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제목]]

고유항목 기술배경서(가압열충격) 평가 근거 제시 (재질의)

[[관리번호]]

SU12-K2-AMP-고유항목기술배경서-4.3-1

[[관련장절]]

고유항목 기술배경서 4.3

[[담당부서]]

기계재료평가실

[[답변검토결과]]

안전심사지침 5.3.2,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

[[보완요구사항]]

- 1차 질의에서 고유항목 기술배경서 4.3절에 제시된 최소 과냉각 제한치
(27 ℉), 최대 과냉각 제한치(200 ℉) 및 임계온도(162 ℉)에 대한 선정 근
거를 요구하였으며, 1차 답변을 통해 최소 과냉각 제한치 및 최대 과냉각
제한치의 선정 근거를 확인함.
- 임계온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냉각률에서도 가상의 초기 균열이 전파되지
않는 원자로냉각재 온도”라고 답변하였으나, 임계온도인 162 ℉에 대한 산
정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음. 임계온도의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오.

[질의제목]

사고관리전략의 기능적 통합 확인을 위한 구체적 근거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3.1-6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각 사고별 대응체계)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
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사고관리전략의 기능적 통합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사고대응에 따른
절차/지침서의 사용, 부여된 책임과 임무의 수행 그리고 절차/지침서의
전환과 조직구성에 따른 책임의 전환도 충돌이나 중복 없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고관리 이행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다.”(3.1.3.1.6, 3.1.3.2.6, 3.1.3.3.6, 3.1.3.4.6, 3.1.3.5.6)라
고 제시되어 있다. 이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제출하시오.
가. 설계기준초과 지진을 동반한 장기교류전원상실 및 최종열제거원상실
동시사고 발생(3.1.1.3.2의 가정)과 같은 극한 상황을 가정하고,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완화 종결될 때까지의 사고관리전략(절차서/지침
서)을 상세하게 적용하여, 조직/인력의 유효성을 포함하여 사고관리
전략이 기능적으로 통합됨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제시하시
오. 만일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별도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절차서/지침서 전환 및 연계에 따른 책임/임무 변경의 구체적 근거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3.1-7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각 사고별 대응체계)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
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절차서/지침서 전환 및 연계에 따른 책임/임무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 사
항을 제출하시오.
가.

“인위적재해

사전조치(EDMG-01)

및

인위적재해

초기대응

(EDMG-02)은 비상운전반장(발전팀장 또는 유고시 인접호기 발전팀
장)의 지휘아래 초기 비상대응조직에서 수행하며, 원자로 수동정지로
인한 비상운전절차서 및 설비 운전을 위한 계통절차서 연계 시에도
별도의 변경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3.1.3.3.4.4절)라고 제시하였다.
설계 차이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인접호기 발전팀장의 비상조치
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오. 또한 광역손상완화지침서를 제외한 사고관리 절차서/지
침서 수행에 대한 인접호기 발전팀장의 책임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나. “발전팀장 유고시에는 인접호기 발전팀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임무를
대신하며, 상세한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은 인위적 광역손상 완화 기
본운영지침서를 따른다”(3.1.3.3.3절)고 기술되어 있으나, “인위적 광
역손상 완화 기본운영지침서”에는 발전팀장과 인접호기 발전팀장간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상세 내용과 인수인계방
법을 제출하시오.
다. 인위적 재해 발생시, 사고대응조직 구성 및 임무는 기존의 조직체계
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3.1.3.3.2절)하였다. 인접호기 발전
팀장의 지휘 등 인적 구성 변경에 따른 기존 조직체계의 영향이 없
음을 설명하시오.
라.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수행 중 이동형 비상대응설비를 활용한 중대사
고 완화전략수행이 요구될 때는, 다중방어운영지침서와 연계할 수 있
다(3.1.3.4.4.4절)고 제시하였으나, 2.4절에서는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와 다중방어운영지침서와의 연계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4절과 3.1
절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떤 전략을 채용한 것인지 설
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고관리계획서 기술 내용의 인간공학적 요소 고려사항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3-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장

[[담당부서]]

계측전기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 제3장 사고관리 이행체계

[[보완요구사항]]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1(사고관리전략 및 이행체
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
한 규정”에 근거하면 사고관리를 위해 인적요소를 고려한 제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요소를 고려한 제반 조치사항이 포함되기 위해
서는 NUREG-0711에 따라 인간공학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
한울 1,2호기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체계가 인간공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분
석되었으며 그 결과가 사고관리계획서에 반영되었음을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고관리능력 평가 대상 기간

[[관리번호]]

SU12-K2-AMP-4.0-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장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사고관리능력은 초기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발전소가 안정된 상태로 유
지될 때까지 사고 전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
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 사고영향의 평가
는 초기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72시간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각 사고
관리능력에 대해 발전소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때까지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급수완전상실사고 관련 노심 냉각능력 평가

[[관리번호]]

SU12-K2-AMP-4.1.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1.1.4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3호 “노심 손상 방지를 위한 허용기준”

[[보완요구사항]]

1.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표 5-1과 표 5-2에 명시된 운전원 수
동조치들의 근거를 제출하시오(신호 종류 및 관련 EOP 기술사항 등).

[[구분/비고]]

[[질의제목]]

안전주입 또는 재순환 상실을 고려한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추가 분석 필요

[[관리번호]]

SU12-K2-AMP-4.1.1-5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1.1.8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3호 “노심 손상 방지를 위한 허용기준”

[[보완요구사항]]

1. 파단부위로 방출되는 증기로 인한 원자로건물의 온도, 압력 거동 변화를
제시하고, 격납건물 고압력에 의한 MSIS(주증기격리신호) 작동 여부를 확
인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안전주입 또는 재순환 상실을 고려한 소형냉각재상실사고 가정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4.1.1-6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1.1.8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분석에 상정한 ‘안전주입 상실 또는 재순환 상실’을 초래하는 가정 상황
을 제시하고, 해당 가정이 진행되는 사고 경위와 모순되지 않음을 설명하
시오. (예시: 안전주입신호 미발생으로 인한 안전주입 상실, 안전주입계통
밸브 혹은 펌프 고장으로 인한 안전주입상실 등)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고해석코드 입력자료 중 세부 계통 모델링의 적절성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4.1.1-7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1.1.8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진행과정에서 주증기대
기방출밸브(MSADV) 작동에 따라 증기발생기 압력과 수위 거동이 크게
변하며, 이로 인하여 1차측 노심응축수위 거동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MSADV 모델링의 적절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산코
드에서 MSADV와 관련된 계통 모델링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시오.
2. 사고 초기 원자로 트립 및 터빈트립 이후 2차측 압력이 상승하다 증기우
회제어계통에 의해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증기우
회제어계통에 대한 전산코드 세부 모델링을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중대사고 대처설비의 유효성 평가

[[관리번호]]

SU12-K2-AMP-4.2-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2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신한울 1,2호기 중대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에서는 다중방어사고대응전
략(MACST)에 따른 1, 2차측 외부주입설비의 작동을 가정하여 각 중대사
고 위협요인에 의한 원자로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대
부분의 사고경위에서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러한 경우 일부 사고 경위에서 원자로격납건물의 온도 및 압력이 중대사
고 대처설비의 작동조건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작동
되었을 때 위협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각 위협요인별로 중대사고 환경조건에서 중대사고 대처설
비가 작동함으로써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
이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중대사고 완화 설비의 기기생존성 평가 상세내용

관리번호

SU12-K2-AMP-4.3-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AMP 4.3.2절의 참고문헌 1로 제출된 “기기생존성평가 프로그램 보고서”
의 3장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가. 131쪽의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SAMG 등에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
하시오.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의 작동을 고려하는 24 시간 이후 시점
은 원자로건물 내부에 위치한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대부분의 기기
및 계기의 작동이 완료된 시점이며, 다중방호사고대응전략 (MACST)
및 운전원 조치에 의한 적극적인 사고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신한울 1,2호기의 중대사고시 기기생존성 평가는 초기사
건 발생 이후 24시간까지의 온도 및 압력을 분석하여 기기생존성 환
경조건으로 적용하였다.”
나. 131/132쪽에서 설명한 Region I, II, III, IV의 내용과 관련 제시한 10초,
100초, 1,000초, 100,000초의 정량적 근거를 제출하시오.
다. 132쪽의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구간 0부터 구간 1에서 사용되는 기기
들의 방사선환경이 설계기준사고 방사선환경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
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시오.
“원자로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기기들에 대한 설계기준사고
방사선환경은 NUREG-1465의 냉각재방출, 간극방출 및 초기 노내
방출 선원항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구간 0부터 구간 1에서 사
용되는 기기들의 방사선환경은 설계기준사고 방사선환경 범주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화학적 조건과 관련하여 165쪽/183쪽 등에서 일관되게 “설계기준사고
시 환경조건을 고려한 기기로 원자로건물 살수 시의 화학조건에 대해
검증되었으므로 중대사고 시 화학적 조건에 대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술한바, 중대사고시와 설계기준
사고시 격납건물내 화학적 조건이 기기생존성 평가에 같다고 평가한
이유를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마. 169쪽의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평가 내용을 제출하시오.
“가압기 압력감지기 채널 A와 C (431-J-PT-102A/C)는 초기사건 후
24 시간의 기능요구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온도환경 조건의 원자로건물 환형공간 (Node
10)에 설치된 가압기 압력감지기 채널 B와 D (431-J-PT102B/D) 및
증기발생기 광역 수위감지기 (541-J-LT-1113A/B/C/D,

