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S/GE-N0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개정6판)

Safety Review Guidelines for Light Water Reactors

(Revision 6)

제 1권 (1장 ~3장)



작 성 참 여 자

총괄 : 심사총괄실 이종민

작성 및 검토자

심사총괄실: 이정재, 이종민

기계재료평가실: 강석철, 김낙철, 김선혜, 김진겸, 노우진, 이상민 

안전해석실: 양채용, 김병순, 우승웅, 김갑, 안승훈, 정훈영, 오덕연, 한범석, 강동구, 윤

동혁, 정혜동, 진창용, 최용원. 김태훈B, 김정윤

계통평가실: 이기대, 이심원, 박준상

계측전기평가실: 정윤형, 이동훈, 김지태, 한지윤, 이해현

중대사고리스크평가실: 서영하, 김혜민, 김태훈, 박수경, 이승우 

방사선평가실: 김홍태, 이관희, 이호진

전문위원: 정충희, 김세원, 김용범, 이세열, 방영석, 김인구



서     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단계에서 건설 및 운영허가 신

청자(이하 허가신청자)는 원자력발전소가 종사자 및 일반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건설․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허가신청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상세하게 설계 및 분석하고 원자력안

전법 제10조 및 제2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될 사항을 모두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허가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평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사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안전심사과정에서 검토자에게 필요한 규제요건과 허용

기준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의 검토절차 또는 

규제입장을 밝힌 문서이다. 따라서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서를 활용하여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해당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평가

하여 안전성을 심사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하

여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설계자와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보

다 포괄적인 토대위에서 원전설비의 안전성 검토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안전심

사지침이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허가신청자는 해당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검토자는 본 안전심

사지침 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동시에 참고하여



야 하며,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이 본 안전심사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제기준

과 규제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각 절은 검토주관부서, 검토연계분야, 검토범위, 검토(허용)기

준, 검토방법(절차) 및 평가결과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각 검토부서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토부서간의 상호보완 

및 연계검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해당 절의 안전성심사를 

총괄 및 주관하며 심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검토협조부서는 해당 협조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검토의견을 검토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안전심사지침서의 각 절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의 앞에는 절 제목, 검토주관부서, 개정번호, 개정이력 등을 표에 기록하였다.

Ⅰ.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안전성 검토업무 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검토주관부서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검토연계

부서가 수행하고 상호 공유하여야할 검토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기술기준은 국내법규에 의한 

해당기준 및 현재 국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외국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일부 절에서는 검토주관부서의 기술적 입장이 

부록에 기술되어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 및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기술하고 있으며, 검토자가 검토대상인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계통, 기기, 분석데이터 또는 정보가 허용기준에 만족함

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계별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Ⅳ. 평가결과

  특정 검토분야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의 형태에 관한 예를 기술하고 있

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각 절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검토결론을 안전심

사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다. 본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업무를 어떤 측면에서 

수행하였으며, 어떤 면을 강조했었는지를 포함해서 추가 요구되는 정보, 추후 

해결되어야 할 사항 및 미해결사항과 원전설계자 또는 신청자 계획사항 중 안

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안전심사지침에서 위배된 

사항의 근거 등을 포함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Ⅴ. 참고문헌

  안전심사지침서 개발에 사용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열거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국내원전 안전성평가와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과정에서 

검토자가 축적한 오랜 심사경험, 해외 최신 기술기준 및 국내 법령 개정 내용, 

1․2차 계통 통합안전규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심사과정에

서 축적된 규제기술 및 국내외 최신기술을 본 지침에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심사에서 누락되는 항목이나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없도록 꾸준하게 개정작

업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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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2.2-1 저온운전 시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과압방지

부록 5.3.2-1 파괴인성 요건

부록 5.4.2.1-1 증기발생기 2 차측 수화학 감시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 



제6장 공학적안전설비

6.1.1 공학적안전설비 재료

6.1.2 보호도장계통 - 유기재료

6.2.1 격납건물 기능설계 

6.2.1.1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건식형 격납건물

6.2.1.2 부격실 분석

6.2.1.3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4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5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6.2.2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6.2.3 이차 격납건물 기능설계

6.2.4 격납건물 격리계통

6.2.5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6.2.6 격납건물 누설시험 

6.2.7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 

6.3 비상노심냉각계통 

6.4 주제어실 상주보장 설비

6.5.1 공학적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 

6.5.2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

6.5.3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 

6.6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 중 및 시험

부록 6.1.1-1 비상노심냉각수의 pH 제어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부록 6.2.3-1 이중격납건물로 설계된 원전의 우회누설경로 결정(안)

부록 6.2.4-1 정상 운전중 격납건물 환기 및 배기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 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계산 방법

부록 6.3-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부록 6.4-1 밸브 또는 댐퍼 수리의 대안(Alternative)에 대한 허용기준 

제3권 (7장 ~ 8장)

제7장 계측제어

7.0 계측 및 제어 - 검토절차 개요

7.1 계측 및 제어 - 서론

7.2 원자로정지계통 

7.3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7.4 안전정지계통 

7.5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6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7.7 제어계통

7.8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7.9 데이터 통신계통

표 7-1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규제요건, 허용기준 및 지침

부록 7.0-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

부록 7.0-2 가동 중 원전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변경허가 검토절차

부록 7.1-1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침

부록 7.1-2 KEPIC ENB-6100 "보호계통 설계" 준수에 관한 평가지침

부록 7.1-3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준수에 관한 평가지침

부록 7.1-4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준수에 관한 평가지침

부록 7-1 고압력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저압력계통의 격리

부록 7-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축압기 배관에 있는 전동기 구동밸브에 관한 요건



부록 7-3 원자로냉각재펌프 비가동중 원자로 운전을 위한 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변경

부록 7-4 보조급수계통의 설계기준 

부록 7-5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부록 7-6 안전주입모드에서 재순환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설치된 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부록 7-7 Regulatory Guide 1.22의 적용에 관한 지침 

부록 7-8 원자로보호계통의 예상정지에 관한 요건

부록 7-9 Regulatory Guide 1.97 적용을 위한 지침

부록 7-10 격리장치의 적용과 품질 

부록 7-11 계측장비의 설정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지침

부록 7-12 보호계통의 저항온도검출기(RTD) 교차교정에 대한 지침

부록 7-13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토지침

부록 7-14 자기시험 및 감시시험 설비에 대한 평가지침

부록 7-15 디지털 컴퓨터 기반 I&C 계통에서의 PLC 사용에 대한 평가지침

부록 7-16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계통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지침

부록 7-17 디지털 컴퓨터 실시간 성능에 관한 평가지침

부록 7-18 일반의제, 현장실사 

표 7-1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규제요건, 허용기준 및 지침

제8장 전력계통

8.1 전력계통 - 서론

8.2 소외전력계통 

8.3.1 소내 교류전력계통

8.3.2 소내 직류전력계통

8.4 발전소 정전사고(SBO)



부록 8.2-1 발전차단기(GCB) 및 부하차단스위치에 대한 지침

부록 8.3-1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현장이음에 대한 내환경검증 지침

부록 8-1 안전주입탱크 배관에 있는 전동기 구동밸브(MOV)에 대한 요건

부록 8-2 디젤발전기의 첨두부하 시 이용

부록 8-3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 

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

부록 8-5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 지시에 대한 보완 지침

부록 8-6 발전소 전력계통의 전압 적합성

부록 8-7 디젤발전기 우회 및 작동불능상태에 관한 경보 및 지시에 관한 기준

부록 8-8 발전소 현장답사

부록 8-9 소내전원(비상디젤발전기) 및 소외전원의 허용정지시간(AOT)확장

제4권 (9장 ~ 10장)

제9장 보조계통

9.1.1 신 핵연료 저장 

9.1.2 사용후 핵연료 저장 

9.1.3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9.1.4 경하중 취급계통 

9.1.5 중하중 취급계통 

9.2.1 용수계통 

9.2.2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9.2.4 식수 및 위생수 계통 

9.2.5 최종 열제거원 

9.2.6 응축수 저장시설 

9.2.7 필수냉방계통 설계 심사지침



9.3.1 압축공기계통 

9.3.2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9.3.3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9.3.4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9.4.1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9.4.2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

9.4.3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

9.4.4 터빈건물 환기계통

9.4.5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9.5.1 화재방호계획

9.5.2 통신계통

9.5.3 조명계통

9.5.4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9.5.5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9.5.6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9.5.7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9.5.8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부록 9.5.1-1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지침

제10장 동력변환계통

10.2 터빈 및 발전기계통

10.2.3 터빈 회전자 건전성 

10.3 주증기 공급계통 

10.3.6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 

10.4.1 주복수기 



10.4.2 주복수기 진공계통

10.4.3 터빈축 밀봉계통 

10.4.4 터빈우회계통 

10.4.5 순환수계통

10.4.6 복수정화계통 

10.4.7 복수 및 급수계통

10.4.8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10.4.9 보조급수계통 

10.5 담수계통

부록 10.2-1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에 대한 설계 지침

부록 10.4.7-1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예방 설계지침

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한 설계

제5권 (11장 ~ 19장)

제1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11.1 방사선원항

11.2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11.3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11.4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11.5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부록 11.3-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배출

부록 11.4-1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지침

부록 11.4-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에 대한 설계지침

부록 11.5-1 방출종료 또는 유로변경 등을 위한 연동신호를 제공하는 방사성

유출물 감시기의 설계지침



제12장 방사선방호

12.1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12.2 방사선원

12.3-4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12.5 방사선방호계획 

제13장 운영관리

13.1.1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 

13.1.2-3 운전조직

13.2.1 원자로운전원 훈련

13.2.2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13.4 운전단계 활동사항 

13.5.1.1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13.5.1.2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그램 

13.5.2.1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13.5.2.2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부록 13.5.2.1-1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평가를 위한 검토절차

제14장 초기시험계획

14.2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제15장 사고해석

15.0 서론 - 과도 및 사고해석

15.0.2 사고해석 방법론



15.1.1-4 2차 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사고(급수온도 감소, 급수온도 증가, 증

기유량 증가, 증기발생기 압력 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1.5 증기관 파단사고

15.2.1-3 외부 부하상실, 터빈정지, 복수기 진공 상실

15.2.6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15.2.7 정상급수유량 상실

15.2.8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계통 배관파단

15.3.1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15.3.3-4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및 펌프축 파손사고

15.4.1 우발적 제어군 인출(미임계 또는 저출력에서)

15.4.2 우발적 제어군 인출(출력 운전중)

15.4.3 제어봉 오작동 

15.4.4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

15.4.6 우발적 원자로냉각재 붕소희석

15.4.7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15.4.8 제어봉이탈 사고

15.5.1-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작동 및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오작동

15.6.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6.2 격납건물 외부로 일차계통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배관의 파단에 대

한 방사능 영향

15.6.3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

15.6.5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의 가상된 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정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15.6.5.1 격납건물 누설분을 포함한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15.6.5.2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 격납건물 외부 공학

적안전설비 부품으로부터의 누설



15.7.3 액체탱크 손상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15.7.4 핵연료취급사고

15.7.5 사용 후 수송용기 낙하사고

15.8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

부록 15.1.5-1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선량 평가

부록 15.4.8-1 제어봉이탈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평가 

제16장 기술지침서

16.0 기술지침서

제17장 품질보증계획

17.1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

17.2 운전단계 품질보증

제18장 인간공학

18.1 인간공학 - 개요

18.2 제어실

18.3 안전변수지시계통

제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

19.1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19.2 중대사고 대처능력

19.3 중대사고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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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개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안전심사지침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은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 내용이 

규제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의 검토절

차 또는 규제입장을 밝힌 문서이다. 안전심사지침이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허가

신청자는 해당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대안

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안전심사지침의 개발)

안전심사지침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평가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요

건을 수립하고 적용해 오는 동안에 검토자가 축적한 심사경험, 최신 해외 기술기준 제·

개정 동향, 국내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내 원자력 산·학·연 

전문가, 심사기관 실무 담당자 등에 의해 제시되는 제반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주

기적으로 개정․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심사지침의 적용) 1)

본 안전심사지침은 이 지침의 발간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제출되는 인허가 신청서류

(예,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중 하나로 제시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심사에 적용된다. 신청자는 설계특성, 해석기법 및 절차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본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는 내용간의 모든 차이

점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절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제안된 대체방법

이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임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안전심사지침의 적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의 내

용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검토절

차를 거쳐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개요, 개발 및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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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절 개요 및 연계

검토주관 : 심사총괄 담당부서 (해당 원전 심사PM) 및 모든 분야별 검토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은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라 경수로형 원전의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또는 운

영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예,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SSAR)/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제1장에 기술되

는 개요 내용에 대해 이를 검토하는 규제사업 책임자 및 검토담당부서 검토자에게 검

토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예, SSAR/PSAR/FSAR) 제1장에서는 2가지 유형의 정보가 제시

된다.

(1) 전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한 제반 정보

(2) 신청서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고려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예; 안전심사지

침 허용기준 준수)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허가 신청 종류, 발전소 호기 수, 발전소 예정 위치에 대한 간략한 기술, 격납건물 

구조물 종류 및 설계자, 핵증기공급계통 종류 및 설계자, 노심 열출력(정격 및 설계출

력 모두 포함) 및 해당 순 전기출력, 건설 완료 예정일 및 상업운전 예정일 등 신청서 

전반의 주요 개괄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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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소 일반설명

부지 주요 특성 및 발전소에 대하여 요약 설명내용을 검토한다. 발전소에 대한 설

명에서는 공학적안전설비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계측제어 및 전력계통, 동력변환계통,

핵연료 취급 및 저장계통, 냉각수계통 및 기타 보조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등에 

대한 주요 설계기준, 운전특성 및 안전성 고려사항 등의 간략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

다. 또한 발전소의 전체적인 배치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준의 평

면도 및 입면도를 사용하여 주요 구조물 및 기기의 일반적인 배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성 관련사항으로 특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도 제시되어야 한다. 추가적

으로, 특이한 부지특성, 특별히 어려운 공학적 및/또는 건설 관련 고려사항(예; 모듈 

건설기법 또는 계획)에 대한 해법 그리고 설계에 반영된 중요한 기술적 변경 항목은 

강조되어야 한다.

3. 유사 발전소와의 비교

유사한 설계 및 출력 수준을 갖는 다른 발전소와 비교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해 검

토한다. 비교 결과 유사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에 대한 구분을 하며 그 특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인 내용은 유사하지만 기술의 발전이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상이한 내용은 유사성 비교에서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4. 참여기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 또는 계약자에 대해 검

토한다. 또한 품질보증프로그램의 감사 등을 수행하는 주요 자문기관 및 외부 용역조

직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신청자는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설계자, 종합설계사(A/E),

건설회사 및 발전소 운영자 사이의 책임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 신규 안전설비의 성능

기존에 허가되었던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크게 다르거나 또는 안전기능

을 확보하기 위해 일체형, 고유형, 피동형 또는 다른 혁신적 방법을 적용한 원자력발

전소의 경우, 신규 안전설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정보 또는 관련 정보가 포함된 참고문

헌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점 검토한다.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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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일부로서 참고문헌으로 포함되는 모든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기술보고

서의 목록 표를 검토한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00조에 따라 원자

로 설계자 및 제작자, 종합설계사(A/E) 또는 다른 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신청 

또는 다른 목적의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된 보고

서로 정의된다. 상기 표에서는 각각의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번호, 제목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일자 그리고 동 보고서가 참고문헌으로 사용되는 허가

신청서의 해당 절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문서로 

정보공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 표에서는 관련 사항(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제

외한 보고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른 종류의 신청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던 기술보고서 중 전체 내용 

또는 일부 내용이 이번 신청서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술보고

서의 목록 표도 검토한다. 만약 다른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되었던 어떤 정보가 이번 

신청서에서 참고자료로써 사용된다면, 명확성과 관련 정황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번 신청서의 관련 절에 해당 정보의 요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 및 해석결과는 별도의 보고서로 제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동 보고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예, SSAR/PSAR/FSAR) 해당 절(1.6절)에 참고자료로 명기되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에서 요약 기술되어야 한다.

7. 도면 및 기타 상세 자료

신청서의 관련 절에서 서로 참고되는, 전력, 계측 및 제어, 조명, 통신에 대한 범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전기도면, 계측 및 제어기능 도면의 목록 표를 검토한다. 신청서

의 관련 절에서 서로 참고되는 계통도(예, 배관 및 계장도) 및 계통기호의 목록 표도 

검토한다. 이 자료에는 적용하고 있는 도면 기호와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표준설계와의 연계

표준설계 인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 인가를 참조하는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의 경

우, 신청자가 규정한 인가설계 범위 밖의 설계특성과 승인이 필요 없는 발전소 부분의 

전형적 개념설계에 대한 연계요건이 기술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설 및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시공·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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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계획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표준설계인가 또는 건설허가 발급 시 부과된 

조건사항의 이행현황 표가 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에 제시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

고 있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표준설계 인가를 참조하는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의 경

우에는 해당 표준설계인가 내용과의 설계차이점을 목록화(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 

표시 포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에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9. 규제요건 준수

KINS 규제지침(Regulatory Guidances) 및 미국 NRC 규제지침서(Regulatory Guides)

신청에 적용되는 KINS 규제지침과 미국 NRC Regulatory Guides(이하 "RG")와의 준

수 적합성에 대한 목록 표를 검토한다. 상기 표에는 신청에 적용되는 KINS 규제지침

과 미국 NRC RG의 지침내용과의 차이점에 대한 식별 및 설명과 함께 허가신청자가 

제안한 모든 대체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 및 이러한 방법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에 적절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KINS 안전심사지침

서류 적합성 심사 종료일 6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유효한 KINS 안전심

사지침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발전소 평가 내용을 검토한다. 이 평가에는 설계특성,

해석기법 및 절차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KINS 규제기준 포

함)에 기술된 내용과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는 내용간의 모든 차이점에 대한 식별 및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이점이 있는 경우, 제안된 대체방법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KINS 규제기준 포함)의 근간이 되는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 하여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을 참고로 제시하거나 평가내용을 제시

하여야 한다.

일반안전현안 및 TMI 요건

허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시점의 NUREG-0933에 규정되어 있는 미해

결 안전현안과 중간 순위 및 고 순위의 일반안전현안 중 허가 신청한 발전소 설계와 

기술적으로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기술적 해결방안과 그러한 해결방법이 중점적으

로 검토되어 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을 규정한 목록 표를 검토한다. 상기 표

에는 참조요건인 미국 10CFR50.34(f)에 규정된 TMI 요건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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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후속조치 요건

후쿠시마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발전소 설계와 기술적으로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기

술적 해결방안과 그러한 해결방법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을 규정한 목록 표 및 요약된 세부내용을 검토한다.

부적합사항 보고 규정에 따른 보고

부적합사항 보고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적용 및 잠

재적인 영향 평가내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표준설계인가를 참조하는 건설 및 운영허

가 신청의 경우에는 표준설계 이후 및 신청 시점사이의 부적합사항 보고서에 대한 평

가가 기술되어야 한다.

운전경험(Generic Communications)

서류적합성 심사 종료일 6개월 전에 발행된 국내(원전 사고·고장 보고서 등) 및 해외 

(미국 NRC Generic Letter(이하 “GL")와 Bulletin에 기술된 운전경험 등)의 유사한 운

전경험이 발전소 설계에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신청서류상 기술내용에 대

해 검토한다.

10. 다수 호기 운전 부지내 원자력발전소

이 절에서는 다수 호기가 운전되고 있는 부지 내에서의 건설 활동이 가동 중 발

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도에 대한 평

가와 함께 가동 원전의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한 운영 관리 방

안의 설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정보는 규제사업책임자와 분야별 검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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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서의 검토자에게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장을 참고하지 않아도 전체 시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전체 발전소 설계에서 

각 개별항목의 상대적 안전중요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상세한 정보가 기

술된 관련 장의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규제사업책임자는 분야별 검토자가 1장 이

후의 장을 참조하지 않아도 전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조정한다.

2.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특정 정보를 규제사업책임자와 분야별 검토담당부

서의 검토자에게 신청서 전체에 걸쳐 규제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

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사업책임자는 분야별 검토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특정 기술현안(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KINS 규제기준 포함) 불일치 및 KINS 규제

지침/미국 NRC RG 적용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조치 개선내용 등 SAR 1장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분야별 검토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하고 그 검토결과를 확인․조
정한다.

3.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 활동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 규제사업책임자는 부

지 위험도 관련 검토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하고, 필요

시 가동 원전 규제사업책임자와 협의한다.

4. 규제사업책임자는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인허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을 검토하

고, 관련 해당분야 검토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해당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

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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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허가 신청서류 심사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나.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

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능력”

2. 운영허가 신청서류 심사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나.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 “운영허가 신청”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 “변경허가 신청”

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 심사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제12조, “표준설계인가”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표준설계인가 신청”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4조,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증계획의 이행”

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 원자력발전소 기술기준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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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체

5. 미해결 안전현안 관련 규제요건

가. 10CFR52.47(a)(21)

나. 10CFR52.79(a)(20)

6. TMI 관련 규제요건

가. 10CFR50.34(f)

나. 10CFR52.47(a)(8)

다. 10CFR52.79(a)(17)

7. 운전경험 반영 관련 규제요건

가. 국내 운전경험 관련 고시 등 

나. 10CFR52.47(a)(22)

다. 10CFR52.79(a)(37)

8. 부적합사항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 “부적합사항 보고”

나. 미국 10CFR21

9.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

(원자력안전과-1566, 2011.05.06.)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원자력안전과-1102, 2014.03.17.)

10.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제요건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 41) “원자력 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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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법,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식별해야 하고,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상기의 일반적인 규제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없다.

2. 규제 고려사항의 경우, 허용 여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장 또는 관련 절에서 논의

되는 규제요건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내용에 근거한다. 해당 절과 관련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KINS 규제기준 포함)은 해당 절의 논의배경과 관련하여 검토된

다.

3. 새로운 안전 특성의 성능에 대해서는 (1) 이러한 특성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

서에서 예측된 것과 같이 성능을 발휘할 것이고, (2) 계통간 상호작용의 영향이 수

용 가능하며, (3) 신청자가 분석코드를 실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라

는 확신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설계 검증시험 요건은 개별효과시험 또는 

종합계통시험, 모형시험 또는 시험․분석․운전경험 조합 등의 방법으로 충족될 수도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정한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기준(KINS 규제기준 포함)에 근거한다. 이러한 허

용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경우, 검토자는 제안된 대체방안이 II.항에 기술된 관련 규제요

건을 준수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해

야 한다.

1.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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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업책임자는 검토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 1장 이후의 장·절을 참조하지 않아

도 전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규제 고려사항

규제사업책임자는 규제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검

토한다. 규제사업책임자는 특정 기술현안에 대한 검토업무를 분장, 조정한다.

3.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 활동의 잠재적 위험

규제사업책임자는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 활동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

부지 위험도 관련 검토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 및 조정하

고, 필요시 가동 원전 규제사업책임자와 협의한다.

4. 인허가 약속사항 

규제사업책임자는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인허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을 검토

하여, 해당 인허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 해당분야 검토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

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 및 조정한다.

IV. 평가결과

규제사업책임자는 관련 분야별 검토담당부서 검토자의 지원을 통해 신청자가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결론이 

안전성 심사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결론의 판단근거를 

기술한다.

신청자는 검토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 1장 이후의 장을 참조하지 않아도 전체 시설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신청자는 건설 활동이 가동 중인 원전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 등, 규제 고려사항을 집중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제1장의 규제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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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업책임자는 관련 검토자의 지원을 통해 인허가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인허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을 검토하여, 인가 또는 허가 발급이전에 완료될 수 없음을 결

정한다. 이 인허가 약속사항에 대한 검토 및 평가결과는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2.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4.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5. 원자력안전법 제12조, “표준설계인가”

6. 원자력안전법 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7.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 “건설허가 신청”

8.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1조, “변경허가 신청”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 “운영허가 신청”

1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 “변경허가 신청”

1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1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조,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1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4조,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1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1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

1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능력”

1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1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2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2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증계획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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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2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2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7. 10CFR52.47(a)(21)

28. 10CFR52.79(a)(20)

29. 10CFR50.34(f)

30. 10CFR52.47(a)(8)

31. 10CFR52.79(a)(17)

32. 10CFR52.47(a)(22)

33. 10CFR52.79(a)(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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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KINS SRG 변경내용 설명 요약서

- 1장 “개요 및 연계”

[본 붙임은 안전심사지침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제1장 검토를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각 장·절에 해당 장·절의 변경내용과 변경이력을 포

함할 경우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1. 변경개요

동 KINS 안전심사지침(SRG) 1장 (개정5)는 2014년 12월에 발간된 지침(개정4)과 참

조지침인 미국 NRC Standard Review Plan(SRP) 1.0절 (최신 개정)내용을 참조하고,

KINS 조직개편, 국내 원자력법규의 개정 및 SAR 1장에 대한 심사경험을 반영하고

자 수정하였음.

2. 주요 변경취지 및 세부내용 요약

1) 검토주관부서 :

-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내용 반영하였으며 검토주관부서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현행 KINS SRG에서는 현행 검토관행에 따라 모든 검토참여부서를 검토연계부

서에서 반영하였음. (참조: 미국 NRC SRP는 2차 검토담당부서로 유관분야 모든 

검토참여부서로 명시되었음.)

2) I. 검토분야 

2.1) 표준설계인가관련 신청내용 추가하여, 관련 사항을 통합함. 그리고 국내에 없

는 제도(제작면허신청)관련 내용 삭제함.

2.2) 안전성분석보고서를 SSAR, PSAR, FASR로 예시함.

2.3) (기존 미번역 사항)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문서관련 사항 추가함.

