속하고 종합적으로 플랜트 전체의 운전상 

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주제어설 운전원 간에 플랜트 운전상태에 대해 동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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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하도록 한다. 대형화면은 정보처랴계통과 경보지시계통으로부터 비안전통 

신망을 경유하여 입력되는 관련정보를 받아 제공한다. 

정보처리계통과 경보지시계통으로부터 자료가 전송되면 대형화면 표시처리기는 이 

들 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표시제어기를 통하여 대형화면의 해당 위치에 표시 

한다. 대형화면 표시처리기에 전송되는 자료는 정보처리계통과 경보지시계통에서 

검증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대형화면 표시처리기 내에서 이들 신호에 대한 겸증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대형화면 표시처리기의 처리기능은 대형화면 그래픽 및 

관련 변수의 표시에 한정된다. 

1) 대형화면 기능요건 

주제어설의 대형화면은 플랜트를 구성하는 계통 및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의 

상태， 주요 공정변수 값， 설정치에 대한 이들의 편차 및 추이， 플랜트 필수기능에 

대한 운전상태， 운전원의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우선순위 1, 2 경보， 우회 및 작동 

불능 상태지시 정보를 표시한다. 

대형화변은 정보처리계통과 경보지시계통으로부터 비안전통신망을 통하여 매 1 초 

의 주기로 데이터를 취득한다. 취득한 데이터는 정보처리계통과 경보지시계통에서 

이미 검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형화면에서의 검증은 수행되지 않는다. 대형화 

면은 정보처리계통의 기능 상설시 정보처리계통이 제공하는 운전상태 감시 등의 일 

부기능을 제외한 운전정보를 경보지시계통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한다. 

2) 대형화면 설계요건 

대형화면은 지진설계기준 사고 중 건전성을 유지하며， 플랜트의 출력상황， 과도상태 

및 원자로 정지 상황에서도 운전된다. 대형화면은 비안전퉁급이며 소프트혜어 둥 

급은 비안전 소프트혜어로 설계한다. 

대형화면의 가용도는 모든 플랜트 출력상황 과도 상태의 상황에서 99% 이상의 가 

용성을 갖는다. 또한 기기 고장이나 전원 손실이 발생하변 경보지시계통과 정보처 

리계통에 경보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평균 고장 수리시간은 단순한 모율 교 

체에 의한 수리를 가정하고 여유분의 기가가 가용한 상태일 때 1 시간 이내로 수리 

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대형화면 하드웨어는 상용제품을 사용하되 원자력 환경에 적용된 경험이 있는 하드 

웨어 제품을 선정한다. 상용 하드웨어 선정 시 계통에 적합한 선정기준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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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하드워l 어를 선정한다. 대형화면의 표시처리기는 예상되는 

최대부하 조건에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성능여유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대형 

표시기는 

제공한다. 

요건을 만족하도록 

대형화변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혜어는 원자력 환경에 적용된 경험이 있는 소프트 

웨어 제품을 선정한다. 대형화면의 처리가에 사용될 운영체제， 컴파일러， 그래픽설 

계 지원도구 등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 계통 

에 적합한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선정한다. 

대형화면의 정보표시는 주제어실 내의 다른 정보표시기와 일관성을 유지한다. 

형화면 정보가 제어반 영역의 모든 운전요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도록 주제어실 내 

에 가시성을 확보한다. 대형화면은 주제어설 영역에 설치되므로 주제어실 영역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대형화면의 가시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인 

사광션， 색깔이 있거나 빛나는 실내조명 및 눈부신 조명은 피하도록 설계한다. 

[참고문헌 3.16.34]에 따라 대형화면은 다른 장비들이 대형화면 기기의 

않는 곳에 위치하며 대형화면의 장비는 내진검증을 받지 않는 다른 기기로부 

보호된다. 대형화면의 기기는 열쇠잠금장치에 의해 장비접근 권한을 가 

접근을 허용하며， 대형화면 프레임은 충격이나 진동의 

용접하거나 볼트로 고정된다. 대형화면의 

기기에 제공되는 교류전원은 배터리 백업이 되는 

필수전원으로부터 공급된다. 배터리 백엽은 적어도 30분 이상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운전 

포함하여 내환경 

처리된 모든 경보 및 

주제어실 

표시처리기에서 

또한 표시기는 

설계한다. 

화면의 

원에게 

대
 

” 

운전을 방해 

흡수가 가능 

전기등급은 비 

7-.1 --, 

드
끼
 

) 충격 환경에서 

인버터가 

적절히 

진 사람에게만 

하도록 주제어실 바닥에 

1E 급이며， 대형화면의 

설치된 비 1E급 

내환경 

하지 

터 

용량을 갖는다. 

경유하여 정보처리계통으로부터 주요 공정변수 값， 

운전상태， 주요 경보 (우선순위 1 경보， 펼수기능 경보) , 플랜트 운전모 

드， 플랜트 운전지원 정보와 같은 유형의 정보를 받는다. 또한 대형화면은 경보지 

시계통으로부터도 우선순위 1 경보， 안전 및 운전에 

비안전통신체계를 대형화면은 

주요 기기의 

중요한 정보를 비안전통신망을 

통해 전달받는다. 

대형화면 구조 및 설계사양 3) 

표시처리기는 정보처리계통 및 경보 대형화면의 계통 구조는 그림 3.16-10과 같다. 

화면 형태로 

표시처라기는 화면처리를 위하여 워크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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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션급 프로세서를 가지며 하드디스크 및 주 기억장치 등은 충분한 용량을 갖는다. 

표시처리기의 주 프로세서는 비안전통선체계를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처리 

및 응용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처리능력을 가지며 대기 프로세서는 고 

장 전이기능을 수행하므로 주 프로세서와 동일한 용량을 갖는다. 대형화변 표시기 

는 표시처리기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대형화면의 해당 위치에 표시하는 역할을 한 

다. 표시기는 해상도가 800x600 (SVGA) 이상의 화소를 표시할 수 있으며， 밝기는 

200-1 ，OOOcd/마 이상이 사용된다. 

대형화면은 크게 고정지시 영역과 추이화면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형화변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그림 3.16-11과 같다. 대형화면의 고정지시 영역의 주된 역할은 

플랜트의 전반적인 정보를 선속히 제공하는 것이다. 운전원은 고정지시 영역을 통 

해 플랜트 전체의 이상 유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안전 및 성능에 관련된 

주요 공정변수 값과 주요 기기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다. 즉 원자로정지 및 공학 

적안전설비 작동에 대한 상태지시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 사고후 감시 지시 

변수， 주요 운전변수 및 주요 기기의 운전상태 정보 표시 (주냉각재 펌프， 급수 펌 

프， 주증기 및 주급수의 격리밸브， 안전주입 밸브， 전력차단기， RV 밸브 위치 포함)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대형화면의 운전지원 정보 영역에는 플랜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업무를 지 

원하는데 펼요한 정보 및 경보가 제공된다. 이들 정보는 운전원의 눈에 쉽게 띨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화면 고정지시 영역 상단에 플랜트 

운전 모드， 원자로 출력， 발전기 출력， 최초 경보， 정보처리계통 고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필수기능 경보는 플랜트의 안전 상태를 결정한다. 필수기능 경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연료의 손상 또는 방사선 누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지시 

하여 준다. 대형화면 고정지시 영역 상단에는 노섬반응도 제어， 노심 열제거， 원자 

로 냉각재계통 냉각재 재고량 제어，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 제어， 원자로 냉각재계 

통 열제거， 원자로건물 건전성 제어， 원자로건물 격리， 방사능 방출 제어， 필수보조 

기능의 유지 등과 같은 펼수기능에 대한 경보가 제공된다. 정보처리계통에서 제공 

되는 화면이 대형화면의 추이화면 영역에 표시된다. 운전원이 플랜트의 운전상황 

및 운전의 필요에 따라 플랜트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변수를 대형화면의 추이화면 영역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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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 상태 하에서 안전하게 운 

안전한 상태로 가져가기 

제공한다. 제어기는 수 

소프트제어기로 구성된다. 

제공되는 고정된 나열식의 제 

제공하는 SMART 연구로 

개시 후 

인터페이스를 

수동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플랜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사고조건의 

있는 운전원 제어 

소프트제어기， 비안전등급 

플랜트 제어반에서 아날로그 

통합된 운전원 제어 

제어기 다. 

SMART 연구로 제어기는 운전원이 

정지 01 
^ 저 

'--'-

동
 

의 

제어기 기능요건 1) 

플랜트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냉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및 채널 수준의 개시 수단과 

제어실에서 정상 운전시 

사고 상태 시에도 

제공한다. 

SMART 연구로 제어기는 

포함하는 

수통 제어수단을 

발전소를 각재 상실사고를 

위한 운전원의 

코딩은[참고문 

소프트제어기는 

제공한다. 

운전원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어범위가 충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하고， 

한다. 제어기는 우발적인 작동 

운전원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 

제어기의 

각 보호동작을 계통수준에서 

제공한다. 디지털계통 공통모드고장에 대비하여 

개시하고， 소프트제어기 공통모드고장시 원자로 정지 및 비상운전을 

수동 수단으로 수동스위치가 제공된다. 수동스위치는 원자로 정지와 

계통 사용 불능시 디지털 계통을 완전 우회하여 

위한 운전원 인터페이스이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플랜 

노심보호계통 및 안전등급제어계통의 운전원 제어 인터페이스 기능을 

출력제어계통， 공정제어계통 및 이차제어계통 

또한 기기 

。-E 단
 

수
 
’ 

안전성 필수기능을 계통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위한 제어조치를 취할 수 

스위치와 안전둥급 

스위치는 기존의 

어기로 컴퓨터 기반의 

제어실에서는 최소한으로 사용된다. 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는 계통 수준의 안전가 

능을 수행하는 수동 ESF 개시와 플랜트 보호계통 노심보호계통 및 안전제어계통 
운전원 제어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비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는 출력제어계통， 

공정제어계통 및 이차제어계통에 대한 운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1 즈二 
/λ '-

까

T 개시할 동
 

수
 
’ 운전원이 무관하게 '-、-

공통 

계통 수준의 모드고장으로 디지털 

안전기능을 개시하기 

트보호계통， 

제공하고，비안전퉁급 

의 운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어기는 조작하기에 용이하고 

분하고 요구되는 정확도까지 

제어범위 및 정확도는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도록 

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방식이 사용되며， 

해 제어기의 조작방향이 일반적인 관습에 맞게 설계된다. 

헌 3.16.1]에 따라 제어실 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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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제어기는 다수의 운전원이 다른 소프트제어기를 통하여 동일한 제어기를 동 

시에 접근하여 제어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 또는 조정하기 위한 기법이 제공되 

며， 운전원이 제어변수의 상태와 제어변수와 다른 기기와의 관계를 선속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한다. 운전원은 제어기의 시각적인 형태 및 분리와 같은 

특성을 사용하여 제어의 선태사양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어기를 선정하 

기 위한 표시 화면 내에서의 기기나 변수의 표시는 정확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시 

각적으로 구별되고 분리되어 표시된다. 제어화변에서 운전원이 제어입력 영역과 

제어입력과 관련된 기기나 변수가 제어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 소프트제어기에서 운전원의 제어조치에 대한 동작순서는 가능한 최대로 표준 

화되며， 운전원의 제어행위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한다. 제어동작이 연동기능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경우 운전원에게 그러한 조치를 명확하게 알려 주고， 그 연 

동동작은 자동으로 기록된다. 소프트제어기에서 표시기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해 

당 표시기와 관련된 소프트제어기에서의 제어기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또 

한 특정한 소프트제어기까지의 접근은 융통성이 있어서 운전원은 어떤 계통의 관 

점 혹은 기능의 관점에서 특정 제어기로 접근 가능하다. 제어기 선정을 위한 운전 

원 제어 조치와 플랜트 기기의 상태를 변하게 하는 운전 조치와는 명백히 구분 가 

능하게 설계된다. 

2) 제어기 설계요건 

안전가능을 수행하는 제어기는 지진， 태풍， 홍수 동을 포함한 모든 예상되는 자연현 

상의 영향과 모든 예상되는 플랜트 인접 외부사건의 영향에도 그 안전기능의 수행 

능력에 손상을 입지 않으며， 정상운전， 점검 및 보수， 시험， 그리고 냉각재 상실사고 

를 비롯한 가상사고와 관련된 환경조건에 적합하며，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전동급 소프트제어기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동스위치는 안전둥급 

3, 전기 1 급， 내진범주 I로 설계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비안전기능을 수 

행하는 수동 스위치는 비안전등급， 전기 비 l 급， 내진범주 II로 설계된다.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제어기는 어떠한 단일고장에도 요구되는 조치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고신뢰도와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네 채널로 설계되며， 

다중 채널들은 불안전한 환경요인， 전기적 과도현상， 그리고 물리적 사고결말에 따 

른 영향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보수기간 또는 채널 고장시 채널 

들 간의 상호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기능적， 전기적으로 격리하고 물리적으로 분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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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실증된 제품으로서 제어기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안전성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 

다. 안전등급 제어기는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기준조건 (온도， 압력， 전압， 주파수， 

진동， 살수， 방사선， 습도， 전자파 장해 퉁)에서 정해진 성능요건 (제어범위， 정확성， 

용답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면서 소정의 안전관련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 

된다. 

안전등급의 기기 검증에는 형식시험， 과거 운전이력， 또는 시험자료나 적절한 조건 

의 운전이력으로부터 합리적인 공학외삽기법을 이용한 분석방법， 또는 이 세 가지 

적합성 

사용 

의 적절한 조합방법을 사용하고 안전등급 제어기의 어떤 장비에 대한 설계 

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시제품을 가장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적절하게 검증한다. 

안전동급의 제어기는 전력의 공급 상실， 환경 과도현상， 잘못된 기능， 그리고 사고 

와 관련된 극단적인 조건하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지 않 

도록 설계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컴퓨터의 기능을 좌절시킬 수 있는 내적 

외적인 모든 조건 (입·출력 처리기능의 고장， 정밀도 또는 반올림 문제， 부적절한 

도 

복구기능， 입력 전압·주파수 변동， 동시성 신호변화， 전자파 장해 등)에 직면하더라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며， 제어기의 시험 

과 검교정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된다. 

안전등급 제어기와 관련된 설비 (배선， 부품， 모률 둥)는 플랜트의 

구별 및 다중채널들을 구별하기 위해 꼬리표 부착 또는 색깔 표시로 

어 부주의한 점검보수， 시험， 정비 또는 검교정 가능성을 방지한다. 

다른 계통들과 

식별되 적절히 

제어기는 임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제어범위를 제공하고 출력 및 표시되는 값들은 :1:: 0.1%의 

허용오차 범위 내로 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의 제어명령 입력단에서 출력단 

까지의 처리시간은 250ms 이내이며，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의 제어명령 입력단에 

서 출력단까지의 처리시간은 500ms 이내이다. 제어기를 구성하는 기기 및 

웨어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연계계통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소효 E 

설계되 

고， 교류전원 상실과 제어기의 고장은 주제어실 경보로서 운전원에게 알려진다. 

3) 제어기 구조 및 설계사양 

안전등급 기기 제어를 수행하는 수동스위치는 플랜트보호계통과 안전등급제어계통 

과 연계를 가지며，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플랜트보호계통， 노심보호계통， 안전등 

급제어계통 및 안전통신체계와 연계된다. 비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는 출력제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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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공정제어계통， 이차제어계통 및 비안전통선체계와 연계된다. 

제어기는 다른 가기들로 인해 운전을 방해받지 않도록 위치하며， 내진 검증을 받지 

않은 다른 기기들로부터 적절히 보호된다. 수동스위치는 채널별로 전기적인 격리 

및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안전정지제어반 또는 보조제어반에 위치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채널별로 전기적인 격리 및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안전정지 제어반 

에 4 채널， 보조제어반에 2 채널이 위치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주제어반 

에 4 set, 보조제어반에 2 set, 안전정지제어반 1 set이 위치한다. 

제어기의 시험장비， 매뉴얼， 기타 기기와 관련된 자료， 보수 부품 및 보수도구의 보 

관을 위한 공간은 주제어실에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제 

어기 접근은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만 제한되고 기기의 설치는 기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설치도면 및 장비설치 지침서에 따라 수행된다. 소프트제어기와 다른 기 

기의 결선은 SMART 연구로 통신체계 설계요건에 따라 케이블 커넥터를 통해 설 
치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전기 1 급으로 각 채널별로 독 
립적이며 연속적으로 공급되고 전원상실시 축전지의 백업을 받는 전기 1 급 필수 

전원이 공급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전기 비 1 급이고， 

전원상실시 축전지의 백업을 받는 전기 비 1 급 펼수 전원이 공급된다. 

제어기는 제어실의 온도， 습도 및 압력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내진설 

계기준 사고동안 물리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분석된다. 안전기 

능을 수행하는 제어기는 지진사고 전이나 중에도 동작되도록 내진등급 I로 시험/분 

석되고， 제작된다. 제어기의 기기는 먼지/오물이 없는 환경을 펼요로 하고， 건설단 

계에서 기기가 설치되는 지역은 정상운전과 동일한 환경이다. 제어기 기기의 설치 

및 운전 지역은 깨끗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는 깨끗 

한 환경을 위하여 정화되어야 한다. 만일 기기실， 주제어반이나 안전정지제어반에 

서 제어기 장비가 위치한 방이 부식성 가스， 염분성 공기 혹은 먼지가 많은 곳에 

위치한다면 특별한 공기정화 장치의 설치가 요구된다. 제어기의 각 장비는 설치되 

는 전기기기실이나 주제어실에서의 전자파 장애 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보장되도록 

설계되고， 정전기 방전에 대한 디지털 장비의 내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수행된 

다. 

4) 제어기 운전 및 계통설명 

가) 수동스위치 

수동스위치는 원자로정지스위치 다양성 수동 스위치 최소재고스위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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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정지 스위치는 플랜트보호계통의 RTSG에 하드와이어드로 배선되고， 운전원 

의 수동 원자로 정지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다양성 수동 

스위치는 디지털 공통모드고장으로 디지털 계통 사용 불능시 디지럴 계통을 완전 

우회하여 하드와이어드 배선으로 연결되어 계통 수준의 안전기능을 개시하기 위한 

운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계통 수준의 안전가능은 원자로건물격리작동， 

안전주입작동， 재순환작동， 피동잔열제거작동， 핵연료취급구역 비상환기작동， 원자로 

건물퍼지격라작동， 주제어설 비상환기작동을 포함한다. 다양성 수동스위치는 다양 

성기기제어시스템에 하드와이어드 배선으로 연계되며 안전정지제어반에 채널별로 

설치된다. 최소재고스위치는 소프트제어기 공통모드고장으로 사용 불능시， 안전정 

지 및 비상운전을 수행하기 위한 운전원 제어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최소재고스 

위치는 안전정지 및 비상운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동 스위치들로 구성되고， 안전제 

어계통， 출력제어계통， 공정제어계통 및 이차제어계통에 하드와이어드 배선으로 연 

계되며， 안전정지제어반 또는 보조제어반에 설치된다. 

나) 소프트제어기 

소프트제어기는 기기 및 공정에 대한 제어실 운전원 제어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소프트제어기는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FPD (flat panel display)와 프로세서 보드로 

구성되며， 연계계통과는 통신체계를 통하여 연계신호를 송수신한다. FPD에 제어기 

접근을 위한 메뉴화면과 제어화면이 구분되어 표시되고 운전원은 메뉴화변을 통해 

제어기를 선정한다. 선정된 제어기는 제어화면에 표시되고 제어화면에서 운전원은 

요구되는 제어를 수행한다. 소프트제어가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제어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비안전기기 및 공정 제어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비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로 구분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기능적 물리적으로 분리 및 격리되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는 계통-수준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동 ESF 개시와 플랜 
트 보호계통， 노섬보호계통 및 안전제어계통의 운전원 제어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플랜트 보호계통의 운전우회 설정치 라셋과 노섬보호계통의 가변상수 변경을 위한 

운전원 제어 인터페이스와 안전제어계통의 수동 ESF 개시 및 안전등급 기기제어를 
위한 운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운전원 제어 

명령을 처리하여 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플랜트 보호계통 노섬보호계통 및 안전제 

어계통에 전송하고， 제어기 상태정보는 플랜트 보호계통， 노심보호계통 및 안전제어 

계통으로부터 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받아 표시한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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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지반에 4 채널이 제공되며， 보조제어반에 2 채널이 제공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출력제어계통， 공정제어계통， 이차제어계통의 운전원 제 

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제어반에 4 Set 보조제어반에 2 Set, 안전정지제 
어반 1 Set이 설치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운전원 제어명령을 처리하여 
제어기의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출력제어계통， 공정제어계통， 이차제어계통에 전 

송하고， 제어기의 상태정보는 출력제어계통， 공정제어계통， 이차제어계통으로부터 

비안전통선체계를 통하여 받아 표시한다. 

라. 원격정지실 

[참고문헌 3.16.13]의 ‘원자로시 설 등의 기 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remote shutdown room) 이 있으며 주제어실과 물 SMART 연구로에는 원격정지설 

리적으로 분리되고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이 주제어설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원은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자로를 

었다. 주제어실 화재 등에 의하여 운전원 

주제어설 

트립시키고 

대피상황이 펼요한 경우에 운전 

제어권을 주제어설에서 

지실로 이양한 후 원격정지설로 선속히 이동한다. 착석식 제어반 형태인 

원격정 

원격정지 

감시 및 제어기기를 

상태로 유지한다 

장착된 

및 안전한 

반은 원격정지실내에 위치하며 운전원은 원격정지반에 

절차에 따라 플랜트를 안전정지 적합한 

장착된 

이용하여 

격정지반에 

원 

감시기기는 지시표시기， 경보표시기， 경보음향기가이고 제어기기 

는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가，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제어절환스위치가 있다. 

1) 원격정지실 기능요건 

운전원은 원격정지설에 설치되는 감시 및 제어기기를 이용하여 노심 반응도를 제어 

하며 냉각재 계통의 재고량 및 압력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핵분열로 인한 붕 

괴열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다. 원격정지실에서 운전원은 소내 및 소외 보고체계로의 

통신이 가능하며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장치 운전원의 거주환경을 위하여 

조명설비 및 공기조화설비를 갖는다. 

원격정지반을 구성하는 주요 기가는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가， 바안전등급 소프트제어 

기， 지시표시가， 경보표시기， 경보음향기기， 제어절환스위치 등이다. 안전등급 소프트제 

어기는 4 채널로 구성되며 안전정지 수행에 필요한 안전등급 계통의 공정 및 기기제어 

운전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2 채널로 구성되며 안전정 

지 수행에 필요한 비안전등급 계통의 공정 및 기가제어 운전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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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표시기는 경보지시계통에서 안전정지 수행에 펼요한 공정변수를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전송받아 운전원에게 지시 정보를 제공한다. 경보표시기는 경보지시계통에서 

안전정지 수행에 필요한 경보 정보를 비안전통신체계를 통하여 전송받아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경보음향기기는 SMART 연구로 안전정지 운전시 필요한 청각경보를 운전원에게 제 

공한다. 인간기계연계 기기인 제어절환스위치를 이용하여 플랜트의 운전 제어권을 주 

제어실로부터 원격정지실로 다시 원격정지실에서 주제어실로 이양할 수 있도록 제어절 

환스위치가 제공된다. 주제어설 대피상황 발생 시 운전원은 미리 규정된 주제어설 대 

피 절차에 따라 플랜트 운전 제어권을 원격정지실로 이양한다. 주제어설 대피상황이 

종료되어 다시 주제어실에서 운전원 임무수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플랜트 운전 제어권 

을 원격정지실로부터 주제어설로 복귀한다. 

2) 원격정지실 설계요건 

[참고문헌 3.16.25]인 KEPIC ENB 6310에 따라 원격정지실에 설치되는 감시 및 제 

어기기는 플랜트를 고온정지 상태로 이룰 수 있는 설계능력을 갖추며 고온정지 기간 

동안 플랜트를 안전 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플랜트를 저온정지 

시키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참고문헌 3.16.19] 및 [참고문헌 3.16.25]에 따 

라 주제어실로부터의 대피상황 (evacuation occurrence)은 특수 사건으로 설계기준사 

고와 같은 다른 비정상적 플랜트 상태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핵연료 손상을 유발 

하거나 원자로압력경계 또는 일차측 원자로건물 방벽의 중대한 기능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3.16.43] 인 lOCFR50 부록 A 일반설계기준 2 “자연현상 보호를 위 

한 설계기준”에서 규정된 어떠한 심각한 자연현상도 주제어실 대피상황과 동시에 발생 

하지 않는다. 

대피상황 발생 전의 플랜트는 정상 상태에서 정격 출력으로 운전하고 있다. 즉， 고 

장， 시험 중 또는 수리중인 장비는 없다. 대피상황 개시시점에서 운전원은 주제어실을 

떠나기 전에 대피절차에 따라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대피상황이 발생되어 운전원에 의 

한 원격정지실로부터의 제어기능이 수립될 때까지는 플랜트는 고온대기 상태를 유지한 

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대피사고는 주제어실 대펴기간에 제어와 계측 장치의 손상 또 

는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제어절환장치는 오작동을 유발하는 화재로 인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원격정지실내의 운전원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과 감시 및 

제어 행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운전원의 동션을 최소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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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배치하여 필요할 경우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다. 운전원의 업무수행시 펼요한 

절차서， 도면， 문서등의 보관을 위해 적절히 구조적으로 배치된 공간을 확보하고 운전 

원이 적절한 제어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원격정지실에 도달하여 플랜트의 상태를 평가 

할 시간이 충분하도록 원격정지실 위치선정 및 장비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원격 

정지실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원격정 

지실은 플랜트 펼수구역 (vital area)안에 위치하며 사보타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 

한 안전 방벽 및 접근 제어 출입문을 설치한다. 생리적 및 인지적 호환성과 같은 제반 

인간공학적 요건은 주제어설에 적용된 기준과 같이 원격정지실에도 적용된다. 

원격정지반의 인간기계연계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고 기능적 요건 및 직무 요 

건과 일치한다. SMART 연구로 운전 관련요원을 25~49 세의 대한민국 남성 그룹으 

로 가정하고， [참고문헌 3.16.3이에 따라 5% tile과 95% tile의 국민표준체위자료와 [참 

고문헌 3.16.30]의 KS A 7004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에 따라 120 여개 

측정항목을 참조하여 원격정지반 및 의자 동의 설계에 적용한다. 

원격정지반은 안전등급 3이며 [참고문헌 3.16.16] 인 과학기술부고시 “원자로시설의 안 

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 및 동급별 규격에 만족한다. 원격정 

지반은 전기 1 급이며 [참고문헌 3.16.22] 인 KEPIC ENA 2000에 따른 분류 및 설계기 

준을 만족한다. 원격정지반은 플랜트 운전기준지진 및 설계기준지진 기간 동안이나 그 

후에도 필수 성능요건을 만족하도록 [참고문헌 3. 16.37]의 Reg. Guide 1.29, [참고문헌 

3.16.9]의 “ SMART- P 원자로계통 설계기준서”에 따라 내진범주 I로 분류된다. 내진검 

증은 [참고문헌 3.1 6.28] 인 KEPIC END 2000, [참고문헌 3.16.41] 인 US NRC Reg. 

Guide 1 .100을 따른다. 원격정지실은 조명 계통， 공기조화계통， 화재방호 계통， 전기 계 

통， 통신설비계통과 연계한다. 

3) 원격정지실 구조 및 설계사양 

원격정지실은 원격정지반과 통신 설비， 조명 설비， 공기조화 설비， 전기설비， 화재방 

호설비로 구성한다. 착석식 제어탁 형태의 원격정지반에는 안전둥급 소프트제어기， 비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지시표시기， 경보표시기， 경보음향기기， 제어절환스위치가 장착 

된다. 그림 3.16-12는 원격정지실 배치도이다. 

통신기기는 운전원이 쉽게 접큰 가능하도록 원격정지반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통 

신기기의 사용법은 간단하고 통신기기의 작동 불능시 대체 방법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사용법을 각각의 통신기기에 표기한다. 원격정지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격정지실에 

전송할 수 있도록 SMART 연구로 전체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통신기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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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현장제어반에 통신설비가 제공되어 원격정지실에서 현장제어반으로의 지시사항 

등이 전송될 수 있으며 원격정지실에서 소내 및 소외 보고체계로의 통신이 가능하다. 

원격정지실은 플랜트 감시 및 제어 작업， 문서의 읽기 및 쓰기 작업， 시험 및 유지보 

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명설비와 적절한 조도를 유지한다. 원격정지실에는 수 

은등， 나트륨등과 같이 색깔 있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며 조도는 [참고문헌 3.16.31] 

및 [참고문헌 3.16.34] 의 지침을 따른다. 정상조명 상실시에도 원격정지실에서 펼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조명 설비를 갖추며 비상조명은 정상조명 설비와 독립적이고 상 

시조명의 고장 즉시 자동으로 작동한다. 비상조명의 조도는 100lx 이상 유지한다. 또 

한 주제어실로부터 원격정지실로의 안전한 접근을 위하여 이동통로에는 비상조명 설비 

를 갖춘다. 원격정지실에는 운전원들에게 쾌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기 

조화설비를 갖추며 [참고문헌 3.16.1 1]의 원자력볍 시행령(대통령령 제17824호)， [참고문 

헌 3.16.8]의 SMART 연구로 환경설계지침서 [참고문헌 3.16.34]의 기준을 충족한다. 

원격정지실의 운전원에 대한 유효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 년간 100mSv로 제한된다. 원격정지실 온도 습도， 소음 등의 설계 사양은 주제어실 

과 동둥하다. 

원격정지실에 설치되는 기기는 소내 전력계통 및 소외 전력계통 양측 모두로부터 전 

력공급을 받거나 독립적인 소내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 받는다. 원격정지실에 설치되 

는 기기는 소외전력상실을 고려하여 소내 교류 전력이 공급된다. 원격정지실은 [참고 

문헌 3.16.36] 인 NUREG-0800의 화재방호 프로그램에 따라 주제어설로부터 최소 3 시 

간 내화등급의 내화재로 격리하며， 전기적으로도 격리되어 어느 한쪽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편의 안전정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계한다. 원격정지실에는 자 

동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현장과 주제어실에서 동시에 경보를 발생하며， 

가연성 물질의 반입은 운전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통제한다. 원격 

정지실에서는 소화기와 소화전이 사용 가능하다. 

4) 원격정지설 운전 및 계통설명 

감독운전원은 주제어실 대피상황 발생시 운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고 조치사항 

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원격정지실로 이동하여 원격정지실에서 엄무를 수 

행한다. 플랜트 안전정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감시하고 지시하며 조치사항 

을 보고 받는다. 원자로운전원은 주제어설 대피상황 발생시 감독운전원의 지시를 받아 

원자로를 트립시키고 원자로 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정지가 완료되면 원격정지실로 신 

속히 이동하여 원격정지설의 제어절환스위치를 원격정지반으로 전환한다. 이후，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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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실에서 원격정지반에 설치된 감시 및 제어기기를 조작하여 플랜트 안전정지를 수 

행한다. 원격정지실에서 임무수행이 끝날 때까지 SMART 연구로의 이상상태를 감사 

하고 이상상태 발생시 감독운전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보조운전원은 

주제어설에서 원자로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감독운전원의 지시를 받아 전기기기실의 원 

자로정치차단기를 작동시키거나 전기기기실의 제어절환스위치를 원격정지반으로 전환한 

다. 안전관련 조치에 대하여 감독운전원을 보조한다. 현장운전원은 주제어실에서 터 

빈 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감독운전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 터빈 전면의 수동정지 레버 

를 이용하여 터빈을 정지시킨다. 이후 감독운전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조 

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마 원격정지반 시험검증 

1) 시험검증 개요 

현재 개발 중인 SMART 연구로 제어실의 구성요소인 원격정지반 원형의 인간기계 

연계 화면이 인간공학 결함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최종 원형에 적용할 대 

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시험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적합성 항목 

으로 일차 직무에 수반되는 이차 직무는 적합한가 (논제-1) 원격정지운전에서 피시험 

자가 받는 작업부하는 적정한가 (논제 -2) 시험 대상물인 인간기계연계 화면의 원형을 

이용하여 플랜트를 원하는 상태로 운전하였는가 (논제 3)와 같은 세 가지 논제를 설정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논제 이 외에도 원격정지운전을 수행하는 운전원의 개별 역할에 대 

한 검증， 특정 인간기계연계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tolerant 검증 퉁 기타 여러 가지 

검증시험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나 [참고문헌 3.16.47] 의 ANSVANS 3.5- 1998 요건을 

갖춘 검증시험대 (validation test-bed) 개발을 위한 연구자원이 현재 상태에서 충분하 

지 못하여 추후를 대비한 평가기술 획득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수행하였다. “논제 -1" 

과 “논제 -2"는 절대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를 위하여 

비교 대안 (재래식 원격정지반 또는 원격정지반의 설계대안)이 있어야 하나 현재의 설 

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3인의 피시험자 (피시험자 A는 대학원을 졸업한 32세의 미흔 남자이며 원자 

력계측제어분야에서 5년 근무 피시험자 B는 대학원을 졸업한 32세의 기혼 남자이며 

원자력계측제어분야에서 6년 근무 피시험자 C는 대학원을 졸업한 43세의 기혼 남자이 

며 원자력계측제어분야에서 13년 큰무)를 대상으로 3시간 30분 동안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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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가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시험자 모두가 원격정지반 

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 및 적응 시간을 주었다. 사전에 피시험자에 

게 원격정지반 원형을 만든 과정과 설계 내용을 설명해 주고 전반적인 시험 진행 과정 

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시험 진행 보조원 1 명이 감독운전원의 역할을 하며， 피 

시험자는 감독운전원의 지사를 받아 원자로 운전원 역할을 수행함을 인지시켰다. 또한 

시험 대상은 피시험자 자신이 아니라 현재 제작된 원격정지반 원형을 숙지시켰다. 교 

육 내용은 정보 표시화면의 계층구조， 화면 설계내용， 화면순항방법， 소프트제어기 사용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피시험자의 교육 합격 수준으로 30 개의 무작위 감시정보 경보 및 제어기를 선정하 

고 이를 피시험자에게 구두로 질의하고 찾게 하였다 피시험자의 숙련도가 시험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문 중 1 개라도 능숙하게 찾지 못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시험자에게 과제로 주어지는 운전직무절차는 미리 제공하였고 이를 사 

용하여 충분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가용한 원격정지반 일차 원형용 검증시험대 구성 요소 중 플랜트 다이내믹을 

모의 하는 시율레이션 엔진이 운전원의 제어 신호를 받아 그에 대응하는 플랜트 모의 

제어를 실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시험 시나라오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본 시험의 목적은 검증시험의 무결성 보다 사전 평가기술 습득의 목적이 우선 

하므로 피시험자의 운전 제어조작이 없는 시나리오 즉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정지 후 

원격정지실에서의 고온대기상태 유지 운전의 세부 직무목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 

다. 

2) 시험 환경 및 설비 

시험을 위하여 제작한 원격정지반 원형은 그림 3.16-13과 같이 상세정보표시가 1 세 

트， 경보표시기 1 세트，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2 세트，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4 세 

트， 수동스위치 4 개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정보표시기는 시율레이션 엔진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플랜트의 운전정보를 받 

아 그림 3.16-14와 같은 형태로 표시한다. 계통별 운전 정보， 플랜트의 전반적인 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개괄 정보， 운전모드， 주요 가기의 작동 상태， 주요 공정변수에 대한 

추이곡선 등을 표시하여 운전원이 플랜트의 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한다. 

경보표시기는 운전 중 플랜트의 이상 상태를 운전원이 감시할 수 있도록 경보를 표 

시한다. 경보는 시율레이션 엔진에서 생성하므로 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받아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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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보는 타일 방식과 목록 방식 두 가지로 표시한다. 엔진이 생성하는 경보가 많 

지 않으므로 타일 방식의 경보 표시는 한 화면에 모두 표시한다. 경보는 우선순위 및 

경보상태 (비인지 경보， 인지 경보， 해지 경보)에 따라 색깔을 달리 표시한다. 경보 제 

어는 경보 표시 화면상에서 터치 방식으로 하며 운전원이 경보음 제거， 인지와 리셋 행 

위를 수행할 수 있다. 

운전원은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를 이용하여 비안전등급 기기를 제어한다. 비안전 

등급 소프트제어기 화면은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의 제어기를 탐색하여 선정하는 제어 

기 탐색 영역과 운전원에 의하여 선택된 제어기를 표시하는 제어기 표시 영역으로 구 

분되어 있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가는 플랜트 보호 계통과 노섬 보호 계통의 운전원 

모률로 사용되며， 안전등급 기기와 공학적 안전 설비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안전등 

급 소프트제어기 화면의 표시 영역 구분은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같다. 수동 스 

위치는 운전원이 주증기를 격리할 때 사용하는 작동스위치이다. 시율레이션 엔진은 별 

도의 워크스테이션에 탑재하여 운용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의 표시기기에 대한 

운전 상태와 플랜트의 열수력 정보를 제공하고 소프트제어기로부터 제어 정보를 받는 

다. 

3) 시험 진행 및 원시데이터 수집 분석 

시험은 피시험자 3 인이 각각 SRO (감독운전원)와 RO (피시험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맡아 수행하게 하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시험 진행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시 

험 진행자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의 직무 목록을 하나씩 피시험자에게 수행하도록 지 

시하면 피시험자는 이를 수행하였다. 시험 진행자는 피시험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비디오와 오디오 프로토콜 수집 장치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하게 하였다. 피시험자가 특정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험 진행자가 

그 이유를 물어 말하게 하고 이 내용도 모두 비디오와 오디오 프로토콜 수집 장치에 

기록될 수 있게 하였다. 

시험 진행 과정에서 시험 진행자가 수집한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는 컴퓨터의 

Mpeg 동영상 화면으로 변환하였고 이를 표 3.16-2의 양식을 이용하여 직무수행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 표에서 직무 (절차)는 시험시나리오 (고온대기상태유지운전)에서 정 

의된 직무수행 목록， 오디오 프로토콜은 SRO와 RO의 설제 의사소통 내용을 의미한다. 

직무 완료 시간이란 각각의 세부직무의 시작과 끝 시간 및 소요시간이다. 즉， 본 시험 

이 인간기계연계 설계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SRO의 지시를 받은 때부터 

RO가 정보순항과 같은 이차직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읽고 대답하는데 까지 소요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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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정의하였다. 일차직무 소요시간이란 피시험자가 정보를 읽거나， 그 값을 대답 

해주거나， 또는 제어기를 조작하는데 소요한 시간이다. 이차직무 소요시간이란 피시험 

자가 정보 또는 제어기를 찾아가기 위해 디스플레이 페이지를 클릭하는 등의 활동에 

소요한 시간이다. 클릭횟수란 피시험자가 정보 또는 제어기를 찾아가기 위하여 여러 

화면을 이동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또는 화면을 터치한 횟수이다. 

직무수행 특성 분석표의 양식에 맞게 수집한 자료를 분석 결과는 그램 3.16-15와 같 

다. 그림 3.16-15는 피시험자별로 일차직무와 이차직무 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그래프 

로 표시한 결과이다. 그래프로부터 피시험자가 일차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시간보 

다 이차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 수행에 

사용된 시간이 피시험자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피시험자를 요인으로 하는 일원배치법 

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0.05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16-3과 같다. 피시험 

자의 F비와 P 값은 각각 0.025와 0.976이었다. 모두 귀무가설 채택영역에 있으므로 

피시험자에 따라 직무수행에 쓴 시간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16은 피시험자 정보를 찾거나 제어기를 찾기 위해 디스플레이 페이지를 

순항하는 과정에서 수반하는 클릭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피시험자는 한 번의 시 

험에서 평균 55 회 정도의 디스플레이 페이지를 찾아다녔다. 

시험대상인 원격정지반 원형의 적합성 평가 척도로 작업부하를 사용하였다.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 NASA-TLX를 사용하여 

작업부하를 평가하였다. 작업부하 측정에 대한 설명 및 소프트워l 어 사용법은 피시 

험자 교육 중에 하였고， 각각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 측정하였다 Rating scale은 

0-100 사이로 하고 피시험자가 마우스를 클력하여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16-4는 NASA-TLX를 이용하여 피시험자의 작업부하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 

3.1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시험자가 받는 작업부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작업 

부하가 6 가지의 요인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일원배치법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0.05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16-5와 같다. p-값이 0.087411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작업부하 영향요인에 따른 작업부하에는 특별한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기계연계 설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플랜트 파라미터를 수 

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전 교육 훈련시 교육생의 훈련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쓰이나 복수 개의 설계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 

다. 원격정지반 원형을 시험하는 첫 번째 목적은 운전원이 이를 이용하여 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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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본 시험에서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 및 

온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l6-17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 온 

도 운전제한곡선과 피시험자가 운전한 운전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6-17에 

서처럼 플랜트는 운전제한 곡선 내에서 운전되었다. 

3) 시험 결과 

시험 과정에서 수집 및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시험의 본래 목적인 논제 1, 논 

제 2, 논제 3에 대해서 논하였다. 논제 1은 일차 직무에 수반되는 이차 직무는 적합한 

가의 문제이며， 논제 2는 원격정지운전에서 피시험자가 받는 작업부하는 적정한가의 문 

제이다. 논제→3은 시험 대상물인 인간기계연계 화면의 원형을 이용하여 플랜트를 원하 

는 상태로 운전하였는가의 여부이다. 

논제-1의 경우， 보통 한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데 펼요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항 클릭 

횟수는 T3 회 정도로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직무에 쓴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 

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보순항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시험에 

사용된 원격정지반 원형에 대한 비교대상이 없어 상대적인 평가는 불가하나 T3 회 정 

도의 클릭 횟수는 많은 것이 아니므로 상기의 결과가 이차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최소한 

의 시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제 2의 경우， 본 실험에서 피시험자 간의 작업부하는 중간 값 이하로 큰 차이가 

없었다. 원격정지운전의 최종 목표는 플랜트를 저온정지 상태로 운전하는 것까지이다. 

시험검증대의 성능 제한으로 피시험자의 조작이 없는 고온대기상태 유지운전 시나리오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격정지반 원형에 대한 작업부하 측면의 적정성은 평가하 

기 어렵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만 본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격정지반 원형이 고온 

대기상태유지운전에서는 운전원에게 높은 작업부하를 부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논제 3의 경우，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 온도 제한곡선과 피시험자의 운전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시험자의 운전곡선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었음에도 온도가 다시 증가하 

였다가 280 0C 근방에서 안정되었다. SMART 연구로의 고온대기 운전모드의 조건이 

반응도 조건이 “Keff< 0.99" 이고， 원자로냉각재 증기발생기 입구온도가 “는 200 oC" 

이므로 이를 만족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곡선은 SMART 연구로의 최적 운전곡선 

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시율레이션 엔진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결과로만 결론을 짓는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격정지반 원형으로 “고온대기 

상태 유지운전”은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시험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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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환경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험을 통하여 연구에서 의도한 MMI 평가기 

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개발할 MMI에 대한 시험평체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본 시혐의 결과로 정보순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에 개발 될 MMI의 설계에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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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1 인간공학 업무에서 운전경험 검토 업무의 역할 

인간공학 업무항목 운전경험 검토 업무의 기여 내용 

조기요건에 대한 근거 

기능 요건 분석과 기능 할당 • 초기할당에 대한 근거 
수정 필요성의 규명 

직무 분석， 인간 신뢰도 분석， 운전 
• 중요한 작업자의 조치 및 오류 

요원 구성 분석 
• 문제시되는 운전작업 및 직무 
운전요원 구성상의 결함 

인간기계연계 설계， 절차서 개바 
• 대안선택에 대한 평가 

훈련 표로그램 개발 
E코 , 

잠재적인 설계 해결책 

• 잠재적인 설계 현안 
• 평가될 직무 

인간공학 확인과 검증 
사건 및 시나리오 선정 

수행도 척도(performance measure) 선정 
• 현안 해결 확인 

표 3.16-2 직무수행 특성 분석표 양식 

직무(절차) 오디오 프로토콜 직무 완료 시간 

일차 01 차 

직무 직무 

클횟(회수릭) 소요 소요 비고 

10 내용 SRO RO (시 시:분작초) 종료 기(초간) 시간 시간 (시:분:초) (초) (초) 

중성자속이 감소 
RO! 중성자속 

현재 감소중입 
01 

중인지 확인 
이 감소 중인지 

니다. 
00:00:30 00:00:40 10 2 8 2 

확인 ， 

가압기 압력이 
가압기 압력 확 

가압기 압력 현 

02 몇 Mpa로 안정 
민 

재 14.05Mpa입 0:00:44 0:00:53 9 4 5 3 
되는지 확인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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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3 피시험자의 분산분석표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μ|시험자 13 2 6.500 0.025 0.976 9 .552 
잔 차 787 3 262.333 

겨| 800 5 

표 3.16-4 NASA-TLX를 이용한 피시험자별 작업부하 측정치 

미시험자 피시헐자 A 피시험자 B 피시험자 C 

Scale Value Weight Value Weight Value Weight 

Mental Demand 25 0.27 65 0.33 45 0.20 
Physical Demand 10 0.00 20 0.00 35 0.00 

Temporal Demand 20 0.13 40 0.20 45 0.33 

Performance 75 0.27 25 0.13 80 0.27 

Effort 40 0.13 65 0.13 55 0.13 

Frustration 25 0.20 25 0.20 40 0.07 

Total Workload 39.7 46.7 55.3 

표 3.16- 5 작업부하 영향요인의 ANOVA 분석표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작업부하 439.391 5 87.878 2.527 0.087 3 .106 
영향요인 

잔 차 417.287 12 34 .774 

겨| 856.67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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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인간공학현안 추적시스템 화면 예 

현안소개 

현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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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그림 3.16-2 인간공학현안 추적시스램의 메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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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태 

현안입력 

저|안상태 

검토자지장 

제안검토상태 

해결검토완료상태 해결검토상태 해결상태 등록상태 

현안검토 해걸검토자지정 현안해결 

그림 3.16-3 현안의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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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4 주제반 형상도 

-1014 -



N뼈'ull REJOæ TRlP SWTI머 CF 
[]\.8용ITY PI윈1ECT10'11 SYSTEM 

N빼JIIlRl강cræ TRlP SWTI머 CF 
R껴\IT FI<OIEOl(꺼 S얘TEIII 

마PlAf R:R S아흔TY. 흩lATED 

IIVPCRT빼r IIII'æMIIJl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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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안전정지제어반 형상도 

디SRA'I'S FCR 또대LED 

If>Iæ\빼1이 

그림 3.16-6 보조제어 반 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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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6-7 주제어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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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 수평 방향의 가시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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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3.16- 10 그림 



Opentlon Support I nform‘ltionand CF 
Alarms Section 

Plant Mlmlc 
Dlsplay(RO) 

PJaotMlmic 
Dlsplay(TO) 

Fixed Indication Section 

Variable Display Section 
그림 3.16-11 대형화면의 디스플레이 구조 

\ •\ / 

Remote Shutdown Panel 

c::그 c:::그 c:::그 c그 l그 g g 

口口口口口 m

Gable 
Spreading 
Room 

Remote Shutdown Room 

/ 1/ \ 

Z 

그림 3.16- 12 원격정지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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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3 SMART 연구로 원격정지반 원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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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4 상세정보표시기의 화면설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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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험자 

이차직무 수행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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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 
^ 일차직무 그림 3.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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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7 압력 온도 운전제한곡선과 피시험자 운전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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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디지털 가기 검증방안 

SMART 연구로의 디지털 기기를 검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측채널 불확실도 계산， 

하드혜어 검증방안， 소프트혜어 검증방안을 연구하였다. 

3.17.l 계측채널 불확실도 계산 

가. 방법론 

SMART 연구로의 안전 및 성능 해석 수행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제공되는 계측채 

널불확실도의 계산 방법론은 [참고문헌 3.l7.15] 인 ISA RP67.04-1994"에 기초를 둔 

다. 일반적인 불확실도 계산 과정은 계측기 조사， 불확실도 분류， 제조업자로부터 

의 매뉴얼 및 품질보고서의 입수， 불확실도원 (uncertainty source) 조사， 각 계측기 

의 운전조건 파악， 정상 및 사고의 환경영향에 따른 불확실도 적용 결정， 각 계측기 

별 총 불확실도 계산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채널에 대한 총 불확 

실도에 관한 계산이 이루어진다. 채널 불확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송기와 랙， 

지시계의 허용 오차 및 환경 요소에 관한 세부적인 값들이 조사되어져야 한다. 불 

확실도원은 reference accuracy (계기가 특정 운전조건하에서 오차가 초과할 수 없 

는 한계량)， drift (시간에 따른 출력의 변화량)， ambient temperature effect (교정온 

도와 운전오도와의 차이에 의한 불확실도)， power supply effect (계기에 공급되는 

전원변동에 의한 불확실도)， M&TE (measurement & test eπor 계기 교정 시 고 

려되는 오차)， seismic effect, radiation effect (각 계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교정 간 

격사이에 예상되는 Total Integrated Dose) 등으로 이루어진다. 

환경요소에 관한 고려 사항은 정상상태에서 reference accuracy, drift, M&TE, 

power supply effect, temperature effect (주위 온도변화에 따른 입 력/출력 변화 영 

향)， relative humidity effect, background radiation effect 등으로 이 루어 지 고， 사고 

시의 환경요소는 정상조건에서의 불확실도 값을 기반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seismic effect, HELB (high energy line break) 및 accident effect 퉁이 추가되 어 진 

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의 불확실도를 계산하기 위해 A!D 컨버터의 오차는 LSB eπor， 

linearity error, gain error, offset error, missing code 등 을 고 려 하며 , AD 변 환 이 

후는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으므로 AD 변환 이후 디지털 신호 처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truncation/round off 오차를 고려하여 디지털 시스템의 불확실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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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root square (SRSS 방식 합 제곱근 일반적으로 

square)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방법은 계산 산한다. 

허용값 1) 

계산 

;ζ _.__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립 설정치를 가지는 채널의 

것은 동작을 위해 평가되어져야 하고 설정치 계산 방법 

것으로 만약 초과한다면 계측기가 설정치 정확히 하는 

의 가정 내에 동작되지 

건이 허용값을 초과한다는 

값을 。

-
」

저
 「

모
 
「허용값의 

허용값과 트립 설정치 사이에 허용값을 포함한 불확실도는 고려되어져야 한다. 에 

불확설도， 정상운전동안의 계측기 불확실도， 계측기 드리프트 

결정에 사용되는 가정， 데이터， 방법론은 문서화되어져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허용값 결정은 

요건을 수행하기 위한 설정치에 응용되어진다. 

이러한 불확실 

E 。

-0능;;: 

기능이다. 한 부분의 계산 방법론의 설정치 시험되고 

교정 

허용값 

채널이 

계측 

포함한다. 

계측 

c 느; _.__ ,__ 

하고 

플랜트의 단지 결정하는데 

기술된 주기 시험 

설정치를 

허가에 

트립 

불확실도 조합 2) 

방법은 제곱근 합 방식과 수학적 방식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확률 혹은 확률 모델링 방식이 있다. 제곱큰 합 방식 (SRSS)은 불확설도가 무작위 

불확실도 조합의 

용
 

불확실도를 조합하는데 독립적인 제곱큰 합 방식에 정규 분포 그리고 적이고 

c = (a2 + 독립적인 불확실도 (:t a)와 ( :tb)는 결과가 (:tc)이면 두 가지 되어진다. 

b 2
)‘ 이다. 대수적 

조합하는데 응응되어진다. 

(+a, - 0) 그리 고 (+0, -b)는 제 3의 불확실도 

시스템의 채널 불확실도 계산 모델은 그림 

가지는 고유의 불확실도의 계산을 위해 디지털 

논리 연산을 포함한 알고리 즘이 수행 되 질 때 rounding 및 truncation error를 

않고 불규칙 

이 방식은 

조합 (+a, +b)로 

3.17-1과 같다.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산술 

의존 

진다. 

가지 

되어 

또한， 디지털 시 

분포이며 

c 
T 

방식은 불확실도가 무작위적이지 

불확실도를 

대수적 

독립적인 방식에 

불확실도 

디지혈 

스템이 

연산과 

고려해야 하 계산시 채널 불확실도 디지털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역폭의 2 주파수가 아날로그 선호 샘플링 - sampling rate uncertainty 만 약 

신호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주 된 신호는 아날로그 입력 이상이면， 샘플링 

.x. 。
JI ττ 

펼 

샘플링 주파수보다 너무 

것이며， 안티→에어리싱 

만약 아날로그 신호가 

불확설도가 유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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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에어리싱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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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에어라싱 불확실도를 최소화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signal reconstruction uncertainty 디 지 털 신 호가 샘 플 링 될 때 데 이 터 를 상설 

하고 디지럴 선호 처리 후 다시 아날로그로 바뀔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통 선 

형적이고 최하위비트 (LSB : least significant bit)의 :tl/2 수준이다. 

jitter uncertainty 입력신호의 샘플링은 주기적이며， 만약 샘플링 간격이 안정 

화되어 있지 않다면 샘플링 된 신호의 변화율에 따른 불확설도가 유발될 것이다. 

]itter 불확실도는 대부분의 경우 크리스탈 방식 발진기를 사용한다면 무시될 수 있 

다. 

digitizing uncertainty 입 력선호가 샘플링 될 때， 디지털 선호는 신호의 크기 

를 표현하게 된다. 볼테이지 신호는 N 비트 길이로 정해진 특정한 수만큼 나누어 

진다. 즉， 2n 승개의 볼테이지 단계로 표시되어진다. 이 단계들 사이의 선호 레벨 

은 감지되어지지 않는다 Digitizing uncertainty (양자화 불확실도라고도 알려져 

있음)는 설제 값과 신호의 양자화 된 값 사이의 전체 제곱큰 에러 볼테이지 

(MSEV mean square eπor voltage)라는 용어 로도 알려 져 있다. 고유의 

digitizing uncertainty는 최하위비트의 :t 1/2이다. 컨버천 과정의 비트수가 높을수록 

digitizing uncertainty는 작아진다. 

miscellaneous uncertainty A!D 변환 역시 offset 불확실도를 유발한다. 즉， 

처음 변환은 정확히 최하위비트의 :t 1/2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Gain 불확실도는 처 

음 변환과 마지막 변환이 같지 않을 때 값 사이의 차이가 있을 때 유발된다. 

Linearity uncertainty는 변환 값 사이의 차이가 같지 않을 때 유발된다. A!D 컨버 

전시， 최대 linearity uncertainty는 전 범위에서 모든 비트가 포화되었을 때 발생한 

다. 선형성은 컨버터의 상대적인 정확도를 결정한다. 교정된 컨버터의 선형성과의 

차이성은 완전히 불확실성이다. 전원공급기도 불규칙적인 전원공급을 고려해서 영 

향을 미친다. 

truncation 및 rounding uncertainties truncation 및 rounding 영 향은 고 정 소 

수점 혹은 부동소수점이 사용되었는지 네거티브 숫자를 어떻게 표시하는가에 근거 

를 두고 가능한 불확실도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디지털계의 불확설도와 아날로그계의 불확실도의 종합은 제곱근 합 방법을 사용하 

여 하나의 채널에 관한 불확실도를 계산하며 부가적으로 최종적인 설정치가 보수적 

인 값이 되기 위해서 보수적인 엔지니어링 경험 및 설계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진 

다. 최종적으로 트립 설정치와 허용값은 계측채널 불확실도와 분석 제한치가 알려 

지면 결정되어 질 수 있다. 설정치 결정 과정의 순서도는 그림 3.17-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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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불확실도의 분류 

1) 랜덤 불확실도 

[참고문헌 3.17.1 6] 인 ANSνISA-S51.1에서 랜텀 불확실도들은 단일 계측 혹은 산술 

평균값으로서 파라미터 신뢰성의 양적 계산을 참조하고 랜덤 시도 계측의 몇 가지 

정밀도 

신뢰성은 

로부터 결정되어진다. 이것은 정적 불확실도라고 흔히 불리고 소위 

(precision) 지 침 중의 하나이 다. 가장 공통적 으로 사용되 어 지 는 평 균의 

보통 참조하는 지침의 

고 있음직한 에러이다. 

표준편차， 표준에러 (역시 평균의 표준 편차로 불린다) , 그리 

그것들의 계측 불확실도는 土 확대가 랜덤 불확실도를 가지 

는 것으로 제작자는 보통 기대한다. 그러나 불확실도는 0의 

고려되어진 랜덤으로서 정상적인 분산이 되어야만 한다. 