541-J-LT-1123A/B/C/D)는 초기사건 후 24 시간의 기능요구시간
동안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 178쪽의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재배치 방법을 제출하시오.
“그림 3.4-10(a)는 기기 공급사에서 수행한 기기생존성 시험 곡선이
며, 그림 3.4-10(b)는 기기생존성 시험 곡선을 기기생존성 온도 조건
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배치한 곡선이다.”
사. 수소점화기, PAR, 기기반입구, 인원출입구, 전기관통부, 고준위 방사
선 감지기 등 대하여 온도조건과 압력조건 각각에 대한 기기생존성을
평가하였는바, 온도조건과 압력조건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기
기생존성을 평가 방법과 결과도 제출하시오.
아. 182쪽의 PAR에 대한 온도조건, 압력조건, 방사선조건에 대한 기기생
존성을 평가와 관련하여 (1) 그림 3.4-14의 온도와 압력 단위와 본문
문의 단위를 통일하고 (2) 온도조건, 압력조건, 방사선조건에 대한 정
량적 성능평가량을 제출하시오.
자. 187쪽의 아래 밑줄 친 내용에 상세한 설계 내용을 제출하시오.
“원자로건물감시계통의 수소감시기는 다수의 시료채취점으로부터 원자로
건물 관통부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다. 원자로건물 대기 및 원자로건물내
재장전수탱크 내부의 공기는 시료채취 펌프에 의해 채취되어 시료의 온도
를 낮춘후 분석장치로 이송된다.”
차. 188쪽의 맨 아래 문장에서 그림 3.4-19(b)를 확인 후 그림 3.4-19(a)로
수정하시오.
카. 188쪽의 아래 밑줄 친 내용에 정량적인 평가 내용을 제출하시오.
“초기사건 발생 24 시간 이후 1,2차측 외부주입 또는 ECSBS를
활용한 대체살수로 인한 원자로건물 침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로건물의 침수가 진행되는 중대사고 후반
의 경우 PAR에 의한 지속적인 수소 제거와 붕괴열로 인하여 발생한
다량의 증기로 인하여 수소연소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감시기 인입밸브의 추가적인 동작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타. 원자로건물 기기반입구와 인원출입구의 온도조건과 압력조건에서의 누설
률 측정치, 허용기준치 및 관련 상세자료를 제출하시오.
파. 198쪽의 아래 밑줄 친 내용에 정량적인 평가 내용을 제출하시오.
“원자로건물 환형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인원출입구는 103ft. 상부에
설치되어 초기사건 후 24 시간까지의 중대사고 침수조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24 시간 이후 1,2차측 외부주입 또는 ECSBS를 활용한
대체살수로 원자로건물 침수위가 상승할 경우 침수조건에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원자로건물 인원출입구는 구조상 원자로건물 방향과 보
조건물 방향에 각각 출입문 및 관통부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
건물 방향에 위치한 출입문 및 관통부는 원자로건물 내부의 중대사고
환경조건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므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자로건물 인원출입구 밀봉재는 원자로건물 방향
의 출입문 및 관통부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건물 방향의 출입문
및 관통부의 건전성이 유지됨에 따라 중대사고 침수조건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

200쪽의 아래 밑줄 친 내용에 구체적이거나 정량적인 평가 내용을 제출
하시오.
“전기관통부는 그림 3.4-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상 보조건물 방
향에 밀봉재가 설치되어 있어 원자로건물 내부의 중대사고 환경조건
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므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전기관통부는 중대사고 침수조건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침수조건에 대한 기기생존성 평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기관통부
의 밀봉재는 보조건물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중대사고 화학조건에 직
접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기관통부는 중대사고
화학조건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 3.4.2.5절에 명시된 IRWST 수위감지기에 대한 기기생존성 상세 평가
내용을 제출하시오.
너. 202쪽에서 중대사고시 온도조건에 대하여 이상기체방정식을 적용하였다고
기술한바, 이상 유동 등에 이상기체방정식 적용 타당성을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비상운전절차서 확인 절차서’의 추가 정보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5.4-1

[[관련장절]]

5.4(비상운전절차서 확인 절차서)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5.4절(비상운전절차서 확인 절차서) 본문을 보완하고
필요시 관련된 참조문서를 수정하시오.
1. 비상운전절차서의 기술적 및 형식적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
가 수립한 확인 방법 및 절차
-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와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에 근거한 비
상운전절차서의 기술적 정확성에 대한 확인

절차

빛 방법
-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에 근거한 비상운전절차서의 형식적 정확성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방법
2. 확인 과정 중 발견된 불일치 등 개선필요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 및
해결 방법과 이와 관련한 문서화 방법
3. 비상운전절차서에 사용된 용어 및 정보의 상세도가 운전원의 특성(구성, 자격,
훈련 및 경험)에 비추어 인간공학 관점에서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 아래 사항을 고려한 비상운전절차서 확인을 담당하는 구성원의 선정 방법
-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발전소 계통
에 관한 지식과 주제어실 운전경험 등
- 인간공학분야 전문성 및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에 대한 이해
- 상기 가. 및 나. 항목의 역량이 있는 구성원 각각을 별도 선정
- 제어실 설계 및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관련 업무와의 독립성
5. 전산화절차서 확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세부 절차 및 주의사항)

[[구분/비고]]

[[질의제목]]

고유항목 기술배경서(가압열충격) 평가 근거 제시 (재질의)

[[관리번호]]

SU12-K2-AMP-고유항목기술배경서-4.3-1

[[관련장절]]

고유항목 기술배경서 4.3

[[담당부서]]

기계재료평가실

[[답변검토결과]]

안전심사지침 5.3.2, “압력-온도 제한치, 최대흡수에너지 및 가압열충격“

[[보완요구사항]]

- 1차 질의에서 고유항목 기술배경서 4.3절에 제시된 최소 과냉각 제한치
(27 ℉), 최대 과냉각 제한치(200 ℉) 및 임계온도(162 ℉)에 대한 선정 근
거를 요구하였으며, 1차 답변을 통해 최소 과냉각 제한치 및 최대 과냉각
제한치의 선정 근거를 확인함.
- 임계온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냉각률에서도 가상의 초기 균열이 전파되지
않는 원자로냉각재 온도”라고 답변하였으나, 임계온도인 162 ℉에 대한 산
정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음. 임계온도의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오.

[[질의제목]]

중대사고관리지침서 내용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SAMG-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제7장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중대사고관리지침서에서 ‘[LATER]’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술하시오.
2.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완화-03 및 완화-07 표지의 ‘지침서 총 페이지 수’
가 각 해당 지침서의 실제 페이지수와 상이하므로 각 해당 지침서 표지
의 ‘지침서 총 페이지 수’를 수정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밸브 조작시 해당 밸브의 가용성 확인 및 확보 조치 추가

[[관리번호]]

SU12-K2-AMP-MOG-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제6장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MOG-01과 MOG-08 등에서 운전원 조치단계에 밸브 조작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원상실 등으로 인해 사고 상황에서 해당 밸브가 가용한지 불확
실하다. 따라서, 해당 밸브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불가할 경우 가용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추가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용후연료저장조 전 구역 외부살수 확인방법

[관리번호]

SU12-K2-AMP-6.4.2-6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6.4.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EDMG-3.2(사용후연료저장조 충수 및 살수 절차서) 단계 4.9에는 외부로부
터 주입되는 살수의 범위가 사용후연료저장조 전 구역으로 살수 되는지 확
인하도록 규정한바, 전 구역 살수 여부 확인방법을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용후연료저장조 외부전략 설비 상세설계

[관리번호]

SU12-K2-AMP-6.4.2-5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6.4.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EDMG-3.2(사용후연료저장조 충수 및 살수 절차서)의 외부전략에 사용되는
고압이동형살수차 상세설계(기동·정지·제어 방법 포함) 자료를 제시하시오.
이와 함께 EDMG-3.2 단계 3.4에 기술된 각 충수원 탱크에서 사용후연료저
장조 외부주입유로까지의 연결 배치도면(탱크별 연결밸브→고압이동형살수차
→사용후연료저장조 외부충수·살수 연결부)을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용후연료저장조 살수 완료 기준

[관리번호]

SU12-K2-AMP-6.4.2-4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6.4.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EDMG-3.2(사용후연료저장조 충수 및 살수 절차서) 단계 2.8에는 내부살수
완료 시 소화전 밸브를 닫는 것으로(외부살수의 경우 단계4.11에서 고압이동
형살수차 펌프 정지), 단계 2.9에는 재살수 필요 시 이전 단계를 반복하는
것으로(외부살수의 경우 단계 4.12) 기술되어 있다. 살수 완료 및 재살수 필
요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화재방호계통 공급모관 용수 공급 수단 확보 조치사항 반영

[관리번호]

SU12-K2-AMP-6.4.2-3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6.4.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인위적 광역손상 완화 기본운영지침서 7.3.11에는 화재진압능력 강화전략 관
련 화재방호계통 공급 모관 용수 공급 수단 확보에 대한 조치사항이 규정되
어 있다. 기본운영지침서 3.5.1의 4)에서 화재진압능력 강화전략은 초기대응
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술된바, EDMG-2(초기대응)에 상기 7.3.11 사항이 적
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인위적 재해 화재진압능력 강화 조치사항 이행 가능성

[관리번호]

SU12-K2-AMP-6.4.2-2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6.4.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신한울 1,2호기 인위적 광역손상 완화 기본운영지침서에는 화재진압능력 강
화를 위해 1) 7.3.3 화재진압 지휘통제, 2) 7.3.5 외부지원 비상대응차량 통
제, 3) 7.3.6 선량 측정 및 통제, 4) 7.3.7 화재진압 및 운전 복구용 통신장
비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시되었고, 붙임 8.2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신한울 1,2호기 EDMG-2(초기대응) 단계 2에
는 방사선비상계획 수행절차서의 화재진압 관련 절이 기술되어 있는바, 상기
기본운영지침서 7.3.3, 7.3.5, 7.3.6, 7.3.7의 세부 조치사항들이 방사선비상
계획서를 통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
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인위적 재해 초기대응 조치사항 이행 가능성