2.4) (I.8) 표준설계 인가를 참조하여 건설 및 운영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대한 검토

사항 (검증계획 반영, 인허가시 부과된 조건사항 이행 현황 반영, 표준설계와 차

이점 목록화) 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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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9) KINS 규제기준 및 지침에 대한 차이점 식별 및 설명을 신청서류에 반영

하도록 함.

- 최근 신규 원전 인허가 대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설계 및 

관련 개선사항의 조치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

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함.

- 부적합사항 보고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과의 연관성 검토될 수 있도록 함.

- 운전경험관련 SAR 반영을 위한 검토대상 국내 및 해외운전경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추가 함.

2.6) 검토연계분야와 관련 원자력심사단 PM부서와 분야별 검토담당부서간 검토의

뢰 및 결과 상호 확인 조정활동을 반영하고, 검토절차의 검토연계내용(가동 원전

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활동의 잠재적 위험, 인허가 약속사항)을 보다 추가로 반

영하여 수정함.

3) II. 허용기준  

(3.1) (규제요건) 법령 조항 번호 수정(고시 개정 시마다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기 위해 고시 발행 연도 및 번호를 생략하고 고시집의 번호(예: 원자로.30)만 표

시함) 및 검토분야 변경 추가(국내 운전경험 반영, 부적합사항 보고, 후쿠시마 후

속조치 등)에 따른 관련 규제요건 추가 

4) III. 검토절차

(4.1)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건설 활동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토절차 명확화 

하였음. (검토연계분야에도 구체화하여 추가함.)

(4.2) 미국 SRP개정내용 및 국내 심사경험을 반영하여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인허

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 현황 에 대한 검토를 반영함.

5) IV. 평가결과 

(5.1) 검토분야 및 내용으로 추가된 인허가 약속사항(후속조치 포함) 이행현황 검토

결과 등을 심사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함.

6) V. 참고문헌 

(6.1) 변경내용에 따른 참고문헌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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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발시점의 원자력안전법령 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7) VI. 첨부 

(7.1) 첨부 1(변경내용 설명요약서)

- 후속 개발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변경취지 및 주요 내용을 목차별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반영함.

(7.2) 첨부2(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작성 지침)

- KINS 안전심사지침의 적용관련 별도로 안전성분석보고서 장·절의 기술내용

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NRC Regulatory Guide 1.70 (개정 3,

1978년 11월)과 미국 NRC Regulatory Guide 1.206 (개정 0, 2007년 6월)에

서 1장의 기술내용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신규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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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내용 표준 작성 지침 

- Ch.1 [개요 및 발전소 일반사항]

[본 붙임은 안전심사지침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제1장 검토를 위한 보조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장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요 및 발전소의 일반사항

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장은 검토자 또는 열람자가 다른 장을 참조하지 않고도 

발전소 전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렇게 함으로서 전반적인 발전소 설계에 미치는 각 세부항목간의 안전성에 관한 

중요도를 예측 및 인식하게 되어 안전성분석보고서 1장 이후의 각 장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다.

1.1 개요

본 절에서는 아래 사항을 비롯하여 신청서의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간략히 기술해

야 한다. 즉, 신청한 인허가의 종류, 부지 건설되는 발전소의 수, 신청한 발전소의 

위치에 대한 간결한 기술, 원자로증기공급계통 및 원자로건물의 형태와 설계자, 정

격 및 설계 노심열출력 준위 및 이들 열출력준위에 따른 유효전기출력, 준공예정

일, 각 발전소의 예상 상업운전일 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1.1.1 발전소 위치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소 위치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즉, 부지의 위치 및 

부지내의 발전소 배치를 보여주는 한 개 이상의 지도,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와의 

인접성 정도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기존의 제한구역경계에 위치하는 발전소)를 기

술해야 한다.

1.1.2 원자로건물 형태

본 절에서는 원자로건물 설계에 대한 개요 수준의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즉, 독

립 구조형 또는 지지형, 원통형 또는 구형, 선형 또는 용기형, 차폐건물 형태, 강화 

콘크리트 또는 포스트텐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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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원자로 노형

본 절에서는 핵증기공급계통의 모델 및 설계자, 원자로 노형(가압형 또는 중수형 

원자로)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1.1.4 출력

본 절에서는 대략적인 유효전기출력, 정격 및 설계 노심열출력 준위에 대해 기술

해야 한다.

1.1.5 계획 

본 절에서는 준공예정일 및 상업운전 예정일을 기술해야 한다(예정일은 날짜로 명

시하기 보다는 인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기간을 명시한다).

1.1.6 신청서 양식 및 내용

본 절에서는 아래의 항목들을 참조하여 신청서의 양식 및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1) 규제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양식 및 내용의 준수여부

(2) 신청서 제출 6개월 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효한 KINS 안전심사지

침(SRG)의 준수여부(즉, SRG 허용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특성, 해석기법, 방법론

과의 차이점 기술)

(3) 신청서 양식 및 내용, 본문, 표 및 그림의 번호체계

(4) 페이지번호 체계

(5) 지적재산권 정보를 확인하고 참조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

(6)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약어 목록(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청서에는 포

함되는 문서의 경우는 해당문서 고유의 약어 목록을 작성)

1.2 발전소의 특성

본 절에는 부지의 주요특성에 대한 요약과 발전소에 대한 일반 사항을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발전소에 대한 기술에서는 다음 각 계통에 대한 주요 설계기준, 운

전특성 및 안전성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즉, 핵증기공급계

통, 공학적안전설비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계측제어 및 전력계통, 동력변환계통, 핵

연료취급 및 저장계통, 냉각수 및 기타 보조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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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한다. 주요 구조물 및 기기의 배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평면도 및 

입면도로서 표시해야 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설비들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특이한 부지설계 특성, 발전소 설계상 특별한 공학적 접근방법이 적용된 사항, 시

공 시 고려사항(예, 모듈화 공법)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1.3 다른 시설과의 비교

1.3.1 유사 발전소 설계와의 비교

본 절에는 유사 원자력발전소(되도록이면 이미 설계, 건설 혹은 운전 중인   발전

소)와의 주요 유사점 및 상이점에 대한 요약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교는   핵증기공급계통 공급자(NSSS), 발전소종합설계자(A/E) 또는 인허가신청

자에 의해서 설계되었거나 건설된 발전소 또는 발전소의 일부분과의 유사점 및 차

이점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 관련내용을 인용하여 상호 참조표

(Cross-reference)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비교표는 원자로 설계변수의 비교에

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안전설비, 원자로용기의 개념, 계측 제어 및 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다른 주요계통과 같은 발전소의 모든 주요설비를 

포함해야 한다.

1.3.2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비교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정보와는 독립적으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는 작성되

어야 한다.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에는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제출이후 발전소 

내의 모든 변경된 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각 항목들은 변경된 내용과 

이유를 기술하여서 각 장별 상호 참고가 되도록 기술해야한다.

1.4 발전소 설계, 건설 및 운영 참여기관의 명시 

본 절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 참여기관 또는 계약

자를 명시해야 한다. 주 자문기관 및 외부용역기관(품질보증계획의 감사를 담당하

는 등의)을 명기해야 한다. 원자로 설계자, 종합설계자, 시공자 및 발전소운영자 사

이의 책임한계를 기술해야 한다.

1.5 추가 기술 자료에 대한 요건

본 절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건설허가의 발급을 뒷받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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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추가 기술 자료가 요구되는 안전설비 또는 기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기술해야 한다.

(1) 최신설계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자료 개발 프로그램과 기존에 

입증된 설계의 충분한 보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자료 개발 프로

그램을 구분한다.

(2) 문제점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해법임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특정기술 

정보에 대해 기술한다.

(3) 자료가 어떻게 입수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이 

자료가 제공된 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절의 참고문헌 등을 기술한다.

(4) 발전소의 예상 시운전일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의 완료 계획을 기술한다.

(5) 프로그램 결과가 문제점의 해결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설계대안 또는 운전제한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규제기관이 승인한 특정주제기술보고서 요약 보고서를 인용해도 좋다. 그러나 

이를 인용하는 경우, 각 기술정보항목이 신청자가 신청한 발전소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언급해야 한다.

1.6 참고 자료 

본 절에서는 신청서의 일부로서 인용된 모든 특정주제기술보고서의 목록을 제시해

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주제기술보고서(topical report)”는 원자력안전법 제

100조에 따라 원자로 제작자, 종합 설계자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준비된 보고

서와 이 신청서 또는 이외의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별도로 제출

된 보고서를 말한다. 이 목록에는 각 특정주제기술보고서에 대해 제목, 보고서번

호, 규제기관에 제출된 일자, 이 보고서가 인용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대외비문서로서 일반에게 밝힐 수 없는 특정주제기술

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 중 공개가능한 일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언급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신청서에 전체 또는 일부가 인용된 다른 신청서에 첨부되어 규제기관

에 제출된 모든 문서를 도표로 나타내야 한다. 다른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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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인용된 경우, 이러한 자료의 요약은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해당 절에 서술해야 한다.

시험과 분석의 결과들이 별개의 보고서로 제출될 경우에, 이 보고서들은 본 절에 인용

되어야 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에 요약되어야 한다.

1.7 도면과 기타 세부자료

사업자는 전력계통, 계측제어, 조명 및 통신도면의 범례를 포함한 각 장, 절간의 

상호 참고가 되는 모든 계측제어성능도면과 전기 단선도의 표를 제공해야한다. 추

가로 배관 및 계측도면과 같은 계통도면 및 각 장, 절의 상호 참조를 위한 계통의 

식별기호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의 도면범례 및 요약을 포한한다.

1.7.1 배관 및 계장도 (P & ID)

본문 절에는 신청서의 관련 절에서 인용된 계통도면(예, 배관 및 계장도) 및 계통 

명칭의 목록을 수록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도면의 범례 및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

다.

1.7.2 기타 세부자료

본 절에는 컴퓨터 코드의 입력 및 출력용지, 지질과 지진,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 자

료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들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규제요건 및 규제기준 준수

1.8.1 규제지침서 준수 

발전소 신청서에는 주요설계기준을 포함하는 시설물의 설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

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에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제기관

에서 이전에 건설허가를 발급한 발전소와 유사한 설계 및 위치의 원자력발전소의 

주요설계기준에 대한 최소 요건을 수립하였다. 또한 다른 노형의 원자력발전소의 

주요설계기준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침

서에는 원자로시설 등에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일반설계기준을 규제기관

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다. 건설허가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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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INS 규제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평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설계를 위해 참조

하고 있는 미국 NRC 규제지침에 대한 평가내용도 제시하여야 한다. 그 평가에는 

설계에서 사용되는 규제지침과의 차이점 및 대체방안에 대한 정당성을 기술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허가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규제지침서의 준수내용을 평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1) 1절, 발전용 원자로

(2) 4절, 환경평가 및 부지선정(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적용)

(3) 5절, 핵연료 및 발전소 방호(보안계획에 적용)

(4) 8절, 발전소 종사자 보건관리

검증된 설계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완벽한 시설을 위한 설계정보를 제시해

야하며 모든 안전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한

다.

1.8.2 KINS 안전심사지침(SRG) 준수

인허가신청자는 인허가신청일 6개월 전까지 유효한 KINS 안전심사지침(SRG)에 대

해 발전소를 평가해야 한다. 본 절에서 요구되는 평가에는 제안된 발전소의 설계

특성, 분석기법, 절차적 방법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모든 차이점 

및 동등성을 식별하고 기술해야 한다. 차이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안된 대체방

안이 허용기준의 상위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를 평가해야 한다.

1.8.3 일반안전현안 및 TMI 요건 

추후 개정 시 작성 예정

1.8.4 Operational Experience (Generic Communications)

추후 개정 시 작성 예정

1.8.5 Advanced and Evolutionary Light-Water Reactor Design Issues

추후 개정 시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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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부적합사항 보고 

추후 개정 시 작성 예정

1.8.7 후쿠시마 후속조치 

추후 개정 시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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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1.1절 부지위치 및 현황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의 위치 및 현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1. 발전소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기술되었는지를 검

토한다.

가. 발전소의 위도, 경도 및 UTM 좌표계

나. 행정구분 표시

다. 발전소 소유경계표시, 소유면적 및 제한구역

라. 원자로 및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위치

마. 부지주변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산업시설, 공공시설 및 건물, 휴양

지, 거주지 등)

2. 원자로로부터 가장 가까운 제한구역 경계거리까지의 각 방향 및 거리를 포함하

고 원자로와 관련 주요 발전소 구조물을 포함한 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현황 

기술 및 관련 도면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제한구역에 인접하여 있거나 통과하는 고속도로, 철로 및 수로 등 지형지물에 

대한 기술내용 및 관련 도면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에서 검토된 부지위치와 현황에 관한 자료는 제한구역의 권한과 통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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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2.1.2절), 인구분포(안전심사지침 2.1.3절), 부지주변의 잠재적 재해 확인(안전

심사지침 2.2.1-2절)과 잠재적 사고의 평가(안전심사지침 2.2.3절)를 독립적으로 검토하

는데 참조자료로서 활용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 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과 주

거를 제한하는 제한구역을 두도록 하며,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에서 정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등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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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되, 국ㆍ공유의 도로ㆍ철도ㆍ인공수로ㆍ하천ㆍ해양ㆍ임야 

및 공원에 대하여는 원자로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

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시설의 안

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원자로시설을 방사성

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

이 규제기준은 방사선사고 시 주민의 건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과 관련된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 중심지 및 인구밀도를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 규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9.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 중심지 및 인구밀도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지침을 제공한다. 사

업자는 이 규제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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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허용기준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

려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의 부지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운영 및 유사시 통제가 가능

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지 주변의 자연적 및 인위적 현상은 안전운영에 

필요한 특성평가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나.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부지선정 및 안전설계 시 부지위치 및 현황에 관한 위

도․경도 좌표, 행정지역 구분 표시, 발전소 소유경계, 소유면적 및 제한구역 

표시, 원자로 및 안전관련 주요구조물에 대한 위치, 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공

적 지형지물(산업시설, 공공시설 및 건물, 휴양지, 거주지 등), 제한구역에 인접하

여 있거나 통과하는 고속도로․철로․수로, 기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의 기초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지위치와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의 평가에는 평가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공

신력 있는 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절에 해당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항목과 형식은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

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검토과정에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다른 유사 발전소에서 

최근에 검토된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수집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

고 있어야 하며, 이 절에 기술되는 부지위치 및 현황자료는 다른 장․절에서 검토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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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됨을 인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기술을 요구하여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

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시한 관련 도면이 적절치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련기관(국립지리원, 시청, 군청 등)으로 부터 구입하여 검토에 활용한다. 이러한 도면

들에 부지지역의 독특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특징을 포함한 지형자료를 마련하기 위

해서는 항공사진분석이나 부지답사를 통하여 보완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 중에 부지를 방문하는 것은 부지의 자연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답사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공되어 있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 및 기술내용을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부지답사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부지위치 및 현황자료

의 1차 검토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검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지답사를 계획할 경우에는 신청자와의 예비 검토결과를 토의하는 계획된 회의에 

추가하여 일정기간 부지에 머무르면서 독립적인 자료수집 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 등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자는 수집된 자료가 안전심사지침 2.1.2, 2.1.3, 2.2.1, 2.2.2 및 2.2.3절의 검토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가 수집한 자료와 신청

자가 제시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와의 예비검토회의, 외부 전

문가에 의한 제3자 검토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부지에 가장 적합한 자

료를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검토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불충분, 부지여건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

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전소 지역주민 및 부지의 안

전성에 보수적인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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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가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요구사항과 일치

함을 확인한다. 검토결과 작성 시 관련 요건 만족여부, 검토에 적용된 검토결과, 관련

요건에 만족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부지위치 및 현황에 대한 기술내용 및 관련 

자료는 적절하다고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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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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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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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1.2절 제한구역의 권한과 통제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 시설의 제한구역에서의 권한, 통제권,

거주의 제한, 활동의 제한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검토자는 제한구역 내에서의 모든 권한 및 통제권을 신청자가 확보하고 있는 지

의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방사선사고 시 원자로 운영자가 지정된 제한구역 내

에서의 모든 인원과 재산의 통제 및 권한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자가 확보하였는지를 검토한다.

가. 신청자가 제안한 제한 구역내에서 채광권을 포함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제안한 제한구역에 관한 법적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정 법률가의 자문이 요구될 수 있다.

나. 설정된 제한구역에 수역이 포함된 경우 이들 지역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다. 사고 시 일반 개인이 선량 제한치을 받기 전에 제한구역 밖으로 충분히 대피 

및 소개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라. 제한 구역내에 위치하는 국유·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 등에 대해서는 사고 시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2. 제한 구역내에 허가된 발전소의 정상가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들을 검토한다. 이

러한 검토는 활동목적 및 형태, 제한구역 내의 특정위치, 그 활동에 참가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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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수와 분류 그리고 활동이 허가된 사안의 빈도와 시간 등을 포함한다.

3. 검토자는 제한구역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 검토자는 대상사고, 선원항 평가 및 선량평가 등에 대해서는 담당지원 부서

의 협조를 얻어 제한구역 경계거리의 설정과 관련된 사항(대상사고 선정, 방

사선원항 평가, 선량평가 등)과 사고 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일반 개인들이 

받는 선량이 선량기준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부지 내에 2기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을 원자로시

설마다 산정한 후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의 경계로 설정하였는

지 여부와 원자로시설 간의 상호 영향 여 부를 검토한다.

4. 부지 내에 2기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을 원자로시설

마다 산정한 후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의 경계로 설정하였는지 여

부와 원자로시설 간의 상호 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5. 원자로로부터 가장 가까운 제한구역 경계거리까지의 각 방향 및 거리를 포함하

고 원자로와 관련 주요 발전소 구조물을 포함한 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현황 

기술 및 관련 도면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제한구역에 인접하여 있거나 통과

하는 고속도로, 철로 및 수로 등 지형지물에 대한 기술내용 및 관련 도면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사고 시 대기확산평가는 방사선폐기물평가실이, 사고 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일반 

개인들이 받는 선량이 선량기준 제한치를 초과여부는 안전평가실이 검토한다. 이 절에

서 검토되는 제한구역과 관련된 지리학적 기술은 부지의 위치 및 현황(안전심사지침 

2.1.1절)에서 검토되며, 제한구역경계 설정과 관련된 사항(대상사고 선정, 방사선원 평

가, 제한구역경계에서 선량 평가 등)은 사고해석에 관한 절(안전심사지침 15장)에서의 

검토와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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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그리고 방사선 사고 시 제한구역

내 일반인의 출입 및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 단계에서 제한구역에 관한 법

적 및 기술요건을 충분히 만족해야 하며, 운영허가단계에서 제한구역에 대한 관련 규

제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핵연료의 장전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절에 적용 가

능한 법규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 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과 주

거를 제한하는 제한구역을 두도록 하며,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에서 정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등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

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되, 국ㆍ공유의 도로ㆍ철도ㆍ인공수로ㆍ하천ㆍ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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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야 및 공원에 대하여는 원자로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시설

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원자로시설을 방사성

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수기 건설”

동일한 부지 안에 2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자로시설이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자로시설에 따른 제한구역의 범위는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정의한다.

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9.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

이 규제기준은 방사선사고 시 주민의 건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과 관련된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 중심지 및 인구밀도를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 규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10.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 중심지 및 인구밀도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지침을 제공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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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이 규제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시설 운영자는 상기의 허용기준에 따라 제한구역내에서 모든 활동 등

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여 방사선사고 시 제한구역내에서의 인원과 재산

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 및 제한구역의 설정에 관한 기준이 되는 대상사고는 최대 

설계기준사고이며, 대상사고 발생시 제한구역 외곽경계선상에서의 주민에 대

한 피폭방사선량은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제한치 이내이어야 한다.

다. 그 밖에, 이 절에 해당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항목과 형식

은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이 안전심사 지침에서 다루는 범위에 대한 선정 및 중점사항은 사안별로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검토과정에서 주의를 요하는 범위에 대한 판단은 다른 유사 발

전소에 대하여 최근에 검토된 자료 및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제한구역 경계거리 설정범위가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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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제한구역내 부지가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국․공유의 도로, 철도, 하천, 해

양 및 임야에 대하여는 방사선 사고 시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제한구역 경계에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 외의 일반인의 출입을 적절

히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수용하기 곤란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 법률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검토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불충분, 부지여건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

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전소 지역주민 및 부지의 

안전성에 보수적인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설정한 제한구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절차 및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검

토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인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원자력안전법 시

행령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등에 따라 제한구역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 외의 일반인의 출입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부지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 확보되어 있고, 국․
공유의 도로, 철도, 하천, 해양 및 임야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

제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신청자가 제안한 제

한구역 경계거리 및 방사선 사고 시 제한구역내 모든 권한 및 통제 기능이 관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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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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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1.3절 인구분포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시한 인구분포 현황자료, 제한구역, 저인구지대의 설정 및 비상관리계획,

인구중심지의 설정 및 위치, 인구밀도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적절하

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평가에 사용된 자료가 최근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의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와 예상인구분포 추계 등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적절성도 함

께 검토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등을 포함한 인구분포 현황자료, 인구중심

지의 설정 및 위치, 인구밀도가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평가에 사

용된 자료가 최근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와 예상인구분포 추계 

등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에서 검토되는 인구분포에 관한 사항의 제한구역 설정, 사고 시 비상관리계획 

등의 적절성은 사고 시 대기확산 평가(안전심사지침 2.3.4절), 방사선 비상계획(방사선

방재 심사지침서(KINS/GE-R-010)),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안전심사지침 15)등을 참조

한다.

  이 절에서 검토되는 인구분포에 관한 사항은 부지의 위치 및 현황(안전심사지침 

2.1.1절) 및 제한구역의 권한과 통제(안전심사지침 2.1.2절)를 참조하여 제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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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대 설정과 관련된 사항

(대상사고 선정, 방사선원평가,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경계에서 선량평가 등)은 사

고해석에 관한 절(안전심사지짐 15장)에서의 검토와 연계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 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과 주

거를 제한하는 제한구역을 두도록 하며,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에서 정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등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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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되, 국ㆍ공유의 도로ㆍ철도ㆍ인공수로ㆍ하천ㆍ해양

ㆍ임야 및 공원에 대하여는 원자로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시설

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원자로시설을 방사성

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

이 규제기준은 방사선사고 시 주민의 건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과 관련된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 중심지 및 인구밀도를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 규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9.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 중심지 및 인구밀도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지침을 제공한다. 사

업자는 이 규제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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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의

1) “제한구역”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 제7호 및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제2항에 따라 정의되는 구역으로서 사고 

후 2시간 동안 그 외곽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총량이 전

신 25rem 또는 갑상선 300rem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저인구지대”라 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제2항

에 따른 제한구역의 주변 지역으로서 그 외곽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총량이 사고 전체 기간 동안에 전신 25rem, 갑상선 300rem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인구 중심지”라 함은 인구밀도가 국가 평균 인구밀도을 초과하는 총인구 

25,000명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을 말한다.

나. 인구 중심지

1)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인구중심지의 가장 가까운 외곽경계가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 외곽경계까지 거리의 4/3배 이상인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인구 중심지 외곽경계의 설정 및 평가는 공공기관의 최근 인구자료를 이

용하여야 하며, 인구 중심지 평가를 위한 인구분포도는 행정구역별 인구

가 아닌 평가대상지역의 실제인구분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지지역의 인구밀도

1) 원자로시설은 부지반경 50 km 이내 지역의 평균인구밀도는 원자력발전소 가

동 전체 기간 동안 국내 평균 인구밀도을 초과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

다.

2) 인구밀도 평가 시 비거주지임이 명백한 바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상기 “1)”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질학적 안정성, 환경영향, 냉각

수 공급, 인력의 활용, 교통로 발달, 비상계획 등의 기타 특성에 있어서 

제안된 부지의 우수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이 절에 해당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항목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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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

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에는 최근의 다른 발전소에서 검토

된 자료와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충분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독립적으

로 수집한 인구현황자료, 저인구지대, 인구 중심지거리 및 인구밀도자료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어떠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

는 신청자에게 질의를 요구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얻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

부를 충분히 검토한다.

검토자는 이 절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허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기술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의 검토분야별 검

토 주안점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1. 인구분포 현황자료

검토자는 제출된 인구기초자료가 현재의 인구현황과 일치하는지 정부의 인구통계,

지자체 인구자료, 계발계획 등과 비교 검토한다. 인구분포특성 및 운영기간 동안의 

인구추계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

청자의 자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 특히 과도하게 과소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한다.

2. 제한구역

검토자는 제한구역내에 상주인구가 없으며, 신청자가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건설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단계에서는 운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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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또는 부지내 핵연료 반입 중 빠른 시점) 이 전까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3. 저인구지대의 설정 

검토자는 저인구지대 설정의 타당성 여부와 사고발생시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

치의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저인구지대의 인구분포특성을 검토한다. 인구분포에 

관한 자료에는 상주인구 뿐 만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인구(근로자, 학교/병원/유형시

설/관광지 인구 등)의 현황과 예측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저인구지대 현황

검토자는 저인구지대의 인구분포특성을 검토한다. 인구분포에 관한 자료에는 상주인

구 뿐 만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인구(근로자, 학교/병원/유형시설/관광지 인구 등)의 

현황과 예측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인구중심지의 설정 및 위치

검토자는 인구 중심지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인구분포가 실제 인구분포에 최대한 가

깝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인구 중심지 설정 시 지형, 주거지의 특성, 토지의 

이용현황, 교통망,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분포특성의 변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부지특성이 인구 중심지 외곽경계 설정 시 종합적으로 반

영되었는지, 부지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인구중심지가 허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이

격거리 요건을 만족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6. 인구밀도

검토자는 안전정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원자로시설 부지 주변의 인구밀도에 대한 평가 

내용이 허용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방법, 절차 및 위치제한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를 검토한다. 또한 필요시 검토자는 별도로 평가대상 지역의 인구밀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평가결과와 비교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대상지역의 

인구밀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지의 여타 우월적 부지특성을 부지 적

합성 여부 결정시 참고할 수 있다.