중심적이어야만 하고 

가) 독립적인 불확실도 

독립적인 불확실도들은 공통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도이다. 대부분 계측 

채널 불확실도들은 각각 다른 것에 독립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나) 비독립적인 불확실도 

계측 채널과 다양한 

립성이 몇 가지 

계측 채널 불확실도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 때문에 비독 

불확실도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방법론은 이러 

언급을 위한 전형적인 평균을 제공한다. 만약 사용자의 평가에서 c: 
걷드 한 비독립성 

혹은 이상의 불확실도가 비독립성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러한 불확실도는 새롭 

고 더 큰 비독립성 불확실도를 만들기 위해 대수적으로 더하여진다. 

2) 비랜텀 불확실도 

가) 알려진 바이어스 신호 불확실도 

바이어스는 알려진 방향의 (+ 혹은 -) 존재 

수 있는 시스템적 계측 불확실도이다. 예를 

압력의 변화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제로 

바이어스의 추가적 예는 공정 온도의 변화 

때문에 주어진 조건의 집합을 예측할 

들면， 차압 전송기의 정적 압력은 정적 

시프트를 가지고 바이어스를 고려한다. 

때문에 열 효과， 범위 옷셋， 기준 관 열 

-1025 -



바이어스 에러는 등 상승 혹은 방수관 그리고 유량 기본 차압의 변화를 포함한다. 

급과 관련된 불활설도를 가진다. 

비정상 분산된 불확설도 나) 

이렇게 

측면에서 + 혹 

양적 그리고 음 

그들은 + 혹은 편차 

류
 
” 

몇 가지 불확실도들은 정상적으로 분산되지 않는다. 그러한 불확실도는 SRSS 조 
합을 위해 적격이지 않고 비정상 분산된 불확실도로서 분류되어진다. 

된 불확설도들은 랜덤하지만 완전히 비정상이다. 즉 몇 가지 값의 

은 -는 같을 것이다. 이러한 불확설도 종류는 모률의 불확실도의 

적 구성품들 모두에 대응하는 바이어스로서 취급되어진다. 

를 같이 가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케이스 취급에 이용되어진다. 

미지의 바이어스 다) 

몇 가지 바이어스 효과들은 알려진 신호를 가지지 않는다. 그들의 예측할 수 없는 

신호는 안 좋은 방향에서 바이어스를 대수적으로 더하는 것에 의해 보수적으로 취 

급되어진다. 

:A:l:A:l 
。 。라) 

알려진 방향 그리고 중요도들은 에러 혹은 옷셉이고 모률의 미세조정을 위해 교정 

되어야만 하고 설정치 계산에 포함되어질 펼요는 없다. 

모률 온도 효과 마) 

대부분 계측기들은 가장 나중에 미세 조정한 온도의 위 혹은 아래에서 정상 

동작 중에 다양하게 노출되어진 주변 온도에 따른 출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한 변화 혹은 온도 효과가 불확실도로서 계측 불확실도 계산을 고려해야 한다. 

과의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해， 동작온도 (OT) 극단들은 미세조정 온도 (CT) 아래 

혹은 위가 정해져야 한다. 만약 문서화된 동작 경험 혹은 설계기준 실 온도 계산 

들이 이용되어 질수 없다면 지침서의 보수적인 면에 기초한 많은 횟수동안 이러한 

온도들은 가정되어야한다. 한편 온도가 정해지면 각각의 모률을 위한 온도 효과 

불확실도 (TE)가 제작자가 발행한 온도 효과 기술서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진다. 

공정 

이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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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모률 압력 바) 

몇 가지 장비는 출력의 변화를 표현한 

전송기에 적합하고 목록화된 압력 기 

범 위 에서 각 1000psi 마다 ::1:: 0.5 

중의 변화와 주위 압력의 변화 때문에 

특정 정적 압력 효과 표현은 차압 압력 

공정 압력의 변화인 곳에 “공급자의 기술된 

정
 

·
서
 

공
 
다
 
술
 
% 범위”와 같이 표현되어 있을 것이다. 낮은 정적 압력 조건에서 차압 (dP) 계측 

측정을 할 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높은 정적 압력 조건에서 동작되어진다. 

제작자는 예상되어진 정상 동작 압력에서 정확히 판독하기 위한 계측 교정을 위한 

교본을 제공하고， 교청은 나은 정적 압력에서 동작되어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런 

정상은 낮은 압력 보정 조건에서 제작자 공급자 정확성면에 의존하여 범위 옵셉과 

영점 조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계측은 높은 압력 동작 조건에서 바라던 신호를 출 

력할 것이다. 

환경적 효과 사고 사) 

사고 조건을 위한 부가적인 불확실도는 고온， 고압， 고습 그리고 방사능 환경， 지진 

반응과 관련되어 있으며 필수적으로 계측 불확실도를 포함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안전관련 계측을 위한 품질 보고서들은 정상적으로 표， 그래프 혹은 둘 다， 정확성， 

방사능 전， 기간， 후 그리고 수증기/압력 환경， 지진 시험을 포함한다. 제작자들은 

그들의 생산품 설명서 양식에 품질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게 된다. 더욱 더 자세 

한 정보는 장비 품질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질 시험에서 사 

용되어지는 제한된 샘플 크기 때문에 불확실도 한계를 할당하기 위한 보수적 접근 

법은 최악의 불확실도를 이용한다. 

설계 성능 기술서 대신에 품질 보고서 (혹은 모율-특정한 온도 보상 데이터)로부터 

의 데이터 이용은 감소된 온도 혹은 방사능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낮은 불확 

값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을 가끔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품질 시험들은 

모의된 설계기준사고 환경의 최대 극한에서 실행되어져서 그 시험결과들이 각각 다 

른 요건을 가진 다른 플랜트에 응용되어 질 수 있다. 

실도 

공정계측 효과 및 교정 불확실도 아) 

야기 

장비로 인한 직접적이지 않은 계측 채널 불확설도의 다른 원인은 공정계측 효과이 

다. 이러한 불확실도는 물리적 성질 혹은 계측되어지는 공정의 속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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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랜덤 혹은 바이어스로서 공정계측 불확설도 분류와 관련된다. 교정은 

교정동안 계측 채널로 유기되는 불확실도와 관련 있다. 이것은 시험장비， 절차， 사 

람에 의해 유기되어진 불확실도를 포함한다. 

및 시 험 장비 (M&TE) 불확실도 르느 A1 -, 。자) 

표준 M&TE 불확설도는 (:t 0.5%) 수준으로 

주기적인 교정이 있어야 

불확실도에서 대수롭지 않은 

만족하지 

표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이러한 표준의 RA는 전체 채널 

IEEE 표준 498의 지침서를 

M&TE 불확실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정확성 M&TE는 가정되어진다. 

만 한다. 

효과이다. 않는다면，즉 

4에서 1까지 M&TE 보다 좋다변 이 효과는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다. 

계측 교정 (혹은 M&TE의 주기적 교정)을 수행하는 기술은 계측 루프 안에 

그러나 만약 표준이 

추가적 

계측기 처리에서 사용되어지는 교정 이러한 불확실도는 불확설도를 유기한다. 인 

부가적으로 스케일이고 만약 M&TE가 아날로그 유기되어진다. 판독함으로서 E프 
E프 

불확실도 접근을 고려해 

야 한다. 만약 교정 과정에서 스케일 구분이 언제나 이용되어지고 시차가 없는 면 

과 배열된다면， 합리적으로 포인터가 고정된 지점에 쉽게 맞출 수 있을 

불확실도의 가정은 

특정한 이용의 경우에 불확실도를 가진다면 스케일의 동적 

기 때부터 

만약 포인터가 구획 사이에 있게 된다면， 불확실도 

이것은 적절한 판단을 요한다. 예를 들어， 스케 

불확실도 할당을 하는 구획 사이의 차이는 ”土

저
」
 

술적 

의 

일 

구획이 더욱 공간에 가까우면 土50%의 차이가 더 좋은 선택이다. 

M&TE 불확실도는 입력 그리고 출력 시험 장비 모두의 불확실도를 포함한다. 

형적으로 입력 그리고 출력 시험장비 모두는 독립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이라 

불확실도는 전체 M&TE 불확실도를 세우기 위한 SRSS 방식에 의해 

없다. 

할당을 위해 합리적인 것이다. 

공간이 “wide"이면， 기술자들의 

20%“이다. 

:ζ __._ 

예를 들면 그림 3.17-3과 같은 센서 조합을 고려하면 센서 M&TE 불 

3.1)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계산식에서 

출력 시험 장비에 

한 개별적 

합되어진다. 

센서 

관한 불확설도이 

MTE1은 (계산식 

장비에 관한 불확실도， MTE는 센서 

(SMTE)는 

시험 

확실도 

입력 

m J 

η
 

M U 

υ
 

M 
(계산식 3.1) 

다. 

이용되어지는 M&TE 불확실도는 M&TE 모률 기준 정확도， M&TE 교정 

불확실도 그리고 교정 과정동안 소개되어진 

값들은 교정 과정에 기술된 실제 M&TE와 연관된 불확 

부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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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M&TE 판독과 관련된 

불확실도를 고려해야한다. 



실도와 일치해야 한다. 이것은 교정자들이 설정치 불확실도 계산의 가정 내에서 

계측기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차) 교정 허용성 

교정 허용성은 계측 채널의 교정과 연관된 주어진 입력 표준에 관해 바람직한 출력 

의 상 혹은 하를 제한하는 수용할 수 있는 변수 진동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바 

람직한 반응을 위한 “ as - left" 구간 인접의 폭의 설치 허용성을 참조한다. 장비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인적요소 고려사항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값보다 구간이 교정 절 

차에 기술되어져야 한다. 교정 허용성은 교정되는 모델의 기준 정확성에 보통 기 

반을 둔다. 그러나 개별 발전소 교정 방침은 좀 더 작거나 크게 교정 허용성을 기 

술한다. 교정 허용성의 크기는 모델의 기준 정확성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야하며 

최소한의 유지보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교정방법 혹은 수행 검증에 의존하는 교정 허용성의 허가는 설정치 불확실도 계산 

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만약 교정방법 혹은 기능 검증이 기준 정확성의 모든 속성 

을 검증한다면 교정 허용성은 기준 정확성 보다 작거나 같고 교정 허용성은 전체 

계측채널 불확실도를 포함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교정 방법 혹은 기 

능 감사가 기준 정확성의 모든 속성을 검증하고 교정 허용성이 기준 정확성보다 크 

다면， 교정 허용성의 좀 더 큰 값이 설정치 불확실도 계산에서 기준 정확성을 대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특정한 모율의 기준 정확도가 0.25% , 반면 절차에 

이용된 교정허용성이 0.5%라면 0.5%의 값이 불확실도 계산에 모률의 기준 정확도 

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만약 교정 방법 혹은 기능 검증이 기준 정확도의 모든 속성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계측 채널의 교정 혹은 기능 검증에 정의되지 않는 계측 채널의 기능 특성에 기인 

하는 옵셋을 유기하는 잠재력이 존재한다. 보통 옵셋은 매우 작으나 상한 값이 교 

정 허용성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준 정확도와 교정 허용성 두 가지 모두 설정치 

불확실도 계산에 고려되어진다. 

다. 부가적 고려사항 

각 계측기의 재 교정 사이의 시간 간격 (예 :6개월 동안 :!: 0.25% URL)에 관한 가 

정이 설정치 불확실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 간격은 제작자가 사 

양서를 이용한 계측기에 관한 드리프트 불확설도 (DR)를 계산하는데 이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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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의 데이터논 계측가 드리프트의 

발생하며 계측기 출력은 정착기간 후에 

이러한 경우 벤드에 의해 제공된 6 개월 값은 18 

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설정치 불확실도 

가지 정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URL/span 
기준 크기가 없는 양이다. 이는 % URL의 

수 있다. 

장비를 사용하는 채널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하드혜어에 의한 불 

확설도와 수학적 동작의 알고라즘에 의한 불확실도가 존재한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불확설도 값은 시험 혹은 제조업자로부터 획득된다. 

불확실도원은 계산의 정확성， 라운딩 혹은 절삭 ( truncation) 불확실도， 데이터 수집 
샘플링 사이의 불감대 동안 공정 변수의 변화， 예기치 않은 작동에 의한 알고리즘 

의 부정확성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불확실도의 속성은 

소프트워l 어 설계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불확실도 정보의 적절한 해석이 설정치 계산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하다. 

를 들어， 더 이상 설명이 없다면 ±는 랜덤， 정상적으로 분산된 불확실도와 연관된 

시스템적 가능성 주기라고 해석되어진다. 더 냐아가 가능성 레벨은 50% (가능성 

에 러 ), 68.27% (원 시 그마)， 95.45% (투 시 그마)， 99.73% (쓰리 시 그마)로 가정 된다. 

만약 불확실도 원의 벤드 발행된 값이 특정한 바이어스 불확설도를 포함하는 것으 

로 믿어진다면 ± 값은 예상되는 에랴의 최대값으로 다루어진다. 엔지니어링 판단 

기초한다면 이 용어는 랜덤 불확설도를 단지 표현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 값은 

SRSS 조합을 포함한 적당한 값으로 취급되어진다. 따라서 불확설도의 적절한 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사항으로 교정 후 처음 몇 

특별한 드리프트가 없다고 

개월 교정 주기로 받아들일 

계산에 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몇 

이 란 용어 는 감소 요소 (TDF)로 보통 

불확실도를 곱하므로서 

달동 어떤 
jh 

이
사
 

한
 
수
 

지d
 

주l
 

안 

% span으로 바 

예 

로 바꿀 

디지털 

에 

석 

전체 채널 불확설도 계산 라
 

불확실도 값 혹은 관련된 방정식을 포함한 단일 

계산 과정은 계측 채널이 분석된 형태에 의해 영향 

모율의 전탈 함수에 의해 선호 내 불확실도는 증가하 

프르쿄 .-실제적 계산은 모든 잠재된 

방정식으로 수행된다. 실제적 

을 받는다. 원 신호와 같이 

거나 감소한다. 

가능 모률을 통한 불확실도 전달의 방정식 1) 

등이 계측채널 스캐일러， 엠프， 가산기， 제곱근 추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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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B 
} { : 

계산에 

입력신호의 불확실도， 모률과 관련된 

확실도， 그리고 모률의 전달함수가 알려질 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설정값 불확실도 

불확실도는 

계측기 함수는 

선호의 

사용된다면，모률전달 

려
 「

-
줌
 
』

모률의 신호 조정 

에 

실제 

률
 

모
 

만약에 

같이 교정된다면， 단일 

출력과 관련된 불확실도는 

언제나 시험되고 

그룹의 

그룹이 모율의 관해 채널에 

로서 다루어진다. 

계측 적 

각개 취급되는 

조합에 의한 계산된 불확실도보다 같거나 작다. 

모율로 단일 

별 모률 불확실도의 

용
 

기본 불확실도 전달 방정식의 2) 

계측 전달 함수를 가지지 않지만， 선형 

계산하는데 이용되어진다. 기본 공식들은 전달 함수가 유니트 이 

전달 함수를 가지는 신호 채널을 곱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용되 

전달 함수를 가지고 바로 단일 계측 채널은 

득을 가지면서 선형 

채널 불확실도를 

어 진다. 

cu+ = + [PM2 + PE2 + module12 + module22 + modulen 2] '2 + Bt + 

- Bt cu+ = - [PM2 + PE2 + module12 + module22 十 modulen2] '2 

N까지 

변동과 같은 계측에 영향을 주는 실제 공정 조 

PE는 주기기 요소의 정확도이다. 즉， PE는 구성품， 장비 

획득하기 위한 주기기에 사용된 설치의 정확도이다. 

PM은 공정 계산되어 진다. 채널 불확실도이며， 모률 l부터 

온도， 밀도， 압력 

고려한다. 

불확설도로써 

여기에서 cu는 

측정 

건의 변동을 

PE _;5<. τz.:J 。
:누 - 。 三i혹은 주어진 공정 

정확도를 취득된 곳에 동근는 유량이 특정한 그리고/혹은 

Modulen은 각 모율의 

정확도 렘
 

노
 

。 그F 

ìT걷r 

포함한다. 

,_ -,_ 

불확실도이고 모률 1부터 n까지 

랜덤으로서 조합되지 않는 모율로부터의 

바이어스이다. Bt 는 PM, PE 혹은 
불확실도를 포함한 계측 채널과 연관된 모든 

루프 

랜 

불확실 

랜텀 

를 보충한다. Bf는 PM, PE 혹은 
도를 포함한 계측 채널과 연관된 모든 양적 

덤 으로서 조합되 지 않는 모율로부터 의 

음적 바이어스이다. 

전체 

계측 채널 계산은 채널의 전체 불확실도 뿐만 아니라 전체 불확실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계산과 함께 적절한 판단과 엔지니어 

링 단위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기본 공식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단위에 의해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 공정계측 단위 혹은 퍼센트 스팬과 같은 대표적인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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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MART 연구로 계측가의 불확실도 계산 

1) 가정 사항 

SMART 연구로 계측기의 불확설도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계측기 불확실도， 채널오차， 트립 설정치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측제어기기 

의 설치 위치환경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화학등) 요건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라한 환경요건은 SMART 연구로 설계문서인 환경 설계지침서， 방사선 설계지침서， 

내진 설계지침서， 수화학 설계지침서의 요건에 의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 각 계측기의 입력 자료는 상용로에 현재 사용 중인 계측기 제조사에서 제공하 

는 데이터 시트 혹은 기기 매뉴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 계측계통의 하드웨어에 관한 불확설도， 예를 들어 각 계측기의 입력 모율에 해 

당하는 RÆ 카드， 1띤카드， FÆ 가드， RSPT 입 력 모률， AD 변환카드에 관한 입 력 

자료는 현재의 설계 상태에서 가용한 것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Bias cable error는 사고시 배선， 결선 등에 수반되는 의존적 및 시스템적 오류 

이고 정상 조건에서는 장비의 교정요소에 포함되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 공정계측계통의 A!D 변환기의 오차는 A!D 변환기의 이득， 선형성， 노이즈， 영 

점 안전성， 양자화 오차를 고려한다. 

- 공정계측계통은 A!D 변환 이후는 완전 디지럴화되어 있으므로 AD 변환 이후 

디지털 선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truncation/round off 오차와 같은 경우， 

부동점처리 데이터의 유효자리 숫자를 기본으로 한번 계산시 유효처리수 중 가장 

작은 유효수는 오차가 발생하는 자리수라 가정하고 반복 계산시 이 개별 오차요소 

를 곱하여 불확설도를 산출한다. 

디지털계의 불확실도와 아나로그계의 불확실도의 종합은 제곱근합 방법을 사용 

하여 하나의 채널에 관한 불확설도를 계산한다. 

2) 계산 과정 

불확실도 방법론과 가정 사항을 고려하여 불확실도를 계산하였다. 계산의 일례로 

가압기 저압력(협역)과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협역)의 경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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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압기 저압력(협역) 불확실도 계산 데이터 

계산에 사용된 가압기 저 압력(협역)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선호특성 

- 센서 : rosemount 1154 

- full span : 11 - 17MPa 

- engineering value conversion : P = 6/10V + 11 

(2) 아날로그 채 널 오차 
Transmitter의 경우 불확실도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ccuracy 土 0.25% FS 

- 며1ft: 土 0.2% FS 

- temperature effect : 土 0.6% FS 

• power supply effect : 土 0.006% FS 

background radiation effect : 土 0.4% 

一 measurement & test effect : 土 0.05% 

HELB steam spray effect : 土 2.5% FS 

accident radiation effect : 土 1.5% FS 

seismic effect : :1:: 0.5% FS 

J/E Module의 경우 불확실도 요소는 다음과 같다. 

accuracy (include drift) 土 0.35 % FS 

linearity 土 0.20 % FS 

temperature effect : 土 0.15 % FS 

power supply effect: :1:: 0.2 % FS 

seismic effect : 土 0.4 % FS 

measurement & test error 土 0.05 % FS 

Bias cable error는 土 0.3% FS 수준이다. 

(3) 중간 불확실도 종합 

중간 불확실도 계산식과 데이터，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U(inst_n) = worst case normal error = RSS(1 ,2,3,4,5,6,9,10,11,l2,l3,l4,l5) 르 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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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FS 

U(inst_a) accident channel error RSS(1 ,2,4,5,6,7,8,9,10,11 ,12,13,14) 土

3.066% FS 

(4) A!D Conversion Error 

계산식과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A!D conversion error : RSS(1,2.3,4.5) = 土 0.125% FS =U(inst_ad) 

Oinearity = 土 0.025% FS, gain stability 土 0.12% FS , noise = 土 0.012% 

FS , zero stability= 土 0.018% FS , quantizing error = 土 0.005% FS) 

A!D sampling error의 값은 0.00076% FS = U(A!D sampling)로 계산하였다. 
(5) Digital Data Calculation Error 

절삭과 반올림 불확실도 (사용되는 부동점 소수 자리 수는 8 자리) 및 디지럴 채널 

불확설도인 U(dig_n)는 다음과 같다. 

절삭 및 반올림 불확실도 = 1.0E-8 FS = U(dig calculation) 

디지털 채널 불확실도 U(dig_n) 찌TOrst case normal error 

RSS(U(inst_ad) , U(A!D sampling) , U(dig calculation)) = 0.125% FS 

worst case normal : U(WCN) = RSS(U(inst_n) , U(dig_n)) 土 1.13% FS 

accident channel : U(AC) = RSS(U(inst_a), U(dig_n)) + bias cable eπor 드 

土 3.117% FS 

(나)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협역) 불확실도 계산 

불확실도 계산에 사용된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협역)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선호특성 

센서 : RTD (PT-100A) 

full span : 250 - 350 0C 

engineering value conversion P = 10 * ( V +25 ) 

(2) 아날로그 채널 오차 

RTD 불확실도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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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uracy (includes seismic) 土 0.167% FS 

• drift (for 5 years) : 土 0.550% FS 

measurement & test effect : 土 0.033% 

RÆ module 불확실도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ccuracy (include drift) : 土 0.447% FS 

linearity 土 0.225% FS 

- temperature effect 土 0.170% FS 

- power supply effect 土 0.225% FS 

- seismic effect 土 0.45% FS 

- measurement & test eπor 土 0.10% FS 

Bias cable error는 土 0.3% FS 수준이다. 

(3) 중간 불확실도 종합 

U(inst_n) = worst case normal error = RSS(1 ,2,3,4,5,6,7,8,9) 드 土 0.935% FS 

U(inst_a) = accident channel error = RSS(1 ,2,3,4,5,6,7,8,9) 드 土 0.935% FS 

(4) AID Conversion Error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협역)의 AID conversion eπor 계산은 다음과 같다. 

- AID conversion eπor : RSS( 1,2.3.4.5) = 土 0.125% FS = U(inst_ad) 

(Linearity 土0.025% FS , gain stability : 土 0.12% FS , noise : 土 0.012% 

FS, zero stability : 土 0.018% FS , quantizing error , 土 0.005% FS) 

- AID sampling error는 0.00076% FS(U(AID sampling))이다. 

(5) Digital Data Calculation Error 

절삭 및 반올림 불확실도는 사용되는 부동점 소수가 8 자리 수이고 값은 1.0E-8 

FS(U(dig calculation)) 이다. 디지털 채널 불확실도는 다음과 같다. 

- U(dig_n) = worst case normal eπor = RSS(U(inst_ad) , U(AID sampling), 

U(dig calculation)) = 0.125% FS 

worst case normal : U(WCN) = RSS(U(inst_n) , U(dig_n)) 드 土 0.943% FS 

accident channel : U(AC) = RSS(U(insLa) , U(dig_n)) + bias cable error 프 

土 1.243%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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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설도 계산 결과 

SMART 연구로의 안전 및 성능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플랜트보호계통의 입력 변수 

에 관한 불확실도의 계산 결과는 표 3.l7-1과 같다. 각 계산을 위하여 가압기 저압 

력 및 증가발생기 입구 온도의 불확실도의 사례와 같은 일련의 계산 과정에 사용되 

었다. 

3.17.2 디지털 하드웨어 기기 검증방안 

안전등급 기기의 설치 환경 조건하에서의 기기 검증은 관련 인허가 규제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요건이다. SMART 연구로 인간기계연계체 
계의 디지털 기기 검증은 하드웨어 검증방안과 소프트혜어 검증방안으로 분류된다. 

하드웨어 기기 검증이 요구되는 환경인자들은 온도， 습도， 압력， 지진 및 진동， 방사 

능， 전자파， 연기 퉁이며， 이에 따른 기기의 검증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검증은 

소프트혜어에 내재될 수 있는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검토， 분석， 시험과 같은 활동 

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 하드웨어 검증 일반사항 

기존의 아날로그 기기는 전자기파 내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여 원자력 플 

랜트 안전계통에 적용되더라도 전자파에 대한 기기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 

나 디지털 기술의 원자력 플랜트 적용추세로 인해 전자기파 장애에 대한 규제입장 

과 적용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환경 기기검증 방법론은 전자기파 기기검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내환경과 전자기파 기기검증으로 분리하여 개발해야 한다. 

일반 내환경 기기검증은 극한환경 기기검증 방법과 온화환경 기기검증 방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극한환경 기기검증 방법과 온화환경 기기검증의 절차 및 방 

법론은 큰 차이는 없다. 

1) 하드웨어 검증의 적용 범위 및 적용 기기 

원자력 플랜트에서 기기검증을 받아야 할 기기의 범위는 lOCFR50.49가 규정하는 

안전등급 전기기기， 비안전등급의 전기기기 중 그 기기의 고장이 안전둥급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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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수행에 지장을 주는 기기 그리고 사고 후 감시를 수행하는 일부 기기이다. 

기기검증을 받아야 할 전기기기는 비상원자로 정지， 격납용기 격리， 원자로 노섬냉 

각， 격납용기 및 원자로 열 제거 둥에 필수적인 전기기가들이거나 외부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는데 필요한 기기들이다. 검증이 요구되는 기기 구분은 설계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기 분류 원칙과 계통의 설계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계측계통의 경우 센서， 트랜스미터， 선호변환기， 패널지시기， 기록계 퉁이 검증 

대상이다. 핵계측계통의 경우 노외 핵계측계통， 전치증폭기， 필터， 선호처리장치 등 

이다. 핵분열함 중성자 검출기 및 케이블 전치 증폭기는 격납용기 내의 극한 환경 

에 노출되며， 최악 환경조건은 격납용기 내 주증기 파단사고가 될 것이고， 신호처리 

기 및 증폭기는 제어실의 온화환경에 설치된다. 냉각재 펌프축 속도 감지 장치의 

근접위치 감지기， 펄스 전송기 및 신호처리기 등은 시험 대상이다. 근접위치 감지 

기와 펄스전송기는 격납용기 안에 설치되어 주증기 파단사고 환경에 노출되고， 신 

호처리기는 중앙제어설의 옹화환경에 위치한다. 

리드스위치 (reed switch) 위치전송기 신호격라기 퉁이 제어봉 위치 지시계통을 이 

루고 있다. 리드스위치 및 위치전송기는 격납용기 내의 극한 환경에 노출되고， 선 

호격리기는 중앙제어실의 온화환경에 위치한다. 디지털 보호계통에는 바이스테이 

블 프로세서， 동시 논리 프로세서， 유지 및 보수 프로세서， TCB (trip circuit 

bre라<:er) 및 기타 관련 기기들로 구성된다. 디지털 보호계통은 중앙제어실 및 그 

주변에 위치하므로 극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다.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은 계측제어계통의 기본구조 및 설치장소 요건 동에 따라 보조건물 등의 온화환경 

에 설치될 것으로， 각 계열별 혹은 기능별로 분산되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심보호계통의 노섬보호 컴퓨터와 전원공급기， 입출력 모률， 격리기 등의 관련 계통 

은 내환경 기기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격리기는 안전퉁급기기로 간주되며 이는 내환경 기기겸증을 받아야 한다. 밸브 및 

보조 장치에는 밸브구동모터， 솔레노이드， 밸브의 위치를 감지하는 전기스위치 등이 

포함된다. 밸브 및 보조장치들은 격납용기 내외에 걸쳐서 분산 설치됨으로 각 설 

치장소 및 노출환경에 따른 기기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펌프 모터는 고압 안전 

주입 펌프 모터， 저압 안전주입 펌프 모터， 격납용기 살수펌프 모터， 충전펌프 모터， 

살수화학첨가 펌프 모터 퉁이다. 펌프의 대부분은 보조건물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 

된다. 펌프들이 설치되는 보조건물 안은 설계기준사고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지만， 

중앙제어실 주변의 통제지역보다 온도 및 습도 등에서 다소 열악한 환경이 된다. 

안전운전에 중요한 파라미터 및 경보들도 컴퓨터화된 경보지시계통에 의해서 처리 

되고 표시된다. 경보창， 디지털 지시기， 데이터 처리장치 등이 이 계통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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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지 설계기준사고에 이 계통은 중앙제어실 부근에 설치되므로 온화환경으로서 

현저한 노화 메카니즘이 예상되지 않으며 

설계기준사고 환경시험이 생략될 

주기적인 시험과 검사가 이 않고，따라서 

비안전기기중에서 

안전기능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후 감시계통에 

수 있다. 

고장이 안전계통의 

사용되는 기기들에 대하여서는 내환경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노화 및 

비안전기기의 

루어지므로 

하드웨어 검증 방법 2) 

전자가파 기기검증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혼합 기기 검증 및 일반 내환경 

플랜트이며， 이러한 이유로 운전이력으 파일렷 SMART 연구로는 하여 사용한다. 

및 사용될 기기가 상용로와 동일하다 제한적이냐，환경 있는 자료는 
까」 

T 로 사용될 

기본적으로 SMART 연구로 면 운전 이력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 내환경 검증은 시험， 해석 및 합성방법에 의하여 

동
 

기기를 정상 또는 사고시의 Type test는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방법으로서 

호
 
「기기 같은 것이다. 입증하는 기기의 작동 능력과 성능을 노출시켜서 작환경에 

노출될 환경과 같거나 더 나쁜 플랜트에서 기기가 원자력 매우 유사한 설계의 
。

'-

플랜트의 예상된 환경조건 기기는 원자력 온 경험이 있다면， 이 운전되어 환경에서 

이러한 운전경험을 보여주 따라서 셈이다. 운전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충분히 에서 

모델이나 논리적인 평가로 검증을 수 

등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원전에 사용할 목적의 내환경 검증 입증 문서로 

분석에 의한 기기 검증은 수학적 

행하는 것으로서 실험 데이터， 물리적인 법칙， 운전 데이터 

기기의 이 등이 데이터나 문서 

활용된다. 

l一
'-

언 급 한 type test, 

운전이력， 분석， 수명연장 검증방법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방법이다. 

(combined qualification)은 복합 겸증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이 

Type Test 가) 

전자기파 기기검증 방법으로 최 

대한 이용되어야 하며， 운전이력， 분석에 의한 검증 시에도 부분적인 시험으로 기술 

바람직하다. 

기기검증 및 Type Test는 가능한 한 일반 내환경 

문서화된 시 검증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二:z..

~ 혹은 age conditioning 보고서， 시험절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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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 평가보고서 험계획， 노화 및 

비되어야 한다. 



(1) 시험계획 

시험계획은 요구되는 시험항목들을 기술하고 계통의 사양요건과 시험자체와의 인터 

페이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시험할 샘플의 일반정 

보 (개수와 묘사， 제작자명， 모댈， 일련변호 등의 기기관련 정보) , 수행해야할 안전 

기능 목록， 설치와 연결을 위한 연계 요건， 시험 순서， 노화처리 절차， 운전 조건， 

안전 여유치， 시험 수준， 측정할 성능， 환경 변수， 측정 정확도， 감시요건 (환경， 운 

영， 측정순서 등) , 허용기준， 노화중 유지 및 보수， 시험 중 기기 개조 통제， 문서화 

등이다. 

시험수행 동안 시험환경과 더불어 장비의 안전기능 수행여부가 감시되어야 한다. 

감시는 환경， 전기， 유체， 기계， 방사능 특징과 안전둥급장비의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장비의 기능 수행여부를 포함한다. 허용 여유치는 설계기준사고 시험을 위한 type 
test 변수로 제공되어야 한다. 허용여유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설정치 

를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값이나 작은 값이 필요하다. 

- 최 고 온도 (peak temperature) : + 150 F (8OC) 

- 최고 압력 (peak pressure) : 한계치의 +10% 
- 방사능 선 량 (radiation) : +10% (사고시 선 량) 
- 전 원 전 압 (power supply voltage) : :t10% 
전 원 주파수 (line frequency) : 정 격 의 :t5% 
장비 동작 시간 : 설계기준사고 개시이후에 장비가 동작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 

간의 +10% 
( 지진 진동 (seismic vibration) 장비의 설치지점에서의 가속 요건의 +10% 

(2) 시험 순서 

예상 환경 조건아래에서 동일한 샘플에 대해 시험 전 검사， 기초 성능 검사， 노화 

분석 및 노화 처리， 정상 및 비정상 운전환경 검증시험 (설계사고 제외) , 비지진성 

진동시험， 내진 검증시험， 전자기파 검증시험， 설계기준 사고환경 시험， 시험 후 검 

사를 수행한다. 시험 전 검사는 제조 후에 운반과정이나 관리도중 손상이나 파손 

둥이 없는지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초 성능 검사는 기기를 정상운전조건에서 

작동하여 기본적인 동작 상태와 성능을 검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설치환경에 

서의 시험 시에 확인되는 성능 및 작동 상태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노화 분석에 따라 필요한 노화 및 열화시험이 노화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행되 

어야 한다. 이것에는 노화분석의 결과에 따라 방사능 노화， 마모， 열화 등에 관한 

노화 처리가 있을 수 있다. 기기의 노화나 열화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노화 영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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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면 기기의 노화 처리 이전에 노화 영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화 과정 중에 기기의 상태를 점겸하기 위한 필요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방사능 노화의 경우는 시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고시에 피폭되는 최대 방 

사능 선량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상 및 비정상 운전환경에 대한 기기의 성능을 제조자의 시험 자료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환경 조건에 대한 펼요한 제반 내환경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피시험 기 

기에 요구되는 비지진성 진동을 가하여 시험한다. 피시험 기기는 운전기준 지진 

(OBE)와 안전정지 지진 (SSE)을 모의하는 기계적 진동에 노출하여 그 기기의 작동 

상태와 안전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한다. 전자기파 검증이 요구되는 기기에 대하여 

각 기기의 특성과 요건에 따른 전자기파 검증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설치환경 

및 노화 처리로 인한 전자기파 내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능한 

전자기파 검증시험을 시험절차의 후반부에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피시험기기에 모의화된 설계기준사고 환경을 인가하여 그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설계기준사고 중에 수행하여야 할 안전 기능은 실험과 동시에 같이 확인하여야 하 

고， 사고 후에 수행할 기능은 모의사고 시험 후에 그 가능을 확인한다. 검증시험 

후에 피시험기기의 상태 조건 기타 사항 등을 검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나) 운전 이력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전경험에 대한 문서를 활용하여 내환경 검증요건을 만 

족시킬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가 예상 환경보다 더 심한 상황 하에서 

성공적으로 동작하였다면 이 장비는 검증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운전 

이력으로 입증한 동작환경은 설계기준사고의 환경기준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기검증을 위해 사용해야 할 운전이력 문서는 기기의 명세 노출되었던 환경조건 

의 범위， 설계된 기능， 운전 기간， 고장 모드， 설치환경에서의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 

데이터 및 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분석 

시험에 의한 내환경 기기검증이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분석 또한 내환경 기기검증 

요건을 만족시키는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기기의 침수에 대한 기기 성능을 평가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분석에 의한 내환경 기기 검증은 수학적인 모델이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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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환경에서의 기능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부분적인 시험， 기기공급자의 

현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는 

확립되어 있지 않고， 디지털 장비의 

내환경 검증은 아직 권장되지 

제한한다 

고려할 수 

기가의 

한계가 

수행하여 

의한 방법은 

적인 평가를 

분석에 시험데이 

장비에 

복잡한 

않는다. 

았다. 

았다. 

모델이 

의한 

/‘ T 보완될 등으로 터， 운전경험 

대한 내환경 기기검증용 수학적 

언하여 분석에 

분석에 의한 온화환경 내환경 검증은 디지털이 아닌 기기로 

방법으로 수학적 모델 외삽법 및 내삽법 기타 논리적인 평가 등을 

묘
 

드
 
O 고장 메커니즘 

따라서 

λ} -, 

있다. 

정량적인 수학적인 이 있다. 기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이용하여 모델을 수학적인 

있다. 

방법이 

있다. 

/-‘ T 구축될 운전이력 

연장하거나 근사화하는 

유사성에 

퉁으로 ，_c 느二 
..J- '-시험데이터 

데이터의 

법칙， 확인된 

시험 

물리적인 모델은 

해석적 

다. 이 방법들은 설치 환경조건의 유사성과 기기의 

타 논리적인 평가는 기기와 장비의 기능， 고장유형， 동작조건 

분석과 평가를 기기의 내환경 검증이나 특정항목에 대한 검증의 생략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분석이나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해당기기가 설치되는 온화환경조건에 영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 환경조건에서의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 

대한 전반적인 

적용할 수 

등에 

적용을 내삽법은 다] 
;‘; 외삽볍 

복합 검증 라) 

복합 

보일 수 

경험을 종합하여 기기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검증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공 

의해 복합 검증이 완벽한 검증 프로그램임을 

이 방법은 type test, 분석， 운전 

검증은 사례에 따라 개발이 

급해야 한다. 이 데이터에 

있다. 

문서화 및 검증 프로그램 3) 

내용은 

검증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인자는 온도， 습도， 압력， 방사능， 지진， 전자파 

전자파 기기 검증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더불어 환경 검 

증 프로그램， 내진 검증 프로그램， 전자파 검증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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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만족하고 그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문 

포함될 기기검증 문서에 

보유해야 하고， 이 

기기들이 내환경 

서로 내환경 검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내환경 

근거 있고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기기 사용자는 

문서들은 사용된 검증 방법에 관련된 관련 자료를 

기기 검증에 있어서의 내환경 

등이다. 

환경 

검증 프로그램은 

안전등급 



환경 검증 프로그램은 온화 환경 검증 프로그램과 극한 환경 검증 프로그램으로 구 

분하여 수행하나， 방법이나 절차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온화 환경 검증 프로그램 

은 기기 설치 위치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내진 검증 프로 

그램은 모든 안전 등급 기기를 포함하는 지진 범주 I과 안전등급기기에 영향을 미 

치는 기기를 포함하는 지진 범주 II로 나누어 실행한다. 전자파 검증은 샘플의 전 

자파 시험과 더불어 전자파 검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장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나. 내환경 검증 

전기기기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는 온도， 습도， 압력， 방사능， 연기 등이며， 이중 

연기는 디지털 장비에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장애 인자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방법들 중에 연기에 대한 기가검증 시험기준이 분명하게 공식화되지 못하였 

으므로， 연기효과에 대한 전자기기 검증은 화재방호 및 그 영향 최소화에 관련된 

설계 및 장치의 설계에 의해 대비되어야 한다. 

1) 환경조건 구분과 디지털 기기의 고유 특성 고려 

기기 검증은 기기가 설치된 위치의 환경조건에 따라 온화환경과 극한환경의 두 가 

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전기기기는 옹화환경， 즉 

격납용기의 외부에 설치될 것이다. 극한환경， 즉 격납용기의 내부에 설치되는 디지 

털 기기는 내환경 기기검증에 주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및 집적회로의 사용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내환경 

기기검증 등의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된다. 열화， 환경에의 취약성， 고장유형， 기가 

검증 방법 등이 기존의 아달로그 기기와는 다르다. 내환경 검증과 관련하여 고려 

해야 할 것들은 연기， 침수， 화재， 합성효과， 열화 시험방법， 집적회로의 장애발생과 

정， 환경영향에 의한 계통의 시간지연 등이다. 온화환경에 설치될 디지털 기가들에 

대한 고장유형 및 환경인자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는 온화환경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열화 

및 합성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랴므로 기존의 열화문제 해결방안， 즉 아르헤니우 

스 (arrhenius) 모델， 주기적 시험 및 검사가 계속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적용 가능 

하다. 만일 합성효과가 분명히 우려되면 온도， 습도， 인가전압 등을 고려인자로 사 

용하는 eynng 모델을 열화시험 모델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1042 -



2) 극한 환경 내환경 기기검증 

극한환경 내환경 기기검증이 요구되는 기기는 격납용기 안에 설치되는 센서， 트랜 

스미터， 전단 증폭기 등이다. 각각의 기기에 대하여 그 기기가 설치될 장소가 온화 

환경인지 극한환경인지 밝혀져야 한다. 격납용기안의 모든 센서 및 트랜스미터들 

과 격납용기 밖의 주증기 파열사고에 노출되는 일부 기기들은 설계기준사고 때의 

환경기준으로 내환경 검증이 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안에 있는 가기들은 비교적 온화한 일반 운전환경조건의 온도， 압력， 습 

도， 방사능 등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며， 설계기준사고에 의한 단기간의 극한환경 조 

건에 노출된다. 따라서 정상운전 환경조건이 열화 효과 및 누적 노출량을 계산하 

기 위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설계기준사고는 격납용기 내 격납용기 밖의 일부지역 

을 극한 환경으로 만든다. 이러한 조건의 환경변수들은 온도， 습도， 침수， 압력， 방 

사능 등이다. 설계기준사고후의 이러한 환경변수의 최대 예상치 및 변동추이는 기 

기 검증 시에 환경시험 프로파일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노화 및 열화 효과에 대한 평가는 환경 검증시험 이전에 그 기기에 노화효과가 두 

드러지게 있는 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수행한다. 노화의 형태는 열화， 방사능， 

마모， 진동이 포함된다. 극한환경에 있는 기기들은 일반 온화환경의 기기보다 환경 

적인 스트레스를 장기간 심하게 받게 되므로 노화 대처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 

다. 노화 프로그램은 자연적 노화와 노화처리가 있을 수 있다. 만일 노화처리와 

자연적 노화방법에 의한 시험이 기술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면 노화효과 

를 검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기적 시험 및 검사로 대선할 수 있다. 기기를 구성 

하는 재료가 어떤 환경 인자에 대하여 시너지 부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는 경우는 노 

화시험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르헤니우스 모델은 전형적인 열화 시험모델이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텔 

은 화학 반응의 시간 온도 관계만을 고려한 것이다. 고집적회로에서는 많고 복잡 

한 노화현상이 존재한다. 특히 습도는 디지털 기기에서 노후화를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및 인가전압을 모두 고려하는 eynng 

모델이 디지털 기기의 열화시험에는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열화방법， 기술동향과 요건은 원전 디지털 장비의 열화시험에 다른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아르헤니우스 모델이 아직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노화평가에 의해서 방사능에 대한 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기의 수명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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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상운전시의 방사능 양과 설계사고시에 입게 되는 방사능 피폭량을 합한 총 누 

적 방사능 양을 조사하여 그 노화효과를 시험한다. 냉각재 상실 사고 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능의 양은 대부분의 고집적회로를 파괴할 것이므로 격납용기 

안에는 디지털 기기의 설치를 삼가야 한다. 

연속 혹은 반복동작에 의하여 마모가 예상되는 전기기기의 경우 마모 노화시험을 

type test 이전에 수행해야 한다. 펌프 및 밸브의 예상되는 작동횟수， 전원의 온 오 

프 횟수 등이 해당기기의 기기검증 요건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3) 온화 환경 내환경 기기검증 

제어실 또는 계기실 등의 온화환경에 설치되는 안전기기들은 정상 및 비정상 환경 

에 대해서만 겸증을 수행한다. 노화평가에서 현저한 노화 메커니즘이 있다고 밝혀 

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노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통제된 

건물구역 안에 설치되므로， 기기검증은 대부분 온화환경에서 수행된다. 옹화환경의 

기기들은 일반 운전환경조건의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되며 단기간 

의 비정상 환경조건과 단기간의 비정상 환경조건과 화재 등에 의한 특수 환경 조건 

에 노출된다. 

지진 이외에는 설계기준사고가 통제된 건물 안에는 극한환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정상운전 및 비정상 환경조건만이 기기 검증환경을 위해 고려된다. 온화환경에서 

방사능 및 열화 메커니즘은 미미하다. 또한 온화환경에 있는 계측제어 기기는 고 

장을 검출하기 위해 엄격한 예방정비 프로그램에 의해 주기적으로 시험 및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방사능 및 열화의 모의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모 노화 

시험은 수행한다. 

다. 내진 검증 

1) 기기 성능요건 

내진검증이란 지진발생시 또는 발생 후 원자로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안전 관련 

계통이나 안전성 관련기기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들이 자기고유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나 부품의 구조적 건전성 및 기능적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 내진검증 프로그램은 [참고문헌 3.17.3] 및 [참고문헌 3.17.1 1] 의 요건에 부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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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등급 I (가) 

동작을 감시하여 타당 내진 등급 I의 안전관련 기기는 안전기능을 수행하고， 기기의 

한 안전기능 수행여부 (주로 입출력)를 확인해야 한다. 가능한 매개 변수의 안전제 

감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시정보는 영구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만 

약 기기가 원자로 트립과 같은 안전기능의 상태 변화를 갖는다면， 그때 기기는 

확한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기기가 1 개 이상의 안전기능 

수행한다면， 추가의 안전기능도 확인되어야 한다. 각 안전기능에 대해 모사된 

안전정지지진을 반복하여 시험한다. 

정 

한치도 

내진 등급 II (나) 

내진 등급 II 에 속하는 기기의 물리적 통합성은 주변 내진 등급 I에 간섭을 일으키 

지 않음을 확인하는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내진검증 절차 2) 

지진 

기기 겸증으 

도
 
。

。

τ
 

모사된 

의한 

예상， 

자료에 

방법은 분석에 의한 기기 성능 

분석에 의한 기기 검증， 이력 

내진 검증에 사용되는 접근 

상태에서 기기 시험， 시험과 

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에 의한 검증 (가) 

경우에만 분석대상물의 형상이 구조적으로 간단하여 수학적 모델화가 될 수 있는 

사용한다. 시험에 의한 검증을 병행하지 않고 해석에 의한 방법만을 사용할 수 

경우는 분석대상물이 구조적 건전성만 유지되면 자기의 성능을 충분히 나타낼 

있 

'---'--

분석 (static 

coefficient analysis) 및 동적 분석 (dynarnic analysi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 계수 분석에 의한 방법은 간단한 계산법이며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다음 절 

차를 따라 수행한다. 

정적계수 분석에 의한 검증은 제한한다. 경우로 판단되는 있다고 까‘ T 

까、퍼11E 러이 
- -,- 口 -1 요구용답 지진응답을 。1-~

1융」上 계산하지 "~.Al ~~‘ E _l!..ìT /~oT능드 대상물의 분석 

최대치와 같다고 가정한다. 

대상물의 동적응답을 구하기 위해 정적계수 (일반적으로 1.5)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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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물에 작용되는 힘은 요구응답 스펙트럼의 최대치에 분석대상물의 질량 

을 곱하고 다시 정적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작용력으로부터 분석대상물의 응력을 계산하여 산출된 응력의 영향을 

검토하여 기계적 강도， 전기적 기능 및 기기성능 등을 검토한다. 

동적 분석에 의한 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동적모델을 사용하여 분석대상물의 고유진동수를 계산한다. 

분석대상물이 요구응답 스펙트럼의 차단주파수 (cutoff frequency) 이하에서 고 

유진동수가 없으면 이 분석 대상물은 강체 (rigid body)에 속하고 이 분석 대상물에 

작용되 는 힘 은 ZP A (zero period acceleration)에 질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분석 대상물이 탄성 체 (flexible body)에 속하면 응답 스펙트럼 분석이나 시간 

이력 분석을 사용하여 동적 응답을 구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나) 시험에 의한 검증 

전자식으로 구동되는 가기의 내진시험은 지진시의 작동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진 

시험 중에 설제부품을 사용하여 운전 상태에서 시험 중 및 시험 후의 작동성을 시 

험한다. 시 험 은 response spectrum, time history, 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 

에 의해 나타내지는 지진 운동에 의한 다중 모드 다방향 가진에 의해 실행된다. 

(1) 시험 방법 

입증 시험， 일반 시험， 파괴한도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증시험은 특정한 요 

구응답 스펙트럼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험으로서 조건이 변하게 되어 요구응답 스펙 

트럼이 변화하는 경우 다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시험은 입증시험에 사용 

되는 진동입력보다 높은 수준의 진동입력을 사용하여 여러 요구응답 스펙트럼을 모 

두 만족시키는 시험으로서 사용진동 입력은 시험기기를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 

서 .x.. ‘:>_ .A드르 。1
Ilζ t一 I L!.. _,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 파괴한도 시험은 내진시험 시 진동입력의 

한계를 주지 않고 시험기기가 파괴될 때까지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2) 시험 절차 

고유진동수 조사 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시험기가의 고유진동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히 낮은 진폭을 갖는 정현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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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수행하며， 진동 

진폭을 사용하지 않는다. 

강체와 같은 응답을 보이므로 

진 

변화시키면서 

큰 

동입력을 사용하여 시험기기를 가진시킨다 

진동입력의 주파수는 1Hz에서 33Hz까지 

시험에 의해서 시험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너무 

동입력의 주파수가 33Hz이상에서는 시험기 기들이 

33Hz이상에서는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 

각각에 대해서 시험을 수행하며 방 

경우， 시험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증폭되 

출력이 증폭되는 경우 등을 고유진동수가 있는 것으 

축의 고유진동수가 있는 고유진동수， 

되
 

포
 
「즈

 
。

-
죽
 

q J 

향등을 기록한다. 

- 응답가속도계의 출력이 

경우 및 시험기기의 전기적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사용하여 발전소 수명동안 발생할 

사용한다.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일반적으로 안전정지 지진의 50% 이 

묘
 간
 

을
 
샌
 &
。

r 

로
「
 -/ 

며
。
 j
이l
 

삼
 가
 지
 
수
 
밀
 

써γ
 진
 

처
。
 소 
으
 

/ 

지
 

낸
 전
 

것
 

。
1

바E
 

로 간주한다. 

운전기준 지진 시험 및 안전정지 지진 

- 발전소 부지에서 그동안 발생한 

있는 최대지진을 계산하여 이를 

- 운전기준 지진에 대한 시험은 

'---'--

/-
T 

진동시험대의 

못하는 

요구응답 스펙 

겨 
U 

후에 안전정지 지진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응답 스펙트럼을 출력하게 된다. 

고유 진동수가 5Hz이하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시작하여 전 주파수 영역에서 시험웅답 스펙트럼이 

기기들의 피로효과를 시험하는 

값을 사용한다. 

운전정지 지진시험 

운동은 시험웅답 

- 시험기기의 

우에는 1Hz부터 

대한 

상의 

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시험기기의 

주파수 영역에서만 시험응답 스펙트럼이 요구응답 스펙트럼을 포괄하면 된다. 

시험기기의 고유진동수가 5Hz 이하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기 1 차 

의 70% 주파수 영역까지 시험응답 스펙트럼이 요구웅답 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 

3.5Hz이상의 경우에는 。).'-→=
1효 1二 존재하지 고유진동수가 5Hz이하에서 

모드 

시험응답 스펙트럼의 감쇠비는 요구응답 스펙트럼의 감쇠비와 같거나 커야 한 

다. 

모든 시험결과를 기록한다. 시험기기를 검사하여 끝난 후에 

다. 

시험이 

및 시험에 의한 검증 분석 (다) 

경우에 여러 번 검증하는 시험기기가 너무 크거나 복잡한 경우 또한 유사한 기기를 

및 시험에 의한 검증을 사용한다. 

-1047 -

서
 「

브
 
ι
 

느
 」



(1) 운전위치시험 및 모드 결정 

너무 크거나 복잡하여 진동시험대에 설치하기 어려운 기가나 구조물 등에 대해서 

분석 및 시험에 의한 검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개 이상의 휴대용 가진기 (portable exciter)를 기기의 각 모드가 가장 잘 가 

진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가진시키면서 가속도계 등의 진동 측정 장치를 사 

용하여 여러 위치에서 진동을 측정한다. 

- 측정된 진동신호를 사용하여 기기의 고유 진동수 모드 형태 및 감쇠 계수 등 

을 결정하며 이러한 값들을 사용하여 모델을 작성한다. 

모델이 작성된 후에는 이 모델을 사용한 분석을 통하여 내진 검증을 수행한다. 

(2) 유사한 기기에 대한 외삽볍 

내진검증을 요하는 기기가 이미 검증된 기기와 유사한 경우에는 외삽법에 의해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내진시험 시 고려사항 

시험기기를 실제 운전시의 운전조건과 동일하게 진동 시험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시 마운팅 지점의 진동상태를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계측한다. 시 

험기기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 시험되어야 하며 시험기기중 일부가 제거된 상태 

에서 시험을 할 경우에는 제거된 부품의 동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삽입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내진시험 중 시험기기의 성능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기기의 고유진동수를 측정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의 가속도계를 설치한다. 

시험기기의 성격에 따라서 시험 중 최대용력과 상대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레 

인 게 이 지 와 L VDT O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설 치 한다. 
예비시험은 내진검증의 일부는 아니나 가장 좋은 내진검증 방법을 찾거나 시험기기 

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내진검증 시 사용되는 진동입력보다 낮은 

수준의 진동입력을 사용하여 고유진동수와 고유진동수 모드를 찾으며， 이때 사용되 

는 진동 입력으로는 정현파 충격 또는 랜덤 신호가 사용된다. 

진동노화는 비지진 노화와 지진노화로 나눌 수 있다. 비지진 노화는 발전소의 정 

상 또는 과도운전상태시에 발생하는 진동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안전밸브를 통한 유 

체의 방출 시나 냉각수 상실사고 시에 발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유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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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노화는 내진검증 시 운전기준 

노화와 지진노화를 모두 고려한 요 

운전기준 지진의 숫자는 각 발전소 

경우에는 

지 

다섯 。l- '-_ 
l:Õ' -c 

모든 내진 검증 

하여야 한다. 

전자기파 검증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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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
 

지
 
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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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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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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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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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처
「
 폐
깨
 BE 

i술
 
르
 

기
 

다
 

x
τ
 

표
 

전혀 

노출에 대한 

통용되는 

있지 않으므로 

특성과는 

마
」
 

는
 뾰
 

과
 
처
。
 

버
닙
 -
프
「
 

바
。
 

전형적인 수학적 

전자파 검증 모델이나 정량적인 

은 가능한 type test에 

인 

발전소 현장의 잡음수준과 분포는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전자기 간섭의 가능성을 추 

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것은 또한 안전퉁급 계측제어계통이 설치된 장 

소에서 전자기파 간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신규 발전소의 경우， 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는 발전소의 전기적 잡음 분포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발전소와 가장 유사한 국 

내발전소의 잡음 분포를 측정하여 전자기파 기기검증에 참고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전자파 장애시험과 전자파 내성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파 장해시 

저주파 전도성 방사 (30Hz - 10kHz) , 고주파 전도성 방사 (10kHz - 2MHz) , 

자기장 방사 (30Hz - 100kHz), 전기장 방사 (2MHz - 1GHz)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자파 내성시험은 복사 자기장 (30Hz - 100kHz) 복사 전기장 (30MHz - 1GHz) , 

시험은 

험은 

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진동이 주된 것이다. 

진과 안전정지 지진의 시험을 수행하며 비지진 

구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분석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번의 운전기준 지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을 수행 한다. 

시 1E 등급 기기는 전기적 부하， 기계적 하중， 열하중， 압력 등의 

정상운전조건하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중들은 모의시험을 통하여 시험할 

수도 있으나 이런 방법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내진시험 전에 시험 

동안 시험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기기의 물리적 손상상태를 검사 

전자파는 환경인자의 하나이지만 일반 환경변수의 

장비에 대한 전자파 영향과 관련된 운전데이터， 기술적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환경 기기검증 

다. 전자기 환경은 대부분 각 장소에서의 직접적인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전자기파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전자기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분석 방법이 현재까지 개발되어 

의하여 수행한다. 

cable 30MHz), 

빠른 과도현상 등 
빼
 

k 
u (10kHz 

injection 전도， damped sinusoidal transients 전도， 서 지 , 전 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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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 

중 30Hz 

및 시험 

시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시험은 시험 주파수 범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므로 전자파 장애 

범위를 갖는 전도성 방사 시험의 일례를 기술한다. 