[관리번호]

SU12-K2-AMP-6.4.2-1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6.4.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신한울 1,2호기 인위적 광역손상 완화 기본운영지침서에는 인위적 재해 초
기대응을 위해 초기비상조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1) 7.2.1 부지 내·외부간 통
신기능 강화, 2) 7.2.2 비상대응조직 소집 및 통보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시
되었고, 붙임 8.2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
다. 신한울 1,2호기 EDMG-2(초기대응) 단계 2에는 방사선비상계획 수행절
차서의 관련 절이 기술되어 있는바, 상기 초기대응 관련 기본운영지침서
7.2.1, 7.2.2의 세부 조치사항들이 방사선비상계획서를 통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극한재해 대응설비 기능수행 능력의 유지

[[관리번호]]

SU12-K2-AMP-6.3-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6.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극한재해 대응설비의 기능수행 능력이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설비의 형태 및 사용방식에 기초하여 시험 방법과 그
주기가 적절히 선정되었음을 ‘사고관리계획서 6.3.2 완화전략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영’에 기술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안전기능 복구 전략 기술사항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6.2-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제6장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6.2.2절에서는 설계기준초과 인위적 재해 시에 안전기능 복구를 위한 개
별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가능한지 여부(소내 또는 소외자원을 통한 사고대응 가능기간 등)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장절을 보완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조치의 이행현황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6.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제6장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6.1.2.2절에는 “취약지역에는 내진비상조명등 설치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
할 예정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치현황 및 계획
을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부지내 영구사면 안정성 관련 기술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6.1.1.4-1

[[관련장절]]

AMP 6.1.1.4절

[[담당부서]]

구조부지평가실

[[검토요건]]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
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KINS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9.2 극한재해의 평가 및 완화지침서
- KINS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지침서, 제4.1.2.1절 설계기준 초과 자연재해에
대한 평가, 제6장 극한재해 완화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1단계 전원전 스트레스테스(ST) 평가결과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
자력안전전문위원회(2020.04) 검토결과, 설계기준 초과 강우 시 고려해야 할
자연재해로 사면붕괴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관련 구조물
및 이동형발전차 이동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면의 안정성 평가가 2단계 ST
안전개선사항으로 도출되어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사고관리계획서는 ST의
연장선이므로, 설계기준 초과 강우(설계기준 가능최대강수량의 1.5배)를 고려
한 신한울 1,2호기 안전관련 구조물 배후사면의 안정성 평가결과를 제시하
시오(즉, 우기 시 지하수 조건에 설계기준 초과 강우를 반영하여 안정성을
평가하고, 붕괴 시 대처방안 제시).

[[구분/비고]]

기술내용보완

[[질의제목]]

‘비상운전절차서 사용자 지침서를 포함한 이행계획’의 추가 정보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5.7-1

[[관련장절]]

5.7(비상운전절차서 사용자 지침서)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5.7절(비상운전절차서 사용자 지침서를 포함한 이행계
획) 본문을 보완하고 필요시 관련된 참조문서를 수정하시오.
1. 비상운전절차서의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
- 비상운전절차서의 비치장소, 접근 및 식별 용이성
- 비상운전절차서의 사용 방법(구조, 수행주체, 수행경로 선택 등)
2. 비상운전절차서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
- 설계변경,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또
는 ‘비상운전절차서 작성자 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비상운전절차서 개정
- 운전경험의 반영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한 비상운전절차서의 기술적, 형식
적 적합성의 주기적 검토
3. 전산화절차서 사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세부 절
차 및 주의사항)

[[구분/비고]]

[[질의제목]]

비상운전절차서 교육훈련 계획서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5.6-1

[[관련장절]]

5.6(비상운전절차서 교육훈련 계획서)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1. 본문 5.6절은 교육훈련 과정(개정사항 교육, 재교육)에 따른 교육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전술한 교육훈련 과정별 방법의 선정기준을 설명하고, 이
를 본문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2. 본문에는 교육훈련 담당 조직에 대한 설명 이외에 강사의 자격에 대한 내
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훈련 과정별 강사의 자격을 설명하고,
이를 본문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3. 아래의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훈련은 비상운전절차서 개정본
적용 이전에 완료될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하고, 본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에 관한 사항
-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에 관한 사항
4. 신한울1,2호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화 절차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문을 수정하고 필요시 관련된 참조문서를 수정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비상운전절차서 검증절차서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5.5-1

[[관련장절]]

5.5(비상운전절차서 검증 절차서)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1. 토의 검증법을 포함한 네 가지 검증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나, 검증방법을
선정하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방법의 선정 기준을 설명
하고, 이를 본문 5.5절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2. 검증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운전원들의 구성과 선정방법을 기술하고, 이를
본문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3. 검증을 담당하는 구성원 및 검증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운전원에 의한 검
증 시나리오의 수행 적절성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이를 본문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4. 본문에서는 검증에 활용되는 시나리오의 개발 범위 및 선정 기준 등에 대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검증 시나리오의 개발 범위 및 선정 기준을
설명하고, 이를 본문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5. 비상운전절차서 작성의 근거 문서(기술적 문서, 작성자 지침)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제어실 운전경험,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업무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운전절차서 검증을 담당하는 구성원의 선정 방법 및 기준
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이를 본문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6. 본문에는 운전원들에 의한 비상운전절차서 이행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운전원에 의한 이행 적절성 검증 방법 또는
기준을 설명하고, 이를 본문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7. 검증 과정 중 발견된 불일치사항 등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담당자 및
업무 흐름을 고려하여 불일치사항의 조치 방법을 보완하고, 이를 본문에
반영하여 제출하시오.
8. 신한울1,2호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화 절차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문을 수정하고 필요시 관련된 참조문서를 수정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의 추가 정보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5.3-1

[[관련장절]]

5.3(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지침)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5.3절(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지침) 본문을 보완하고 필
요시 관련된 참조문서를 수정하시오.
1. 비상운전절차서의 분류와 그에 따른 번호 체계
2. 비상운전절차서 간 일관성 확보 방법
- 구성(표지, 차례 포함) 및 양식(페이지 구성, 주의사항 표시 방식 등)
- 문법적 요소를 포함한 기술 방법(어휘, 약어, 문장구조, 단위, 수치 포함)
- 내용의 기술방식(확인, 동시수행 등 단계별 조치의 배치 및 기술방법)
3. 인간공학 관점을 고려한 비상운전절차서 작성방법
- 운전원의 구성, 역할 및 책임
- 비상운전절차서의 절차 내 또는 절차 간 상호 참조방법
4. 전산화절차서 작성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세부 절차 및 주의사항)
5. 그 외 NUREG-0899 5.0절 본문에 명시된 작성팀 구성

[[구분/비고]]

[[질의제목]]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의 유지관리 계획

[[관리번호]]

SU12-K2-AMP-5.2-4

[[관련장절]]

5.2.4.2(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유지관리 계획)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5.2.4.2절(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유지관리 계획)과 필
요시 관련된 참조문서를

수정하시오.

1. 유지관리 대상(문서)의 범위 (5.2.4.2절에는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에 대
한 유지관리계획만 제시할 것)
2. 유지관리 대상(문서) 중 인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문서 및 항목, 인허가 수
반 여부별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유지관리 방법/절차
3. 사고관리계획서 참고문서로서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의 유지관리 계획
가. 국내외 운전경험, 발전소 설계변경, 규제요건 변경 등의 반영 위한 주
기적 검토 및 평가
나.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의 추가 개발 또는 개정을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에 반영하기 위한 주기적 검토 및 평가
다.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를 구성하는 개별 문서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문서관리 체계

[[구분/비고]]

[[질의제목]]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의 ‘운전절차 변경내역서’ 관련 추가정보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5.2-3

[[관련장절]]

5.2(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1. 5.2절(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운전절차 변경내역서’
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시오.
가. 개발 목적, 개발자, 개발이력
나.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의 참조발전소 대비 신한울1,2호기의
설계 등의 차이점에 의한 주요 운전절차 변경내역
2. (SU12-K1-AMP-5.1-1)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신고리3,4호기를 참조발전
소로 ‘신형경수로1400 비상운전지침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참고문서로
제출된 ‘운전절차 변경내역서’에는 일반기술지침서 대비 변경이 필요한
운전절차는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참조발전소인 신고리3,4호기에 근거하
여 개발된 일반기술지침서 대비 신한울1,2호의 운전절차 변경이 없는 이
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의 ‘설정치 배경서’ 관련 추가정보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5.2-2

[[관련장절]]

5.2(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5.2절(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정치 배경서’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시오.
1. 개발 목적, 개발자, 개발이력
2. 설정치 분류 배경

[[구분/비고]]

[[질의제목]]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의 ‘고유항목 기술배경서’ 관련 추가정보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5.2-1

[[관련장절]]

5.2(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5.2절(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유항목 기술배경서’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시오.
1. 개발 목적, 개발자, 개발이력
2. ‘고유항목’의 정의 및 선정방법 (발전소 설계특성 반영방식 포함)
3. 신한울1,2호기의 고유 설계를 고려한 비상운전지침서별 주요 운전전략
4. 신한울1,2호기와 참조 발전소의 운전전략간 차이점 및 차이점에 대한 기
술적 근거
5. 주요 운전전략 이행을 위한 주제어실 계측기 및 제어수단의 선정 방법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정치 배경서 목록 관련 신고리3,4호기와의 차이점 설명