검토자는 또한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자료로서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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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최근의 자료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자료 및 자료출처 등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는 지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부지조사를 통한 자

료수집 및 분석도 요구된다. 이들 인구분포 현황자료는 방사선비상계획과 조치계획 등

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하므로 관련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검토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불충분, 부지여건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

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전소 지역주민 및 부지의 

안전성에 보수적인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충분한 인구분포 현황, 저인구지대, 인구 중

심지, 인구밀도 및 방사선사고 시 저인구지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과 자료가 관련 기술요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경우 안전심사

보고서에 인구분포에 대한 자료 및 기술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기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한 인구분포 현황, 인구 중심지 설정 및 

위치, 인구밀도 등을 검토하여 기술내용 및 자료가 관련 기술요건의 요구사항을 충분

히 만족하고 있을 경우 안전심사보고서에 인구분포에 대한 자료 및 기술내용은 적합

한 것으로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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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8.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2 “부지의 위치”

9.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10. 부지 및 부지평가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월보, 연보, 고시 등

11. KINS/AR-310-138,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거리 설정에 관한 기술현황 분석”,

1994. 12.

12. KINS/RR-641, “인구 중심지 위치제한 규제지침 기반기술개발”, 2008. 12.

13. 10 CFR 50,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Section", 50.34.

14. 10 CFR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ces for Nuclear Power Plants."

15.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16.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1978, USNRC

17. Regulatory Guide 1.4, "Assumption used for evaluating of LOCA for PWR,"

USNRC.

18.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t NPPs," USNRC.

19. Regulatory Guide 4.7, "General site suitabili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Stations," USNRC.

20.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

for Nuclear Power Plants," Section 2.1.3.

21. NUREG-1465, "Accident source terms for Light-water NPPs," US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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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2.1~2.2.2절 부지주변의 잠재적 재해 확인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안전심사지침은 원자로시설의 안전 설계와 위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

특성에 대해 논한다. 검토자는 부지주변의 잠재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다. 현존하거나 계획된 원자로시설 수명기간 중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

는 잠재적인 재해 또는 유해물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의 목적은 안전심

사지침 2.2.3절, 3.5.1.5절 및 3.5.1.6절의 내용을 검토⋅평가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재해

의 존재와 그 크기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검토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영역을 포함한다.

1. 공항, 항공로, 도로, 철로, 수송관 그리고 해로를 포함하는 교통시설과 경로의 위치 

및 이격거리

2. 제조, 처리 및 저장시설과 같은 군사 그리고 산업시설의 존재 여부. 이 시설은 소

내 압축 또는 액체수소, 액체산소 및 프로판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부지주변의 잠재적 재해 확인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의 유출에 의한 주제어실 상주 가능성은 안전심사지침 6.4절을 참조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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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및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그리고 성능이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 공항, 포사

격장 및 미사일기지, 댐 및 하구둑 등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및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 신청

자는 이 요건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부지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기술⋅제출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 원자로

시설은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

에 의한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

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대하여 준용할 외국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6)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

업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7.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3.1(부지주변의 잠재적인 재해 확인) : 원자력시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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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주변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잠재적

인 재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2(원자로시설에 대한 인위적 사고의 영향평가) : 부지주

변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잠재적인 재해를 평가하여 이러한 시설로

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재해가 원자로시설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지 변수

들이 정해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주변지역에서 산업, 군사 및 교통시설의 위치와 이격 거리가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제공된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

서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구한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2. 이 안전심사지침 III의 검토절차에 인용된 가능성이 있는 재해들을 확인할 수 있도

록 부지 및 주변지역에서 처리, 저장, 사용 또는 운반될 수 있는 생산품이나 물질 

등을 포함하여 수행되는 활동들의 특징, 범위 등이 적절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에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재해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4. 기술적인 근거 : 원자로의 안전 운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소내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에는 (1) 압축 또는 액체수소와 프로판의 소내 저장 (2) 유해물질(예를 들면,

기름 또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이용 또는 다른 위험들(예를 들면, 취수 구조물과 

바지선의 충돌, 부지로의 항공기 추락)을 포함하는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들이 있

다. 이 안전심사지침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계기준사건으로 간주되는 잠

재적 사고들을 안전심사지침 2.2.3절에서 결정하고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소내 또

는 주변지역에서의 설계기준사건들은 사건발생확률이 10-7/년 이상인 사고로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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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현행 법

령정보를 반영함] 명시된 지침을 초과할 정도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

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잠재적 중대성을 가진 사고로 정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물

리적인 특성들이 존재하는 부지라도, 발견된 결격사항들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공학적안전설비가 원자로시설 시설물의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제안된 부지는 적

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 부근 수송로에서의 예상폭발에 관한 평

가지침들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91(참고문헌 12)을 참조한다. 이들 요

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소내 또는 부지주변의 산업, 군사 또는 교통시설상의 유해

물질 또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원자로시설이 적절하게 보호되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확인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허용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대안이 허용기준에 대한 관련 요건과 부합하여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1. 검토자는 부지와 부지주변에서 공항, 항공로, 도로, 철로, 수송관 그리고 해로를 포

함하는 교통시설과 경로의 존재 유무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에서 산업, 군사 및 교통시설의 위치와 이격 거리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가능하다면 제공된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

터 구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공된 자료를 평

가한다. 참고문헌 15에서 다루었던, 작은 조각들이 500 m까지 퍼져나가면서 350

m까지 로켓처럼 쏘아 올려지는 “rocketing” 탱크차의 범위 내에 원자로시설이 위

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접 철도로부터의 거리를 확인한다. 참고문헌 20은 

주변 군사 비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 검토자는 부지와 부지주변에서 제조, 처리 및 저장시설과 같은 산업시설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반경 8 km 이내 지역에서 확인된 모든 시설과 활동

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로부터 약 1 km 이내 범위에서 재해 잠재성을 갖

는 활동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시설에 근접한 모든 잠재적인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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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km 이상 거리에서의 시설과 

활동이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3. 과거 검토 경험을 토대로 부지주변에서 사용, 저장, 운반되는 잠재적인 유해물질의 

종류와 관련된 특정 자료(거리, 양 및 선적빈도 포함)를 검토하여, 서류열람에 의하

여 가능한 많은 잠재적 사고 상황들을 배제한다. 참고문헌 11과 12는 폭발성 물질

에 대한 안전 이격 거리을 확인하고 있으며, 참고문헌 13과 14는 유독성 화학물질

에 대해 비슷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검토자는 도관에 의한 재해의 허용 가능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참고문헌 17을, 극저온 연료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19를, 탱크 

바지선 위험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18을 사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부지 내 대형 

저장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는 비등수형 원자로

에서 배기 기체 계통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원자로 냉각수내 산소 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복수 및 급수계통에서 부식 및 부식 생성물 방출을 억제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검토자는 이러한 물질의 저장과 사용과 관련한 재해를 평가

하기 위한 지침으로 참고문헌 25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판은 저준위 방사성폐기

물(예를 들면, 건식 연소성 폐기물 또는 오염된 기름)의 소각에 사용될 수 있다. 액

체 또는 압축 수소와 액체산소의 소내 저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프로판의 소

내 저장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4. 가능하다면,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자료를 구하여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점검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자료는 국립지리정보원의 지형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출간한 지질

도, 항공사진, 출판간행물, 정부 및 지방 기관과의 접촉 그리고 여타 원자로시설의 

신청서류(특히 부지의 위치가 같거나 동일 냉각수원을 이용할 경우)를 통하여 수

집할 수 있다. 또한 검토자는 부지를 방문하거나 현장 사무소와 계속적인 논의 과

정에서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부지 방문에 관한 상세한 지침은(안전심사지침 

2.1.1절 참조) 명확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자로시설의 제안된 수

명기간에 걸친 미래의 잠재적인 재해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사고 발생시, 이 사고로 인한 영향 때문에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시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설계기준사고로도 제외할 수 없는 잠재적인 사고를 확인한

다. 이렇게 확인된 잠재적 사고는 안전심사지침 2.2.3절, 3.5.1.5절 또는 3.5.1.6절의 

기준을 적절히 이용하여 상세하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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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부지주변의 잠재적인 재해 확인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자료가 안전심사지

침 2.2.3절, 3.5.1.5절 및 3.5.1.6절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정확하고, 완벽하며 자세한지를 확인한다.

관련 규제기준에 따른 부지특성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평가는 규정의 만족 여부에 대한 검토자의 결론을 뒷받침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

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술해야 한다. 검토자의 평가에

는 신청자가 적용 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다는 것에 대한 입증, 독자적인 계산 수행,

그리고/또는 적절한 가정의 검증이 포함될 수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특정 

자료가 검토에 필수적이지 않아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술할 수 있다. 검토자는 신

청자가 제공한 자료를 요약하거나 인용할 수 있으나, 검토자의 결론에 대한 근거를 분

명하게 밝혀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과 검토 및 계산(적용 가능하다면)

이 검토자의 안전성심사보고서에 포함될 아래와 같은 형태의 결론을 뒷받침함을 입증

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허용기준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신

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검토자의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결론

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 자료는 완전하며 적합한 것이다.

신청자는 부지주변에서 잠재적인 재해 확인을 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허용기준의 요건에 따라 잠재적인 재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였

다고 결론짓는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지주변에서의 산업, 군사 및 교통시설에서 이

루어지는 잠재적인 유해물질을 포함한 활동의 종류 및 그 범위를 평가하였다. 검토자

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뿐만 아니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의 평가를 토

대로 하여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소내와 주변에서의 모든 잠재적 유해활동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재해는 안전심사지침 2.2.3절, 3.5.1.5절 및 3.5.1.6절에서 검토

되고 논의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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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2.3절 잠재적 사고의 평가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안전심사지침은 원자로시설의 안전 설계와 위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 

특성에 대해 논한다. 검토자는 부지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가 설계에 

반영되었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근거와 그 완전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

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다. 적절한 자료와 분석모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된 부지와 부지주변에서 유해물질 또는 활동들을 포함한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신청자의 확률 분석 내용을 고려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은 신청서의 상기 명시한 방식에 따라 수행된 검토에 적용한다. 검

토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영역을 포함한다.

1. 제조, 처리 또는 저장시설과 같은 주변 산업 활동과 관련한 재해

2. 군사기지, 훈련 구역 또는 항공기 비행과 같은 주변 군사 활동과 관련한 재해

3. 주변 교통로(항공로, 도로, 철로, 해로 그리고 수송관) 관련한 재해

4. 상기 검토분야 각각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다음과 같은 재해의 주요 유형

가. 원자로시설 주제어실 운전원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독성 증기 또는 가스와 이

들의 잠재성

나. 탄약, 산업용 폭약 또는 발화 및 폭발의 잠재성을 갖는 가스(프로판, 천연가스 

또는 기타 가스)의 대기 유출에 의한 폭발성 증기구름과 같은 물질을 포함하는 

폭발에 의한 과압력

다. 항공기 충돌, 폭발 파편, 바지선과 같은 해상 선박충돌과 같은 역학적 충돌에 

기인한 비산물 효과

라. 화재에 기인한 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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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잠재적 사고의 평가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주제어실의 상주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외의 잠재사고(예를 들면, 유독성

가스, 질식제의 유출)에 관해서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에 의해 결정된, 설계기

준으로 반영되는 사건들은 안전심사지침 6.4절의 일부에서 다루어진다.

2. 부지주변에서의 산업, 군사 및 교통시설 및 경로의 확인과 그 특성은 안전심사지

침 2.2.1-2.2.2절에서 검토된다.

3. 항공기 재해는 안전심사지침 3.5.1.6절에서 다루어진다.

4. 위와 같은 특정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및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그리고 성능이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 공항, 포사

격장 및 미사일기지, 댐 및 하구둑 등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및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 신청

자는 이 요건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부지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기술⋅제출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 원자로

시설은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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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

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대하여 준용할 외국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6)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

업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7.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3.2(잠재적인 사고의 평가) : 원자력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주변의 잠재적인 재해를 평가하여야 한다.

8.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2(원자로시설에 대한 인위적 사고의 영향평가) : 부지주

변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잠재적인 재해를 평가하여 이러한 시설로

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재해가 원자로시설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지 변수

들이 정해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사건 확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한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개개의 가상사고에 대해 그 예상 발생률이 10-7/년을 초과하

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면, 원자로시설 소내와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유해물질 또

는 그로 인한 활동에 기인하는 설계기준사건이 적절하게 확인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정확한 사건 확률을 예측할 정도의 자료가 취득가능하지 않을 경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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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피폭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잠재적 피폭을 가져올 사건의 발생확률이 10-6/년 정도라도, 합리

적인 논의를 거쳐서 실제 확률은 이보다 더 낮음을 보일 수 있다면, 이러한 발생확

률은 적합하다.

2. 설계기준사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사건의 영향 평가가 수행되어 

그러한 사고에 의한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마련되었다면, 설계기준사고의 영향

은 적절하게 고려된 것이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확인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허용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대안이 허용기준에 대한 관련 요건과 부합하여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1.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에 명시한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개개의 가상사고들을 유발하는 초기 사건의 확률

을 예상해야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에서 고려되는 선례가 없던 잠재적인 재해의 

예상 발생확률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시된 모든 위험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2. 검토자는 기계적, 화학적 또는 토목공학적, 통계학적 분석 또는 원자로시설 계통 

영역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 자료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신청자의 확률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만약 잠재적인 재해가 부지의 인허가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거나 설계기준사건을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판

단되면 검토자는 독자적인 확률분석을 실시한다.

4. 가상 사건의 발생과 중대성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통계적인 변수들은 확인하여 다

른 변수들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판정한다.

5. 검토자는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해 확률모델을 시험하여야 한다. 만약 모델

이나 모델의 세부 부분들을 단순 확장시킴으로써 관측 가능한 사고율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이 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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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신청자가 선정한 설계변수(예를 들면, 과압)와 물리적 

현상(예를 들면, 가스농도)을 검토하여 그 값들이 예전의 분석에서 이용한 값과 상

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검토자가 수용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7. 검토자는 각 설계기준사건을 검토하여 이 사건에 의해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시

설물이 받을 영향이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연기, 비가연성 또는 가연성 가스 또는 구름 속에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의 유출

과 관련한 사고가 설계기준사건으로 고려되었다면, 이 사고가 주제어실 상주가능

성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6.4절에, 디젤발전기의 운전과 

안전관련 기기들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9장에 그 결과

를 수록하여야 한다.

9. 소외 인위적 재해의 등급별 수치 확률기준을 제안하고 있는 표준설계를 검토할 때

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 검토자는 소외에서 확인된 모든 인적 재해에 

관한 전체적인 설계기준 초과확률을 한정하는 전반적인 기준이 포락곡선에 포함되

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확률을 어떤 사건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인적 재해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부지를 검토할 때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검토상 특히 주의해야 하

는 목적은 그 결과가 허용할 수 없는 원자로시설의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체 

확률이 이 안전심사지침 II의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함이다.

(가상의 예를 들면, 주변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한 과압이 설계과압

보다 더 클 확률이 10-7/원자로년이며, 아울러 철도사고, 고속도로 사고 그리고 선

적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압이 설계과압을 초과할 확률이 대략 이와 비슷한 상

황일 때이다. 여기에서 개개의 확률은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을 수 있지만 전

체 확률은 추가적인 설계보완을 요구할 정도로 클 수도 있다.)

IV. 평가결과

허용기준에 따른 부지특성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규정의 만족 여부에 대한 검토자의 결론을 뒷받침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

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술해야 한다. 검토자의 평가에

는 신청자가 적용 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다는 것에 대한 입증, 독자적인 계산 수행,

그리고/또는 적절한 가정의 검증이 포함될 수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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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검토에 필수적이지 않아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술할 수 있다. 검토자는 신

청자가 제공한 자료를 요약하거나 인용할 수 있으나, 검토자의 결론에 대한 근거를 분

명하게 밝혀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과 검토 및 계산(적용 가능하다면)

이 검토자의 안전성심사보고서에 포함될 아래와 같은 형태의 결론을 뒷받침함을 입증

해야 한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내 및 부지주변에서의 유해물질의 존

재와 그에 따른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사고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잠재사고로부

터 설계기준사고로 고려되어야 할 사고를 선정하여 이들 사고들이 원자로시설의 안전

관련 시설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신청자는 소내 및 부지주

변의 산업, 군사 및 교통시설에 있는 유해물질 또는 이로 인한 활동의 결과로써 발생

될 수 있는 잠재사고에 대해, 원자로시설이 적절하게 보호되어 안전허용 범위 내에서 

운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검토자는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상기와 같은 이유

로 원자로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관련 허용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신청자의 결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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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3.1절 지역기후

 검토주관 : 기상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발전소의 안전설계 및 부지선정에 필요한 기후조건의 평균 및 극값

과 지역 기상현상에 대한 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구체적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단의 종류, 종관기상특징(고기압계, 저기압계, 전선계), 기류형태(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수(강우, 강설), 종관규모 대기과정과 국지기상 조건사이의 상호관계 등에 

관한 해당지역의 일반적 기후특성

2. 태풍, 토네이도(Tornadoes), 뇌우, 번개, 우박, 집중호우, 모래 또는 먼지바람, 극심한 

대기오염 발생가능성 등 이상기상현상의 계절별, 연별 발생빈도

3.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

   가. 안전관련 구조물의 지붕에 대한 설계 적설하중 및 결빙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100년

빈도 적설량 및 48시간 동계 가능최대강수량

   나. 최대 증발량, 순환수의 표류손실량 및 최소 냉각 순환수량 등 최종 열제거원(냉각

탑, 냉각지 등) 설계 및 운영 조건 평가에 사용된 기상조건

   다. 토네이도 변수(병진속도, 회전속도, 발생 기간중 최대 기압강하 포함)

   라. 100년 빈도 최대풍속 및 순간최대풍속

   마. 100년 빈도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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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간당 최대강우량 및 24시간 최대강우량

   사. 기타 발전소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 및 대기질 조건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지역기후조건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의 안전설계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을 안전심사지침 제3장 구조분야 설계적합성 검토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상

호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일반설계기준 2, "자연현상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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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해당 지역의 이상기상현상

을 평가․제공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일반설계기준 4, "환경 및 비산물

에 대한 설계 기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비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

는 해당 지역의 토네이도를 평가․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지역의 일반적인 기후 설명은 기상청의 기후통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대기과정과 

국지기상조건 사이의 관계 분석은 기상 연보와 기상 월보의 기상자료를 근거로 하

여야 한다.

2.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분석은 기상청의 "한국누년기후극값” 또는 기상청이 인정하

는 기타 기관의 장기 관측기록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의 부지적용 타당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설계기준 토네이도 변수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9), Regulatory Guide(이

하 “RG”) 1.76 및 ANSI/ANS 2.3의 방법에 근거하여,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장기간 관측 자료을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가동기준 순간최대풍속은 ASCE Standard No. 7-05의 방법에 근거하여, 부

지를 대표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장기간 관측 자료을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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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열제거원(냉각탑, 냉각지 등) 평가를 위한 기상자료는 RG 1.27을 근거로 하여,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장기간 관측자료 이어야 한다.

6. 설계 및 가동기준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은 인근 지방기상청의 장기간 관측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7. 시간당 최대강우량 및 24시간 최대강우량의 추정은 인근 지방기상청의 장기간 관측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8. 극심한 대기오염 발생가능성은 환경부의 인근 관측지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전소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 및 대기질조건은 문서화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일반적 기후특성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일반 기후가 적합하게 서술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기상청의 

기후표 및 기상연보를 근거로 기단, 기류, 기압배치, 전선계 및 온도와 습도조건 등 

신청자가 제출한 기후자료들의 관측지점 및 기간 등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신청자

가 분석한 종관규모의 대기과정이 국지기상조건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 기상청의 

자료를 근거로 검토한다.

2. 지역기상의 평균 및 극값

   신청자가 부지에 대한 장기간의 기상관측 기록이 없어 인근 지방기상청의 장기간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부지에 적용 가능한 지역기상의 평균 및 극값을 추정하

였을 경우에는, 검토자는 관련 자료의 부지 대표성 및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지역기상의 평균 및 극값을 기상청의 "한국 기후표”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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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년기후 극값”을 기초로 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한다. 적설하중 및 결빙하중은 

ASCE Standard No. 7-05에 따라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심한 대기오염 발생가능성

은 환경부의 관련 자료을 기초로 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한다. 100년 빈도 순간최대

풍속은 기상청의 기상재해 자료와 "한국 태풍 80연보” 등을 기초로 하여 ASCE 

Standard No. 7-05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토네이도 변수들은 기상청의 관련자료, 

RG 1.76 및 ANSI/ANS 2.3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의 설계적합성을 검토하는 부서에 관련

된 기상학적 설계변수들을 통보한다.

IV. 평가결과

검토결과에 부지의 지역기후 특성이 관련 규제기준을 만족함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용 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하였음을 검토결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

공한 정보를 인용 또는 요약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발전소의 안전설계 및 부지선정에 필요한 지역기후조건이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일반설계기준 2 및 일반설계기준 4의 관련 기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9)“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의 관련 요건

을 충족하여 원자력발전소 부지로서 적합하고, 발전소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

기 등이 각각의 지역 기상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됨을 확인하고 입증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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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5. 기상청, "한국 기후표(1981~ 2010)”, 기상청, 2011

6. 기상청, "기상연보”, 매년 발행

7. 기상청, "기상월보”, 매월 발행

8. 기상청, "기상재해자료”, 매년 발행

9. 기상청, "한국 태풍 80연보”, 기상청, 1984

10. 기상청, "한국 누년 기후 극값 (1904~ 1989), (1972~ 1991)”, 기상청, 1990, 1992

11. 기상청, "태풍 백서”, 기상청, 1986, 1996, 2011

1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1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Missile 

Design Bases.”

14. 10 CFR 100, Sec. 100.10, "Reactor Site Criteria, Site Evaluation Factors”

15. Regulatory Guide 1.27, "Ultimate Heat Sink for Nuclear Power Plants.”

16. Regulatory Guide 1.76, Rev1, "Design Basis Tornado for Nuclear Power Plants.”

17. ANSI/ANS 2.3, "Standard for Estimating Tornadoes and Extreme Wind 

Characteristics at Nuclear Power Sites,” American Nuclear Society(1983).

18. ASCE Standard No. 7-05,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ASCE/SEI 7-05,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2006).

19. “Site Analysis Branch Position-Winter Precipitation Loads”, NRC Memorandum 

from H.R. Denton to R.R. Maccary, March 24, 1975, available in ADAMS under 

Accession #ML050630277.

20. G.C. Holzworth, "Mixing Heights, Wind Speeds, and Potential for Urban Air 

Pollution Throughout the Contiguous United States,” AP-101, Office of Air 

Programs, USEPA, Januar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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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3.2절 국지기상

 검토주관 : 기상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국지기상요소, 발전소 및 부대시설이 국지기상 조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에 관한 분석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구체적 검

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요소의 평균 및 극값, 국지풍, 풍향지속도, 기온, 습도, 강수, 대기안정도, 혼합

층, 대기 상태 등 국지기상

2. 발전소 및 부대시설의 건설․가동이 국지기상에 미치는 영향

3. 부지경계선,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등을 포함한 발전소 구조물에 의해 변경된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국지기상조건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검토자는 발전소 및 부대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 국지기상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확인사항을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의 안전설계를 보증하기 위하여 안전심사지침 

제3장 구조분야 설계적합성 검토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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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자는 부지의 대기확산 및 침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지기상조건에 대하여 안

전심사지침 제2.3.4절 및 2.3.5절 검토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일반설계기준 2, "자연현상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한 설계기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해당 지역의 이상기상현상

을 평가․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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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3, Rev.1의 규정에 따라 관측한 부

지기상 자료 및 주변 지방기상청 관측자료 또는 공인된 기관의 관측 자료을 근거로 

한 국지기상자료 분석을 RG 1.70, 2.3.2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2. 부지 및 반경 80Km까지의 지형 기술은 RG 1.70, 2.3.2.2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

시하여야 한다.

3. 발전소 및 부대시설이 국지기상 조건 및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평가 

하여야 한다. 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평균값 및 극값

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부지의 국지기류특성은 RG 1.23, Rev1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바람장미, 

결합빈도분포 등을 포함하여 분석․제시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RG 1.70, 2.3.2.1절에 언급된 기상요소의 요약에 대해 그 기본 자료의 적합성과 완

벽성을 검토한다. 바람자료와 대기안정도 자료는 필히 부지내에서 관측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류나 연직기온분포 구조는 관측지점에 따라 상당

히 차이가 나며, 이 자료들은 부지에서의 대기확산 조건 평가에 입력 자료로 사용

되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기상 자료는 관측 자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주변 지방기상청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국지적으로 관측된 극값

의 강도 및 빈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된 설계기준치와 비교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상조건들이 설계 및 비상절차를 위한 제한조건인자의 여부를 결정

할 다른 검토주관부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지방기상청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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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될 때는 부지에서 시험관측기간의 자료와 동기간에 인근 지방기상청에서 관측

한 자료와의 상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인근 지방기상청의 장기간 자료를 부지

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다 대표성이 큰 자료출처원의 유무를 확

인한다. 검토자는 기상청의 지방기상청별 기상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주변 지방기상

청들의 부지에 대한 대표성 및 통계자료의 기간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모든 기상관

측자료 수집 지점에 대한 정보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2. 검토자는 검토에 필요한 지형자료가 쉽게 도출되도록 신청자가 인쇄 상태가 양호한 

지형도 및 지형단면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 지점 및 진북방향에 

대한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발전소 구조물, 부지경계선, 제한구역등과 같은 중

요한 지점들이 지형도 및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지형효과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참고문헌 "Atmospheric Science and 

Power Production”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평가와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2.3.4절 및 

2.3.5절에서 논의되는 대기 확산모델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3.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3.2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식생제거, 부지정지, 호수 및 연못의 조성등과 같은 발전소 건설의 결과로 야

기되는 지형변경을 확인한다. 신청자는 발전소 건설로 변경된 지형형상을 상

세하게 보여주는 지형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건물, 변전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포함한 발전소 구조물 건설에 사용될 위

치, 크기 등을 확인한다.

