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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의 운전수
명을 마친 뒤 정부의 안전점검을 거쳐 10년간 연장운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전의 비상 전원 계통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계수명을 초과
한 35년 된 노후 비상디젤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 이하
EDG)를 지난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교체하게 되었
으며, 국내 원전 EDG 총 42대 중 18대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
2025년까지 고리 1호기를 후속으로 월성1호기, 고리2호기, 고리3호기, 고
리4호기, 한빛1호기 순으로 40년 승인된 운전 인허가 기간이 만료된
다.[1]. 본 연구에서, Class 1E EDG 교체 시 신규 EDG 설계기준, 용량
결정, 해석 및 평가에 대한 기술적 방법들을 고리1호기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1. 서    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해상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인해 발
생된 14m 이상의 초대형 해일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6기에 큰 손상을
입혔다. 지진의 영향으로 소외전원이 상실되고 EDG 등이 침수되어 전
원이 차단되고 주요 설비들 또한 침수됨에 따라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상실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외
부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사고 전개 과정에서 외부사건의 영향을 대
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재해로 확대되었으며, 비상전
원 계통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경우 2011
년 3월 21일부터 5월5일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대형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확보와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안
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2]. 그 결과, 원전 비상전원 계
통 신뢰성 개선을 위한 안전 등급 1E 비상디젤발전기 교체를 결정하였
다. 교체전의 설비는 35년 전 GEC Diesel Ltd. 사가 제작한 정격 2,920
㎾e의 디젤발전기였다. 따라서, 원제작사의 기술지원이나 부품공급에 있
어서 매우 제한적이고, 설비 노후화, 최신 규제지침 및 기술요건 미 충
족 등의 문제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증가된 부하 등을 고려해 볼 때 증
가된 용량의 신규 EDG로 전면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3].
본 논문에서는 기존 부하 및 증설부하, 그리고 부하 투입 순서 관련 자
료를 검토하고,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정격용량, 여유율
등을 고려하여 신규 EDG의 연속 정격용량을 산출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시되었다. 또한, 2017년까지 계속 운전되는 고리1호기의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신규 EDG의 최소 정격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정상상태 및 과
도상태에 대한 성능도 함께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고리1호기 EDG 운전
고리1호기에는 <그림 1>과 같이 2대의 안전관련 EDG가 운전되고 있
다. EDG는 소외전원상실사고(Loss of off-site power, LOOP)나 다른 발
전소 사고 상태 동안 기동되어 연속운전 되도록 설계 되어있고 4.16㎸
비상안전모선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원전 소내 전기계통도

  2.2 기술적 문제와 기본 요구조건 해석 
기존설비에 존재하는 알려진 기술적 문제, 취약점에 대해 검토하였으
며, 신규 EDG는 적절한 기준 및 규제요건들에 따라 설계되고 규정되며
기존 설비보다 더 큰 연속정격용량을 설계하였다.

  2.2.1 기존 EDG 문제점/취약점

 <표 1> 기존 EDG 문제점/취약점

  2.2.2 기본 기술기준 해석
고리1호기 신규 EDG는 IEEE Std. 387-1995의 설계, 검증 및 시험요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4]. IEEE Std. 387-1995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등급 1E 예비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디젤발전기의 적용 및 시험기
준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서 1.9에는
소내 전력계통에 사용하기 위해 선택된 EDG는 (1)수용 가능한 한계 내
에서 전압과 주파수가 유지되는 동안 절차에 따라 다수의 대형 전동기
가 기동 및 가속, (2)소외전원상실 및 설계기준사고가 동일 기간에 발생
할 경우 즉각적으로 공학적 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 (3)확장된(30일 동
안 매 7일 마다 연료를 재장전하는 것을 고려) 소외전력상실사고 발생
시 발전소가 안전한 조건에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들에 지속적인 전
력공급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규제지침서는 EDG의 설
계 및 시험에 관한 IEEE Std. 387의 요건을 보충하는 추가적인 세부사
항을 제공한다[6].