내성시험 

등에서 

- 10kHz 주파수 

에 대한 

거리 

방사 시험은 시험품으로부터의 전자파가 

초과하지 않음을 입 증하기 위 하여 

범위에서 시험품 및 종속된 시스템의 

그라운드 및 중성선을 포함한 외부로부 

실 

전원 

전도성 

통하여 방사될 때 허 용수준을 

30Hz에 서 10kHz까지 의 주파수 

통하여 방사되는 전도성 장해파는 

공급받는 AC 및 DC 전원선에 대하여 

10kHz인 범위가 30Hz -
。

-
E

서
」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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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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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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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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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입
 

터
 

전도성 방사 시험방법에 따라 본 규정의 

는
 

서
 

i 

순
 

보여 지는 시험품의 허용수준을 초 

전도성 방사시험 시험 

그림 3.17-5에서 

10kHz 주파수 범 위 의 

그림 3.17-4 및 
30Hz 

때 

말아야한다. 

측정하였을 

과하지 

다음과 같다. 

스펙트럼분석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안정된 동작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스펙트럼분석기와 전류프로브의 교정상태를 검증하고 측정치의 보정을 위해 전 

충분한 시간을 갖는 

류프로브의 측정 보정계수를 스펙트럼분석기에 입력시킨다. 

시험품과 보조장치에 정격전원을 공급하고 안정될 때까지 

다. 

시험품의 전원선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에 전류프로브를 체결한다 

전류프로브를 스펙트럼분석기의 입력에 연결한다. 

수신기의 대역폭 및 최소 측정시간을 스펙트럼분석기에 맞춘다. 

스펙트럼분석기에 주파수대역을 30 Hz에서 10 kHz까지 설정하고 

측정 

스캔한다. 

그린다. 연속적으로 형태로 축의 그래프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머지 전원선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한다. 

측정결과는 X 축과 진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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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프트웨어 검증방안 3.17.3 

동작되는 소프트워l 어는 [참고문 

일 반기 준” 및 [참고문헌 3.17.6] 

안전계통에서 

품질보증계획 

인 QAP-2 II.7 “원자로시설용 전산 소프트웨어의 

인간기계연계체계의 SMART 연구로 

헌 3.17.5] 인 KEPIC QAP-1 “원자력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하고 [참고 

문헌 3.17.7] 인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 

품질보증 및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소프트혜어는 기본적으 

로 소프트웨어 개발수명주기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개발된다. 

각 개발수명주기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어 

그러한 

(V&V 즈
 

<
]견

낀
 

u1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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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and validation)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SMART 연구로 인간기 

계연계체계의 소프트웨어 검증방안은 개발수명주기 단계별로 분석업무， 검토업무， 

시험업무를 포함하는 V&V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가. 소프트웨어 등급분류 

SMART 연구로 인간기계연계체계의 소프트웨어는 안전 펼수， 안전-관련， 비안전과 

같이 세 등급의 소프트혜어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등급분류의 목적은 계통의 

안전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공통유형고장 분석요건 V&V 요건 안전성 분석요건을 
소프트워l 어 등급별로 차둥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안전 펼수 소프트웨어는 가장 엄격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요건 및 설계기준을 적용 

하여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개발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안전성 분석 

보고서로 작성한다. 안전-펼수 소프트웨어 범주에 속하는 계통은 플랜트보호계통， 

안전둥급 제어계통， 노심보호계통， 핵계측계통 (안전등급설비만 해당) , 공정계측계통 

(안전등급설비만 해당)， PAM 표시， 안전등급 현장제어설비， 안전둥급 통신체계이다. 

안전-관련 소프트혜어는 안전 필수 소프트왜어보다는 완화된 품질보증요건 및 기술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이다.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통유형고장 

방지를 위한 분석 및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범 

주에 속하는 계통은 핵계측계통 (비안전등급설비만 해당) 경보지시계통 (PAM 표 

시는 안전-펼수 소프트웨어 엄) 다양성보호계통이다. 

비안전 소프트워l 어는 원자력 플랜트의 안전운전에 적합한 수준의 품질보증요건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되는 소프트웨어이다. 비안전 소프트웨어 범주에 속하는 

계통은 정보처리계통， 특정감시계통， 공정계측계통 (비안전등급설비만 해당) , 출력제 

어계통， 공정제어계통， 이차제어계통， 대형화면， 모든 비안전등급 현장제어설비， 비 

안전등급통신체계이다. 

냐. 개발수명주기별 V&V 업무 

V&V 업무는 그림 3.17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수명주기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 V&V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렴 3.17-7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에 의거 업무를 할당하고 수행한다. V&V 업무에 대해서는 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결함은 제거될 때까지 추적한다. 최종적으로 V&V 업무가 끝나면 V&V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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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서화한다. V&V 업무는 검토업무， 분석업무， 시험업무로 구분되며， 개발수 

명주기의 각 단계별 업무활동은 표 3.17-2와 같다. 표의 내용이 절대적이거나 완벽 

할 수 없으므로 계통 요건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발수명주기의 계획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V&V 계획서를 작성한다. 소프트웨어 

V&V 계획서는 V&V 대상， 업무일정， 가용자원， 업무할당 및 책임 등의 내용을 포 

함한다. V&V 책임자는 V&V 관리를 통해 개발수명주기 전체에서 V&V 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한다.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SRS :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의 내용과 계통 

설계문서 내용 간의 상호 추적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추적매트릭스 작성을 통해 확 

인한다. 인터페이스 분석을 통해서 SRS의 내용에서 인터페이스 요건이 명확한지 

확인한다. 

SRS 검토를 통해 SRS에 포함되어야 할 일관성， 완전성， 정확성 등의 품질속성을 
확인한다. 안전←펼수 소프트웨어인 경우 안전성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및 

평가한다. 

계통 설계문서에서 정의한 요건들이 정확히 반영되고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계통시험 계획서 MMIS 통합시험 계획서 현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 

고， 시험계획서에 시험하고자 하는 요건들이 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및 

평가한다. 

소프트혜어 설계사양서 (SDS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의 내용과 SRS 내용 
간의 상호 추적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추적매트릭스 작성을 통해 확인한다. 자료흐 

름 및 제어흐름 분석 등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다면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모률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요건에서 제시된 성능 

변수들이 정확하게 설계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크기 및 타이밍 분석을 수행한다. 

SDS 검토를 통해 SDS에 포함되어야 할 일관성， 완전성， 정확성 등의 품질속성을 
확인하며，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 설계가 안전성 요건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및 

평가한다. 소프트웨어 모률에 대해서는 단위시험 계획서 및 단위시험 설계명세서 

를 작성한다. 또한 모률통합시험 설계명세서， 계통시험 설계명세서， MMIS 통합시 

험 설계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시험 문서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요건들을 적절 

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및 평가한다. 

구현단계에서는 원시코드의 내용과 SDS의 내용 간의 상호 추적성을 보장하고 있는 

지 추적 매트릭스 작성을 통해 확인하고， 자료흐름 및 제어흐름 분석 동을 통해서 

원시코드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다면 논리적으로 설계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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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 

건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원시코드가 프로그래밍 관례 및 규약에 따라 작성되고 유 

지보수가 용이하고 변경 

원시묘드의 확인한다. 적용되었는지 물리적으로 이터베이스가 실제 

검토를 통 확인한다. 확장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었는지 ul 
^ 

등과 포함되어야 할 일관성， 완전성， 정확성， 정확도， 가독성， 시험성 해 원시코드에 

같은 품질속성을 확인한다.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원시코드가 안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의 

도
 

수
 

1 

‘->l./-‘ 
·τ:!.T 

확인하는 것이 

수행될 

예를 들어 성능 

분석은 원시코드를 실행시키면서 

검토업무를 통해 

수행될 수도 있다. 

원시코드 분석은 

있으며， 필요시 단위시험업무와 병행하여 

를 평가하기 위한 크기 

확인한다. 

및 타이밍 

구현되었는지 도한대로 

효율적이다. 

절차서에 따라 단위시험을 작성하고，그 절차서를 단위시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또 평가한다. 

설계명세서를 

결과물을 검토 및 요약보고서를 작성하며， 시험 수행한 후 단위시험 

작성 

및 검토 

절차서와 현장시험 

만족되었는지 시험요건이 대해 

모율통합시험 

이에 이러한 시험문서가 완료되면 

통합과 관련된 한 단위모율의 

한다. 

평가한다. 

추적 통합 및 검증단계에서는 통합하는 원시코드의 버전이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명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 또한 통합 계획서에서 확인한다. 매트릭스 작성을 통해 

통합보고서 검토를 확인한다. 이루어지는지 통합이 정확히 통합， 계통간의 워l 어의 

포함되어야 할 일관성， 완전성， 정확성， 정확도， 가독성， 시험성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통합보고서에 통해 

ul 
송 안전기능 확인한다. 푸죄소서4 

P t!--，。도코 같은 등과 

모률통합시험， 계통시험， MMIS 통합시 확인한다. 요건이 의도한대로 수행되었는지 

결과물을 검토 및 평가한다. 험을 수행하고 시험 요약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험 

정확히 설치되는 검증단계를 통과한 소프트웨어가 현장에 설치단계에서는 통합 및 

설치보고서와 훈련보고서 인터페이스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확인하고， 계통간의 지 

t::: 
。포함되어야 할 일관성， 완전성， 정확성， 정확도， 가독성 

현장시험을 수행하고 현장시험 요약보고서를 

그 보고서에 검토를 통해 

작성 확인한다. 과 같은 품질속성을 

운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사용될 운전매 결과물을 검토 및 평가한다. 한 후， 시험 

뉴얼과 유지보수매뉴얼을 검토한다 

발생할 경우 운 변경사항이 V&V 업무는 유지보수 및 운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의 

관한 제거에 전 및 유지보수 절차 평가， 발생한 예외사항 평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보고서 검토 및 평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q_l 
^ 변경 

-1053 -

영향 평가， 소프트워l 어 



다. V&V 업무 기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V&V 업무는 겸토업무 분석업무， 시험업무로 구분되어 진다.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V&V 대상의 성 
격에 맞게 V&V 기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1) 검토업무 

검토업무는 관리검토 기술검토 워크스루 검사를 포함한다. 관리검토는 V&V 업 
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자원배정 및 계획， 일정， 관리방식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시 시정조치 필요성 및 자원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검토회의이다. V&V 관 
리검토는 V&V 업무에 대한 노력， 기술적 성과， 자원의 사용， 후속 업무에 대한 계 
획， 위기관리의 주기적인 검토를 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검토는 월 별 또는 

분기 별로 개최하는 정기적인 검토회의이다. 

기술검토는 소프트워l 어 개발 또는 산출물을 사용자， 협력자， 전문가 또는 다른 관심 

있는 단체의 검토의견을 얻거나 승인을 위해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회의이다. 

기술검토는 기술 주제를 토의하는 비정기적인 검토회의이다. 워크스루는 소프트웨 

어 개발수명주기 단계에서 비정기적으로 워크스루 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왜어 중간 

산출물을 검토하는 회의이다. 워크스루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기술적 문제 

를 해결하거나 산출물에 잠재된 결함을 발견한다. 

검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 최종초안 산 

출물이나 특정 대상물에 대해 검사팀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거 수행하는 

회의이다. 검사를 통해 결함 또는 부적합사항을 발견하거나 품질을 확인한다. 

2) 분석업무 

분석업무는 추적성 분석， 알고리즘 분석， 경계 값 분석， 제어흐름 분석， 자료흐름 분 

석， 데이터베이스 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크기 및 타이밍 분석， 시율레이션 분석， 

회귀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적성 분석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내용이 상위 요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추적하며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상위 요건에 위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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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추적성 분석은 상위 문서의 내용과 하위 문서의 내용 

을 대응시키는 추적매트릭스 작성을 통해 수행한다. 

알고리즘 분석은 방정식 수학적 형식이나 표현 요건들이 올바르며， 그것이 정확하 

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한다. 필요시 알고리즘을 기본원리와 이론으로부터 수식을 

재 유도하거나， 기존의 인정된 알고리즘， 참조자료나 증명된 자료와 비교한다. 알 

고리즘에서 수치적 근사 및 자리 버림， 표현의 단순화， 최적값 추정， 비선형 해석 

등이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계산이 정확한 결과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경계 값 분석은 성능을 좌우하는 입/출력 및 연산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한계 또는 

특정 영역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분석한다. 각 영역에서의 최소， 최 

대， 경계， 설정 값들이 설계 요건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요건에서 제시하 

는 경계 값이 설계 및 구현에서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제어흐름 분석은 논리의 흐름을 제어하는 요소에 부정확함이 있는지 식별하고 확인 

한다. 제어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논리식 제어흐름의 경로와 목적지가 정확한 

지 확인하며， 제어흐름 분석을 통해 실행되지 않는 코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자료흐름 분석은 자료 및 변수의 처리에 부정확함이 있는지 식별하고 확인한다. 

정의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이중으로 처리하는 경우 순서를 바꾸어 자료 

를 처리하는 경우 등을 확인한다. 또한 자료를 변환 또는 처리하는 논리식이 정확 

한지 확인한다. 자료 처리흐름을 나타낸 구조의 일관성 및 단위기능을 처리하는 

모률의 입력데이터에 따른 출력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데이터베이스 분석은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는 최대 물리적 한계 및 성능을 초과하 

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성능요건과 저장 공간의 조건에 따른 데이터 저장구 

조와 인텍스구조， 백엽과 복원방법을 분석한다. 

인터페이스 분석은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시스템 내부에서의 인터페이스， 하 

드워l 어와 하드웨어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소프트혜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 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이 완벽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또한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신호， 매개변수， 프로토콜， 제어 등이 요건에 부합되도록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인터페이스가 최악의 조건에서 반응하는지 분석하고 인터페이스의 고장 

및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방안을 확인한다. 

크기 및 타이밍 분석은 기능요건이 적절한 크기의 소프트웨어 모율로 할당하여 구 

현되도록 분해되었는지 분석하며 처리시간이 정확한지 분석한다. 시스템 및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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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요건을 만족하는 처리속도와 용량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처리 

속도와 용량분석 시 중앙처리장치 부하， 주기억 장치 및 보조기억 장치 사용량， 네 

트워크 전송 속도 및 대역폭， 처리속도 등을 포함한다. 

시율레이션 분석은 미리 정의된 조건과 사건을 시율레이션하여 소프트웨어 기능과 

성능을 측정한다. 시스템의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필수성능과 

웅답을 확인한다. 회귀 분석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부분이 본래의 요 

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변경된 부분으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상 

황이 발생되는지 분석한다. 

3) 시험업무 

시험업무는 구조시험， 기능시험， 성능시험， 인터페이스 시험， 부하시험， 회귀시험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시험은 소스코드의 내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수행경로 변수형의 정확성과 같 

이 비합리적인 코드가 없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이다. 구조시험에서는 변 

수형 확인， 무한수행 루틴 검사， 실행되지 않는 경로의 확인， 조건문의 조건 정당성， 

조건에 따른 수행경로의 확인， 변수의 올바른 사용 등을 확인한다. 

기능시험은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에 따른 출력 값 및 반 

웅을 관찰하여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기능 

시험은 소프트웨어의 업력범위에 대해서 동등분할， 경계값 분해， 대표값 선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성능시험은 규정된 환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예를 들어， 처리속도， 메 

모리 이용률， 중앙처리장치 이용률 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 

어가 설치되는 시스템이나 유사한 시스랩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인터페이스 시험은 소프트혜어의 연계 요소를 시험하는 것으로 공유변수， 함수 파 

라미터， 함수 호출， 사용자 입력 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하나의 인터페이스 요소 

를 시험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정상적인 상황에 있어야 시 

험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의 거동을 알 수 있다. 

부하시험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최대 부하 및 최악의 조건이 발생하는 상 

황을 만들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거동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최대 부하는 정 

상적인 조건에서 발생시키며 최악의 조건은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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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시험은 소프트웨어가 수정 되거나 변경될 경우 기존에 수행한 테스트 케이스를 

바탕으로 소프트워l 어를 재시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테스트케이스는 기존에 사용 

했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필요 시 추가적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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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1 측정채널 불확실도 계산 결과 

Trip Function Channel Error Channel Error 
비고 (normal) (accident) 

증기발생기 업구 고온 :t 1.13%FS :t 1.49% FS FS: 250- 350 

출력배가시간 :t 4.74% FS 적용안됨 FS: 0 - 20 

가변과출력 
Ceiling : :t 2.68% FS 

적용안됨 FS : 0-200 Rate : :t 0.008% FS 
노섬고출력 :t 2.68% FS 적용안됨 FS: 0-200 
가압기 고압력 :t 2.5% FS :t 8.7% FS FS: 0-22 

가압기 저압력 :t 1.36% FS :t 3.74% FS FS:11-17 

주냉각재펌표 저속도 :t 1.52% FS 적용안됨 FS:0- 100 

주증가 고압력 :t 2.49% FS :t 3.91% FS 주 1) 
FS: 0-1O(고) 

주증기 저압력 :t 2.49% FS :t 3.91% FS 0-5( 저) 

원자로 건물 고압력 :t 2.12% FS :t 4.04% FS 
그ti -A「져 1% 랴 :t 1.74% FS 적용안됨 FS:0- 100% 

CEDM 기기냉각수 저 
:t 1.74% FS 적용안됨 FS:0- 100% % 그낳). 

CEDM 기기냉각수 
:t 1.13% FS 적용안됨 FS:0-350 

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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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2 소프트워l 어 등급별 V&V 기볍 및 품질속성 (1/3) 

소효 E혜어 둥급 

수명 업무 V&V 세후업무 V&풍V철 기속법성 및 안전 안천 
배안 

주기 구환 
멸수 환련 

천 

요건 추적성 분석 추적성 분석 、/ 、/ 、/
알고리즘 분석 、/ 、/
제어 흐름 분석 、/ 、/ 、/

Itrj 
데이터베이스 분석 、/ 、/ 、/

λ←~ SRS 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 、/ 、/
데이터 흐름 분석 、/ 、/ 、/
시율레이션 분석 、/ 、/ 、/
정확도 、/ 、/ 、/

요 정확성 、/ 、/ 、/

건 완전성 、/ 、/ 、/

단 일관성 、/ 、/ 、/

계 
확장성 、/ 、/ J 

겁 SRS 및 시험문서에 대한 검토 
유지보수성 、/ 、/ 、/

토 이식성 、/

가독성 、/ 、/ 、/
안전성 、/ 、/

보안성 、/ 、/ 、/

시험성 、/ 、/ 、/

사용성 、/

시 
hα11S통합시험 계획서， 현장시험 계획서 작성 J 、/ 、/

험 

설계 추적성 분석 추적성 분석 、/ 、/ 、/
알고리즘 분석 、/ 、/
경계 값 분석 、/ 、/
제어 흐름 분석 、/ 、/ 、/

τtrj 더l 이 터!께이스 분석 、/ 、/ 、/
A-41 SDS 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J 、/ 、/

데이터 흐름 분석 、/ 、/ 、/

크기 및 타이밍 분석 、/

회귀분석 、/ 、/ 、/

시율레이션 분석 、/ 、/ 、/

설 정확도 J 、/ 、/
계 정확성 、/ 、/ J 
단 완전성 、/ 、/ 、/
계 일관성 、/ 、/ 、/

확장성 、/ 、/ 、/

검 SDS 및 시험문서에 대한 검토 
%^1 .!;l_T-서 、/ 、/ 、/

토 이식성 、/

가독성 、/ 、/ 、/

안전성 J 、/

보안성 、/ 、/ J 
시험성 、/ 、/ 、/

사용성 、/
시 단위시험 계획서， 단위시험 설계명세서， 모 

、/ 、/ 、/
혐 률통합시험 계획서 계동시험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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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2 소프트워l 어 등급별 V&V 기법 및 품질속성 (2/3) 

소프트혜어 둥급 

수명 업무 V&V 세환엽무 V&풍V철 기속법생 및 안천 안전 
비안 

주기 구훌 
필수 환련 

천 

구현 추적성 분석 추적성 분석 、/ 、/ J 
알고리즘 분석 J 、/
경계 값 분석 、/ 、/
제어 흐름 분석 、/ 、/

분 데이터베이스 분석 、/ v' 
A-}1 원시코드 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 、/

데이터 흐름 분석 J 、/

크기 및 타이멍 분석 、/

회귀분석 、/ 、/ 、/

시율레이션 분석 、/ 、/ 、/
정확도 J 、/ J 

구 정확성 J 、/ 、/
현 완전성 J 、/ 、/
B 

겁 
일관성 、/ 、/ 、/

계 원시코드 및 시험문서에 대한 검토 확장성 、/ 、/ 、/
토 

유지보수성 J 、/ J 
가독성 J 、/ J 
안전성 、/ 、/

시험성 、/ J 、/

단위시험 절차서， 모율통합시험 설계명세서， J 、/ 、/
모률통합시험 절차서 작성 

시 
구조시험 J 、/ 、/
기능시험 、/ 、/ 、/

험 단위시험 수행 
인터페이스 시험 、/
회귀시험 、/ 、/ 、/

단위 시 험 요약보고서 작성 J 、/ J 
통합 및 검증 추적성 분석 추적성 분석 J 、/ 、/

경계 값 분석 、/ 、/
τtrl 인터페이스 분석 、/ 、/ 、/
A←~ 통합된 모율 분석 데이터 흐름 분석 、/ 、/ J 

크기 및 타이멍 분석 、/

회귀분석 J 、/ 、/

정확도 、/ 、/ 、/

통 
정확성 、/ 、/ 、/

완전성 、/ 、/ J 
합 검 설치매뉴얼， 훈련매뉴얼， 통합보고서， 

일관성 、/ J J 
토 시험문서에 대한 검토 

유지보수성 、/ 、/ 、/q?<1
안전성 、/ 、/

검 시험성 、/ 、/ 、/

ξ。르 계통시험 설계명세서， 계통시험 절차서， 

EL•- MMIS통합시험 설계명세서， MMIS통합시 
、/ 、/ J 

계 험 절차서， 현장시험 설계명세서， 현장시험 

절차서 작성 

시 
구조시험 、/ J 、/
기능시험 、/ 、/ J 

험 
모률통합시험， 계동시험， MMIS통합시험 수행 인터페이스 시험 、/ 、/ 、/

부하시험 、/ 、/ J 
회귀시험 、/ 、/ J 

모률통합시험 요약보고서， 계통시험 요약보 
、/ 、/ 、/

고서 , MMIS통합시 험 요약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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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2 소프트웨어 둥급별 V&V 기법 및 품질속성 (3/3) 

, 소프트혜어 풍급 

수명 업푸 V&V 세부엽우 V&V 기법 및 풍철속생 안천 안션 버안 
주기 구분 

펼수 활련 
전 

설치 추적성 분석 추적성 분석 、/ 、/ 、/

분 
경계값 분석 、/ 、/
인터페이스 분석 、/ 、/ 、/

석 셜치된 모률 분석 
크기 및 타이밍 분석 、/

희귀분석 J J 、/
정확도 、/ 、/ 、/
정확성 、/ J 、/

셜 
완전성 J J 、/
일관성 、/ 、/ 、/

검 설치보고서， 훈련보고서， 운전매뉴얼， 유지 유지보수성 、/ 、/ J 
단 토 보수매뉴얼， 시험문서 검토 

안전성 、/
계 

보안성 J 、/ 、/

시험성 、/ 、/ 、/

사용성 、/
기능시험 、/ J 、/

시 현장시험 수행 
인터페이스 시험 、/ J J 
부하시험 、/ J 

험 
회귀시험 、/ J J 

현장시험 요약보고서 작성 、/ J J 

운전 중 새로운 제약조건 평가 
정확도 、/ 、/ 、/

운 제안된 변경 평가 정확성 、/ 、/ 、/
전 운영 절차의 명가 

、/ 、/ 、/예외사항 명가 완전성 

다~ 
검 

소효트혜어 변경에 대한 평가 일관성 、/ 、/ 、/
토 

소프트웨어 제거에 대한 평가 

유 유지보수보고서 평가 유지보수성 、/ 、/ 、/

지 설치보고서， 훈련보고서， 운전매뉴얼， 유지 안전성 、/
보 보수매뉴얼 평가 

1’~ 다른 계통과의 인터패이스 검토 시험성 、/ J J 
단 현장시험 요약보고서 명가 

사용성 、/
계 

시 
변경 사항 회귀시험 J 、/ 、/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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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않때ing ， S: System Bus, N : Corrmunication Network 
(a): Transmitter, RTD, TC, etc 
(b) : I/E, R/E, etc 
(c) : α3P in the Instrumentation system 
(d) : NIC in t뼈 Instrument하ion system 
(e) : NIC in the 마git허 System 
(f): DSP in the Digit외 System 

그림 3.17~ 1 전형적인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채널 불확실도 계산 모델 

요구되어진 구동 기농 열정퍼 
픽 기놓밍 꿀흥/톨명 조건 기촬 

; /옥， T ‘ UI •• ..,..--..........‘ YES 

악 쳐|널:장비톨 
반톰 

’ “ - - ._-

청상 공정 JlI 촉 영항 정의 I I I 사고 공정 겨|측 엉항 정의 
(HEAD EFFECTS. 틀) I I I (REF. LEG HEATUP, 동) 

정상 계촉키 불확실도 정의 I I I 사고 계혹기 톨확싫도 정의 
(드리프~. 정상을도g 항， 동) I I I (본도 엉양， 잉사농/영향， 홍) 

그 21 사고 영합 정의 (!R. 등) 

핸덤， 버이어스톨 악 톨At싫토 

룰류 

그림 3.17~2 설정치 계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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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 M&TE 

계측과 시험 장비 불확실도 조합 3.17 • 3 그림 

공청 

15 

---
。C I"OWEA LEAD. 

i\. 
\ 
\ 

、 --- ---- ----‘- --

L__ ' L______ __ _ • 

180 

160 

130 

110 

100 

140 

120 

{<
img)

i
c
-
g
』
i
u

90 

100 10 
I! .Itz 0.1 

10 Hz 80 
0.01 

전도성 방사 

Fraquancy (kHz) 

전원선에 대한 30Hz-10 kHz의 
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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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합 밀 검훌단계 요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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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업무시작 

아니요 

그림 3.17-7 V&V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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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내부차폐탱크 

3.18.1 설계요건 및 기준 

설계요건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3.18.1-2]를 참조한다. 

3.18.1 .1 일 반요건 

- 설계압력 : 1.2MPa 
- 운전압력 : 1.0MPa 
- 설계온도 : 1000 C 
- 정상운전 기기냉각수 입구온도 : 400 C 
- 정상운전 기기냉각수 출구온도 : 80 0 C 
- 설계수명 : 30년 

- 설계하중 : 설계압력 설계온도 자중 및 원자로집합체 중량， OBE 

3.18.1.2 기 기 둥급분류 

내부차폐탱크 집합체는 설계기준사건에 의한 하중조건에서 안전성관련 기기의 구조 

적 및 기능적 건전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내부차폐탱크 집합체는 하중 

지지 및 차폐의 두 가지 기본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부차폐 

탱크를 구성하는 일부 세부 기기의 동급분류 역시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표 3.18-1에 요약한 바와 같이 중복 분류한다. 

3.18.1.3 환경요건 

내부차례탱크 환경요건은 표 3.18-2와 그림 3.18-1을 참조한다. 내부차폐탱크 내부 

를 순환하는 기기냉각수의 수질요건은 표 3.18-3을 참조한다. 

3.18.1.4 하중요건 

내부차폐탱크 집합체의 연계위치에서의 하중조건을 표 3.18-4와 표 3.18-5에 정리하 

였다. 

3.18.2 계통기능 

계통기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3.18.1-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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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1 하중지 지 기 능 

내부차폐탱크 집합체는 원자로용기집합체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점을 제공하며， 외 

부 하중으로부터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내부 

차폐탱크 집합체 중량과 상부환형평판에 가해지는 원자로용기집합체 중량은 내/외 

측원통을 거쳐 하부환형평판에 전달되어 건물바닥으로 전달된다. 하부환형평판 외 

곽에 설치된 스터드는 기타하중을 전달하고 내부차폐탱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3.18.2.2 단열기능 

내부차폐탱크 집합체는 원자로용기집합체에서 방출되는 열을 차단하여 단열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용기 외벽과 내부차폐탱크 집합체 사이에는 일정한 크기의 공간 

을 두어 원자로용기로부터의 급속한 열전달을 방지한다. 

3.18.2.3 방사선차폐 기 능 

내부차폐탱크 집합체 내부에 여러 겹의 원통형 차폐체를 동섬원으로 배치하고 냉각 

수를 채워 노심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한다. 방사선 차폐로 인해 발생하는 

열은 내부차폐탱크 내부를 흐르는 냉각수를 통해 기기냉각수계통으로 전달된다. 

냉각수는 기기냉각수계통을 이용해 항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한다. 

3.18.2.4 IVR(ln-Vessel Retention) 기 능 

원자로용기와 내부차폐탱크 집합체 사이에 있는 공간은 중대사고 시 원자로용기내 

억류(lVR)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3.18.2.5 기타기능 

원자로용기와 내부차폐탱크 집합체 사이에 있는 공간은 원자로용기 노심대 용접부 

가동중 검사장비의 작업공간이 되며 내부차폐탱크 내측원통의 내벽은 장비의 이동 

경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내부차폐탱크 집합체에는 8개의 노외계측기가 설치되며 내부차폐탱크 상부환형평판 

은 노외계측기 설치관의 고정 및 지지 기능을 제공한다. 

3.18.3 계통 및 기기설명 

계통 및 기기설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3.18.1-3]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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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1 내부차폐 탱크 집 합체 계통구성 

내부차폐탱크 집합체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그림 3.18-2은 내부차폐탱크 

의 형상도이다. 주요 구성요소의 재료 및 중량정보를 표3.18-6에 수록하였다. 

a) 상/하부 환형평판 

c) 내/외측 원통 

f) 상/하부 바닥판 

e) 차폐원통 

g) 냉각수 안내관 

h) 노외계측기 설치관 

3.18.3.2 내부차폐탱크 집합체 계통설명 

원자로용기집합체 지지구조물은 내부차폐탱크 상부환형평판에 체결 설치된다. 내 

부차폐탱크의 내/외측원통은 하부환형평판에 직접 설치하며， 운전하중과 동적하중에 

대하여 원자로용기집합체를 지지할 수 있는 강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차폐원통 

은 내부차폐탱크 내부에 동섬원으로 설치되어 원자로용기집합체로부터 방출되는 방 

사션을 차폐한다. 차폐원통은 내부차폐탱크 바닥판과 용접되어 설치되며， 각 차폐 

원통은 부가적인 고정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내부차폐탱크 내부의 냉각수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기기냉각계통의 냉각수를 제공하는 1쌍의 배관이 설치되 

며 유동통로가 확보된다(그림 3.18-3, 표 3.18-7 참조) . 이외에 가스배기를 위한 배 
기관과 기타 계통관련 센서 설치를 위한 배관을 둔다. 내부차폐탱크 내측원통 내 

벽에는 원자로용기 노섬영역 용접부 가동중 검사장비의 이동을 위한 경로가 설치된 

다. 노외계측기는 내부차폐탱크 상부환형평판에 설치된 타원형 설치구에 비스듬히 

기울려 삽입한 후 바로 세워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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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1 내부차례탱크 집합체 기기등급분류 

Component Safety Seisrnic Quality KEPIC Class Category Group 
싱-//하부 흰형평판 A MNF/ i\:lNC 
니l/외측 윈 굉- l A MNF/이tlNC 
치폐원 J공 None NS None 집one 

상/하부 tJt 막판1. 1 A MNF，이tlNC 

노외계즉기 설치관 A λlNC 

」←
보강판 l A MNF/ l\!INC 

표 3.18-2 내부차폐 탱크 환경 요건 (Normal Operating Condition) 

Environmental Parameters Range & Duration 
Temperature, .C 10 - 50, Continuous 
Pressure, MPa 0.1, Continuous(b) 

Relative Humidity, % 5 - 90. Continuous 
Radiation: 30 Yr. TID, Gy 6.0XI017 n/cm2 

Chemical Spray NA 
Submergence None 

Aging (c) 

표 3.18-3 내부차폐탱크 냉각수 수질요건 

Chemical Parameters Design Spec. 
Sodium Nitrite/hydroxide pH (@ 25.C) 9.0 - 10.0 

Chlorine Ion (Cl-) , ppm o - 1.0 
Sodium Nitrite 400 - 1000 ppm N02-

표 3.18-4 내부차폐탱크/원자로용기집합체 연계위치 하중조건 (상부환형평판) 

Case Loading Fv Fh Mb Mt 
DWT -2260 +12 +55 

NOP DWT+TH -2260 -2012 -7689 
DWT+TH+P -2260 -688 -2246 

OBE 1555 849 314 
Seisrnic 

SSE 2222 1212 448 
DBPB BLPB 1176 182 6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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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5 내부차폐탱크/원자로건물 연계위치 하중조건 (하부환형평판 플렌지) 

Case Loading Fv Fh Mb Mt 
DWT +4224 +1419 - 1151 

NOP DWT+TH +4224 - 233300 +23660 
DWT+TH+P +4224 -235232 +24169 

Seismic 
OBE 1477 2036 2686 3 
SSE 2110 2908 4096 4 

DBPB BLPB 1385 858 2522 30 

표 3.18-6 내부차폐탱크 집합체 주요 구성 재료 및 중량정보 

Component Material Weight (kg) 
상/하부 환형평판 MDF A 508 Grade 3 Class 1 16,300 
내/외측 원통 MDF A 508 Grade 3 Class 1 32.200 
상/하부 바닥판 MDF A 508 Grade 3 Class 1 5,700 
차폐원통 MDF A 516 Grade 70 (or equivalent) 72,800 

차폐원통 연결 핀 MDF A 540 Grade B -
냉각수 기기냉각수 참조 13.100 

표 3.18-7 내부차폐탱크 냉각수 안내관 설명 

Item No. Size and Number Remark 

φ 
Main Pipe : 2" X 2 Each main feed water pipe branches into two 

Branch : 1!"X4 sprigs in the tank (intake pipes). 

@ 2"X2 Drain pipes (outlet pipes) 
@ 웅"X8 Each intemal shielding cylinder has four holes. 
@ 2"X8 Eight holes are minimum requirement. 

@ 2"X4 Four holes are minimum requirement. 

@ As small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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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8- 2 내부차폐탱크 집합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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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3 내부차폐탱크 냉각수 안내관 및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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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4 .ÄI-
〈그 SMART A-I 도; 

~~ 

4.1 생능해석 

4.1 .1 사건분류 및 허용기준 

l!1 
~ 안전해석 

SMART 연구로의 성능해석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대해 이루어진다.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이란 SMART 연구로의 전 수명기간 동안 요구되거나 목표로 하는 성능 

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 요건 및 기준에 의해 선정된 사건이다. 성능관련 설 

계기준사건은 SMART 연구로의 NSSS 설계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과도사건이며， 

사건의 발생 결과가 플랜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정상 운전 시보다 더 커서는 안 된 

다. 즉，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발생 결과로 인하여 별도로 기기를 교체하거나， 검사 

또는 시험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4.1.1 .1 사건분류 

SMART 연구로의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포함되는 NSSS 과도사건은 계획 및 계 

획되지 않은 사건들로 기동 운전， 출력 운전， 정지 운전 및 성능시험 운전중에 일어난 

다. 상기의 운전 모드중 기동 운전은 노심 기동 운전， 원자로 가열 운전 및 원자로 기 

동 운전으로， 출력 운전은 MCP 저속 운전과 MCP 중속 운전 및 MCP 고속 운전으로， 

정지 운전은 고온 대기 운전， 고온 정지 운전， 저온 정지 운전 및 핵연료재장전 운전으 

로 세분된다 (표 4.1-1 참조) . 그리고 SMART 연구로의 일반 운전 모드로는 분류되 

지 않지만 성능시험을 위한 자연순환 운전，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 운전， 급수펌프 1대 

정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건들도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포함된다. 

요건을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목록은 NSSS 설계의 시작점으로서 계통설계 

반영함과 아울러 SMART 연구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사건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분류는 기기 운전을 위한 NSSS 및 이차계통 공정 

변수 (즉， 압력， 온도， 유량 둥)의 정상 운전 범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NSSS 및 이차계통의 성능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SMART 연구로의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들은 그 사건이 발생하는 운전 모드에 따 

라 일반적인 범주로 분류한다. 이들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 사건들 및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수행될 일부 출력 운전 중 발생하는 사건들은 추가 사건 범주로 분류한다. 

출력 운전중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 요구되는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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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계통은 적절한 설정치를 가지고 자동 운전 모드에서 작동해야 하며 NSSS 공정 
변수들의 초기 조건은 플랜트 운전절차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SMART 연구로에 적용할 운전 모드에 따른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목록은 
아래와 같다. 

기동 운전 (0% - 20% 출력) 

노심 기동 운전 (0% - 0.1% 출력; 제 1 단계 기동 운전) 

정상시 1시간 이내에 원자로 노심을 미엄계상태 (0% 출력)에서 엄계상태(0.1% 

출력)로 전환. 

- 저출력 임계상태인 0.1%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원자로 가열 운전 (0.1% - 10% 출력; 제 2 단계 기동 운전) 

- 정상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를 최대 100 0

C/시간의 가열률로 증가.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고온상태인 1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원자로 기통 분천 (10% - 20% 출력; 제 3 단계 기동 운전) 

- 정상 출력 변화율 +1%/초의 급수 유량 변화. 

- 원자로 기동 운전 모드인 2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출력 운전 (20% - 100% 출력)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 (20% - 30% 출력) 

• 통상적인 NSSS 공정변수 변화를 겪는 정상상태 운전. 
정상 출력 변화율 :t1%/초의 급수 유량 변화. 

-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 모드의 3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 (20% - 50% 출력) 

통상적인 NSSS 공정변수 변화를 겪는 정상상태 운전. 
- 정상 출력 변화율 :t 1%/초의 급수 유량 변화.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 모드의 5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주냉각재펌프 고속 운전 (20% - 100% 출력) 

통상적인 NSSS 공정변수 변화를 겪는 정상상태 운전. 
정상 출력 변화율 :t1%/초의 급수 유량 변화. 

주냉각재펌프 고속 운전 모드의 10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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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문천 (0% 출랙 ) 

• 고온대기 운전 (Th는 200
0

C)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옹도를 최대 100
0

C/시간으로 냉각 . 

• 고온정지 운전 (90 0C <Th<200 0C)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를 최대 100
0

C/시간으로 냉각 . 

• 저온정지 운전 (Th드90
0

C)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를 최대 100 0

C/시간으로 냉각. 

• 핵연료재장전 운전 (Th드 60
0

C) 

• 핵연료 집합체 교체. 

문천 모드간의 천이 운전 

출력 운전 모드에서 주냉각재펌프 속도 전환 운전 

- 주냉각재펌프 고속 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으로 전환. 

-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으로 전환-

-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으로 전환.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고속 운전으로 전환. 

출력 운전 모드와 기동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 

출력 운전에서 기동 운전으로 전환. 

기동 운전에서 출력 운전으로 전환. 

기동 운전 모드와 고온대기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 

- 기동 운전에서 고온대기 운전으로 전환. 

- 고온대기 운전에서 기동 운전으로 전환. 

고온대기 운전에서 증기발생기 세척 운전으로 전환. 

고온대기 운전 모드와 고온정지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 

고온대기 운전에서 고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고온정지 운전 모드와 저온정지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

- 고온정지 운전에서 저온정지 운전으로 전환. 

• 저온정지 운전 모드와 핵연료재장전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 

저온정지 운전에서 핵연료재장전 운전으로 전환. 

성능 시험 운천 

• 자연순환 성능 시험 운전 

-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 (25% 출력)에서 자연순환 성능 시험 운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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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 성능 시험 운전 (25% 출력)에서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으로 전환. 

- 자연순환 성능시험 운전 중 출력 변화율 :t l%/초의 급수 유량 변화 (20% - 25% 

출력). 

- 자연순환 성능시험 운전 중 25%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 성능 시험 운전 

주냉각재펌프 고속 운전 (20% - 100% 출력)중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 운전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 (20% - 50% 출력)중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 운전. 

)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 (20% - 30% 출력)중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 운전

- 자연순환 성능시험 운전 (20% - 25% 출력)중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 운전. 

-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 성능시험 운전 중 출력 변화율 :t1%/초의 급수 유량 변화 

(20% - 75% 출력) .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성능시험 운전 중 75%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급수펌프 1대 정지 성능 시험 운전 

- 주냉각재펌프 고속 운전 (20% - 100% 출력)중 급수펌프 1대 정지 운전 

-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 (20% - 50% 출력)중 급수펌프 1대 정지 운전 

-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 (20% - 30% 출력)중 급수펌프 1대 정지 운전 

급수펌프 l대 정지 성능시험 운전 중 출력 변화율 :t l%/초의 

(20% - 50% 출력) . 

.::l /-‘ 
닝 T 

- 급수펌프 1대 정지 성능시험 운전 중 50%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4.1 .1 .2 허 용기 준 

유량 변화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 허용기준은 정상 운전에 대해서는 경보신호 발생 그리고 비 

정상 운전에 대해서는 원자로 비상정지 신호 발생 금지이다. 구체적인 허용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노심 기동 운전이나 원자로 가열 운전 그리고 원자로 비상정지 운전에 대해서는 표 

4.1 -3에 기술된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구체적 허용기준 중에서 어느 기준 및 선호 

가 특정한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과 관련되는지는 표 4.1 -2와 표 4.1 -3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 기동 및 출력 운전 중에는 정상상태 지속시 증기과열도는 40"C 이상을 확보 

해야 하며 운전 모드 천이 

한다. 그리고 표 4.1 -2에 

기간 중 이차계통 증기과열도는 10 0C 이상을 확보해야 
기술된 각 운전 모드에 적용되는 경보 신호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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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섬에서 충분한 열적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임계열속비 

(CHFR)가 최소 CHFR 이상이어야 하고 냉각재 비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능시험 운전중에는 표 4.1-2에 기술된 출력 운전 모드에 적용되는 원자로 비상정 

지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역시 노심에서 충분한 열적여유도를 확보하기 위 

해 임계열속비 (CHFR)이 최소 CHFR 이상이어야 하고 냉각재 비등이 허용되지 않 

는다. 

4.1 .2 전산코드 및 해석방법론 

SMART 연구로의 성능해석은 일체형원지-로 성능 및 안전해석 코드인 TASS/ SMR 

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TASS/SMR은 발전소 계통을 일차원 노드， 유로로 모델링하여 

전체적인 열수력 거똥을 파악하기 위한 코드이며， 일체형 원자로 고유 모델플이 구현되 

어 있다. 해석을 위한 SMART 연구로의 모텔은 그림 4.1 -1에 나타나 있으며 일차측 

과 이차측을 205711 의 노드와 218개의 유로로 모댈하였다. 이차측은 비대칭 사건 발생 

을 고려하여 4게의 섹션을 그대로 모델링했고 이에 따른 피꽁잔열제거계통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PRHRS) 도 4개가 모델링되어 었다. 

해석방법은 최적해석 조건을 이용하며 각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즉 각 사건마 

다 제어논리와 허용기준이 부가되며 헤석은 주어진 제어논리에 따라 수행된다. 출력운 

처의 경우 노심 출력의 제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1、이 제어기가 사용되며 출력 변경을 

위해 급수량의 제어가 수반된다. 

출력운전중 노심 출력제어는 주냉각재펌프의 속도에 따라， T 또는 T이 제어기에 의 

해 이 루어진다. 주냉각재펌프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일차냉각재의 유속이 빠르 

므로 T제어기로도 충분히 출력을 제어할 수 있지만 중속 또는 저속일 경우 부가적으로 

N 제어기가 통반되어야 노섬 출력의 제어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T이 제어는 고온측 

온도와 노심 출력을 그림 4.1 -2의 고온측 기준온도 프로그램 (그림 4.1 -3)의 제어논리 

에 의해 제어하는 것으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제어봉 구동이 이루어진다. 

!::.T , !::.N u= -n~ + ...... ,.: T 3 ' 2 

여기서 !::.T= Thot - T ref 이 고I fjN= 서11".'1 - Q F' 1I ’ 이다. 그리고 분모의 3과 2든 T 

제아기의 :i: 3
0

C 와 N 제어기의 :1:2%의 dead band를 의미한다. 제어봉 구통신호의 X 

대값이 l 이상이 되면 제어봉은 초당 0.25mm 씩 삽입 또는 인출되어 노심의 출력을 제 
어하게 펀다. 

출력운전중에는 표 4.1 -2와 같은 경보J예비보호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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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증기의 과열도는， 정상상태시 40 0C 과도상태시 10 0C 이상으로 유지되어 터빈의 손상 

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정상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특히 고출력， 가압기 고압력의 경우 예비보호신호 

(prescram sginal)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에는 제어봉 구동장치에 의해 초당 2mm로 제 
어봉의 삽입이 이루어져 출력을 급속히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계통이 다시 정상운전 

범위로 돌아오면 예비보호신호는 해제된다. 

기동운전의 경우 노심기동운전과 가열운전에 각각 고유한 제어논리가 사용되며 이에 

대한 허용기준은 표 4.1 - 2에 나타나 있다. 

노섬기동운전시 제어봉 구동 제어는 출력배가시간 (power doubling time : 노심출력 
이 두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40초 부근으로 유지하는 그림 4.1 -4의 제어논리를 이 

용한다. 이때 dead band는 :t2초이다. 즉 제어봉 구동장치는 설정된 출력배가시간과 

실제 배가시간과의 차이가 :t2초를 넙기면 제어봉을 구동시킨다. 

가열운전에서는 원자로 냉각재의 가열을 일차측에서 생산되는 열보다 이차측으로 빠 

져나가는 열을 적게 하여 남는 열을 이용한다. 이를 위한 제어논리가 그림 4.1-5에 나 

타나 있다. 이때 설정 출력을 두 단계로 하는 이유는 이차측 증기발생기에서 비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일차측의 가열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4.1.3 성능해석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은 크게 출력운전， 운전모드간의 천이운전， 기동 및 정지운전， 

그리고 성능시험운전으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성능해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4. 1.3.1 출력운전 

SMART 연구로의 주냉각재펌프는 회전속도에 따라 고속 (3600rpm) , 중속 

(1800rpm) , 그리고 저속 (1100rpm)의 세 가지 운전 모드가 있다. 출력운전은 이 세 

가지 모드에서 모두 이루어지며 각 모드 허용 범위에서 출력을 변경하는 출력증감발운 

전과 비상정지운전이 있다. 

4.1 .3.1.1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 중 출력증감발운전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에서는 100%에서 20% 사이에서 출력증감발운전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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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주기에 따른 열수력 현상은 거의 유사하므로 주기초 (BOC)에 대해서만 해 

석하였다. 해석을 위한 초기값은 표 4.1 -4에 정리되어 있다. 운전시작과 동시에 급수 

유량을 초당 1%로 100%에서 20%까지 감소시킨다. 출력이 감소하여 안정화되면 다시 

급수유량을 정격유량으로 초당 1%씩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출력은 다시 증가하게 되 

고 과도상태가 안정화되면 해석을 끝마치게 된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출력은 

그림 4.1-6에서 처럼 약간의 진동을 거쳐 목표값을 잘 추종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으 

며 최고값은 107.8%이었다. 그리고 고온측의 기준온도가 급수량의 변화， 즉 출력 설정 

값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면 설제 증기발생기 입구의 온도가 기준온도를 따라 변화하였 

다. 그림 4.1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는 변화에 대한 응답성능이 느리므로 안정화 

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출력을 높이면 기준 온도 또한 높아지고 증기발생기 업구 

의 온도도 이에 따라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1 -7의 이차측 거동을 살펴보면 급 

수량에 따라 주증기가 요구되는 과열도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기의 과열도 

는 출력이 낮아지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1 .3. l.2 주냉각재펌프 중속운전중 출력증감발운전 

주냉각재펌프 중속에서는 50%에서 20% 사이에서 출력증감발운전이 이루어진다. 해 

석을 위한 초기값은 표 4.1 -4에 정리되어 있다. 운전시작과 함께 급수유량을 초당 1% 

로 50%에서 20%까지 감소시킨다. 출력이 감소하여 안정화되면 다시 급수유량을 정격 

유량으로 초당 1%씩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출력은 다시 증가하게 되고 과도상태가 

안정화되면 해석을 끝마치게 된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냉각재펌프가 고속일때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출력은 그림 4.1 -8에서 보듯 약간 

의 진동을 거쳐 목표값을 잘 추종하였으며 최고값은 58%이었다. 그리고 고온측의 기 

준온도가 변경되면 실제 증기발생기 입구의 온도가 기준온도를 따라 얼마간 시간지연 

을 가지고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8). 이차측의 거동 역시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시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성능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 9). 

4. l.3.1 .3 주냉각재펌프 저속운전중 출력증감발운전 

주냉각재펌프 저속에서는 30%에서 20% 사이에서 출력증감발운전이 이루어진다. 해 

석을 위한 초기값은 표 4.1 -4에 정리되어 있다. 운전시작과 함께 급수유량을 초당 1% 

로 30%에서 20%까지 감소시킨다. 출력이 감소하여 안정화되면 다시 급수유량을 정격 

유량으로 초당 1%씩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출력은 다시 증가하게 되고 과도상태가 

-1083 -



안정화되면 해석을 끝마치게 된다. 주냉각재펌프 저속운전에서는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출력이 안정화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를 감안하여 해석시간을 다른 

모드에 비해 조금 늘여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모드에 비해 

해석상의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출력수준과 펌프의 속도등을 감안할 때 예상되 

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림 4.1← 1이 요구되는 성능도 잘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4.1-11). 출력증감발운전에 있어서 노심유량은 그림 4.1 - 12에서처럼 주냉 

각재펌프의 모드에 따라 적절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운전 전반에 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림 4.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3.1.4 비상정지운전 

SMART 연구로 정지운전은 출력 운전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운전과 사고시 발전소의 보호계통 설정값 초과에 의한 정지 신호 또는 수동 

의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비상정지 운전으로 구분된다. 비상정지 운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계통의 고장등에 의해 원자로가 비상정지된 후 비상운 

따라 수행된다. 이 경우 터빈이 정지되고 이차계통이 유효하면 이차계통 

신호에 

은 원자로에 

전 절차서에 

을 이용하고， 

본 해석에서는 

정상정지 

정지 

그렇지 않으면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작동시켜 원자로를 냉각시키게 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하는 비상정지운전에 대해 해석하였다. 

비상정지 운전은 주냉각재펌프의 각 운전 모드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초기 

값은 출력증감발운전 때와 같다 (표 4.1 -4 참조) . 해석은 원자로를 정지시킴과 동시에 
시작된다. 제어봉의 낙하가 이루어지면 원자로가 정지되고 출력이 정격출력의 7.2% 

수준으로 떨어지면 붕괴열 모드로 전환하게 된다. 이때 이차측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해 열제거가 이루어지고 네 개 트레인중 두 개만이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해석에 사 

용된 붕괴열 모델은 SMART 연구로용 붕괴열 모델이다. 붕괴열 곡선은 출력운전시간 

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본 해석에서는 BOC의 것을 이용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심의 출력은 그림 4.1 - 14에서와 같이 원 

자로정지와 동시에 급격히 낮아지며 6초 이내에 모두 붕괴열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운전 모드에 관계없이 유사한 거동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냉각재의 온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림 

4.1 - 15) 초기에는 주냉각재펌프 모드에 따라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 - 16의 노심 유량은 냉각재펌프가 정 

지하여 관성서행함에 따라 급격히 줄어 자연순환 유량에 접근하며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밸브가 열리면 이차계통에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약 1분이 지나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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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었다. 비상정지 운전 중 CHFR은 항상 1.3 이상으로 유지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그림 4.1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3.2 운전모드간의 천이운전 

SMART 연구로의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에서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출력 운전 모드에서 주냉각재펌프 속도 전환 운전으로， 주냉각재펌프 고속 운 

전과 중속 운전 사이의 전환 운전과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과 저속 운전 사이의 전환 

운전이 있고， 출력 운전 모드와 기동 운전 모드간의 천이 운전이 있다. 그리고 기동 

및 정지운전에서의 천이 운전이 있는데， 기동 운전 모드와 고온대기 운전 모드사이， 고 

온대기 운전 모드와 고온정지 운전 모드 사이 고온정지 운전모드와 저온정지 운전 모 

드， 그리고 저온정지 운전 모드와 핵연료재장전 운전 모드사이의 전환 운전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능 시험 운전 중 자연순환 성능 시험 운전에서 주냉각재펌프 저속 모드 

와 자연순환 모드 사이의 전환 운전이 있다. 

위에서 열거된 천이 운전 중 주냉각재펌프의 속도 전환 운전은 실제 코드 모사를 통 

해 계통이 적절한 운전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 

지만 기동 및 정지 운전 중 고온대기 고온정지 저온정지 그리고 핵연료재정전 운전 

모드 사이의 전환 운전은 일련의 정지운전 절차에서 냉각재의 온도 조건에 따라 이름 

을 붙인 천이 운전이므로 따로 성능을 분석할 펼요 없이 정지운전 해석에서 그 성능이 

논의되면 된다. 출력 운전 모드와 기통 운전 모드 사이의 천이 운전 역시 일련의 출력 

증가 운전 과정에서 20% 출력을 경계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기동운전을 거쳐 

원자로의 출력이 20%에 도달할 때 까지가 기동운전이고 여기서 더 출력을 높이게 되 

면 출력운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냉각재펌프의 속도 전환 운전을 해 

석하고 그 결과를 토의하였다. 

주냉각재펌프의 속도 전환은 냉각재 유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력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고속 모드와 중속 모드 사이의 전환은 출력 50%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 

고 중속 모드와 저속 모드 사이의 전환은 30% 이하에서 그리고 저속 모드와 자연순환 

모드 사이의 전환은 설계상 25%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각의 전환 운전의 초기 

조건이 표 4.1-5에 정리되어 있다. 본 해석에서는 주냉각재펌프의 각 속도 모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출력을 초기값으로 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해석 시작과 함께 

주냉각재펌프 한대의 모드를 변경시킨다. 이때 속도 변경율은 초당 30RPM으로 한다. 

이후 100초가 지난 다음 나머지 한대의 속도를 변경한다. 이후 계통이 안정화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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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모드를 역순으로 변경한다. 

속도에 따 펌프의 유량은 그림 4.1 -18처 럼 노심의 결과 펌프 속도 전환 운전시 해석 

다만 정지 모드와 자연순환 모드 사이의 전환 운전에서는 라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노섬 유동이 다른 경우에 비해 불안정하였다. 펌프의 구동력이 작거나 없기 때문에 

三조 
'-비교적 유량이 있는데 변화에서도 볼 수 려

 「
츠
 
E 영 향은 그림 4.1 -19의 러한 유량의 

크지 않으나 주냉각재펌프 정지와 자연순환 경우에는 속도 전환시의 출력 편차가 그리 

출렁거리는 것을 확인할 크게 비교적 출력이 모드가 바뀔 때 모드 사이에서는 펌프의 

이차측 주증기 과열도는 그림 4.1 -20에서와 같이 대부분 요구되는 값을 만족 수 있다. 

하는데， 자연순환 모드에서는 요구되는 과열도가 나오지 않았다. 

전환 운 운전 중 주냉각재펌프 속도 이상에서 SMART 연구로 운전 모드간의 천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운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자 전을 살펴보았다. 

적절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연순환 관련 운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 

해석 방법론 또는 설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1 .3.3 기동 및 정지운전 

4.1 .3.3.1 기동 운전 

출력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기동 운전이란 터빈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원자로의 

도달시키는 노심 기동 운전은 노섬을 엄계상태에 SMART 연구로의 과정을 말한다. 

열을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를 가열 및 가압하는 원자로 가열 운전， 기동 운전과 노심 

도달 있는 상태까지 그라고 노심 출력을 20%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터빈을 가동할 수 

본 절에서는 BOC 조건에 운전 모드로 분류된다. 

대해 SMART 연구로 기동 운전을 해석하였다. 

가지 하는 원자로 기동 운전의 세 

노섞 기통 운전 

노심 기동 운전이란 제어봉을 인출하여 원자로가 미임계 상태에서 임계 상태로 되는 

출력배 기술된 제어논리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4.1 .2절에 일련의 과정이다. 

표 4.1-6의 초기값을 이용하였으며 해석결과 1시간 설정값은 40초로 하였다. 가시간의 

출력배가 노심의 출력이 0.1%에 도탈하여 임계상태에 이르렀다 (그림 4.1-21). 이내에 

시간이 적절히 제어되어 노심이 임계상태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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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가열 운천 

원자로 가열 운전이란 저온 또는 고온의 정지 운전 조건에서 최종적으로 10% 출력 

운전 조건까지 원자로를 가열 및 가압시키는 운전을 말한다. 원자로 가열 운전은 다음 

과 같은 절차로 시작한다. 