[[관리번호]]

SU12-K2-AMP-5.2.2-9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신고리3,4호기에는 발전소 고유 기술 배경서의 설정치 배경서 목록에 D-18
안전주입탱크 주입 가능 RCS 압력이 있으나 신한울 1,2호기에는 해당 목록
및 내용이 없다. 신고리3,4호기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정치배경서의 설정치번호 D-17의 설정치 근거 기술

[[관리번호]]

SU12-K2-AMP-5.2.2-8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설정치번호 D-17 ELAP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목표 온도와 관련하여
ELAP 시 V. 운전제한치 배경에 기술된 제어냉각 증기발생기 목표압력을 8
kg/cm2A로 설정한 근거를 기술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정치배경서에 설정치번호 D-14 관련 설정치 근거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5.2.2-7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설정치번호 D-14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 최소 수위와 관련하여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 최소 수위를 사용후연료저장조 부유물제거 펌프 정지 설정치로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 설정치가 적합함을 보이시요.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정치배경서에 설정치번호 B-2 관련 참고문헌 내용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5.2.2-6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설정치번호 B-2 “강제순환시 정지 후 최대 유로온도차”와 관련하여 참고문
헌 1을 참고하여 “원자로 정지 2분 후 원자로 냉각재펌프 1대 운전에 대한
유로 온도차의 최적해석 결과는 5.6 ℃(10 °F)이며, 2개 유로에서의 자연 순
환냉각에 대한 유로 온도차의 최적해석 결과는 17.8 ℃(32 °F)이다”고 기술하
였다. 그러나 해당 참고문헌에서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있는지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정치배경서에 설정치번호 A-14의 오기 수정

[[관리번호]]

SU12-K2-AMP-5.2.2-5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설정치배경서에 설정치번호 A-14 항목 VII. 계산에서 114.6 psia가 오기인
지 확인하고 오기라면 수정하고 오기가 아니라면 이를 설명하시오.
3) 압력 채널 불확실도를 고려한 116.6 psia에 해당하는 포화온도 Tsat
(114.6 psia) = 339.1 ℉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정치배경서에 기술한 설정치의 관련단계에 해당하는 단계 추가

[[관리번호]]

SU12-K2-AMP-5.2.2-4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사고후 P-T 제한 곡선은 기능회복지침서 IC-2 3단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설정치번호 A-19의 관련 단계에는 기능회복지침서 IC-2가 누락되어 있
다. 또한 이외에도 지침서의 단계에서는 기술되어 있으나, 설정치배경서의
관련단계에는 누락된 지침서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정치배경서
의 관련 단계에 지침서 번호가 누락되어도 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누락된 지침서 번호를 전부 조사하여 추가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고유항목기술배경서의 설정치배경서 참고문헌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5.2.2-3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정지 후 PLCS 제어범위 계산시 가압기 수위 계측신호의 채널 불확실도
(LT-110A,

LT-110B)가

참고문헌

3L186-IC-DS870,

rev.04,

Design

Specification for NSSS Process Instrumentation“를 기준으로 3.1 %라
고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각 설정치 계산 시에 붙임 1의 여러 가지 참고문헌
을 기술하였다. 참고한 값들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1에 기술된 참고
문헌을 제출하고, 참조한 해당페이지를 제시하시오. 또한 해당 참고문헌이
최신 자료이거나 최신 자료가 아니라면 적합한 자료임을 보이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고유항목 기술배경서의 터빈우회밸브 등의 용량에 대한 설명

[[관리번호]]

SU12-K2-AMP-5.2.2-2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발전소 고유 기술 배경서의 고유항목기술배경서 4.6.2 자연순환냉각에 대한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1대의 터빈우회밸브 또는 1대의 대기방출밸브 용량은
무부하 증기조건에서 정격증기유량의 11 % 이하이다. 그러므로 붕괴열 발생
률이 5 %라면 노심 붕괴열을 제거하고 증기압력을 무부하 조건으로 유지하
기 위해 2대의 터빈우회밸브 또는 2대의 대기방출밸브(증기발생기당 1대)가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붕괴열 발생률이 5 %라면 정격증기유량의 11 %이
하의 용량을 가지는 1대의 터빈우회밸브 또는 1대의 대기방출밸브로 붕괴열
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상세히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고유항목기술배경서 4.1절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5.2.2-1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2.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그림 4.1-2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안정압력 계산에는 본문에서 사용된 QL과
QR을 사용하였다. 그림에 QL과 QR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의 운전전략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5.1-3

[[관련장절]]

5.1.3(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 주요 운전전략)
부록 5A(비상운전지침서 주요 운전전략)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부록 5A(비상운전지침서 주요 운전전략)에 제시되지 않은 원자로 트립 후
조치(SPTA)와 사고진단(DA)에 대한 주요 운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1. 각 지침서의 목적 및 진입/종료 조건
2. SPTA의 경우, 주요 조치단계(예상 반응 및 조치, 불만족시 조치)와 이의
배경
3. DA의 경우, 각 최적복구지침서(ORG) 및 기능회복지침서(FRG) 진입 결정
에 사용하는 흐름도 각 단계의 판단기준 및 이의 배경
4. 주요 운전전략에 대한 흐름도

[[구분/비고]]

[[질의제목]]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와 타 지침서와의 연계/전환

[[관리번호]]

SU12-K2-AMP-5.1-2

[[관련장절]]

5.1.2(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 구성)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5.1절(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비상운전지침서와 다중방어운영지침서 간의 연계 체계에 관하여 관련된
전략별로 연계 조건, 시점, 진행, 종결 방법
2. 비상운전지침서와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간의 전환 체계에 관하여 관련된
전략별로 전환 조건 및 시점, 전환 방법

[[구분/비고]]

[[질의제목]]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의 개요 내용 관련 추가 확인사항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5.1-1

[[관련장절]]

5.1.1(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 개요)

[[담당부서]]

원자력운영분석실

[[검토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원자로.43)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
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5장(비상운전절차서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보완요구사항]]

5.1.1절(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 개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을 제시하시오.
1.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의 국내외 개발이력
2. 필수안전기능의 우선순위 및 이의 선정기준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 HR-3 16단계 단계위치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관리번호]]

SU12-K2-AMP-5.1.3-9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HR-3 16단계 배경서에는 이 단계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 단계는 재고량 제어 및 압력 제어 안전기능과 동등
하게 위치한다. 냉각재상실사고 지침서에서 이 단계는 냉각재상실사고가 격
리된 후 수행하는 조치와 관련한 부분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증기발생기 전
열관파열 사고에서는 손상된 증기발생기 격리 및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가
압기 수위 조절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의 다음 단계에 위치한다.” 현재단계는
기능회복지침서에서 일방관류냉각절차이므로 단계위치에 관한 설명과 일치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 HR-2 7단계에 관한 지침서와 배경서의 불일치사항 수정

[[관리번호]]

SU12-K2-AMP-5.1.3-8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HR-2 7단계에는 MSIS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S/G저압력
MSIS 설정치를 낮추는 내용이나 배경서에는 주증기격리신호 뿐만 아니라
안전주입작동신호 및 원자로건물작동신호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 지침서
와 배경서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 HR-1 19단계의 세부절차간의 차이점 설명

[[관리번호]]

SU12-K2-AMP-5.1.3-7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HR-1 19단계의 증기발생기를 냉각 및 감압하는 절차에서 a
와 b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지침서 a 및 b와 배경서 a 및 b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a. 만약 최소한 1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운전 중일 경우, 역유입(Back
flow)을 이용하여 격리된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격리된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범위 하한치]까지 배수하고, [격리된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범위 상한
치]까지 재충수 한다.
b. 만약 최소한 1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운전 중일 경우, 역유입(Back
flow)을 이용하여 격리된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격리된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범위 하한치]까지 배수하고, [격리된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범위 상한
치]까지 급수를 공급하여 유지한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 HR-1 3단계의 단계위치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관리번호]]

SU12-K2-AMP-5.1.3-6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HR-1 3단계 배경서에는 이 단계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 단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가 우선순위인 사고에
서 사고 복구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는 파단에 의한
1차 또는 2차 계통의 재고량 상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원자
로냉각재계통 재고량 보충이 중요성이 높으므로 이 단계는 원자로냉각재계
통 재고량 보충 단계 이후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 단계 이전에 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보충단계를 확인할 수 없
다. 단계위치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 자원수목도 D PC-3에 대한 설명

[[관리번호]]

SU12-K2-AMP-5.1.3-5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RCS 압력제어 수행경로 #3 포화상태 압력제어에는 SC펌프를 이용한 직접
용기 주입경로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로를 사용하여 압력제
어를 하는 절차가 PC-3 절차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점선으로 그려진 주입
경로가 가지는 의미 및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된 부분을 제시
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 IC-CA 3단계에 추가된 내용 반영

[[관리번호]]

SU12-K2-AMP-5.1.3-4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IC-CA(계속조치) 3단계와 관련하여 대체 기기를 수동으로
운전하여 수행경로 복구조치를 수행한다고 기술하고 MOG-05,“현장 상태평
가 및 MACST 설비배치”지침서 및 MOG-01, “장기 RCS 재고량 제어”지침
서를 참조한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배경서에는 MOG-05 및 MOG-01를 참
조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능회복지침서에 추가된
내용을 배경서에 반영하고,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 IC-2 11단계 지침서와 배경서 간의 불일치

[[관리번호]]