  2.2.3 신규 EDG 기능요건 해석
각 EDG의 소요용량은 4,160V 교류전압에서 약 최소 연속정격용량
3,400～3,500㎾e이며, 각 EDG는 10초 이내에 기동되고 동기속도로 가속
되어야하고 전기부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이 되어야 한다. 또
한, 비상 부하 투입 동안 발전기 주파수 및 전압은 각각 정상상태의
95%, 75% 이하로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2.3 신규 EDG 성능 요건
신규 EDG는 주파수 60㎐, 전원공급방식 3상, 4선식, 속도 900rpm 또
는 60㎐에 상응하는 속도, 역률 0.80의 전기적 설계 특성을 가진다. 그리
고 Xd″(직축 차과도 리액턴스)는 배전기기 정격 이상으로 누전 레벨을
증가시키지 않는 발전기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단락전류를 보장하기 위
해 충분히 커야한다. Xd′(직축 과도 리액턱스)는 비상발전기의 가장
큰 부하투입 시 전압이 공칭전압의 75%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작아야 한다. 또한, 연속정격용량 ㎾ 와 ㎸A는 소규모 냉각재 상실사고
에 따른 재순환운전모드에서 설계기준부하(최악의 시나리오), 신규 EDG
의 증설된 보조설비부하 및 7일간의 5% 여유를 감당하기 위해 증가된
부하를 합한 용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단시간 ㎾ 와 ㎸A 정격은
투입단계 동안(2시간) 설계기준부하의 최악의 시나리오와 가해지는 부하
증가, 증가된 보조설비부하 및 5% 여유를 감당하기 위해 증가된 부하를
합한 용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4,5,6].

  2.3.1 향후 증가 예상 부하와 발전기 용량 산출
가동 원전의 EDG는 IEEE Std. 387과 Reg. Guide 1.9에 의해 적어도
5% 이상의 충분한 연속정격용량의 여유를 가진 최대 설계기준부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리1호기의 새로운 최대부하는 3,236.7㎾e이다.
예상되는 추가부하 46㎾e와 5% 여유도가 요구되는 가정하에 신규 EDG
는 3,416㎾e의 연속정격용량을 갖게 된다[표2]. 따라서, 최소 연속정격용
량은 3,400～3,500㎾e의 용량을 가지는 EDG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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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EDG 정상상태부하(Steady State Loading)
EDG 정상상태부하는 고리1호기 FSAR Section 8.3.1.1.9[3]에 기술되
어 있으며 사고 시나리오 결과는 <표2>와 같다. 정상상태부하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규정되며, 그것은 EDG 부하투입이 완료된 후 발생한다. 그
리고 다른 모든 필요 기기들은 7일 동안 수동 작동상태로 놓여진다. 한
계상황의 시나리오는 소규모 냉각재 상실사고 동안 재순환 운전모드의
설계기준 부하이다. 이 설계기준부하에는 부하증가, 신규 EDG 보조설비
와 5% 여유를 수용하는 증가된 부하를 포함한다.

  2.3.3 EDG 과도상태부하(Transient Loading)
EDG는 10초 이내에 기동 후 정격속도로 가속되며 안전관련 기기의
부하투입을 시작해야하고, 45초 내에 순차적으로 부하를 투입해야 한다.
부하투입동안 주파수와 전압은 정격의 각각 95% 및 75% 이하로 감소
되지 않아야 한다. 단계적 부하 증가 및 대용량기기의 단일부하의 분리
로 야기되는 과도조건에서 회복하는 동안 EDG의 속도는 정격속도와 과
속 트립 설정치 또는 정격의 115% 속도 중 작은 속도와의 차이의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초 부하투입 시점부터 최소 총 부하 투입
기간의 40%에 해당하는 시점까지는, 정격정압의 10% 이내로 전압이 유
지되어야 하고, 주파수는 정격의 2%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EDG 부
하투입관련사항은 고리 1호기 FSAR Section 8.3.1.1.9[5]을 참조하였으
며, 시나리오 및 부하용량은 <표2>와 같다.

