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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APR1400 NSSS 주요 기기 설계

박 화 규
두산중공업㈜ 원자로설계팀 부장

안
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은 한국수

력원자력(주)와 관련 산업계 및 연

구소의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APR1400의 주요 핵증기 공급

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 기기들은 성능 요

구치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으

며, 두산중공업(주)이 기기설계 및

제작성 검토를 담당하 다. 주요 설

계개선사항은다음과같다.

안전 주입 계통을 보다 향상시킨

원자로 용기 직접 주입 노즐(DVI

nozzle)이채택되었다.

이전의 OPR1000 (Optimized

Pressure Reactor 1000)의 증기

발생기는 8%의 관막음 여유도를

가졌으나 APR1400은 10%의 여유

도가 적용되었으며, 튜브와 지지 구

조물 사이의 2차 유량의 향으로

인해 튜브가 얇아지는 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Upper Tube Bundle

System이최적화되었다.

보다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위해

OPR1000에서 사용되었던 세 개의

Pressurizer Safety Valve (PSV)

와 두 개의 Safety Depressuri-

zation System Valve (SDSV) 대

신에 네 개의 Pilot Operated Sa-

fety Relief Valve (POSRV)가

APR1400의가압기에적용되었다.

원자로 헤드 상부 기기들을 통합

한 일체형 원자로 상부 구조물(In-

tegrated Head Assembly, IHA)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핵연료 재장전

시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원

자력발전소의 운전 효율을 높여주

는역할을한다.

첫 번째APR1400 원자력발전소

가 될 신고리 3,4호기는 현재 AP-

R1400 설계를 기본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 30일에 발전

을시작할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년간 축적

된 경험과 기술을 살려 APR1400

NSSS 기기설계에 참여하 다. 본

자료는 APR1400에 적용된 주요

설계개선사항을소개하고있다. 

두산중공업은APR1400 개발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NSSS 기기의

증대된 용량을 고려한 설계 및 제작

성을 검토하 으며, 개별 기기의 설

계개선을수행하 다.

주요 기기는 원자로용기, 증기발

생기, 가압기, 원자로내부구조물

및 일체형원자로상부구조물이며,

개별 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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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원자로용기

주요 기기인 원자로용기의 구조

적 건전성은 tentative sizing과 피

로 해석을 통해 입증되며, 피로 해

석은 헤드, 쉘 및 노즐에 가해지는

열 하중 및 압력 하중에 의한 응력

을계산하여평가하 다.

원자로용기 직접 주입 노즐은 안

전 주입 계통의 일부로서 원자로용

기에 냉각수를 직접 주입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자로용기 직접 주입 노즐의 위

치는 원자로용기 외부 노즐과 지지

구조물 사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계통 설계 측면에서의 검토를 통해

결정되었다.

운전시 발생하는 thermal strat-

ification transient condition에서의

구조적 건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산중공업은 해석적 3-D 모델을 작

성하여 thermal stratification에 의

한응력을계산하 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 모든 응력과

피로 누적 계수를 산출할 수 있었으

며, 이들이 설계 수명 동안 ASME

Code 허용값을만족함을보 다.

제작 관점에서 원자로용기의 압

력 경계부 forging material은 해외

제작업체 및 두산중공업의 제작 능

력과 운전중 검사 용이성을 고려하

여결정되었다. 

몇몇 forging material은 추가적

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은 자체 제작을 할지 해외 제

작 업체로부터 수입할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

다.

APR1400 원자로용기재질의관

점에서는 발전소 수명이 60년으로

늘어났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APR1400 원자로용기 재질 및

동일 재질의 용접부로부터 추출한

두 개의 시편을 연구용 원자로인 하

나로 원자로 내에 삽입하여 중성자

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통해

APR1400 원자로용기가 원자로 설

계 수명 전반에 걸친 중성자 조사

취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규정상 요

구되는 인성을 지니고 있음이 증명

되었다. 