SU12-K2-AMP-5.1.3-3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IC-2 11단계의 지침서와 배경서 간의 불일치에 대해 설명하
시오.
가. 배경서에는 원자로건물살수펌프 정지 시 원자로건물 송풍냉각기를 사
용하여 원자로건물 압력 및 온도를 제어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기능
회복지침서 IC-2에는 원자로건물 송풍냉각기를 기동하거나 기동되었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지침서와 배경서가 불일치하는 이
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 배경서에는 RCS 압력을 정지냉각펌프 차단수두 미만으로 감압하고 정
지냉각펌프를 기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지침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지침서와 배경서가 불일치하는 이유
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침서와 배경서가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해 설
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로 전환하는 시점 설명

[[관리번호]]

SU12-K2-AMP-5.1.3-2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IC-2 11단계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건물살수펌프를 정지함으로써 펌프를 보호하고, 유량 요구량을 감소
시켜 기능회복지침서로 전환하는 시점을 지연시킨다.”
현재 기능회복지침서를 수행중인 상태에서 기능회복지침서로 전환하는 시점
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능회복지침서 보충정보의 활용방법

[[관리번호]]

SU12-K2-AMP-5.1.3-1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3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EOG-10.10(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제어 및 배경), 11(원
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제어 및 배경), 12(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
및 배경)과 관련하여 각 기능회복지침서 보충정보에는 비상운전지침서를 수
행하거나 발전소 고유의 비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하는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전제사항, 주의사항 또는 참고사항으로 사용
되거나, 비상운전절차서 훈련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고 기술하였다. 보충정보
의 각 항목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하기 전·후의 변경된 사항 및 기술적 근거

[[관리번호]]

SU12-K2-AMP-5.1.1-1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5.1.1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1.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5장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13.5.2.1 및 부록 13.5.2.1-1

[[보완요구사항]]

기능회복지침서 EOG-10.10(원자로냉각재계통 재고량 제어 및 배경), 11(원
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제어 및 배경), 12(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열제거
및 배경) 관련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하기 전과 후의 변경된 사항 및 기
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PSA 2단계(원자로건물 극한내압능력 분석) 결과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4.5.2-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5.2

[[담당부서]]

구조부지평가실

[[검토요건]]

- KINS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4.5.2 III. 3.나.3)
격납건물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하중, 국소 열하중 및 동하중 등의 크기
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다. 격납건물 손상부의 파손위치, 파손유형, 손상크
기, 극한내압성능 등이 도출되고, 그 취약성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확인
한다. 격납건물 응력해석 방법론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분석 당시의 기술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보완요구사항]]

원자로건물 극한내압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가. 격납건물 극한내압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규제 요건
나. 극한내압능력분석 시에 사용된 하중 및 하중조건
다. 극한내압능력분석 시에 사용된 재료특성
라. 극한내압능력분석에 사용된 해석프로그램, 유한요소
마. 격납건물 구조부재(CC 및 MC component)의 극한내압성능 판단기준
(pressure capacity)
바. 손상유형별 취약도 곡선
사. 손상 유형별 격납건물 내압성능의 중앙값 및 불확실도
아. 격납건물 손상 유형별 취약도 곡선의 조합방법
자. 극한내압능력분석시 격납건물에 발생되는 균열의 영향을 고려한 방법

[[구분/비고]]

- 기술내용보완

[[질의제목]]

격납건물 극한내압평가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관리번호]]

SU12-K2-AMP-4.5.2-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5.2
PSA 종합보고서 3.3.1.2, 3.3.1.3.4, 3.3.2.6

[[담당부서]]

구조부지평가실

[[검토요건]]

- KINS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4.5.2 III. 3.나.3)
격납건물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하중, 국소 열하중 및 동하중 등의 크기
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다. 격납건물 손상부의 파손위치, 파손유형, 손상크
기, 극한내압성능 등이 도출되고, 그 취약성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확인
한다. 격납건물 응력해석 방법론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분석 당시의 기술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보완요구사항]]

1. PSA 종합보고서 3.3.1.2에는 라이너플레이트의 표면온도가 400 degree
Fahrenheit로

제시되어

있다.

콘크리트의

표면온도가

350

degree

Fahrenheit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감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
므로 격납건물 극한내압성능 평가에서 콘크리트 강도감소에 대해 고려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 고온에서의 콘크리트 강도감소에 대한 우려는 USNRC RG 1.69 B. 참고.
2. PSA 종합보고서 3.3.1.3.4에 기술된 내용(“온도하중은 구조물의 강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중이 일반적으로 미미하므로”)의 기술적 타당성을 설
명하시오(열팽창에 의한 라이너플레이트의 변형률 증가 관점 포함).
3. 재료특성에 대한 온도효과의 참고문서인 울진 3.4호기 극한내압분석보고
서를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 기술내용보완

[[질의제목]]

중대사고영향 평가 시 원소형 요오드에 대한 가정

[[관리번호]]

SU12-K2-AMP-4.4-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4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중대사고 사고영향평가의 ‘원자로건물 내 방사성물질의 살수 및 침적에
의한 제거’ 가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가. 41page, “살수에 의한 원소형 요오드의 제거는 사고 8시간 이후로
가정하여 평가하고, 사고 8시간 이후 노심재고량 대비 원소형 4.85
%가 전량 원자로건물 대기로 부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평가한다. 사
고 8시간 이전에는 원소형 요오드는 제거 없이 원자로건물 내 공기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의 구체적인 의미와 해당 문장이 MAAP
계산 및 사고경위 어떻게 적용된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나. 살수계통 초기동작의 기준을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다중고장사고 및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외부 재해의 사고영향평가 사고경위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4.4-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4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영향의 평가 대상 사고에서 제외된 사고의 목록 및
사유를 사고관리계획서 본문 4.4.1.1에 서술하시오.
2.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외부 재해의 사고영향평가 대상 사고에서 제외된 사
고의 사유를 사고관리계획서 본문 4.4.2.1에 서술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침수위 추가 분석 및 확인 방안

[[관리번호]]

SU12-K2-AMP-4.3-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기기생존성 평가 보고서에는 24시간까지의 침수위 분석 결과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72시간까지의 침수위 분석 가정 및 결과 제시하고, 해당 기간
(~72 시간) 동안 사용이 예상되는 설비 목록을 제시하시오.
2. 24시간 이후의 대체살수 및 외부주입 수행 시 원자로건물 수위감시기 침
수가 예상되는 바, 해당 조건에서 침수위(원자로격납건물 수위) 확인 방안
을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기타 원자로건물 격리경계 우회 사고가 우려되는 사고경위 분석

[[관리번호]]

SU12-K2-AMP-4.2.6-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2.6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제출된 중대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에서 기타 원자로건물 격리경계 우
회 사고가 우려되는 사고경위로 제시한 SGTR_010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 진행 경위를 설명하시오.
2. ‘1’에서 제시한 SGTR-010 사고경위 이외에 원자로건물 격리경계 우회
사고가 우려되는 사고경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리프 파손 등 원자로격납건물 격리경계 우회 관련 사
고경위 선정 근거 제시 및 본문 수정

[[관리번호]]

SU12-K2-AMP-4.2.6-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2.6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확률론적 및 결정론적 방법론에 따라 도출한 사고경위 13개 중 원자로격
납건물 격리경계 우회 해석을 수행하지 않은 사고경위에 대해 해석에서
배제된 구체적 근거를 기술하시오. 또한 해석을 수행한 사고경위에 대해
서는 중대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본문에 구체적 근거와 평가결과를
기재하시오.
2. 중대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F-8에서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른 1, 2차측 외부주입과 관련하여, 초기사건 발생 6~8시간에 중대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의 외부주입 시점을 설명하시오.
3. 중대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에 제시한 그래프들에서 적색 실선과 청색
점선에 대해 구분 표시를 추가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가연성기체 농도 감시설비 설계정보

[[관리번호]]

SU12-K2-AMP-4.2.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2.1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
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가연성기체(수소) 농도 감시설비의 농도 측정 방법(건식 또는 습식)을 설
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원자로 격납건물 유한요소해석 모델 상세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4.2.1-3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2.1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로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2.1.4

[[담당부서]]

구조부지평가실

[[검토요건]]

- KINS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4.2.1 III. 4.가
가연성기체 제어설비의 설치위치와 용량이 가연성기체의 연소 또는 폭발
로 인한 원자로격납건물 건전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여유
가 있는지 검토한다.

[[보완요구사항]]

1. 원자로 격납건물의 유한요소해석모델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시오.
가. 원자로 격납건물 구성요소(기초, 개구부 및 관통부, 두께가 증가된 라이너
플레이트, 매입물 및 매설물, 콘크리트 앵커(라이너앵커 포함), 핵연료수송
조, 내부구조물 슬래브 및 폴라크레인거더지지 브라켓 등)를 유한요소로
모델링했는지의 여부와 모델링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나. 보조건물 및 내부구조물의 자중이 기초에 미치는 영향, 원자로 내부구
조물 층 슬래브가 격납건물 벽체를 누르는 힘과 폴라크레인 레일거더가
원자로 격납건물 벽체를 구속하는 힘을 유한요소해석모델에서 고려하였
는지의 여부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다. 원자로 격납건물의 온도경사를 모델에 반영한 방법
라. 원자로 격납건물에 작용하는 토압을 모델에 반영한 방법
2. 해석모델에 입력된 CC 재료(콘크리트, 텐던, 라이너플레이트) 및 MC 재료
(관통부, E/A, P/A 등)의 물성치(stress-strain curve 등)를 유한요소해
석모델에서 고려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3. 해석프로그램의 정당성(Verification and Validation)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오(포스트텐셔닝계통의 하중 입력 포함).