제어봉 제어그룹을 제어논리에 따라 인출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를 가열한 

다-

- 환형공동의 수위는 냉각재의 온도가 180 0

C 에 도달할 때 까지 초기 수준을 유지한다. 

이차계통의 증기 압력 및 온도가 0.8MPa 및 180 0

C 에 도달하면 터빈 밀봉 및 복수기 

진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터빈 밀봉계통 및 중기분사식 공기 추출기로 증기 공급을 

시작한다. 

-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가 200 0

C 에 도달하면 질소가스를 충전하여 냉각재의 가압을 실 

시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가 220 0C 이상이고 증기압력이 1.6MPa 이상 

이 되면 증가압력제어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을 바꾸며， 기동냉각기 

Cstartup cooling device) 차단밸브를 잠그고， 과열증기를 터빈우회밸브 및 우회증기 

냉각기를 통하여 직접 복수기로 방출하여 냉각 및 응축시킨다. 

- 제어봉 인출로 인한 출력 증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가 약 

300
0

C 에 도달하면 SMART 연구로 제어계통은 이 온도로 안정시킨 후 원자로 가열 

운전 완료 신호를 발생한다. 

원자로 가열 운전 제어논리는 4.1 .2절에 정리되어 있고 해석을 위한 초기조건은 

표 4.1 -6에 나타나 있다. 가열 운전의 초기 조건은 노섬 기동운전의 완료 조 

건이다. 

가열 운전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해석이 시작되면 가열운전 제어 

논리에 따라 설정출력과 실제출력을 비교하여 제어봉을 인출한다. 이때 설정출력은 처 

음에는 이차측 냉각재 조건이 과냉조건이므로 급수유량은 10%이지만 출력은 이보다 

낮게 설정하여도 냉각재의 가열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초기 설정출력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 5%로 결정하였다. 이후 냉각재의 가열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 

이차측이 이상유동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전달되는 열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냉각재의 가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심의 출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 

해 설정출력을 15%로 높여서 해석을 진행한다. 이후 냉각재의 온도가 목표값에 근접 

하면 제어봉의 인출을 멈추게 된다. 가열운전중 냉각재의 온도가 180
0

C 가 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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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형공동의 수위를 초기값으로 유지하는 수위제어운전을 행한다. 이후 냉각재의 온 

도가 더 높아져 200
0

C 에 도달하면 질소 충전 운전을 통해 냉각재를 가압한다. 

충전율은 O.1kg/s로 하였고 가열운전 종료시점의 최종 압력이 정상운전 조건이 되도록 

민감도 분석을 행한 결과 충전 운전은 냉각재의 압력이 l 1.8M해이 될 때까지 수행하였 

다. 이차측에는 초기에는 과냉액체가 흐르다가 운전이 지속되면 이상유동을 거쳐 과열 

증기가 생산된다. 이때 생산되는 증기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증기압 제어 운전이 수 

반되어야 한다. 본 해석에서는 BOP 부분을 경계조건으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므 

로 이차측의 조건을 두단계로 나누어서 제어하였다. 먼저 일차냉각재의 온도가 220 0C 

이하에서는 이차측의 압력을 0.8MPa로 유지하고 그 이상에서는 1.6MPa이 되도록 하였다. 

해석 결과 노심의 출력이 의도한 대로 두 단계의 설정값을 추종하여 (그림 4.1 - 22 참 

조) 냉각재를 거의 일정한 비율로 가열할 수 있다. 그럼 4.1 -23처럼 냉각재의 가열에 

따라 이차측 증기발생기를 통해 흐르는 과냉 급수는 점차 온도가 올라가 해석 시작 약 

1.3시간 후에는 과열증기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가압기의 압력은 초기 수위제어 

전의 영향으로 약 1시간 까지는 거의 일정하다가 냉각재 온도가 200
0

C 에 도달한 후 시 

행된 절소 충전 운전으로 인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위제어운전이 끝나면 가압기 

주변공동， 중간공동 그리고 중앙공동이 차례로 냉각재의 수위가 생기는 것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가압기의 압력은 약 15MPa에 도달하고 냉각재의 온도는 운전 3.3 

시간 만에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평균 가열율은 대략 

질소 

。

τ
 

6TC까1 로 나타났다. 

SMART 연구로의 가열 운전 결과 목표대로 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은 운전 가능 영 

역에 도달했고 이차측에서는 과열증기가 생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자로 기동 운천 

원자로 기동 운전이란 원자로 가열운전 완료 후 터빈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 

져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운전 단계에서 증기 

발생기 입구 옹도 및 노심 출력은 ‘온도제어‘ 및 ‘출력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된다， 

10% 출력 수준에서 운전원은 복수기에 충분한 진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한 후 급수 유 

량을 10%에서 20%까지 증가시킨다. 급수 유량이 20%가 되고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상태가 정상 운전 설정치로 안정화되면 제어계통은 터빈 기동 허용선호를 

발생시키고 운전원은 터빈 기동 오일펌프를 기동시킨 후에 터빈을 가동시키고 발전기 

와 동기화 한다. 20% 급수유량 조건에서 노섬 출력이 안정화되고 터빈 발전기를 통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면 SMART 연구로 제어계통은 원자로 기동 운전 완 

료 선호를 발생시킨다. 원자로 기동 운전의 완료 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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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급수유량은 정격 급수유량의 20%가 되어야 한다. 

- 증가발생기 출구에서의 증기압력 온도 및 유량이 설정된 값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 

노심 출력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변수들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한다. 

원자로 기동 운전을 위한 초기 조건은 가열 운전이 종료된 시점으로 표 4.1-6에 정 

랴되어 있다. 해석 시작과 함께 급수량을 출력운전시와 같이 초당 1%로 10%에서 

20%까지 증가시킨다. 그러면 T이 제어기에 의해 출력이 제어된다. 이때 이차측의 

주증기압력 설정값을 3.25MPa로 높여 터빈의 기동에 대비한다. 

해석 결과 급수유량을 높여 출력 설정값을 높이면 그림 4.1 -25에서와 같이 실제 출 

력이 잘 추종하였다. 냉각재 온도 또한 설정값을 잘 따르며 약 400초 정도에 계통이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차측의 주증기 과열도는 그림 4.1-26에서와 같이 

설정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떨어지지만 여전히 요구되는 값보다는 높은 수준의 값을 유 

지하였다. 

4.1 .3.3.2 정지 운전 

정지 운전은 출력 운전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자로를 정지냉각시키는 정상정지 운 

전과 사고시 발전소 보호계통 설정치 초과에 의한 정지 선호 또는 수동 정지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를 정지냉각시키는 비상정지 운전으로 구분된다. 

정상 정지 운전은 출력 운전 모드로부터 급수유량을 정격출력 급수유량의 10%로 감 

소시킴으로써 노섬 출력을 감소시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운전이다. 이 경우 터빈발전 

기가 정지되므로 소내에서 사용할 전력은 외부로부터 공급된다. 정상 정지 운전시 원 

자로 냉각운전은 기동 운전의 역방향으로 수행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를 최대 

100
0

C/시간 이내의 냉각률로 냉각시킨다. 반면 비상정지 운전은 원자로에 사고가 발 

생하여 원자로가 비상정지된 후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 수행된다. 이 경우 터빈발전기 

가 정지되며， 소내에서 사용할 전력은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필요시 

외부로부터 공급된다. 운전원은 비상정지 후에 비상정지 명령을 내린 원인을 제거함으 

로써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다. 

SMART 연구로에 피동잔열제거계통 및 정지냉각계통을 도입함에 따라 정지 운전 

모드는 고온대가 운전， 고온정지 운전， 저온정지 운전 및 핵연료재장전 운전으로 나쉰 

다. 원자로가 정상적인 정지 또는 사고로 인한 비상 정지 시 이차계통 혹은 피동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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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계통을 이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를 고온대기 운전 온도 

(Thot르 200
0

C) 까지 냉각시킨 후， 고온정지 운전 온도 (90 0C <Thot<200 0C) , 저온정지 운 

전 온도 (Thot 드 90
0

C) 및 핵연료재장전 운전 온도 (Thot드 60
0

C) 까지는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하여 냉각시킨다 

정상 적지 운천 

본 절에서는 정상정지 운전 중 고온대기 운전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 

한 초기조건은 표 4.1 -6에 정리되어 있으며 원자로 기동운전 초기조건을 이용하였다. 

해석이 시작되면 냉각운전 제어논리에 따라 설정출력과 설제출력을 비교하여 제어봉을 

인출한다. 초기 설정출력을 6.5%로 설정하였다. 이후 냉각재의 냉각으로 인해 온도가 

떨어지면 설정출력을 0.5%로 낮추어 해석을 진행한다. 해석은 냉각재의 온도가 200 0C 

에 도달할 때까지 수행한다. 

초기에 

냉각률 

고온 대기 

인해 

약간의 

해석 결과 그림 4.1 -27에서 처럼 급수유량보다 낮은 출력 설정값으로 

냉각재의 온도가 일정하게 냉각되었고 이차측의 조건이 바뀌는 시점에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냉각률 75
0

C/시간으로 냉각재가 냉각되어 

조건에 도달하였다. 

비삿 적지문천 

운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원 본 절에서는 기동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자로 기동운전이 종료된 시점과 원자로 가열운전이 종료된 시점을 초기조건으로 하였 

다 

해석 결과 원자로 그림 4.1→28에서 보듯 정지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출력이 급감하 

여 붕괴열 수준으로 떨어지며 그림 4.1 -29의 냉각재 온도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노심의 붕괴열을 일차측의 자연순환과 이차측의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해 

제거하며 안전하게 정지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30과 4. 1.31 참조) . 

4.1.3.4 성능 시험 운전 

SMART 연구로의 출력운전이나 기동 및 정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운전들로는 자연순환 운전， 증기발생기 1섹션 차단 운전 및 급수펌프 l대 정지 우처 두 '\.!.._ ~ u 

이 있다. 이러한 비정상 출력운전들은 운전 모드에서 제외하고， 대신 출력 운전 중 성 

능시험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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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3.4.1 자연순환 성능 시험 운전 

자연순환 성능 시험 운전은 모든 주냉각재펌프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운전원이 펼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자연순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수행 

되는 운전이다. 이 시험 운전 중 노섬 출력은 20%에서 25%까지 변화하며， 이때 출력 

변화율은 :t1%/초의 급수 유량의 변화에 의해 자동으로 변화하게 된다. 노심 출력의 

제어는 T이 제어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초기조건은 표 4.1 -7에 정리되어 있으며 펌프 

속도 전환 운전을 통해 얻어졌다. 

해석 결과 그림 4.1 -32처럼 출력을 감소시킬 경우 비교적 요구되는 성능을 보이나， 

출력을 높이면 증기과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출력이 설정 

값에 못 미치고 (그림 4.1 - 33 참조) 노심의 유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인데 향후 개선되 

어야 할 부분이다. 

4.1 .3.4.2 증기발생기 1섹션 격리 성능 시험 운전 

출력 운전 중 증기관이나 급수관 또는 증기발생기 튜브가 손상되어 냉각수 누설이 

발생할 경우， 누설이 발생한 섹션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출력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 

를 시험하기 위한 운전이다. 운전원이 상기 배관들에서의 누설을 탐지하게 되면， 운전 

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급수 유량을 75%로 급속히 감소시킨다 (75% 이상에서 출 

력 운전이 진행된 경우) . 그 후 공정 변수가 안정화된 시점에서 증기 및 급수 섹션차 

단밸브들을 작동시켜 증기발생기 1섹션을 차단시킨다. 그 후 20%에서 75%사이의 출 

력 운전이 가능한가를 시험하며， 출력 변동은 최대 :t 1%/초의 속도로 한다. 본 절에서 

는 주냉각재펌프 고속 모드에서의 증기발생기 1섹션 격리 운전을 해석하였다. 노심 출 

력의 제어는 T 제어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초기조건은 표 4.1-4의 주냉각재펌프 고속 

모드를 이용하였다. 

해석 결과 그림 4.1 -34와 같이 노섬 출력과 냉각재 온도는 의도한 바 대로 설정값을 

잘 추종하였다. 이차측의 급수 및 주증기 유량도 그림 4.1 -35처럼 섹션 격리밸브가 닫 

히면 나머지 섹션들로 재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격리된 증기발생기 섹션 

이 있는 트레인의 주증기 과열도가 요구되는 것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차측으로의 열전달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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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4.1 .3.4.3 급수펌프 1 대 정지 성능 시험 

한 대의 운전중 급수펌프 1대가 고장나 정지되는 경우， 정상 작동중인 나머지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운전이다. 

려
 「

-
죽
 

t 

급수펌프 급수펌프만으로 출력 

감소시킨다 (50% 급수 유량을 50%로 급속히 정지시 발생되는 출력감발신호에 의해 

이상에서 변수가 안정화됨에 따라 20%에서 

가능한가를 시험하며， 출력 변동은 :t 1%/초의 

SMART 연구로가 50%출력 이하에서 운전 중 급수펌프 1대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 

조치 없이 운전 가능한가도 시험한다. 본 해석에서는 출력 100%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에서 급수펌프 1대 정지 성능 시험운전을 수행하였다. 노심 출력의 제어는 역 

시 T 제어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초기조건은 표 4.1 -4의 주냉각재펌프 고속 모드를 이 

용하였다. 

한다. 않
 

그 후 공정 운전이 진행된 경우) . 

운전이 랩
 

F 

러
 「

-
죽
 

t 

50%사이의 

도의 

잘 작동하여 출력이 50% 조건에서 안 

보듯 요구 이차측 역시 그림 4.1 -37에서 

결과 그림 4.1 -36처럼 출력급감발계통이 

정화되었으며 이후 설정값을 잘 추종하였다. 

되는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운전 중 비상정지운전 4.1.3.4.4 성능 시험 

성능 시험 운전 중에도 원자로를 정상적으로 정지시키는 정상정지운전과， 사고 등이 

발생하여 발전소 보호계통 설정값 초과에 의한 정지선호 혹은 수동정지신호에 의해 원 

자로를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운전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주냉각재펌프 고속운전 중 

증기발생기 1섹션 격리 성능 시험 운전 중 발생하는 비상정지운전에 대해 해석하였다. 

해석을 위한 초기 조건은 표 4.1 -7에 정리되어 있듯이 증기발생기 한 섹션이 격라된 

75% 출력 상태이다. 

결과 출력은 그림 4.1 -38에서와 같이 원자로정지 후 약 5초 만에 붕괴열 수준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 

해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냉각재의 압력 및 온도 또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에 온도와 압력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개의 증기발생기 섹션만으로는 열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유량은 비상정지 후 약 60초 정도에 안정화되며 안전성에 

다만 운전 초반 

붕괴열에서는 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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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없다 (그림 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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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SMART 연구로 운전 모드 

운전 모드 
반응도 정격 열출력(1) SG 입구 온도 
(Keff) (Nnom), % (Thot) , oc 

노섬 기동 운전 는0.99 Nnom드 0.1 

기동 운전 원자로 가열 운전 는 0.99 0.1드Nnom드 10 

원자로 기동 운전 는0.99 10드Nnom드 20 

주냉각재펌표 
는 0.99 20드 Nnom :드 100 

」-L1=A~r 긴 。~~

출력 운전 
주냉각재펌표 

는 0.99 20드Nnom드 50 
극u느 죠 --1; 으 1L」 처 '--'-

주냉각재펌프 
~0.99 20드Nnom드 30 

저속 운전 

고온대기 운전 <0.99 ~200 

고온정지 운전(2) <0.99 90<Thot<200 
저온정지 운전(2) <0.99 드90 

핵연료재장전운전(3) - 드 60 

(1) 붕괴열은 제외함 
(2) 중앙덮개의 환형밀봉체가 용접되어 있음 
(3) 중앙덮개의 환형밀봉채가 용접되어 있지 않음 

-1094 -



표 4.1-2 원자로보호계통 정지 및 경보 설정치 

계측 및 제어 변수 
설정치 

운전모드 
경보 예비보호 정지 

1 출력증배계수， 초 • 25 노심기동운전 

• 41.84 원자로가열/기동운전 

2 노심열출력，% 
• 45 • 45 • 46.8 MCP 저속운전 
• 55 • 55 • 66.8 MCP 중속운전 
• 108 • 108 • 116.8 MCP 고속운전 

• 46.8 
MCP 저속운전 

• 2%/s 

3 가변과출력，% 
• 66.8 

MCP 중속운전 
• 2%/s 
• 116.8 

MCP 고속운전 
• 2%/s 

4 증기발생기입구온도， OC • 320 • 335 출력운전 

5 가압기 압력，MPa 
• 13 • 11.92 

출력운전 
• 15.8 • 15.8 • 16.10 

• 78.77 2 MCP, 고속 
6 MCP 회전속도，% • 40.14 2 MCP, 중속 

• 26.12 2 MCP, 저속 

7 증기발생기 증기압，MPa 
• 4.0 • 4.49 출력운전 

• 2.5 • 1.88 출력운전 

8 二닙그 -J「‘ % 그 ‘강t ， ~ ‘/。 • 9.8 출력운전 

9 터빈속도， rpm 
• 3780 

CHFR*. -, 1.42 

10 SCOPS LHR*, W/cm 348 

제어봉 위치차， mm 40 
.11 수동 

* 안전해석 설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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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 

사건 벙주 설계기준사건 사건 기술 허용 기준 

심정을상시! 미태 I임시 (계0간1상%태 이내에 원 출자력로)에 노 원자로 가동제동어 및논 조 출리건익 준비 라 
(0% 서 

후 선택된 에 따 노발생심 급 기지동 운전 관련 경보신호 

노심 l 기%기농동 출-훈력 운전;선 제) 임계상 출력)로 전환 제어봉 이 력 제어 
(0%-0. 로 임계상태에 도달 1 단계 

나 저서출 원력자로 임계 비상상태정인지 0.1% 출력에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입 정지상태 도달 

2‘ 가 정재어상 온시도룹 원자 최로대냉각 10재0'(계/통시의간의 냉각 가 원자로 가열 운전 관련 경보선 

원자로 가열 운전제 율로 증가 호 발생 금지 

(0.1%- 10% 출력， 
2 단계 기동 운전) 

나 
원자인̂l로냉각재계 력통 서 냉각재 자 고용상 상 
태정 10% 출에 원로비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용 삽입 정지상태 도달 

수정상 유 출량력 변화 변(화제융 3단 +계1%)/초의 급 급수} 유증동량가을 1%/초로 10%에서 주정냉각재펌프 저 금속지 운전 관련 3. 20%로 

원자로 가동 운전제 터빈 7 보신호 발생 

(10%-20% 출력。; 
원 저속자로 운 비전상 모정드지의 20% 출력에서 원터자로 비상정지시 작 제동어봉 삽입， 선냉정지태각된 가 및능 알 P고R리H즘RS에에 따 의라한 원자 장로기 3 단계 기동 전) 나 

빈 정지， PRHRS 동 

통상겪적는인 NSSS 공 운정전변수 변화 주냉각S찌내셰 공%에갱정사서프연이 변수S 져l을화ξ。.'>:. 운생신중인 20% 주관냉련각 정재보펑선프호 저 발속생 금 출지력 운전 
를 정상상태 N 와SSS 'õ- ^J \'i-'T ~ol 정상상 출태력에 운서전 

범위 
4. 

주냉각재펌프 저속 
나수 정상 유량 출력 변화 변화율 土1%/초의 급 주유와냉량 3각0을%재사 t펑l이%프/의초 저로 노속심 증가 운 출전력 혹중에은인서 감 급 2소0수% 주관냉련각 경재보펌신프호 서 발속생 금 출지력 운전 

(20%-30% 출력) 

다 저원속자로 운전 비상 모정드지의 30% 출력에서 원자빈로 비상정지시 작 제동어봉 삽입， 
터 정지， PRHRS 

선지택각된 알고리즘에 따 의라한 원자 장로 
정냉 가 및능 PRHRS에 기 

가 통상겪적는인 NSSS 공 운정전변수 변화 주의냉가S g내재f 공예앵정 사셔프연이 연수의 중화융속。 노 운신션 상중상 층인대역 20% 주냉각재펌프 중발속생 출력 운전 
를 정상상태 NSSS 'õ- ^J \I1.-'T â ol 정 에 운서선 관련 경보선호 금지 

범위 
5 

주운냉전각재펌프 중속 나 정상 출력변화 변화율 :t l%/초의 급 주유와냉량 50을각%재사 ±펑l이%프/의초 중로 노속심 증가 운 출전력 혹중에은인서 감 급 2소0수% 주관냉련각 정재보펌선프호 중 발속생 금 출지력 운전 
(20%-50% 출력) T /」 7 。「 그?ι 

다 중원속자로 운전 비상 모정드지의 50% 출력에서 원터자벤로 비상정지시 작 제동어봉 삽입， 
정지， PRHRS 동 

선정지각택된 및 알 P고R리H즘RS에에 따 의라한 원자 장로기 
냉 가능 

가 통%낸'í;l"τ인 NSSS 풍 딘r정변」수 변화 주와냉가S l내m제 공얘%명갱서사프연。 연1수의 고펴툴속。1 노 운 갱싱전상중상 층인대혁 20% 주관냉련각 경재보펌선프호 고 발속생 금 출지력 운전 
를 정상상태 NSS 에 운서전 

범위 
6. 

주수와냉 유 I각m량재%올펌사프 t이l의% 고/초속 노로심 운 증 출전가중력에인 혹서은 20 급 감% 주운냉전각재펌프 고속 나 정헐출력 변화율 :t 1%/초의 급 주관냉련각 경재보펌신프호 고 발속생 금 출지력 운전 
(20%-100% 출력) 수 량 변화 

-λ‘‘-

다 고속 운전 모드의 100% 출력에 원자빈로 비상정지시 작 제동어봉 삽입， 선정택지각된 및 알고 PR리H즘RS에에 따 의라한 원자 장로기 
서 원자로 비상정지 터 정지， PRHRS 냉 가능 

7.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 $에용자상하냉여쩨갱각용지{ 원예시지 읍q 피수응왼용냉 냉 유진각향영찌 )에예거옹 조의매R동함 냉 옹으각호 이계 
고온대가 운전 가 도를 최대 1oot/시간으로 냉각 선택된 열고리즘에 따라 냉각 
(Th~2ootl 

온도 감소 

8‘ 7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원자로냉 
고온정지 운전 } 도를 최대 100'(/시간으로 냉각 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 감소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냉각 
(90 'C <Th-<;2oo 'C l 

9. 7 원자로냉각재제동의 냉각재 온 정지냉각계통율 이용하여 원자로냉 
저온정지 운전 } 도를 최대 100'(/시간으로 냉각 각재져l 통의 냉각재 온도 감소 

선택된 열고려즘에 따라 냉각 
(Th-<;90 'C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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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계속) 

사건 벙주 섣계기준사건 사건 기술 허용 기준 

10 3지냉각l찌의짧용냉응각짧쩨 이용온하도여강 인자호냉 
핵연료재장전 운전 핵연료 집합셰 교치1 화 재계계통통 소 선택된 암고리즘에 따라 수행 

(ThS60t) 정핵연료 집 
주냉각각재재펌프 고속 운전에서 주 
냉 펌프 중속 운전으로 전환 

50% 각로 출재력 차펌례 이프로하의 고속 운전 모드에서 주냉전 속환도를 고속에서 중 
소，-。 

주냉각정재보펌선프호 중속 금 출지력 운전 
관련 발생 

주냉냉각각재재펌펌프프 저속 중속 운전 운으전로에서 전환 주 30% 각로 출재력 차펌례프 이로하의 중속 운전 속 모에드서에서 저 주관냉련각 경재보펌선프호 저 발속생 금 출지력 운전 11. 나 주냉 속도를 중 

출력각 운재전펌 모프드에 속으 전환 

서전 주환냉 속 주냉각각재펑재펌프 저속 전 운으전로에서 전 주 3주속O~냉으6 각로 출재력 차펌례 이프로하의 선 속 저환속도를 운전 저속 모에드서에 중서 주냉경각보재선펌호프 셔속 출력 운전관 도 운천 다 
냉 프 중속 운 환 련 발생 금지 

주냉각각재재펌펌프 중속 전 운으전로에서 전 주 50% 각로 출재력 차펌례프 이로하의 전 중 속환속도 운전 속 모에드서에서 주냉각재펌프 중속 출력 운전관 
라 

냉 프 고속 운 환 
T z ‘‘Ð zj- ~ij lM~~ 4;'5:.% 깅 τ ~~<>I]J，1 2 

련 경보선호 받생 금지 
소~_Q_ 

12. 가 
출력 운전에서 기동 운전으로 주중속냉각에서재펌 저프속의으로 속도 차를례로 고 전속환 또는 주냉각재펌발프생 저속 운전 관련 

출력운운 운전전전 모드와 의 전환 정보선호 금지 

기천동이 모드간 나 기전동환 운전에서 출력 운전으로 주냉각재차펌례프로의 속도를 저속에서 중 주정냉보각선호재펌 발프생 저 금속지 운전 관련 
속。로 전환 

가 깅층κ철연 〈서O훌없펀 노익싱섣 이응영 꿇예좋 잉에예 상얘앓 상로예 천에션씬윷서) 티현엔 성햇지야뚫하호찮 젠경환하펄기 $ 주냉각선재펌프 저 긍속지 운전 관련 경보 호 발생 

13. I저〈l이어!를 봉 0.99 위 해 
가동 운전 모드와 삽입 

고온의대 운 운전전 모 
고로얘얘온얘g 전얘서 전훤기 노환 l성) 운K에전 충〈에0역9서8 %익 기8의동 이잉 임 운깨깨전으 상 상 드간 천이 

주냉각재펌발프생 저 금속지 운전 관련 나 위의 역순 정보선호 

다 고세온척대 운기전으 운로전에 전서환 증기발생기 복기수펌프 및 l 를 기동급수펌 각프 가 방동 
동냉각7 통한 냉 수 출 

선택된 맞고리즘에 따라 수행 

14. 
원자대20로0 I냉℃OO각℃ 이재/하시계로간통으의 냉로각 냉 2각00재 온도를 에 고온대기온 운전 모드 가 고온대 7L 운전에서 고온정지 운 최 ℃ 이상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 

모와드간 고의 정 천지이 운 운전전 전으로 환 

15. 
0 경야℃지재하/시냉로계간각용 냉으익깨각호딸 냉각 90제 이t용하여 원 서 칙자l씨로 %냉 고와은정간 저지온 운전 모드 가 고온정지 운전에서 저온정지 운 온도를 10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 

모드 의정 천지이 운 운전전 전으로 전환 이상에 ℃ 

16. 

겁갱히j지어자상호호냉용부양각 앙 잊당력정학f프 연용시료 잊 ?지}깅용내 영야 련부 구셰기잉조 교가개을재 셔 제 용거거트 얘 와우저선온첸 에정 오연지드료간 운째의전장전 요 갱드 용이 가 저전온 운정전지으로 운전 전에환서 핵연료재장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 

주냉순각환재혐쓰 시 저험속운전에서 자 전 25% 저속운전 모드에서 주냉각재펌 자연 순환 운전관련 경보선호 
가 연 성능 운전으로 

환 
프를 차례로 정지 발생 금지 

나자 주연냉각 순재환펑프 성능 저시속험운전 운으전로에서 전 2주5%냉각 자재연펌프 순의환 속 성도능를시험 저속 운으전로에 차서 자연 순환 운전관련 경보선호 
17. 발생 금지 

운자연전순환 성능시험 환 례로 기동 

자연화순융환 성 %/능초시의험 운전중 출력 20%와 25%사이의 노심증 출가력에서 자연순환 운전 관련 정보선호 
다 변 :!:I 급수 유량 변 급수 유량을 :tl%/초로 혹은 

발생 금지 
화 (20%-25% 출력) 감소 

자연순환 성능시험 운전중의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입， 터 선지택된 알고리즘에 따 의라한 원자 장로 
정 및 PRHRS에 기 라 25% 출력에서 원자로 비상정지 밴 정지， PRHRS 작동 냉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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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성능관련 설계기준사건의 세부 허용 기준(계속) 

사건 범주 섣셰기준사건 사건 7] 술 허용 기준 

주냉각재펌프 고속 운발진 120% 이차。계통 배관 손상시 75%까지 급 
주냉각새펌프 고속 운전 관련 

가션 100 차%단 출 운력)웅 증기 생기 l 
수 π량의 감소 후 해당 즙기밥생 

섹 션 밸 가 1 섹션의 증가 및 급수 섹션차단 원자로 정지선호의 발생 금지 
닙릅 격리 

주냉각재펌쓰 중속 운전 120% 이차셰동 배관 손상시 해당 증가발 주냉각재펌프 중속 문전 관련 
나 50%) 출력)중 증가발생기 1 생기 1 섹션의 증가 및 급수 섹션차 

섹션 차단 운전 단밸브를 격려 후 운전 지속 
원자로 정지선호의 받생 급지 

주냉각재출펌력프) 저속 운전 120% 이생차계통 배관 손상시 해당 증기발 주냉각새펌프 저속 운선 관련 
다 30% 중 증기발생기 1 섹 기 1 섹션의 증기 및 급수 섹션차 

18‘ 션 차단운전 단밸 H 른 격리 후 운전 지속 
원자로 정 7，]신호의 발생 금지 

증가발생가시 운 l 섹전션 자연 순환력 성)능시험 발 운생전 120% 이생차기계통 션 배의관 손상 l 시 및 해당 증기발 차단성능 험 
라 2596 출 중 증 7] 가 l 섹 l 섹 증7 급수 섹션차 자연 순환 운션관련 원자로 정 

션 차단운전 단밸 H 룹 격리후 운진 지속 지선호의 발생 금지 

증가운발전생중기 1 력섹션 차단 성능시 20%와 75%사이의 노심 출력에서 주냉각재펌프 고속 중관속련， 저속， 험의 출 변 변화화율 :t l%/초 
o~ 급수 유량 (20%-75% 급수 유량을 :t l%/초로 증가 혹은 혹은 자연순환 운전 경보 

출력) 
감소 선호 발생 급지 

바 시험증 운기발전중생의x기l 7 15섹%션 출 차력단에서 성능 원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입 . 
선택원 암고라즘에 따라 원자로 
정지 및 PHHRS에 의한 장기 

자로 비상정 터밴 정지‘ PRHRS 작동 냉각가능 

주냉각재펌쓰 고속 운전 (20% 정지"t상 운전 중인 급수펌프중 1 대 정 주원냉자각로재 정펌지프선호 고의속 발 운생선 급 관지련 가 100% 출력)중 급수펑프 1 대 시의 50%까지 10%/초로 급수 유 
정지 운전 급감소 

주냉각재펌출쓰 중속 수 운!퍼 D전표 (20% 지 정상시 운전 중인 급수펌프중 1 대 정 주냉각재펌프 중속 운전 관련 나 50% 력)중 급 l 대 

정지 운전 
별도의 조치 없이 운전 지속 원자로 정지선호의 발생 급지 

19 주냉각재펌쓰 저속 운전 (20% 
지 정상 운전 중인 급수펌프중 1대 정 주냉각재펌프 저속 운전 관련 

li수펌프 1 대 정지 다 • 30% 출력)중 급수펌프 1 대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운전 지속 원자로 정지선호의 발생 금지 

성능시험 운전 정지 운전 

급수펌출프력 1 대 화 정융지 성능시험 운 20%와유 SOQ6사이의 노심 출력에서 주냉각재펌프 고속， 중속 혹은 
라 전중 변 :t l%/초의 급 급수 량음 :t l%/초로 증가 혹은 저속 훈전 관련 경보선호 발생 

수 유량 변화 120% 밍)% 출력) 감소 급지 

굽수펌프 1 대 정출지 성능시험 운 원자로 비상정지시 제어봉 삽입，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원자로 

마 선중의 50% 력에서 원자로 정지 및 PRHRS에 의한 장기 

비상정지 터빈 정지， PRHRS 작동 냉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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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SMART 연구로 출력운전을 위한 초기조건 

운전변수 
주냉각재펌표 주냉각재펌고 주냉각재펌표 

고속 낀 ; 2r- = A5r- 저속 

열출력，% 100.0 50.0 30.6 
1 일차측 

노섬 유량， kg/s 316.17 158.05 98.6 
가압기 압력，Mf>a 14.70 14.72 14.73 
가압기 수위，% 59.36 59.62 59.44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C 310.01 310.09 310.38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C 272.21 272.31 273.34 
CEA 위치 I ste 684 892 713 
이차측 

급수 유량， kg/s 24.024 12.012 7.21 
급수 압력，Mf>a 4.62 3.61 3.36 
급수 온도， .C 49.95 50.16 50.21 
주증기 압력，Mf>a 3.25 3.31 3.24 
주중기 온도， .C 282.53 283.09 304.15 
주증기 과열도 ℃ 44.15 43.79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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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5 SMART 연구로 주냉각재펌프 모드 전환 운전을 위한 초기조건 

운전변수 
고속모드 중속모드 - 저속모드 

중속모드 저속모드 자연순환모드 

열출력，% 51.24 30.7 25.6 
일차측 

노섬 유량， kg/s 315.41 157.0 98.5 
가압기 압력，MPa 14.90 14.63 14.55 
가압기 N2 가A 수위，% 61.57 58.65 56.77 
증기발생기 업구온도， OC 305.19 304.79 307.61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OC 286.10 281.65 276.63 
CEA 위치， step 651 894 707 
이차측 

급수 유량， kg/s 12.01 7.207 6.006 
급수 압력，MPa 3.65 3.37 3.32 
급수 온도， OC 50.15 50.21 50.22 
주증기 압력， MPa 3.24 3.24 3.23 
주증기 온도， OC 301.20 301 .16 307.0 
주증기 과열도， OC 63.07 62.97 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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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SMART 연구로 기동 및 정지운전을 위한 초기조건 

원자로 
원자로 

노섬 기동 원자로 기동 
운전변수 기동시 

우"-져 '-'- 가열 운전 운전/고온 
비상정지운전 

대기 운전 

열출력，% 10 7 0.08 10.5 20.6 
일차측 

노섬 유량， kg/s 96.37 96.36 88.9 91.4 
가압기 압력，MPa 2.0 2.0 14.7 14.8 
가압기 수위，% 85.5* 85.9* 58.5 59.4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OC 80.0 81.4 301.8 306.9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OC 80 81.3 287.8 280.0 
CEA 위치， step 3680 2652 1742 1744 
이차측 

급수 유량， kg/s 2.4024 2.4481 2.4168 4.048 
증기발생기 업구 압력，MPa 0.15 0.15 1.67 3.3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OC 80.0 80.0 49.7 49.3 
증기발생기 출구 압력，MPa 0.13 0.12 1.65 3.21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OC 80.0 81.3 301.46 306.8 
주증기 과열도， OC 98.8 69.2 
* 환형공동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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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SMART 연구로 성능 시험 운전을 위한 초기조건 

증기발생기 1섹션 격리 

운전변수 자연순환 성능시험 운전 성능 시험 운전 중 

비상정지 운전 

열출력，% 25.6 74.4 
일차측 

노섬 유량， kg/s 98.5 316 
가압기 압력，MI-à 14.55 14.6 
가압기 수위，% 56.77 58.54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OC 307.61 306.7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OC 276.63 278.8 
CEA 위치， step 707 684 
이차측 

二터l-A「‘ T 。「 그‘@=， kg/s 6.006 18.005 
증기발생기 입구 압력，MI-à 3.32 4.68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OC 50.22 49.94 
증기발생기 출구 압력，MI-à 3.23 3.25/3.21*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OC 307.0 279.7/273.6* 
주증기 과열도， OC 66.80 42.2/35.9* 
* 건전/비건전 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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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 

고온측 기준온도 4.1-2 그림 

NOTE5 

NAVG ‘ REACTOR POWER 
WFW : FEEDWATER FLOW RATE 
T HOT : 5G INLET COOLANT TEMPERATURE 
5" 52 : MCP ROTATIONAL SPEEDS 
58ET : MCP ROTATIONAL SPEED 5ETTING 
NREF : REFERENCE REACTOR POWER 
TREF : REFERENCE COOLANTTEMPERATURE 
MF : MULTIPLlER FACTOR 

REFERENCE 
TEMPERATURE 
PROGRAM 

U,=GN"x(T HOT.TREF) 

출력운전을 위한 제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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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연구로 그림 4.1-3 



L i.mi ter 2 

그림 4.1-4 SMART 연구로 노심기동운전 제어봉 구동논리 

If Pslm < PSel .AND. T h < T sel' Osel = 0 1 
If P slm > P set .O R. T h > Tsel' Osel = O 2 

IfTh > τar ’ Stop heatup 

P stm : Steam pressure 
P .. , : Steam pressure setting 
T h : Primary coolant hot side temperature 
T'ar : Target temperature 
T .. ,: Primary ∞olant temperature setting for power setting change 
o : Actual power 
0 1' O2 : Setting power 

그림 4.1-5 SMART 연구로 가열운전을 위한 출력제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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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재펌프 그림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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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재펌프 그림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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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증감발운전시 그림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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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재펌프 4.1 - 19 그림 



80 

-를-high-mid 

-o- mid-Iow 
---/.~ low-stop 

60 

40 

20 

Q
。
-
。I
·
i
m
@
￡
」φ
a그
”
 

1500 1200 900 

Time, Sec. 
600 300 

O 
O 

변화 과열도 속도 전환 운전시 주증기 주냉각재펌프 4.1-20 그림 

0.05 

0.03 

싫 
m 

0.01 • ’ 

1-

0.00 

-0.01 

0.02 

0.04 

패
 
닉
 

| ----- Core power ~ 

10" 

10경 

100 

10.2 

10.3 

10-4 

10" 

$ 

.
」φ
~
5。
ι

-0.02 
3600 3000 2때O 1800 

Time, sec. 
1200 600 

10.7 

0 

및 출력배가시간 중 출력 노심기동운전 

변호} 

--- 1113 ---

SMART 연구로 그림 4.1-21 



3000 

| --- Core power ~ 
20 

2500 

” a. 
@ 
‘ i ‘ m 
I 
。

~ m 
2%o ￡ 

15 

10 

$ 

‘
』@
~
5。
ι

5 

1500 
3.5 3.0 2.5 2.0 

Time, hr. 

1.5 1.0 0.5 
0 

0.0 

및 CEA 위치 변화 출력 ::><: 
ε5 SMART 연구로 가열운전 그림 4.1-22 

Q
。
·
a
I
;
m
@
ζ

」
@
a그
ω
 

100 

80 

60 

40 

20 

--Main steam superheatig 

-냉←-SGinlet 

--0- SG outlet 

320 

240 

Q 
。

Q) 

‘-.a 160 
m 
‘-@ 
a. 
E 
@ 
1-

80 

0 
3.5 3.0 2.5 2.0 

Time, hr. 
1.5 1.0 0.5 

0 
0.0 

및 주증기 도
 

오
 
」SMART 연구로 가열운전 중 냉각재 

과열도 번화 

-1114 -

그림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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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연구로 그림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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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SMART 연구로 그림 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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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연구로 그림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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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연구로 그림 4.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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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자연순환 성능 그림 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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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9 



4.2 안전해석 

4.2 .1 사건분류 및 허용기준 

발전소의 설계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들은 원자로보호계통 (reactor 

protection system) , 공학적 안전설비 (engineered safety features; ESFs) 혹은 운전 

원의 개업에 의하여 완화된다. 이들 사고의 결과는 허용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할 뿐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는 SMART 연구로의 원자로계통 설계 및 핵연료 설계요건에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의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이들 설명은 계 

통 설계그룹에게 사고의 일반적인 이해와 해석방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표 4.2-1은 격납건물 설계기준사고들을 제외한 SMART 연구로의 안전관련 설계기 

준사고들을 정리한 것이다. SMART 연구로는 일체형 원자로의 고유한 설계와 운전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용 분리형 발전소와 유사한 사고들 뿐 아니라 상이 

한 사고들도 예상된다. 이러한 각각의 예상 초기사고들은 사고 발생 후 플랜트에 미치 

는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고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3)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4)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5)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6)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 

7) 부속계통이나 기기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표 4.2-1에 명시된 각 설계기준 사고들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여 몇 

개의 사고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사고 발생빈도에 근거한 사고분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NRC는 정성적인 기준에 큰거한 사고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계법령에서는 별도의 발전소 사건분류 기준을 제시하 

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표준심사절차서 [4.2.1]와 규제지침 1.7 [4.2.2]의 사건분류를 따 

르고 있다 10 CFR Part 50, App. A에서는 발전소 조건을 정상운전(normal 

operation) ,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AOOs) 또는 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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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사건， 사고(accidentl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웅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허용 방사선량 등을 설정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사고 

해석과 관련된 사고분류 기준은 전력산업기준 원전설계(KEPIC NDA) 3000 [4.2.3]과 

규제지침 (RG) l.70에서 사고의 정성적인 발생빈도에 근거하여 모든 사고를 정상운전， 

보통빈도 사건， 희귀빈도 사건， 한계사고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SMART 연구로의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들은 “원자로시설둥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에 근거하여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의 3개 상태로 분류하였다. 정의에 의하 

면 ”정상운전”은 규정된 운전제한조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발전소 운전으로 출력운 

전， 원자로정지， 원자로정지운전， 기동， 보수， 시험 및 핵연료 재장전시의 발전소운전을 

말하며， “예상운전과도”는 정상운전은 아니지만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시 

설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원자 

로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수 차례 발생이 예상되는 운전상태라고 되어 있으며， “사고”는 

설비가 설계기준에 적합하기 위하여 설비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고라고 되어 있 

다. 이라한 분류는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규제지침 l.70과 전력산업기준 원전설계(KEPIC NDA) 3000에서 

제시한 발생빈도에 따른 발전소 상태분류를 보조적으로 채택하였다. 

안전해석은 SMART 연구로의 해석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소형냉각재 상실사고를 제외한 사건들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중기계통의 압력은 설계값의 11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노섬은 냉각 가능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a. 계산된 최소 임계열속비 (CHFR)는 제한치 (l.3)를 초과하지 않는다. 

b. 노심은 물로 채워져 있다. 

c. 최고온 핵연봉의 최대 온도는 용융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형냉각재 상설사고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섬 비노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재고량은 노심이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 냉각가능 형상: 계산된 노심 형상의 변화는 노심의 냉각이 가능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장기 냉각: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공적인 초기 작동 후 계산된 노심 온도는 충분히 

낮은 값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장수명 방사능이 노심에 잔존하기 때문에 붕괴열은 장 

기간에 걸쳐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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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전산코드 및 해석방법론 

4.2.2.l 전산코드 

SMART 연구로의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TASS/SMR 코드 및 MASTER 코 

드가 사용되었다. 그라고 TASS/SMR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고온수로 데이터 및 

ABAQUS 코드 모률을 이용하여 핵연료 온도를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SMART 연구 

로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산코드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4.2.2.1.1 TASS/SMR 코드 

T ASS/SMR (transient and setpoint simulation/ system -integrated modular 

reactor) 코드는 일체형원자로 계통분석 열수력 코드로 SMART 연구로의 성능 및 안 

전 해석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일체형원자로 SMART의 과도 현상 및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SBLOCA)를 포함한 설 계 기 준사고의 

해석에 적용된다 [4.2.41 T ASS/SMR 쿄드는 SMART의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이차 

계통을 노드 (node)와 유로 (flow path)로 모델한다. 노드는 유체의 질량 및 에너지를 

정의하는 제어 체적 (control volume)을 나타내고 유로는 유체의 운동량을 정의하기 

위해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체적은 없다. 지배 방정식 중에서 질량 및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각각의 노드에 대하여 세워지며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각 유로에 대하 

여 적용된다. TASS/SMR 코드는 모든 계통에 동일한 지배 방정식을 사용함으로써 

원자로의 구조 특성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TASS/SMR 코드의 지배방정식은 

drift-flux 모벨을 적 용하여 단상 유동 (single-phase flow) 뿐 아니 라 소형 냉 각재 상 

실사고 (SBLOCA)와 같은 이상 유동 (two-phase flow) 이 발생하는 과도 현상을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TASS/SMR 코드에는 SMART 연구로의 열수력 계통 해석에 펼요 

한 비웅축가스 모델， 나선형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델， 피동잔열제거계통 열 교환기 열 

전달 모텔 등이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심 출력은 점 큰사 모델 (point 

kinetics model)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반웅도 궤환에 의한 노심 출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의한다. 

Drift Flux 모델 

TASS/SMR 코드에서는 열수력 모델을 homogeneous 모델과 drift←flux모델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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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drift-flux 모델의 지배방정식으로는 혼합 

체 질량， 액체 질량， 비응축 가스 질량， 혼합체 운동량， 혼합체 에너지， 증기 엔탈피의 

보존 방정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배방정식에는 액상과 기상의 속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drift-flux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비선형 실험 상관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므로 

implicit하게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었다. 이에 따라 유동 건도 (flow quality)를 정 

의 하여 drift-flux항을 지 배 방정 식 으로부터 소거 시 키 고 있다. 즉 drift-flux 항이 고려 

된 유동 컨도를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을 나타냄으로서 drift-flux항을 explicit하게 처리 

하는 대신에 미지수들의 계수로서 반영하고 있다. 

비응축성 기체 모델 

SMART 연구로의 계통 압력은 비응축성 기체로 채워진 가압기에 의해 자기 제어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ASS/SMR 코드에서는 각각의 계산 체적에 포함되어있는 

비응축성 기체에 대한 보존방정식을 기존의 지배방정식과 함께 계산하고 있다. 계산 

체적내의 압력은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반복 해법에 의하여 구하여진다. 

가암기 냉각기 모델 

가압기 냉각기 모델은 가압기 주변 공동에 위치한 냉각기에서 제거되는 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것으로서 열교환기의 열 평형을 사용하여 냉각기의 열제거 성능 

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델링한다. 

나선헛 증기밤생기 염천담 모텔 

SMART 연구로의 증기발생기에 내장되어 있는 나선형 튜브에서 열수력 현상은 직 

선 튜브에서 현상과 매우 상이하다. 나선형 튜브는 튜브의 축방향 주 유동 뿐만 아니 

라 튜브 원주방향의 이차 유동으로 인하여 직선형 튜브와 비교사 압력 손실 및 열전달 

이 증가한다. 기존 가압경수로의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사용되는 열전탈 모델을 나선형 

튜브에 적용하면 튜브를 통하여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탈을 과소 예측하므로 

나선형 튜브를 사용하는 증기발생기의 열전달 모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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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2 MASTER 코드 

MASTER 전산 코드는 중성자 확산/연소 프로그램으로 연소에 따른 반응도， 핵종 

농도， 중성자속을 3차원적으로 계산한다. 또한， MASTER 코드는 상업용 가압경수로 

및 SMART 연구로의 노심 핵설계 및 해석을 위한 코드로 정상상태 및 천이상태의 정 
바혀 
。 。

설계 

또는 비정방형 

코드이다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된 원자로를 3차원으로 모사할 수 

[4.2.5]. 정방격자인 가압경수로에 대한 노섬 핵설계에 

있는 노섬 

대하여는 

CASMO-3끼VIASTER 절차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MASTER 코드는 2군 노달 확산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SMART 연구로 노심에 대 

하여 전체 노섬， 1/3 노심， 혹은 1/6 대칭 노심 구조에 대하여 3차원 소격격자 노심계 

산을 수행한다. 격자는 X-y 평면으로는 인접하게 배치된 정 6면체의 ”노드”이며， 2 

방향으로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축방향의 격자 (혹은 평면)로 구성된다. MASTER 

모벨은 핵연료가 

MASTER 계산에 

위치하는 

있어서 

유효 노심 영역과 반사체만을 취급하고， 전형적인 

노심의 구조는 X-y 평면에 따라 집합체당 1개의 정육각형 

의 노드를 사용하며， 축방향으로는 노섬의 

노드를 분할하여 사용한다. 

4.2.2.1.3 ABAQUS 코드 모률 

높이 및 축방향 가연성흡수봉 장전에 따라 

SMART 연구로의 핵연료봉에 대한 피복재와 핵연료의 온도 평가에는 범용 유한요 

소 해석 코드인 ABAQUS를 이용한다[4.2.8]. 정상 상태 및 천이 조건에서 연료봉의 

연료 특정 단면에 대하여 온도 분포를 계산하데 핵연료 심재에서 발생된 열에 의하여 

봉에서 열전도와 표면에서의 대류를 통하여 형성된 온도 분포를 평가한다. 온도 계산 

시 입력되는 연료 심재의 열전도도는 온도와 연소도의 함수이다. 프로그램에는 연소 

도， 선출력， 냉각수 온도 및 압력， 열전달 계수의 시간에 따른 이력이 필요하며， 계산 

후에는 온도 및 열속 변화， 특정 시간에서 핵연료봉 단면내 온도 및 열속 분포를 출력 

할수 있다. 

4.2.2.2 해석방법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행한 ‘원자로시설의 사고해석 전산코드 및 방법론 섬사 

지침서’ [4.2.6]에는 사용 승인을 선청한 사고해석 코드가 적절한 현상 예측 능력과 사 

용 목적에 적합한 결과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음을 평가하기 위해， 코드의 품질보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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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목적과 사용법， 코드 내부의 구조 등을 기술한 관련 서류， 코드 검증 및 입증 자료， 

사고해석에의 적용 방법론 자료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고해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에서는 대상 시설의 사고해석 방법과 연계하여 코드가 허용기준과 관련된 주 

요 안전변수들을 타당하게 계산하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SMART 연구로의 인허가를 위해 개발/적용한 급수관 파단사고 해석방 
법론， 증가관 파단사고 해석방법론，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해석방법론 및 소형냉 

각재 상실사고 파단사고 해석방법론에 대해 기술하고， 주요 안전변수인 임계열속비와 

핵연료온도에 대한 계산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4.2.2.2.1 급수관 파단사고 해석방법론 

급수관 파단사고 해석방법은 참고문헌 [4.2.7] 에 정의되어 있는 급수관 파단사고의 표 

준검토지침서에서 제시한 검토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급수관 파단사고 해석 방법을 기 

술한다. 참고문헌 [4.2.7] 에 따라 가장 보수적인 운전 조건하에서 가능한 모든 파단 크 

기와 위치를 고려하고， 가장 보수적인 시간에서의 소내 및 소외전원 상설， 가장 심각한 

단일 능동고장 및 원자로 정지신호 후 반응도가가 가장 큰 제어봉집합체의 작동 실패 

퉁을 고려한다. 

이들은 계통의 주요 과도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TASS/SMR 코드， 핵연료의 건전성 
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열속비 계산 모률 및 핵연료 온도계산을 위한 ABAQUS로 구 

성된다. 

해석의 주 목적은 급수관 파단사고 발생시 가능한 초기 운전조건들과 과도기의 결과 

를 가장 심각하게 초래하는 가정들을 정리하고 보수적인 해석 방법절차를 기술하는 것 

이다. 또한， 해석결과가 SMART 연구로의 안전해석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적용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설계값의 11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노심은 냉각 가능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a. 계산된 최소 엄계열속비는 임계열속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노심은 물로 채워져 있다. 

4.2.2.2.1.1 해 석 코드 

급수관 파단사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산코드가 사용된다. 본 해석에 사용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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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 ASS/ SMR [4.2.4]. ABAQUS [4.2.8] 이 다. TASS/ SMR 코드는 SMART 연구 

로의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열수력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핵연료 

의 건전성은 TASS/SMR 묘드의 열수력 변수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ABAQUS로 연료 

의 최대 온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원자로 노심에서의 임계열속비 거동은 TASS/ SMR 

코드에 부프로그램으로 내장된 SSF- 1 임계열속비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4.2.91 Stuck- rod 조건에서 공간적인 반웅도 계수들 (냉각재 도플러)이 각 주기에 

대하여 생산되고， 이들 반응도 계수들은 TASS/SMR 코드의 급수관 파단사고시 계통 

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계통의 열수력 거동으로부터 열속， 계통 압력， 

노심 입구 온도 및 유량 등과 같은 상태변수들을 생산하며 이들 변수들은 엄계열속비 

와 핵연료의 최고 온도 계산에 사용된다. 

TASS/SMR의 Nodalization은 SMART 연구로에서 예측되는 물리적 현상을 타당하 

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되었다. 노심은 295 개의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된 핵연료를 

1 개의 A verage channel와 1 개의 Core bypass 영역으로 모델하였다. 연료봉의 축 

방향 노드는 12 개， 반경방향 노드는 총 5 개로 핵연료 영역이 3 개， 그리고 피복재 

영역을 2 개로 모델하였으며， 축방향 출력분포는 노심의 상부에서 최대 값을 가지는 

“Top skewed axial power shape"을 사용하고， Axial offset은 0.2 이 다. 증기 발생 기 

는 한 섹션당 축 방향으로 1차측은 5 개 2차측은 10 개의 노드를 사용하였다. 가압기 

의 중앙공동에 존재하는 비웅축성 기체의 분압이 고려되었으며 공동들 간 연결되는 배 

관은 “Path"로 모델하였다. 가압기의 중간공동에 내장된 냉각기를 통한 열손실은 모델 

하지 않고 단열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는 5 개의 노드로 

모델하였다. 급수유량은 급수 펌프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경계조건으로 유량을 모델하 

고， 증기계통은 터빈제어 밸브까지만 모의하여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Node"로 증가 

가 방출되는 것으로 모델하였다. 

급수관 파단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급수관 및 증기관 격리밸브 피동잔열제거계통 격 

리밸브， 원자로 정지， 안전주입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와 원자로 보호계통들이 작동하여 

과도기를 안정화시키는데， TASS/SMR에는 이들이 적절히 모델되어 있으며， 안전계통 

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또한， 계산 결과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동 설정치， 허 

용 오차 범위， 펌프 및 밸브 작동 속도 각종 선호들의 지연시간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 

하였다. 

4.2.2.2.1.2 해석방법 및 결과 

급수관 파단사고시 가장 보수적인 초기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운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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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조건을 변경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관점에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변 

수 및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출력 준위 

초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 초기 압력 

- 초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온도 

• 초기 급수 온도 

- 피동잔열제거계통 온도 및 작동 

- 가압기 안전밸브 갯수 

- 파단 크기 및 위치 

- 급수관 역류방지밸브 

- 노심 동특성 

소외전원 상실 여부 

임계유량 모델 

증기발생기 열전달 모댈 

급수관 파단사고에 적용된 해석방법의 결과로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률， 가압기 안전밸 

브 작동 여부 둥 이다. 가압기 안전밸브의 용량을 저하시킬 수 있는 고장 가능성은 없 

고， 파단측 증기발생기로 우회하는 증기유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고장도 없다. 

원자로냉각재유량 감소로 인한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 감소는 소외전원상실에 

만 기인되며， 단기 과도기 동안 계통의 가압관점에서 보수적인 단일고장은 없으며， 장 

기 냉각시 붕괴열 제거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피동잔열제거계통 1계열 작동실패 

를 단일고장으로 고려한다. 

출력운전 중 급수관 파단사고의 기본경우 참조 경우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기본경우는 모든 운전조건이 최적인 상태에서 급수관 파단사고가 일어난 경우이고， 참 

조경우는 가장 보수적인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사용했을 때의 계산 결과이다. 민감도 

분석은 참조경우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기본경우와 참조경우를 비교함으로 

써 참조경우의 보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동시사건은 터빈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 상 

실을 고려하였으며 ，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 그룹이 기계적 고장으로 완전히 

인출된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민감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급수관 파 

단사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초기 압력， 파단면의 크기， 출력 준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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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동특성이다. 