     다. 발전소 가동으로 생길 열원과 수분원을 결정하고 발생량을 정량화 한다.

     라. 지형 및 부지의 조건 변화가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정보를 국지기상의 변화와 관련시킨

다.

     마. 건설 및 가동기준에 합당한 대기질 조건을 결정한다.

     바. 검토자의 평가 결과와 신청자의 평가 결과를 비교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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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에 부지의 국지기상 특성이 관련 규제기준을 만족함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용 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하였음을 검토결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

공한 정보를 인용 또는 요약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본 발전소의 부지선정 및 안전설계에 중요한 국지기상조건 및 대기질 조건

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상특성, 대기질특성 및 지형특성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며 부지

의 적합성 판단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기슬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신청자의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고려 및 확인이 발전소의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6조, 일반설계기준 2를 만족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RG 1.70, 2.3.2절에 부합되는 국지기상 조건과 대기질의 조건 및 특성, 이

상기상현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2. 신청자는 부지기상 관측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29)“원자로시설 부지

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및 RG 1.23, Rev.1의 규제입장을 만족시키고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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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3.3절 부지기상 관측계획

 검토주관 : 기상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관측기기 설치, 관측자료 처리 등을 포함한 부지기상 관측계획의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구체적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상 관측기기의 설치위치 선정, 기기의 성능, 기록 장비 및 방법, 관측 기기 및 기

록계에 대한 품질 보증 계획, 관측 자료 수집 및 처리, 복잡한 지형 또는 임해 부지

에 대한 특별고려사항 등 기상관측 기기 설치 및 운영

2. 대기확산 조건 평가에 사용되는 기상 요소, 관측기간 등을 포함한 기상 자료

3. 방사선 비상대책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기상관측 사항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부지기상관측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검토자는 국지기상특성을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2.3.2절 검토담당자에게 부지기

상관측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2. 검토자는 정상가동시 및 사고 시 대기확산특성을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2.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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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3.5절 검토담당자에게 부지기상관측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상호 확

인한다. 

3. 검토자는 사고 시 발전소 및 주변 환경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주제어실 표시

장치 등을 포함한 기기설치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7.5절 검토담당자

에게 부지기상관측계획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4. 검토자는 사고 시 피폭선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상대응설비의 능력을 평

가하는  방사능방재심사지침서 KINS/GE-R-010 검토담당자에게 부지기상자료 제공

능력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상호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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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9. 10 CFR 50, Appendix I, “원전 설계 목표 및 제한조건을 위한 지침”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량지침의 준수여부

를 판단하는데 부지기상관측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10 CFR 50, Appendix E “원자로의 생산 및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계획 및 대책”

    방사선 비상대책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기상관측 사항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부지기상 관측계획은 정상가동시 및 가상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

질의 이동․확산 특성을 평가하고, 또한 설계에 고려된 기상 자료의 적합성을 결정하

는 주변 기상대 자료와의 비교를 위하여,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상특성을 총체적으

로 서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가능한 부지기상 관측계획

에 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

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3, Rev.1의 규제

입장 C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부지기상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구조물, 지형특성 및 기타 지형지물과 

연계하여 기상탑 위치와 진북을 표시한 부지지형도

    나. 기류에 영향을 주는 각 방위별 장애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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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측 방법

    라. 관측 고도

    마. 관측기기 설치방향

    바. 관측기기 설명

    사. 관측기기의 성능명세

    아. 교정 및 점검절차와 주기

    자. 관측자료 출력 및 기록 계통

    차. 관측자료 처리, 저장, 분석절차 

2. 기상자료는 RG 1.23 Rev.1에서 기술된 방식에 따라 대기안정도별 풍향과 풍속 결합

빈도분포(Joint Frequency Distribution)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들의 부지 대

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경우에는 적어도 최근 1년 이상의 부지기상 관측 자

료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경우에는 적어도 최근 2년 이상의 연속적인 부지기상 

관측 자료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상자료는 RG 1.23 Rev.1에서 기술된 방식에 따른 대기안정도 구분에 따라 풍향과 

풍속의 결합빈도분포(Joint Frequency Distribution)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시된 자료들

의 부지 대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기상관측기기 설치

  부지기상 관측요소에는 필히 두 층(지상 10m 및 방출고도)에서 관측된 풍향․풍속 자

료, 두 층 사이의 기온차, 기온, 습도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기설치

     기기유형, 설치고도, 설치지점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원자로시

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또는 RG 1.23, Rev.1의 규제입장 

C.1 및 C.2에서 언급한 위치와 비교한다. 구체적인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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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기설치 위치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가 부지의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기상탑이 풍향, 풍속 및 기온의 관측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결

정한다.

      송전탑 형식의 기상탑일 경우, 풍향․풍속계는 기상탑에서 적어도 기상탑 폭의 2

배 이상 되는 기기 지지대 끝에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계의 경우, 기기 지지대의 길이는 풍향․풍속의 경우만큼 길 필요는 없지만 

온도계가 탑 자체로부터의 복사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온도계를 

굴뚝이나 폐쇄된 탑위에 직접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기기 설치 지지대는 

부지의 주 풍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상탑이 설치된 주변의 지

형이 풍향․풍속 및 기온의 관측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상탑이 설치된 지면이 기상관측에 미치는 국부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풀, 흙, 자갈, 포장 등)인지 확인한다. 관측소 건물의 위치, 규모, 건축자재 

및 주변 나무들이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2) 관측시설의 위치선정

       기상관측 기기 설치의 목적은 발전소 구조물의 영향이 없는, 즉 부지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상관측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상탑의 설치 지점

은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선정되어야 한다. 부지 정지로 변형될 지형도를 

검토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부지의 기류 형태를 파악한 후,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높이 등을 포함한 발전소 구조물 배치

가 기상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관측기기는 이러한 장애

물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

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기상관측 기기

     관측기기의 유형 및 성능을 평가한다. 해당 기기에 대한 제작사의 기기사양, 분

석 및 현장 운영경험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기기들의 정확도 및 자료수집 능력에 

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주변 환경조건(부식, 모래바람, 염분, 대기오염물질 등)

에 대한 내구성 있는 적합한 관측기기를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 관측 자료의 기록

     관측 자료의 기록방법(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순간 또는 평균 등), 기록계의 성능, 

기록계의 설치 위치 등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해당 기기에 대한 제작사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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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분석 및 현장 운영경험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기록계들의 정확도 및 자료수

집 능력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기록계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 환경(백엽상, 관측소, 주제어실 등)이 제작자의 기

기성능 유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정기점검 시 검사자가 관측기기에서 관측된 

자료를 직접 읽어볼 수 있는 능력을 기록계가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구체적

인 기준은 RG 1.23 Rev.1의 규제입장 C.3에 기술되어 있다.

     검토자는 관측된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자료가 발전소 가동 시 주제어실에 자

동적으로 송신되는지 평가한다.

  라. 관측시설 관리

     관측시설의 점검절차, 보수절차, 교정절차, 점검주기, 보수주기, 교정주기 등의 적

합성을 평가한다. 관측 설비에 대한 이러한 관리 절차 및 주기가 기기의 정확도 

및 자료 수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당해 부지 또는 유사한 관측 설비를 보유

하고 있는 다른 부지에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RG 

1.23 Rev.1의 규제입장 C.4 및 C.5에 기술되어 있다.

  마. 자료수집 및 처리

     자료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평가한다. 기상관측 계통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절차는 수집방법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수집 및 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계획은 다

음과 같다.

     1) 직접 측정치 (Direct Measurement)의 정확성 및 그 정밀성

     2) 직접측정 단위로부터 기상요소 상용단위로의 환산에 대한 정확성

     3) 자료 수집유형(순간, 평균) 및 수집주기의 적합성

     4) 측정 자료의 평균화 시간 및 이들 자료의 정확성

     5) 비정상 자료의 인지 및 처리 

     RG 1.23 Rev.1에서 언급된 관측기기 정확도 기준은 시간평균치에 대한 계통 전

체의 정확도이기 때문에 계통의 각 구성 기기(관측기기, 기록계, 자료처리 등)들

의 정확도외에 계통 전체의 정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통계학적 절차에 따라 기

기 정확도, 기록계 정확도, 단위 환산 정확도, 수집 유형 및 수집 주기 등의 복합

적인 오차를 평가한다(참고자료 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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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자료 요약

   대기안정도별 풍향․풍속의 연중 발생 빈도를 평가한다. 부지특성상 저풍속 발생빈도

가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특정 저풍속 계급에 발생빈도가 밀집하여 편중되지 않도

록 저풍속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야 한다. 정온상태(Calm; 풍향계 또는 풍속계의 

기동값 중 큰 값)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정온상태는 대기안정도별 풍

향 할당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풍속 계급과 분리하여 발생 분포를 분석하여야 

한다.

   연간 결합빈도분포(Joint Frequency Distribution)의 분석에 대해서는 방출 조건 (지

표면 방출, 고공 방출)에 따라 풍향, 풍속, 대기 안정도의 관측 고도에 대한 타당성

을 검토한다. 방출구(Vent)나 관통부(Penetration)를 통하여 방출되는 경우에는 지상 

10m 고도의 바람자료 및 방출구 고도와 지상 10m 사이의 기온감율 자료를 이용한

다. 굴뚝에서 방출될 경우에는 방출 고도에서의 바람자료 및 방출고도와 지상 10m 

사이의 기온감율 자료를 이용한다.

   부지의 결합빈도분포에 대한 기후학적 대표성은 주변 지방기상청의 신빙성 있는 

장기간(10 ~ 20년 ; 일반적으로 30년) 기상관측자료의 통계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결과에 부지기상관측계획 및 기상관측 데이터베이스가 관련 규제기준을 만족함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용 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

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하였음을 검토결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인용 또는 요약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부지기상 관측계획 및 그 계획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

상관측 절차가 타당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20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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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기상 관측 자료을 적합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지기상 관측 자료는 정상 가동

시 및 설계기준 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희석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원전 설계 목표 및 제

한조건을 위한 지침인 10 CFR 50, Appendix I 및 원자로의 생산 및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대책을 위한 추가적인 기상관측을 요구하는 10 CFR 50, Appendix E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1. 신청자는 부지기상 관측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신청자는 기상관측 및 기기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

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또는 RG 1.23 Rev.1의 규제입장

을 만족시키고 있다.

건설허가 심사 시 신청자가 제출한 기상자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자는 적

합한 기상자료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부지기

상 관측계획을 간략히 요약․기술한 후 검토 결론을 기술한다.

   1. 관측기기의 유형, 설치 고도, 설치 위치

   2. 자료 수집 기간

   3. 자료 수집율

   4. 대기확산 평가에 사용된 기상변수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치제한”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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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

립”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9. 10 CFR 50, Sec. 50.47, "Emergency Plans.”

10. 10 CFR 50, Appendix E,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11. 10 CFR 100, Sec. 100.10, "Reactor Site Criteria, Site Evaluation Factors”

12. 10 CFR 100, Sec. 100.11, "Reactor Site Criteria,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3. 10 CFR 50, Appendix I,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ondition.”

14. Regulatory Guide 1.23, Rev.1, "Meteorological Monitoring Programs for Nuclear 

Power Plants.”

15. American Nuclear Society, "Determining Meteorological Information at Nuclear 

Facilities.”, ANSI/ANS-3.11-2005, December 2005.

16. NUREG-0917, "NRC Staff Computer Programs for Use with Meteorological 

Data,”July 1982.

17 Darryl Randerson (ed.), “Atmospheric Science and Power Production,” DOE/TIC- 

27601, U.S. Department of Energy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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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서

          

제2.3.4절 사고 시 대기확산 평가

 검토주관 : 기상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평가하여 제출한 발전소 사고 시 발전소 외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이동․확산 특성과 부지 내외에서 발생하여 발전소 내부 주제어실로 유입되는 

유해물질(가연성기체, 독성화학물질, 화재로 인한 매연 등)의 이동․확산 특성에 대한 타

당성을 검토한다. 구체적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 및 유해물질의 대기확산인자(X/Q) 계

산을 위한 대기이동․확산모델

2. 대기이동․확산모델에 입력 자료로 사용된 기상자료 및 가정

3. 확산 계수의 유도 (예:  및 )

4. 대기확산인자의 누적 빈도분포

5. 설계기준사고, 설계기준 이외의 사고, 부지 내외의 유해물질 방출 등으로 인한 사고 

영향평가에 사용된 대기확산인자의 보수적 결정

검토연계분야



제2.3.4절     개정 5 - 2015. 12- 2 -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사고 시 대기확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검토자는 제어실 상주계통의 설계적합성을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6.4절 검토담

당자의 제어실 X/Q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인한다. 

2. 검토자는 사고해석분야를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15장 검토담당자의 제한구역경

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에서의 사고 시 X/Q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일반설계기준 19, "주제어실”

   가상사고 시 방사성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의해 주제어실 내부의 개인이 받게 될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부지 고유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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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Regulatory Guide(이하 “RG”) 1.23, Rev.1, "부지기상 관측계획”

2. RG 1.78, "가상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제어실의 상주가능성 평가를 

위한 가정”

3. RG 1.145, "원자력발전소 가상사고 영향 평가를 위한 대기 확산 모델”

4. RG 1.194,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제어실의 상주가능성 평가를 위

한 대기확산평가”

신청자는 발전소 가상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대

한 발생원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별 대기 이동․확산 조건을 보수적으로 평가․제공하여

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및 유해물질에 대한 대기확산인자를 계

산하기 위한 대기분산모델은 검토자가 부지, 발전소 및 방출특성 등의 적합성을 평

가할 수 있도록 모델의 내용, 모델의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방출유형에 따른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 모델 입력 자료로 사용된 연 단위 기상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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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평․수직 확산계수( 및 )와 같은 대기확산계수를 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조건의 함수로 추정하여야 한다. 계산방법은 부지특성 및 설정된 규제기준과 관련

하여 관심 있는 특정 거리에서의 사고 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4. 제한구역 경계(EAB) 및 저인구지대(LPZ) 외곽경계에서의 χ/Q값들에 대한 누적 빈

도분포는 이들 χ/Q 값들을 초과하게 될 확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

다. χ/Q 값들의 모든 누적 빈도분포들은 RG 1.70, 2.3.4.2절에 명시된 시간 간격 및 

적절한 거리(EAB, LPZ 외곽경계) 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누적 빈도분포를 

작성한 방법을 적절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외곽경계

에서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는 방법론은 RG 1.145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지형특성 및 기상특성을 고려

하여 그 적용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사고 및 그 이외의 사고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 및 부지 내외의 

유해물질 방출이 제어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대기확산인자를 제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고들이 제어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대기확

산인자를 계산하는 방법론은 RG 1.194와 RG 1.78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6. 제어실 상주가능성평가에는 진북, 방사성물질 방출경로, 제어실 유입, 필터가 장착

되지 않은 내부누출 경로 등을 표시한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대기확산모델

   검토자는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유해물질의 대기 중 방출시 가상 방출지

점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와 방향에 있어서의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대

기확산모델이 적절한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적절한 부지기상 자료를 입력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건설허가 심사 시 적합한 부지기상 관측 자료가 없

을 경우, 검토자는 사고 시 대기 중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는

데 충분한 보수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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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기술한 모델들을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RG 1.145, RG 1.194, RG 1.78에 언

급된 일반적인 Gaussian 모델과 비교한다. 사고 시 대기 중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EAB 및 LPZ 외곽경계에서의 X/Q를 계산하기 위하여 RG 1.145 모델에 근거하여 개

발된 PAVAN 코드의 사용은 수용 가능하다. 사고 시 대기 중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제어실로 유입되어 제어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X/Q를 계산하기 위하

여 RG 1.194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ARCON96 코드의 사용은 수용 가능하다. 또한 

부지 내외의 유해물질 방출이 제어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X/Q를 계

산하기 위하여 HABIT 코드의 EXTRAN 묘듈 사용은 수용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용한 대기확산모델이 방출특성, 발전소 배치구조(Configuration) 및 부지

지형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한다. 사고 유형 및 방출 특성은 유해물질 누출사고

인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2.2.2.1절 ~ 2.2.2.2절 및 2.2.3절 검토자로부터, 방사성물

질 누출사고인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의 검토자로부터 각각 정보를 제공받는

다. Gaussian 가정이 적용 불가능할 때에는(예: 부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체, 빌

딩 주변 및 사이에 있는 특정 지점에서의 근접평가 등), 평가에 사용된 다른 모델 

및 평가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방출유형이 지표면 방출인지 고공 방

출인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방출고도가 주변 구조물의 2배 이상일 경우에 고공

방출로 간주한다. 방출물이 발전소 구조물에 의하여 형성된 와류(wake)내에서 난류 

혼합될 경우에는 지표면 방출로 간주한다. 건물에 의한 체적보정(Volumetric 

Correction)은 방출물이 방출되는 구조물의 최소단면적의 절반을 적용한다. 방출유

형의 분류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이 RG 1.194 규제지침 3.2.2에 제시되어 있다. 방사

성물질에 의한 제어실 X/Q 계산에 사용된 대기확산모델은 RG 1.194 모델에 근거하

여 개발된 ARCON96 코드와 비교․평가한다.

   대부분의 사고 방출은 연속 방출로 간주한다(몇 분 또는 그 이상 기간). 그러나 증

기 배관파열이나 유해물질과 같은 방출의 경우에는 순간방출(Puffs)로 간주한다. 몇 

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방출되는 연속방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Gaussian 확

산모델을 사용한다. Puff 방출에 대해서는 초기 발생원 체적에 대한 보정을 가한 

후 순간 점원 Gaussian 확산공식을 사용한다.

   ARCON96 코드가 발전소 구조물에 의하여 형성된 와류(wake)내에서의 대기확산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코드이지만 제어실 공기유입구가 높은 굴뚝의 기저와 가

깝게 위치하거나 방출기간이 극단적으로 짧거나 또는 방출지점과 제어실 피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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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거리가 10m 보다 짧을 경우에는 모사결과가 부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

기확산 시나리오와 방출지점과 피폭지점 위치에 대한 구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RG 1.194 규제지침 3.2.2에는 제어실 공기유입구가 높은 굴뚝의 기저와 가깝게 위

치하는 경우 제어실 X/Q를 평가하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 방출기간이 극단적으

로 짧은 경우(puff) 제어실 X/Q를 평가하는 절차는 본 문단 이전 문단에 기술되어 

있다.

   방출지점과 제어실 피폭지점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지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출지점과 제어실 피폭지점 사이의 거리가 10m 

이하일 경우에는 제어실 X/Q를 평가하기 위하여 ARCON96 코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안으로서 0~8시간대의 X/Q 값을 1/F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F는 방출지점(방출구 또는 굴뚝의 유량율)과 제어실 공기유입지점(유

입구 유량율)에서의 유량율 중 큰 값으로 정의된다. 8~24시간대의 X/Q 값은 0~8시

간대 X/Q 값의 0.88배, 1~4일 시간대의 X/Q 값은 0.75배, 4~30일 시간대의 X/Q 값

은 0.50배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유량율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외전력 상실

이나 여타 단일고장으로 인한 유량율 감소가능성을 계산에 넣어야한다.

   부지가 좁고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거나, 수로현상 영향(Channeling Effect; 물이 좁

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것과 같이 기류가 좁고 긴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국지적 

현상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지이거나, 상시 저층 기온역전층이 존

재하는 부지일 경우에는 수평 및 수직 확산에 대한 제약을 고려하여 대기확산 모

델에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고공방출일 경우에는 훈증조건(Fumigation 

Conditions)을 고려하여야 한다. 훈증현상에 대한 발생빈도, 지속시간, 자주 발생하

는 방향 등에 대한 부지 고유의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RG 1.145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기상자료

   대기확산 특성 분석에 사용된 기상자료가 모델에 적합한지, 부지와 주변의 기류 특

성을 대표하는지, 그리고 기상조건의 정규 연간분포를 표현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만약 적합한 부지기상 자료가 없을 경우, 검토자는 적절한 보수성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지기상관측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RG 1.23, 

Rev.1 및 안전심사지침 2.3.3절에 언급되어 있다.  부지로부터의 기류 유적선을 기

술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상자료가 필요할 경우, 주변의 기상청 또는 다른 공인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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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관(타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대학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대기확산계수

   연직 기온감율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안정도를 정의하여야 한다. 특히 풍속이 

1.5 m/s 이하이고 대기가 안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직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안정

도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기가 불안정상태 이거나 중립상태일 경우 또는 

풍속이 1.5m/s 이상일 경우에는, 연직기온 감율에 의한 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

여 대기안정도를 분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대기안정도 분류 또는 확산계수의 직

접측정을 위한 방법은 그 방법의 부지 적용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

히 기술되어야 한다.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안정도 분류 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지 적용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RG 1.145 모델 및 RG 1.194 

모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상조건 및 지형조건의 함수로 표시되는 수평․수직 확산계수( 및 )는 사고 시 

방출특성 및 관심 지점의 거리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고공방출 또는 비정상

적인 발생원(Unusual Source), 기상조건, 지형조건(예: 좁고 깊은 계곡, Channeling효

과)의 경우에는 RG 1.145에서 논의된  및  곡선을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대기가 안정하고 미풍인 조건에서 수행한 최근의 대기확산 실험 결과를 근거

로 기존의 확산계수 곡선을 수정하여, RG 1.145에서 기술된 대기확산 모델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사막, 광범위한 수역과 같은 특수한 지형의 경우, 유사한 조건하에서 

수행된 특정연구 결과를 근거로 확산계수 곡선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Puff 확산 공식이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로 가정해도 좋다.

4. X/Q의 누적빈도분포

   EAB 및 LPZ X/Q 값들에 대한 누적빈도분포는 RG 1.70의 2.3.4.2절 지침에 따라 방

출유형의 적합성, 방출기간의 적합성, 입력 자료의 적합성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분포를 작성한 방법에 대한 적합성 및 보수성을 검토한다.

5. 사고평가를 위해 사용된 대기확산인자(X/Q) 

   설계기준 사고 및 그 이외의 사고, 부지 내외의 유해물질 방출사고 등으로 대기 중 

방출된 방사성물질 또는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영향 평가에 사용된 X/Q 값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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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확산 모델 가정의 적합성 및 입력 자료의 적합성,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 제시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적절한 확산모델 및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거리(제한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외곽경계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대기확산 평가를 수행한다. RG 

1.145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기 이동․확산 특성을 평가하는데 두 가지 확률

론적 접근 방법이 있으며, 보다 보수적인 접근방법이 사용된다. 

      가. 발전소 주위의 16 방위별로 발생빈도가 전체 관측시간의 0.5%를 초과할 

X/Q값을 사용하는 방향 의존 확률론적 접근방법.

      나. 발전소 주위의 방위에 무관하게 발생빈도가 전체 관측시간의 5%를 초과할 

X/Q값을 사용하는 확률론적 접근방법.

   이러한 값들은 사고 후 2시간 이내의 확산조건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다. 2시

간 이내의 X/Q값과 연평균 X/Q값 사이에 대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저

인구지대(LPZ)에 대한 X/Q값을 평가하거나 시간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sliding 

window 방법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sliding window” 방법이란 RG 1.194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ARCON96 코드에 의해서 제어실 X/Q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

과 유사한 평균방법을 이용하여 1시간에서 720시간까지 시간이동평균 X/Q를 계산

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NUREG/CR-6331, Rev.1의 3.6, 3.7, 3.8절

에 기술되어 있다. LPZ 계산에 적용되는 방법론은 RG 1.145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

론을 유추하여 방향 의존 확률론적 접근방법이어야 한다. 적절한 모델을 이용하여 

적정 시간 간격 및 거리에 대해 평가한 이들 X/Q값은 안전심사지침 제15장에서 설

계기준사고에 대한 선량평가에 이용된다.

   사고 시 주제어실 피폭선량은 RG 1.194에 근거한 ARCON96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

한다. ARCON96 결과는 RG 1.194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중 공기유입밸브로부터

의 제어실 공기 유입률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결과에 사고 시 대기 중 방출된 방사성물질 및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평가를 위해 

적정 시간대별, 거리별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데 부지에 적합한 

대기확산모델과 부지기상관측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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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규제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

하였음을 검토결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공한 정보

를 인용 또는 요약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사고 시 대기확산 평가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일반설계기

준 19의 관련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수행한 대기확산 조건 평

가에 적절한 보수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러한 대기확산 특성 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의한 설계기준 사고 시의 방사성물질 누출 및 일반설계기준 19에 의한 부지 

내외의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영향 평가를 위해 적합하다.

사고 시 대기확산 평가를 위해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9) “원자

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RG 1.23, Rev.1, 1.78, 1.145 및 

1.194의 적절한 지침을 따랐다.

안전성 심사보고서에는 검토자가 계산한 상대농도(χ/Q)의 간략한 요약, 계산을 위한 

확산모델, 신청자와 검토자가 계산한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19, "Control Room.”

7. 10 CFR 100, Section 100.11(a),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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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UREG/CR-5656, “EXTRAN: A Computer Code for Estimating Concentrations of 

Toxic Substances at Control Room Air Intakes” (March 1991).

16. NUREG/CR-6210, “Computer Codes for Evaluation of Control Room Habitability 

(HABIT)” (June 1996).