[[구분/비고]]

- 기술내용보완

[[질의제목]]

가연성기체의 연소 또는 폭발 온도 산정 근거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4.2.1-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2.1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로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2.1

[[담당부서]]

구조부지평가실

[[검토요건]]

- KINS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4.2.1 III. 4.가
가연성기체 제어설비의 설치위치와 용량이 가연성기체의 연소 또는 폭발
로 인한 원자로격납건물 건전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여유
가 있는지 검토한다.
- USNRC 규제지침서 1.216.C.3.

[[보완요구사항]]

신한울 1,2호기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로건물 구조건전성 평가보고서 2.1.1에
는 “가연성 기체의 연소 또는 폭발 시 발생하는 수소연소하중 및 온도는 각
각 105 psig와 350 ℉이며 온도의 경우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400 ℉로 고
려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중대사고시의 설계온도 선정의 근거(350
℉) 및 평가에 사용된 온도(400 ℉)가 보수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술적 타당
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신한울 1,2호기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로건물 구조건전성 평가보고서에 보완하시오.

[[구분/비고]]

- 기술내용보완

[[질의제목]]

가연성기체의 연소 또는 폭발 하중 조건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4.2.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2.1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로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담당부서]]

구조부지평가실

[[검토요건]]

- KINS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4.2.1 III. 4.가
가연성기체 제어설비의 설치위치와 용량이 가연성기체의 연소 또는 폭발
로 인한 원자로격납건물 건전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여유
가 있는지 검토한다.
- USNRC 규제지침서 1.136 C.5. CC-3000: Design
- USNRC 규제지침서 1.57 C.I.B. Loading Combinations and Design Limits

[[보완요구사항]]

1. FSAR 3.8.1.4.10(중대사고 내압능력)에 제시된 11개의 중대사고 하중이
력 중 신한울 1,2호기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로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보
고서에 사용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또한 사용된 중대사고 하중이
력이 다른 중대사고 하중이력을 포괄함을 설명하시오.
2. USNRC RG 1.136 및 1.57에 제시된 하중(Pg1, Pg2, Pg3) 중 원자로건물
구조건전성 평가에 사용된 것을 설명하시오. 포함되지 않은 하중이 있다
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3. USNRC RG 1.136 C.5.B(“These loading conditions should include
the effect of temperature)에 따라 온도에 의한 영향이 원자로건물 구
조건전성 평가 시에

하중으로 고려되어 한다. 따라서 온도의 영향을 원

자로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시에 하중으로 고려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4. “중대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부록 B(원자로건물 고온 또는 과압평가)” 표
2.1-3의 LOFW의 최대온도(384.7℉)가 KEPIC SNB 3440 (2) “내부표면의 온도는
3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를 만족함을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 기술내용보완

[[질의제목]]

광역손상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손상 완화를 위한 충수 및 살수 수원

[[관리번호]]

SU12-K2-AMP-4.1.2-3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사용후핵연료 손상 완화를 위한 살수 및 충수에 사용되는 대체수원(복수저장
탱크 등)과 용량에 대한 내용을 사고관리계획서 4.1.2.2.2절에 추가 기술하
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광역손상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손상 완화를 위한 외부 살수

[[관리번호]]

SU12-K2-AMP-4.1.2-2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사고관리계획서 6.2.2절(설계기준초과 인위적재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저장
조 구조물의 손상으로 외부주입관이 손상된 경우, 고압 이동형 살수차를 이
용하여 외부에서 살수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인위적 광역손상 완화
기본운영지침서 붙임 8.4에서는 폭발 등에 의해 대형 관통부가 발생한 경우
살수차를 이용한 외부살수를 적용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압 이동형 살
수차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직접 외부 살수와 관련된 내용을 사고관
리계획서 4.1.2.2.2절과 광역손상완화지침서에 반영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광역손상에 따른 화재진압전략 검토

[[관리번호]]

SU12-K2-AMP-4.1.2-1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가. 사고관리계획서 4.1.2.2.1절(화재 진압 전략)에 기술되어 있는 각 항목
의 내용(가~너)들이 광역손상 완화 기본운영지침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각 항목 별로 설명하시오.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는 사유를 제시하시오.
나. 사고관리계획서 4.1.2.2.1절(화재 진압 전략)에 기술되어 있는 각 항목
의 내용(가~너)들이 광역손상 완화 지침서(또는 방사선비상계획 수행절
차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각 항목 별로 설명하시오.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시하시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광역손상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손상 완화를 위한 외부 살수

[[관리번호]]

SU12-K2-AMP-4.1.2-2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자]]

한기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사고관리계획서 6.2.2절(설계기준초과 인위적재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저장
조 구조물의 손상으로 외부주입관이 손상된 경우, 고압 이동형 살수차를 이
용하여 외부에서 살수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인위적 광역손상 완화
기본운영지침서 붙임 8.4에서는 폭발 등에 의해 대형 관통부가 발생한 경우
살수차를 이용한 외부살수를 적용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압 이동형 살
수차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직접 외부 살수와 관련된 내용을 사고관
리계획서 4.1.2.2.2절과 광역손상완화지침서에 반영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광역손상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손상 완화를 위한 충수 및 살수 수원

[[관리번호]]

SU12-K2-AMP-4.1.2-3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2절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자]]

한기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2.2 설계기준 초과 인
위적재해에 대한 평가

[[보완요구사항]]

사용후핵연료 손상 완화를 위한 살수 및 충수에 사용되는 대체수원(복수저장
탱크 등)과 용량에 대한 내용을 사고관리계획서 4.1.2.2.2절에 추가 기술하
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고해석 시 소외전원 상실 가정의 필요성

[[관리번호]]

SU12-K2-AMP-4.1.1-4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1.1.8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소형냉각재상실사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SI 또는 재순환 상실사고’는 기
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의 가정
과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다중고장사고 분석에서 소외전
원 상실을 가정하여 수행한 분석 결과를 추가로 제출 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노심응축수위 초기값 설정치 관련 근거

[[관리번호]]

SU12-K2-AMP-4.1.1-3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1.1.8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소형냉각재상실사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안전주입 또는 재순환 상실사고에
서 노심 응축수위(그림 9-8)의 초기값은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
서 내 다른 사고에서의 노심응축수위 초기값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노
심응축수위 초기값이 다른 다중고장사고와 다르게 설정된 근거를 제시하
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다중고장사고 평가 보고서 내 추가 분석 필요사항

[[관리번호]]

SU12-K2-AMP-4.1.1-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4.1.1.8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평가 보고서 “9.2.3 이차계통 거동”에서 ‘1,926초
에 증기발생기 저압에 의한 주증기격리신호가 발생하여 주급수가 차단된
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그림 9-13에서는 사고 초기에 주급수 유
량이 0에 가깝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관련하여 주급수 작동에 대
해서 본문과 그림이 일치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LOSFPC 완화기능 수행 설비에 대한 기능수행 가능여부

[[관리번호]]

SU12-K2-AMP-4.1.1.9-1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1.9절
신한울1,2호기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11장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1.9 사용후핵연료저장
조 냉각기능 상실사고

[[보완요구사항]]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사고 관리에 사용되는 각각의 설비(수원, 펌
프, 유로정렬이 요구되는 밸브, 사고감지에 사용되는 계기 등)에 대해 사고
조건에서도 해당 설비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시오. 또
한, 기능수행에 운전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고조건에서도 해당 운전원 조
치가 수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 보고서 내용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4.1.1.3-7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1.3절
신한울1,2호기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장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1.3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

[[보완요구사항]]

신한울1,2호기와 신한울1,2호기의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 보고서를 검
토한 결과 4.2절(관리능력 평가)의 일부 내용이 상이하게 기술되어 있다. 동
보고서를 검토한 후 기술 내용, 용어 등을 일치시켜 보고서를 보완하시오.
또한 1장 표 1-1(전출력 정상운전 조건)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량을 재확인
하고 필요시 수정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부에서 임계유동 발생 여부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4.1.1.3-6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1.3절
신한울1,2호기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장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1.3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

[[보완요구사항]]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부에서 임계유동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발생시
임계유동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임계유동 모델, 방출계수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MSGTR 평가결과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4.1.1.3-5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1.3절
신한울1,2호기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장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1.3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

[[보완요구사항]]

가.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그림 4-21에 제시된 MSIVBV 유
량 해석결과가 신한울1,2호기 해석결과와 다르다. 두 해석 결과가 차
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장 4.3 평가결과에는 운전원 조치
가 있는 경우 증기발생기 제어냉각 착수시점이 1,922초(약 32분)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그림 4-22(주증기대기방출밸브 유량: 운전원조
치를 고려한 경우)에서 확인 가능한 MSADV 최초 개방시점과 시간적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증기발생기 수위에 대한 운전여유도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4.1.1.3-4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1.3절
신한울1,2호기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장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1.3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

[[보완요구사항]]

가. 증기발생기 수위에 대한 운전여유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후
증기발생기 수위변화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하시오.
나. 출력운전 중 주증기안전밸브가 개방이 되지 않도록 운전원이 수위를
감시하고 수위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RELAP5/MOD3.3 전산코드 적용 타당성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4.1.1.3-3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1.3절
신한울1,2호기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장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1.3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

[[보완요구사항]]

가. 사고 분석에 사용된 RELAP5/MOD3.3 전산코드 적용에 대한 타당성
을 제시하고, 실제 실험장치를 통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를 분
석한 실험결과가 있다면 RELAP5/MOD3.3 전산코드 결과와 비교분석
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나.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2.2절에 파단측 증기발생기 수위
조절을 위해 주증기격리밸브 우회밸브가 사용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그림 4-21에는 주증기격리밸브 우회밸브 유량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주증기격리밸브 우회밸브가 모델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출한 RELAP5/MOD3.3 전산코드 nodalization에는 주증기격리밸브
우회밸브에 대한 모델링이 누락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고 모델링이 추
가된 nodalization을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해석시 고려한 초기조건, 가정사항, 주요 입력변수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4.1.1.3-2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1.3절
신한울1,2호기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장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1.3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