급수관 양단파단이 발생하면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주입되는 급수의 공급이 중단되고， 

파단부에 인접한 증기발생기로부터 역류가 발생한다. 파단사고가 발생하여 증기발생 

기의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이 상실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열제거원 상실로 인하여 증가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가압 

기 고 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원자로 트립 차단기가 개방되 

어 제어봉 집합체가 낙하하기 시작하고 노섬출력은 잔열수준으로 감소한다. 원자로 정 

지신호에 의하여 터빈정지밸브는 순간적으로 닫히고， 소내 및 소외 전원상실이 발생하 

면 주냉각재펌프는 관성서행하기 시작한다. 소외전원 상실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 

가 관성서행하면 냉각재 유량이 자연대류 유량으로 감소하므로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의 열전달률이 감소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가열되면 가압기 내로 유업되는 많은 유량으로 인해 가압기 중 

앙공동 상단의 질소가 압축되므로 압력이 증가하여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설정치에 도 

달한다. 가압기 안전밸브가 열린 후에는 가압기 안전밸브의 방출유량이 밀림관을 통해 

유입되는 유량보다 크기 때문에 가압기의 압력을 제어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압력은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직후 최대 압력에 도달한 후 원자로 정지로 인하여 

노심 열속이 감소하면 가열률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감소된다 (그림 4.2-1).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신호에 의하여 주증기 및 주급수 격라밸브가 닫히고， 피동잔열 

제거계통 격리밸브가 열리면 증기발생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원자로냉각재계 

통에서 생성된 열을 제거할수 있다. 파단측 증기발생기는 대기압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건전한 증기발생기는 최대 압력까지 증가했다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이상 자연대 

류가 형성되어 노심과 증기발생기 간의 열생성 및 제거율의 불균형이 점차 감소하여 

안정화된다 (그림 4.2-2). 건전한 증기발생기의 증기는 파단측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파단부로 방출되다가 주증기 격리밸브가 닫히면 건전한 증기발생기를 파단측 증기발생 

기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4.2.2.2.2 증기관 파단사고 해석방법론 

증기관 파단사고 해석방법은 참고문헌 [4.2.1이에 정의되어 있는 증기관 파단사고의 

표준검토지침서에서 제시한 검토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증기관 파단사고 해석 방법을 

기술한다. 참고문현 [4.2.1이에 따라 가장 보수적인 운전 조건하에서 가능한 모든 파단 

면적과 위치를 고려하고， 가장 보수적인 시간에서 소내 및 소외전원 상실， 가장 심각 

한 단일 능동고장 및 원자로 정지신호 후 반응도가가 가장 큰 제어봉집합체의 삽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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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등을 고려한다. 

또한， 증기관 파단사고의 안전해석에 적절한 해석방법 체계를 기술한다. 계통의 주 

요 과도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TASS/SMR 코드， 핵연료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임 

계열속비 계산 모률， 및 핵연료 온도계산을 위한 ABAQUS로 구성된다. 

해석의 주 목적은 증기관 파단사고시 발생 가능한 초기 운전조건들과 과도기의 결과 

를 가장 섬각하게 초래하는 가정들을 정리하고， 보수적인 해석 방법절차를 기술하는 것 

이다. 또한， 해석결과가 SMART 연구로의 안전해석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주증기계통의 압력은 설계값의 11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노섬은 냉각 가능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a. 계산된 최소 임계열속비 (CHFR)는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노심은 물로 채워져 있다. 

c. 최고온 핵연봉의 최대 온도는 용융 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2.2.2.2.1 해석코드 

증기관 파단사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코드들이 사용된다. 본 해석에 사용된 코드는 

T ASS/SMR [4.2.4], ABAQUS [4.2.8] 이 다. TASS/SMR 코드는 SMART 연구로의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열수력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핵연료의 건 

전성은 TASS/SMR 코드의 열수력 변수를 입력으로 한 ABAQUS로 연료의 최대 온 

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원자로 노섬에서의 임계열속비 거동은 TASS/SMR 코드에 부 

프로그램으로 내장된 SSF-1 임계열속비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4.2.9]. 

stuck-rod 조건에서 공간적인 반응도 계수들 (냉각재， 도플러)이 각 주기에 대하여 생 

산되고， 이들 반응도 계수들은 TASS/SMR 코드의 증기관 파단사고시 계통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계통의 열수력 거동으로부터 열속， 계통 압력， 노섬 입구 

온도 및 유량 등과 같은 상태변수들을 생산하며 이들 변수들은 엄계열속비와 핵연료의 

최고 온도 계산에 사용된다. 

증기 관 파단사고 해석을 위 한 TASS/SMR의 nodalization은 급수관 파단사고의 

nodalization과 동일하다. 증기관 파단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 

브，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라밸브， 원자로 정지， 안전주입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와 원자로 

보호계통들이 작동하여 과도기를 안정화시키는데 TASS/SMR에는 이들이 모델되어 

있으며， 안전계통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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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2.2 해석 방법 및 결과 

SMART 연구로의 증기관 파단사고의 해석은 결정론적 방법에 의하여 보수적인 가 

정과 초기조건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본 해석에 사용된 대표적인 가정과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운전 영역에서 초기조건 조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증가관 파단사고에 의해서 야기되는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초기조건들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초기조건들을 배관 파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연료 

허용손상한계가 최소 값을 가지도록 선택한 후 파단면적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파단사고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급속히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급수펌프의 출구 저항이 없어짐에 따라 급수펌프는 설계치보다 고속으로 운전되는데， 

SMART 연구로의 소진유량 (run-out flow) 조건은 정 격 유량의 150% 까지 공급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소외전원 상실을 고려할 경우는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3초 후에 상실되는 경우와 파단과 동시에 소외전원원이 상실되는 경우를 고 

려하였다. 출력운전중 증기관 파단이 발생하면 증기관 격리밸브가 닫히거나 터빈이 정 

지되기 전까지는 터빈으로의 유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격리밸브나 터빈이 정지될 때까 

지 터빈 유량은 증기 공통관에서 합쳐진 후 터빈으로 초기 유량을 지속적으로 방출되 

는 것으로 가정한다. 증기관 양단 파단이 발생하면 증기관 저 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 

지선호가 원자로 고 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지만 보수적 

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증기관 저 압력 신호를 무시한다. 그리고 파단면을 통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면 방사선 감지기에 의해 이차계통 고준위 방사능 누출에 의해 주증기 

격리밸브가 닫히고 주증기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가 사고 초기에 발생하지만 

주증가 고압으로 인한 원자로정지신호는 무시한다. 

증기관 파단사고시 가장 보수적인 초기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운전변수 

의 초기조건을 변경하면서 핵연료 건전성 관점에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변수 및 모 

델들은 다음과 같다. 

출력 준위 

• 초기 압력 

초기 냉각재 온도 

초기 출력 

- 초기 냉각재 유량 

-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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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잔열제거계통 온도 

파단 크기 및 위치 

노섬 동특성 

냉각재 mlxmg 

소외전원 상설 유무 

임계유량 모댈 

출력운전 중 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하여 기본경우 참조경우와 민감도 분석한다. 기 

본경우는 모든 운전조건이 최적인 상태에서 증기관 파단사고가 일어난 경우이고， 참조 

경우는 가장 보수적인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사용했을 때의 계산 결과이다. 민감도 

분석은 참조경우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기본경우와 참조경우를 비교함으로 

써 참조경우의 보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민감도분석 결과에 의하면 증기관 파단사고 

시 최소 임계열속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들은 초기 출력， 초기 압력， 

파단 크가， 노섬 동특성， 냉각재 혼합， 소외전원 상실 여부이다. 

증가관 파단사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설되면， 주냉각재펌프에 전원이 상 

실되어 노섬 유량이 감소하고 주냉각재펌프 축 저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조건이 형성 

된다. 섹션관 파단사고의 경우 사고 시작과 동시에 원자로 정지설정치에 도달하여 원 

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제어봉이 삽입되기 시작한다. 또한，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 

하여 주증기격리밸브와 급수격리밸브가 잠기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유량 감소와 원자로 정지로 인한 출력 감소의 조합에 의하여 최소 임계열속비는 임 

계열속비는 1 .49로 계산되었으며， 그 이후의 임계열속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4.2-3). 이차계통 압력은 파단이 발생한 구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건전한 

구역에서는 사고 초기에 감소하다가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에 의한 자연대류 유량이 안정화되면 약 5MPa로 안정화 

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도 안정화되었다 (그림 4.2-4). 시간이 경과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제온도가 200 0C 이하가 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 

의 구동력이 감소하면 운전원은 수동으로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정지냉각계통으로 운전 

을 전환하여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한다. 

4.2.2.2.3 증가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 해석 방법론 

4.2.2.2.3 .1 사고 개 요 

SMART 연구로의 증기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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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와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steam generator cassette module pipe break)로 분류된다. 

SMART 연구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압축웅력 (상용로와는 반대로 고압의 일차측 

유체가 튜브 바깥쪽의 shell← side에 위치)을 받고 있어 전열관의 SCC (stress 

corrosion cracking)와 pitting 이 상용로에 비해 거의 없다. 또한 증기발생기 헤더 및 

전열관의 설계 압력 (17MPa)이 원자로계통의 설계 압력과 같고， 상용로의 lnconel 합 

금에 비하여 내부식성이 매우 좋은 Ti 합금을 사용한다. 따라서 상용로와 비교하면 증 

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와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는 원자로용기 내 

부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접촉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관류식 전열관 및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이 파열되는 사고이다. SMART 연구로의 설계 특성에 의하면 원자로용 

기를 관통하는 부분은 급수관 및 주증기관의 subsection pipe로 각각 12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subsection pipe는 6개의 모률을 가진다. 각각의 모율은 내 

경 13mm 의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 급수관과 내경 27mm인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 

증기관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각각의 모률은 증기발생기 카세트에서 다시 내경 7mm 

인 96개의 관류식 전열관으로 나누어진다. 원자로용기 내부에 위치한 증기발생기 관류 

식 전열관들과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들은 이차계통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 

리시키는 방벽으로 방사능 물질이 이차계통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및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 사이에서 복잡한 열수력 현상을 얼으 

킬 뿐만 아니라 이차계통으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발생하게 된다. 

4.2.2.2.3.2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 사고 현상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이 발생하면 원자로 보호계통의 가압기 저압 또는 증기관 고 

압 선호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선호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에 의해 완전히 격리되며 기존 상용로와 달리 

대기방출밸브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기로의 증기 누출은 없다.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면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 

환기를 통한 자연대류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한 

편 주증기 및 급수 격리밸브가 닫힌 후 파열 부위를 통해 유출된 이차측의 냉각재는 

파열이 발생한 증기발생기가 속한 경로를 채워 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압력이 증가 

함에 따라 파열 유량은 감소하게 되고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체의 흐름은 파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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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한 피동잔열제거계통 내부로만 제한된다. 이후 원자로의 냉각은 증기발생기에 연 

결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폐회로로 구성되어 있어 파열 부위를 통하여 유출 

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다. 또한 증기발생기 및 이차계 

통 배관 체적이 적으므로 원자로용기에 대한 별도의 냉각재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해석에서는 방사능 물질 누출 관점에 따른 누적증기유 

량과 열수력 계통 및 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해서 가술한다. 누적증기유량은 파열 loop 

의 증기관 격리밸브에서의 유량을 말한다. 방사능 누출관점인 경우， 파열변을 통한 누 

적증기 유량은 파열 면적이 작아질수록 원자로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주증기관으로 방출되는 냉각재의 누적 방출량이 증가한다.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의 해 

석에서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인 경우보다 덜 보수적인 결과를 보인다 

[4.2.11]. 

4.2.2.2.3.3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 사고 현상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이 발생하면 원자로는 가압기 저압신호나 증기관 고 

압신호에 의하여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및 급수 

관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파단면을 통한 원 

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총 방출량은 파단면의 크기 및 위치 격리밸브들의 작동 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계통의 열수력 상태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에 의하여 과도기 

를 거쳐 원자로를 잔열 수준의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둘 

관 파단이 발생하여 원자로 냉각재 유량이 지속적으로 파단 부위를 통하여 이차계통으 

로 방출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감소하게 되어 원자로는 가압기 저압력 신호 

에 의하여 정지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 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주증기관 격 

랴밸브와 터빈정지밸브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들이 열리면 원자로는 폐 

회로인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하여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하면서 안정한 상태 

를 유지하게 된다. 

4.2.2.2.3.4 일반적인 허용기준 

안전해석 결과는 정상운전 중에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은 방사선량을 유지해 

야 하며， 사고 후에는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기준을 만족해 

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공공에 미치는 방사학적 영향을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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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사건은 어느 정도 

핵연료 손상이 허용되나 방사학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피폭선량을 규정된 제한값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증기 발생 기 내 배관 파열 사고는 10CFR Part 50 APP. A. 분류 방법 에 따르면 사고 

(accident)에 해당되며 전력산업기술기준 원전설계 [ 4.2 .1 2]에 따른 분류시 운전상태-4 

결과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 

제한하고， 공공에게 미치는 방사학적 영향이 섬각한 사건얼수록 낮은 발생빈도를 유지 

하도록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의 

인 사고로 사고의 

고로 분류된다. 

4.2.2.2.3.5 SMART 연구로의 허용기준 

SMART 연구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해석은 방사능 물질을 최대로 누출 

시키는 관점에 따라 파열 면적에 대한 누적증가유량이 최대가 되도록 하였다. 이에 반 

하여 증기발생기 차세트 모률관 파단사고는 최소 임계열속비 관점에서 해석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보장되고， 원자로냉각재계통 

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하도록 설정하였다. SMART 연구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와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의 결과를 완화，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허용기준을 채택하였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설계값의 11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노심은 냉각 가능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계산된 최소 임계열속비는 엄계열속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노심은 물로 채워져 있다. 

a. 
L 
U 

4.2.2.2.3.6 해석코드 및 해석방법 

증기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산코드가 사용된다. 

사용된 코드는 T ASS/SMR [4.2.4], ABAQUS 모률 [4.2.8] 이 다. 

는 SMART 연구로의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코드의 

ABAQUS 모률로 핵연료의 최대 온도를 계산하였다. 

열속비 거동은 TASS/SMR 코드에 

본 해석에 

TASS/SMR 코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입력으로 

그라고 원자로 노섬에서의 임계 

열수력 

한 1->-1/-‘ 등프 
τ:!.T뜯E 열수력 TASS/SMR 건전성은 핵연료의 사용되었고， 

부프로그램 (CHFR)으로 내장된 SSF-l 임계열속 

공간적인 반응도 계수 Stuck-rod 조건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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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냉각재， 도플러)이 각 주기에 대하여 생산되고， 이들 반응도 계수들은 TASS/SMR 

코드의 증기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시 계통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계통 

의 열수력 거동으로부터 열속， 계통 압력， 노섬 입구 온도 및 유량 등과 같은 상태변수 

들을 생산하며， 이들 변수들은 임계열속비와 핵연료의 최고 온도 계산에 사용된다. 

증기발생기내 배관파열 사고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률과 증기발생기 및 피동잔열제 

거계통 열교환기의 열전달 거동에 대한 단순하고도 보수적인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함께 주요 운전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보수적인 초 

기 운전조건 및 경계조건을 결정한다. 

해석 방법은 참고문헌 [4.2.13] 에 정의되어 있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의 표준 

검토지침서의 검토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증기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를 기술한다. 참 

고문헌 [4.2.1 3]에는 가장 보수적인 운전 조건하에서 가능한 모든 파열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고， 가장 보수적인 시간에서의 소내 및 소외전원 상설， 가장 심각한 단일 능동고 

장 및 원자로 정지신호 후 반응도가가 가장 큰 제어봉집합체의 작동 실패 퉁을 고려하 

도록 되어 있다. 증기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 발생시 가능한 초기 운전조건들과 과도 

기의 결과를 가장 심각하게 초래하는 가정들을 정리하고 보수적인 해석 방법절차를 적 

용하여 해석결과가 SMART 연구로의 안전해석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 준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를 방사능 누출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사고기간 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 누적증가유량이 최대가 되는 파열면적에 대한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로 정지 신호는 가압기 저압력 신호와 사고발생 

30분 후에 작동하는 운전원에 의한 원자로 수동정지 선호를 사용하였다. SMART 연 

구로에서 발생 가능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에 대하여 다양한 초기 조건하에서 

안전 해석을 수행하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시 SMART 연구로가 방사능 누출 

관점에서 최대의 냉각재 유량을 누출하도록 가정하였다. 또한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웅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동시 사건으 

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해석시 최대 누설 유량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단일 고장은 없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시 최대 누적파단 유량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 

열사고의 경우보다 덜 보수적이므로 방사능 누출관점인 경우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 

열사고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럴 보수적이다. 방사능 누출관점인 경우， 파열변을 통한 

누적증가유량은 파열 면적이 작아질수록 원자로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 

어 주증기관으로 방출되는 냉각재의 누적 방출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카세 

트 모률관 파단사고에서는 증기발생기 차세트 모률관의 파단사고로 인하여 급격한 과 

도가 발생할 경우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에서 분석한다.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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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가지는 제어봉집합체의 고착과 소외전원상실을 동시사건으로 가정하였으며 증기발 

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해석시 최소 임계열속비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고장은 

없다. 

증기발생기내 배관파열 사고 시에는 복수기 공기추출기를 통해 방사능 물질이 대기 

로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 결말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나 방사능 물질 누출 분 

석은 본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2.2.2.3.7 결과 

SMART 연구로의 증기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민감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출력준위， 초기 

가압기 압력， 반웅도가 및 파열 크기가 사고시 최소 임계열속비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및 최대 냉각재 누설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였다. 

이들 민감도 분석에 기초하여 가장 보수적인 증기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계통의 최대 압력은 SMART 연구로의 허용 제한치인 18.7MPa을 초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 CHFR은 1.3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최고온 핵연료봉의 온도 

는 1100
0

C 를 초과하지 않아 노심에서 핵연료의 손상은 없었다. 본 사고로 인한 경계 

구역에서의 방사선 선량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2.2.2.4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방법론 

일체형원자로인 SMART 연구로는 섬재 (U-Zr 합금)와 피복재 (Zr-l%Nb)가 금속 

학적으로 접합되어 있는 사각형의 금속연료를 장전한 노섬， 가압기 (pressurizer: PZR) , 

주냉각재펌프 (main coolant pump: MCP) 및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SG) 등 

주기기 들을 하나의 압력용기 내에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리형의 상용원자로에 

비하여 주기기 들 사이의 배관 파단으로 인한 대형냉각재상실사고의 가능성을 근본적 

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열전도도가 큰 금속 핵연료 저출력 밀도의 노심， 무붕산 노섬 

구현에 따른 충분히 큰 부반응도가의 감속재온도계수 살수와 히터 같은 능동 작동기구 

가 제거된 자기제어방식의 저온가스가압기， 축 밀봉장치가 필요 없는 canned type 

MCP 등의 고유안전성을 갖는 설계특성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안전 설계특성 

외에 SMART 연구로는 이차계통에 신뢰성이 높은 피동잔열제거계통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PRHRS)을 설치하여 이차 측의 열 제거 기능 상설이 

나 원자로의 비상정지 시 자연순환에 의해 노심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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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로 열 출력당 냉각재 재고량이 기존 상용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안전 

주입계통이 소형 배관 파단으로 인한 재고량 손실을 적기에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도 

록 설계됨에 따라 노심 노출 및 이로 인한 핵연료의 가열 가능성이 없다. 안전주업계 

통은 독립된 4 계열로 구성되어 어떤 기기의 단일고장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안전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사고 후 초기 냉각 시는 안전주입펌프를 통하여 핵 

연료재장전수탱크 (refueling water tank: RWT)의 물을 주입하며 탱크의 수위가 떨어 

지면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의 물을 계속 재순환시키도록 설계되어 충분한 시간 동 

안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다. 

본 절에서는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설사고에 대한 사고 개요와 허용기준， 

TASS/SMR 코드를 사용한 보수적인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해석 방법 [ 4.2 .l4]은 SMART 연구로의 안전성분석보고서 [4.2.15] 6.3.3절에 기술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의 해석에 적용한다. 

4.2.2.2.4.1 사고 원인 및 개요 

냉각재상실사고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중 원자로건물 내부 배관의 개방이나 파손 

에 의하여， 정상 보충수 유량을 초과하여 원자로냉각재가 상실되는 가상사고로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설제로는 발생 가능성이 없으나 발생하는 경우 소외 주민에 대하여 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사건이다. 배관의 파단은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될 수 있으 

며， 파단의 크기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내에서 가장 큰 배관의 양단파단을 포함하는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SMART 연구로의 냉각재상실사고는 전력산업기준 원전설계 [4.2.12] 및 Reg. 

guide 1.70 [4.2.16]에 따라 각각 “발전소상태 4: 한계사고” 및 “ lirniting faults"로 분류 

한다. 

SMART 연구로는 노섬， 가압기， 주냉각재펌프 및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들을 하나 

의 원자로압력용기 내에 설치함으로써 주기기 들 사이의 대형 배관을 설계에서 근원적 

으로 제거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압력용기의 덮개로 연결되는 가압기 가스실린더 연결 

배관， 안전주입배관， 정지냉각계통 배관 및 각종 계측관 등의 분지관이 파단 되거나 

CEDM housing 파단， 혹은 가스 실린더에 연결된 POSRV의 부주의한 개방으로 인한 

소형냉각재상실사고만이 비상노섬냉각계통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ECCS) 

의 설계기준사고로 고려된다. 원자로압력용기를 관통하는 이러한 배관들은 원자로용기 

덮개에 장착된 노즐 및 유량 제한기에 연결되어 있어 원자로 외부에서 직경이 큰 배관 

이 완전 파단 되더라도 일차측 재고량은 노즐 부위의 직경이 작은 구멍 (1 인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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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유량 제한을 받으며 방출되게 된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파단부를 통한 누설 유량의 발생으로 사고 초기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면 가압기 저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선호 

가 발생하고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여 원자로의 출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원자로정 

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터빈 정지 및 소외전원상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급수 

펌프는 정지하고 MCP는 관성서행 (coastdown)하게 된다. 급수펌프 정지에 의하여 

급수유량이 감소하면 피동잔열제거작동신호 (PRHRAS)가 발생한다. 이 신호에 의하 

여 주증기/급수 격려밸브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입/출구 격리밸브가 열려 증기발 

생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기 

사이의 높이 차이 및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킨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감소로 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계통 

의 기포율은 증가하게 되고 파단부를 통한 지속적인 질량 및 에너지의 방출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및 압력은 감소한다. 원자로의 압력이 안전주입계통 작동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전주입펌프가 MCP 방출부 영역으로 냉각수를 주입하 

여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하게 된다. 

이와 같이， SMART 연구로의 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은 안전주 

입계통 및 피동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한다. 큰 파단에서는 안전주입수와 파단부를 통한 

에너지 방출에 의한 노심 열 제거가 지배적이어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작다. 반면에， 작은 파단에서는 안전주입수 및 파단부를 통한 에너지 방출이 작 

아 피동잔열제거계통이 노심 열 제거에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안 

전주입계통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에 의해 원자로냉각재 온도는 정지냉각계통이 운 

전을 개시할 수 있는 고온정지 온도 (200
0

C)에 도달한다. 정지냉각펌프는 MCP 입구 

헤더에 연결된 흡입 배관을 통하여 고온의 냉각재를 흡입하여 정지냉각 열교환기를 거 

쳐 냉각시킨 후 MCP 토출부 영역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때 파단 크기가 충분히 작은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충분히 충수되어 있어 정지냉각펌프가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흡입 조건을 제공 가능하게 하지만 큰 파단에 대해서는 정지냉각펌프의 작동에 필요한 

적절한 흡입이 전적으로 보장된다고 확산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 냉각에 정상적인 정 

지냉각계통을 활용하지 않는다. 

SMART 연구로의 냉각재상설사고시 장기 냉각은 파단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파단 

에 대해서 안전주입계통이 저온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안전주입수는 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부터 공급되며， 핵연료재장 

전수탱크의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면 재순환작통신호 (RAS)가 발생한다. 이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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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안전주입펌프의 흡입유로는 핵연료재장전수탱크에서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 

로 전환되어 재순환 운전이 시작된다 재순환 운전이 시작되면 정지냉각계통의 흡입 

및 방출 유로는 원자로압력용기에서 재순환 집수조로 전환되어 재순환 집수조의 물을 

정지냉각펌프를 이용하여 정지냉각열교환기를 거쳐 냉각시킨 후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 

수조로 되돌려 보낸다. 이와 같이， 안전주입계통이 저온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 

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파단부를 통한 에너지 방출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에 

의하여 핵연료봉의 온도와 NSSS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원자로 

는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사고시 노심에서 원자로건물 내부로 방출된 에너지로 인해 원자로건물의 압력과 온 

도가 상승한다. 사고 초기 안전주입 운전 시에는 원자로건물 내 피동 열 침원 표면에 

서의 증기 응축 열전달 등에 의해 원자로건물의 열이 제거되며， 재순환 운전 시에는 정 

지냉각펌프 및 정지냉각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의 물을 냉각시 

킴으로써 원자로건물의 열이 제거된다. 

4.2.2.2.4.2 허용기준 

10 CFR 50.46 [4.2.17] 및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 -39호 [4.2.1 8]는 냉각재상설사고 

의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 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압경수로에는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 시 계산된 냉각성능이 

다음 각 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복재의 최고온도 < 1204 0C 

- 피복재의 최대산화도 < 17% 

- 최 대 수소 생성률 < 1% 

- 노심의 냉각가능 형상 유지 

- 장기 냉각 

SMART 연구로는 원자로압력용기의 덮개로 연결되는 가압기 가스실린더 연결배관， 

안전주입배관， 정지냉각계통 배관 및 각종 계측관 등의 분지관이 파단 되거나 CEDM 

파단， 혹은 가스설린더에 연결된 POSRV의 부주의한 개방으로 인한 소형냉각재 상실사 

고만이 SMART 연구로의 ECCS 설계기준사고로 고려된다. 

이러한 소형냉각재상설사고시 일차측 재고량은 내경 1인치 이내의 유량 제한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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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방출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재고량 손실을 안전주입계통이 적기에 보충해주어 노 

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설계되어 있다. 노심 노출 및 이로 인한 핵연 

료의 가열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복재의 산화율 및 수소 생성량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한국표준형원전의 경우 노심이 노출되지 않는 3 인치 저온관 소형 

냉각재상설사고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561
0

C 로 피복재의 최대 산화율 및 최대 수소 

생성률은 각각 0.0008%. 0.0002%로 계산되었다. 

심재 (U-Zr 합금)와 피복재 (Zr-1%Nb)가 금속학적으로 접합된 사각형의 금속연료 

를 채택하고 냉각재상실사고 시 노심노출이 발생하지 않는 SMART 연구로의 경우， 원 

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 연료에 적용되는 10 CFR 50.46 및 

과기부 고시 2001 -39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최대피복재온도， 최대 피복재 산화율 및 최대 수소 생성률에 대한 허용기준을 적용 

하는 대신에 사고시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상태 전 기간 동안 노 

심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플랜트 및 운전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 외 냉각가능 형상 유지 및 장기 냉각에 대한 허용기준은 그대로 적용하였 

다 

- 노심 비노출 

냉각가능 형상 

장기 냉각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재고량은 노심이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계산된 노심 형상의 변화는 노심의 냉각이 가능한 형태로 유 

지되어야 한다" 

“비상노섬냉각계통의 성공적인 초기 작동 후 계산된 노심 온도 

는 충분히 낮은 값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장수명 방사능이 노 

섬에 잔존하기 때문에 붕괴열은 장기간에 걸쳐 제거되어야 한 

다" 

4.2.2.2.4.3 해석 코드 및 모델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 -39호는 냉각재상실사고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 동안의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계산체 

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모델 및 계산방법에 따르는 

보수적 평가방법과 불확실도를 고려한 최적 평가방법중 하나에 따라 계산되도록 요구 

하고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평가모텔에 대한 필수요구사항과 허용가 

능사항은 lOCFR50, App. K[ 4.2.19] 및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비상노섬냉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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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의 보수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서 [4.2.2이에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Reg.Guide 1.157 [4.2.21]은 비상노섬냉각계통의 실제적인 혹은 최적평가모델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는 허용 가능한 지침， 절차 그리고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SMART 연구로의 비상노섬냉각계통 성능분석은 보수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수행 
한다. lOCFR50, App. K 및 보수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숨지침서에 명시된 요건들은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 연료를 갖는 가압경수로의 대형냉 

각재상실사고시 발생하는 현상을 기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소형냉각재상설사고 

에 대한 특별사항으로서 소형파단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평가 방법은 NUREG-0737 
[4.2.22] 에 제시된 TMI 사고 후속조치사항들을 반영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속 

조치사항에 따라 LOFT 및 Semiscale 등의 종합효과실험장치에서 수행된 종합효과실 
험 자료와 비교하여 각 원전 설계에 적용되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평가방법론의 타당 

성과 보수성이 입증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모델은 파단유량， 

계통의 압력 및 온도 분포， 냉각재 재고량 분포， 단상 및 이상 자연대류 현상， 주요 사 

건 전개 시간 등에 대한 예측 결과가 이들 실험 자료와 비교했을 때 그 타당성과 보수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재와 피복재가 금속학적으로 접합되어 있는 사각형의 금속연료를 갖고 소 

형냉각재상실사고만 고려되는 SMART 연구로의 경우에는 10CFR50 App. K 및 보수 

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서에 명시된 ECCS EM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App. K의 모델 요건중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 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 
연료 관련 사항 및 대형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노심 노출이 발생하는 냉각재상실사 

고에 해당되는 항목은 SMART 연구로의 ECCS EM 기준에서 제외된다. App. K의 
해당 요건들을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은 꼭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SMART 연 
구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의 개정이 요구된다. 

4.2.2.2.4.3.1 해 석 코드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설사고시 계통의 열수력 거동은 계통열수력분석 코 
드인 T ASS/SMR [4.2.4]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필요시 최고온수로의 핵연료 및 피복 

재의 온도 분포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ABAQUS를 사용한 해석방법론 [4.2.23] 
으로 계산한다. 

TASS/SMR 코드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을 노드와 유로로 모사하여 원자로 
운전 전 영역에서 비웅축성 기체， 물 및 혼합체에 대해 3개의 질량 보존방정식， 기체와 

혼합체에 대한 2개의 에너지 보존방정식 및 혼합체에 대한 운동량 보존방정식을 풀어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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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4.3.2 코드 모델 

TASS/SMR 코드는 소형냉각재상설사고 시 노심의 동특성， 노심， 증기발생기 및 피 

동잔열제거계통에서의 열전달， 파단유량， 계통의 압력과 온도 분포， 냉각재 재고량 분포， 

계통의 유량 및 원자로 제어/보호 계통의 작동들을 모의한다. SMART 연구로와 관련 

하여 추가된 모델들과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모텔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TASS/SMR 열수력 모델 기술서 [4.2.4]에 기술되어 있다. 

4.2.2.2.4.4 해석 방법 

4.2.2.2.4.4.1 민 감도분석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의 비상노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하여 아 

래와 같은 초기조건， 변수 및 모델들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해석 결과의 보수성과 TASS/SMR 코드의 모델 및 입력변수 선정에 대 

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 초기 조건 : 노심 출구 온도， 가압기 압력，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 노섬 동특성 : 축방향 출력 분포 반용도 계수 즉발/지발 중성자 입력 

파단 스펙트럼 : 위치， 크기， 형태 

임계유량 모델 

노딩 민감도 : 파단부위， 안전주입 부위 

단일 고장 

- tíme step 

- 노드 상태 homogeneous vs. heterogeneous 

{ 안전주입수 조건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 

소외전원 상실 유무 

4.2.2.2.4.4.2 T ASS/SMR의 SMART 연구로 모델 

SMART 연구로의 TASS/SMR 입력은 크게 노섬 동특성， 노섬 열전달， 계통 열수 

력， 증기발생기 열전달， 피동잔열제거계통 열전달 및 control group 관련 입력 둥으로 

-1145 -



구성된다. 

TASS/SMR 코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이차계통은 노드와 유로로 모델 한다. 

노드는 유체의 질량 및 에너지를 정의하는 제어체적을 나타내고 유로는 유체의 운동량 

을 정의하기 위해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체적은 없다. 소형냉각재상설사고시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타당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노심， 주냉각재펌프， 

가압기，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피동잔열제거계통 및 안전주입계통 등을 충분한 수의 노 

드와 유로로 세분하여 모델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와 접하고 있는 벽면에서의 열전달은 각 열 수력 노드에 

붙어 있는 벽면을 열용량 (MCp)을 가진 lumped wall로 모델하고 액상 및 기상 열전달 

계수를 입력하여 분리된 액상 및 기상의 수위에 따른 열전달을 고려한다. 

각각의 노드는 유로에 의하여 연결되는데， 이 유로는 필요에 따라 펌프 및 밸브 유로 

를 나타낸다. 급수유량과 안전주입 유량은 각각 시간 및 계통 압력 함수의 입력으로 

모델 한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정지계통， 주증기/급수 격리계통， 피동잔 

열제거계통 및 안전주업계통 등의 원자로 보호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들이 작 

동하여 사고를 완화하고 플랜트를 안정화시키는데 TASS/SMR에는 이들의 작동을 제 

어 입력으로 모델 한다. 계산 결과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안전계통의 작동 

설정치， 작동 신호 지연시간과 펌프 및 밸브의 작동 속도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한다. 

4.2.2.2.4.4.3 해석 초기조건 및 가정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은 아래에 기술되는 보수적인 초기/경계 

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촉간족걷 

소형냉각재상실사고의 전개를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플랜트 운전 초기 조건 

을 선정한다. 노심 출력， 노심 입구 냉각재유량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등 주요 변수들의 운전 허용범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내는 조합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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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생성율 및 출력 분포 

App. K에서 요구하고 

곡선 [4.2.24]을 사용한다. 그리고 노심의 축방향 출력 

분석을 통하여 파단부 크기의 함수로써 가장 열악한 것으로 선택한다. 

10CFR50 그1..)..-1 _Q_ -, l...!-1....-잔열 사용되는 

ANS-71 잔열 

해석에 

발융돈zl 

있는 120%의 

분포는 민감도 

냉각재상설사고 시 노심 핵분열에 의한 출력은 6개의 지발 중성자 그룹을 고려한 점 

큰사 모텔에 의해 계산하며 냉각재 온도 혹은 밀도 핵연료 온도와 제어봉 위치 변화 

에 따른 반응도 궤환 효과를 반영한다. 냉각재 J:!.l 
;’< 핵연료 온도 반응도가는 

TASS/SMR의 입력으로 평균 냉각재 온도 혹은 밀도 및 평균 핵연료 온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사고 후 보수적인 노심출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냉각재 밀도 반응도가와 도 

플러 반응도가의 조합은 각각 주기 중 예상되는 최대 및 최소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선택한다. 냉각재상설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감소로 일차측 

밀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의 반응도가가 주입됨으로써 핵연료 평균온도도 냉각재 

감소한다. 이들이 반응도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냉각재 밀도 

반응도가와 도플러 반응도가는 각각 least negative 값과 most negative 값을 사용한 
fi서 
。다. 그리고 정지제어봉의 반응도가는 원자로 정지후 경과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며 

지봉 삽입에 따른 N-1 정지봉 반응도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집합체 한개 

가 고착된 경우)가 고려된다. 

원자로보호계통 설적치 및 지연시간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감압으로 인한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보호 설정치 (한계사고 

시의 계기 불확실도 고려)에 도달하면 센서 응답시간과 신호지연시간을 거친 후에 원자 

로 정지선호가 발생하며， 트립 차단기 열림 및 제어봉구동계통의 코일 감쇠 시간 지연 

후에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를 동반한 냉각 

재상실사고의 경우에는 양의 반응도 삽입으로 노섬 출력이 급격히 상승한다. 따라서 

노섬 고출력 원자로 보호 설정치에 도달하면 신호지연시간을 거친 후에 원자로 정지신 

호가 발생한다. 

한다.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터빈 정지 및 소외전원 상설이 일어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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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잔열제거계통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원자로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터빈 정지 및 소외전원상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급수 펌프는 정지하고 MCP는 관성서 행 (coastdown)하게 

된다. 급수펌프 정지에 의한 급수유량 감소로 이차 측의 열 제거 기능 상실이 발생하 

면 피동잔열제거작동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에 의하여 주증기/급수 격라밸브가 닫히 

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입/출구 격리밸브가 열려 증가발생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 

된다. 해석시 주증기/급수 격리밸브 및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의 완전차단 시간 

및 완전개방 시간은 보수적으로 가정한다. 

원겐율량 

TASS/SMR에 내장되어 있는 임계유량 모델은 과냉 영역에서는 modified 

Henry-Fauske 모델이， 대부분의 포화 영역에서는 Moody 모델이 엄계유량을 보수적 

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시에는 파단부 상부의 유체 조 

건에 따라 이 두 가지 모델의 계산 결과 중 큰 값을 선택하도록 한다. 비응축성 가스， 

증기 혼합물 또는 과포화증기에 대해서는 Murdock-Bauman 식을 사용하여 임계유량 

을 계산하도록 한다. 또한 보수적인 파단 유량 계산을 위하여 배관 파단은 원자로 용 

기와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며 원자로 용기 뚜껑에 장착되어 있는 노즐의 길이는 고려하 

지 않는다. 

안전주입계통 변수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안전주입계통이 설치되어 있다. 안전주입계통은 1개의 핵연료재장전수탱크를 

수원으로 하여 구성과 기능이 동일한 4개의 독립적인 계열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적으 

로는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계열에는 1대의 안전주입펌프가 설치되어 원 

자로용기의 환형 덮개에 연결된 노즐을 통하여 MCP 방출부 영역으로 냉각수를 주입한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상실사고시 안전주업계통은 가압기 저압력이나 원자로건 

물 고압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안전주입작동신호 (SIAS)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된다. 

해석시 소외전원은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상실된다고 가정한다. 그리하여 모든 안전주 

입펌프는 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 및 부하 연결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작동할 

수 있다. 해석시 사용되는 총 지연시간 (안전주입작통신호 설정치 도달 후 안전주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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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수적으로 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시간 이상으로 가정한다. 장기냉각 수행으로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수원이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로 전환되어 재순환 (recirculation) 운 

전으로 냉각수 보충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해석시 안전주입유량은 계통압력의 함수 

로 주어지며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최소 유량곡선을 사용한다. 안전주입수의 엔탈피 

는 사고시 예상되는 핵연료재장전수 탱크 및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의 최대 온도를 

고려하여 입력한다. 

료윌콕갚 

냉각재상실사고시에 안전계통의 모든 가능한 고장모드와 각 고장 모드가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한다. SMART 연구로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원자로용기 내 냉각재 재고량 관점에서 최악의 단일고장은 비 

상디첼발전기 하나가 기동되지 않는 것이다. 이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주입펌프 2대가 

상실되어 노심을 냉각시키는데 사용되는 안전주입수는 최소화된다. 따라서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안전주입계통 배관 파단 사고 시에는 최소 1대의 안전주입펌프가 주입되 

고 그 외 배관 파단 사고의 경우에는 2대의 안전주입펌프가 주입된다. 

원자로건물 변수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설사고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재고량 손실 

관점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원자로건물의 온도/압력은 전 사고 기간 동안 초기 

대기 조건으로 일정하게 두어 방출량을 최대화한다. 

파단위치와 파단면의 크기 

10 CFR 50.46 및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39호는 가장 섬각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 

가 계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도록 크기 · 위치 및 기타 성질 등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들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은 원자로냉각재계통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NSSS의 모든 구성품 및 배관 등의 가상적인 파단 위치 및 크기를 고려하여 수 

행한다. 파단 위치로는 원자로의 중앙 덮개로 연결되는 가압기-가스실린더 연결배관， 

가압기 압력 계측관， 가압기 냉각재 온도 계측관， 가압기 기체 온도 계측관， 가압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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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측관， 가압기 냉각관 등과 환형 덮개로 연결되는 안전주입계통 배관， 정지냉각계 

통 배관， 환형공동 수위 계측관， 증기발생기 입/출구 온도 계측관， 충전 및 정화계통 배 

관 등이 있다. 이러한 배관들은 원자로용기 덮개에 장착된 노즐에 연결되어 있고 이 

노즐들에는 대부분 유량 제한기가 내장되어 있어 원자로 외부에서 직경이 큰 배관이 

완전 파단 되더라도 일차측 재고량은 노즐부의 최소 내경을 통하여 유량 제한을 받으 

며 방출되게 된다. 그 외에 CEDM 및 POSRV의 부주의한 개방이 고려된다. 

4.2.2.2 .4.5 SAR 형식 및 내용 

안전성분석보고서[ 4.2.1 5]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준형식 및 내 

용 [4.2.1 6]과 원자력발전소 안전해석 검토를 위한 표준검토지침서 [4.2.25] 및 안전섬사 

지침서 [4.2.26]의 6.3절 및 15장에 기술된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사고 발생원인 및 발생빈도， 주요 사건 전개， 해석 모델， 해석 

에 사용된 보수적인 입력 변수 초기 조건 및 가정 등을 기술하고 다음의 주요 변수들 

에 대한 계산결과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 파단에 대한 출력과도현상，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압력과도현상，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파단유량， 노섬 입구 유량과도현상， 노섬 입/ 

출구 및 노섬 내에서의 원자로냉각재의 온도 및 건도， 피복재온도 과도현상， 열전달 계 

수， 배관 및 원자로압력용기 벽면으로부터의 열 유속 과도현상， 일차측 이차측간의 열 

전달， 이차계통의 유량， 압력， 온도， 파단부의 크기의 함수로 표시된 첨두피복재온도 (만 

일 첨두 수치가 발견되었는지가 불확실하다면 부가적인 계산들을 요구한다.)， ECCS 유 

량， 격납건물 압력의 과도현상 등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파단에 대한 정규화한 노섬 

출력， 가압기 압력， 파단 및 총 안전주입 유량， 노심 입구유량， 이차 측의 총 급수유량，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수위， 원자로용기 내 환형공동 냉각재 온도 거동이 제시되어 있 

다. 각 파단에 대하여 사고 시 도달한 노심 지 지 배 럴 내부의 수위 (collapsed water 

leveD 최소값을 계산하여 노섬 비노출의 기준이 되는 수위와 비교함으로써 ECCS의 

성능에 대한 설계 여유도를 보여준다. 

4.2.2.2.5 과도기/사고시 임계열속비 계산방법론 

SMART 연구로의 고온수로 (hot channeD 국부 위치에서의 임계열속비 (critical 

heat flux ratio; CHFR)는 TASS/SMR 코드 [ 4.2.4]와 TASS/SMR 코드에 내장된 서 

브루틴 CHFR을 이용하여 계산되는데 TASS/SMR 코드 및 서브루틴 CHFR의 연계 

는 그림 4.2-5와 같다. TASS/SMR 코드에서는 사건/사고 발생시 시간에 따른 노섬 

-1150 -



입구 압력 (PcDre, 

및 노심 평균 열속 (q I I core，avg)을 계산한다. 서 브루틴 CHFR에 서 는 TASS/SMR 코드 
에서 제공되는 사건/사고 발생시 시간 변화에 따른 노심 입구 압력， 노심 입구 질량 유 

속，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및 노섬 평균 열속과 고온수로의 기하학적인 구조 데이터， 

위치에서의 임계열속 상관식，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열속， 고온수로 입구 및 국부 

건도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임계열속비를 계산한다. 

4,2.2.2.5.1 고온수로의 기하학적인 구조 

고온수로 등가수력직경 및 등가가열직경， 고온수로 전체 가열 길이 등과 같은 고온수 

로의 기하학적인 구조 데이터는 노섬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러한 값들은 서브루틴 

CHFR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4.2.2.2.5.2 임계열속 상관식 

TASS/SMR 코드에 내장된 서브루틴 CHFR에서는 임계열속 계산을 위하여 집합체 
채널 단면 평균 열수력 조건에 근거한 SSF- l 상관식 [4.2.9]을 사용하며， SSF-l 상관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Groeneveld 등에 의해 제안된 AECL lookup table 식의 

[4.2.27]을 사용하여 엄계열속을 계산한다. SSF-l 상관식 '[;J:~二
~'-- Groeneveld lookup 

table을 이용하여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최소 임계열속비 및 최소 임계열속비 발생 

위치를 계산한 이후， 계산된 최소 엄계열속비는 evaporative heat glux로 계산되는 임 

계열속비와 비교된다. Evaporative heat flux는 고온수로로 유입되는 냉각수가 완전히 

증기화되는 열속이다. SSF-l 상관식 또는 Groeneveld lookup table을 이 용하여 계 산 

된 최소 임계열속비보다 evaporative heat flux에 의해 계산되는 임계열속비가 적은 경 

우， 최소 임계열속비는 고옹수로 출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evaporative heat 

flux를 이용하여 계산된 엄계열속비가 최소 엄계열속비가 된다. 

4,2.2.2.5.3 국부 위치에서의 여소 E츠 --, 

τ1 2..~ 근 든근 L:"，노 '-'1, 위치에서의 열속은 TASS/SMR 코드에서 제공되는 노심 평균 열속 
(q I I core,avg) 어1 축방향 출력 분포 인자 (Fz)와 노심 평균에 대한 최고온 연료봉 첨두 출 

려 --, 인자 (Fr) , 그리고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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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박핫 출력 부포 CFz) 

축방향 출력 분포는 임계열속비 관점에서 가장 제한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축방향 출 

력 분포를 적용하며， 이 분포는 사고 조건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고온 연료봉 척두 출력 인자 (Fr) 

축방향 출력 분포와는 달리 엄계열속비 계산시 고려되어야 하는 Fr 값은 사고 발생 

시 사건 종류 및 초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삽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Fr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Fr의 변화를 고려 

하여 고옹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열속을 계산하여야 한다. SMART 연구로에서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삽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에 따른 Fr 계산시 고려되어야 하 

는 인자로는 SDF (static distortion factor) 및 XRPF (xenon redistribution penalty 

factor)가 있다.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Fr은 제어봉집합체 이탈 전 

Fr (Frpre )과 제어봉집합체 이탈 후 Fr (Fr post) , 그리고 Frpre와 Frpost의 함수로 표현되 

는 Fr limiting transient curve를 이 용하여 계 산한다 Fr limiting transient curve는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건 발생시 가장 보수적으로 임계열속비를 계산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Fr 변화 곡선의 형태이다. Fr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과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출력 운전중 Fr 최대 값을 이용하여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열속을 계산하는 반 

면에， 미임계 및 기동 운전 조건하에서 Fr의 변화가 거의 없는 사건 발생시에는 각 운 

전 모드에서의 최대 Fr을 이용하여 국부 위치에서의 열속을 계산한다. 

불활쉰동 

서브루틴 CHFR에서 사용된 불확실도로는 노심 출력 계통 압력 퉁과 같은 주요 변 

수들의 포괄적 불확실도와 출력 분포 및 집합체 채널 유량 등과 같은 국부적 불확설도 

가 있다. 노심 출력， 계통 유량 및 압력， 냉각재 온도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포괄적 

불확실도는 TASS/SMR 코드를 이용한 사고 해석시 고려하고， 국부적인 불확실도는 

고온수로 입구 유량 및 국부 위치에서의 열속 계산시 사용하기 위하여 서브루틴 

CHFR에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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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도 4.2.2.2.5.4 국부 위치에서의 

열평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고온수로 입구에서의 건도는 TASS/SMR 코드에서 제공되는 노섬 입구에서의 계통 압 
채널 단일 는

 
도
 

거
L
 

위치에서의 부
 
’ 국

 
고온수로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 및 냉각재 온도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다음 식을 이용하여 력 

의 건도를 계산한다. 

4 . I q" (z )dz 

X(z)=Xi ,, + J v o ” L 

h" ‘ FA - \.J - '.Ig 

및 국부 위치에서 국부 위치까지의 거리 여기서 z 및 q" (z)은 고온수로 입구로부터 

노섬 계산된 열속은 TASS/SMR 코드에서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열속이다. 의 

인자 및 불확실도 분포， 최고온 연료봉 첨두 출력 i바하 흐려 =ï -d 。 뜯딛~9 평 균 열속 (q" core ，avg)에 

국부 위치에 그리고 dhe，FA는 집합체 채널 등가가열직경이다. 가 고려되어 계산된다. 

인자를 보수적으로 서의 건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최고온 연료봉 첨두 출력 

인자로 사용한다. 램
 

두
 
’ 처

 
n 로

 
수
 
’ 오

 
L 고

 

핵연료 온도 계산방법론 4.2.2.2.6 과도기/사고시의 

핵 연료 온도는 TASS/SMR 코드 [4.2.4], T ASS/SMR 코드에 내 
장된 서브루틴 HTCHOT와 서브루틴 CHFR 및 ABAQUS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TASS/SMR 코드에 서 는 과도/ 
입구 질량 유속， 노섬 입구 냉각재 온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 

SMART 연구로의 

데， 각 코드 및 서브루틴의 연계는 그림 4.2←6과 같다. 

사고 발생시 시간에 따른 노심 입구 압력， 노심 

도， 노심 평균 열속 및 노섬 평균 체적 열생성률을 계산한다. 

여 서브루틴 HTCHOT에서는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열전탈 계수， 냉각재 온도 및 

체적 열생성률을， 그리고 서브루틴 CHFR에서는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염계열속비 

를 계산한다. 임계열속비는 서브루틴 HTCHOT에서 임계열속 발 열전달 계수 계산시 

그리고 ABAQUS 코드는 TASS/SMR 코드 및 
압력， 국부 위치에서의 

핵연료 온도를 최종적으 

연소도， 노섬에서의 계통 

열생성률 자료를 이용하여 

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서브루틴 HTCHOT로부터 제공되는 

체적 온도 및 열전달 계수， 냉각재 

로 계산한다. 

4.2.2.2.6.1 서브루틴 HTCHOT 

시간 변화에 가능은 TASS/SMR 코드에서 계산되는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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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노섬 평균 열수력 변수들을 이용하여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열전달 계수， 냉 

각재 온도 및 체적 열생성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부 위치에서의 데이터들은 

ABAQUS 코드에서 핵연료 온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서브루틴HTCHOT는 
TASS/SMR 코드에 내 장되 어 있다. 

4.2.2.2.6.1.1 국부 위치에서의 열전달 계수 

서브루틴 HTCHOT에서는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 임계열속의 발생 여부에 따라 임 

계열속 이전 영역과 임계열속 이후 영역에서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국부 위치에서의 열 

전달 계수를 계산한다. 임계열속의 발생 여부는 서브루틴 CHFR에서 계산되는 엄계열 

속비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엮계염속 이전 엿역에서의 삿관식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 임계열속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부 유체 조건에 따라 

서 단상 유동 조건 열전달 상관식 2상 유동 미포화 비등 열전달 상관식 또는 2상 유동 

포화 비등 조건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열전달 계수를 

계산한다 [4.2.28]. 

임계염속 이후 엿역에서의 상관식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 엄계열속이 발생하면 국부 위치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임계 

열속 이후 영역에서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엄계열속이 발생하면 천이 비등 

대신 막비등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건과 같 

이 고온수로에서의 노섬 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고온수로는 막비등에 의한 열 

전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숨지침서 [4.2.2이에서 제안되고 있는 Groeneveld 막 

비등 상관식 [4.2.29]과 Dougall & Rohsenow 막비등 상관식 [4.2.30, 4.2.31]을 사용한 

다 

4.2.2.2.6.1 .2 국부 위치에서의 냉각재 온도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단일 채널 열평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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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온수로 입구에서의 건도는 TASS/SMR 코드에서 제공되는 노심 입구에서의 

계통 압력 및 냉각재 온도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국부 위치에서의 

건도를 계산한다. 

4 f ,=q"(z)dz 

z(z)=z,,,+ J U n L "_, FA - \..1 “ Ig 

여기서 z 및 q 11 (z)은 고온수로 입구로부터 국부 위치까지의 거리 및 국부 위치에서 

의 열속이다. 국부 위치에서의 열속은 TASS/SMR 코드에서 계산된 노심 평균 열속 

에 축방향 출력 분포 최고온 연료봉 첨두 출력 인자 및 불확실도가 고려되어 계산된 

다. 그리고 dhe，FA는 집합체 채널 등가가열직경이다. 계산된 국부 위치에서의 건도를 

이용하여 국부 위치에서의 엔탈피를 계산하고， 계산된 엔탈피 및 노섬에서의 계통 압력 

을 이용하여 국부 위치에서의 냉각재 온도를 결정한다. 국부 위치에서의 건도 계산시 

집합체 채널 구조물을 통한 열손실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부 위치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보수적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고온수로가 위치하는 연료 채널의 핵연료 사이에 

서도 출력 분포가 존재하는데， 보수적인 냉각재 용도 계산을 위하여 연료 채널내의 모 

든 핵연료가 고옹수로에 적용되는 Fr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4.2.2.2.6.1.3 국부 위치에서의 체적 열생성률 

고온수로 국부 위치에서의 체적 열생성률은 TASS/SMR 코드 또는 MASTER 코드 

[4.2.5, 4.2.32]에서 제공되는 노심 평균 체적 열생성률에 축방향 출력 분포 인자 (Fz)와 

노심 평균에 대한 최고온 연료봉 첨두 출력 인자 (Fr) 그리고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계 
산한다. 

축방향 출력 분포 (Fz) 

축방향 출력 분포는 핵연료 온도 관점에서 가장 제한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축방향 

출력 분포를 적용하며， 이 분포는 사고 조건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고온 연료봉 첨두 출력 <?l 자 (Fr) 

축방향 출력 분포와는 달리 핵연료 온도 계산시 고려되어야 하는 Fr 값은 사고 발생 
시 초기 사건 종류 및 초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삽입 사 

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Fr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Fr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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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연구로에서 단 

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삽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에 따른 Fr의 변화시 고려되어 

야 하는 인자로는 SDF 및 XRPF가 있다.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제어봉집합체 이탈 전 Fr (Frpre )과 제어봉집합체 

함수로 표현되 는 Fr limiting 

고려하여 국부 위치에서의 체적 열생성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후 Fr (Frpost) , 그리 고 

계산한다. 

이탈 Fr은 

이용하여 

발생시 가장 보수적으로 핵연 

형태이다. Fr의 변화가 거의 

값을 이용하여 국부 위치에 

및 기동 운전 조건하에서 Fr의 변화가 

최대 Fr을 이용하여 국부 위치에서의 

transient curve를 Frpre와 Frpost의 

Fr limiting transient curve는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건 

료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Fr 변화 곡선의 

없는 과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력 운전중 Fr 최대 

서의 체적 열생성률을 계산하는 

거의 없는 사건 발생시에는 각 

체적 열생성률을 계산한다. 

반면에， 미임계 

운전 모드에서의 

4.2.2.2.6.1.4 불확설도 

서브루틴 HTCHOT에서 사용된 불확실도로는 노심 출력， 계통 압력 등과 같은 주요 

열전달 상관식 관련 불확실도와 핵연료 관련 

노섬 출력， 계통 유량 및 압력， 냉각재 온도와 관련된 주요 

불확실도는 TASS/SMR 코드를 이용한 사고 해석시 

변수들의 포괄적 불확실도， 국부 위치에서 

국부적 인 불확실도가 있다. 

고려하고， 핵연 

고려한다. 그리 

포괄적 

료 관련 국부적인 불확실도는 국부 위치에서의 체적 열생성률 계산시 

고 열전달 상관식 관련 불확실도는 열전달 계수 계산시에 고려된다. 

변수들의 

4.2.2.2.6.2 서브루틴 CHFR 

TASS/SMR 코드에 내장된 서브루틴 CHFR에서는 임계열속 계산을 위하여 집합체 

채널 단면 평균 열수력 조건에 근거한 SSF-l 상관식을 사용하며， SSF-l 상관식의 

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AECL lookup table [4.2.27]을 사용하여 임계열속을 계산 

적 

국부 위치에서 임계열속이 발생하면 막비등 상관식을 이용하여 국부 위치에서의 

열전달 계수를 계산한다. 

한다. 

4.2.2.2.6.3 ABAQUS 코드 

코드인 

조건에서 

해석 

및 천이 

유한요소 법용 

정상 상태 

평가에는 

코
 

온도 

ABAQ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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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특정 단면에 대하여 온도 분포를 계산하는데， 핵연료 심재에서 발생된 열， 핵 

연료 및 피복재에서의 열전도와 피복재 표면에서의 대류를 통하여 형성된 온도 분포를 

평가한다. 핵연료 온도 계산시에는 핵연료의 용도 및 연소도의 함수로써 제공되는 핵 

연료 섬재의 열전도도가 사용되는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연료 섬재에 생성되는 핵분 

열생성불로 인하여 열전도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ABAQUS 코드를 이용한 핵연 

료 온도 계산시 연소도에 따른 열전도도의 감소를 고려한다. 

서브루틴 HTCHOT 및 서브루틴 CHFR과는 달리 ABAQUS 코드는 TASS/SMR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TASS/SMR 코드 출력을 이용하여 ABAQUS 모율로 재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계산 결과로 시간에 따른 연료심 중심 (절점 7)에서의 온도， 피 

복재와 접촉하고 있는 연료심 (절점 1 & 5)에서의 온도 냉각재와 접촉하고 있는 피복 
재 표면 (절점 2 & 6)에서의 온도， 그리고 연료섬， 피복재 등의 평균 온도 등을 출력할 

수 있다. 각 절점의 번호는 그림 4.2-7에 나타나 있다. 