40년 동안 조사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중성자를 조사한 뒤 천이 온

도 변화를 측정하 으며, RG-

1.99, Rev.2와 ASTM E-900을

이용하여 추가 20년 동안의 중성자

조사가 이루어진 뒤의 천이온도 변

<그림 1>  Reactor Vesse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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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량이추정되고, 입증되었다.

2.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는 핵분열로부터 발

생한 에너지를 관 벽면을 통해 전달

하여 급수를 증기로 바꾸는 일종의

열교환기이다. 

증기발생기는 1차 측과 2차 측의

경계이기 때문에 중요 기기로 취급

한다.

급수는 cold leg 측의 관판 eco-

nomizer 역으로 들어가 축 방향

역류를 통해 상부로 흘러가며, 그

과정에서 강제 대류를 통해 가열되

어 economizer 상단에서는 거의 포

화상태가된다. 

가열된 급수는 관다발의 evap-

orator section에서 cold leg

downcomer water 및 hot leg 측의

2차유량과섞이게된다.  

2차 유량이 상부로 흘러가며 증

기 비중이 높아지면서 evaporator

지역 내에서 비등에 의한 열전달이

일어나게된다. 

Steam Separator와 dryer는 2

상 혼합체로부터 증기를 분리하여

99.75%의증기를생산한다.

APR1400 증기발생기는 10%의

관막음 여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는 OPR1000과 비교했을 때 2%의

추가적인여유도를보유한것이다. 

이러한 관막음 여유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관 기능 저하에 관계

없이 발전소 설계 수명 막바지에 이

르러서도 최고 출력 운전을 할 수

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한다. 

추가적으로 튜브와 지지 구조물

사이의 2차적 유량의 향으로 인

해 튜브가 얇아지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Upper Tube Bundle

System이최적화되었다.

급수 노즐은 급수가 cold side의

증기발생기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economizer로 통하는

통로를 제공해주며, 또한 급격한 온

도증감을겪게된다. 

최초 설계에서 급수 노즐은 엄청

나게 큰 피로 누적 계수를 발생시키

는과도한열응력을받았다. 

따라서 ASME Code 규제의 하

나인 피로 누적 계수 규정을 만족시

키기 위해 새로운 설계가 고려되었

는데, 그 결과 급수 분배 박스의 배

치 및 크기 최적화, 급수 노즐 내부

의 thermal sleeve 설치 및 제작성

을 위해 최종적으로 설계가 변경되

었다.

3. 가압기

가압기는 원자로 냉각 계통의 운

APR1400

<그림 2>  Steam Generator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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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주

요기기이다. 

2400ft3의 총 내부 용적을 가지

는 가압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

하기 위해 tentative sizing 계산, 열

해석, 구조 해석 및 피로 해석이 수

행되었다. 

APR1400에서는 OPR1000에

사용되었던 3개의 Pressurizer

Safety Valve (PSV) 및 2개의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Valve (SDSV) 대신 4개의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POSRV)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보

다 향상된 안전성을 보유한 설비이

다. 

PORSV에 연결된 환형 파이프를

지지하는 토러스 서포트는 가압기

의 상부 원통형 쉘에 부착되어 있으

며, 토러스 서포트 하중 및 해당 인

터페이스 정보를 근거로 설계되었

다.

가압기의 토러스 서포트의 연결

부위 구조 해석은 토러스 서포트 하

중과 내부 압력 자료를 기반으로 수

행되었다. 

토러스 서포트로 인한 응력과 내

부 압력은 WRC (Welding Re-

search Council Bulletin) 107을 이

용하여 계산하 는데, 이러한 복합

응력은 ASME Code, Section Ⅲ의

주응력요건을만족시켰다.

가압기의 지지 스커트는 60년의

발전소 설계 수명을 평가하는 데 있

어상당히중요한부분이다. 

PSORV로 인해 지지 스커트 하

중은 OPR1000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으며, 이로 인해 지지 스커트와

베이스 플랜지의 치수 변경이 필요

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을 고려한

가압기 지지 스커트의 60년 설계

수명평가가수행되었다.