[[보완요구사항]]

사고관리계획서 표 1.2-2에 명시된 계통 및 기기 목록에서 동 사고 해석시
사용한 계통/기기의 용량, 밸브 설정치 등 초기조건 및 주요 입력변수를 확
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운전원 조치의 타당성 평가

[[관리번호]]

SU12-K2-AMP-4.1.1.3-1

[[관련장절]]

신한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4.1.1.3절
신한울1,2호기 다중고장사고 관리능력 평가보고서 4장

[[담당부서]]

계통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KINS/GE-N016) 4.1.1.3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파단사고

[[보완요구사항]]

가. 운전원 조치를 고려한 경우 증기발생기 격리 및 압력제어, 파단측 증기
발생기 수위조절, 건전측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증기발생기제어냉각을 수
행하기 위해 가정한 사항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
시하시오.
나. 운전원 조치를 고려한 사고 분석 시 비상운전절차서 비상-03(증기발생기
튜브 파열)에 따라 운전원 수동조치를 수행한다고 기술하였다. 증기발생
기 전열관 단일 파단이 아닌 다중파단사고 분석에도 비상운전절차서 비
상-03(증기발생기 튜브 파열)을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
련 자료를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이동형 설비 비가용 최대시간 및 대응조치시간 판단 근거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3.2-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2(사고관리 설비의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계획)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제8조제4호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지침서 제3.2절 ‘사고관리 설비의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계획’

[[보완요구사항]]

사고관리계획서 3.2.3절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이동형 설비’는 “발
전소내 및 통합보관고에 보관하는 이동형 설비들의 수량과 용량이 부지 내
의 모든 원자력시설에서 장기간의 교류전력 및 최종열제거원 상실이 발생하
더라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여유로 확보한 설비에
대해서는 90일간 가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동형 설비의 수량과
용량 확보를 위한 조치가 24시간 이내에 수행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비가용 최대시간(90일) 및 대응조치시간(24시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 관련 기술내용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3.1-9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2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3.1-13쪽) 3.1.3.2.6절에 기술된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절차서’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재해대응안전센터의 구성 및 운영

[[관리번호]]

SU12-K2-AMP-3.1-8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3.1-4쪽) 재해대응안전센터는 이동형 설비의 이동 및 배치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설비
의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직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오.
가. 재해대응안전센터 전담요원 및 협력업체 담당자의 구성 및 자격조건
나. 재해대응안전센터 전담요원 및 협력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다. 재해대응안전센터 전담요원 및 협력업체 담당자의 인원 관리 방안
라. 비상시 소집 절차 및 소집 불응시 대책 및 대응방안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계기준사고, 다중고장사고 및 중대사고 시 가용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수단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3.1-5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각 사고별 대응체계)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1 “사고관리전략 및 이
행체계”
2.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제3.1절 “사고관리 조직체계 및 지휘통제체
계”

[[보완요구사항]]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3.1.3.1.5절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수단’에
따르면 설계기준사고 및 다중고장사고 시 비내진설계 및 비안전 전원 통신
장비가 가용하므로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수행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 등에서는 비안
전 전원 설비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수단
을 재선정하시오. 또한, 3.1.3.4.5절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수단’에서 중대사
고 시에서도 비안전 전원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수단을 재선정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다수기 동시사고 발생 시 부지 단위의 사고관리 인력 및 설비 적절성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3.1-4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5(다수호기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 시)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제8조제2호
2.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지침서 제3.1절 “사고관리 조직체계 및 지휘통제체
계”

[[보완요구사항]]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3.1.3.5 ‘다수호기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
시’에서 부지 단위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고관리 조치에 따라 필요한 부지 단
위의 사고관리 인력과 사고관리 설비 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이동형 설비 이동 및 대응의 적절성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3.1-3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5(다수호기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 시)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제8조제2호
2.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지침서 제3.1절 ”사고관리 조직체계 및 지휘통제체계“

[[보완요구사항]]

1.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3.1.3.5.1.1절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이동형 비상대응설비의 배치 전략’에 따르면 비상운전반장은 통합보관고
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해당호기의 1MW 이동형발전차를 우선적으로 이동
시키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1MW 이동형발전차 이동시 사고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도착한 순서대로 이동시키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3.1.3.5.1.1절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이동형 비상대응설비의 배치 전략’에 따르면 호기별로 사고 특성에 따라
1MW 이동형발전차가 아닌 다른 설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될 경우, 해당
설비를 이동시킨다고 기술하였다. 다른 설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및 의사결정 주체를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각 사고 형태 간의 상호 연계 및 전환절차 제시

[[관리번호]]

SU12-K2-AMP-3.1-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각 사고별 대응체계)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제8조제2호
2.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지침서 제3.1절 “사고관리 조직체계 및 지휘통제체
계”

[[보완요구사항]]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3.1.3절 ‘각 사고별 대응체계’에는 설계기준
사고 및 다중고장사고,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 설계기준초과 인위적재해,
중대사고, 다수기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와 같은 모든 형태의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기술하고 있으나, 각 사고의 진전 과정을 고려한 사고간의 상호
연계 및 전환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단일호기 사고에서 다수기 사고로 전환
되는 경우를 포함한 사고의 진전 과정을 고려하여 사고간의 상호 연계 및
전환절차를 제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다수기 동시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전략 타당성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3.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5(다수호기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 시)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제8조제2호
2.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지침서 제3.1절 “사고관리 조직체계 및 지휘통제체
계”

[[보완요구사항]]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3.1.3.5.1.1절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이동
형 비상대응설비의 배치 전략’에 따르면 다수기 사고 시에는 사고발생 6시간
이후부터 발전소 진입을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
여 전략을 구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보수적 가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
함하여, 사고대응 진입시간(6시간) 선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다수기 관련 사항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3.1-1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1 “사고관리전략 및 이
행체계”

[[보완요구사항]]

1. 다수기와 관련하여 3.1.3.5절에는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로 인한 다수기
동시사고 발생시, 사고관리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지휘통제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1 제2항
제5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특정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접 원
전의 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고로 인
해 운전원 등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경우에도, 인접 원전의 안전
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며, 사
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의 방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접 원전의 안전성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

건을 만족하는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계기준초과 인위적재해 관련 기술내용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3.1-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3.1.3.3.6 절에 기술된 ‘비상운전절차서’ 및 ‘계통절차서’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책임과 권한의 이관 단계구분의 적절성

관리번호

SU12-K2-AMP-3.1-10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사고 대응조직의 의사결정체계는 초기 비상조직 → 비상조직(비상대책실
발족 전) → 비상조직(비상대책실 발족 후)의 단계에 따라 의사결정 책임
과 권한이 이관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표 3.1-5를 보면 비상
대책실의 주요 임무는 발전소 외부에서 종사자 및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검토, 방재대책기관과의 협조 등 발전소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사고 발생 후 짧은 시간동안 3단계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
나. 책임과 권한의 이관 실행 가능성의 검증방안
다. 그림 5.1-2는 지침서간의 연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부재해 등으로 긴
급한 상황에서 지침서간의 순서를 따를 여유가 없을 경우의 조치 계획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고관리 조직체계 및 의사소통체계

[[관리번호]]

SU12-K2-AMP-3.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3.1절

[[담당부서]]

계측전기평가실

[[검토요건]]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서 제3.1절 사고관리 조직체계 및 지휘통제체
계

[[보완요구사항]]

1. 사고관리계획서 “3.1.1.4.2 중대사고 비상대응전문가팀(SAFE-T)”의 비상
대응전문가팀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사고관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시오.
2. 사고관리계획서 “3.1.2.10 비상통신 설비”의 표 3.1-10에는 한울본부의
비상 통신설비가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설비의 현재 구비
여부와 운영방안을 설명하시오. 또한, 위성전화의 경우 설비의 위치 및
개수 등 상세 내용을 표 3.1-10에 반영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인위적재해 대응 관련문서의 관리

[[관리번호]]

SU12-K2-AMP-2.5-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5.2.2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한 문서는 보안문서로 관리하는 것
이 일면 타당한 듯이 보이지만,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교
육훈련 등을 통해 운전원이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안위 고시 (원자로.42)에서 요구하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의 경우 보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
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시오.