4.2.3 안전해석 

4.2.3.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건/사고 해석 

4.2.3 .1.1 급수 온도 감소 

급수 온도 감소 사건은 복수펌프 정지시 비상보충수탱크에서 물이 급수펌프로 유입 

되거나 저속으로 운전중인 순환수펌프가 잘못된 신호에 의하여 고속운전 모드로 전환 

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급수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카세트로 

공급되는 최대 급수 엔탈피 감소는 최대 급수 온도 감소 30
0

C 에 해당하는 125kJ/kg이 

다. 

급수 온도 감소 사건은 주증기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아 노심 

출력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의 영향을 받는 최소 임계열속비가 더 크기 때문에 핵연 

료의 성능 저하 측면에서 덜 제한적이다. 따라서 계통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 

의 경위는 주증기 유량 증가사건 시보다 덜 심각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과도상태 임계 

열속비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유사하고 그 사건 

영역 내에 포함된다. 

4.2.3.1.2 급수 유량 증가 

급수 유량 증가 사건은 기기의 고장이나 잘못된 선호에 의하여 급수 제어밸브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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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거나 대기중인 급수펌프의 오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때 고장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최대 유량은 급수계통 정격 유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급수유량 증가 사건은 증기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유사하거나 

작아 노심 출력과 유량의 영향을 받는 최소 임계열속비가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 

능저하 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계통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의 경위 

는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관련된 과도상태보다 덜 심각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과도 

상태 임계열속비를 일으킨다. 본 사건의 과도상태는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유사하 

고 그 사건 영역 내에 포함된다. 

4.2.3.1 .3 주증기 유량 증가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은 운전원의 실수나 터빈발전기 부하 제한의 오동작， 증기 우 

회회로의 오동작 퉁에 의하여 주증기 유량이 과다 방출됨으로써 발생한다. 이와 같은 

오동작에 의하여 증가할 수 있는 증기의 최대 유량은 정격출력 증기 유량의 130% 이 

다. 

주증기 유량 증가의 경우 주 관심 변수는 최소 임계열속비이다. 이 변수는 연료허 

용손상한계치가 위반되었는지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발생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여 

기서 엄계열속비를 감소시키는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출력분포 효과를 고려한 노심 열속 증가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원자로 냉각재 압력 감소 

원자로 냉각재 온도 증가 

단일고장 평가 결과에 의하면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은 증가유량 증가사고와 동시 

에 발생되는 급수제어 계통 오동작이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 

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피동잔 

열제거계통의 한 (1) 계열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였다. 
표 4.2→2에 해석에 사용된 초기조건을 나타내었고 표 4.2-3은 급수제어계통의 오동 

작을 수반한 주증기 유량 과다 방출 사건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주증기 유량 증가는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를 증가시켜 원자로냉각재계통 

을 냉각시킨다. 음의 특성을 갖는 감속재 옹도계수에 의하여 노십 출력은 증가하여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설정치에 도달한다.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제어봉이 삽입되기 시작하며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3초 후에 관성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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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한다. 소외전원 상실 가정에 의하여 주냉각재펌프의 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원자로 정지 후 약 50초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약 16kg/s의 자연대류 유량이 형성되 

며，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 

통에 연결된다. 이후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원자로에서 발생하 

는 잔열을 제거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 감소와 원자로 정지로 인한 출력 감소 

의 조합에 의하여 최소 임계열속비는 사고 발생 후 약 17.46초에 발생하였다 (그림 

4.2-8). 이차계통 압력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과 동시에 증가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 

에 의한 자연대류 유량이 안정화되면 약 5.5MPa에 안정화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그림 4.2-9)도 안정화된다. 

주증기 유량 증가 및 급수제어계통 오동작이 결합된 주증기 유량 증가사건의 과도상 

태동안 최소 임계열속비가 l.3 이상으로 유지되며 최고온 핵연료봉의 온도는 llOOOC 
이하로 유지되어 핵연료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RV 밸브는 열리지 않 

았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MPa 보다 낮게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4.2.3.1.4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증기관 파단사고는 원자로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증기계통의 배관이 파단되는 

사고로 정의된다. 가상의 증기관 파단은 원자로용기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모든 증기관 

의 파단을 고려하며， 파단의 크기는 배관의 양단 파단에서 작은 크랙까지 고려해야 한 

다. SMART 연구로는 무붕산 노심을 사용하므로 기존 상용로와 비교시 제어봉의 정 

지반응도가가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증기발생기 이차계통이 튜브로 되어 있어서 이 

차계통 냉각재재고량이 매우 적다. 원자로 정지 후에는 상온 고착제어봉 조건에서도 

1%Óp이상의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SMART 연구로의 증기관 파단사고에 

서는 어떤 경우도 원자로가 정지 후 재임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원자로 

정지 후 노심의 재임계관점에서의 해석은 수행하지 않으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구역 

관 파단사고인 경우의 최소 임계열속비가 원자로건물 외부 구역증기관 파단사고의 경 

우와 동일하므로 핵연료 피복재의 성능저하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 또는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경우인 전출력 운전 중 단일고장 및 최대 반응도가를 가지는 한 개의 제 

어봉 집합체 고착상태에서 소외전원이 상실될 때 원자로건물 외부의 주증기격리밸브 

상류에서 발생한 구역 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증기관 파단면적은 

주증기격리밸브 상류의 구역 증기관 (section steam pipe)이 양단으로 파단될 때의 면 

적이다. SMART 연구로의 증기 노즐과 증기 모률헤더 사이의 증기 모률관은 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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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m로 각 카세트당 6 개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관의 최대 유효 증가 방출면적은 

모율관의 내경에 의하여 제한되며， 0.0103m' 이다. 

전 출력 운전중 증기관 파단사고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원자로건물 외 

부에서 증가관 파단사고의 초기조건은 표 4.2-4에 나타내었으며 표 4.2-5에는 과도상 

태에 대한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과 결과를 요약하였다. 증기관 파단사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되면， 주냉각재펌프에 전원이 상실되어 노섬 유량이 감소하고 

주냉각재펌프 축 저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조건이 형성된다. 구역관 파단사고의 경우 

0.50초에 원자로 정지설정치에 도달하여 1.00초에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1.50초 

에 제어봉이 삽입되기 시작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선호에 의하여 1.00초부터 주 

증기격리밸브와 급수격리밸브가 잠기기 시작하여 각각 16.00초와 6.00초에 완전히 잠긴 

다. 이와 같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 감소와 원자로 정지로 인한 출력 감소의 조합 

에 의하여 최소 임계열속비는 1.88초에 발생하였다. 이때 최소 엄계열속비는 1.때로 

계산되었으며， 그 이후의 임계열속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4.2-1이. 이차계통 압 

력은 파단이 발생한 구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건전한 구역에서는 사고 초 

기에 감소하다가 피동잔열제거계통 작통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교환기에 의한 자연대류 유량이 안정화되면 약 5MPa로 안정화되며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온도와 압력(그림 4.2- 11)도 안정화되었다. 시간이 경과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체온도가 200 0C 이하가 되어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한 자연대류의 구동력이 감소하 

면 운전원은 수동으로 피동잔열제거계통에서 정지냉각계통으로 운전을 전환하여 노심에 

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한다. 

단일고장과 동시사건을 고려한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증기관 파단사고시 소외전원 상 

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노섬 출력은 원자로 정지 후 충분히 낮은 상 

태로 유지되어 핵연료가 손상될 위험은 없다.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증기관 파단사고동 

안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MPa 보다 낮게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 

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최소 임계열속비가 1.3 이상으로 유지되고， 최고온 핵연료봉의 

온도는 1100 0C 이하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가 손상될 위험은 없으며， 원자로 노 

심은 냉각능력의 확보와 함께 그 건전성이 유지된다. 

4.2.3.1 .5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피동잔열제거계통 오작동 사건은 운전원의 실수나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설치된 격리밸 

브들이 오작동 신호에 의하여 개방됨으로써 발생한다. 사건이 시작되면 약간의 과도기 

를 거쳐 안정된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초기조건이 과도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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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어떠한 단일고장이나 동시사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사건은 증가유량 증가 사건보다 노심의 출력 증가율이 작으며， 운전원에 의해 수 

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킨 후 최소 엄계열속비가 더 크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 저하 

측면에서 덜 보수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계통운전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사건 

의 경위는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과 관련된 과도상태보다 럴 심각한 과도상태의 임계 

열속비를 일으킨다. 

4.2.3.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사건/사고 중에서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은 외부부하 상 

실， 터빈 정지， 복수기 진공상실， 주증기격리밸브 폐쇄， 플랜트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 

전원 상설， 정상 급수 유량 상실， 기기냉각계통 유량상실이다. 사고로 분류되는 것은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이다. 

본 사건/사고의 주 관심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첨두압력의 설계 제한치 초과 여부이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출력분포 효과를 고려한 노심 열속 증가 

-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 감소 

- 원자로 냉각재 온도 증가 

원자로 냉각재 유량 감소 

단일고장은 과도상태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변수를 채택한다.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은 피동잔열 

제거계통 한 (1) 계열 폐쇄 고장이다. 그라고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웅도가를 가지 

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과 소외전원 상실을 동시사건으 

로 가정하였다. 소외전원이 상실되면 대기 중인 비상디젤발전기가 자통으로 기동되어 

필요한 모든 공학적안전설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고 플랜트를 안전한 정지조건에서 유 

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원을 제공한다.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사건/사고에 대한 원자로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 

하여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사건 해석시 원자로 노섬에서의 임계열속비 거 

동은 TASS/SMR 코드에 부프로그램 (CHFR)으로 내장된 SSF- l 임계열속비 상관식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최고온 핵연료봉 온도는 핵연료봉에 대한 피복재와 핵연료의 

온도 평가에 사용되는 ABAQUS 코드 모률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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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사고의 개요 및 원언을 표 4.2-6에 정리하였다.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 

소 사건의 해석 결과 사건 중에는 정상 급수 유량 상설이 제한적인 사건으로 분석되었 

다. 사고의 경우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를 해석하였다. 

4.2.3.2.1 정상 급수 유량 상실 

4.2.3.2.1 .1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모든 급수밸브의 차단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유량이 감소하면 정상 

출력 운전인 경우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감속재 온도계수를 가 

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심 출력이 변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고 

급수 저유량 신호를 무시할 경우 원자로정지가 가압기 고압력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 

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 

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이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 

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4.2.3.2. 1.2 영향분석 및 결과 

초기조건 조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정상 급수 유량 상실 사건에 의해서 

야기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첨두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초기조건들을 선택하였다. 표 

4.2-7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급수는 사건 초기 순 

간적으로 0이 된다고 가정하였고 급수저유량 신호는 무시하였다. 원자로정지시 소외전 

원 상실 여부는 최대압력 관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 이후 3초 동안 동작하며 그 이후 소외전원 상실 여부에 따라 관성 

서행을 하거나 저속운전으로 변경되게 된다. 최고 압력은 주냉각재펌프의 운전모드가 

변경되기 전에 나타나게 되어 최고 압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상 급수 유량이 상실되고 증기발생기에 의한 열제거가 감소되면서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고 6.47초에 가압기 고압력 설정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9.10초 

에 최대 압력 17.07MPa에 도달하였다. 증기발생기 압력은 사고 발생 후 101.45초에 

최대 압력 5.99MPa에 도달하였다. 최소 임계열속비는 사고발생 이후 원자로냉각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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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도 전 기간동안 제한치인 1.3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최 

고온 핵연료봉 온도는 사고발생 이후 출력이 낮아지면서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과도 

전 기간동안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었다. 가압기의 압력 임계열속비， 최고온 핵연료봉 

온도를 그림 4.2- 12부터 4.2.14에 나타내 었다. 

4.2.3.2.2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4.2.3.2.2.1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급수계통 배관이 파단되면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에 있는 유체가 파단변으로 역 

류하여 방출된다. 그러나 급수관의 각 구역배관 (section pipe)에는 역류방지밸브 

(check valve)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급수관의 유체는 파단면으로 역류하지 

않는다. 급수관 격리밸브가 닫힌 후에는 파단 위치에 따라 계통 경향이 상이한데， 격 

리밸브 상단에서 파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단 부위를 통한 급수 방출이 중지되지만， 

격리밸브 하단에서 파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수관 격리밸브가 닫힌 후에도 파단이 발 

생한 급수관 압력과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파단 부위를 통하여 

급수 방출이 일어난다. 

파단면을 통한 급수의 과다 방출로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급수 유량이 감소 

하게 되면 정상 출력 운전시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면 음의 감속재온 

도계수를 가지는 냉각재 특성에 따라 노섬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하여 원자로 정지선호가 가압기 고압력 또는 주증기 저압력에 의하여 발생 

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이후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조건이 만족되면 증기발생 

기는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 

다. 이후 원자로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이용한 자연대류에 의하여 이 

루어지면서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4.2.3.2.2.2 영향분석 및 결과 

초기조건 조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첨두압력이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였으며， 

표 4.2-7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로정지시 주 

냉각재펌프가 정지될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소외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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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냉각재펌프는 소외전원 상실 이후 3초 동안 동작하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추가 하였다. 다가 관성 서행한다. 

-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전달은 0이다. 

건전한 증기발생기에서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로 증기가 우회하지 않는다. 

파단이 발생하면 급수유량은 상실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파단이 발생한 증기발생기 구역에서의 열전달이 없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건전한 증기발생기의 주증기 유량이 파단된 쪽으로 우회될 경우 열전달이 증 

가하므로 열전달이 잘 되지 않도록 주증기 유량은 우회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분 파단이 될 경우 증기발생기로 일부 급수유량이 공급되면서 급수유량이 상실될 때 

에 비하여 열전달이 증가하게 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압력이 낮아진다 

인 가정을 위하여 파단이 발생하면 급수유량이 상실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수적 

따라서 

급수관 파단이 발생하면 파단 위치와 크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SMART 연구로의 특성상 유량이 전열관 입구의 orifice에 의하여 제한된다. 

파단유량의 계산을 위하여 파단면적은 전열관의 orifice의 면적으로 하였다. 

원자로건물 급수계통 배관이 파단되고 증기발생기에 의한 열제거가 감소되면서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옹도와 압력이 증가한다 9.60초에 원자로냉각재계통 최대압력 

17.46MPa에 도달하였다. POSRV는 가스실린더의 압력이 17.34MPa 이상이 되는 시 

점인 10.53초에 개방되었다가， 가스실린더의 압력이 14.45MPa 이하로 떨어지는 15.34 

초에 닫혔다. 소외전원상실 가정 하에 6.97초에 가압기 압력설정치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는 증기관 및 급수관 격리밸브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 

고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건전한 증기발생기의 압력은 사고 발생 333.84초 후 

에 최대압력 6.l6MPa에 도달하였다. 최소 임계열속비는 사고발생 이후 원자로냉각재 

계통 압력 증가로 인해 제한치인 1.3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최고온 핵연료봉 온도는 

사고발생 이후 출력이 낮아지면서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온도가 최대 온도이다. 

가압기의 압력， 임계열속비， 최고온 핵연료봉 온도를 그림 4.2-12부터 4.2.14에 나타내 

었다. 파단 방출 유량을 그림 4.2 - 15에 나타내었다. 

4.2.3.2.3 결론 

SMART 연구로의 이차측에 의한 열제거 감소사건/사고를 TASS/SMR 코드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사고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 가능한 LCO 범위 중 제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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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들에 의하면 전출력 운전 중 최대 반응도가를 가지는 한 개의 제 

어봉 집합체 고착상태에서 소외 전원이 상실될 때 AOO 빈도를 가지는 열제거 감소 
사건은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에 의하여 다른 모든 사건들이 bound 되었다. 한계사 

고 빈도를 가지는 이차측에 의한 열제거 감소사고인 급수계통 배관파단사고는 파단위 

치가 상관없도록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경우가 제한사고였다. 

상세 분석 결과에 의하면 SMART 연구로의 이차측에 의한 열제거 감소 사건/사고 

는 단일고장과 동시사건을 고려한 정상 급수 유량 상실사건과 원자로 건물 내/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사고 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 

은 18.7MPa보다 낮게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최소 임계열속비율이 1.3 

이상으로 유지되고， 최고온 핵연료봉의 옹도는 1100 0C 이하로 유지되어， 핵연료 피복재 
가 손상될 위험은 없으며 노심은 냉각능력의 확보와 함께 그 건전성이 유지된다. 

4.2.3.3 원자로냉각재 유량 감소 사건/사고 해석 

유량상실사고가 발생하면 노심으로의 냉각재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된 유량으로 

인하여 노심에서 열적 여유도는 감소하며 냉각재 온도의 상승을 발생한다. 냉각재 온 

도의 상승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증가를 가져온다. 유량상실사고에서의 허용조건 

은 전체 과도기간 중 임계열속비가 1.3 이상을 유지하고 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 

이 설계압력의 110%인 18.7MPa 이하로 유지되며 최고온 핵연료봉 온도가 핵연료 용 
융온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수적인 초기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운전경계조건에 대하여 민감도해석을 수행하였 

다. 민감도 해석이 수행된 경계 값은 각각 노심의 고/정격/저 출력， 냉각재계통 고/정 

격/저 압력， 냉각재 고/정격/저유량，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의 고온/정격옹도/저온도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민감도 해석 결과 가장 낮은 임계열속비에 도달하는 보수적인 초 

기조건은 노섬 고출력， 냉각재계통 고압력， 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고온도， 냉각재 저 

유량으로 선정되었다. 

운전 중인 두 대의 주냉각재펌프가 정지되어 발생하는 완전 유량상실사고를 일으키 

는 원인은 소외전원상실이다. 소외전원이 상설되면 급수펌프는 정지되어 급수유량이 

중단된다. 본 해석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급수유량이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중단 

된다고 가정하였다. SMART 연구로의 설계는 소외전원이 상실되어도 맛데리의 전원 

을 통하여 주냉각재펌프는 3초 동안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초 지연시간 

경과 후 주냉각재펌프는 관성서행을 시작한다.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저 급수유량이 먼 

저 발생하나 보수적으로 주냉각재펌프의 저속도 (규정된 속도의 78%)로 노심 정지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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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주냉각재펌프 저속도 발생시 응답기 신호지연은 0.5초를 

가정하였다. 노심 정지신호가 발생한 후 응답기 선호지연과 코일 감쇠시간은 1초를 가 

정하였으며 1초 지연시간 후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낙하하여 노십 출력을 제어한다.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유량상실사고의 사고 초기조건과 전개를 표 4.2-8과 표 4.2-9에 

기술하였다. 

운전 중인 두 대의 주냉각재펌프중 한 대의 펌프가 정지하게 되면 주냉각재펌프 저 

속도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선호가 발생하게 된다. 사고 발생 원인은 기기 결함에 의한 

것으로 회전축의 고착 또는 파손의 발생이 가정된다. 회전축의 파손으로 인한 냉각재 

유량 감소율은 회전축 고착으로 인한 유량 감소율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 

는 회전축 고착으로 인한 유량상실사고를 분석하였다. 운전 중인 주냉각재펌프 중 한 

대의 펌프 회전축의 고착으로 발생한 노심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상실이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소외전원상실 발생 3초 후 정상운전중인 주냉각재펌프의 관성서행이 

일어난다. 한 대 주냉각재펌프 회전축고착으로 인한 유량상설사고의 초기조건은 소외 

전원상실사고로 인한 유량상설사고과 같으며 사고 전개를 표 4.2-10에 기술하였다. 

선정된 초기조건과 보수적인 사고진행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노심통과 유 

량이 사고초기에 감소한다 (그림 4.2-16).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유량완전상실사고와 

한 대의 주냉각재펌프회전축고착으로 인한 유량상실사고에서 각각의 최저 임계열속비 

발생시간은 각각 4.93초와 0.93초에 발생하며 그 값은 1.34와 1.38로 계산되었다 (그림 

4.2-17). 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은 16.18MPa과 15.84MPa (그림 4.2-18) , 핵연료온도 

는 사고 진행 중 상승하지 않으며 최고온 값은 초기 값이다 (그림 4.2-19). 계산결과 

SMART 연구로의 유량상실사고는 허용조건을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2.3.4 반응도 출력분포 이상 사건/사고 해석 

SMART 연구로에서 발생 가능한 반웅도 및 출력분포 이상 사고로는 미임계나 저출 

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 

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제어봉집합체 오작동 사건， 주냉각재펌프의 오작 

동 사건 및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고가 있다 

4.2.3.4.1 미임계나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미임계나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은 제어봉 

집합체군 제어계통의 고장 또는 운전원 실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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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출력 운전 상태하에서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면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 속도와 

인출시 노심 동특성에 따라 정 (+)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입되어 노섬 출력， 냉각재 

온도 및 계통 압력이 증가한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로 인하여 원자로의 주요 변수가 

출력배가시간， 노섬 고출력 또는 가압기 고압력 등과 같은 원자로 정지 설정치를 초과 

하면 원자로 정지 선호가 발생한다. 이후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낙하되면서 사건은 

종결된다. 원자로 정지에 의한 터빈 정지 이후 급수 및 주증기격리밸브는 폐쇄되기 

시작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는 개방되기 시작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완전 

개방된 이후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차 

계통 압력은 초기에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표 4.2-1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에서 사 

용된 가정들과 초기 조건들은 미임계 또는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시에 임계열속 제한치에 가장 근접하도록 운전제한조건에 의해 허용되는 가장 보수적 

인 조합이 되도록 결정되었다. 불확설성을 포함한 반경 방향 첨두출력계수는 1.706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본 사건의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가정된 값이다. 정격 노심 출 

력의 7% 초기 노심 출력 준위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사건 동안 임계열속 제한치에 가 

장 근접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보다 낮은 출력에서 시작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사건은 

초기 노심 출력 준위가 낮기 때문에 결과는 덜 심각하다. 해석에서 사용된 반응도 삽 

입률은 최대 반응도 삽입률인 233.5pcm/s이다. 이보다 적은 반응도 삽입률은 노심 출 

력의 증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핵연료 건전성 평가 기준인 임계열속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떤 단일고장도 임계열속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장기 냉각 측면에서 피동잔열제거계통 한 계열의 고장 

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피동잔열제거계통 한 계열의 고장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하였 

저출력 운전 상태 하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시에는 노섬 출력이 증가하여 핵연 다. 

료 온도 및 감속재 온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보수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부(-)의 핵연료 온도계수 및 감속재 온도계수를 가정했다.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에 따른 주요 변수의 동적 거동을 그림 

4.2-20부터 4.2.23에 나타내었고 사건 진행 과정은 표 4.2→ 12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 

과에 의하면 미엄계나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과도 상태 

동안 임계열속바가 1.3 이상으로 유지되고， 최고온 핵연료 온도가 핵연료 용융 온도 이 

내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핵연료 손상은 없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MPa 보다 낮게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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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4.2.3.4.2 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군 제어계통의 고장 또는 운 

실수에 의하여 원자로가 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어 

는 사건이다. 제어봉집합체군이 인출되면 제어봉집합체군의 인출 속도와 인출시 노심 

동특성에 따라 정 (+)의 반응도 값이 노심에 주업되어 노섬 출력， 냉각재 온도 및 계통 

압력이 증가한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로 인하여 노심 고출력 또는 가압기 고압력 

과 같은 원자로의 주요 변수가 원자로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 

생한다. 이후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낙하되면서 사건은 종결된다. 원자로 정지에 

의한 터빈 정지 이후， 급수 및 주증기격리밸브는 폐쇄되기 시작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는 개방되기 시작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완전 개방된 이후 원자로냉각재계 

통 열제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차계통 압력은 초기에 중가하다 

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초기 및 경계 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임계열속비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 

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 (노심 출력， 압력， 온도， 유 

량， 반경방향 첨두계수 등)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표 4.2-11은 본 사건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제어봉 

집합체군의 최대 반응도 삽입률은 217.5pcm/s이다. 그러나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 

군 인출 사건시 제어봉집합체군 최대 인출 속도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과 

도한 반웅도 삽입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여 

핵연료 건전성 평가 기준인 임계열속비에 섬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동일한 

반응도 삽입률 조건하에서 초기 노심 출력이 큰 경우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가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임계열속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해석에 

서는 원자로 정지를 가능한 늦추어 임계열속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 

노심 출력 및 반응도 삽입률을 파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2-11에 

제시된 초기 조건하에서 반응도 삽입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를 그림 4.2-24에 나 

타내었는데， 17.61pcm/s의 반응도 삽입률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이 발생하는 

우 최소 임계열속비가 발생하였다. 

발생하 

드
 
。

경 

출력 

전원 

17.61pcm/s보다 큰 반웅도 삽입률 조건에서는 노 

고출력 원자로 정지 신호가 빠른 심 출력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가변과출력 또는 노심 

발생하여 임계열속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이 에 반하여 17.61pcrn/s 

반응도 삽입률 조건에서는 반응도 삽입률이 적어 노심 출력 증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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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
 

시
디
 

노
 

해
 

빽
 랜
 

이
，
 이
，
 

-1168 -

호가 발생하는데， 반응도 삽입률이 



률 사용시의 임계열속비에 비하여 증가한다.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떤 단일고장도 임계 

열속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장기 냉각 측면에서 피 

동잔열제거계통 한 계열의 고장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피동잔열제거계통 한 계열의 

고장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하였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부( -)의 핵연료 온도계수 및 감속재 온도계수를 사용하였다. 

출력 운전 상태에서의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에 따른 주요 변수의 

동적 거동을 그림 4.2-20부터 4.2.23에 냐타내었고 사건 진행 과정을 표 4.2 - 13에 나타 

내였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출력 운전 상태의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과도 상태 

동안 임계열속비가 l.30 이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핵연료봉 피복재가 손상될 위험은 
없다. 그리고 최고온 핵연료 온도 또한 핵연료 용융 온도 이내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핵연료 손상 또한 없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MPa 보다 낮게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4.2.3.4.3 제어봉집합체 오작동 

제어봉집합체의 오작동 사건은 크게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인출사건과 낙하사건으로 

나누어진다.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은 제어봉집합체의 구동제어장치의 고장이나 

원자로 출력제어 및 보호계통의 고장에 의하여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dead band를 초 
과한 제어되지 않는 인출이다. 여가서 dead band는 통일 제어봉집합체군내에 속한 제 
어봉집합체들 사이의 상대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어봉집합체간의 상대 위치가 

dead band 이내인 경우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단일 제어봉집합체 

가 인출되는 경우에는 반경방향 출력 분포가 비 균일하게 된다. 단일 제어봉집합체 낙 

하는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제어봉집합체 구동장치 지지코일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어봉집합체지지 장치의 기계적 고장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용로에서는 제어봉집합체 

낙하 사건시 가장 제한적인 경우는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지 않고 출력이 감소하다 다 

시 상승하여 임계열속비 제한치로 접근을 야기하는 경우이나 SMART 연구로에서는 
단일 제어봉집합체 낙하시 낙하되는 제어봉집합체가 제어봉집합체 위치 지시기 제한치 

이상 낙하되면 SCOPS에 의해 원자로는 즉각적으로 정지된다. 따라서 단일 제어봉집 

합체 낙하 사건은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에 비해 럴 섬각하다. 단일 제어봉집합 

체가 인출되면 인출되는 제어봉집합체의 속도와 인출시 노섬 동특성에 따라 정 (+) 반 

응도 값이 노심에 삽업되어 노섬 출력， 냉각재 온도 및 계통 압력이 증가한다.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로 인해 원자로의 주요 변수가 원자로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면 원자 

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이후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낙하되면서 사건은 종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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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 정지에 의한 터빈 정지 이후 급수 및 주증기격리밸브는 폐쇄되기 시작하 

고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는 개방되기 시작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완전 개방된 

이후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차계통 압 

력은 초기에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초기 및 경계 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임계열속비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 

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표 4.2-1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출력 운전 상태 

에서 인출되는 단일 제어봉집합체의 최대 반웅도가는 283.02pcm이다. 노심 출력이 높 

은 경우 최대 반응도가를 단시간 내에 삽입시키면 과도한 반응도 삽입으로 인해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하며 이는 임계열속비에 심각한 영 

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동일한 반용도 삽입률 조건하에서 초기 노심 출력이 큰 경 

우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임계열속비에 심각한 영 

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초기 노섬 출력 및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시간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장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 초기 노심 출력 및 반 

응도 삽입률을 파악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표 4.2-11에 제시된 초기 조건하에서 

28.30pcm/s의 반웅도 삽입률로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소 임 

계열속비가 발생하였다.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떤 단일고장도 임계열속비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장기 냉각 측면에서 피동잔열제거계통 한 계 

열의 고장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피동잔열제거계통 한 계열의 고장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하였다. 반웅도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최소 부(- )의 핵연료 및 

냉각재 온도계수를 이용하였다. 

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에 따른 주요 변수의 동 

적 거동을 그림 4.2-20부터 4.2.23에 나타내었고， 사건 진행 과정을 표 4.2-14에 나타내 

었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출력 운전 상태하 제어봉집합체 오작동 사건시 과도상태 동 

안 임계열속비가 1.30 이상으로 유지되고 최고온 핵연료 온도는 핵연료 용융 온도 이 

내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핵연료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MPa 보다 낮게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4.2.3.4.4 주냉각재펌프의 오작동 

미임계 상태를 포함한 SMART 연구로의 모든 출력 운전 상태하에서 주냉각재펌프 

는 저속， 중속 또는 고속으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작동되지 않는 주냉각재펌프는 없 

다. 그러나 주냉각재펌프가 30% 노심 출력까지는 저속으로， 50% 노섬 출력까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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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운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출력 운전 영역에서 저속 또는 중속으로 운전되는 주 

냉각재펌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례로 원자로 경보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중 

속 또는 고속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본 사건은 두 대의 주냉각재펌프가 저속 또는 중속 

으로 운전중 제어계통의 고장에 의해 동시에 중속 또는 고속으로 전환되는 사건이다. 

저속 또는 중속 운전 모드에서 중속 또는 고속 운전 모드로의 주냉각재펌프 속도 전환 

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을 증가시켜 노심에서의 냉각재 온도를 감소시키는데， 이는 

부 (-)의 냉각재 궤환 효과를 일으켜 노심 출력을 증가시킨다. 이에 반하여 이차계통 

을 통한 열제거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노심 입구로 유입되는 냉각재 온도는 서서히 증 

가한다. 이러한 과도 기간중 주요 계통 변수가 원자로 정지 설정치를 초과하면， 원자 

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이후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낙하되면서 사건은 종결된 

다. 원자로 정지에 의한 터빈 정지 이후， 급수 및 주증기격리밸브는 폐쇄되기 시작하 

고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려밸브는 개방되기 시작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완전 개방된 

이후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차계통 압 

력은 초기에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주냉각재펌프 오작동 사건은 핵연료의 건전성이 주요 관심 변수이다. 초기 및 경계 

조건은 사건 진행시 가능한 한 임계열속비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표 4.2-11은 본 

사건에서 사용된 가정 및 초기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떤 단일고장 

도 임계열속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장기 냉각 측면 

에서 피동잔열제거계통 한 계열의 고장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피동잔열제거계통 한 

계열 고장을 단일고장으로 고려하였다. 주냉각재펌프 오작동 사건시 노심 출력은 증가 

하는 반면에 감속재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연료 온도계수는 최소 부(←)의 값을 그리고 감속재 온도계수는 최대 부(- )의 값을 

사용하였다. 

주냉각재펌프 오작동 사건시 주요 변수의 통적 거동을 그림 4.2-20부터 4.2.23에 나 

타내었고， 사건 진행 과정을 표 4.2-15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주냉각재펌 

프 오작동 사건시 과도 상태동안 최소 임계열속비가 1.30 이상으로 유지되고， 최고온 

핵연료 온도는 핵연료 용융 온도 이내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핵연료의 건전성이 보장된 

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계통의 압력은 18.7MPa 보다 낮게 유지되어 계통의 건전 

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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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5 제어봉집합체 이탈 

단일 제어봉집합체 이탈은 제어봉구통장치 하우징이나 제어봉구동장치 노즐의 원주상 

파열로부터 발생한다. 파열은 큰 반응도가를 가진 제어봉집합체의 순간적인 이탈을 허 

용한다고 가정한다. 제어봉집합체가 이탈됨에 따라 정 (+)의 반응도가 순간적으로 주 

입되어 노심 출력이 증가하고， 노심 출력 및 냉각재 온도 증가에 따라 부 ( -)의 핵연료 

옹도 및 감속재 온도 궤환 효과에 의해 부 (-)의 반응도가 주입된다. 노심 출력이 노 

심 고출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이후 제어봉 

집합체가 노심으로 낙하되면서 사건은 종결된다. 원자로 정지에 의한 터빈 정지 이후， 

급수 및 주증기격리밸브는 폐쇄되기 시작하고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는 개방되기 

시작한다. 피통잔열제거계통이 완전 개방된 이후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는 피동잔열 

제거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시 SMART 연구로의 열수력적 거동은 TASS/SMR 코드를 

사용한다. 열수력 분석 거동시 노섬 출력은 점동특성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 

MASTER 코드로 계산된 노섬 평균 출력을 입력으로 이용하였다. 사건 해석시 핵비 

등 이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연료봉 수는 SSF-1 임계열속상관식， 

MATRA-SR 전산프로그램， 초기 및 제어봉집합체 이탈시의 첨두계수들과 핵연료봉 

분포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용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연료 

봉은 3차원 분석을 통하여 계산된 모든 개별 핵연료봉의 축방향 위치에 따른 제어봉 

이탈 전후의 Fq 분포도와 ABAQUS 코드 모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모든 개별 핵연 

료봉의 위치에 따른 온도 계산을 수행하는 대신 시간에 따른 노심 평균 출력과 이탈 

전후의 Fq 변화에 따른 용도 계산을 수행하고， 이탈 전후의 Fq 분포도를 이용하여 용 

융을 겪는 핵연료봉의 부피를 계산한다. 

고온 핵연료봉의 최고온 축방향 지점에서의 반경 방향 평균 핵연료봉 엔탈피가 허용 

한계 이하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 가장 깊이 삽입된 초기 제어봉 배열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소외 방사능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가장 많은 핵연 

료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주기중 기동 조건 및 주기말 전출력 조건에서 사고 발생 

시 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분석에서 사용된 초기 조건과 가정들은 표 4.2- 16에 나 

타나 있다. 그림 4.2-25부터 그림 4.2-27은 주기중 기동 조건 및 주기말 전출력 조건 

하 과도 기간 동안에 원자로 출력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피복재와 핵연료봉 온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4.2- 17은 주기중 기동 조건 및 주기말 전출력 초기 조건에서 

시작된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동안 일어나는 사건 경위를 보여주고 있다. 제어봉집합 

체 이탈은 거의 순간적으로 양의 반웅도를 삽입하여 노심 출력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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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플러 궤환과 지발중성자 효과의 결합에 의해 노섬 출력의 급격한 증가는 중 

단된다. 이러한 출력 증가는 노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고 원자로 출력 

은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삽입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기동 조건하 제어봉집합 

체 이탈사고시 22%의 핵연료봉이 핵비등 이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동 

조건하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시 최대 핵연료 온도는 용융 온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차원 분석을 통해 용융을 겪는 핵연료봉 분율을 계산한 결과 전체 핵연료봉 

이에 반하여 고온 전출력에서 가상의 제어 

나타났으나， 것으로 는
 

겨
끼
 

이탈을 핵비등 

중 13%가 용융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봉집합체 이탈사고시에는 31%의 핵연료봉이 

최대 핵연료 온도는 용융 온도 이내에서 유지된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정의된 코드에 ASME 압력은 최대 

핵연료봉 

핵연료 온도는 용융 온 

조건하 제어봉이탈사고시 22% 

그리고 기동 조건에서는 전체 

조건에서는 최대 

전출력 q ,l 

^ 기동 조건 

핵연료봉이 핵비등 이탈을 겪는다. 

중 13%의 핵연료봉이 용융을 겪으나， 전출력 

도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ervice Lirnit C 값보다 작다. 
및 31%의 

4.2.3.5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건 해석 

。1 느二 
/、λ l一냉각재재고량을 증가시킬 

안전주입펌프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 

/-‘ T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결된 

능동기기는 안전주입펌프와 충전펌프이다. 

연구로에서 SMART 

보충해 

노출을 막는 기능을 하는 원심형 다단 펌프이다. 

주업신호의 부주의한 작동이나 운전원의 설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왕복펌프 형태이며 원자로 출력 운전중 냉각재계통의 

줄어드는 경우 자동으로 기동하여 냉각재를 보충하는 기능을 

오작동은 안전 

냉각재를 

안전주입펌프의 

유출된 공급받아 격납건물로 전력을 한 경우 비상디젤발전기로부터 

노섬 

등에 누설 충전펌프는 용적식 

냉각재 재고량이 의하여 

이하에서 

운전되는 경우는 플랜트를 저온정지에서 고온대기로 변경시키는 가열운전과 고온전지에 

서 저온정지로 변경하는 냉각운전이다. 가열운전과 냉각운전은 모두 수동모드로 진행 

되며 SMART 연구로에서는 원자로용기의 취성제한치를 위배하지 않도록 가열운전과 
연계한 운전만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lOMPa 냉각재계통이 10MPa이다. 토출압력은 안전주입펌프의 수행한다. 

열방출밸브를 정지냉각계통의 냉각운전에서 

정지냉각계통 방출밸브는 스스로 작동하는 스프링이 장착된 안전방출밸브로서 제어회로 

따라서 안전주업펌프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안전허용치를 

냉각재 일으키고 가
 

z 

-
。

증가와 냉각재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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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재고량의 

위배하지 않으며 종결된다. 

충전펌프의 오작동은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압력신호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된다. 사고 발생 후 30분이 경과하면 운전원이 오 

작동 중인 충전펌프를 정지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보수적인 초기조건을 선정하기 위하 

여 운전경계조건에 대하여 민감도해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분석을 수행한 모든 경우 

에서 충전펌프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의 질량증가량은 동일하다. 민감도분석결 

과 가장 높은 냉각재계통의 압력을 가져오는 초기조건은 노섬 고출력， 냉각재계통 저압 

력， 일차측 증기발생기 업구 고온도， 냉각재 저유량으로 선정되었다. 본 해석에서는 가 

압 관점에서 보수적인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동시에 소외전원상실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가장 제한적인 충전펌프 오작동 해석에서 충전펌프의 오작동이 시작된 후 1364.33초 

에 가압기 고압력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며 신호지연 1. 1초와 제어봉 

집합체 코일 감쇄시간 0.5초가 경과된 후 1365.93초에 제어봉집합체가 노심으로 낙하된 

다. 냉각재계통의 허용 최대압력은 설계압력의 110%인 18.7MPa이다. 최대 냉각재계 

통 압력 은 1367.03초에 16.31MPa에 도달하며 (그림 4.2-28) 이 차측 최 대 압력 은 

1467.30초에 6.05MPa에 도달한다 (그림 4.2-29). 최저 임계열속비는 1.77로 1365.96초 

에 도달한다. 최대 최고온 핵연료 온도는 1362.02초에 513.95
0

C 에 도달한다. 가장 제 

한적인 충전펌프 오작동의 초기조건과 사고 진행과정은 표 4.2- 18과 4.2.19에 기술되어 

있다. 계산결과 SMART 연구로의 유량상실사고는 허용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4.2.3.6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 사고 해석 

4.2.3.6.1 원자로 외부의 유출관 양단 파단 

정지냉각계통은 출력운전 중에는 차단밸브에 의하여 격리되어 있고 정지냉각 인입 

조건이 될 경우에 연결되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계통 압력은 약 2-3MPa 로서 설계압 

력이 6MPa 배관의 파단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기존의 상용 가압 경수로의 경우에도 

정지 냉각 계통의 배관 파단 사고해석에 대한 요건 및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다. 한편， SMART 연구로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충전 및 정화계통이 기존의 정 
지냉각계통에서 분리된 바 동 계통의 유출관 파단 사고는 상용 가압 경수로의 유출관 

파단사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의 발생 빈도는 매우 다르다. 즉， 상용 

로의 경우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은 원자로 정상운전 시 항상 가동되는데 비하여， 

SMART 연구로의 충전 계통은 냉각재 및 질소의 재고량이 부족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정화계통은 저온정지 및 재장전 운전에 한하여 가동되도록 함으로서 파단사 

고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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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2 가압기 냉각관 파단 

원자로압력용기 바깥쪽에 위치하는 기기냉각계통의 설계압력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설계압력에 비하여 낮으므로 가압기 냉각관이 파단이 발생할 경우 냉각재가 원자로압 

력용기 바깥으로 누출되어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고려한다. 가압기 냉 

각관의 직경은 13mm로 소형냉각재상설사고의 해석 시 수행하는 파단 범위 분석의 범 

주에 속하며 소형냉각재상설사고에서 기술한다. 

4.2.3.6.3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양단 파단 면적을 사용하여 17가지 초기 조건을 변화시켜 분석 

하여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누적파열유량이 가장 많은 경우에 대한 민감 

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석시 사용한 초기 값이 최대 노심출력， 최대 증기발 

생기 입구 온도，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최소 노섬냉각재유량인 경우를 가장 제 

한적인 경우로 선정되었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의 보 

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냉각재온도계수는 최소값을， 핵연료온도계수는 최대값을 이용하 

였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시 대기로 방출된 방사능의 양은 파열 크기와 관련이 있 

다. 파열 크기가 양단 파단인 경우에 순간적인 방출 유량은 최대가 되지만 원자로 정 

지신호가 상대적으로 빨리 발생하게 된다. 파열 면적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의하면 그 

림 4.2-3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열 면적이 전열관 단면적의 16%인 경우가 누적 파 

열유량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파열 크기는 전열관 단면적의 16% 이다. 
이때 적용된 원자로 정지 시간은 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원에 의한 수동정지가 예상되 

는 30분을 적용하였으며 누적파열유량의 증가를 위해서 소외전원이 유효하도록 가정하 

였다. 이와 더불어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동시 사건으로 가정하였다. 표 4.2-20에 해석에 사용된 

초기 조건을， 표 4.2-21에 사건의 경위를 기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초기 조건하에서 전열관 단면적이 16%가 파열될 경우 과도기간 동안 

에 11 ,909kg 의 유량이 누출되어 방사능 누출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 

다. 그리고 최소 CHFR은 1.82로 나타나 CHFR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최고온 핵연료 
온도는 1100

0

C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가압기 압력 또한 과도 초기부터 계속 감소하여 

허용 기준 압력인 18.7MPa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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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4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증기발생기내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는 직경 13mm의 증기발생기내 급수 모률관이 

파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시 임계열속비는 파열 크 

기와도 관련이 있다. 파열 크기가 양단 파단인 경우에 방출 유량이 최대가 되면서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감소율이 급격하게 진행되며 파열 면적이 작을수록 과도기가 서 

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모률관의 양단 파단인 경우가 가장 제한적인 임계열속비를 보여 

준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율관 파단사고는 노심 출력과 압력 변화에 따른 핵연료의 건전 

성 관점 및 방사능 영향 평가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사고시 

가능한 한 최소 임계열속비를 작게 하고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 두 가지 관점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 

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해석에서는 최소 임계열속비 관점에서 가 

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열수력 변수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증기발생 

기 모률관 파단사고시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은 노심 고출력， 

가압기 고압력， 노심 입구 저유량 및 증기발생기 입구 고온도인 초기 조건인 것으로 나 

타났다. 반응도가와 관련해서는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율관 파단사고의 보수적인 해석 

을 위하여 냉각재온도계수는 최대값 핵연료온도계수는 최소값을 이용하였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기간 동안 최소 임계열속비를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원자로정지선호에 의하여 터빈정지 선호가 발 

생하고， 터빈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이 상실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주냉각재펌프는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3초 후에 관성서행하기 시작한다. 주냉각재 펌프의 정지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강제순환이 상설되고 핵연료의 온도 상승을 유발하게 되어 

더욱 보수적인 결과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절 제어봉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정지 제어봉가는 최소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원자로 정지시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하나의 제어봉집합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동시 

사건으로 가정하였다. 표 4.2-22에 해석에 사용된 초기 조건을 표 4.2-23에 사건의 

경위를 기술하였다.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율관 파단사고시， 핵연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에 따 

른 CHFR의 변화를 그림 4.2-31에 나타내었다. 노심 입구 유량은 원자로 정지 이전까 

지 시간에 따라 큰 변화는 없지만 반응도 귀환의 효과로 노심 출력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CHFR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기 전에 최소 

CHFR이 발생하였다. 과도 초기에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 유량으로 인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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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유량 증가로 인해 출력이 증가하면서 임계열속비는 감소하게 되어 최소 임계열속비 

가 나타나게 된다. 최소 임계열속비는 41.35초에 발생하고 그 값은 1.77로 CHFR 허 
용 기준을 만족하고， 최고온 핵연료온도는 1l00

0

C 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가압기 압력 또 

한 과도 초기부터 계속 감소하여 허용 기준 압력인 18.7 MPa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2.34]. 

4.2.3.7 정지불능예상과도상태 (ATWS) 

원자로정지불능예상과도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ATWS)는 예상과 
도로 인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만 원자로 정지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사 

고이다. ATWS 사고는 발생 확률은 극히 낮으나 사고 발생시 과도 기간동안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이 허용치 이상으로 올라가고 핵연료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NRC에서는 가압경수로에 대하 

여서 10CFR50.62를 통해 ATWS 사고에 대비한 다양성보호계통 (diverse protection 
system: DPS)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4.2.35]. 국내에서도 “원자로 시설 둥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서 ATWS에 대비하여 원자로 정지， 비상보조급수 작동 

및 터빈 정지 기능을 구비한 독립된 보호계통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4.2.36]. 

4.2.3.7 .1 초기 사건 

ATWS 예상과도로서 고려된 사건들은 복수기진공상실사건 급수유량상설사건 등을 
포함하는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 소외전원상설사건 및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이고， TASS/SMR 코드가 예상과도 발생시 과도 기간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 
수력학적 거동 분석에 사용되었다. 해석에서 고려된 초기 조건은 100% 전출력 및 저 
출력에서의 공칭 조건 (nominal condìtìon)이고 원자로보호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 신호에 의해 피동 

잔열제거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보호를 위해 가압기 상 

단 가스 실린더에 설치되어 있는 Pì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POSRV)는 정 
상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2.3.7.2 ATWS 해 석 

4.2.3.7.2.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 

급수유량상실사건， 부하상실사건 및 복수기진공상설사건이 초기 사건으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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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상설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증기우회제어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원자로 정지 

없이 부하 감발의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증기우회계통이 수동운전 상태이거나 정상 

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터빈 보호를 위하여 터빈정지밸브가 닫힌는데， 해석에서는 

증기우회제어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초기 사건 발생시 

이차측 열제거 상실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고， 계통 압력 또 

한 상승한다. 부하상실사건 및 복수기진공상실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터빈정지밸브 

가 닫히기 때문에 이차계통의 압력 또한 증가한다. 저급수 유량， 가압기 고압력 및 증 

기발생기 이차측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지만 원자로보호계통의 오 

류로 인해 원자로 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 선호는 

급수유량상실사건의 경우 저급수 유량에 의해 5.6초경 그리고 부하상실사건 및 복수기 

진공상실사건인 경우에는 증기발생기 이차측 고압력에 의해 2.6초경에 발생한다.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 증가는 부의 냉각재 온도 궤환을 일으켜， 그림 4.2-3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노심 출력을 감소시킨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POSRV 개방 
설정치인 17.34MPa 까지 증가하였다가 POSRV 개방이후 감소한다 (그림 4.2-33). 
SMART 연구로의 장기간의 냉각은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은 감소한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 발 

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은 ASME service level C stress limit ~ 
22.06MPa [4.2.37] 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고 초기 사건으로 복수기진 

공상실사건을 고려하는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이 급수유량상실사건 및 부 

하상설사건시 최대 압력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복수기진공상실사건 

시 초기 출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민감도 분석시 각 출력 준위에 해당 

하는 최적 핵연료온도계수 및 냉각재온도계수를 사용하였다. 해석 결과를 그림 4.2-34 
에 나타내었는데， 초기 출력이 낮을수록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7.2.2 소외전원상실사건 

소외전원상실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주냉각재펌프 및 급수펌프는 관성서행하기 시작한 

다. 주냉각재펌프가 관성서행하면 주냉각재펌프의 적은 관성력으로 인해 노섬 유량은 

급격히 감소한다. 노섬 유량의 급격한 감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온도를 증가 

시키고， 부의 냉각제 온도 궤환 효과로 인해 노섬 출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림 

4.2-35).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에 비하여 노심 출력의 감소율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림 4.2-3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소외전원상섣사건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동의 

가압은 크지 않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은 저급수 유량에 의해 이루어지며，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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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제거계통이 완전 개방된 이후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4.2.3.7.2.3 제어봉집합체군인출사건 

제어봉집합체군인출사건 발생시에는 노심으로의 반웅도 삽입으로 인해 노심 출력이 

증가한다. 이에 반하여 이차계통은 초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심 열생성량 

과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냉각재 온도 및 계통 압력이 증가한다. 노심 고출력 및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 

로정지선호가 발생하지만 원자로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 정지는 발생하지 않 

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어봉집합체군은 지속적으로 인출되어 노섬 출력 및 계 

통 압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주기초， 주기중 및 주기말 조건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발생시 노심 출력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변화를 그림 4.2-37 및 4.2.38에 나타내었다. 노심으로의 반 

응도 삽입이 핵연료 및 냉각재온도에 의한 궤환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노심 출력은 증 

가한다. 그리고 노심 열생성량과 이차측을 통한 열제거 사이 불균형으로 인해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 또한 증가한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연소도 조건에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은 ASME service level C stress limit인 22.06MPa을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약 20초경 POSRV 작동으로 인해 가스설린더 압력은 감소하지만， 가 

압기와 가스실린더 사이 linch 오리피스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가스실린 

더 압력과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저출력 조건에서 제어봉집합체군인출사건 발생시 열 

수력학적 분석 또한 수행되었는데， 해석에서는 각 출력 준위에 해당하는 최적 핵연료온 

도계수 및 냉각재온도계수를 사용하였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저출력 조건하에서 제어 

봉집합체군인출사건 발생시에도 허용 기준인 ASME service level C stress limit 이 

내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4.2-39). 

4.2.3.7.2 .4 다양성보호계통의 적용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 및 소외전원상실사건시에는 최대 원자로냉각재계동 

의 압력이 ASME service level C stress limit인 22.06MPa 이내에서 유지되는 반면， 

제어봉집합체군 인출사건시에는 허용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MART 연구로에서는 다양성보호계통을 설치하였다. 다양성보호계 

통은 감지기에서부터 최종 구동장치까지 플랜트보호계통과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계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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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구성되고，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원공급장치에 있는 출력 접점을 개방시키는 2/2 논 

리회로를 사용한다. 이 계통은 class lE 등급의 필수모선전원과는 독립적인 비안전 등 

급의 계측기가용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다양성보호계통 관련 설정 

치로는 노심 고출력 정지 설정치와 가압기 고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가 있다. 다양성 

보호계동을 고려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 

를 그림 4.2-39 및 그림 4.2-40에 나타내었다.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노심 고출력 

원자로 정지 신호는 무시하였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연소도 조건 및 저출력 조 

건하에서도 다양성보호계통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허용 기준인 

ASME service level C stress limit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7.3 결론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 및 소외전원상실사건이 원자로정지불능예상과도의 

초기 사건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큰 부 (-)의 냉각재 궤환 효과로 인해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은 허용 기준인 ASME service level C stress limit 이내에서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건들 중 복수기진공상실사건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복수기진공상실사건시 초기 출력에 대한 민감도 분석 또한 수행하였 

는데. 초기 출력이 낮을수록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이 원자로정지불능예상과도의 초기 사건으로 고려되는 경우 

에는 큰 부 (-)의 냉각재 궤환 효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소도 및 저출력 조건하에서 

도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노섬 고출력 원자로 정지 기능 및 가압기 고압력 원자로 정지 기능을 

가지는 다양성보호계통을 SMART 연구로에 설치하였고 다양성보호계통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연소도 및 저출력 조건하 

에서 다양성보호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허용 

기준인 ASME service level C stress limit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8 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 

본 절에는 SMART 연구로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 생산을 위한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본 해석을 통하여 생산한 SMART 연구로의 냉각재상실사 

고 (LOCA)와 주증기관 파단사고 (MSLB)시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 [4.2.3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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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가 수행하는 원자로건물의 자유체적 및 설계 압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부격실 설계를 위한 질량 빛 에너지 방출 자료는 부격실 압력과 온도 (P/T) 및 분사충 

격 (JI) 해석을 위하여 사용된다. 

4.2.3.8.1 해석 코드 및 해석 방법 

가상의 냉각재상실사고 및 이차계통 배관 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 

코드와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은 참고문헌 [4.2.39] 및 [ 4.2 .40]에 제시되어 있다. 일체 

형원자로인 SMART 연구로는 기존 상용로와 상당히 다른 설계특성을 갖고 원자로건 

물 설계기준사고인 냉각재상실사고 및 이차계통 배관 파단 사고시 나타나는 계통의 

사고 거동도 상이하게 전개되므로 이들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SMART 연구로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은 SMART 연구로 고유의 설계 특성 

과 사고 현상 둥을 고려하여 상기 참고문헌에 명시된 요건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수행한다. 그 예로 냉각재상실사고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 계산은 노심 노출이 

발생하는 대형냉각재상실사고에 해당되는 항목 이외의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수행한다.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및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 

지 방출 분석은 T ASS/SMR [4.2.4] 코드를 사용하여 보수적인 입력 및 가정에 근거하 

여 수행되었다. 원자로건물 설계를 위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는 코드 모델 및 계 

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생산하였다. 분석 시 사용한 계통 모 

델은 안전성분석보고서 6.3.3절의 해석 및 15. 1.5절의 해석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해석 코드 및 nodalization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기 참고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부격실 설계를 위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는 SMART 연구로의 NSSS측에서 

공급하는 장치의 노즐부에서 분지관이 파단되는 경우 단기간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되며 이는 참고문헌 [4.2.41] 의 요건을 만족한다. A/E 소관인 배관 

에서의 파단은 본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파단된 배관 끝부분에서의 유량도 A/E 

의 역무 범위이다. 

4.2.3.8.1 .1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 

SMART 연구로의 경우 기존의 상용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형 

배관이 없기 때문에 대형냉각재상설사고는 근원적으로 배제되고 원자로용기 상부의 중 

앙덮개 및 환형덮개로 관통하는 분지관이 파단되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만 고려된다. 

또한， 냉각재상설사고 후 노심은 항상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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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은 취출 충수 및 장기냉각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취출 단계는 사고 시작 시점부터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감압되어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계통 작동 설정치에 도달하여 안전주입수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 

로 주입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가 원자로 

건물로 방출된다. 

취출 단계 후 충수 단계에서는 안전주입수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되어 손실된 

냉각재 재고량을 보충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방출류의 주 에너지원은 노심 붕괴열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모든 금속에 저장된 에너지의 방출에 의한 것이다. 초기 충수 

기간 동안 파단부를 통한 방출류는 단상 증기 혹은 2상 혼합유체이며， 시간이 지나 안 

전주입수에 의해 전체 원자로냉각재계동이 냉각되고 냉각재 수위가 파단부에 도달하면 

원자로건물로의 방출 유동도 과냉각 상태로 된다. 

장기냉각 단계는 원자로건물의 압력이 대기압력에 도달하면 끝난다. 

질량 및 에너지 방출 관점에서 제한적이라고 고려되는 2inch의 가압기 가스실린더 

연결배관， 안전주입배관 및 정지냉각계통 배관의 양단순시파단과 제어봉집합체 이탈을 

동반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압기-가스살린더 연결배관 파단은 원자로용기 중앙덮개의 노즐부 (내경: 25.4mm, 

파단 면적: 5.067xl0 4m2 )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안전주입 배관과 정지냉각계통 

흡입관 파단은 원자로용기 환형덮개의 노즐부 (내경: 25.4mm 파단 면적: 5.067xl0 4 

m2 )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을 동반한 냉각재상실은 CEDM의 

하부 압력용기와 원자로용기 중앙덮개사이의 연결부가 파단되어 발생하며 파단 면적은 

5.498x lO 4m2으로 가정하였다. 정지냉각계통 흡입관 및 CEDM 연결봉 안내관은 각각 

주냉각재펌프 흡입덕트 및 가압기 원통형 용기의 하부판까지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하 

였다. 