17. NUREG/CR-6210, Supp. 1, “Computer Codes for Evaluation of Control Room 

Habitability (HABIT V1.1)” (Octo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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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3.5절 정상가동시 대기확산 평가

 검토주관 : 기상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발전소 정상가동시 대기 중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이동․확산 특성

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구체적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상가동시 대기 중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 및 침적량 계산을 위한 대기 확

산 모델

2. 확산모델에 입력 자료로 사용된 기상 자료 및 가정

3. 확산계수의 유도 (예: )

4. 정상가동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5. 정상가동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지점, 방출특성, 잠재적 피폭대상자 

위치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발전소 정상가동시 대기확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

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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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자는 발전소 정상 가동 시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방출 지점과 방출 

특성, 잠재적인 피폭대상자의 위치를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11.3절의 내용을 참

고하여 관련정보를 확인한다. 

2. 검토자는 발전소 정상 가동시 대기 중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주민피폭선량

을 검토하는 안전심사지침 제11.3절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

대 외곽경계에서의 정상가동시 X/Q, D/Q에 대하여 확인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허가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기상조건”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6. 10 CFR 50, Appendix I, “운전설계 목표 및 제한 조건을 위한 지침”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량지침의 준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정상가동시 대기 중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대기 이동․확산 

조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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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Regulatory Guide(이하 “RG”) 1.23, Rev.1, "부지기상 관측계획”

2. RG 1.109 "운전설계 목표 및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상가동시의 방사선 피

폭 계산”

3. RG 1.111 "정상가동시 경수로로부터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 폐기물의 대기 중 이동․
확산 평가방법”

4. RG 1.112 "경수로의 기체, 액체 방사성 폐기물 방출계산”

5. RG 1.70  "안전성분석보고서 표준양식”

대기 이동․확산특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

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및 10 CFR 50, Appendix I에서 운전설계 목표 및 제한 조

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선량 기준의 준수여부를 보이기 위해 대기 중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시 대기 중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계산에 사

용한 대기확산모델에 관한 기술

2. 거리, 지형, 기상조건의 함수인 수평․수직 확산 계수와 같은 대기확산계수

   이러한 확산계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구역경계로부터 반경 80Km까지 방사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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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의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그 적합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 확산모델에 입력 자료로 사용된 기상 자료

   확산모델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기상자료에 대한 지침은 RG 1.23에 제공되어 있다.

4. 대기 중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지점 자료(각 방출 지점별 위치 및 방출유형 

포함)

   방출지점특성 확인에 대한 지침은 RG 1.112에 제공되어 있다.

5. 잠재적 피폭대상자의 위치(예 : 반경 8km 이내의 방향별 최근접 채소밭, 주민거주지

역, 낙농지역, 축산지역 등)

   잠재적 피폭대상자 위치 확인에 대한 지침은 RG 1.109에 제공되어 있다.

6. RG 1.70, 2.3.5.2절에서 기술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정

상가동시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가. 제한구역 경계 및 잠재피폭대상자 위치에서의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나. 반경80km까지 16방위별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정상가동시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평가에 대한 지침은 RG 1.111에 

제공되어 있다. 다만,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지형특성 및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대기확산모델

  신청자가 사용한 대기확산모델을 RG 1.111에서 기술된 일반적인 모델링 기준과 비

교 검토한다. 사용된 모델은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형, 발전소 구조물 배치, 방출 

특성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는 참고

문헌 12등이 있다.

  방출형태는 연속방출 또는 간헐방출로 간주하여야 한다. RG 1.111에 제시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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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방출형태를 고공방출, 혼합방출, 지표면방출로 구분한다. RG 1.111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전소 구조물로 생긴 와류(wake)에 방출물이 난류 혼합되

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지 주변의 지형학적 특성이 수평․수직 확산에 미치는 제약조건, 수로현상

(Channeling; 물이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것과 같이 기류가 좁고 긴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국지적 현상) 또는 여타 기류궤적의 변화, 방출원과 잠재적 피폭대상자 사

이의 대기 이동․확산 등에 여타 비정상적 조건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정상적인 대기확산에 수정이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조건의 예로는 좁고 깊은 골짜기(계

곡), 해륙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지역, 저층침강역전층 출현지역 등이 있다. 훈증현상

(Fumigation)은 고공방출에 따른 단기간의 부정기적 방출 시에 고려될 수 있다.

  검토자가 사용하는 표준 확산침적모델인 XOQDOQ 코드는 NUREG/CR-2919에 기술

되어 있다. 이 모델은 정상가동 또는 간헐적인 방출에 대해 χ/Q값을 추정하는 계산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Gaussian 선형 유적선모델(Linear Trajectory Model)이다. 이러

한 선형 유적선모델을 시․공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NUREG/CR-2919

에 기술되어 있다. 특이한 지형 및 기상 조건에 대해서는 비선형 유적선모델

(Variable Trajectory Model)을 사례별로 사용할 수도 있다.

2. 대기확산계수

  거리 및 대기안정도의 함수로 표시된 수직확산계수( σ z)를 검토한다. 대기안정도 분

류는 대기가 안정할 경우에는 필히 연직 기온감율에 의한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기가 중립 상태이거나 불안정 상태일 경우에는 연직 기온감율에 의한 대기 

분류 방법 이외의 분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부지, 발전소 

및 방출 특성에 대해 그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리에 따른 σ z에 대한 표준곡

선은 RG 1.111에 제시되어 있다. 사막 및 광범위한 수역과 같은 특수 지형에  대한 

확산계수는 그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참고문헌 17, 18 참조).

3. 기상자료

  대기확산 특성 분석에 사용된 기상자료의 확산모델에 대한 적합성, 관심있는 지역 

내의 제반조건들에 대한 대표성, 주변 지역에서의 연평균 기상 특성에 대한 대표성 

등의 관점에서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부지 기상자료의 제출 및 수집 등에 관한 일반

적인 기준은 RG 1.23, Rev.1 및 안전심사지침 2.3.3절에 기술되어 있다. 만약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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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기상자료가 없을 경우, 검토자는 대기 중 농도와 지표면 침적량을 심각하게 과

소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수성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4. 정상가동시 방출에 사용된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정상가동시 대기 중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X/Q 

및 D/Q의 값에 대해, 이들 값들에 부지 조건, 발전소 구조물의 배치, 방출 특성 등

이 적합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연평균 X/Q 및 D/Q의 값은 신청자 및 안전심사지침 11.3절 검토담당자에 의해 확인

된 잠재적 피폭대상이 있는 특정 지점(예: 제한구역경계, 주거지역, 농경지, 목초지) 

뿐만 아니라 제한구역경계에서 반경 80Km까지 16 방위별로 계산한다. 비정상적인 

부지조건 또는 기상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X/Q 및 D/Q의 결과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피폭선량 계산을 위해 특정지점 뿐만 아니라 제한구역 경

계에서 반경 80Km까지의 적정거리에 대해 16 방위별로 계산된 연평균 X/Q 및 D/Q

의 값을 제공받는다.

IV. 평가결과

검토결과에 정상가동시 대기 중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영향평가를 위해 적정 거

리별, 방향별 대기확산인자와 침적인자를 평가하는데 부지에 적합한 대기확산모델과 

부지기상관측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용 가능한 규제

지침을 따랐으며, 독립적인 검증계산과 가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수행하였음을 검토결

과에 수록할 수도 있다. 검토자가 신청자가 신청문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인용 또는 요

약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정상가동시 대기 중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가상 방출지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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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거리와 방향에 있어서의 공기 중 상대농도와 지표면 침적량을 계산하는데 사

용된 대기 확산 모델의 적합성과 적절한 부지 기상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자가 계산한 X/Q값 및 D/Q값에 대한 간략한 요약, 

계산을 위한 확산모델, 신청자와 검토자가 각각 계산한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들이 포

함될 수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기상자료와 부지특성 및 방출지점의 특성에 적합한 대기확산 모델에 

근거하여, 검토자는 잠재적 피폭대상자의 위치에서 대표성 있는 대기 이동․확산 조건이 

계산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부지의 대기 이동․확산 특성은 RG 1.111 에서 기술된 기

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운전설계 목표 및 제한 조건을 위한 지침의 선량 기준을 준수

하고 있다.

허용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대안을 제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용가능하다는 내용을 안전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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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절 수문학적 기술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수문학적 기술에서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관계된 부지의 수문학적 환

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계와 부지 사이의 상호 영향

부지 위치 설명, 부지에 인접한 주요 수문학적 특징, 지표수와 지하수 사이의 관

련특성, 그리고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계획된 용수 공급에 대해 적절히 기술되었는

지, 부지 인접 수계가 발전소 부지에 미치는 영향, 역사 기록 중 최대 및 최저 유

출 그리고 기타 수문학적 이상 현상과 같은 주요 수문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수문학적 기구

홍수 및 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특별 설계 기준 및 운전 제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문학적 기구를 확인한다.

3.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에 부지 인근의 지표수 및 지

하수 이용 시설 및 물 사용자를 확인한다.

4. 자료

부지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가용한 시·공간 자료를 확인한다.

5. 선택적 개념 모델

부지의 수문학적 조건을 적절히 포함하는 부지 수문에 대한 선택적 개념모델을 

검토한다. 이 모델은 수문학적 과정 및 특성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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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설계 기준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을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수문학적 기술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안전심사지침 3.4.1 "부지 내 장비 파괴에 따른 내부홍수 방호"에서 수행되는 홍수 

영향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들과 기기를 확인한다.

2. 안전심사지침 3.4.2 "수리학적 하중 해석절차"에서 수행되는 홍수 영향에 대한 설

계가 요구되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를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9.2.1 "용수계통"에서 평가되는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을 저해하는 

위해 환경이 없음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이용된 모든 공간적 시간적 자료를 포함하는 자료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

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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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

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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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한다.

나. 부지에서의 국지강우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 부지의 면적, 경사, 구조물 배치계획 및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구조물에 의한 부지의 배수특성 및 강우의 지표면 흐름특성 등 관련 매개변

수를 조사한다.

다. 하천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주변지역의 과거 주요 홍수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하천 상·하류의 수로단면적, 수로경사, 유역면적, 배수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

를 조사한다.

3) 댐의 최대 저수량, 상류의 수로단면적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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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수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주변해역의 과거 주요 해수범람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상세수심 및 해안지형을 조사한다.

3)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기준해수면, 천수효과, 굴절, 쇄파 등 해수면에 영향

을 주는 제반 현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8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검토 항목별 기술 내용에 대해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계와 부지 사이의 상호 영향

부지 인접 수리 특성 및 수계와 부지 사이의 상호 영향을 기술하였는지를 확인한

다. 안전관련 구조물, 시설 그리고 접근로에 대한  설명 및 표고는 홍수 설계 기준

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충분하도록 완벽해야 한다. 부지 지형도는 건설 전후의 배

수 형태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비율과 품질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규모와 발생 간격의 홍수들에 의해 범람되는 영역을 나타낸 홍수 지도도 충분한 

비율과 품질이어야 한다. 모든 외부 발전소 구조물 및 구성요소를 부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지와 관련 영역지표 이용자 및 위치, 이용 형태 그리고 

지표수 이용량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배수면적, 구조물 형태, 부속물, 소유주, 지진 및 여수로 설계기준, 수위-저수량의 

관계, 그리고 단기 및 장기 저수 허용량을 도표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수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은 정부유관기관에서 보고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현재 혹은 미래에 계획된 저수지와 댐(상류와 하류 모두)이 부지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는지 확인한다.

2. 수문학적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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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또는 부지 인근 홍수를 야기하는 수문학적 기구와 저수위 혹은 가뭄 조

건에 영향을 주는 부지 인근의 기작 및 기후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

발전소의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에 부지 인근

의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을 현황을 기술하여야 하며, 기술 내용에는 부지 인접 

상·하류 모두에서의 물 사용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자료

발전소의 안전을 결론 내리기 위해 사용한 모든 공간적·시간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검토하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그리고 기기

의 설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수문 및 해양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주요 수문학적 인자에 대한 관측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분석하여야 한다.

5. 선택적 개념 모델

부지의 수리학적 조건을 조리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선택적 개념모델을 기술하여

야 한다.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예정 부지 및 부지 인근 지역의 수문학적 기술과 관련된 지진 및 비지진

학적 잠재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심사 시 기술된 자료 및 분석이 II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시에는 분석 결과와 이용 자료가 유효한지 검증하고, 시설의 설계 내

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기 I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문학적 기술분야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요건에 부

합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1. 수계와 부지 사이의 상호 영향

유역, 하천, 호수(예, 위치, 규모, 형태, 배수 유역), 연안지역, 지역 및 국지 지하수 

환경의 수문학적·수역학적 특성과 현재 또는 계획된 수공 구조물(상·하류의 위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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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규모, 저장량, 형태, 지진설계기준 그리고 운전 항목들과 같은 특성)을 검토한다.

검토과정에는 참고문헌에서 발췌된 정보와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정보와 자료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문 분야를 다루는 이 분야와 다른 분야들에

서 검토 과정의 중요한 면은 현장방문이다. 검토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부지와 주

변 환경의 수문학적 특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수문학적 기구

발생 가능한 홍수의 기구를 확인하기 위해 부지 내 혹은 부지 인근의 수문특성을 

검토한다. 이후의 심사지침에서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기준 세

부 내역과 홍수위와 관계되는 부지 특성 내역에 관하여 홍수 기작을 검토한다. 역

사 홍수 조건들은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하천 유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련 구조물, 시설 그리고 접근로에 대한 설명과 표고는 홍수 설계 기준의 영

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술되어야 한다.

건기의 저수위와 같이 저수위 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에 기초한 수문기상 자

료를 검토한다. 부지 인근 강과 하천에 대한 하천 유출 자료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것에서 확보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된 기상자료는 기상청 혹

은 지방 기상청에서 확보할 수 있다. 호수 또는 저수지의 결빙을 평가하기 위해 

결빙온도 발생 날짜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태풍, 폭풍해일, 정진운동, 그리고 지

진해일에 대한 역사 자료는 이들의 수문학적 기구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3.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

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자, 부지에 대한 상대 위치, 이용 형태, 이용량에 대한 자료를 검토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보고된 국지 수문 조사 일람과 일치하는 현재 및 

미래 사용자의 항목을 이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자료

하위 심사지침의 검토에 사용되는 모든 공간적·시간적 자료의 확인 및 설명을 검

토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수문학적 인자에 대한 관측 및 분석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공간 자료는 GIS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명

과 함께 GIS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간 자료는 자료 양식의 설명과 함께 전

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2.4의 검토에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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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간적인 참고 자료

1) 등고선을 포함하는 지형 및 수심 자료

2) 발전구역(powerblock)과 발전소 경계를 포함하는 중심의 위치 좌표

3) 하천 수위계의 위치

4) 댐과 저수지를 포함하는 수량 조절구조물의 위치

5) 기상 관측소 위치

6) 부지 혹은 인근의 운하, 수로, 제방 혹은 둑 등과 같은 수량 조절, 물 저장 

혹은 운송 구조물의 위치

7) 대수층과 지하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형태와 지표하 특성도

8) 부지의 상세 지형 및 수심도

9) 항공사진

10) 지질도(수리지질도 포함)

나. 시간 자료 

1) 부지 인근에서 상·하류 모두에서 기록된 하천 수위 관측자료

2) 부지가 위치하는 유역에 대한 하천 수위 자료가 제한적이라면, 인접 유역의 

하천 수위 관측자료 

3) 부지 인근에서 기록된 기상 관측자료(대기온도, 이슬점, 그리고 강우)

4) 태풍, 폭풍해일, 정진운동, 그리고 지진해일의 역사 기록

5) 고대 지진해일 증거와 같은 적절한 역사 이전 기록

6) 만약 적용 가능할 경우, 호수 수위 및 하류 배출량

7) 적용 가능하다면, 수계에서 발생하는 퇴적작용, 연안 편류, 사면 붕괴, 얼음에 

의한 취수구 봉쇄, 결빙, 수로 변경 등과 같은 역사적 기록 

5. 선택적 개념 모델

부지의 지질 및 수리학적 특성들에 부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적 개념모델을 검토

한다. 이런 개념모델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유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물질의 이동 측면에서 이런 개념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오염물질 이동 시간의 보수적인 범위 내 평가를 도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사람과 환경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의 이동경로,

지표 하 선택적 흐름, 지하 매질의 화학적 성질, 그리고 다른 관련 지리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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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예정 부지 및 부지 인근 지역의 수문학적 기술과 관련된 지진 및 비지진

학적 잠재영향을 설계 기준에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관련 규제 요건에 관하여 부지 특성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해 무엇을 평가하였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평

가 내용에는 사업자가 적절한 규제 기준을 따랐는지 확인하고, 독립적인 평가의 수행,

그리고 가정의 적절성 검증을 포함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어떤 정보가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지, 어떤 정보가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기술할 수 있

다. 검토자가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요약하거나 인용할 때, 결론에 대한 기준을 분

명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참고문헌 4, 5, 6 및 7에서 요구하는 부지 인근 유역과 부지

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부지 밖의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에 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

다. 운영허가 심사는 건설허가 심사 결과에 추가하여 건설허가 심사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

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검토결론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여

야 한다.

신청자는 발전소 위치에 대한 정확한 표시, 하천 취수구조물, 냉각시설, 지하수 취

수시설 및 연안 해수취수시설 등과 관련한 수문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 수역, 수량조

절 구조물, 수자원 이용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부지의 일반적인 수문학적 특성을 기

술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며, 주요 수문학적 인자에 대한 관측 및 분석 

계획이 적절하며, 검토자는 부지의 수문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내용이 참고문헌 4, 5, 6

및 7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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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2절  홍 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후보부지 또는 확정부지 지역의 과거 홍수(이상홍수위와 범람영향)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홍수설계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홍수발생 형태, 즉 

단일 홍수유발현상 또는 복합적인 홍수유발현상을 확인한다. 또한 국지적인 호우현상

에 의한 부지의 잠재적인 홍수영향도 확인한다.

홍수의 이력 및 범람 가능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잠재적 유출에 영향을 주는 참고문헌 7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요소(도시화, 산불, 농

지이용의 변화 등), 침식 및 퇴적현상을 고려한다. 홍수 이력과 관련하여 국지 홍수 평

가를 위해 부지에 대한 국지 집중호우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부지 정지표고 

설계에 사용되는 부지 특성에 기술되어야 한다. 검토 과정에 다루어져야 하는 세부 항

목은 다음과 같다.

1. 부지 내 국지 홍수와 배수설계

가. 국지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부지 내 홍수를 검토한다. 국지 집중호우는 

적절한 기상청 수문기상 보고서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국지 집중 호우를 배수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포함하여 부지 배수시스템의 설계를 검토한다.

2. 하천 범람

가. 부적합한 댐용량, 부적합한 배수능력 또는 댐의 기존 물리적 제약조건 등으로 

인한 댐파손 가능성과 풍파를 고려한 가능최대홍수를 검토한다.

나. 독립적인 것과 겨울철 가능최대 폭풍을 동반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결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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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수 불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지류의 배수구역에 대한 가능최대홍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하천의 일반적 홍수들의 결합 가능

성을 검토한다.

3. 폭풍해일

가. 임해부지에 대한 가능최대태풍을 검토한다.

나. 지표 유출에 의한 홍수위가 발생할 때 부지로 상륙하는 가능최대태풍의 풍향

과 풍속을 고려한 파랑 거동을 검토한다.

다. 가능최대폭풍(비태풍성)에 의한 가능최대폭풍해일 및 파랑을 검토한다.

라. 지표 유출에 의한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일반적 폭풍해일들의 결합가능성을 

검토한다.

4. 정진운동

가. 내륙의 호수와 연안 항구 및 만에서 기상학적 요인에 의한 정진운동을 검토한다.

나. 내륙의 호수에서 지진학적 요인에 의한 정진운동을 검토한다.

다. 지표 유출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의 결합을 

검토한다.

5. 지진해일

가. 근발성 또는 국지성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나. 원발성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다.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해일과 유사한 파랑을 검토한다.

라. 해저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마. 강에서 발생하는 내륙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6. 지진에 의한 댐파괴

다음에 기인한, 부지에서의 가능최대 수위를 검토한다.

가. 25년 빈도 홍수 및 2년 빈도 파랑과 동시에 일어나는 안전정지지진에 의한 댐

파괴

나. 표준설계홍수 및 2년 빈도 파랑과 동시에 일어나는 운전기준지진에 의한 댐파괴

다.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동시성을 가지는 지표 유출, 폭풍해일, 또는 정진

운동에 의한 홍수와 동시에 일어나는 기타 지진에 의한 댐파괴

라. 부지 정지고 상류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근처에 위치하는 수량 조

절구조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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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사태에 의한 홍수

가. 홍수파

나. 하천봉쇄에 의한 배수 영향

8. 수계 내 결빙 영향

하천 하류의 결빙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 영향 또는 상류 얼음 둑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에 기인하는 홍수 현상들을 확인하기 위해 수계 지표수의 빙상,

결빙, 저빙(혹은 묘빙; 하천 바닥에 얼어붙어있는 얼음)의 형성과 얼음 둑 형성을 

검토한다.

9. 결합된 현상의 선정 기준 

개개의 홍수 기구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야기되는 부지에서 최악의 홍수를 검토

한다. 일부 또는 대부분의 홍수 기작은 최악의 경우에 발생하는 홍수보다 덜 심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 홍수의 조합이 단일 기작에 의해 최악의 경우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홍수 영향을 초과할 수 있다.

10.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가정된 설계 기준 상의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과 부지 인근에서 발생

하는 홍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2.4.3절 - 2.4.7절과 2.4.9절이 특정한 홍수 유발 사상을 다루고 있다.

이들 절에서 고려되는 현상의 종류와 홍수 현상의 제어에 대해 기술한다.

2. 만약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동적 영향을 포함하는 

홍수 방호 방법이 안전심사지침 2.4.10절에 기술되어야 한다.

3. 수문과 관계되는 항목의 검토 주관부서는 표준설계인허가에서 기재된 부지 변수

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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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

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

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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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항 혹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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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장 육상홍수의 제4조 국지강우영향평가와 제5조 하천범람영향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9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부지 내 국지 홍수와 배수설계

안전성분석보고서는 국지 집중호우 혹은 국지 가능최대강수량의 평가와 부지 배

수 시설(건물의 지붕으로부터의 배수와 부지 저류를 포함)의 수용능력을 포함하

여야 한다. 쇄설물, 얼음, 눈 등에 의해 부지의 배수 시설이 봉쇄될 가능성에 대

한 평가는 식생조건 및 폭우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잠재적인 재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예 : 저류에 의해 발생하는 

부지의 침수고가 발전소 입구의 표고를 초과할 경우 등), 신청자는 영향을 받는 

시설의 설계기준을 기재하고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하천 홍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홍수 잠재원인과 홍수 반응 특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계획된 부지가 위치하는 유역 내 수문특성에 따라 지류들의 유역 면적, 풍파와 

동시에 발생하는 가능최대홍수량, 댐붕괴에 의한 홍수,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하천의 일반적 홍수의 결합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3. 폭풍해일

부지 인근의 폭풍해일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된 부지의 위치에 따라 임해지역에 대한 가능최대태풍, 부지로 상륙하는 가

능최대태풍의 풍향과 풍속, 가능최대폭풍(비태풍성), 이들 바람에 의한 폭풍해일

과 파랑, 그리고 지표 유출에 의한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폭풍해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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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정진운동

부지 인근의 정진운동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된 부지와 인근 수계의 수리 및 수력학적 특성들에 따라 내륙 호수, 연안 항

구, 그리고 만에서 기상학적으로 발생하는 정진운동, 내륙 호수에서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정진운동, 지진해일에 의해 발생하는 정진운동, 그리고 지표유출 홍수

와 동시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정진운동의 결합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5. 지진해일

부지 인근의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근거리와 원거리 지진해일 발생원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내륙에 위치하는 얇

은 심도의 지진원이 연안에 근접할 경우 해양성 지진해일을 발생하므로 이에 대

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계획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지진해일을 발생시키는 원거리에 위치하는 발생원도 고려해야 한다. 내륙에서 발

생하는 사면 붕괴 및 사태는 수계에 충격을 주어 지진해일과 유사한 파랑을 발

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해저 산사태도 지진해일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진 

현상이 내륙의 수계 즉 대규모 강에서 지진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지에 

미치는 이와 같은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6. 지진에 의한 댐파괴

부지 상류에 위치한 댐이 지진학적 원인에 의해 붕괴되므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

소 부지에서의 홍수 위해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지에 대한 

홍수 위해 가능성이 있는, 부지 상류의 모든 댐과 다른 관련 수량 조절 구조물의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기준에서 댐파괴에 의한 홍수 영향이 제시

되어야 한다. 25년 빈도 홍수 및 2년 빈도 파랑과 동시에 일어나는 안전정지지진

에 의한 단일 또는 다중 댐파괴, 표준계획홍수 및 2년 빈도 파랑과 동시에 일어

나는 운전기준지진에 의한 단일 또는 다중 댐파괴, 지표 유출, 폭풍해일, 또는 정

진 운동에 의한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기타 강도의 지진에 의한 단일 또는 다

중 댐파괴, 부지 정지 표고 상부나 안전관련 구조물, 기기 및 계통에 충분히 근

접하여 위치하는 수량 조절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최대수위가 제시되어야 한다.

7. 산사태에 의한 홍수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와 하천 봉쇄에 따른 발전소 부지에서의 홍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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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지 인근 및 부지 구역에서 산사태

에 기인한 역사 홍수를 포함하여 산사태의 잠재성과 산사태 기록에 대한 전체적

인 검토가 제시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기준에 대해 산사태에 기인한 홍수의 영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8. 수계 내 결빙 영향

발전소 부지 하류의 결빙 또는 얼음 둑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 영향 또는 상류 얼

음 둑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에 기인하는 발전소 부지에서의 잠재 홍수

와 관련된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지 인근 및 부지 구역

에서 결빙 기록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의 영향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충분히 반

영하여야 한다. 결빙과 저빙에 대한 기록과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한 이런 현상에 

기인한 홍수 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가 제시되어야 한다.