지지 스커트의 응력 해석은 열

해석 및 구조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열 해석을 통해서 발전소 운전 모드

의 천이 상태를 기반으로 한 열적

구배가 계산되고, 구조 해석을 통해

지지 스커트 하중과 임계 시점에서

의 압력 구배 및 열적 구배를 이용

한응력계산이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용된 압력 구배 및 열

적 구배는 앞서의 열 해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유한 요소법을 이용

한 ANSYS 컴퓨터 프로그램이 열

해석 및 구조해석을 위하여 사용되

었다.

열응력과압력에의한응력, 지지

스커트하중의복합해석은AFP2D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

APR1400 NSSS 주요기기설계

<그림 3>  Pressurizer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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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로 해석

에이용되는프로그램이다. 

복합 응력을 사용한 구조 해석

및 피로 해석의 결과는 ASME

Code, Section Ⅲ에서 요구하는 모

든 요구 조건을 만족함을 보여주었

다.

4. 주배관

주배관은 직선부와 곡선부로 이

루어져 있으며, 폐쇄 루프 내 원자

로 냉각 계통의 주냉각수 통로를 제

공해준다.

주배관은 42인치의 Hot Leg

Pipe와 30인치의 Cold Leg Pipe를

포함하며, 이들은 여러 다양한 노즐

들과연결되어있다.

개발 업무의 주내용은 구조적 건

전성을 tentative sizing과 구조 해

석을통해서평가하는것이었다. 

Tentative sizing은 압력과

opening reinforcement 요구값을

위한 tentative thickness를 확인하

기위한것이다. 

내부 곡면 반지름, full penetra-

tion 노즐의 필렛 요구값, 파이프 내

부 반지름 및 최소 용접 깊이 요구

값 등과 같은 ASME Code 요구값

들역시평가되었다. 

Hot leg 파이프에 연결되어 가압

기의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림관 파이프의 건전성 역시

thermal stratification 하중에 대해

서평가되었다.

냉각수 유실 사고(Loss of Co-

olant Accident, LOCA)에 의한 노

심 변형 및 용융을 막기 위해 cold

leg 파이프에 연결된 SI 노즐을 대

체하고 있는 DVI 노즐을 제외하고

는 주배관의 형태는 OPR1000에

비교하여크게바뀐부분은없다.

5. 원자로내부구조물

원자로내부구조물은 노심 지지

를 위한 구조물 제공, 주냉각수의

노심 유로 제공, Control Element

Assembly (CEA)의 lateral con-

straint 및 azimuthal constraint의

제공 및 ICI 노즐의 지지를 위해 설

계되었다. 

주냉각수는 원자로냉각재펌프로

부터 원자로용기 inlet nozzle, 원자

로용기와 core support barrel 사이

의 환형 공간, 원자로용기 하부 플

레넘과 노심 순으로 흐르며, 마지막

으로 원자로용기의 outlet nozzle을

통해흘러나간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설계 역무

는 APR1400 개발 초기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두산중공업은

초기 자재 구매에 필요한 주요 특성

및 치수를 산출하기 위한 업무를

2001년 5월에개시하 다. 

두산중공업이 수행한 주요 역무

는 계통 설계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응력 평가 및 기기 설계 도면의

제작이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은 부식이 일

어나기 쉬운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며, AS-

ME Code, Section Ⅲ, Subsection

NG의설계규정이적용된다.

구조적 건전성의 입증을 위해 강

화된 내진 요건과 새로이 발전된 수

압 하중을 이용하여 Core Support

Barrel, Lower Support Structure,

Upper Guide Structure, UGS

Inner barrel Assembly, 그리고

Core Shroud의 응력들이 계산되었

다. 

Core Shroud에 대한 보다 세분

화된 응력 해석은 지진으로 인한 관

성 하중, BLPB 하중 및 핵연료의

횡적 하중 등을 고려한 3-D 유한

요소모형을사용하여수행되었다.