소형냉각재상설사고는 안전주입 유량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분석은 최대 안전주입 (4 

ECCS 트레 인 즉， 4 안전주입 펌 프)과 최 소 안전주입 (2 ECCS 트레 인 즉， 2 안전주입 

펌프)의 경우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최대 안전주입은 비 비상전원이나 두 대의 비상디 

젤발전기가 가용할 때에만 제공될 수 있다. 최대 안전주입의 경우에 대해서 A/E는 전 

원이 가용하며 BOP측 기기에 대하여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 

소 안전주입의 경우는 비-비상전원의 상설과 한 대의 비상디젤발전기 고장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A/E는 한 대의 비상디젤발전기 고장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분석에서 고려된 에너지원은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생성되거나 저장된 에너지로서 

원자로냉각재， 원자로용기의 내부 구조물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벽， 안전주입수， 

노섬 출력 및 붕괴열 등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초기 냉각재 체적은 원자로 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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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최대 제작 공차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 자료를 생산하 

였다. 또한， 상온에서 고온 운전조건까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 

의 팽창을 고려하였으며， 가압기의 초기 냉각재 체적은 수위 측정계기의 오차에 대한 

모든 여유도를 고려하여 방출량 자료를 생산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붕괴열곡선은 ANS 표준붕괴열곡선 [4.2.24]으로서 사고 후 보수적 

으로 20%의 노심 붕괴열을 더 고려하였다. 분석에서 가정한 초기 노심출력은 

67.465MWt이며， 이는 계기오차를 고려한 정격노심출력값 65.5MWt의 103%에 해당되 

는 것이다. 초기 노심출력이 높을수록 냉각재상실사고시의 원자로건물 압력은 보수적 

으로 계산된다. 표 4.2-24는 본 분석에 사용된 초기 조건으로서 전 출력의 103%에 대 

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주요 변수들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허용치인 1%의 지르코늄-물 반용으로 인한 원자로건물 대기로의 에너지 방출 

량은 노심 (active core) 내 2,034kg (4,484 lbm) 의 지 르코늄 질 량을 기 준으로 한다. 

지 르코늄 분자량 91.22와 반응에 너 지 140,500 kcal/kg-mole (252 ，900Btu/lbm-mole)을 

사용하면， 1% 금속-물 반응은 0.0313E( +6)kcal (O.124E( +6)Btu)의 에너지를 발생한다. 

SMART 연구로의 냉각재상실사고시 사고 전 기간 동안 노섬이 항상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금속-물 반응에 의한 에너지는 미미하며 원자로건물의 압력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않으므로 참고문헌 [4.2.38]에 제시된 질량 및 에너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치인 1 1.09MPa에 도달하 

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소외전원 상실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원자로 정지 

선호 발생과 동시에 터빈이 정지되고 주냉각재펌프는 관성서행하며 증기발생기는 주증 

기/급수 격리밸브의 차단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출구 격리밸 

브의 개방으로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이때 주증기/급수 격리밸브의 완전차단 

시간 및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출구 격리밸브의 완전개방 시간은 5초로 가정하였다. 

급수 공급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급수 유량 및 엔탈피는 정격치로 유지된다고 가정하 

였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저장된 에너지를 최대로 하기 위하여 원자로 정지 후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작동은 무시하였다. 

안전주입계통은 가압기 압력이 9.02MPa에 도달하면 발생하는 안전주입작동신호 후 

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 및 부하 연결에 걸리는 30초의 시간이 지난 후 작동하는 것으 

로 하였다. 안전주입수원인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온도는 50
0

C 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다 

SMART 연구로의 취출 및 충수 기간 중 파단유량은 임계유량을 항상 유지하기 때 
문에 원자로건물의 압력이 질량 및 에너지 방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원자로건물의 압력이 초기 대기 조건인 O.1MPa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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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1 .2 주증기관파단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 

원자로건물 내의 가상적인 주증기관 파단 또는 급수관 파단사고가 발생하면， 파손측 

증기발생기의 재고량이 원자로건물로 방출된다. 건전한측 증기발생기 재고량의 대부분 

은 주증기격려밸브와 급수격리밸브에 의해 격리된다. 이차계통 배관 파열에 의한 원자 

로건물 가압은 파단부를 통한 유체 중 얼마나 많은 양이 증기 상태로 원자로건물 대기 

로 방출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주증기관 파단사고 발생 후 급수격리밸브가 닫히기 

전에는 급수가 증기발생기로 소진유량 조건으로 과다 공급되고 이 시간 동안에는 파단 

부로 순수 중기 또는 고건도의 2상 유통이 형성된다. 그러나 급수관 파단사고시의 방 

출 유동은 과냉 액체 또는 2상 유동이다. 순수 증기가 방출되면 파단부를 통한 모든 

증기는 원자로건물 내부의 대기로 방출된다. 2상 유체가 방출되면 액체의 일부가 원자 

로건물 내에서 비등하여 원자로건물의 대기로 방출되는 반면 나머지는 원자로건물 집 

수조로 유출되어 원자로건물의 가압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주증기격리밸브와 급수 

격리밸브가 닫힌 후 피통잔열제거계통이 연결되기 때문에 주증기관 파단사고의 경우 

피동잔열제거계통내 배관 및 보상탱크의 과냉각수가 증기발생기로 유입되어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에 의해 순수 증기가 지속적으로 취출된다. 반면에 급수관 파단사 

고의 경우 피동잔열제거계통내 배관 및 보상탱크의 과앵각수가 증기발생기로 유입되지 

않고 파단부로 직접 취출된다. 따라서 급수관 파단사고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만큼 심 

각한 원자로건물의 첨두압력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SMART 연구로는 나선형 튜브를 도입한 관류형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출력운전중 
출력 준위에 관계없이 2차측 냉각수량 (증기발생기 구역당 65kg) 및 증기압 (3.2MPa) 
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되므로 어떠한 출력 준위에서도 과열증가가 생성된다. 따 

라서 최대 출력 운전 조건에서의 주증기관 파단이 원자로건물의 첨두압력 관점에서 제 

한적이다. 원자로건물 내에 있는 주증기관중 가장 제한적인 파단은 주증기격리밸브 상 

류의 6인치 (내경 131.8rnm) 구역 증기관 (section steam pipe) 이 파단될 때이다. 민 

감도 분석 결과 구역 증기관에서의 흠파단이 순시파단보다 질량 및 에너지 방출 관점 

에서 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은 구역 증기관의 양단 완전 홈파단을 포함한 파단면적 스펙트럼에 대하 

여 수행하였다. 이때 가장 보수적인 파단면적은 사고 발생후 운전원 조치시간인 30분 

내에 증기발생기 저압이나 노심 고출력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지 않아 급수가 

증기발생기로 계속 공급되는 경우이다. 

분석시 주냉각재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 

건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을 최대로 하여 질량 및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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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출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NSSS측의 기기가 고장나지 않는 즉， 비 

상디젤발전기가 고장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A/E는 BOP측 기기에 대하여 

가장 제한적인 단일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각의 주증기관 및 급수관에는 각각 두 

개의 주증기격리밸브 및 급수격리밸브가 직렬로 설치되어 있다. 하나의 주증기/급수격 

리밸브에 고장이 생기면 두 번째 주증기/급수격리밸브가 격리를 담당하게 된다. 

서， 주증기/급수격리밸브의 고장을 단일고장으로 가정한 별도의 사고 분석을 할 펼요가 

없다. 

따라 

고출력 선호에 의하여 원 

자로가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SMART 연구로의 플랜트 제어 논리는 주증기격리밸브와 급수격리밸브가 공학적안 
전설비작동계통의 피동잔열제거작동선호에 의해 닫히도록 되어 있다. 피동잔열제거작 

동신호는 주증기 저압력， 주증기 고압력， 급수 저유량으로 인해 발생되나 분석에서는 

원자로정지신호 발생 후 터빈이 정지되면 발생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급수 격리밸브는 피동잔열제거작동선호 발생 후 5.0초 이내에 완전히 닫히는 것으로 하 

였으며， 분석에서는 이러한 지연 시간을 고려하였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주증기관 파단사고 동안 자동으로 동작되는데， 이는 

증기발생기에 웅축된 급수를 공급함으로써 적절한 냉각수 재고량을 유지시키고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열제거원을 항상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증가관 파단사고 분 

석에서는 보수적으로 건전한측 증기발생기에 연결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작동은 고려 

하지 않았으며 파손측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파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들은 피통잔열제 

거작동선호 발생 후 5.0초 이내에 완전히 열리는 것으로 하였다. 

급수유량이 원자로건물 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파손측 증기발생기로의 급수유량과 일 

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에 의한 급수의 비둥에 따라 좌우된다. 증기관 파단 사 

고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급속히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급수펌프의 

저항이 없어짐에 따라 고속으로 운전되는데 SMART 연구로의 소진유량 조건은 정격 
유량의 150%까지 공급되고 급수격리밸브가 닫힐 때까지는 급수유량의 감소가 없는 것 

주증기/ 

구
 

출
 

건전한 측 

구역 증기관이 양단파단되는 경우 증기관 저압력이나 노섬 

으로 가정하였다. 급수격리밸브가 닫히고 파손측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피동잔열제게계 

통 격리밸브가 열리면 피동잔열제거계통내 배관 및 보상탱크의 과냉각수가 증기발생기 

로 유입되어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에 의해 완전히 증기로 된다. 

4.2.3.8.1.3 부격설 설계를 위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해석 

SMART 연구로의 경우 참고문헌 [4.2.42]에 따라 파단전누설 (LBB) 적용 요건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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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는 대형배관이 없다. 따라서 원자로압력용기 상부의 중앙덮개 및 환형덮개로 관통 

하는 분지관이 파단되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서 보수적인 임계유량 관계식이 사 

용된다. 즉， 과냉액체에 대해서는 Henry/Fauske 관계식 [4.2 .43] 이， 증기에 대해서는 

방출계수 l.0으로 한 Moody 관계식 [4.2.44] 이 사용된다. 이들 관계식은 부격실 압력 

해석용으로 USNRC로부터 허가받은 것이다. 

부격실 설계를 위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는 SMART 연구로의 NSSS측에서 
공급하는 장치의 노즐부에서 분지관이 파단되는 경우 단기간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되었다. 분석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스실린더배관 노즐 (가압기)， 5.067x lO 4m
2 파단 면적 

안전주입계통 노즐I 5.067x lO 4m
2 파단 면적 

정지냉각계통 노즐I 5.067x10 4m
2 파단 면적 

제어봉집합체 이탈을 동반한 냉각재 상실 I 5.498x10 4m
2 파단 면적 

주증기 노즐I 3.848x lO 3m2 파단 면적 

급수 노즐I l.018x10 3m2 파단 면적 

가스실린더배관 노즐 (가스실린더)， 5.067x10 4m
2 파단 면적 

• 원자로배수탱크로의 POSRV 유량 2.5x lO 4m
2 파단 면적 

4.2.3.8.2 해석 결과 

A!E의 원자로건물 설계를 위한 보수적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자료는 TASS/SMR 
코드 계산 결과에 적절한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4.2-41과 4.2.42는 가 

압기 가스실린더 연결배관， 안전주입배관 및 정지냉각계통 배관의 양단순시파단과 제어 

봉집합체 이탈을 동반한 냉각재상실사고시 최소 안전주입 유량의 경우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유량을 그린 것이다. 그림 4.2-43과 4.2.44는 구역 증기관의 양단 완전 

홈파단을 포함한 파단면적 스펙트럼에 대하여 주냉각재펌프가 계속 작동하고 있을 때 

의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유량을 그린 것이다. 분석된 소형냉각재상실사고 각각에 대한 

원자로용기 압력，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 자료 계산 종료시간에서의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 질량 및 내부에너지， 노섬，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금속에 저 

장된 에너지， 이차측 냉각재 내부에너지 및 안전주입에 대한 정보 사건경위 등에 대한 

자료는 참고문헌 [4.2.38] 의 부록 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분석된 주증기관파단사 

고 각각에 대한 원자로용기 압력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 자료 사건경위 등에 대한 자 

료는 참고문헌 [4.2.38] 의 부록 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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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격실 압력 분석을 위한 파단들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분석 결과는 참고문헌 

[4.2.38]의 부록 B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4.2.3.9 비상노섬냉각계통 성능평가 

SMART 연구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은 

보수적 평가방법을 채택한다 사고시 계통의 열수력 거동은 계통열수력분석 코드인 

T ASS/SMR [4.2.4]을사용하여 계산하고 펼요시 최고온수로의 핵연료 및 피복재의 _Q_ 
1 •-

도 분포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ABAQUS를 사용한 해석방법론 [4.2.23]으로 계 

산한다. SMART 연구로의 경우에는 섬재와 피복재가 금속학적으로 접합되어 있는 사 

lOCFR50 App. K 

[4.2.19] 및 KINS/GT - N007 -1 [4.2.2이에 명시된 EM 모델 요건중 원통형 지르코늄합 

따라서 금속연료를 갖고 소형냉각재상설사고만 고려된다. 각형의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 연료와 대형냉각재상설사고를 포함한 노심 노출이 

발생하는 냉각재상실사고 관련 사항틀을 제외한 요건들을 상기 코드 및 방법론에 

한다 

적용 

해석은 위치 및 크기에 따른 전 파단범위에 대하여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 

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해석 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6.3.3절에 제시하여 비상노심냉 

각계통 허용기준이 만족됨을 보여준다. 

4.2.3.9.1 계통 모델 

그림 4.2-45는 SMART 연구로의 LOCA 해석 시 사용한 TASS/SMR 코드의 계통 

모델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시 예측되는 물리적 현상을 타당 

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계통은 노심 주냉각재펌프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를 포함하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증기발생기 튜브 측으로 공급된 급수가 일차측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해 생성된 증기를 터빈으로 공급하는 이차계통과 사고시 플랜트 보호를 위한 피동잔 

열제거계통 및 안전주입계통 등의 특성을 반영한 총 205개의 Node와 2187~ 의 Path로 

모델 되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와 접하고 있는 벽면에서의 열전달은 각 열 수력 노드에 

붙어 있는 벽면을 열용량 MCp를 가진 lumped wall로 모델하고 액상 및 기상 열전달 

계수를 입력하여 분리된 액상 및 기상의 수위에 따른 열전달을 고려하였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정지계통， 주증기/급수 격리계통， 피동잔 

열저1거계통 및 안전주입계동 등의 원자로 보호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들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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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사고를 완화하고 플랜트를 안정화시키는데 TASS/SMR에는 이들의 작동을 

control group으로 모델 하였다. 계산 결과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안전계통 

의 작동 설정치， 작동 신호 지연시간과 펌프 및 밸브의 작동 속도 등을 보수적으로 고 

려하였다. 

4.2.3.9.2 주요 초기조건 및 가정 

SMART 연구로의 사전안전성분석보고서 [4.2.1 5] 에 제시된 해석시 사용된 노심 및 

계통의 주요 초기조건 및 가정은 각각 표 4.2-25 및 4.2.26에 요약되어 있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의 전개를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플랜트 운전 초기 조건 

을 선정하였다. 원자로의 초기 출력은 10CFR50 App. K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 

이 계기오차 등의 불확실도를 감안하여 정격 출력의 103%로 하고， 급수유량은 노섬 출 

력 증가량만큼 증가된 유량을 사용하였다. 

운전 허용범위에서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압력 및 온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노심의 축 방향 출력 분포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위 및 

핵연료 온도 관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내는 조합으로 초기조건을 선정하였다. 

사고 시 냉각재 수위 관점에서 가장 제한적인 안전주입 배관 1인치 파단사고에 대하 

여 아래의 LCO 조건 및 축 방향 출력 분포를 조합하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계 

산결과 냉각재 최대온도， 최저압력， 최대유량의 초기조건 및 bottom peaked 축 방향 

출력 분포를 조합한 경우가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수위 및 노심 평균 핵연료 온도 관점 

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CO 조건 

정격 최소 최대 

압력 (MPa) 14.7 13.5 (• 1.2) : PL 15.75 (+1.05) : PH 
노심출구 온도 (K) 583.15 578.15 (-5) : TL 588.15 (+5) : TH 

L흐 냉각A~ -유량 (kg/s) 326 309.7 (95%) : GL 374.9 (115%) : GH 

축방향 출력분포 

Top peaked (TOP): AO=0.23, Bottom peaked (BOT): AO=-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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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냉각재상실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정지계통， 주증가/급수 격리계통， 피동잔 

열제거계동 및 안전주입계통 등의 원자로 보호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들이 작 

동하여 사고를 완화하고 플랜트를 안정화시키는데， TASS/SMR에는 이들의 작동을 

contr이 group으로 모델 하였다. 계산 결과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안전계통 

의 작동 설정치， 작동 선호 지연시간과 펌프 및 밸브의 작동 속도 등을 보수적으로 고 

려하였다. 

소형냉각재상설사고시 감압으로 인한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보호 설정치 (1 1.09MPa) 

에 도달하면 센서 응답시간 (0.6초)과 선호지연시간 (0.5초)을 거친 후에 원자로 정지신 

호가 발생하며， 트립 차단기 열림 및 제어봉구동계통의 코일 감쇠 시간 지연 (0.5초) 후 

에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를 동반한 냉각 

재상설사고의 경우에는 양의 반응도 삽입으로 노섬 출력이 급격히 상승한다. 따라서 

노섬 고출력 원자로 보호 설정치 (122.2%)에 도달하면 신호지연시간 (0.55초)을 거친 

후에 원자로 정지선호가 발생한다. 원자로 정지신호와 동시에 터빈 정지 및 소외전원 

상실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잔열 곡선은 10CFR50 App. K에서 요구하고 있는 120%의 ANS-71 

잔열 곡선 [4.2.24]을 사용하였다. 가장 큰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집합체 한 개의 

고착된 경우의 최소값 (8.831%6p)을， 제어봉의 낙하 속도는 초당 120rnrn로 고려하였 

다. 

안전주입작동신호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가압기 저압력 설정치 (9.02MPa)에 

도달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분석 설정치는 공칭 설정치 (lOMPa)에 사 

고시의 계측기 불확설도를 보수적인 방향으로 고려한 것이다. 해석시 사용된 총 지연 

시간 (안전주입작통신호 설정치 도탈 후 안전주입수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3초로 가정하였다. 안전주입계통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단일고장은 비상디젤발전기 하나가 기동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주업펌프 2대가 상실되어 노심을 냉각시키는데 사용되는 안전주입수는 최소화된다. 

따라서 단일고장을 가정하더라도 안전주입계통 배관 파단 사고 시에는 최소 1대의 안 

전주입펌프가 주입되고 그 외의 파단 사고의 경우에는 2대의 안전주입펌프가 주입되도 

록 설계되어 있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피동잔열제거작동선호가 발생하면 증기발생기는 주증기격리밸 

브 및 급수격리밸브의 차단에 의해 터빈과 격리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구 및 출구 

격리밸브의 개방으로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이때 주증기격리밸브 및 급수격리 

밸브의 완전차단 시간은 각각 15초 및 5초로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입구 및 출구 격리밸 

브의 완전개방 시간은 5초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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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3 파단위치와 파단면의 크기 

SMART 연구로의 사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해석은 아래와 같은 5가지의 파 

단 위치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가압기 가스실린더 연결배관 파단은 원자로용기 중앙덮 

개의 노즐부 (내경 : 25.4mm (linch) , 파단 면적 : 5.067x lO 4m2 )에서 일어난다고 가정 

하였다. 안전주입 배관과 정지냉각계통 흡입관 파단은 원자로용기 환형덮개의 노즐부 

(내경 : 25.4mm (linch) 파단 면적 : 5.067xlO 4m2 )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제어 

봉집합제 이탈을 통반한 냉각재상실은 CEDM의 하부 압력용기와 원자로용기 중앙덮개 

사이의 연결부가 파단 되어 발생하며 파단 시 최소 유로가 형성되는 부분의 단면적은 

4.736x lO 4m2로 가정하였다. POSRV의 부주의한 개방은 가스실린더 상단에 연결된 

POSRV 하나가 완전히 열려 발생하며 파단 면적은 2.5x10 4m2로 가정하였다. 또한 

파단 크기에 대한 스펙트럼 해석은 안전주입 배관 파단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 3개의 파 

단크기 (내경 0.5, 0.2, 0.05 인치) 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4.2.3.9.4 해석 결과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안전주입계통이 적 

기에 보충해주어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설계되어 있어 노심 노출 

및 이로 인한 핵연료의 가열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복재의 산화율 및 수소 생성량은 거 

의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금속연료를 채택하고 냉각재상실사고 시 노섬노출 

이 발생하지 않는 SMART 연구로의 경우 10 CFR 50.46 [4.2 .17] 및 과기부 고시 

2001-39 [4.2 .1 8]에 명시된 피복재의 최고온도 피복재의 최대산화율 및 최대 수소 생성 

률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에 과도상태 전 기간 동안 노심이 노출되지 않도 

록 하는 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외 냉각가능 형상 유지 및 장기 냉각에 대한 허용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였다. 

전 범위의 소형 파단에 대한 해석 결과는 SMART 연구로의 안전성분석보고서 6.3.3 

절에 기술되어 있다. SMART 연구로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파단에 대한 

사건 경위， 정규화한 노심 출력， 가압기 압력， 파단 및 총 안전주입 유량， 노섬 입구유 

량， 이차 측의 총 급수유량，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수위 및 원자로용기 내 환형공동 냉 

각재 온도 거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4.2-46부터 그림 4.2-48은 해석한 여러 파단 case들에 대한 RCS 압력， RCS 

냉각재 온도 및 RCS 노섬지지배럴 내부의 수위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 4.2-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우의 파단에 대하여 RCS의 압력은 파단직후 급격히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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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저압력에 의하여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하고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면 노 

심 출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원자로정지신호 발생과 동시에 소외전원상실이 발생한다 

고 가정하기 때문에 급수펌프는 정지하고 주냉각재펌프는 관성서행(coastdown)을 시작 

한다. 급수펌프 정지에 의한 급수유량 감소로 인하여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신호가 발 

생하고 증기발생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되어 노심 잔열을 제거한다. 압력이 계 

속 감소함에 따라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하면 안전주입펌프가 저온의 냉각수를 원자 

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하여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한다. 이와 같이 피통잔열제거 

계통 및 안전주입계통의 작동에 의하여 노심의 잔열이 충분히 제거됨에 따라 그림 

4.2-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우의 파단에 대하여 RCS 냉각재의 온도는 단 기간 

내에 고온정지 온도 (200
0

C)에 도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2-48은 사고 시 노심지지 

배럴 내부의 수위 (collapsed water level) 거동으로 모든 경우의 파단에 대하여 파단 

후 전 기간동안 노심은 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SMART 연구로의 소형냉각재상설사고시 장기 냉각은 모든 파단에 대해서 안전주업 

계통이 저온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냉각재상실사고 후 초기의 안전주입운전 단게에서는 안전주입펌프가 핵연료재장전수탱 

크로부터 저온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한다.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수 

위가 저수위에 도달하면 재순환작동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에 의하여 안전주입펌프 

의 흡입유로는 핵연료재장전수탱크에서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로 전환되어 재순환 

운전이 시작된다. 재순환 운전이 시작되면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의 물을 정지냉각 

펌프를 이용하여 정지냉각열교환기를 거쳐 냉각시킨 후 원자로건물 재순환 집수조로 

되돌려 보낸다. 이와 같이， 안전주입계통이 저온의 냉각수를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지 

속적으로 주입하고 파단부를 통하여 에너지가 방출됨에 따라 노심의 잔열이 장기적으 

로 제거된다. 

4.2.3.9.5 결론 

SMART 연구로의 여러 가지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하여 TASS/SMR 코드를 이 

용하여 보수적인 초기/경계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위치 및 크기에 따른 전 파단범위에 걸쳐 계통의 열수력 거동에 관한 계산이 수행되 

었다. 계산 결과， SMART 연구로의 비상노섬냉각계통 설계는 다음과 같이 허용 기준 

을 만족하였다 : 

강효'_(J.J. 노섬 비노출 “원자로 냉각채계통의 낸각채 재고량은 노심이 노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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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깅l 

간둡펴l 

않도록 휴분히 높게 유지되어야 하다" 

전 파단 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 노섬 노출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냉각재 재고량이 충분히 높게 유지되어 핵연료 가열이 일어나지 않는 

다. 

내각가능 헛삿 “계산된 노섞 형삭의 변화는 노섞의 냉각이 가늑하 헛 

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전 파단 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 핵연료 가열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열 

적 팽창 효과도 없다. 따라서 냉각 가능한 형상이 유지될 수 있다. 

잣기 낸걱- “비상노섬뱃각계통의 섯공적인 초기 작동 후 겨l선·된 노섣 

온도는 충분히 낮은 값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참수병 방사능이 노섞에 

잔존하기 때문에 흡괴열은 잣기칸에 결쳐 제거되어야 한다" 

소형 파단 해석은 안전주입계통으로부터 저온의 냉각수가 급속히 주입 

되어 피복재 온도를 적절하게 감소시키고 노심을 냉각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 해석은 안전주입펌프가 핵연료재 

장전수탱크나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저온의 냉각수를 지속적 

으로 주입하고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자연순환에 의하여 노심내에 잔존 

하는 장수명 방사능으로 인한 붕괴열을 제거함을 보여준다. 

4.2.3.10 과압보호 분석 

일체형원자로인 SMART 연구로의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기술서 [4.2.45]는 

SMART 연구로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들을 크게 이차측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 

고，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고， 원자로 유량 감소 사고， 반웅도 및 출력이상 변화 

사고，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증가 사고，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감소 사고， 부속계통이나 

기기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사고들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된 각 사건/사고들에 

대하여 계통의 거동을 분석하고 각 사고에 대한 안전 여유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고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사고 해석 이외에 계 

통 설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추가적 

인 해석 중의 하나가 계통 과압 보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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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10.1 해석 방법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보호 해석은 TASS/SMR 코드를 이용하였다.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과압 보호 해석시 계통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데， 이는 KEPIC MN에 명시된 요건을 따른 것이다 [4.2.461 과압 보호 해석을 위한 

초기 사건으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을 일으키는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 

과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다음 가 

정들이 사용되었다.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초기 조건을 파 

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조건 관련 민감도 분석 대상은 노 

섬 출력，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노심 입구 냉각재 유량 및 축방향 

출력 분포이다. 

안전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냉각재온도계수중 계통 가압을 최대화시키는 냉각재온 

도계수를 해석에서 사용하였다.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시 냉각재온도계 

수의 미반영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 관점에서 더욱 나쁜 경우에는 냉각재온도 

계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핵연료온도계수는 안전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핵연료온도계수중 계통 가압을 최대화시키는 값을 사용하였다. 

해석에서는 계측 오차와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POSRV) 설정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POSRV는 개방 압력에 2%의 불확실성이 고려된 17.34 

MPa에서 열리도록 가정하였는데 이는 계통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 

점을 지연시킨다. 그리고 POSRV는 14.45 MPa에서 닫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지연 시 

간도 고려되었다. 

원자로 정지는 원자로보호계통에서 두 번째로 발생하는 안전 등급 신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최대 반응도가를 가지는 제어봉집합체는 완전히 인출된 상태에 

서 고착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4.2.3 .10.2 과압 보호 해석 

4.2.3.10.2.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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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시 SMART 연구로 과압 보호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초기 사건으로는 플랜트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상실사건， 복수기진공상실사건， 급수 

유량상실사건， 주증가격리밸브폐쇄사건 및 터빈정지사건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사건 

발생시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로 인하여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는 증가하고， 부 

(-)의 궤환을 가지는 냉각재온도계수로 인해 노심 출력은 감소한다. 반응도 관련 민감 

도 분석 결과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시 최대 부(-)의 핵연료온도계수 및 냉각 

재온도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관점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플랜트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상실 및 복수기진공상실사건시에는 주증기 격리 밸 

브가 잠기고， 급수 유량이 감소한다. SMART 연구로의 경우 이차계통의 부피는 상당 

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발생시 이차계통 고압력 및 급수 저유량에 의해 첫 번째 

및 두 번째 안전 등급의 원자로 정지 신호가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과압은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터빈정지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증기우회제어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원자로 정지 없이 부하 감발의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증기우 

회계통이 수동운전 상태이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터빈 보호를 위하여 터 

빈정지밸브가 닫힌다. 터빈정지밸브가 닫히고 증기우회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는 경우 주중기 압력은 재빨리 증가하여 이차계통 고압력에 의한 첫 번째 안전동급 원 

자로 정지 신호가 빨리 발생한다. 두 번째 안전 등급 신호는 가압기 고압력에 의해 발 

생하는데， 가압기 고압력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급수 유량이 공 

급될 수 있으며 제공된 급수 유량은 급수유량상상실사건에 비하여 이차계통의 열제거 

성능을 다소 향상시킨다. 그리고 주증기격리밸브폐쇄사건인 경우 이차계통 고압력에 

의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빨리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 등급 원자로 정지 신호 

인 가압기 고압력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급수 유량이 공급될 

수 있으며， 제공된 급수 유량은 급수유량상실사건에 비하여 이차계통의 열제거 성능을 

다소 향상시킨다. 이에 반하여 급수유량상실사건인 경우 첫 번째 원자로 정지 신호인 

급수 저유량 신호는 빨리 발생하나 두 번째 원자로 정지 선호인 가압기 고압력 선호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지연된다. 그리고 주증기격리밸브가 개방되어 있어，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냉각재는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이차계통의 열제거 성능은 계속적으로 감소된 

다. 이러한 이유로 급수유량상실사건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측면에서 가장 보수 

적이다. 

초기 사건으로 급수유량상실사건을 고려한 경우 초기 조건에 따른 과압 보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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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는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은 노섬 고출력，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고온도， 가압기 고압력， 노심 입구 고유량 및 축방향 출력 분포로 Bottom Skew 

(NHTHPHGH_BOT)의 초기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은 POSRV 개방 설정치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POSRV의 개방 없이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내에서 유지 

되었다. 초기 조건 NHTHPHGH_BOT에 대하여 초기 사건별 과압 보호 분석 결과를 

그림 4.2-49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에 의하면 초기 사고로 급수유량상설사건을 사용 

한 경우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도 기간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POSRV 개방 설정치에 도달하지 않아 POSRV는 개방되지 

않았다. 그리고 허용 기준인 18.7MPa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10.2.2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에는 노심으로의 반응도 삽입율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자 

로 정지 신호가 달라지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초기 

조건， 반응도 삽입율 및 반응도 궤환 효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보호 분석 

이 펼요하다. 초기 조건 및 반응도 궤환 효과에 따른 과압 보호 해석 결과는 그림 

4.2-50과 그림 4.2-51에 나타내었는데 반응도 삽입율에 따른 최대 원자로냉각재계동의 

압력 변화는 반응도 궤환에 상관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반응도 삽입율이 

큰 경우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원자로 정지 신호가 빨리 발생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과압은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반응도 삽입율이 적은 경우에는 POSRV 

개방 설정치까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응 

도 삽입율이 적은 경우에도 POSRV 개방으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내에서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소 부(-)의 핵연 

료 및 냉각재온도계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응도 궤환 효과가 적기 때문에 POSRV 

의 개방이 발생하는 반응도 삽입율은 최대 부(-)의 핵연료 및 냉각재온도계수를 사용하 

는 경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적다.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Top Skew의 축방 

향 출력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 노심 저출력，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고온도， 가압기 

고압력， 노심 입구 냉각재 저유량 조건에서 발생하며， Bottom Skew의 축방향 출력 분 

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심 저출력， 증기발생기 입구 저온도， 가압기 고압력， 노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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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냉각재 저유량 조건에서 발생한다. 각 초기 조건하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은 각각 17.52MPa 및 17.51MPa이다.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변화와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변화를 그림 4.2-52에 나타내었는데， 제어봉집합 

체군 인출 사건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최대 압력은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시 

최대 압력보다 더욱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4.2.3.10.3 결론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중 초기 사건으로 급수유량상실사건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감소사건에 포함되는 다른 초기 

사건 발생시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압기 압력은 

POSRV 개방 설정치까지 증가하지 않았다.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을 초기 사건으 

로 고려하는 경우 반웅도 삽입율에 따라서 다른 조합의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였 

다. 그리고 반응도 삽입율이 큰 경우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원자로 정지 신호가 빨 

리 발생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은 크지 않아 가압기 압력은 POSRV 개방 설정 

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반웅도 삽입율이 적은 경우에 두 번째 원자로 정 

지 신호가 지연되어 발생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POSRV 개방으로 인해 원자로냉각재계통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 이내에서 유지되었 

다. 

4.2.3.11 자연순환냉각 분석 

SMART 연구로의 이차측이 작동불능일 때 행하는 냉각운전이 비상정지운전이고 이 

와 더불어 일차측의 주냉각재펌프 또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 

자연순환냉각운전이다. 자연순환냉각운전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냉각재의 단상 자연 

순환에 의해 노심의 열을 중기발생기로 전달하며 이차측에서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이 

상자연순환에 의해 일차측으로부터 전달되어 온 열이 핵연료재정전수탱크 (RWT)에 전 

달된다. 본 해석은 자연순환냉각운전 및 단순한 운전원의 개입에 의해 일차측의 냉각 

재가 정지냉각계통 진입조건까지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자연순환냉각운전을 위한 초기 조건은 표 4.2-27과 같다. 자연순환냉각운전은 장기 

적인 냉각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조건의 약간의 편차는 해석에 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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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최적상태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출력은 100% 두 대의 주냉각재펌프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과열도 4 

OOC 이상의 증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상태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증기발생기 입구 온 

도는 310.0 0C 이고 가압기 압력은 14.7MPa이다. 해석은 TASS/SMR을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4.2.3.11.1 해석요건 (참고 : 안전섬사지침 부록 5.4.7 -1 [4.2.26]) 

가. 발전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냉각을 완료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외전원상실 및 단일고장을 동시에 가정 

2. 자연순환냉각 전 과정 동안 오로지 안전등급 기기만을 사용 

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자연순환냉각 과정동안 항상 과냉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정지 이후 정지냉각계통 진입조건까지의 냉각은 최대 100 0C/hr 이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라. 정지냉각계통 진입조건 (200 0C 및 2.3MPa)까지는 안전등급의 피동잔열제거계통 

과 가압기 상부헤드에 연결된 원자로냉각재 가스 배기계통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을 통한 적절한 감압운전에 의해 36시간 이내에 도달되어야 한다. 

4.2.3.11.2 사건의 절차 

소외전원 상실이 발생하면 두 대의 주냉각재펌프가 정지함과 동시에 급수펌프도 작 

동을 멈춘다. 관성서행하는 주냉각재펌프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78.77% 이하로 낮아지 

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급수유량이 정격유량의 10%에 도달하면 급수 및 주 

증기 격리 신호가 발생하고 동시에 피동잔열제거계통 작동 신호가 발생한다. 피동잔열 

제거계통 작동 신호에 의해 네 개의 피동잔열제거트레인 중 두 개가 작통한다. 피동잔 

열제거 계통은 네 개의 트레인 중 두 개만 작동해도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단 

일 고장과 주증기파단사고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트레인이 작동불능인 경우에 대 

비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이차측의 자연순환에 의해 냉각 

되게 된다. 

지속적인 냉각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 증기발생기 입구의 냉각재 온도가 200
0

C 에 

도달하면 냉각재 가스 배기계동 (RCGVS)를 작동시켜 냉각재의 압력을 2.3 MPa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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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킨다. 이는 정지냉각계통 (shutdown cooling system)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병입시키기 위한 조건이 200 0C, 2.3 MPa이기 때문이다. 

일단， 정지냉각계통이 병입되면 이후부터는 자연순환냉각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즉， 자연순환냉각운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모든 운전 과정이 사건 발생 

후 36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해석 결과 운전 시작 약 5시간만에 냉각재의 온도가 목표값에 도달하고 이때부터 이 

루어진 감압운전에 의해 냉각재의 압력은 약 6시간 후에 정지냉각계통진입조건에 도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냉각재의 과냉각도는 충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SMART 연구로는 자연순환냉각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1198 -



참고문헌 

4.2 .1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 NUREG-0800, as revised through June 1987. 

4.2.2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L WR Edition," Regulatory Guide 1.70, Rev. 3,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ovember, 1978. 

4.2.3 “전력산업기술기준 원전설계 (KEPIC NDA) 2000년판，” 대한전기협회， 

2000. 

4.2 .4 황영동， 양수형， 김수형， 이성욱， 김희경， 윤한영， 이규형， 배규환， 정영종， 

“TASS/SMR 코드의 모델 기술서"， KAERVTR一3082/2005， 한국원자력연구 

소， 2005. 

4.2.5 B. O. Cho et a1., 개tIASTER←2.0 Multi-purpose Analyzer for Static 

and transient Effects of Reactors ," KAERVTR-1211/99, KAERI, 1999. 

4.2.6 “원자로시설의 사고해석 전산코드 및 방법론 심사지침서"， KINS/GE-N00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4 

4.2.7 USNRC,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15.2.8, Feedwater system pipe breaks inside and outside 

containment,"NUREG-0800, 1994. 

4.2.8 ABAQUS/Standard User's Manual, Version 6.5, Hibbitt, Karlsson & 

Sorensen, Inc. 2005. 

4.2.9 황대현 외， “ SMART 연구로 노섬에 대한 CHF 상관식 체계 개발，” 

KAERVTR - 2943/ 2005, 한국원자력연구소， 2005. 

4.2.10 USNRC,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15.1.5, Steam system piping failure inside and outside of 

containment," NUREG-0800, 1994. 

4.2.11 김희경 외， "SMART 연구로의 증기발생기내 배관 파열사고 해석방법론，” 

KAERVTR - 2941/2005, 한국원자력연구소， 2005. 

4.2.12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기술기준 원전설계 (KEPIC NDA) 2000년 판，” 

2000. 

4.2.13 U.S. NRC. ,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 Regulatory Guide 1.70, Rev. 

3, 1978. 

-1199 -



4.2.14 배규환 외 “ SMART 연구로냉각재상실사고 

KAERVTR - 3152/2006, 한국원자력 연구소， 2006. 

해석 

4.2.15 “ SMART 연구로 안전성분석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6. 2. 

B.l-닙l 료츠 ” 
。l::J -C- 1 

4.2 .16 NRC Regulatory Guide l.70, Revision 3, “Standard Forrn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 November 1978. 

4.2 .17 “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Reactors ," 10 CFR 50.46, October, 1988. 

4.2.18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 -39호， 과학기 술부， 200l. 12. 

4.2.19 “ECCS Evaluation Models ," Title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Part 

50, Appendix K,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pril, 1993. 

4.2.20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비상노섬냉각계동 성능의 보수적 평가방법에 

대 한 기 술지 침 서 ," KINS/GT- N007-1 , 2004. l. 

4.2.21 “Best-Estimate Calculation of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Perforrnance," Regulatory Guide l.157. 

4.2.22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 NUREG-0737 , 

Nov. ,1980. 

4.2.23 양수형 외 3인 “과도기/사고시 SMART 연구로 핵연료 온도 계산 방법론，” 

KAERVTR • 3029/2005, 한국원 자 력 연 구소， 2005. 

4.2.24 “Decay Energy Release rates Following Shutdown of Uranium- Fueled 

Therrnal Reactors ," Approved by Subcomrnittee ANS - 5, ANS 

Standards Comrnittee, October, 1971. 

4.2.25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as revised through July 

1981. 

4.2.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 지침서，" KINS- G008. 

4.2.27 D.C. Groeneveld, L.K.H. Leung , P.L. Kirillov, V.P. Bpbkov, I.P. 

Smogalev, V.N. Vinogradov, X.C. Huang , E. Royer, The 1995 

look- up table for critical heat flux in tubes ,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163, pp. 1-23, 1996. 

4.2.28 황대현， 핵연료 온도 계산을 위한 고온수로 열전달 해석 모률 개발， 

SMP65-CA - CA120-09, 한국 원 자 력 연 구소， 2004. 

4.2.29 D.C. Groeneveld, 11 An Investigation of Heat Transfer in the Liquid 

-1200 -



Deficient Regime," AECL • 3281 (revisied by E.O. Moeck) , 1969. 

4.2.30 R.S. Dougall & W.M. Rohsenow , "Film Boiling on the Inside of 

Vertical Tubes with Upward Flow of the Fluid at Low Qualities," MIT 

Report #9029- 26, Cambridge, Massachusetts, 1963. 

4.2.31 R.T. L따1ey ， Jt., The Thermal-Hydraulics of a B이ling Water Nuclear 

Reactor, Second Edition, American Nuclear Society , 1993. 

4.2.32 조병오， 지성균， 송재승， 주한규， 조진영， 박상윤， 이기복， 김하용， MASTER 

2.1 U ser' s Manual, KAERVUM -06/2000, 한국원자력 연구소， 2000. 

4.2.33 김희경， “ SMART 연구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해석，” 

SMP65-SA -ST520-02 Rev. 01 , 2006/02/13. 

4.2.34 김희경， “ SMART 연구로 증기발생기 모율관 파단사고 

SMP65- SA -ST520-03 Rev. 01 , 2006/02/13. 

해석，“ 

4.2.35 NRC 10 CFR 50.62, "Requirements for Reduction of Risk from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ATWS) Events for 

Light-Water- Cooled Nuclear Plants,“ Revised as of January 1, 1997. 

4.2.36 과학기술부령 제 31호，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 

조， 2001. 

4.2.37 Key Issue Paper on Reactor Shutdown (A TWT and Retum to Power) , 

ABB Combustion Engineering Nuclear Power, August, 1992. 

4.2.38 배규환， “ SMART 연구로 원자로건물 설계를 위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자 

료，" SMP65-SA-DD540-00, Revision 01 , 2006. 2.21. 

4.2.39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6.2 .1 .3, Mass and Energy Release 

Analysis for Postulated Loss-of-Coolant Accidents ," NUREG-0800, 

Revision 1,USNRC July 1981. 

4.2.40 “ Standard Review Plan , Section 6.2.1.4, Mass and Energy Release 

Analysis for Postulated Secondary System Pipe Ruptures, " 

NUREG-0800, Revision 1, USNRC July 1981. 

4.2.41 “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6.2.1.2, Subcompartment Analysis ," 

NUREG- 0800, Revision 2, USNRC July 1981. 

4.2 .42 “Evaluation of Potential for Pipe Breaks," NUREG-1061 , Vol 3, prepared 

by the Pipe Break Task Group, 1984. 

4.2.43 R. E. Henry and H. K. Fauske, “The Two-Phase Critical Flow of 

one-Component Mixtures in Nozzles , Orifices, and Short Tubes ," Joumal 

-1201 -



of Heat Transfer, Trans. ASME, Series C, Vol. 93, pp. 179 - 187, 

May 1971. 

4.2.44 F. J Moody, “Maximum Flow Rate of a Single Component 

Two-Phase Mixture," Joumal of Heat Transfer, Trans. ASME, Series 

C, Vol. 87, pp. 134 - 142, February 1965. 

4.2.45 SMP65-SA- SB520- (){), Rev 01 , SMART-P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기술 

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4.2.46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 MN 원자력기계 기술기준， 대한전기협회， 2000. 

-1202 -



표 4.2-1 SMART 연구로 안전관련 설계기준사고 목록 

사 

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급수 온도 감소 

급수 유량 증가 

주증기 유량 증가 

켜 
'--'-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증기계통 배관 파단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부적절한 작동 

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외부부하 상실 

터빈 정지 
복수기 진공상실 
주증기격리밸브 폐쇄 

플랜트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정상 급수 유량 상실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 「

3. 원자로냉각재 유량 감소 
원자로냉각재 유량 완전 상실 
단일 주냉각재펌프 회전축 고착 

단일 주냉각재펌프 축 파단 
4.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미엄계나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제어봉집합체 오작동 
주냉각재펌프의 오작동 

부적절한 위치로의 부주의한 핵연료집합체 장전 
제어봉집합체 이탈 

5.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증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작동 
충전 및 정화계통의 오작동 

6.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 
POSRV의 부주의한 개방 
원자로건물 외부의 유출관 양단 파단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증기발생기내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가압기 냉각관 파단사고 

7. 부속계통이나 기기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기체방사성폐기물계통 파단사고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파단사고 
액체방사성물질 함유탱크 파단사고 
핵연료 취급 사고 
사용후연료 캐스크 낙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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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제한사고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제한사고 
보통빈도 

보통빈도 

제한사고 
제한사고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보통빈도 
제한사고 

보통빈도 

보통빈도 

제한사고 

적용안됨 

제한사고 
제한사고 
제한사고 
제한사고 

제한사고 

제한사고 
제한사고 
제한사고 

제한사고 



표 4.2-2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 초기조건 

벼L. 까~ zl:정된 수~ -「

초기 노심 출력 (MWt) 67.47 
초기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C) 274.41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5.7 
초기 노심 입구 냉각재 유량 (kg/s) 300.4 

초기 임계열속비 1.82 
초기 증기 발생 기 압력 (MPa) 3.46 
감속재 온도 반용도가 Most Negative 
핵연료 옹도 반응도가 Least Negative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0.17 
제어봉집합체의 정지반응도가， (%Llp) - 8.83 
최대 반경방향 첨두계수 1.706 

표 4.2-3 주증기 유량 증가 사건 경위 

λ] 갚 (초) λt 겁 설정~ 및 수칙 

0.0 증기유량 증가 사건 발생 -
16.36 노심 고출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설정치 도달 122.2% 
16.91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소외전원상실 

17.41 제어봉 삽입 시작 1.58 
17.46 최소 엄계열속비 도달 

19.91 주냉각재펌쿄 유량감소 시작 

24.91 급수 격리밸브 완전 닫힘 

피동잔열제거계통 입구 격리 밸브 완전 열림 

피동잔열제거계통 출구 격리 밸브 완전 열림 

34.91 주증기 격리밸브 완전 닫힘 

100.0 계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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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증기 관 파단사고 초기 조건 

벼L. 
_,_ 

zl정됩 수지 그: 

초기 노섬 출력 (MWt) 67.47 
초기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C) 274.44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5.7 
초기 노심 입구 냉각재 유량 (kg/s) 300.36 
초기 임계열속비 1.82 
초기 증기 발생 기 압력 CMPa) 3.46 
감속재 온도 반응도가 Most Negative 
핵연료 온도 반응도가 Least Negative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0.17 
제어봉반응도가， C%~p) -8.83 
증기관 파단 면적 (미) 0.0103 

표 4.2-5 증기관 파단사고 사고 경위 

λ] 간 l초j λt 겨l一 설적지 및 수지 

0.00 증기관 파단사고 발생 및 소외전원 상실 

주냉각재펌효 유량감소 시작 

0.50 주냉각재펌효 저속도에 의한 원자로 정지셜정치 77.25% 
도달 

1.00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1.50 제어봉 삽입 시작 

1.88 최소 임계열속비 도달 1.40 
6.00 급수 격리밸브 완전 닫힘 

피동잔열제거계통 입구 격리 밸브 완전 열립 

피동잔열제거계통 출구 격리 밸브 완전 열림 

16.00 주증기 격리밸브 완전 닫힘 

200.00 계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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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이차측에 의한 열제거 감소 사건/사고의 개요 및 원인 

사건/사고 명 개요 및 원인 

외부부하 상실 전기 배전 급전망으로부터 터빈발전기 분리 

터빈 정지 
터빈발전기 제어계통의 잘못된 터빈 정지신호. 터빈 정 
지신호는 터빈정지밸브를 차단시킴 

복수기 냉각에 공급되는 냉각수계통의 고장， 비웅축성가 

복수기 진공 상실 스를 제거하기 위한 복수기 진공계통의 고장 또는 터빈 

글랜드(Gland)를 통한 공기의 과도한 누설 둥 

주증기격리밸브 폐쇄 잘못된 폐쇄 신호에 의한 증기관 격리밸브 차단 

플랜 E 보조계통용 비비 소외전원 상실을 동반한 터빈정지나 소내 교류 배전계통 

상교류전원 상실 의 상실 

정상 급수 유량 상실 
한 대 또는 두 대의 급수펌표 상실， 또는 급수제어계통의 

잘못된 신호에 의한 급수제어밸브 폐쇄 

원자로건물 내/외부의 원자로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한 급수계통 배관의 

급수계통 배관 파단 부분 또는 완전 파단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 
기기냉각계통에 설치된 유량제어밸브의 기능 상설， 또는 

운전원의 오작동에 의한 기기냉각계통 유량 상실 

표 4.2-7 가정 된 초기 조건 

벼‘- -/A「- 가정된 수치 

초기 노섬출력，% 103.0 

초기 노심입구 냉각재 온도， "C 281.9 

초기 원자로냉각재 유량， kg/s 374.9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5.75 

초기 노심 핵비퉁이탈률 1.99 

핵연료 온도계수 최 대 부반응도(Most negative) 

감속재온도계수 최 소 부반응도(Least negative) 

제어봉 집합체 정지반웅도가， %Ap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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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완전유량상실사고 초기조건 

변 거‘ 

-「 -「X

초기 노심 출력， MWt 67 .47 

초기 냉각재 노심 입구 온도， OC 277.39 

초기 원자로냉각계통 합력， MPa 15.75 

초기 노심 냉각재 유량， kg/s 309.7 

초기 임계열속비 1.82 

핵연료 온도 반응도가 최소 부반응도 

감속재 밀도 반웅도가 최소 부반응도 

제어봉집합체 정지반응도가， %ðp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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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완전유량상실사고 전개과정 

λ] 간 i초j λf 건 설정지 또는 수~ 

0.0 소외전원상실 

二닙그 기까-‘二fEr 二 업그 걷 ;zr 「‘단l 

급수 격리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닫히기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열리기 시작 

3.0 주냉각재펌쓰 관성서행 시작 

3.50 주냉각재펌프 저속도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78% 

4.50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4.95 최소 임계열속비 도달 1.34 

5.0 급수/주증기 격리밸브 완전히 닫힘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완전히 열림 

7.20 냉각재계통 최대 압력 도달， MPa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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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0 회전축고착으로 인한 유량상실사고 전개과정 

시간 l초) λt 겁 설정치 또는 수지 

0.0 회전축고착 발생 

주냉각재펌프 저속도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78% 
소외전원상실 발생 

급수공급 중단 

급수/주증기 격리밸브 닫히기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열리기 시작 

0.93 최소 임계열속비 도달 l.38 

l.0 제어봉집합제 닥하 시작 ---

2.76 냉각재계통 최대압력 도달， MPa 15.84 

3.0 운전 중인 주냉각재펌표 관성서행 시작 

5.0 급수 격리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완전히 닫힘 

피통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완전히 열림 

15.0 주증기격리밸브 완전히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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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 사고 해석 초기 조건 

벼'- 기 까::. 
가정된 수치 

4.2.3.4.1 4.2.3.4.2 4.2.3.4.3 4.2.3.4.4 
초기 노심 출력， MWt(%) 4.59(7) 29.48(45) 49.78(76) 34.72(53) 
초기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OC 298.77 292.22 282.81 270.53 
초기 노심 입구 유량， kg/s 86.70 300.43 300.40 142.23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5.87 13.52 15.75 15.77 
초기 노심 임계열속비， 10.92 4.06 2.33 2.20 
핵연료봉 반경방향 첨두출력계수 1.706 1.706 1.706 1.706 
증기발생기 출구 헤더 압력， MPa 3.2 3.2 3.2 3.2 
핵연료 온도 반응도가 최소 (- ) 최소 (-) 최소 (-) 최소 (-) 
감속재 온도 반응도가 최소 (-) 최소 (-) 최소 ( -) 최대 (-) 
반웅도 삽입 률， pcm/s 233.5 17.61 28.30 
제어봉집합체 정지반응도가， %Llp 8.83 -8.83 8.83 -8.83 
단일 제어봉집두합출체력 완전 인출후 
반경 방향 첨 계수 2.143 

4.2.3.4.1: 미임계나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4.2.3.4.2: 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4.2.3.4.3: 제어봉집합체 오작통 사건， 4.2.3.4.4: 주냉각재펌프의 오작동 사건 

표 4.2-12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 건 
설정치 

:E 즈 i二- ζ ←느1 / 뉘、1 

0.00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시작 

2.57 노심 고출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설계 출력의 % 47.2 
3.12 노심 고출력 정지 신호 발생 

3.13 최대 노심 출력， 설계 출력의 % 89.33 
3.38 최대 핵연료 온도 도달， OC 518.88 
3.62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3.71 최대 노심평균 열속 전 출력 열속의 % 50.58 
3.71 최소 임계열속비 1.35 
4.22 급수 및 주증기격리밸브 폐쇄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6.12 주냉각재펌프 관성 서행 시작 

12.2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MPa 16.36 
50.0 계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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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3 출력 운전중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 켜'-'- 설정치 또는 수치 

0.00 제어봉집합체군 인출 시작 

26.69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MPa 16.25 
27.79 가압기 고압력 정지 신호 발생 

27.80 최대 노심 출력， 설계 출력의 % 124.87 
28.08 최대 핵연료 온도 도달， OC 591.92 
28.20 최대 노심 평균 열속， 전출력 열속의 % 122.87 
28.29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28.31 최소 임계열속비 1.32 
28.89 급수 및 주증기격리밸브 폐쇄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29.11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MPa 16.96 
30.79 주냉각재펌표 관성서행 시작 

50.0 계산종료 

표 4.2-14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 거L. 설정치 또는 수치 

0.00 단일 제어봉집합체 인출 시작 

9.08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MPa 16.25 
10.00 노심 최대 출력， 설계 출력의 % 124.89 
10.18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선호 발생 

10.64 최대 핵연료 온도 도달， OC 557.33 
10.68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10.70 노심 최대 열속， 전출력 열속의 % 122.98 
10.71 최소 임계열속비 1.40 
11.28 급수 및 주중기격리밸브 폐쇄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13.18 주냉각재펌효 관성서행 시작 

13.28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MPa 16.64 
100.0 계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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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5 주냉각재펌프 오작동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초) 사 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0 주냉각재펌 표 고속모드로 속도 전환 

5.59 최대 노심 출력， 설계 출력의 % 113.05 
6.05 최대 핵연료 온도， OC 569.54 
6.30 최대 노심 평균 열속， 전출력 열속의 % 111.46 
7.23 가압기 고압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MPa 16.25 
7.31 최소 임계열속비 1.71 
8.33 가압기 고압력 정지 신호 발생 

8.83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9.43 급수 및 주중기격리밸브 폐쇄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11.33 주냉각재펌표 관성서행 시작 -
11.87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MPa 16.63 
100.0 계산종료 

표 4.2-16 제어봉집합체 이탈사고 해석에 사용된 초기 조건 

벼L. 끼 ~ 기동 주기중 전출력 주기말 

초기 노심 출력， MWt(%) 0.0655( 0.1) 67.5(103) 

초기 노섬 입구 냉각재 온도， oC 60.0 274.42 

초기 노섬 입구 유량， kg/s 95.93 300.37 

초기 가압기 압력， MPa 2.0 15.75 

지발 중성자율， β 0.006133 0.005950 

감속재 온도 반웅도계수， pcm/"C 9.19 - 42.11 

이탈된 제어봉 반웅도가， %ilp 1.229 0.716 

도플러계수 불확실도，% +15% +15% 

초기 3차원 첨두출력계수 (Fq) 3.3135 1.7798 

이탈후 3차원 첨두출력계수 (Fq) 4.1627 2.2142 

가상의 제어봉 이탈시간， 초 0.078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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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7 기동 운전 조건하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건 진행 상황 

기동 운전 조건하 전출력 운전 조건하 
제어봉집합체 이탈 제어봉집합체 이탈 

사건 진행 상황 사건 진행 상황 

시간 설정치 시간 설정치 

(초) 또는 수치 (초) 또는 수치 

제어봉구동장치의 제어봉집합체 이탈 0.00 0.00 

노심 고출력 정지 설정치에 도달， 설계 출력의 % 0.05 47.2 0.01 122.2 

제어봉집합체가 완전히 이탈됨 0.078 0.05 

최대 노섬 평균 출력， 설계 출력의 % 0.105 12731.2 0.09 1402.9 

최대 노섬 평균 열속， 전출력 열속의 % 0.23 263.3 0.137 283.6 

최대 핵연료 온도 ℃ 0.154 2210.9 0.175 787.0 

노섬 고출력 정지 신호 발생 0.60 0.56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1.10 1.06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MPa 1.32 16.20 

급수 및 주증기격리밸브 폐쇄 시작 
1.70 1.66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계산 종료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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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8 충전펌프 오작동으로 인한 냉각재재고량 증가사고 초기조건 

벼-'= J ‘ 효k -「

초기 노섬 출력， MWt 67.47 

초기 냉각재 노심 입구 온도， OC 277.39 

초기 원자로냉각계통 압력， MPa 13.50 

초기 노심 냉각재 유량， kg/s 309.7 

초기 엄계열속비률 1.92 

핵연료 온도 반웅도가 
최소 부반응도 

(Least negative) 

감속재 밀도 반웅도가 최대 부반웅도 
(Most negative) 