9. 결합된 현상들의 선정 기준 

개별 홍수 기구에 기인하여 가장 심각한 영향과 더불어서 개개의 홍수 기구의 적

절한 조합을 포함하여 발전소 부지에서의 설계 기준 홍수에 고려된 정보이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홍수 기구에 대한 최악의 결합을 고려한 것에 

기초하여 최고 홍수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안전심사보고서에 부지특성이 기재되어

야 한다.

10.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예정 부지 인근 및 부지 지역에 대한 수문 기술과 관련하여 부지와 관련 있는 인

접 지진 및 비지진 정보가 가지는 잠재 영향이 명확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II장에서 언급한 허용 기준에 대해 예정부지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부합되는지 검토하며,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기존 자료와 분석이 유효하다는 것

과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함을 검증한다.

1. 부지 내 국지 홍수와 배수설계

국지 집중호우는 부지 최인접 지역에 떨어지는 강우의 극한 양의 측정값이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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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가능최대강수량을 이용한다. 국지 집중호우에 대하여 부지 내 저류에 

의한 홍수는 효과적인 배수계통의 결여와 충분하지 않은 침투량에 기인하여 발

생할 수 있다. 검토자의 잠재 홍수 평가는 가능최대강수량 자료에 기초한다. 가

능최대강수량은 수문기상학적 방법, 통계학적인 방법 및 기상현상에 대한 물리적

인 모형을 이용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평가된 결과

들 중 부지에 보수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유역의 

면적이 2.6 km2 이하인 경우, 최소 유역면적은 2.6 km2로 한다. 필요시 검토자는 

사업자의 평가가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국지 집중호우는 안전성평가보고서에서 부지 특성과 관련하여 기재되어

야 한다.

적용 가능하다면 단위 수문도와 같은 지표 유출 모델 또는 표준 문서에 제시된 

다른 지표유출 배수 평가들이 국지 집중호우 조건에서 부지 배수계통의 배출 기

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지표유출 모델들이 이용될 경우, 부

지와 부지 구역에 대해 사용되는 계수에 대해 부지 배수계통에 대한 가능최대 

홍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된 수문환경에 대한 가용한 정보를 비교한다.

국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에 대한 방호가 부지 변환에 의해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 국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는 부지 배수계통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검토

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요구되는 부지 

배수 설계와 충분한 홍수 방호를 검토한다. 홍수 방호 요건들은 안전성분석보고

서 2.4.10절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2. 하천 홍수

검토자는 부지에 인접한 강과 하천에서 발생한 모든 홍수 기록을 검토한다. 이때 

부지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적절한 홍수 유발 기구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

의 하천유출에 대한 역사 자료와 이때의 수문기상학적 조건을 이용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홍수위가 여러 가지 심각한 홍수 시나리오들

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홍수 시나리오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류 댐파괴와 동시에 발생하는 가능최대홍수(수문학적 원인 또는 바람에 기

인한 파랑에 의한 단계별 파괴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다중 파괴)

나. 하류 결빙에 의한 배수 영향 또는 상류 얼음 둑의 붕괴에 의한 홍수, 겨울철

에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가능최대 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

다. 부지에 적용 가능할 경우, 폭풍해일, 정진운동 그리고 지진해일에 의한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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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결합하여 하천에서 발생하는 일반 홍수들의 결합

개별적으로 홍수를 유발하는 기구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3에서 2.4.7, 그리고 

2.4.9에서 검토된다.

3. 폭풍해일

부지에서 폭풍해일에 의한 홍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얻어진 기록된 폭풍해일 자료 및 이와 관련 있는 수문기상학적 조건을 검토한다.

설계기준 홍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최대태풍, 연안부지에서의 관련 폭풍해일,

가능최대태풍 시 풍향 및 풍속이 내륙으로 전이되면서 발생시키는 파랑, 그리고 

지표 유출 홍수와 일반적인 폭풍해일의 결합을 고려한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폭

풍해일 기구와 설계기준 현상의 평가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5에서 수행된다.

4. 정진운동

검토자는 부지 인근의 정진운동의 잠재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유관기관에서 

기록된 자료들을 검토한다. 설계기준 홍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자는 대기 및 

지진에 기인한 가장 심각한 정진활동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진해일 위해

에 대한 상세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4.6에 기술되어 있으며, 안전성분석보

고서 2.4.6에 대해 수행된다.

5. 지진해일

검토자는 부지에서 지진해일에 의한 잠재 홍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기록된 자료를 검토한다. 지진 및 해저 산사태를 포함하는 근거리와 원

거리 원을 모두가 연안부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부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면붕괴 및 산태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해일과 유사한 

파도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설계기준 홍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자는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의해 발생되는 

홍수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진해일 위해에 대한 상세 검토 절차는 안전심

사지침 2.4.6에 기술되어 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 2.4.6에 대해 수행된다.

6. 지진에 의한 댐파괴

댐이 지진학적 원인에 의해 붕괴되므로 인해 발전소 부지의 잠재 홍수를 평가하

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에서 기록된 자료를 검토한다. 부지에서의 홍수는 연쇄 댐

파괴를 포함하여 단일 또는 다중 댐파괴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부지 정지고 상부

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충분히 근접하여 위치하는 수량 조절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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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괴가 발전소 부지에서의 잠재 홍수 영향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댐파괴에 

기인한 홍수에 대한 상세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4.4에 기술되어 있으며, 안

전성분석보고서 2.4.4에 대해 수행된다.

7. 산사태에 의한 홍수

검토자는 정부유관기관의 과거 자료를 검토하고,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

와 하천 봉쇄에 따른 발전소 부지에서의 잠재 홍수를 평가하기 위해 그 실체를 

확인한다.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로 변경, 하천 봉쇄 그리고 홍수를 유발하는 배수영향

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9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상

세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6과 2.4.9 각각에서 이루어진다.

8. 수계 내 결빙 영향

검토자는 발전소 부지 하류의 결빙 또는 얼음 둑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 영향 또

는 상류 얼음 둑의 붕괴에 의한 발전소 부지에서의 잠재 홍수 평가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의 역사 자료를 검토한다. 결빙에 대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4.7에 

기술되어 있으며, 얼음 둑과 결빙에 의한 하천 봉쇄에 대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

지침 2.4.9에 기술되어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7과 2.4.9에서 각각 수행된다.

9. 결합된 현상의 선정 기준 

검토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별 홍수 기구의 조합을 검토한다. 홍수 각각이 최

악의 경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반적인 홍수를 야기하는 홍수 

기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결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홍수 사상에 따라 

상호 연결되어 단일 홍수 기구에 의한 최악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홍수를 야기

한다. 이에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발전소 부지에 대해 가장 심각한 

홍수 조건을 검토하며, 안전심사보고서 부지 특성과 관련하여 가능최대 홍수위가 

기술되어야 한다.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위에서 언급된 가능최대홍수위 상부에 위

치하여 홍수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홍수 방호가 제공되어야 한

다. 홍수 방호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성분석보고서 2.4.10에서 검토된다.

10.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예정 부지 인근 및 부지 지역에서 홍수와 연관있는 부지 인접의 지진 및 비지진 

정보들의 잠재 영향을 검토하고 이들 영향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명확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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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검증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허용 기준과 관련한 부지 특성에 대한 평가를 안전심사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평가는 검토자의 결론이 규제 요건에 부합함을 뒷받침한다. 검토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대해 무엇을 평가하였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검토자의 평가는 안전성분

석보고서가 규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시 독립적 계산의 수행, 그

리고 적절한 가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검토자는 사업자로부

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충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국지 집중호우, 홍수 유발 기작 그리고 발전소 설계 및 부지 

선정에 중요한 홍수 조절 기작이 적절히 제시하고 입증하였는지 확인한다. 부지의 홍수

특성 및 홍수설계기준이 참고문헌 1, 3~5 및 7의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발전소가 홍수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됨을 확인하고 입증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새로운 홍수기록이 

존재할 경우 홍수역사를 보완, 확인하고 홍수로 인한 발전소의 안전성을 입증한다.

검토자는 부지의 총수와 관련한 신청자의 참고문헌 1, 3~5 및 7의의 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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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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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3절  강 및 하천에서의 가능최대홍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안전정지 조건의 유지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에 대한 홍수방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문기상학적 설계기준 선정자

료를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강과 하천의 홍수에 대한 설계기준

가. 부지에 홍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지 인접 강과 하천에서의 홍수와 관련한 

배수유역

나. 배수유역에 대한 가능최대강수량

다. 배수유역에서의 강수손실

라. 유역의 강우유출 특성

마. 발전소 부지에서 가능최대홍수 수문곡선을 평가하기 위한 강과 저수지에 대한 

홍수 유출 누적 및 가능최대홍수와 동시에 일어난 풍파에 의한 부지에서의 수

위 조건 결정

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홍수의 동역학적 영향

2. 부지 배수에 대한 설계기준

가. 국지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발전소 부지 인근 배수 유역과 부지 배수에 

대한 지표유출(안전관련 구조물의 지붕 포함)

나. 침식 및 퇴적작용으로 인한 잠재 영향

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가능최대홍수위를 평가하기 위한 물리적 강수-유출

과정에 대한 모델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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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부지 관련 평가 항목의 고려

가정된 설계 기준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과 부지 인근 및 

부지 지역의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만약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동역학적 영향(수리동역학적 힘

과 파편 및 사출물에 의한 충격력)을 포함하여 홍수 방호 요건들이 요구된다면 안전심

사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신청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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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제2장 육상홍수의 제4조 국지강우 영향평가와 제5조 하천범람 영향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9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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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에 대한 설계 기준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배수 유역에서 수문기상학적 

특성들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가. 강과 하천에서의 홍수 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유역의 면적

나. 가능최대강수량 및 가능최대강수량의 우량 분포도

다. 풍파와 동시에 발생하는 강과 하천에서의 최대 가능최대홍수위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가능최대홍수의 동역학적 영향을 

설명하는 수리학적 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잠재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사업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기록하고 이런 시설의 설계 기준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부지 배수를 위한 설계 기준

안전관련 구조물의 지붕을 포함하여 인접한 부지로부터의 지표유출과 부지와 가

까운 곳에서의 배수에 관한 사항이 평가되어야 한다. 발전소 인근과 내부에서의 

홍수를 평가하기 위해 홍수 응답 특성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홍수 기간 동안 일어

나는 침식과 퇴적작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이들이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에 잠재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사업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기록하고 

이런 시설의 설계 기준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 인근의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과 부지 인근 및 부지 구역의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는 예비 부지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운영허가 검토의 경우, 자료와 분석이 유효한지 검증하고 시설 설계 내역들

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적용가능하다면 운영허가 시 검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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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학적 부지 특성과 관련한 운영기술지침이 수용할 수 있는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

인된 특이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건설 및 운영허가는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요건에 기초한다.

1. 강 및 하천에서의 홍수에 대한 설계 기준 

발전소 부지에 인접한 하천망의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표유출에 기여하는 배수

유역은 지형도에 산등성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배수망

과 유역을 구분하는 것이 정부유관기관에서 생성한 전산화된 표고 및 하천망 자

료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검토자는 최근의 가용한 방법들을 이용한 사업자의 홍수 

평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개의 평가 사이에서 배수 유역 면적 등에 중요

한 모순이 존재하면, 검토자는 사업자에게 이들 평가를 입증할 더 많은 자료를 제

공하거나,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강 및 하천의 홍수를 재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에서 평가된 배수 유역 면적에 대한 가능최대강수량이 발전소 부지 인접 가능최

대홍수 평가를 위해 결정되어야 한다. 가능최대강수량은 정부유관기관의 자료를 이

용하여 배수 유역 면적에 대해 평가된다. 배수 유역에서 강우 손실과 지표 유출에 

의해 특성화된 강우-유출 반응은 하천망을 따라 하류 지역에 홍수를 유발시킨다.

검토자는 적절한 강우-유출 반응 기능과 다른 유역 변수들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유

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강과 하천에서의 가능최대홍수를 검토할 때, 검토자는 

사업자의 평가를 검증하고, 필요시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이들 평가를 수행

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유관기관의 평가를 수용할 수 있다. 필요시 검토자는 

정부유관기관이 인정한 지표유출 발생 및 홍수 추적 방법들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가능최대강수량의 동역학적 영향 평가에 필요한 속도와 

모멘텀 플럭스와 같은 수리학적 특성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검

토자의 평가는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2. 부지 배수에 대한 설계 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적절한 방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

해 발전소 부지 내 홍수가 검토되어야 한다. 국지 집중호우에 의해 부지 내 저류

에 의한 즉각적인 홍수는 부적절한 침투 능력과 충분한 배수 계통의 결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잠재 홍수에 대한 검토자의 평가는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된 가능최대강수량에 기반하며, 안전심사지침 2.4.2에 기술된 

것과 같이 안전성분석보고서 2.4.2에서 검토되었다. 단위수문곡선법과 같은 지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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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모델 또는 표준 절차에 기재된 다른 지표 배수 평가방법이 국지 가능최대강수 

조건에서 부지 배수 계통의 배수를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일반적인 지표유출 모델

이 사용되었을 경우, 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사용된 계수들은 부지 배수 계통에 

대한 가능최대 홍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수문 조건들을 평가하기 위해 기록

된 가용 정보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이용된 지표유출 모델의 적합

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분배 모델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각각의 수문특

성을 충분히 가진다면, 이런 모델의 이용은 종합적인 모델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필요시 검토자는 홍수에 따른 부지 배수 검토에서 사업자의 평가를 검증 또

는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지표유출 발생 및 홍수 추적 방법을 이용한 독립적인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 검토자의 독립적인 평가는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정하

기 위해 사업자의 평가와 비교할 수 있다.

3.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 인접 지진 및 비지진학적 평가 항목이 예정 부지 및 부지 인근 강과 하천에

서 가장최악의 홍수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건설 및 운영허가 검토에서 발전소에 대해 이용된 부지 특성과 변수의 요약보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강과 하천에 대한 가능최대홍수와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 위치한 강과 하천에서의 가능최대홍수를 확인

한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

어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가능최대홍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

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

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들에 반영되었

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확인된 설계 기준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해 수립된 설계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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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4절  잠재 댐파괴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발전소 설계에 고려된 부지 내, 또는 하천의 상․하류에 설치된 수량조

절 구조물 즉, 댐 등의 파괴가 발전소 안전관련 시설물들에 미치는 잠재적 재해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수문지질학적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상류 댐파괴로부터 일어나는 홍수파

처오름에 의한 결과와 같이 수리학적 파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댐파

괴 및 붕괴에 기인한 홍수파가 부지로 유입됨에 따라 최고 수위를 야기하여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

2. 연쇄적 댐파괴

부지에서의 가능최고수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최대홍수, 산사태에 의한 심

각한 홍수, 지진 혹은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상류 댐파괴로 인한 발전

소 부지로 연결되는 수로 상의 여러 댐의 연쇄 파괴 그리고 단계별 파괴

3. 구조물에 대한 동역학적 영향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댐파괴에 의한 홍수파의 동역학적 영향

4. 하류 댐파괴에 의한 용수 공급 능력 상실

발전소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발전소 부지 하류 댐파괴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의 영향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 상실 혹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댐

파괴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에 의한 퇴적작용 혹은 침식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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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

부지 표고 상부에 위치하며 부지 내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제방, 둑 그리고 다른 

공학적 물 저장 시설과 같은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예정된 설계 기준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과 이들이 부지 및 부

지 인근지역에서 어떻게 댐파괴와 관계하는지를 검토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동역학적 영향(수리동역학적 힘

과 파편 및 사출물에 의한 충격력)을 포함하여 홍수 방호 요건들이 요구된다면 

안전심사지침 2.4.10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된다.

2. 댐파괴에 의한 용수 손실을 포함한 심각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

을 상실시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5 “최종열제거원”에서 

수행된다.

3. 지구과학과 지질공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관련 댐과 수량조절 구조

물이 안전정지지진에 대해 견딜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물이 내진범주I

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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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

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가. 위원획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

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라. 제2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신청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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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평가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의 경우에 부지 및 주변지역의 수계에 존재하는 댐의 파괴형태와 저수지 

등 수공구조물의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댐파괴로 부터 일어나

는 홍수파로 인한 영향과 하류댐 파괴, 연쇄적 댐파괴 등을 고려한 부지의 홍수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부지 주변지역 하천의 상류에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될 예정인 저수지 또는 댐 등

은 파괴가 발생하지 않음을 공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가’항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홍수영향 평가에는 두 가지 이상의 홍수요인이 결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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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6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를 만

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상류 댐파괴로부터 일어나는 홍수파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들 평가는 배수유

역에서의 수문기상학적, 지질학적, 그리고 지진학적 특성의 보수적 가정에 기초한다.

가. 가정된 댐파괴 및 붕괴 모델

나. 만수위 홍수 조절 저수지의 고려

다. 동시에 발생하는 유속과 수위의 보수성

가상의 댐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파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홍수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예정

부지로 유입될 수 있다.

2. 연쇄적 댐파괴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발전소 부지 인근에 대한 가장 큰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는 연속적인 댐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지진 

및 수리학적 파괴에 의한 연쇄 댐 붕괴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의 연쇄 댐파괴

가 조사되어야 한다. 파괴 형태는 보수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발생

하는 홍수파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홍수위

를 평가하기 위해 예정 부지로 보수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3. 구조물에 대한 동역학적 영향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유속 및 

운동량과 같은 홍수파의 동역학적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홍수파의 동역학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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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잠재 위해가 있을 경우, 이런 

영향을 받는 시설의 설계 기준에 대해 잠재 위해성을 포함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4. 하류 댐파괴에 의한 용수 공급 능력 상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하류 댐파괴에 의한 발전소 안전관련 용수 공급 상실

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용수공급 상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문서에 기

록하고,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해 재평가하여야 한다.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의 영향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댐파괴에 의한 홍수 기간 동안 퇴적 작용 혹은 침식

에 기인한 차폐에 의해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기능 상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안전관련 용수 공급 기능상실과 같은 위해가 있을 경우, 이를 문서에 기록하

고 안전관련 용수 공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홍수를 야기할 

수 있는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만약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홍수로 인한 위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문서에 

기록하고 영향 시설들의 설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부지 및 인근 구역의 하류 댐파괴 및 차폐에 의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 상

실과 상류 댐파괴에 기인한 홍수와 관계되는 부지 인근의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

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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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류 댐파괴로부터 일어나는 홍수파

댐의 위치와 잠재적으로 유사 혹은 심각한 파괴 형태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부지 

내 가장 심각한 충격을 미치는 단일 상류 댐파괴가 만수위 저수조건을 고려한 댐파

괴의 보수적 형태와 선행 유량의 적절한 조합을 이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댐파괴에 의한 홍수파가 부지로 유입되는 것은 정부유관기관이 인정한 모델을 이용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모델을 처음으로 이용할 경우, 모델에 대한 완벽한 설명과 

관련문서들이 요구된다. 이런 모델의 수용여부는 모델 이론, 가용한 검증 및 적용에 

대한 검토자의 검토 결과에 기초한다. 순간 파괴가 아닌 다른 것을 가정할 경우, 파

괴 형태 및 붕괴 속도의 보수성이 잘 기록되어야 한다. 부지에서의 첨두유량과 수위 

결정에 이용된 모든 계수, 변수 그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분석대신에 검토자는 사업자의 가정과 방법을 검증하거나 부지 인근에

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정부유관기관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쇄적 댐파괴

지진 및 수리학적 파괴에 의한 다중 댐파괴와 여러 댐의 연쇄 댐 붕괴가 논의 되

어야 한다. 연쇄 붕괴의 가능성이 기술되고, 요약 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적절한 

선행 하천 유량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첨두유량과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에서 수용한 모델을 이용하여 부지로 유입되게 한다. 모든 계수, 변수 그

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분석대신에 검토자는 사업자의 가정과 방법을 검증하거나 부지 인근에

서 유사한 분석들을 수행한 정부유관기관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조물에 대한 동역학적 영향들

댐파괴에 의한 최악의 홍수와 관련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

치가 기재되어야 한다. 홍수파의 동역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홍수의 

수리학적 특성들은 수력학적 힘과 물에 의해 발생하는 파편과 사출물의 충격을 

포함한다. 이런 수리학적 특성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인접 부

근에서의 유속과 운동량을 포함한다.

4. 하류 댐파괴에 의한 용수 공급 능력 상실

하류 댐파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발전소 안전관련 용수 공급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류 댐파괴 이후 안전관련 용수 공급원의 능력 감소가 평가되어야 한다. 하류 댐

파괴 이후 감소된 능력이 용수원의 안전 기능을 충분히 만족하거나 유사한 영향

에 대해 다른 안전관련 요수공급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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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적물 침전 및 침식의 영향

홍수에 노출되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댐파괴에 의한 홍수 기간 동안 퇴적 작용이 평가되어야 한다. 홍수

의 빠른 유속에 의한 침식이 평가되어야 하며, 안전관련 중요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기능에 대한 이들의 영향이 조사되어야 한다. 어떠한 잠재 침식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6.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조물의 파괴

부지 내 수량조절 혹은 저장 구도물이 부지 정지고 위해 있을 경우, 기타 원인에 

의한 이들의 파괴가 결정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

한 홍수 가능성 그리고 홍수 영향을 받는 문과 출입구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의 홍수가 구조물, 계통 및 기기 혹은 다른 노출된 발전소 계통의 안전관련 

기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댐파괴에 의한 가장 심각한 홍수 시나리오를 가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

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건설 및 운영허가 검토에서 발전소에 대해 이용된 부지 특성과 변수의 요약보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댐파괴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댐파괴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

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

어서 적절한 부지 현상들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댐파괴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

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

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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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5절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에 의한 가능최대홍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발전소 설계에 고려되는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에 의한 가능최대홍수의 

영향에 기인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잠재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문기상학적 설계 

기준들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가능최대태풍

최적의 이동속도로 부지에 대해 치명적인 이동경로를 따라 부지로 접근하여 가능

최대폭풍해일을 야기하는 것

2. 가능최대폭풍

최적의 이동속도로 부지에 대해 치명적인 이동경로를 따라 부지로 접근하는 것으

로 가상의 극한 열대성저기압 또는 이동 스콜 전선에 의해 발생하는 것

3. 정진운동과 공진운동

부지에 대한 홍수의 영향 또는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저수위를 야기하는 수계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정진 파의 잠재성과 부지 인근의 정진운동 

4. 처오름

가능최대태풍 또는 가능최대폭풍 풍속 하에서 바람에 의한 것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 영향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차단 또는 상실시키는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에 의한 파랑에 따른 퇴적 및 침식 영향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폭풍해일과 정진 운동과 관련된 설계 기준에 대한 부지 및 인근에 대한 지진 및 

비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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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진현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지진해일은 안전심사지침 2.4.6에서 검토된다.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홍수 방호가 요구될 경우 안전심사

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3. 퇴적현상에 의한 차단 혹은 정진운동에 기인한 용수 손실을 포함하여 극심한 환

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 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가 안전심사지침 9.2.1에서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4. 지구과학 및 지질공학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해당부서가 전체 수계에서의 수위상승

과 정진운동을 야기하는 국지 지진학적 변위를 고려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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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신청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제3장 해수 범람의 제7조(폭풍해일) 제2항 내지 제6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6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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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가능최대태풍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최대태풍과 가능최대폭풍해일, 즉 가능최대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의 평가가 요구된다.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정의된 가능최대태풍은 

이들 현상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안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가능최대태풍이 

예정부지에 대한 설계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문서화하여 제시하

여야 한다. 가능최대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은 관련 요건에 제시된 방법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

2. 가능최대폭풍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최대폭풍과 가능최대폭풍에 의한 폭풍해일의 평

가가 요구된다. 가능최대폭풍은 이들 현상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안에 대해 평가되

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최대폭풍에 의한 폭풍해일은 관련 요건에 제시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정진운동과 공진운동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기상학적원인, 지진해일 그리고 지진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계에서의 정진운동과 공진운동의 평가가 요구된다. 수계의 자연 주기

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파고의 증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계의 기하학

적 특성과 정진파의 상호작용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공진운동 동안 발생하는 최저수위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처오름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최대태풍 또는 가능최대폭풍의 풍속 하에서 바람

에 의해 발생하는 처오름의 평가가 요구된다. 처오름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기

관에서 제시한 가능최대태풍 또는 가능최대폭풍의 풍속이 이용될  수 있다.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 영향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에 의한 파랑이 발생하는 동안의 

퇴적 및 침식에 의한 차단에 의해 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기능 상

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만약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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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침식 및 퇴적에 의해 발생한다면 이를 문서화하고, 이들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설계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폭풍해일과 정진 운동에 의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상실과 홍수와 관련되는 부

지 인근 지진과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영향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들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자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가능최대태풍

이 절에서는 홍수 설계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폭풍해일 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하

는 것이 기술되어야 한다.(부지가 대규모 수계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가능최대태풍, 이동 스콜 전선, 또는 다른 열대성 폭풍 변수들의 모든 가용한 조

합이 조사되어야 하며, 가장 위험한 조합이 수위 평가에 사용되기 위해 결정된다.

부지 인접 가능최대 태풍에 대한 사업자 분석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방법들을 검토자는 이용한다. 가능최대태풍은 위치 변경에 따른 여

러 가지 기상학적 변수를 항목별가용특성화하여야 한다: 중심기압, 주위 압력, 최

대 풍속의 반경, 진행 속도, 진행 방향과 유입각. 가능최대태풍에 대한 이들 변수

들의 평가 방법은 정부유관기관에서 제시한 것을 이용한다.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폭풍해일고에 대한 검토자의 독립적 평가에서 사용된다. 폭

풍 수문곡선 평가를 위해 사용된 모델들은 이전에 적절한 기술적 연구들에서 공

동으로 검토되고 발간되어야 한다.