가. 원안위 고시 (원자로.42)에서 요구하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 대응
하기 위한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내용
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평상시 교육훈련 계획
다. 상기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구분/비고]]

[[질의제목]]

지침서에 기반한 절차서의 작성

[[관리번호]]

SU12-K2-AMP-2.4-3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4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1 “사고관리전략 및 이
행체계”

[[보완요구사항]]

1. EOG에 근거하여 EOP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전원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MOG, EDMG, SAMG의 경우에는 각각 관련 기술적 배경을 근거
로 하여 작성될 MOP, EDMP, SAMP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들 절차서의 개발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과 향후 보완계획을 설
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절차서간의 중복여부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2.4-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4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1 “사고관리전략 및 이
행체계”

[[보완요구사항]]

1. MOG-09 “저 붕괴열 온도제어” 및 MOG-10 “안전주입탱크 격리” 등의
절차는 EOP 조치사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EOP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절차서간의 전환

[[관리번호]]

SU12-K2-AMP-2.4-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4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1 “사고관리전략 및 이
행체계”

[[보완요구사항]]

1. (그림 2.4-1) 그림 2.4-1는 사고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간의 연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OP와 MOG 및 EOP와 EDMG 간에는 절차서간 전환이
기술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SAMG와 MOG 및 SAMG와 EDMG 간
에는 절차서 전환과 관련된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MOG에서 EOP로의 전환 및 EDMG에서 EOG로의 전환 필요성 및 관
련 조치 또는 절차
나. SAMG와 MOG 및 SAMG와 EDMG 간에는 절차서 전환과 관련된 조
치 또는 절차
다. 외부재해 발생시 MOG와 EDMG 간의 관계 및 이들 절차서간의 전환
조치 또는 절차

[[구분/비고]]

[[질의제목]]

수소 위협조건 관련 평가자료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2.3-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3.3.2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본문 중에는 “만약, 수소농도가 원자로건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면, 원자로건물 압력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비상기술
지원실에서 발전소 상태를 적절히 판단하여 전략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본문을 수정하시오.
가. 수소농도가 원자로건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 사고
경위
나. 상기 사고경위에 대응한 중대사고 대응설비의 종류 및 성능
다. 압력을 줄이지 않을 경우, 격납건물 손상방지 대책
라. 비상기술지원실에서 적절히 판단하기 위한 검토사항 및 기술적 배경
또는 근거
마. 상기 라항을 반영한 사고관리계획 및 평가 결과

[[구분/비고]]

[[질의제목]]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제어 관련 추가 자료

[[관리번호]]

SU12-K2-AMP-2.3-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3.1.2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2.3-6쪽)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제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
시오.
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제어에 사용되는 설비 및 이들 설비의 설계기
준 (안전계통인지 확인)
나. 압력제어와 노심냉각 유지가 상충될 경우, 압력제어에 우선하여 노심
냉각 절차를 선택하는 근거 및 가압열충격 발생 가능성과 평가결과
다. 압력제어는 과냉각도 유지와 비교하여 차순위 운전조치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SBLOCA와 같이 높은 압력이 유지되는 경우 노심냉각 방안

[[구분/비고]]

[[질의제목]]

극한재해 영향평가 자료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2.2-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2.2.2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2.2-4쪽) ‘극한재해 대응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는 극한재해로 인한 발전
소의 손상 정도’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손상 정도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

한 기술이 생략된 채, 필수전원과 제어계측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가정하
였으며, 재장전수 충수 기능 등 8가지를 선정하였다.

한편 기술기준규칙

과 고시에서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외부재해 (인위적재해)에 대해서는
“대상 외부재해의 선정” 및 그로 인한 “영향 평가 (동일 부지내 다수기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시오.
가. 인위적재해로 인한 발전소의 손상상태 평가 내용 및 결과
나. 발전소 손상 상태에 따른 필수안전기능의 상실 가능성
다. 상실된 필수안전기능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대응설비 및 대응설비가
수행할 안전기능
라. 사고 대응의 유효성 평가 결과

[[구분/비고]]

[[질의제목]]

장기간 소외오염 방지관련 평가 결과

[[관리번호]]

SU12-K2-AMP-2.1-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1.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2.1-4쪽) 중대사고 완화단계의 사고관리 목표는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
2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장기간의 소외 오염을 초래하는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관리의 목표는 피폭선량 제
한치 이외에도 장기간의 소외오염 방지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
간의 소외오염 방지 목표와 관련하여 수행한 평가 내용 및 결과를 제시
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중대사고 예방 단계에서의 허용기준

[[관리번호]]

SU12-K2-AMP-2.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1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한수원은 다중고장사고 또는 극한재해로 인한 현저한 핵연료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DBA
허용기준을 참조한 정량적 허용기준에 산화도, 수소발생량 등의 피복재
손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시오.
핵연료 손상 방지 관점
- 노심냉각 기능 유지
- 사용후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
기능 유지
- 피복재 최고온도 1204℃이하 또는
노심혼합수위 2ft 여유도 유지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원자로건물 압력
경계 방호벽 기능 유지 관점
- 원자로냉각재계통 최고압력 KEPIC
MN C급 운전한계 이내 유지
- 원자로건물 압력 계수하중범주(FLC)
하중 압력 이내 유지

2. 사고관리계획서 2.1.2절에서 제시한 허용기준을 4.1절(중대사고 예방능력
의 평가)에서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해당 장/절에 명확히 작성
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필수안전 기능의 정의 및 분류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2.0-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2.2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원자력발전소에서의 필수안전기능은 (1) 반응도 제어, (2) 핵연료 냉각,
(3) 방사성물질 격리의 3가지를 포함한다. 이들 필수안전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고유한 설계특성을 이용하기도 하며 대응 설비를 설치
하기도 한다. 이때 설치되는 대응 설비는 3가지 필수안전기능을 확보하
는데 필요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설비의
안전기능 (또는 세부안전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
음을 보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오.
가. 2.2절의 내용을 보면 필수안전기능과 설비의 안전기능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각 대응 설비가 수행하는 기기의 안전기능을
필수안전기능과 연계하여 구분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된 내용을 보
완하시오. (2.2절 전체 해당)
나. (2.2-1) 안전기능으로 분류된 ‘필수 보조설비의 유지’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제출하시오.
다. (2.2-1) ‘노심 열제거’와 ‘냉각재계통 열제거’를 별개의 안전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따로 구분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
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고압 이동형 살수차의 유지 관리 프로그램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1.2-4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제1장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사고관리계획서 본문 1.2.3.3.8절 ‘고압 이동형 살수차’에 따르면 고압 이
동형 살수차는 보조설비로 “사고대처에 필수 안전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설비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완화에 필요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설비“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절차서(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설비의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 프로그램)에는 해당 설비를 보
조설비가 아닌 ”냉각수 공급을 위한 이동형 설비“로 기술하고 있다. 사고
관리계획서 본문과 표준절차서 간의 불일치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시 수
정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이동형 열교환기의 상세 자료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1.2-3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1.2.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1.2-23쪽) 이동형 열교환기가 정지냉각열교환기로부터 노심 붕괴열 또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 열부하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시오.
가. 이동형 열교환기의 운전과 관련된 상세자료
나. 이동형 열교환기가 운전되는 시점에 정지냉각열교환기의 작동이 가능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분/비고]]

[[질의제목]]

사고관리 관련 이동형 설비 확인

[[관리번호]]

SU12-K2-AMP-1.2-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제1장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사고관리계획서 본문 1.2.3.3.8절 ‘고압 이동형 살수차’에 따르면 필요시
고압 이동형 살수차를 이용하여 외부주입유로를 통한 냉각수 공급이 가능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각 지침서(MOG, EDMG, SAMG)에서는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외부주입전략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
고관리계획서 본문과 지침서 내용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시 각
지침서에 고압 이동형 살수차를 이용한 외부주입 방안을 기술하시오.
2. 이동형 펌프(고압 이동형 펌프, 저압 이동형 펌프, 고유량 이동형 펌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시오.
가. 주입(연결) 유로 P&ID
나. 기동 조건
다. 토출압
라. 설계유량
마. 급수원
바. 설비가 사용되는 지침서 또는 전략

[[구분/비고]]

[[질의제목]]

중대사고 대응설비의 운전가능성 입증 자료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1.2-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1.2.1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5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본절 및 2.2.3절에 기술된 설비들 중에는 운전중예상과도 및 설계기준사
고를 위한 안전계통 외에도 정상운전중에 사용되는 제어설비 및 계통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설비는 안전계통으로 설계되지 않아 설계기준사고의
분석에서도 계통의 작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대사고의 경우 더욱
심각한 환경조건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도 작동성이 보장
되는 설비 및 계통에 대해서만 사고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기술기
준규칙 제85조의20).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출하시오.
가. 이들 설비의 작동이 해당 중대사고의 사고경위와 모순되지 않음을 보
이는 자료
나. 각 설비들이 중대사고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중대사고 조건에서 설비의 작동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설비
를 이용한 중대사고 대응과정에서 오조작 또는 오동작 가능성 및 영
향 평가 결과

[[구분/비고]]

[[질의제목]]

설계기준초과 외부재해의 선정관련 자료 제출 및 보완

[[관리번호]]

SU12-K2-AMP-1.1-3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1.1.3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1.1-11쪽) “본 사고관리계획서는 인위적재해 사고의 범위를 의도적인 항
공기충돌을 포함한 인위적 원인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로 발생하는 광역
손상까지 고려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양한 재해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근본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로 보인다. 그러나, 원안위 고시 (원자로.42) 제4조를 보면 “2. 테러
행위와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을 인
위적 재해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
되는 복합재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중 원안위 고시 (원자로.42) 제4조 제2
호에 따라 고려한 인위적 재해와 한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한 인위적 재해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나. 상기 가)의 구분에 따라 원안위 고시 (원자로.42) 제4조 제2호에 따라
고려한 인위적 재해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구분/비고]]

[[질의제목]]

다중고장사고의 선정관련 자료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1.1-2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1.1.2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1.1-6쪽) “누적 노심손상분율 상위 90%까지의 사고경위 목록에 속하고,
해당 사건경위에 의한 노심손상 분율이 1% 이상인 모든 사고경위를 검토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분/비고]]

사건 경위별 검토결과를 제출하시오.

[[질의제목]]

다중고장사고의 선정 참고자료 보완 및 제출

[[관리번호]]

SU12-K2-AMP-1.1-1

[[관련장절]]

사고관리계획서 1.1절

[[담당부서]]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검토요건]]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요구사항]]

1. (1.1-5쪽)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중고장사고를 도출하기 위해 참
고문헌 5~7을 검토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출하시오.
가. 참고문헌 6은 신규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문서로 판단되는데, 이를 가
동원전에 적용한 배경 및 항목별 검토결과
나. 참고문헌 7의 사본 (사업자 문서로서 규제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함.)

[[구분/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