 <표 2> Loading Requirement for each EDG

  2.3.4 신규 EDG 최대 직축 과도 리액턴스 해석
최대 용량의 모터가 기동하는 경우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의 75%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규 EDG의 최대
직축 과도 리액턴스 Xd′을 해석하였다. 이 해석을 위해 기존의 EDG
단자 전압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 및 평가하였다. 이 결과 기존의
EDG는 순차적인 부하 투입 운전 시 최대 부하가 투입되는 경우 최소
단자 전압의 감소는 공칭 전압의 75.3%이였으며 신규 EDG의 경우 최
대 직축 과도 리액턴스는 단자전압이 공칭 전압의 75%보다 더 큰 값인
0.28 per unit으로 확인되었다.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 상기 사항을 증
명하였다.
1) 회전자 구속 임피던스 (Locked Rotor Impedance)
신규 EDG에 대하여 최대 허용 가능한 발전기 직축 과도 리액턴스

를 계산하기위해 정격전압의 75%를 최소전압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모
터의 정격 ㎸A를 계산하기위해 삼상 모터의 1Hp는 1㎸A와 동일한 것
으로 가정하였다. <표2>에서 순차적인 부하 투입 시 가장 큰 단일 부하
는 안전 주입 펌프이며, 이는 15초 이내에 가압되며, 안전 주입 펌프 순
환 팬도 15초 이내에 가압된다. 각각의 다른 부하 순차 투입단계에서 어
떤 부하의 총 합도 안전 주입 펌프 자체 부하보다 크지 않다. 안전 주입
펌프는 800Hp이며 안전 주입 펌프 순환 팬은 15Hp이다. 그러므로, t=15
초 시점에서는 모터 부하가 815Hp가 된다. 815Hp 모터의 회전자 구속
전류는 전부하 전류의 600%로 가정한다. 따라서, 총 회전자 구속 전류
(Locked Rotor Curren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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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터 회전자 구속 임피던스 (Motor Locked Rotor Impedance)
모터의 회전자 구속 임피던스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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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Hp 미만의 모터

의 개략적인 회전자 구속 역율은 0.20이며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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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기 직축 과도 리액턴스
기존 EDG 직축 과도 리액턴스는 0.23 per unit이며 저항단위로 환

산하면 다음과 같다.(발전기의 ㎸A 또는 ㎸ 기준값은 각각 3650㎸A,
4.16㎸가 된다.)

기준값 기준값
기준값

∙


∙ 

Xd′= 4.74․0.23 = 1.09 ohms

4) 기존 EDG 전압감소

기동 초기값∙ 
′

  ∙

 
= 3131 volts, 혹은 75.3% (4160V 정격전압의)

5) 신규 EDG 직축 과도 리액턴스
초기의 기동 전압은 공칭전압(4160 volts)의 75%로 설정한다.

초기값
기동

  
′

  
′

  

상기 식을 Xd′에 대하여 정리하면 직축 과도 리액턴스 값은 1.105
ohms가 된다. 제시된 신규 EDG는 3500㎾, 0.8pf, 4375㎸A이며, 신규
EDG의 기준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준값 기준값
기준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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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를 per unit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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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신규 EDG 최소 직축 차과도 리액턴스 해석
신규 EDG가 연속적으로 정격운전에 의한 전력을 공급 시 계통 내 어
떠한 버스도 고장전류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
전기의 최소 직축 차과도 리액턴스 값을 평가 및 해석하였다. ETAP 시
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신규 EDG(3500㎾)는 계통 내 모든 버스에 존
재하는 정격 단락값을 수용할 수 있는 직축 차과도 리액턴스 값(Xd″)
을 가지며 특히, 0.11 per unit 혹은 그 이상의 직축 차과도 리액턴스 값
은 고장전류가 신규 EDG의 정격용량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고리1호기 원전의 안전관련 계통의 기존 부하 및 예
상되는 부하증가 및 EDG 보조기기 관련 부하 변동, 그리고 적어도 5%
의 여유를 추가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약 3,500 ㎾e의 연속 정격용량의
신규 EDG를 설계하였다. 초록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원전은 총 42대의
EDG가 비상전원설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8대가 20년 넘게 운영
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국내 원전은 2017년 고리1호기를 후속으로 월
성1호기, 고리2호기, 고리3호기, 고리4호기, 한빛1호기 순으로 40년 인허
가된 운영이 종료된다.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들이 대부분 10년 또는
20년 넘게 운전 연장이 되고 있는 외국 사례의 경우처럼 국내 원전의
경우도 연장 운전을 위해서는 계속운전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것이며 이
에 대비하여 안전 등급 1E의 비상디젤발전기의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
다. 이때,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 교체경험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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