조석과 이상 해수위를 포함하는 수위는 정부유관기관이나 다른 관련 기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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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정부유관기관에서 나온 자료(조석표, 조석기록 그

리고 역사적인 수위)는 선행 수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들 선행 수위는 연

안에 대해 2주 혹은 이상의 기간 동안 예측 평균 수위와 기록 값 사이의 최대 차

에 기초한 이상 해수위를 더해서 “10% 초과” 월별 발생 만조만큼 높을 수 있다.

독립적인 분석 대신에 검토자는 사업자의 가정과 방법을 검증하거나 부지 인근에

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정부유관기관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2. 가능최대폭풍

정부유관기관이 제시했거나 검토자가 적용하는 가능최대폭풍, 스콜 전선 그리고 

격렬한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폭풍 발달에 대한 방법과 기준은 사업자의 폭풍 조

건 평가에 대한 보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다. 정부유관기관의 기준은 결과적

으로 가장 심각한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제시된 제약 내에서 기본적인 기상학적 

변수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업자의 수문기상학적 분석은 이들 변수의 가장 위험한 

조합에 기초할 수 있다.

독립적인 분석대신에 검토자는 사업자의 가정과 방법을 검증하거나 부지 인근에

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정부유관기관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진운동과 공진운동

정진운동의 발생 가능성은 기상학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파의 주기를 평가한 

것과 수계 내 자연 주기의 파동을 비교하는 1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

다. 수계의 공진운동은 정부유관기관이나 표준 절차에 기술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계가 공진운동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공진운동을 위해 요구되

는 특정 주기의 파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파괴적인 정진운동의 발생 가능

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유사하게 만약 수계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파가 배제된 지진학적 진동 주기와 불일치할 경우 지진에 의한 정진운동은 발생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공진운동이 발생 가능하다면 최대와 최저 정진 수위가 

설계홍수 또는 설계 저수위 조건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처오름

연안 방호와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상세 설명은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처오름에 

대한 검토자의 독립적인 평가에서 이용된다.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제시된 기준과 

방법들이 바람에 의한 파랑활동과 처오름의 동시 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절차로 이용될 수 있다. 이들 기준은 쇄파, 중력파와 비쇄파

의 정적 및 동적영향을 포함하여 홍수 평가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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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홍수위는 명확한 기본 수위, 심각한 폭풍 해일 혹은 정진 수위 그리고 동시

에 발생하는 바람에 의한 파랑 활동의 조합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인자들에 대한 

유사 조합은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수위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5. 퇴적물 침전 및 침식 영향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이 발생하는 동안의 퇴적현상은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된다. 빠른 속도의 홍수 또

는 파랑활동에 의한 침식이 평가되어야 하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기초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어야 한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식 및 퇴적작용

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6.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가장 심각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 시나리오의 가정에서 사용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관련 정보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건설 및 운영허가 검토에서 발전소에 대해 이용된 부지 특성과 변수의 요약보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의 영향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

어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들에 반영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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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6절  지진해일로 인한 가능최대홍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발전소 설계에 고려되는 가능최대 지진해일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잠재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질 및 수리학적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지진해일에 대한 역사 자료

검토자는 지진해일 지도와 해석을 포함하여 과거 지진해일 자료, 국지 기록과 목

격 보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가용한 조석 관측 및 실시간 하부 압력 측정 자료

를 검토한다.

2. 가능최대 지진해일

검토자는 부지에 위해성을 줄 수 있는 가능최대 지진해일과 지진해일 발생원별 

기구, 발생원, 전파 모델 그리고 근거리 연안 범람 모델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능

최대 지진해일에 대한 검토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잠재 지진해일 발생원,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

나. 지진, 해저와 내륙 산사태 그리고 화산을 포함하는 지진해일 발생원별 기구

다. 지진해일 발생원의 특성

1) 규모, 지원 깊이, 단층면과 방위, 변위를 포함하는 지진원 변수, 산사태 부피와 

동역학, 화산 분출과 화산류, 칼데라 붕괴와 측면 붕괴 등 

2) 지진해일 발생의 유효성

3) 수면의 최대 초기 변위

라. 지진해일 파의 전파

1) 심층 전파(선형파 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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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층 전파(비선형파 동역학)

3. 지진해일 전파 모델

가. 진원으로부터 부지로 향하는 지진해일 파의 전파를 모사하기 위해 사용된 지

진해일 파의 전파 모델과 모델 변수들을 검토한다.

나. 지진해일 파의 전파 모델에서 사용된 입력 자료(수심 및 지형 자료를 포함)를 

검토한다.

4. 파의 처오름, 범람 그리고 수위 저하

가능최대 지진해일 현상의 범람 발생 동안 파의 처오름 범위와 기간을 검토한다.

5. 정수 역학과 동수 역학적 하중

지진해일 파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하중을 정

량화하기 위해 범람 및 저수위, 조류속도, 가속도, 관성 성분, 그리고 운동량을 포

함하는 정적 및 동적 하중의 조합을 검토한다.

6. 파편과 사출물

지진해일에 의해 생기는 조류와 동반하여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영향

을 주는 파편과 사출물을 검토한다.

7. 침식과 퇴적의 영향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상실 또는 차단을 야기할 수 있는 지진해

일 파에 의한 침식 및 퇴적의 영향을 검토한다.

8.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계획된 설계 기준에 대한 부지 및 인근에서 지진해일과 관계되는 지진 및 비진학

적 정보의 잠재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홍수 방호가 요구될 경우 안전심사

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2. 퇴적현상에 의한 차단 또는 지진해일에 의해 발생되는 정진운동, 지진해일 파의 

후퇴 시 저수위에 기인한 용수 공급능력 상실을 포함하여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

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 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

침 9.2.1에서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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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해일을 야기하는 지진학적 변위를 고려할 때 제공되는 지진 정보 또는 지진

해일과 유사한 파를 발생시키는 지구과학 및 지질공학관련 문제의 검토는 구조부

지담당 부서가 책임진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신청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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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제3장 해수범람의 제8조(지진해일) 제1항 내지 제4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2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지진해일에 대한 역사 자료

사업자는 부지 인근 과거 지진해일 자료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인근의 과거 지진해일과 지진해일 유사 파의 이력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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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야 한다.

2. 가능최대 지진해일

사업자는 부지에 대한 가능최대 지진해일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능최

대 지진해일 평가는 발전소 부지와 관련 있는 근거리와 원거리 지진원 모두에 대

한 과거, 지질학적, 그리고 물리적 자료에 의한 지진해일 발생원의 검토를 포함한

다. 만약 부지에 대한 어떠한 지진해일 위해성도 없을 경우, 부지의 위치와 역사

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기술할 수 있다.

검토 과정에서 지진 발생원은 지진, 해저 및 지표 산사태, 그리고 화산활동을 포

함한다. 지진해일 발생원의 특성은 가능최대 지진해일과 관련 있는 변수 값을 포

함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부지에 대한 가능최대 지진해일 파의 수치 모델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델은 명확한 지역에서는 천수파 근사법을 이용할 

수 있고, 근사법이 유효하지 않은 곳에는 비선형파 동역학을 이용할 수 있다.

3. 지진해일 전파 모델

사업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사용한 지진해일 전파 모델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가능최대 지진해일 전파 모델에서 사용된 변수가 제시되어야하며 이들의 보

수성에 관해 논의되어야 한다. 지진해일 전파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논의는 또한 포함될 수 있다.

4. 파의 처오름, 범람 그리고 수위 저하

사업자는 부지 인근의 범람과 저수위 기간과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의한 범람과 저수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과 모델들이 설명

되어야 한다. 범람과 저수위의 모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이들의 보수성에 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범람과 저수위의 최대 범위와 기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

되어야 한다.

5. 정수 역학과 동수 역학적 하중

사업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기인한 정

수 역학과 동수 역학적 하중을 나타내는 조합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합 

조건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주변에서의 범람 수위 및 저수위, 조류 속

도, 가속도, 관성 성분 그리고 운동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안전관

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6. 파편과 사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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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의해 생기는 조류와 동반하는 파편과 사출물에 대

한 평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파편과 사출

물의 위해성 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안전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7. 침식과 퇴적의 영향

사업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주변의 퇴적작용과 침식 영향을 평가하

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

치는 영향을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8.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사업자는 부지 및 인근에서 지진해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 인접 지진 및 

비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 평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평가는 사업자가 이런 영

향을 설계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였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인된 부지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

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지진해일에 대한 역사 자료

검토자는 지진해일에 대한 부지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해일 자료를 포함

하여 과거 지진해일 자료를 검토한다. 과거 자료를 통해 발생빈도 및 최대 관측 

처오름 높이와 같은 유용한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지진해일 모델링과 공학을 지원하는 지진해일 발생원과 영

향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기록된다. 정부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진해일 

자료는 부지에 대한 지진해일의 발생 기록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지진해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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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원거리 대양횡단의 지진해일에 대해 

노출된 예정부지에 대해 관련한 국제적인 발생원과 같은 다른 발생원에 대한 과

거 자료 또한 조사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부지의 타당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역사자료와 지진해일 자료를 

검토한다.

2. 가능최대 지진해일

검토자는 발생 기구, 이들 발생 기구의 특성, 그리고 부지로 향하는 지진해일 전

파의 모델링과 관련하여 가능최대 지진해일을 검토한다.

지진해일 발생원에 대한 지역적인 평가 결과가 부지에 가능최대 지진해일을 발생

할 수 있는 발생원인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이 평가에서 고려되는 발

생 기구는 지진, 해양 및 지표 산사태 그리고 화산활동을 포함한다. 가능최대 지

진해일의 특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발생원의 특성은 제한된 기간의 역사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 또는 전지구 지진 규모 분포에 의해 보완되는 것과 

같이 보수적이어야 한다. 산사태 발생원은 해수범람도 혹은 역사적인 산사태의 지

질학적 연대 측정에 의해 결정된 최대 부피 변수를 이용하여 특성화되어야 한다.

경사 안전도 분석은 산사태 예상 지역의 잠재 지진해일 발생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가능최대 지진해일 평가에서 고려되는 화산 활동에 의한 

지진해일 발생원의 형태는 화쇄류, 해저 칼데라 붕괴, 폭발 그리고 파편의 쇄도 

혹은 측면 붕괴를 포함한다.

검토자는 결과적으로 방사성 지진해일 파를 발생시키는 수면의 초기변위를 검토

한다. 수면의 초기변위는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발생원에서 예정부지로의 가능최대 지진해일 파의 전달을 검토한다. 만

약 명확하다면, 천수파 근사법이 심층에서의 가능최대 지진해일 파의 전달을 모사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천수파 근사법이 유효하지 않은 얇은 유역에서 가능최

대 지진해일 파의 전달 모사는 비선형파 동역학 방법을 이용한다.

3. 지진해일 전파 모델

검토자는 가능최대 지진해일 위해 분석에서 사용된 모델을 검토한다. 공동 검토된 

문헌에 발간되고 광범위한 시험을 이용하여 검증된 정부유관기관이 사용하는 것

과 같은 지진해일 전파 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부지로 향하는 가능최대 지진해일 파의 전달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 변수

와 입력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모델 변수가 기술되어야 하며, 보수적인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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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어야 한다. 모델 입력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가 설명되어야 하며, 이들 개개

의 발생원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기록 및 관리되는 수심 및 

지형자료는 항상 충분해야 한다.

4. 파의 처오름, 범람 그리고 수위 저하

검토자는 가능최대 지진해일에 의한 파의 처오름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지진해일 

파의 도착 이전에 평가 대상 수계에 대한 명확한 초기 수위가 가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폭풍해일과 정진현상에 대해 권장되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연안 부

지에서 최고 지진해일 파 처오름을 평가하기 위해 부지 인근의 초기 수위로 만조 

시 90%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지진해일 파의 후퇴에 의해 발생

하는 저수위 평가를 위해 초기 수위로 썰물 시 최저점의 10%를 이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예정부지에서 지진해일 파에 의한 범람 범위를 검토한다. 범람은 홍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홍수 설계 기준에 고려되

어야 한다. 지진해일 파에 의해 발생하는 범람에 기인한 홍수에 의해 일부 안전관

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홍수 방호가 요구될 수 있다. 검토자는 어떤 발

전소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영향을 받는 동안의 시간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해일 파에 의한 범람 기간을 검토한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은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할 때 적용된다.

지진해일 파에 기인한 범람 범위와 저수위 기간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해 적절

히 반영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정수 역학과 동수 역학적 하중

검토자는 지진해일 파에 기인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정수 역학

적과 동수 역학적 하중을 검토한다. 지진해일이 일련의 파로 발생한다면 여러 번

의 유입과 후퇴 주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국부적인 배치와 수심이 안전관련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에 인접한 높이, 속도 그리고 운동량에 중대하게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은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

부로 포함할 때 적용된다.

지진해일 파에 기인한 정수 역학적 및 동수 역학적 하중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6. 파편과 사출물

검토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손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파편과 사

출물의 특성과 지진해일에 의해 생기는 조류와 같이 이동하는 파편과 사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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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들은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할 때 적용된다. 파편과 사출물에 의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손

상 가능성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7. 침식과 퇴적의 영향

검토자는 지진해일 발생 동안 빠른 속도의 홍수 혹은 파동에 의한 침식과 이들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하부에 미치는 영향과 퇴적작용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현상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대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식과 퇴적 작용도 노출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은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할 때 적용된다.

8.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가장 심한 지진해일 시나리오의 가정에서 사용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

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건설 및 운영허가 검토에서 발전소에 대해 이용된 부지 특성들과 변수

들의 요약보다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가능최대 지진해일 위해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능최대 지진해일 위해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

어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가능최대 지진해일 위해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

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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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7절  결빙에 의한 영향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관련 시설물과 용수공급이 결빙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문기상학적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얼음 누적에 관한 기록

과거 얼음 누적에 대한 지역적 이력과 형태(예, 좁은 하도나 해협에 얼음이 집적

되어 빙벽을 이루는 것, 바람에 의한 얼음 능선, 부빙, 침상 얼음의 형성 등)

2. 고수위와 저수위

얼음에 의한 고수위와 저수위가 안전관련 시설들과 용수 공급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3. 안전관련 저수조의 수면결빙

안전관련 저수조의 수면결빙으로 인한 가용 용수의 감소 가능성

4. 얼음에 의한 하중과 차단

얼음에 의한 안전관련 구조물 상의 추가적인 하중 또는 구조물의 차단 가능성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지진 및 비진학적 정보가 부지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결빙 시나리오에 미치는 잠

재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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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수 영향에 대해 홍수 방호가 요구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지침 3.4.1 ‘부지 내 장비 파괴에 따른 내부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얼음에 의한 차단을 포함하여 홍수 영향에 대한 내진 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

토는 안전심사지침 3.4.2 ‘수리학적 하중 해석절차’에서 수행된다.

3. 결빙을 포함하여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 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1에서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확인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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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제5조(하천범람영향평가) 제7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16조(공업용수) 제5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17조(최종열제거원) 제10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2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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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얼음 누적에 관한 기록

사업자는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 발생한 얼음 형성의 완전한 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얼음 형성 형태(예, 좁은 하도나 해협에 얼음이 집적되어 빙

벽을 이루는 것, 얼음 댐, 부빙, 얼음 능선, 침상 결빙 등), 위치 그리고 기간에 대

한 전반적인 목차와 이와 동반하는 수문기상학적 특성이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

의 얼음 형성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2. 고수위와 저수위

사업자는 얼음에 의한 잠재 홍수 혹은 저수위에 의한 수위 평가 자료를 제시하여

야 한다. 이때 상류 얼음 댐 또는 빙벽의 붕괴에 따른 홍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

다. 부지에 대해 홍수를 야기할 수 있는 하류 얼음 댐 또는 빙벽에 의한 역류 효

과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용수 공급원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될 때 최종

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안전관련 저수조의 수면결빙

사업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빙상의 형성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면결빙에 기인하여 용수 저장 저수지의 저장 능력 감

소가 평가되어야 한다. 용수 공급원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될 때 최종열제

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한다.

4. 얼음에 의한 하중과 차단

사업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미치는 가장 심각한 얼음 하중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결빙에 의한 하중과 안전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사이의 상호작용(예, 부빙의 충격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의 결빙작용의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안전관련 취수구에서의 

침상 결빙에 의한 냉각용수의 차단이 평가되어야 한다. 부지에 인접한 강, 하천 

그리고 강어귀의 상류와 하류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용수 

공급원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

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와 인접 지역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경우로 발생하는 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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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대한 지진 및 비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제

시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

한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얼음 누적에 관한 기록

부지 지역에서의 얼음 형성에 대한 이력과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

의 발간자료 및 여타의 정보를 이용한다. 대규모 부빙의 크기와 속도는 물론이고 

두꺼웠던 결빙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유관 기관이 발간한 결빙의 

영향에 대한 잠재성과 관련하여 정부유관기관에서 발간한 하천 기록에서 결빙에 

의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위’와 같은 문구와 이와 유사한 문구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2. 고수위와 저수위

국지적인 얼음 댐과 빙벽 형성 이력에 대한 기술이 얼음에 의한 영향을 설계에 

반영할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게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필요시 검

토자는 사업자의 평가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얼음에 의한 영향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 결과가 검토자의 경계해석

(bounding analysis)의 결과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검토자는 사업자의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자는 좀 더 실질적인 분석법을 이용

하여 반복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3. 안전관련 저수조의 수면결빙

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된 과거 대기 온도 자료로 누적 결빙 온도-일수를 평가

하여 혹한기에도 안전관련 저수조에서 최소한의 수면결빙만 발생할 것임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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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결빙 형성 하에서 가용한 용수의 부피는 안전관련 용수 

공급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여야 한다.

4. 얼음에 의한 하중과 차단

지역 결빙 이력에 기초하여 부빙이 넓게 발생한다면 안전관련 취수구조물에 대한 

잠재 영향 하중이 설계 기준에 고려되어야 한다. 부빙에 의한 동역학적 하중은 구

조적 설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빙에 의한 강 또는 강어귀의 차단이 발생가능하다면 부지 인근 수위가 홍수 및 

용수 공급 설계 기준을 수립하는데 고려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수위가 취수구

조물 또는 다른 안전관련 시설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보조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지역적인 결빙 이력에 기초하여 결빙이 심각하지 않으면 취수 스크린과 펌프의 

결빙 또는 얼음 차단이 안전관련 시설물 그리고 용수공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 고려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결빙에 의한 위해를 확인하기 위해 더욱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

지 혹은 부지 구역에 대해 검토자는 다음에 제시된 잠재적인 결빙과 관련한 부지 

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최대 누적 결빙 일자(얼음 영향에 대해 노출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서 도움을 줌)

나. 부지 및 부지 구역에서 침상 결빙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예정 부지에서 가장 심각한 결빙 시나리오의 가정에서 사용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관련 정보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얼음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얼음에 의한 홍수, 취수구조물의 얼음 차단, 구조물에 대

한 얼음 하중선정, 그리고 최저 수위에 대한 잠재성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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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

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

영한 얼음 형성 및 차단에 대한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

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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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8절  냉각수용 수로 및 저수지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공급하기 위한 물을 수송 및 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로 및 저수지에 대해 수립된 수문기상학적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조물 방호를 위한 수리학적 설계 기준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같이 수중기초 공사 시 사용된 쇄석 

토대와 같은 구조물의 방호에 대한 사업자가 사용하고 가정한 설계 기준을 검토

한다.

2. 수로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능최대홍수, 폭풍해일 등에 잘 견딜 수 

있는 능력 및 풍파, 침식, 퇴적작용 및 건현(흘수선에서 상갑판까지의 현측)에 대

한 방호 능력과 관계있는 수로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3. 저수지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능최대홍수 설계 기준, 풍파 및 처오름 

방호, 배수 시설(예, 저수위 배수구, 여수로 등), 배수구 방호, 건현 그리고 침식과 

퇴적작용 등에 대한 방호 능력과 관계있는 저수지의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안전관련 수로와 저수지의 기초 설계 기준에 대한 부지 인근 지역의 지진 및 비

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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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홍수 영향으로 부터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

지침 3.4.1 ‘부지 내 장비 파괴에 따른 내부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수로와 저수지의 설계 기준에 영향을 주는 내진 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2 ‘수리학적 하중 해석절차’에서 수행된다.

3.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 시키지 않는 극심한 환경 조건을 확인하기 위

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1에서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4. 국지 가능최대강우에 의한 홍수와 관련된 검토는 심사지침 2.4.2, 강과 하천에서

의 가능최대홍수와 관련된 검토는 심사지침 2.4.3, 댐파괴 시나리오는 심사지침 

2.4.4, 가능최대폭풍에 의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은 심사지침 2.4.5, 지진해일 위해

성은 심사지침 2.4.6, 얼음의 위해성은 심사지침 2.4.7, 수로 변경은 심사지침 

2.4.9, 저수위 조건은 심사지침 2.4.11에서 기술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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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제17조(최종열제거원) 제11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19조(비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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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8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구조물 방호를 위한 수리학적 설계 기준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구조물 방호와 관련하여 수리학적 설계 기준의 적절

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들 설계 기준은 홍수위, 수리동역학적 하중, 바람에 의한 

파도와 처오름, 침식 그리고 퇴적작용과 관계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부분

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자가 확인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수로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풍파, 침식, 퇴적작용 그리고 건현에 대한 방호 능력

과 가능최대 홍수, 폭풍해일 등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는 수리학적 설계 

기준이 적절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들 설계 기준은 부지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다른 수문분야에서 확인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저수지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최대홍수 설계 기준, 풍파 및 처오름 방호, 배수 

시설(예, 저수위 배수구, 여수로 등), 배수구 방호, 건현 그리고 침식과 퇴적작용에 

대한 저수지의 기능유지와 관련 있는 안전관련 저수지의 설계 기준이 적절히 기

술되어야 한다. 이들 설계 기준은 부지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수문분

야에서 확인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관련 수로 및 저수지에 대해 적용될 설계 기준에 

대한 부지 인근 지역의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이 적절히 기술되어

야 한다. 이런 설명은 지진 및 비지진학적 영향을 적절히 설계 기준에 반영하였다

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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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

한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으로 관련 있는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구조물 방호를 위한 수리학적 설계 기준

검토자는 심사지침 2.4.2, 2.4.3, 2.4.4, 2.4.5, 2.4.6 그리고 2.4.7에 걸쳐서 평가된 하

나 또는 다른 적절한 홍수 기작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최고 홍수위와 함께 파

도 및 처오름 활동에 의한 쇄석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과 같은 방

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홍수에 대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

호는 심사지침 2.4.10에서 검토된다.

만약 설계 기준에 대한 사업자 평가와 검토자의 평가가 불일치 할 경우, 사업자는 

이들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가 정당함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

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호를 재

설계하여야 한다.

2. 수로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검토자는 풍파, 침식, 퇴적작용 그리고 건현에 대한 방호 능력과 가능최대 홍수,

폭풍해일 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수로가 적절히 설계되었음을 확인하

기 위해 수로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검토자는 갈수기 조건에서 안전관련 수

로가 충분히 용수공급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분석보

고서 2.4.11에서 평가되는 저수위 시나리오가 이용된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

준은 만약 수로가 최종열제거원의 일부인 경우 적용된다. 또한 홍수 기간 일어나

는 침식과 퇴적작용이 관련 요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설계 기준에 대한 사업자 평가와 검토자의 평가가 불일치 할 경우, 사업자는 

이들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가 정당함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

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여 안전 관련 수로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용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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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를 포함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저수지의 수리학적 설계 기준

검토자는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2.4.2, 2.4.3, 2.4.4, 2.4.5, 2.4.6 그리고 2.4.7에 

걸쳐서 평가된 하나 혹은 적절한 홍수 기구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최고 홍수위

와 함께 파도 및 처오름 활동에 관한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쇄석, 목초, 흙, 시멘트, 테트라포드, 델라스 등과 같은 제방 보호 물질에  

대해 적용된 설계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의 기준과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 2.4.7의 검토에서 도출된 입력 자료는 홍수, 구

조물과 기기에 대한 하중, 안전관련 냉각수 공급이 얼음에 의해 차단되고 중지되

는 것을 포함한 결빙에 의한 위해에 관해 검토된다.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는 제방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야 한다. 더욱 상세하게 다음의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건설 중과 종료 시 안전성 분석

나) 정상상태의 침투 조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다) 갑작스러운 수위하강 조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라) 지진 하중에 대한 안전성 분석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위해 또는 하류 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위해성 증가가 없음

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조건과 함께 가능최대홍수시 안전한 배수 또는 설계 기준 

홍수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여수로의 설계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

소를 위해 건설되는 수리구조물과 계통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적용된 물리적 모

델들의 사용과 평가 결과를 관련요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또한 검토

자는 홍수 시 비상 배수를 지원하는 저수위 배수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저수지의 최저 수위는 정부유관기관에 의해 제안된 표준 방법을 사용한 저수지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 2.4.11에서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설계 기준 가뭄 동안 유

량 감소에 의해 결정된다. 저수지가 용수 공급을 위한 유일한 수원이라면, 감소 

기간의 선행 저수위에 더하여 가뭄 초기의 지역적 조건(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

용수 및 음용수 등) 및 발전소 필요량을 포함하는 용수 요구량을 고려하여 가용한 

최저수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평가 시, 검토자는 수립된 일반 운전 허용 저수위보

다 높은 선행 저수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은 만약 저

수지가 최종열제거원의 일부인 경우 적용된다. 최종열제거원의 일부인 저수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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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물의 부피는 침투수, 퇴적작용, 증발, 결빙 형성, 그리고 다른 요인에 의한 

저수 용량의 손실을 고려한 모든 안전관련 용수 공급 요건에 부합하도록 충분하

여야 한다.