제어봉집합체 정지반웅도가， %Ap - 8.83 

표 4.2-19 충전펌프 오작동으로 인한 냉각재재고량 증가사고 전개과정 

시간 l초j 사 건 설정~ 

0.0 충전펌표 오작동 시작 

1362.02 핵연료온도 최고온 도달， ℃ 513.95 

1364.33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압력 원자로정지신호， MPa 16.25 
소외전원 상실 발생 

급수격라밸브， 주증기격리밸브 닫히기 시작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열리기 시작 

1365.93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1367.03 원자로냉각재계통 최대 압력 도달， MPa 16.31 

1367.33 주냉각재펌표 관성서행 시작 

1369.33 급수격리밸브， 주증기격리밸브 완전히 닫힘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완전히 열림 

1467.30 이차계통 최대 압력 도달， MPa 6.05 

1800.0 운전원에 의해 오작동중인 충전펌표 작동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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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0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해 
석에 사용된 초기조건 

변 기 까::. 가정된 수치 

초기 노심 출력， MWt (%) 67.47 (103) 

초기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온도， OC 314.99 

초기 원자로냉각재 유량， kg/s 309.7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5.75 

초기 임계열속비 1.82 

핵연료 온도계수 최 대 부반응도 (Most Negative) 

감속재 온도계수 최소 부반응도 (Least Negative) 

제어봉집합체의 정지반웅도가， %Ap -8.83 

표 4.2-21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의 

사건경위 

시 간 (초) 사 겨'-' 
설정치 또는 

수치 

0.00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발생 

37.15 노섬 출력 최대값 도달 (%) 103.48 

1800.0 운전원에 의한 원자로 수동 정지신호 발생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주증기 및 급수격리밸브 폐쇄 시작 

1800.5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1805.0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완전 개방 

급수격리밸브 완전 폐쇄 

1814.0 누적 증기유량 (파열 구역관) 최대값 도달 (kg) 11908.9 

1815.0 주증기 격리밸브 완전 폐쇄 

4000.00 해석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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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2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둘관 파단사고 
해석에 사용된 초기조건 

변 -까「~ 가정된 수치 

초기 노심 출력， MWt (%) 67.47 (103) 

초기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온도， OC 314.99 

초기 원자로냉각재 유량， kg/s 309.7 

초기 가압기 압력， MPa 15.75 

초기 엄계열속비 1.82 

핵연료 온도계수 최소 부반응도 (Least Negative) 

감속재 온도계수 최 대 부반응도 (Most Negative) 

제어봉집합체의 정지반웅도가， %Ap -8.83 

표 4.2-23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한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율관 파단사고의 
사건경위 

시 간 (초) 사 건 
설정치 또는 

수치 

0.00 증기발생기 카세 E 모률관 파단 사고 발생 

41.35 최소 임계열속비에 도달 1.77 

43.44 노심 출력 최대값 도달 (%) 120 

60.09 가압기 저압력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MPa 11.09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개방 시작 

주증기 및 급수격리밸브 폐쇄 시작 

60.59 제어봉집합체 낙하 시작 

63.09 주냉각재펌표 관성서행 시작 

65.09 피동잔열제거계통 격리밸브 완전 개방 

급수격리밸브 완전 폐쇄 

75.09 주증기 격리밸브 완전 폐쇄 

300.00 해석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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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4 질량 및 에너지 방출량 분석에 사용된 초기조건 

원자로냉각재계통 

원자로 출력， MWt 

냉각재 평균 온도， .C 

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액체 질량， kg 

원자로냉각재계통의 N2 gas 질량， kg 

까‘ 
T 

이차측 증기발생기 및 배관 액체 질량(구역당)， kg 

이차측 증기발생기 및 배관 증기 질량(구역당)， kg 

피동잔열제거계통 배관 액체 질량(구역당)， kg 

피동잔열제거계통 보상탱크 액체 질량(구역당)， kg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의 내부에너지， MJ 

증기발생기 이차측 냉각재의 내부에너지(구역당)， MJ 

급수 노즐과 급수격리밸브 사이 냉각재의 내부에너지(구역당)， MJ 

수 치 

67.465* 

292.25 
15109.57* 

618.93** 

158.4** 

10.71 ** 

290.22** 

964.72** 

18082.8** 

52.06** 

11.21** 

주증기 노즐과 주증기격리밸브 사이 냉각재의 내부에너지(구역당)， MJ 1 11.72** 

원자로건물 

대기 압력， l\1Pa 

대기 온도， .C 

핵연료재장전수 온도， .C 
(Note) 
* 103% 출력 
** 50% 불확실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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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5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사용된 주요 계통 변수 및 초기 조건 

벼‘- -까r 가정된 수치 

원자로 출력 (정격 출력의 103%) 67.465 MWt 
평균 선출력 생성율 (정격 출력의 103%) 52.99 W/cm 
초기 밀도에서의 감속재 옹도 계수 0.0 Llp;oC 
축방향 출력 형상 AO=-0.7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 (총) 374.9 kg/s 
이차계통 유량 (총) 24.74 kg/s 
가압기 압력 13.5 MPa 
노섬 입구 온도 280 0C 
노심 출구 온도 315 0C 
가압기 저압력 정지 설정치 11.09 MPa 
노심 고출력 정지 설정치 122.2% 
안전주입작동신호 설정치 9.02 MPa 
안전주입펌표 체절 수두 1140 m 
안전주입수 작동 조건 0.1 MPa, 101 oC 
증기발생기 전열관 수 1152 

표 4.2-26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에 사용된 가정 

벼 
‘-

/
π-

가압기 저압력 원자로 정지 지연시간， 초 

노섬 고출력 원자로 정지 지연시간， 초 

MCP 정지 지연시간， 초 
CEDM 지지코일 감쇠 시간， 초 
감속재 밀도 반응도가 

도플러 반응도가 

정지제어봉 반응도가，% l1 p 

(최대 반웅도 제어봉고착) 

제어봉 낙하 시간， 초 

잔열 곡선 

PRHRS 작동 신호 설정치(급수 저유량)， %Nom 
PRHRS 작동 지연시간， 초 
MSIV!FIV 완전 닫힘 시간， 초 
PRHRS 격리 밸브 완전 개방 시간， 초 
단일 고장 

안전주입작동신호후 안전주입 총 지연시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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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된 수치 

1.1 
0.55 
3.0 
0.5 

least negative 
most negattve 

- 8.831 

5.6 
1.2 x ANS 71 curve 

8.0 
1.1 

15.0/5.0 
5.0 

비상디젤발전기 한대 고장 

33.0 



표 4.2-27 SMART 연구로 자연순환냉각운전을 위한 초기조건 

초기 노심 출력 (MWt) 

벼 
L一

까~ 

T 

초기 얼차측 증기발생기 입구 온도 ("C) 

초기 일차측 증기발생기 출구 온도 ("C) 

초기 가압기 압력 (M?a) 

초기 노심 입구 냉각재 유량 (kg/s) 
초기 임계열속비 

초기 이차측 증기발생기 압력 (MPa) 

감속재 온도 반응도가 

핵연료 온도 반응도가 

평균 축방향 출력분포 편차 

제어봉집합체의 정지반웅도가 (%ilp) 

초기 보상탱크 압력 (MPa) 

초기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온도 ("C) 

초기 핵연료재장전수탱크 냉각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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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310.0 
272.2 
14.7 
316.2 
2.07 
3.45 

가정된 수치 

Most Negative 
Most Negative 
+0.17 
8.83 
4.5 
5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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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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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그림 



TASS/SMR Code 

System pressu면 at core inlet 
Core inlet mass flux 

Core inlet c'∞lant temperature 
Core average heat flux 

Criti떼 Heat Flux Rati。

Hot Channel 
CHFR Analysis 

Subroutîne 

그림 4.2-5 임계열속비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간의 연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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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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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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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간에 그림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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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그림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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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상실 그림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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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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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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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 그림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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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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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으로 충전펌프 4.2-28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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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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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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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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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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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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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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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4 



m“ 
- .. 넌-m획강~ 

~끊l '(6r-="1 엄 l' 、
.-1二=r--1 19 t--W-녁 

._ .. 그온k‘g 뀐" -
l • -<1<l-{ 1 

닉 a’,- -

Node =205 
Path =218 

그림 4.2-45 TASS/SMR 코드의 SMART연구로 LOCA 해석 Nodalization 

16.0M 

14.0M 

12.0M 

:. 10.0M 

잉t 6OM 

4.0M 

2.0M 

0.0 
0 

1" PZR-Gas Cylinder Line Brea 
。- 1’ SCS Line Break 
• . 0.97" CEOM Houslng Break 
0-0.7" IOPOSRV 
ι - 1’ SIS Line Break 
-Ó. 0.5" SIS Line Break 
·용"0.2’ SIS L1ne Break 

..... 0.05’ SIS Line Break 

1000 2000 3000 4000 5000 뻐00 7000 8000 

Time, sec. 

그림 4.2-46 RCS 압력 거동 

-1245 -



u 
띤 250 

S 
훌 200 

§ 100 

용 패 

J 

3 

j 

I
써
 A 

I
서
 

』

낸
 

‘, 

,J 

‘J 

,‘ 

”‘ 

‘l 
4l 

”U 

E 

·
」
매
〉
띠
」
 

￠
버
·
뉴
〈
〉
〉
 

a
매
m
4익
i」
。
u
 

월0 

300 

_1"PZR깅as Cylinder Line Break 
-0- 1’ SCS Line Break 
. •• 0.97’ CEDM Housing Break 
-口-0.7’ lOPOSRV 
- ι ‘ 1’ SIS Line Break 
- ó - 0.5" SIS Line Break 
.• 용 •• 0.2’ SIS Line Break 
_ .... . ‘ 0.05’ SIS Line Break 

0 o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Time,sec. 

그림 4.2-47 RCS 냉각재 온도 거동 

5.0 

4.5 

__.---
_ 1" PZR-Gas Cylinder Line Break 
-0- 1’ SCS Line Break 
• •. 0.97" CEDM Housing Break 
-디-0.7" lOPOSRV 
-.&.- - 1’ SIS 니ne Break 
- ó - 0.5" SIS Line Break 
.. 용 •. 0.2"SIS 니ne Break 
- ..... -0.05" SIS Line Break 

TopofCo맨 

0.0 
o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Tlme, sec. 

그림 4.2-48 노심지지배럴 내부의 수위 거동 

-1246 -



19 
110% of Design Pressure (18.7 MPa) 

옆
밍
a
 ”
ω
』
그
m
@
ω』
A
 」ω
N
끽
며%
ω
』
A
 

-0- LOAC Power 
-o- LOCV 
ι LOFW 

......z::r- MSIV 810ck 
<> Turbine Trip 

POSRV Op밍1 Seφoint (17 .34 MPa) 

18 

17 

16 

15 
o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ime, seconds 

그림 4.2-49 열제거감소사건시 가압기 압력 변화 

20 

19 
110% of Design Pressure 

(18.7 MPa) 

-.-NNlNPNGN BOT -‘ NHTLPLGL BOT 
• NLTLPLGL BOT 

NHTLPHGL BOT 
-*-NLTLPHGL BOT 
-e-NH까fPLGL TOP 
-x- NL THPLGL TOP 
- - NHTHPHGL TOP 
-‘-NL THPHGL TOP 

.-NHTHPLGL ooT 
-~ NL THPLGL_BOT -‘- NHTHPHGL BOT 
-'-NLTHPHGL ooT 
......... NNlNPNGN TOP 
-+- NHTLPLGL TOP •• NLTLPLGL TOP 
-1 - NHTLPHGL TOP 

NLTLPHGL TOP 

깨
 

η
 

얘
 

π
ω
 

어
A
S
 t
p」3
m
m
ω」
A
E

그
〔
딛
씨
여
}
a
 

14 

13 
10 100 

Reactivity Insertion Rate, pcm/sec 

그림 4.2-50 반응도 삽입율에 따른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변화 (최대 부[-]의 핵연료 및 냉각재온도계수) 

-1247 -



20 

19 
110% of Design Pressure 

(18.7 MPa) 

-口- NNTNPNGN TOP 
- ι NHTLPlβL TOP 
ι NLTLPLGL TOP 

NHTLPHGL TOP 
-.g.- NLTLPHGL TOP 

-0- NHTHPLGL TOP 
-,,- NL THPLGL TOP 
--<l- NHTHPHGL TOP 
-0-- NL THPHGL TOP 

어 18 

월 
단 17 
그 

% 
같 16 
그 
E 
~ 15 s 

쩔繼繼、 
잭슨~융-====:뺏 - .. 

뺏댁 
14 、융 

13 
10 

Reacti끼ty Insertion Rate, pcm/sec 

100 

그림 4.2-51 반응도 삽입율에 따른 최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변화 (최소 부[-]의 핵연료 및 냉각재온도계수) 

어
@
t
 ，

ν
a
m
m
ω
i
ι
 

i
U샘
잉
a
a
φ
k
A
 

20 

110% ofDesign Pressure (18.7 MPa) 

18 
POSRV Open Setpoi l11 (17.34 MPa) 

16 

-o- LOAC 
14 -l I -0- LOCV 

ú LOFW 
-v- MSIV Close 

1'.) Turbine Trip 
.......::i- CEA Bank Withdrawal 

12 
0 20 40 60 

Time, seconds 

80 100 

그림 4.2-52 초기 사건별 가압기 압력 변화 

-1248 -



-를- Coolant temp. 
~ Saturation temp. 

400 

350 

250 

300 Q
。-
φ」
긍
m
」
@
a
E
@’F
 

200 

150 

6 4 

Time, hr. 
2 

100 
0 

증기발생기 입구 냉각재 자연순환냉각운전시 일차측 

온도변화 

그림 4.2-53 

16 

12 

8 

4 

m
α
E
 -
@
」
그
m
m
φ
」
n
i
 

6 4 

Time, hr. 
2 

O 
O 

변화 가압기 압력 자연순환냉각운전시 

-1249 -

4.2-54 그림 



4.3 안전생 명 가 (PSA) 

4.3.1 초기사건 분석 

초기사건은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분석의 시 

작점이다. 원자로가 전출력으로 운전되는 동안에 발전소가 안전하므로 PSA의 초 

기사건은 이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직접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간접적으로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초기사건을 선정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셜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추이가 비슷한 것들은 그룹핑하여 초기사 

건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SMART 연구로 안전해석에서 고려된 모든 사건들과 타 
PSA (표준원전 계열) 에서 고려된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초기사건은 다음과 같다. 

- 일 반과도사건 (general transients) 

- 급수상실사고 (loss of feedwater) 

- 소외 전원상실사고 (loss of offsite power) 

-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 (small bre밟 LOCA) 

-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steam generator cassette module 

pipe break) 

-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 이 차측 대 형 파단사고 (large secondary side bre밟) 

- 일차 기 기 냉각수 상실사고 (loss of component cooling system) 

- 125 V 직 류모선 상실사고 (loss of a 125 V DC) 

- 제어봉 이탈사고 (rod ejection accident) 

-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태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 제 어 봉 집 합체 군 인출사고 (CEA bank withdrawaD 

4.3.2 사건수목 분석 

4.3.2.1 일반과도사건 

일반과도사건에는 여러 공정 변수의 거동 변화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여러 과 

도사건 중 별도의 사건수목으로 처리하는 것들 (예: 급수상실， 소외전원상실 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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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는 

정지신호가 발생하면 제어 

집합체가 노섬내로 

과도상태 (ATWS) 사건수 

λ1- 01 투I 
"" """\그 

위한 원자로 교체를 

원자로 

제어봉 

정지불능 

핵연료 정상적인 

발생하여 

의하여 

원자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생기는 과도사건이 

전원이 차단되고 중력에 

실패한 사고경위는 

과도사건이 

이 사건의 범주에 

공정변수에 이상이 

봉 구동장치의 

원자로 정지가 

" = --'-τ: 제외한 

다. 

목에서 다룬다. 

원자로가 정지한 후에는 급수계통은 유량을 줄여 계속하여 운전함으로써 원자로에 

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한다. 원자로가 정지된 후 급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피동 

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노섬에서 발생한 잔열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냉각재로 전달된 뒤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비상냉각탱크내 

냉각수로 전달되어 제거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성공 

이상 계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급수계통과 피동잔열제거계통이 동시에 실패하면 잔열 제거의 최후 수단으로 충전 

및 유출 운전을 시작한다. 안전주입계통을 사용하여 RCS 내로 냉각재를 주입하고， 
통하여 증기를 방출함으로써 원자로내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제거한다. 

충전 및 유출 운전의 성공기준은 안전주입계통 4계열 중 1개 이상의 계열을 사용하 

여 냉각수를 RCS 내로 공급하고， POSRV 2개 중 1개 이상을 개방하여 원자로에서 
생성된 증기를 방출하는 것이다. 충전 및 유출 운전시 장기적으로는 RWT의 

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원을 재순환 집수조 (sump)로 전환하여 재순환 운전을 하는 

즈
 
。계열 기준은 4개의 의 

2개 

까‘ 。J
Tτ2 

POSRV를 

손상이 발생한다. 

것이 펼요하다. 

일차측 충전 및 유출 운전마저도 실패하면 노섬 

4.3.2.2 급수상실사고 

.=L~‘ 
H 기一 이차측으로 공급되는 급수가 상실되는 사건이다. 

이용한 급수도 

급수상실사고는 증기 발생 기 

상실사고가 발생하면 공급할 수 기동급수펌프를 물론 프
 
기
 

펌
 
수
 

보
「
 

:그c~‘ 
닙기一 

경 우에 는 condensate receiver 
있으나， 그 

급수가 상실 

tank의 수원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2-3시간 동안 공급할 수 

이후에는 급수원이 없으므로 급수는 상실된다. 따라서 

상실된 등이 진공 가정한다. 것으로 없는 

이 경우 역시 

된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급수상설사건의 사건수목은 제외하고 동일 .=L 까‘ 그l 二+u1-
닙 T 。겁니 일반과도사건 사건수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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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소외 전원상실사고 

소외전원상실사고는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경우에 

소내부하 운전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원자로 정지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지 

만， 본 분석에서는 보수적으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소외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하면 비상전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에는 두 대의 

비상 DG와 한 대의 AAC DG가 있다. 안전모선에 전력공급이 상실되면 두 대의 
비상 DG는 자동 기동하여 각 안전모선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만일 2 대의 비 
상 DG가 모두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원이 AAC DG를 기동하여 안전모선에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사고시에는 급수계통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PRHRS를 사용하여 잔열 

투입 여부에 따라 사고 PRHRS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비상전원의 을 제거한다. 

유출 q_l 
^ 일차측 충전 비상전원이 투입된 경우에는 운전원은 는 다르게 진행된다. 

모두 고장이 난 경우에 

없으므로 소외전원이 복구되기를 기다려야 

복구하면 일차측 충전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
 

。

τ
 뽑

 PRHRS가 작동하지 

q .l 
^ 

비상전원이 

일차측 충전 

한다. 여기서는 소외전원을 1시간 정도 내에 

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않으며 비상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심손상으로 진행된다. 

있다. 노섬손상을 방지할 수 

할수 을
 

전
 

。} 
ι
 

상
 댐 

q .l 
^ 

운전을 이용하여 

'-
'-

4.3.2.4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 (small break LOCA) 

일차측과 연결된 배관 등에 누설이나 파단이 발생하여 

사건이다. SMART 연구로 설계에 따르면 일차측에 연결된 최 

2인치이나， 유량 제한을 위해 설치한 오리피스의 내경이 1인치이 

직경은 1인치가 된다. 

파단부위로 냉각재가 누출되면서 일차측 압력은 떨어져 RCS 압력이 안전주입계통 

이하로 내려가면 안전주입신호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안전주입이 시작된 

RWT 수위가 저수위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재순환작동신호가 발생되고， 안 

재순환모드로 운전하게 된다. 일차측 냉각수가 보충되고 PRHRS에 

잔열이 제거되면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주입계통의 작동에 의한 냉각수 보충은 이루어지나， PRHRS 

않는 경우에는， 운전원은 일차측 충전 및 유출 운전을 이용하여 

일차측 

작동하지 계통이 

소형파단 LOCA는 

냉각수가 상실되는 

대 배관은 직경이 

므로 최대 파단 

다. 

전주입계통은 

의해 

작동 압력 

노심손상을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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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증기발생기 카세트 모률관 파단사고 (steam generator cassette module pÍpe break 

: SGCMPB)는 증기발생기 내에 위치한 모률관에 누설 또는 파단이 발생하는 사건 

이다. SGCMPB가 발생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파단부위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유출 

된다. SGCMPB가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면서 주증기 차단밸브 및 급 

수 차단밸브가 잠기게 된다. 이 밸브들이 잠기면 일차측 냉각수의 추가적인 누출 

이 차단된다. 

이 밸브들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일차측 냉각수가 장시간 누출되기 

때문에 안전주업계통에 의한 충수가 필요하다. 이후 운전원이 수동으로 주증기 차 

단밸브 및 급수 차단밸브 들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차단에 실패하면， 일차측 냉각수 

는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모두 누출되기 때문에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한 

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원이 고갈되게 될 것이므로 노섬손상이 발생한다고 가 

정한다. 

주증기 차단밸브 및 급수 차단밸브들이 장기어 일차측의 추가적인 누출이 차단되 

면， 이후는 PRHRS 또는 일차측 충전 및 유출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SGCMPB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은 수행할 수 없으 

며，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4.3.2.6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SGTR)는 증기발생기 내의 전열관이 파열되어 누출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SGTR이 발생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파열부위를 통하여 이차측 

으로 유출된다.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내경은 7mm 로서 소형파단 LOCA 정도에 

해당하는 파단이 발생할 수 있다. 

SGTR이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 선호가 발생하면서 주증기 차단밸브 및 급수 차단 

밸브가 잠기게 된다. 이 밸브들이 잠기면 일차측 냉각수의 추가적인 누출 차단이 

가능하다. 

이 밸브들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원이 수동으로 주중기 차단밸브 

및 급수 차단밸브들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차단에 실패하면， 일차측 냉각수는 증기 

발생기를 통하여 이차측으로 모두 누출되기 때문에 안전주업계통이 작동한다 하더 

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원이 고갈되게 될 것이므로 노심손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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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증기 차단밸브 및 급수 차단밸브들이 차단되어 일차측의 추가적인 누출을 차단하 

면， 이후는 PRHRS 또는 일차측 충전 및 유출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없으며， 수행할 수 SGTR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이차측 냉각은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4.3.2.7 이차측 대형파단사고 

대형파단사고 (LSSB)는 이차측 증기관 또는 급수관에 파단이 발생하는 사 

증기관측에 파단이 발생하면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을 통한 증기 유출량이 

되어 일차측이 냉각된다. SMART 연구로는 증기발생기의 이차측 냉각재 
적으므로 일차측의 냉각 효과가 크지 않아 원자로 정지 후에 반웅도가 양 

(positive)이 되 지 는 않는다. 급수관측에 파단이 발생 하면 중기 발생 기 로 공급되 는 

냉각수가 줄어들게 되어 부분적인 급수상실과 유사한 사고경위가 된다. 

LSSB가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면서 주증기 차단밸브 및 급수 차단밸 

된다. 이 밸브들이 잠기지 않을 경우 원자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급냉에 의한 출력회귀 (retum to power)의 발생 가능성이다. 

SMART 연구로에서는 이차측 냉각재 재고량이 적으므로 급냉의 효과가 적어 출력 

회귀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손상된 증기발생기가 차단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증 

기발생기 Section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인 원자로 정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자로 정지 이후에는 PRHRS 또는 일차측 충전 

운전을 이용하여 노심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LSSB 사건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또한 급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및 유출 

이차측 

건이다. 

커지게 

재고량이 

브가 잠기게 

일차측 것은 

없으며， ’I 수행할 냉각은 이용한 이차측 

4.3.2.8 일차 기기냉각수 상설 사건 

뾰
 

시
 
n 노

 

일차 기기냉각수 Train A 가 상실되면 MCP를 냉각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RPS에 의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고， 제어봉이 

삽입됨으로써 원자로 정지가 된다. 일차 기기냉각수 상실 사건은 물론 다른 초기 

사건의 경우에도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ATWS 사건으로 따로 취 

급한다. 원자로 정지 이후의 사고 시나라오는 일반과도사건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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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125 V 직 류모선 상실 사건 (Loss of a 125 V DC) 

안전둥급 125V 직류모선 A 또는 B 의 전압이 상실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 

한다. 원자로 정지 이후의 사고 시나리오는 일반과도사건과 비슷하다. 

4.3.2.10 제어봉 이탈 사고 

제 어 봉 이 탈 사고는 하나의 CEA (control element assembly)가 이 탈되 어 방출되 는 

경우이다. CEA가 이탈될 경우 그 부위를 통하여 일차측 냉각수가 누출될 수 있다. 

설계측에서 분석한 결과 최대 누출량은 소형파단 LOCA와 비슷한 범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제어봉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소형파단 LOCA가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어봉 이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원자로 정지가 실패하 

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의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 

태에 설명되어 있다. 원자로 정지가 된 이후의 사고 시나라오는 소형파단 LOCA 

사고와 동일하다. 

4.3.2 .11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태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태 (ATWS)는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초기사건이 발 

생하였으나， 원자로 정지계통의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가 설패하는 사건이다. 

ATWS 사건 자체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초기사건은 아니지만 원자로 안전성 

에 미치는 중요성 및 독특한 현상 때문에 별도의 초기사건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ATWS가 발생하면， 일차측 열생성과 이차측 열제거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일차측의 급격한 압력 상숭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일차측 최대 압력이 

ASME Service Level C 웅력 제한치 (약 22MPa)를 초과하는 경우， 일차측 배관 

파손 또는 압력 경계의 손상으로 LOCA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안전주 

입관에 있는 체크밸브 양단의 커다란 압력차로 인한 밸브 디스크 손상으로 체크밸 

브가 폐쇄 고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차측으로 안전 주입 유량을 공급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SMART 연구로에서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사고 또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나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은 경우를 ATWS 사건으로 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였다. 이 

차측 열제거가 안되는 급수상설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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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도 RCS 압력은 POSRV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ASME Service Level C 웅 
력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므로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것이 펼요하 

다. 운전원은 주제어실에 있는 인접한 2개의 누름스위치를 눌러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원을 차단시킨다. 만일 CEA 고장으로 인하여 제어봉이 원자로내로 삽입이 되지 
않아 원자로 정지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운전원은 붕산수 저장탱크 (boron storage 
tank)의 붕산수를 충전펌프들을 이용하여 노섬으로 주입함으로써 원자로를 정지시 

킬 수 있다.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면 

비상붕산수를 노심으로 주입할 수 없다.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에는 일반과도사건 

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수목을 작성하지 않았다. 

4.3.2.12 제어봉 집합체군 인출 사고 

제어봉 집합체군 인출사고(CEA bank withdrawal)는 CEA Bank가 인출되는 사건 
으로서 제어논리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 

전해석 평가에 의하면 자동으로 원자로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POSRV의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노섬손상이 발생한다. 

4.3.3 신뢰도 자료 분석 

PSA에서의 신뢰도 자료는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 정량화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자료가 펼요하다. 

- 초기사건 발생 빈도 (과도사건 빈도 배관파단 빈도 등) 

- 기기신뢰도 자료 (밸브 고장률， 펌프 고장률 등) 

- 공통원인고장 자료 

- 시험 및 보수 자료 (정기점검주기， 보수주기， 보수시간 동) 

- 인간오류 자료 (인간오류확률， 회복조치실패확률 등) 

4.3.3.1 초기사건 빈도 

초기사건 빈도는 국내 원전 정지 이력， 외국의 일반 신뢰도 자료， 공학적 판단에 의 

해 추정하였으며， 표 4.3-1에 초기사건 빈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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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기기 고장률 자료 

기기의 고장률 자료는 기본적으로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된 고장률 자료를 사용하 

였다. 표준원전 PSA에서 사용하지 않은 POSRV에 대한 고장률 자료는 유사 기기 

를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4.3.3.3 공통원인고장 (CCF) 자료 

NUREG/CR-5497와 NUREG/CR-닮85에 나온 자료를 사용하여 CCF 빈도를 추정하 

였다. 

4.3.3.4 시험 및 보수 자료 

기기 또는 계통별 시험 및 보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험 주기는 3개월， 보수주기 

는 127R윌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4.3.3.5 인간신뢰도 자료 

인간신뢰도 자료는 ASEP 방법을 기초로 사용하여 분석할 예정이었으나 SMART 

연구로에 대해서는 운전원 조치에 펼요한 시간 둥 인간 선뢰도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수행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분 

석에서는 PSA 수행 경험이 많은 인간오류 분석 전문가의 전문가 판단을 이용하여 

인간 신뢰도 자료를 평가하였다. 

4.3.4 노심손상빈도 정량화 

각 초기사건에 대해 노섬손상으로 이르는 사고경위에 대해 KIRAP 코드를 사용하 

여 정량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4.1 총노심손상빈도 

현재 고려된 127R 의 초기사건에 대한 노심손상빈도의 합， 즉 SMART 연구로의 총 

노섬손상빈도는 1. 182xl0-6/ry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SMART 연구로의 설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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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충분한 설계자료와 미비한 열수력분석에 따른 여러 

가지 가정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값으로 최종 설계에 대한 평가 값은 아니다.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는 표 4.3-2에 정리되어 있다. 초기사건별 노섬손상빈도를 

보면 소형파단냉각재상실사고가 전체에서 33.3%를 차지하며， 이어서 급수상실사고 

가 23.7% ,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가 10.9%, 제어봉 집합체군 인출사고가 9.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네 사고가 총노심손상빈도의 77.8%를 차지함 

으로써 향후 상세 분석시 이들 사고에 집중하여 상세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4.3.4.2 민감도 분석 

총노섬손상빈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본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PRHRS의 입구측 및 출구측 차단밸브의 CCF로 인한 PRHRS 작동 실패 

- PRHRS의 차단밸브 전단 및 후단에 설치된 체크밸브의 CCF로 인한 

PRHRS 작동 실패 

PRHRS 작동 실패시 운전원의 일차측 충전 및 유출 운전 실패 

본 분석에서 사용한 PRHRS의 작동 성공기준은 PRHRS 설계문서에서 제시한 4트 

레인 중 적어도 2트레인 이상이 작동하는 것이다. PRHRS 작동 성공기준에 대한 

예비 열수력분석에 의하면 원자로 정지 후 PRHRS가 1 트레인만 작동할 경우 일차 

계통의 냉각율은 설계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핵연료는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RHRS 작동 성공기준을 4트레인 중 최소 l트레인 이상 작동하는 것으 

로 바꿀 경우 총노섬손상빈도는 1. 182x10-6/ry에서 8.141x10-7/ry 로 약 31% 감소하 

게 된다. 

PRHRS 작동 실패시 운전원의 일차측 충전 및 유출 운전 실패가 중요한 기본사건 

이다. 현재 모텔에서는 운전원이 일차측 충전 01 
大 유출 운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충전 및 유출 운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인식한 후 POSRV를 열어 일차 

계통을 감압하여 충전 및 유출 운전을 수행하여야 된다. 예비 열수력분석에 의하 

운전원이 충전 및 유출 운전을 해야 하는 데 가용한 시간은 30분 이상 되는 것 면 

으로 나타났다. 운전원 여유시간이 30분 이상이 됨에 따라 운전원이 상황을 

하지 못하는 확률과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하는 확률을 같이 둘 수 있을 

인식 

것이다. 

이렇게 되면 PRHRS 작동 실패시 운전원에 의한 일차측 충전 및 유출 운전이 실패 

할 가능성이 낮아지 게 되 고， 따라서 총노십 손상빈도는 1 .182x10-6/η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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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x lO 7/η 로 36%가 감소하게 된다. 

앞으로 SMART 연구로에 대한 최종 PSA를 수행할 때에는 주요 계통의 성공기준 

과 운전원 조치 여유시간은 SMART 연구로 설계 자료를 사용한 상세 열수력분석 

을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 PSA 결과에 있어서 과도한 가 

정에 따른 보수성을 배제하고 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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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초기사건 빈도 

초기사건 
빈도 

고 
(/π) 

일반과도사건 1.0 보수적 으로 1년에 1번 trip으로 가정 

국내 FW +Condensate 상실 빈도에 약간 보수적 인 
급수상실사고 0.25 값 사용 (FW 0.165/ry + CV 0.0607/η) 

(영광 5,6 PSA에서는 0.55/η + 0.23/ ry 사용) 
국내 LOOP 빈도에 약간 보수적으로 0.1 가정 

소외전원상실사고 0.1 (영광 5,6 PSA 에서는 0.0312/ry, 국내 LOOP 빈도 
는 약 O.06/ ry 임 ) 

소형파단 LOCA 5.0e-4 NUREG/CR -5750의 소형파단 LOCA 빈도 5e-4 사 
용 (영광 5,6 PSA 는 EPRI KAG의 3e-3/ry 사용) 

증기발생기 카세 E 
NUREG/CR-5750의 PWR Medium LOCA 빈도 

모률관 파단사고 
4.0e-5 4e- 5 사용 ( 영 광 5,6 PSA1.7e•4/ ry, EPRI KAG 

3.4e-4/η) 

증기발생기 전열관 
NUREG/CR -5750의 SGTR 빈도 7e-3 λ}용 

파열사고 
7.0e-3 (영광 5,6 PSA 및 EPRI KAG의 SGTR 빈도는 

4.5e-3/ry) 
NUREG/CR-5750의 LSSB outside Containment 빈 

이차측 대형파단사고 1.0e-2 도 1e- 2 사용(영광 5.6 PSA 및 EPRI KAG의 LSSB 
빈도는 1.5e-3/ ry) 

일차 기기냉각수 상 
1.78e- 2 

SMART 연구로 설계자료를 사용한 고장수목 분석 
실 사건 결과 사용 

125 V 직류모선 상 3.50e- 3 울진 5,6 PSA에서 사용한 빈도 사용 
실사건 

아직까지 미국 PWR에서 제어봉 이탈 사고는 없어 

제어봉 이탈 사고 4.0e-5 추정이 곤란함. 중형이나 대형파단 LOCA 빈도와 
유사하다고 가정. 

원자로 정지불능 예 
원자로정지가 필요한 사건들의 빈도를 더한 값. 실 

상과도사태 
1.36 제 ATWS 빈도는 이에 원자로 정지 실패 확률을 

곱한 1.5ge- 5/ry 가 됨 
제어봉 집합체군 인 0.01 NUREG/CR-3862에 서 Uncontrolled rod withdrawa! 
출사고 = O.01/ry 로 평가된 값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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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초기사건별 노심손상빈도 

초기사건 초기사건빈도 노섬손상빈도 비율(%) 

일반과도사건 1.00/ry 6.150x10-8/ry 5.2 

급수상실사고 0.25/ry 2.800x10 7/ry 23.7 

소외전원상실사고 O.l/ry 1.166x10-7/ry 9.9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 5.00x10-4/ry 3.937x10-7/ry 33.3 

증기발생기 카세 E 모률관 파 
4.00x10-5/ry 6.236x1 0 -10 /ry 0.05 

단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7.00x10-3/ry 1.284x10-7/ry 10.9 

이차측 대형파단사고 2.00x10-3/ηr 3.381x1 0 -8 /ry 2.9 

일차 기기냉각수 상설 사건 1.78x10-2/ry 1. 180x10 -8/ry 1.0 

125 V 직류모선 상실 사건 3.50xlQ-3/ry 2.221x10- 10/ry 0.02 

제어봉 이탈사고 4.00x10-5/η 3.138x10-8/ry 2.7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 
1.36* 6.800x10-9/ry 0.6 

태 

제어봉 집합체군 인출사고 1.00x1 0-2/ry 1.170x10-7/ry 9.9 

총노심손상빈도 1.182x10-6/ry 100.0 

*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사태의 빈도가 아니라 제어봉 집합체군 인출사고를 

제외한 모든 초기사건 빈도의 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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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대사고평가 

중대사고 평가는 노심손상 가능성이 아주 낮더라도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고 진행을 억제하여 원자로 용기 혹은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 

으로써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 혹은 사고관리 절차에 반영되 

었음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SMART 연구로의 중대사고 쟁점 현안들을 검토하여 대처 방안을 도 

출하였으며， 원자로 노심의 손상 가능성 및 진행에 대해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선정 

하여 기존 경수로 중대사고 해석 방법을 이용한 중대사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일차적 

으로 연료 채널 내의 유로 폐쇄 (flow blockage)가 일어났을 때 노섬이 손상되고 주변 

채널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압경수로 (PWR) 중대사고 해석코 

드인 SCDAP/RELAP5를 이용한 노심 손상 과정 및 냉각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는 

최악의 사고 경우로 원자로 노섬 및 내부 구조물이 전부 손상 용융되어 원자로 하부 

용기 (lower plenum)에 고여 있을 때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을 통해 원자로 용기 및 

내부 노심용융물을 냉각시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상세 내용은 참고문헌 [4.4.1]에 기술되어 있다. 

4.4.1 SMART 연구로의 중대사고 쟁점 해결 방안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안)"을 공표 (2001년 8월)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서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어 다량의 방사능이 환경으로 누출되어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중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용 원 

자로 설치 운영자로 하여금 중대사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KINS)은 그 동안 중대사고 대처 능력 평가를 일련의 한국형 표준 원전 

건설 인허가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최근 APR1400 [4.4.2] 인허가를 위하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USNRC)의 SECY 93-087 [4.4.3]에 준한 전체적인 중대사고 

요건을 적용하였다. KINS는 일체형원자로 (SMART)에 대해서도 “일체형 원자로 안 

전현안 평가 (KINS/GR 201)" 연구 [4.4.4]와 일체형 원자로 안전현안 평가 보고서 

(KINS/RR -116) [4.4.5]를 통하여 APR1400 차세대 원전에 적용하였던 것과 같은 수준 

의 중대사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SMART 연구로는 계통이 단순하며 피동 계통을 중심으로 한 다중 방호 개념을 도 

입하고 있으므로 기존 경수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훨씬 보장되며， 중소형 원전 

(65MWt)으로 열 출력이 낮아 사고의 심각성이 줄어든다. 일체형 원전의 안전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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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인허가를 완료한 AP600과 현재 개발중인 일체형 원자로와 비슷 

한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슷한 중대사고 대처 전략의 수립이 가능 할 수 있 

다. 일체형 원자로는 AP600에 비해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가능성이 없는 보다 안전 

한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AP600은 노섬손상 사고 시에도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격 납건물 파손 가능성 을 차단하는 IVR (in-vessel corium retention 

노내 노섬용융물 억류)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격납건물 건전성의 위해 요인 및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중대사고 쟁점을 손쉽게 해결하였다. 

SMART 연구로는 피동 개념에 의해 설계 기준 이상의 사고시 원자로 용기 전체가 물 

에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섬 손상의 경우에도 원자로 용기 외벽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원자로 용기의 냉각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SMART 연구로도 AP600의 

ROAAM (risk oriented accident analysis methodology) [4.4.6]과 같은 상세 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 외벽 냉각에 의한 IVR 개념을 주요 중대사고 대처 전략으로 채택함 

으로써 원자로 용기 파손에 따른 격납건물내 중대사고 대처 요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소형 일체형 원전으로 개발 중인 IRIS [4.4.7]와 CAREM25 [4.4.8]원전도 중대사고 

대처를 위하여 IVR 설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4.4.2 핵연료다발 유로입구 폐쇄 해석 

4.4.2.1 사고원인 및 개요 

SMART 연구로 핵연료 다발의 유로폐쇄는 다발내 정상적인 냉각재 유동을 방해하 

는 요인이 발생하여 냉각재 유동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해 

석에서는 SMART 연구로 원자로용기 내 295개의 핵연료다발 중 한 개의 다발 유로 

입구가 완전히 막혀서 냉각수가 노심에 공급되지 않는 사고를 가정하였다. 본 해석의 

주요 목적은 한 개의 핵연료다발의 유로 입구가 폐쇄되었을 때 사고 전개과정을 평가 

하고 핵연료가 용융되는 중대사고로 전개되었을 때 핵연료다발을 싸고 있는 외부 튜브 

가 손상되어 사고가 다른 건전한 핵연료다발로 전개되어 노심 전체로 핵연료 용융이 

확대되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본 해석에서는 MARS 전산코드 [4.4.9]를 사용하여 폐쇄 핵연료 다발의 입구 

폐쇄 정도가 노심손상의 중대사고로 전개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민감도 

해석에는 1개의 핵연료 다발의 냉각수 입구 면적의 50%가 폐쇄된 경우부터 시작하여 

99%가 폐쇄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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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해석모텔 

핵연료다발의 냉각수 유입구가 완전히 막힌 핵연료다발 주변의 압력과 온도 및 유량 

등의 열수력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전반적인 열수력 거동을 모 

의하는 MARS 전산코드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즉 SMART 연구로의 전체 계통에 대 

한 폐쇄된 핵연료 다발 주변의 열수력 조건인 압력과 온도 및 유량 등을 이용하여 

SCDAP!RELAP5!MOD3.3 [4.4.1이 전산코드의 입력모델을 설정한 후 폐쇄된 핵연료 

다발의 노심손상과정을 해석하였다. SCDAP!RELAP5 입력모델은 그림 4.4-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노심의 폐쇄 채널을 중심으로 RELAP5 부분， SCDAP 부분， COUPLE 

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림의 상세 모델에 대한 설명은 참고문헌 [4.4. 1]에 수 

록되어 있다. 

SCDAP!RELAP5 전산코드는 경수로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산화 핵연료만 

이 모델되어 있다. 금속핵연료를 사용하는 SMART 연구로의 금속 핵연료를 모의하는 

데는 아직 제약점이 많으며 추후 개선을 필요로 한다. 

4.4.2.3 해석결과 및 고찰 

그림 4.4-2는 SMART 연구로 핵연료 다발 1개의 유로입구 폐쇄시 폐쇄 핵연료 다 

발내 핵연료 피복재 온도 변화에 대한 SCDAP!RELAP5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에서의 급격한 비등에 의한 수위의 감소는 핵연료 피복 

재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가 약 1.000K를 상회하게 되면 

피복재의 산화 발생에 의한 산화열 때문에 온도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약 1 ，500K에 

도달하면 핵연료 피복재 물질인 Zircaloy의 산화현상에 의한 산화열 때문에 핵연료 피 

복재의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한다. 피복재 온도가 약 2，500K에 도달하면 산화된 핵연 

료 피복재 물질이 용융되어 하부로 재배치된다. 실제 SMART 연구로의 핵연료인 

Zr-38%U/Zr-34.1 %U의 금속핵연료는 용융온도가 약 2.000K 이하이기 때문에 핵연료 

피복재가 용융 파열되어 하부로 재배치되기 전에 핵연료는 용융된 상태에서 피복재 내 

부에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핵연료 피복재가 용융 파열될 때 이미 용융된 상태에 

있던 금속 핵연료와 같이 하부로 재배치될 수 있으므로 산화우라늄 용융물의 재배치 

과정과는 큰 차이를 줄 수 있다. 

그렴 4.4-3은 SMART 연구로 핵연료 다발 1개의 유로입구 폐쇄시 폐쇄 핵연료 다 
발 외곽의 튜브 온도변화에 대한 SCDAP/RELAP5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시작과 동시에 핵연료다발 내부의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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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튜브 외부로 열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튜브의 온도는 바로 상승하지 않았다. 튜 

브의 외곽에는 충분한 냉각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튜브의 최대온도가 약 1 ，300K까지는 

상숭하였으나 튜브 재질인 Zircaloy의 용융온도인 약 1 ，700K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노 

심의 핵연료가 하부로 재배치된 약 800s 이후에는 튜브의 옹도가 감소하여 약 600K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는 핵연료 다발 1개가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핵연료가 용 

융되어도 폐쇄된 핵연료다발 외곽의 튜브는 건전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연료다발 1개의 유로입구가 폐쇄되어 핵연료가 용융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 

여도 폐쇄된 핵연료다발 1개의 핵연료만 용융되고 주변의 건전한 핵연료 다발로 용융 

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었다. 

폐쇄 핵연료 다발의 하부 t리l의 온도변화에 대한 SCDAP!RELAP5 계산결과， 노심 
에서 용융된 핵연료 물질이 용융되어 하부로 재배치되었을 때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 

여 tail의 재질인 STS321의 용융온도인 약 1700K를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고온의 

핵연료 물질이 용용되어 재배치된 후인 약 850s 이후 tail 구조물이 creep으로 파손되 
어 핵연료 채널 하부에 고인 용융된 핵연료 물질은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된다. 

핵연료 다발의 유로 폐쇄 시 원자로용기 하반구에는 많은 양의 냉각수가 있기 때문에 

용융된 핵연료 물질이 곧 냉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냉 

각된 노섬 파편층의 부유에 의한 추가적인 다른 핵연료다발의 유로 폐쇄 가능성은 고 

려할 펼요는 있다. 

다음은 핵연료 다발 입구 전체 유로가 폐쇄되지 않고 일부분이 폐쇄된 경우에 대한 

결과를 기술한다. 본 해석에서는 l개의 핵연료다발 입구 유로의 50%부터 99%까지 폐 

쇄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MARS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4.4-4는 

SMART 연구로 핵연료다발 1개의 유로입구 폐쇄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폐쇄다발 상 
부의 핵연료 피복재 온도변화에 대한 MARS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핵연료 다발의 97%까지 폐쇄된 경우는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가 거의 상 

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연료 다발 입구 면적의 98%가 폐쇄된 경우는 핵연료 다발의 

중부는 피복재의 온도가 상숭하지 않았으나 상부는 온도가 상숭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가 시작되는 1 ，000K를 상회하였으나 1 ，093K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 다발 입구 면적의 99%가 폐쇄된 경우는 다발의 중부도 과도상태가 시작되자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가 곧 1 ，l70K에 도달하였으며 상부의 온도는 1，400K를 상회하였 

다. 이와 같이 1개의 핵연료 다발 입구 면적의 약 2%만 유로가 형성되어도 핵연료가 

손상되는 중대사고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4.3 노내 노섬 용융물 억 류 (In-vessel retention: IVR) 해 석 

SMART 연구로는 원자로 용기 외부에 1ST (intemal shield tank)가 설치되어 중대 
사고시 원자로 용기 외벽에 냉각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심 전체가 용융되 

-1265 -



는 최악의 경우에도 원자로 용기의 냉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eofanous 등 [4.4.1 1] 이 제안한 가압경수로의 IVR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SMART 
연구로의 IVR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용기의 파손은 노심용융물 내부의 열 발생 
과 열 제거 능력에 따른 열적 여유도와 이때 가해지는 하중에 대한 원자로 용기의 기 

계적 여유도에 의해 평가된다. 본 해석에서는 원자로 용기의 파손 가능성의 하나인 열 

적 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용융물 내의 조성， 용융물의 성층화 조건， 용융물 내의 

자연대류 현상 등에 따른 대표적인 사고 조건을 중심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4.4.3.1 해석 방법론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가 진행되면서 핵연료봉과 그 지지 구조물의 우라 

늄(U) ， 지르칼로이 (Zircaloy , Zr) , 철(Fe) 퉁은 용융되어 원자로 용기 (vessel) 하반구 

에 재배치된다. 이들 중 U와 Zr이 산화하여 산화용융물 층 (U02, Zr02)을， Fe와 Zr이 

금속용융물 층을 각각 형성하게 된다. U의 100% 산화를 가정할 경우， Zr의 산화정도 
에 따라 산화용융물 층의 밀도가 결정된다. 즉 상대적으로 가벼운 Zr의 산화량이 많 

을수록 산화용융물 층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며 금속용융물 층과의 밀도 차이 정도에 

따라 그림 4.4-5의 전형적인 두가지 성층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4-5 (a)는 산 

화용융물 층의 밀도가 금속용융물 층의 밀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성층 

성태는 Zr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압경수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산화 

용융물(U02， Zr02)은 Fe와 Zr의 금속용융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용융물 풀의 하 

부에 위치하게 된다. 만약 Zr의 산화정도가 클 경우에는 그림 4.4-5 (b)와 같이 산화 

용융물의 밀도가 금속용융물의 밀도보다 작아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각각의 성층 형 

태에 대한 열전달 해석 모델은 참고문헌 [4.4.1]에 기술되어 있다. 

SMART 연구로의 IVR 해석을 위해서는 중대사고 시 용융되는 U, Zr, Fe 양의 예 
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MAAP이나 SCDAP!RELAP5와 같은 

중대사고 해석코드로 사고 시나리오를 해석하여 얻은 노심 및 기타 구조물의 용융량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계 자료를 중심으로 용융가능 노섬 및 구조물을 

추정하여 계산에 사용하였다. SMART 연구로의 원자로 내 핵연료 채널의 U , Zr의 

조성 및 질량을 바탕으로 핵연료 채널 및 연료섬 주변에 위치한 하부제어봉 안내관， 노 

내계측기 안내관， 하부 주중성자원봉 안내관에 존재하는 U. Zr 의 총 절량을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참고문헌 [4.4.1 2]을 바탕으로 연료심 주변에 위치한 구조물을 대상 

으로 용융 가능한 구조물을 파악하고， 그 질량을 환산하여 용융물 내의 Fe의 양을 예 

측하였다. 이들 용융물의 구성 성분별 질량 및 물성치를 참고문헌 [4.4.1]에 기술하였 

다. 산화용융물 내부의 붕괴열 (Q)은 W ASH -14000 decay power curve를 참고하여 
약 1시간 후에 해당하는 lMW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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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해석 결과 

U의 산화도가 100%일 때 Zr의 산화도에 따라 SMART 연구로의 중대사고시 용융 

물의 분리정도와 용기 하부에 가해지는 열속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4.4-6에 나타내고 

있다. 산화용융물 층의 밀도와 금속용융물의 밀도 변화로 인해 산화도 8.00% 이하에 

서는 금속용융물이， 8.00% 이상에서는 산화용융물 층이 위쪽에 형성되었다. u 산화도 
100%, Fe 질량 100%을 고려한 경우 전체 용융물은 타원체형 원자로 용기 하부의 86 

- 89도 정도까지 채우게 되며 모든 경우에 산화용융물 층에서 최고 열속이 나타났다. 

원자로 용기 외벽이 물로 채워져 있을 경우 각도별 열속을 Theofanous 둥 [4.4.13] 이 

실험한 수중 반구형 외벽에서의 임계 열속 (qCHF)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4-6와 같이 모든 경우에 임계 열속보다 원자로 용기 표면의 열속값이 작으므로 열제 

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용융물 층에서 더 낮은 열속값을 보이는 이유는 상 

대적으로 Zr 및 Fe의 함량이 많아 금속용융물 층이 두껍기 때문이다. 

위에서 가정한 Zr과 Fe의 양은 중대사고 전개과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장 열적여유도가 작은 Zr 산화도 0%인 경우에 대해 Zr 및 Fe 용융량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반구형 외벽에서의 임계 열속과 비교한 것이 그 

림 4.4-7이다. 그립 4.4-7에서 Zr 및 Fe의 질량비는 노내 전체 값의 상대치를 나타낸 

다. Zr 100%의 경우 Fe의 양을 0%까지 변화시켜도 열적여유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Zr의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아 금속용융물 층에서 열집중 현 

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극한적인 경우로서 Fe 용융물이 없고 (Okg) , Zr의 용융 

량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Zr 용융량이 약 770kg (28%) 보다 작은 경우에 

금속용융물 층의 열집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앞의 계산결과는 U가 100% 산화하여 모두 U02로 바뀌었다는 가정하였으나 

SMART 연구용 원자로는 경수로에서와 달리 금속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금속 U와 Zr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U는 산화하지 않고 Zr만 100% 산화한 상황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금속 U 용융물에 대해서 그림 4.4-8과 같이 Fe가 없는 

극한적인 경우를 가정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U가 Zr02의 하부에 극단적 

으로 분리되어 성층화한 경우이다. 이때， U의 붕괴열로 인해 하부 U pool이 열원이 

되므로， 하부 U pool에서 산화용융물 층에서와 같은 자연순환 유동이 발생하여 상부 

및 하부 벽면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열분포를 계산하였다. 상부에 존재 

하는 Zr02 층에서는 그림 4.4-5 (a)의 금속용융물 층과 같이 하부로 올라온 열이 상부 

와 벽면에서 제거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금속 U의 용융온도 (1405K)가 매우 

낮으므로 Zr02 상부는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충분할 만큼 높은 온도로 가열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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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Zr02 용융층 상부에서의 복사열전달은 무시하였다. 그림 

4.4판는 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계산결과 용융물 상부 표면에서의 복사를 무시하 

였음에도 상부의 Zr02 층에서의 열집중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열적여유도도 47% 

이상으로 나타났다. 금속성분인 Fe가 U와 함께 하부에 용융층을 형성할 경우 열적여 

유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4.3.3 결론 

본 연구는 열출력 65.5MW의 SMART 연구로의 중대사고 평가의 일환으로 중대사 

고 대처 방안의 설정과 함께 핵연료 다발 내 유로폐쇄에 의한 노심의 손상 과정과 전 

체 노심이 용융되어 원자로 용기 하부에 용융 풀을 형성한 경우 원자로 용기의 외벽 

냉각에 의한 냉각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SMART 연구로의 중대사고 대처 방안은 사고시 원자로 외부의 1ST를 통하여 원자 

로 용기 외벽에 냉각수의 공급이 가능하므로 원자로 외벽 냉각을 통한 IVR 개념을 도 

입하여 원자로 건물내 중대사고 대처 요건을 최소화한다. 

SCDAP/RELAP5 코드를 이용한 핵연료 채널의 유로 폐쇄 해석 결과， 유로가 폐쇄 

되면 폐쇄된 핵연료 다발의 핵연료가 용융되는 노심손상 사고로 발전하나 채널 튜브가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주변 핵연료 다발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채널 하부 

의 trail 구조물이 용융 노섬에 의해 파손되어 원자로 하부로 재배치되나 용융량이 소 

량이므로 원자로 용기 하부냉각수에 의해 충분히 냉각될 수 있다. 현 

SCDAP!RELAP5는 금속핵연료의 노심 손상 과정이 모델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 결 

과에 한계가 있으며 추후 이를 보완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로 용기 하부의 외벽냉각에 의한 IVR 평가결과， 원자로 노심이 전부 용융되는 

극단의 경우에도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노심 용융물의 구성 및 양을 

가정하였으며 경수로에 대한 실험 상관식을 사용한 예비 해석으로 SMART 연구로의 

노심 손상 해석결과와 설계 특성을 반영한 상세 해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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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투| 짧 | 
.......... Heat Transfer 

그림 4.4-1 SMART 연구로 핵연료다발 1 개의 유로 
입구 페쇄를 모의하기 위한 SCDAP/ 

R타.AP5 입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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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SMART 연구로 핵연료다발 1개의 유로입구 

폐쇄다발내 핵연료 피복재 온도변화에 

SCDAP/R타AP5 계 산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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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SMART 연구로 핵연료다발 1개의 유로입구 폐쇄시 

폐쇄다발의 튜브 온도변화에 대한 SCDAP/RELAP5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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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용융물의 그림 4.4-5 (a) 



Qdn 

fm. melt 

그림 4.4-5 (b) 산화용융물의 밀도가 작은 경우의 성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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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melt 

가정한 U, Zr02 용융물 성층형태 U 산화도 0%일 경우 그림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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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장 결 료르 .__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일체형원자로 사업단의 SMART 연구로 개발 계획에 따라 전 
단계에서 개발된 소규모 전력생산과 해수 담수화용 SMART 원자로(330MWt)를 기술 

검증하기위한 1/5 Scal의 SMART 연구로 원자로계통설계를 수행하였다. SMART 연 
구로는 열출력 55MWt 급의 소형 일체형 원자로로 소형원자로서의 안전성 제고와 경 

제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SMART 설계특성 들인 고유안전성， 피동안전 
성， 계통/기기의 단순화 및 모률화， 첨단 인간공학 연계설계， 등을 접목하여 원자로계통 

설계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MART 연구로 설계개발의 기본목표인 SMART 기술의 종합적인 검 
증을 위한 일반설계요건과 설계원칙을 정립하였다. 또한 SMART 연구로가 목표하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성능관련 요건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목표 및 안전 

성관련 요건을 정립하였다. 정립된 설계요건과 설계원칙에 따라 각 분야별로 설계·개발 

된 SMART 연구로 원자로계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MART 연구로 원자로 계통 설계는 SMART 연구로를 건설할 
경우 원자로계통설계의 기본설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MART 연구로 원자 
로계통설계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여러 가지 전산 코드 및 설계 방법론 퉁은 향후 일부 

상용 원자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로 설계를 통하여 개발된 

장주기/무붕산운전 노심개념은 향후 초장주기 노심설계가 유용한 SMART 뿐만 아니 
라 상용원자로의 초장주기 노섬설계나 다양한 가압 경수형 비발전로에의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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