해석의 결과 Core Shroud의 구

조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Ring, Brace 및 Rib이추가되었다.

<그림 4>  Primary Pip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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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NSSS 주요기기설계

OPR1000의 CEA Shroud와

Guide Structure Support System

을 통합한 Inner Barrel Assembly

(IBA)의설계가검토되었다. 

Inner Barrel Assembly (IBA)

는 OPR1000의 tie rod, snubber,

stud 및 ring이 필요치 않은 설계이

다.

OPR1000의 경우 lower sup-

port와 instrument nozzle support

사이에 있는 column support의 개

수는 9개 지만 APR1400의 경우

는 12개로이루어져있다. 

Column은 instrument nozzle,

gusset 및 flow hole과의 간섭을 피

하도록 위치하고 있다. 3개의 col-

umn이 하나의 boss에 용접되어 있

으며, boss는 instrument nozzle

support plate 위에설치되어있다.

6. 일체형원자로상부구조물

일체형원자로상부구조물(In-

tegrated Head Assembly, IHA)은

원자로용기 closure head 역의

모든 구조물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

물이다. 

IHA의 주목적은 모든 상부 구조

물, 기기, 케이블 시스템 및 지지물

을 통합하여 하나의 구조물로 만들

어 원자로 헤드 역 기기의 설치

및 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

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재

장전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것이다.

OPR1000의 상부 구조물을 구성

하는 HACTS (Head Area Cable

Tray System), CEDM AHU (Air

Handling Unit), Cooling Duct,

CEDM Cooling Manifold 및 Head

Lift Rig 등을 통합하는 IHA 설계가

APR1400을위해수행되었다.

IHA는 원자로 상부 헤드 및 그

부속물의 인양, 원자로 상부 역으

로부터 발생된 비산물로부터의 보

호, CEDM의 냉각, 지진 하중으로

부터 CEDM의 보호, 헤드 역 케

이블 지지, CEDM 및 IHA의 지진

하중의 refueling pool wall로의 전

달 및 주변 기기들에 미치는 향의

최소화등을위해설계되었다.

기기 설계 도면은 계통 설계 도

면과 설계 요건을 기반으로 작성되

었다.                                   

이전 노형에 사용되지 않았던 구

성품임을 고려하여 두산중공업은

개별 기기 및 조립 도면을 준비하는

데 있어 OPR1000 헤드 역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최대

한 반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

다.

IHA의 lifting system은 shack-

le, lifting eye assembly, clevis,

<그림 5>  Reactor Vessel Interna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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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od rod, lift block, lift nut, main

column rod 및 main column cle-

vis로 이루어진다. Lifting system

은 원자로용기 상부 헤드를 인양하

고 storage stand로 이동시키기 위

해 NUREG-0612 및 ANSI N14.6

의규정에따라설계가이루어졌다. 

Lifting system의 응력은 lifting

condition에서의 하중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이러한 응력 평가의 결

과는 ANSI N14.6의 허용 요건에

부합한다.

제작성을 고려하여 IHA는 자재

구매, 조립, 공기 봉 및 제작 과정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배플 모양 변

형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되었다.

주요 기기의 설계 개선 사항은

원자로용기 DVI 노즐의 채용, 증기

발생기 내부 economizer nozzle에

thermal sleeve의 부착, 가압기에

POSRV 도입, RVI core shroud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ring, brace 및

rib의 부착, RVI에 IBA 채택, 그리

고 IHA의도입등이다.

APR1400의 개발은 advanced

PWR의 첫 시도 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되었다.

APR1400 development pro-

gram 이 시작된 뒤 APR1400 RFP

(Request for Proposal) 발행이 되

기까지 9년이소요되었다.

첫 번째 APR1400 상용로로서

신고리 3,4호기 프로젝트가 이제

막시작되었다.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3,4호기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서 주 계약자로서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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