만약 설계 기준에 대한 사업자 평가와 검토자의 평가가 불일치 할 경우, 사업자는 

이들 평가를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가 정당함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고 안전 관련 저수지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를 포함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의 안전관련 수로 및 저수지의 설계를 위해 이용된 부지 인근 지역의 지진 

및 비지진학적 특성 평가에 적용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관

련 정보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수로 및 저수

지의 설계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

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수로와 저수지의 설계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것과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

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수로와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

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

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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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9절  수로변경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는 발전소와 가장 중요한 용수 공급이 악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

해 수립된 지질 및 수리학적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안전관련 용수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부지로부터 나오는 하천 수로의 변경과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지로 향하

는 하천 수로의 변경에 대해 검토한다. 앞의 사항에 덧붙여서 예비 용수 공급이 안전

관련 기기에 가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과거의 수로변경

분리, 침강 및 융기를 포함하는 과거 수로 이동을 검토한다.

2. 지역적인 지형 증거

미래 수로 변경이 발생할지 혹은 안할지를 제시하는 지역적 지형 증거를 검토한

다.(과거 변경의 증거와 함께 사용한다.)

3. 결빙에 의한 원인

안전성분석보고서 2.4.7에서 검토되는 것과 같이 얼음에 의한 유입 차단과 같은 

수로 변경을 유발하는 온도 조건을 검토한다. 이들 수로 변경은 배수에 의한 홍수

를 유발하는 하류 얼음에 의한 차단에 의해 야기되거나, 취수구로의 수로를 전환

시킬 수 있는 상류 얼음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4. 수로 변경에 의한 부지 내 홍수

홍수(다른 부분의 수문기상학적으로 야기되는 홍수를 포함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수로 

이동에 의한 용수 공급의 차단 혹은 안전관련 시설들에 대한 하중 잠재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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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적인 수로 변경 

인간에 의한 수로 변경의 잠재성을 검토한다.(토지 이용 변화, 둑 혹은 제방 건설,

하천의 하상을 보다 깊게 직선화하는 것, 구조물의 강화 혹은 붕괴)

6. 여분의 수원

안전성분석보고서 2.4.11.6에서 검토되는 것과 같이 여분의 수원과 운영 절차를 검

토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예비 발전소 부지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수로 변경에 대한 지진 및 비지

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의 잠재 영향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홍수영향으로 부터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

지침 3.4.1 ‘부지 내 장비 파괴에 따른 내부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수로 변경에 의한 홍수 영향에 대해 설계된 내진 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2 ‘수리학적 하중 해석절차’에서 수행된다.

3. 결빙을 포함하여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 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1에서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확인

한다.

4. 검토자는 부지 혹은 인근에서의 수로 변경과 관계되는 부지 특성과 다른 수문지

질학적 변수의 제공에 책임이 있다. 수로 변경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검토에 책임이 있는 부서이다. 이런 검토는 수로 

변경 영향이 발전소에 대한 기계적 혹은 구조적 설계 기준에 적절히 고려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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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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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제16조(공업용수) 제6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17조(최종열제거원) 제11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19조(비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7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과거의 수로변경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의 수로 변경에 대한 완벽한 

과거 자료가 요구된다. 이들 현상의 사건 형태(산사태, 수로 침식, 붕괴된 제방 

등), 위치와 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 및 이들 현상을 수반하는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은 부지 및 부지 인

근의 수로 변경 이력을 확인시키기에 충분하여야 한다(유사한 수로 특성을 보이는 

부지 및 인근의 수역을 포함한다).

분리, 침강 및 융기를 포함하는 과거의 수로 이동 현상을 검토한다.

2. 국부적인 지형학적 증거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로 변경과 관계있는 국부적인 지형학적 증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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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지 인근 수로 변경 가능성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

분하며 가용한 자료와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얼음에 의한 원인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장 심각한 결빙현상에 기인한 수로 변경 평가가 요

구된다. 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7(결빙에 의한 영향)에서 평가된 것과 일

치하여야 한다.

4. 수로 변경에 의한 부지 내 홍수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로변경에 의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에 대해 발생하는 심각한 하중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과 관련하여 능력의 손실 없이 하중을 견

딜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하여야 한다. 또한 수로 변경에 의한 홍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들 방법은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 유지를 고려한 관련 요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인위적인 수로 변경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부지 인근에서의 인위적인 수로 변경(예, 토지 이용 

변경, 제방, 하천의 하상을 보다 깊게 직선화하는 것, 구조물의 강화 혹은 붕괴)

에 대한 잠재성 평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수로 변경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고수위

와 저수위 현상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6. 예비 수원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예비 수원 및 운영절차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들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11(저수위 고려 사항) 및 2.4.14(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운영 요구사항)와 일치하여야 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발전소 부지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수로 변경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정보가 시나리오에 미치는 잠재 

영향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설명은 사업자의 설계 기준에 이런 영향을 충

분히 반영하였음을 보이기 위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제2.4.9절       개정 4 - 2014. 12- 6 -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에 대한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

가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부지의 수리학적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가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가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과거의 수로변경

만약 안전관련 시설의 설계에 추가적인 방호가 고려되어야 한다면, 지역 내 수로 

변경과 관계된 과거 발생이력을 나타낸 적절한 문서가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유관

기관으로부터 발간된 문서가 지역 내 수로 변경에 대한 과거 이력과 잠재성을 확

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수로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로 차단 물질의 부피

와 수로 변경 사건 발생에 따른 유량 변화가 제시되어야 한다.

수로 변경이라는 문구는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토자는 

수로 이동, 수로 지형학, 물리적인 수문학 그리고 산사태와 제방 붕괴 혹은 파괴

와 같은 촉발 사건을 검색하여야 한다.

변경에 관한 수로 이력과 잠재성은 다음 세 가지 분야에 따라 검토된다.

가. 상류, 즉 일반적으로 상부 제방 지질학적, 지진학적 또는 지형 변화에 기인한

의 변화(예, 사면 붕괴 혹은 지진에 의한 것)

나. 상류(또는 하류)와 제방 내에서 침식, 퇴적작용 또는 수로 이전에 의한 변경

(예, 옹벽의 상실, 혹은 충적층 수로의 구불구불한 변화)

다. 상류와 제방 내에서 얼음에 의한 방해 같은 열적 원인에 의한 변화

2. 국부적인 지형학적 증거

미래 수로 변경이 발생할지와 하지 않을지를 나타내는 국부적인 지형학적 증거가 

기록된 변경 증거와 같이 이용된다. 검토자는 지질학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

해 수로 변경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예상 위치를 정성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

질도와 지형도 사이의 표고 기복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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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의 지리학적 배치도(구불구불한 하천), 단면(폭과 깊이), 측면도(기울기), 배출

(속도와 하중) 그리고 물질(지층, 제방 그리고 부유물)을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발전소 설계 각각의 형태에 대한 가장 발생 가능한 

형태의 수로 변경 조건과 잠재 영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의 조건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 대해 예비 보수적인 독립 평가가 정성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정부유관기관은 수로 변경을 예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산사태 위해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관은 강의 침식 위해 

지역을 도식화하는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들 자료와 함께 검토자는 방해 혹은 융

기 혹은 침강의 결과로 수로가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검토자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원인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잠재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검토자는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수로 변경 영향 

평가가 검토자의 예비 분석과 유사하다면, 검토자는 사업자의 평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개의 분석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검토자의 분

석은 더욱 상세한 방법을 이용하여 재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사용한 방

법 및 자료를 검토자가 분석하여 여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분석을 위한 예비 

방법을 이용한다.

3. 얼음에 의한 원인

가장 심각한 결빙현상에 기인한 수로 변경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7(결빙에 

의한 영향)의 사업자 평가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수로 변경 하에서 가

용 유량은 안전관련 용수 공급 요건에 부합하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강과 하구의 결빙에 의한 차단이 가능하다면, 홍수(예 얼음 댐에 의한 수로 변경)

와 용수공급 설계기준(예 결빙에 의한 봉쇄로 하류 지역의 저수위)을 수립할 때 

부지 인근의 수위가 고려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수위가 취수구조물 또는 

다른 안전관련 시설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예비 안전관련 용수 공급이 피해를 입

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수로 변경에 의한 부지 내 홍수

가능최대 홍수 부분에서 기술된 것보다 더 큰 홍수가 가능하다면, 안전관련 취수

구에 대한 잠재 충격 하중이 설계 기준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침식시키는 힘과 

동적 하중이 구조물 설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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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위적인 수로 변경

자연적인 수로 이동에 덧붙여서 인간에 의한 이유(토지 이용 변화 혹은 제방, 수

로의 직선화, 구조물의 강화 혹은 붕괴)로 인해 지형학적 수로 변화를 촉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원인이 수로 변경과 관련될 때,

부지 인근에서의 인간에 의한 수로 변경 잠재성이 정성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유관기관은 강이 직선화될 때, 구조물 인근 수로 이동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하였다.

6. 예비 수원

검토자는 관련 요건의 권고에 따라 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을 위한 예

비 수원을 검토한다. 예비 수원과 운영절차에 대한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11(저수위 고려 사항)에 기술되어 있다. 이 절에 수행되는 검토는 안전성분석보

고서 2.4.11과 일치하여야 한다.

7.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는 발전소 부지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사용되는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평가 기준들이 적절하게 이용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수로 변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수로 변경에 대한 잠재성을 확인하는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적절한 부지 현상들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설계 기준에 

반영한 수로 변경의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

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

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

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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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건설허가 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운영허가 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8.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9.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4, "Cooling Water."

10.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11.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12. Regulatory Guide 1.27, "Ultimate Heat Sink for Nuclear Power Plants."

13. Regulatory Guide 1.29, "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4. Regulatory Guide 1.59, "Flood Design Basis for Nuclear Power Plants."

15. Regulatory Guide 1.102, "Flood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16. IAEA Safety Series No. 50-SG-S10A, "Design Basis Flood for Nuclear Power

Plants on River Sites."

17. IAEA Safety Series No. NS-G-3.5, "Flood Hazard for Nuclear Power Plants on

Coastal and River Sites“

18.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18,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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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0절  홍수방호 요건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는 안전관련 시설의 위치와 표고 그리고 안전관련 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조물과 기기의 위치와 표고가 설계 기준 홍수 조건과 비교된다. 이와 같은 

비교는 홍수 영향이 발전소 설계 또는 비상 절차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절에서의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검토자는 홍수에 노출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안전관련 시

설의 위치와 표고를 검토한다.

1. 홍수에 노출되는 안전관련 시설

2. 홍수 방호 형태

검토자는 홍수에 노출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제공되는 홍수 방호 형태

(예, 강화된 시설, 모래주머니, 홍수 방호문, 격벽 등)를 검토한다.

3. 비상 대응 절차

홍수 방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상 절차와 이들의 활동을 위해 가용한 경고 

시간이 발전소 비상 대응 절차와 관계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부

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발전소에 대한 적절한 홍수 방호를 보장하기 위해 요

구되는 비상 대응 절차와 관계되는 기술 설명서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에 대해서 가정된 홍수 방호에 미치는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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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홍수 영향으로부터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

지침 3.4.1 ‘부지 내 장비 파괴에 따른 내부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발전소 홍수 방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내진 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4.2 ‘수리학적 하중 해석절차’에서 수행된다.

3.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 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1에서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4. 국지 가능최대강우에 의한 홍수와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2, 강과 하천에

서의 가능최대홍수와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3, 댐 파괴 시나리오와 관련

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4, 가능최대폭풍해일을 포함하는 폭풍 해일 및 정진운

동 영향과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5, 지진해일 위해와 관련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2.4.6, 얼음에 의한 위해와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7, 그리고 

수로 변경과 관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9에 기술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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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제18조(공학적 대비책) 제1항을 수행한다.

나. 제19조(비상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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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20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홍수에 노출되는 안전관련 시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홍수에 노출되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확인

이 필요하다. 이런 확인 결과는 홍수위, 수리동역학적 하중 그리고 바람에 의한 

파도와 처오름의 동시 발생 등을 다루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 과정에서 확

인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홍수 방호 형태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홍수 방호 방법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 이런 평가에서는 홍수에 노출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제공되는 

방호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다른 절에서 확인된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비상 대응 절차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계획된 비상 대응 절차 목록이 필요하다. 이들 절차의 

수행을 위해 산출된 경고에 필요한 시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정된 홍수 방호에 대해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평가는 사업자가 이들 영향을 설

계 기준에 적절히 반영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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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능

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부지의 수리학적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가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홍수에 노출되는 안전관련 시설

검토자는 홍수에 노출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와 표고를 확인하기 위해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와 표고를 비교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

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2에서 2.4.7까지 그리고 2.4.9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결

정된 바람에 의한 파도와 동시에 일어나는 최고 홍수위와 관계하는 부지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홍수에 노출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 기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에 의한 정적 및 동적 하중, 침식 가능성, 그리고 다른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검토자는 홍수 방호에 계획되는 설계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홍수 기구, 이들 개개의 특성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취수구조물이 수면 아래에 위치한다면, 취수구조물의 특성에 기인하여 항상 범람하

게 된다. 만약 취수구조물이 안전관련으로 사용된다면, 이 구조물은 홍수 방호가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검토자는 요구되는 홍수 방호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관련 취수구조물의 위치와 표고를 검토한다. 물에 의한 정적 및 동적 하중, 홍

수의 동적 영향에 의한 충격력, 홍수 기간 동안의 침식과 퇴적작용 그리고 구조물

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다른 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 요건에서 기술된 방

호 시설의 강화는 홍수에 노출되는 안전관련 취수구의 홍수 방호에 대해 권고된다.

2. 홍수 방호 형태

검토자는 홍수 설계 기준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홍수 방호 계획을 검토한다.

홍수 방호가 요구된다면, 홍수 방호 형태(강화된 시설, 모래 주머니, 홍수 방호문,

격문 등)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홍수의 동적 및 정적 하중에 따른 

홍수 방호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요건에서 권고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홍수에 의해 잠재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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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검토자는 구조적 기계적 설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수행한 홍수 방호

의 구조적 적합성 검토를 요청한다.

3. 비상 대응 절차

검토자는 사업자가 계획한 비상 대응 절차를 검토한다. 부지가 보강되지 않은, 즉 

비상 대응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비상 대응 절차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설계 

기준 홍수 분석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강화된 홍수 방호를 거의 언제

나 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잠재 홍수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통

제 사건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건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비상 대응 절차

의 이행을 위해 가용한 최소 시간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홍수 경보 망

의 평가(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기초)와 마찬가지로 수위 상승 속도(강 혹은 호수)와 

같은 물리적 변수가 가용 시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검토자에게 제공되어

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운전 정지 및 홍수 방호 방법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시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발전소 비상 대응 절차와 관계있는 문제

를 검토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방호 절차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라면, 이것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고려된다.

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에서 명확한 항목이 적절한 홍수 방호를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해 제시되어야 한다. 대규모 홍수 사건에 대해 요구

되는 방호 장비의 설치와 운영 중지가 요구되는 발전소에 대해 이들 방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 절차가 위해서 수립된 요구 시간과 가용 시간의 적합성에 대

해 기술지침서와 관계 되는 문제를 검토하는데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에 의해 검

토되어야 한다. 기술지침서가 요구되는 홍수 방호의 순차적인 수립을 허용하는 비

상 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는 예정 부지에서 홍수 방호에 대한 가정을 위해 사용된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학적 평가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평

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홍수 방호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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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홍수 방호 방법을 확인한 것과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

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

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홍수 방호 방법

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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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1절  저수위 고려사항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의 검토목적은 안전관련 냉각수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자연재해

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전소 정지에 필요한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가뭄에 의한 저수위

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심한 가뭄을 검토한다.

2. 다른 현상에 의한 저수위

다양한 수문기상학적 사건들과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

적물, 파편, 해안 표류물, 그리고 얼음에 의한 취수구조물의 차단에 따른 저수위 

영향을 검토한다. 현재 및 제안된 용수 조절 구조물(댐 파괴에 의한 현상 포함)의 

영향에 의한 저수위 관련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4에 기술되어 있다. 폭풍해일,

정진운동 또는 지진해일로 인한 저수위 관련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5(폭풍해일 

또는 정진운동)와 안전심사지침 2.4.6(지진해일)에 기술되어 있다. 결빙 현상에 의

한 저수위 관련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7(결빙)에 기술되어 있다.

3.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한 저수위 영향

안전심사지침 2.4.7, 2.4.8, 2.4.9 및 2.4.11에서 기술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련 냉각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적절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최종열제거

원의 유효성과 발전소(예상 운전과도 사건 및 비상 조건 동안의 최소 운전 및 발

전 정지 유량을 포함함)에서 요구하는 용수의 범위가 취수구조물과 펌프 설계 기

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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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수 사용의 한계

용수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유관기관에 의해 제시되거나 논의된 사용 한계를 

검토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저수위 시나리오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위에 의한 극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 기능을 손상 시키지 않

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안전심사지침 9.2.1에서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확인한

다.

2. 댐 파괴 혹은 다른 수량 조절 구조물의 파괴에 기인한 저수위 현상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2.4.4,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에 기인한 것에 대한 검토는 안전시

사지침 2.4.5, 지진해일에 의한 것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6, 그리고 결빙

에 의한 영향에 기인한 것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7에 기술되어 있다.

3. 검토자는 발전소에 대한 기계적 혹은 구조적 설계 기준에 저수위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수위에 의해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에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게 부지 혹은 부지 인근에

서 저수위 고려사항과 관계있는 부지 특성과 다른 수문기상학적 변수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4. 건설 및 운영허가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

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에 대해 최종열제거원이 제공되

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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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지로시설의 위쳉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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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고시"

가. 폭풍해일, 정진운동 및 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가능최저수위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나. 저수위 자료조사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의 과거의 저수위 발생기록

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용수원이 있는 경우, 수원 주변 

수계의 저수위 발생기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다. 계획된 용수조절 수공구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기술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산정된 가능최저수위에 대하여 부지의 냉각수 공급관련 설비의 표고를 비교·

검토하고, 냉각수 공급관련 설비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최종열제거원이 발전소 정상 및 사고 시 발생하는 열 부하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부지주변 해역에서의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37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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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뭄에 의한 저수위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의 저수위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력이 요구된다. 현상의 유형에 대한 전체 목록, 사건의 위치와 기간 그리고 이

들 사건을 수반하는 수문기상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목

록과 설명은 부지 인근에서의 가뭄 이력을 수립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만약 사

업자의 증거가 저수위 환경과 관련이 있다면 검토자는 증거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검토 결과가 사업자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으면, 검토자는 사업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사업자는 이런 특이 사항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

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고, 저수위에 의해 악영향

을 받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용수 공급이 

최종열제거원의 일부로 포함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한다.

2. 다른 현상에 의한 저수위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가뭄이 아닌 다른 현상에 의한 부지 및 부지 인근에

서의 저수위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 유형에 대

한 전체 목록, 사건의 위치와 기간 그리고 이들 사건을 수반하는 수문기상학적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목록과 설명은 부지 인근에서 

발생 가능한 이들 현상에 의한 가장 심각한 저수위 현상을 수립하기에 충분하여

야 한다. 다른 현상에 의한 저수위 현상의 평가는 각각의 현상에 대해서 관련 안

전심사지침에 따라 검토된 평가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검토자 사이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이런 특이 사항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

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고, 저수위에 의

해 악영향을 받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한 저수위 영향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안전관련 용수 공급 요건과 부지 및 부지 인근

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심각한 저수위 현상의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

하다. 검토자는 계획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심각

한 저수위 현상 동안 발전소에 필요한 예상 용수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사업자와 

검토자 사이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이런 특이 사항을 문서화하

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

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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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수 사용의 한계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원의 사용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부서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발전소의 용수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용수 사용과 배수 제한(물리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설

명이 요구된다. 검토자는 발전소에 대해 계획된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앞의 용수 이용 및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 사업자와 검토자 사이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런 특이 사항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

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를 수용하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자는 부지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저수위 시나리

오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영향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평가

는 사업자의 설계 기준이 이들 영향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들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

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가뭄에 의한 저수위

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가뭄을 유발하는 현상들, 이들 현상의 위치 및 기

간, 그리고 부지 인근에서의 가뭄 이력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이들 현상에 수반하

는 수문기상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부지 및 부지 인근의 저수위 조건

에 대한 완벽한 이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부지 지역 내 저수위의 역사적 발생을 

기록한 문헌자료는 안전 관련 시설의 설계에 추가적인 방호가 고려되었는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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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수문기상 자료는 부지의 

저수위 이력과 발생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최악의 저수위 현상은 정

부유관기관에서 발간된 하천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필수 용수 공급원 또는 1차 용수 공급원에 대한 저유량/저수위 설계는 부지 지역

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것을 적절히 고려한 가장 심각한 가뭄에 의한 가능최소 저

유량과 저수위에 근거하여야 한다. 운전관련 저유량 및 저수위 설계 기준은(만약 

필수 용수 요구량에 대한 설계 기준과 차이가 있다면) 용수공급이 불충분하여 발

생하는 발전소 정지로 인해 비상계통의 빈번한 작동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 및 안전 관련 냉각수가 동일한 용수원이며 운전이 안전성에 요

구되는 최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운영기술지침서에 최종열제거원이 저수위

에 의한 악영향을 받기 이전에 운전 정지와 관련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계통은 수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저수위 고려사항과 관련한 증거를 평가한다. 검토자는 

사업자의 결론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저수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용수 공급부분이 최종열제거원

의 한 부분으로 포함할 때는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강을 이용하는 발전소의 경우, 최저 설계 수위는 과거와 잠재적인 미래 영향을 고

려하여 보정한 저유량 빈도 곡선의 외삽 자료와 비교한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저유량의 보수적인 평가는 특정한 발생 간격의 저유량 규모를 제공하고 수문학적 

가뭄 조건 하에서 저유량의 지시자로 이용되기 위해 필요하다. 해안 또는 하구에 

위치한 발전소의 경우, 설계 저수위는 가능최대태풍과 지진해일에 의한 저수위 자

료와 비교된다. 호수에 위치한 발전소의 경우, 설계 저수위는 과거에 발생한 가능

최대폭풍과 정진운동에 기인한 최저 저수위 자료와 비교된다.

필요시 검토자가 기록된 과거 유량과 수위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 값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다면, 사업자는 이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 유관기관의 자료와 방법들은 검토자의 독립적인 검토를 위

해 사용된다.

2. 다른 현상에 의한 저수위

다른 현상(퇴적물, 파편, 연안 표류물 그리고 얼음에 의한 취수구의 잠재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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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들에 의한 저수위 영향은 부지 인근의 저수위 조건에 대한 기록, 이들 현상

의 발생 유형, 위치 및 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목록 그리고 부지 인근의 저수위 현

상 기록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이들 현상을 수반하는 수문기상학적 및 수리지질학

적 특성에 대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량 조절 구조물의 붕괴에 의한 가장 심각한 저수위 조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

서 2.4.4에 제시된 분석과 일치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폭풍해일과 정진운동에 의

한 저수위 조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5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지

진해일에 의한 저수위 조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6과 일치하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얼음에 의한 저수위 조건 평가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4.7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 정진운동 및 지진해일에 의해 수위가 하강함으로 인

해 발생하는 최저수위는 필수 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구 설계 기준 보다 높을 경

우 수용할 수 있다. 연안 부지에 대해, 적절한 가능최대태풍의 바람장이 연안으로 

불어오는 최대 바람을 제시하기 위해 가정되어야 한다. 이 바람에 의해 가능최저 

폭풍 수위가 만들어 진다. 폭풍에 의한 내륙 못, 저수지 그리고 강에서의 저수위

는 발전소에서 불어나가는 가능최대 바람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 2.4.5와 2.4.6에서의 동일한 분석방법이 논의된 현상들에 기인한 저수위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취수 집수정(즉, 취수구조물 내 

정진운동과 취수 파이프 내 파도)에 대한 잠재 영향이 취수구 설계에 적절히 반영

되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안 표류물, 퇴적물, 파편 그리고 얼음에 의해 취수구가 차단될 잠재성 검토는 

취수구가 안전관련 용수 공급의 이용을 방해하는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와 

규모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이루어진다. 부지 구역 내 과거 퇴적물 누적에 관한 

문헌자료가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 저감 방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되

어야 한다. 필요시 통계적 또는 결정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검토자는 저수위 조건과 관계있는 사업자의 증거자료를 평가한다. 검토자는 사업

자의 결론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고, 그들의 평가결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

토자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저수위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용수 공급 부분이 최종열제거원

의 일부분으로 포함할 때 최종열제거원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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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련 용수 공급에 대한 저수위 영향

검토자는 최종열제거원이 안전성과 관련하여 냉각을 필요로 하는 여러 조건에서  

냉각수 공급 기능을 적절히 유지함을 확인한다. 또한 취수 계통의 설계 기준은 최악

의 수문학적 환경에서도 발전소에 필요한 냉각수를 취수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심

각한 수문학적 환경 동안 발전소 운영을 방해하는 특정 설계 기준이 있다면 안전관

련 시설들에 잠재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수문학적 사건 동안 또는 사전에 

발전소를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고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2.4.7, 2.4.8, 2.4.9 그리고 2.4.11에서 기술된 현상들과 관련하여 

취수 구조물과 펌프 설계 기준에 대한 영향이 발전소에 필요한 용수 공급(예상운

전과도사건과 비상조건 동안)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되며 용수의 실효성과 비교한

다. 이 평가는 안전관련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적절한 냉각수를 제공하

기 위한 최종열제거원의 능력 평가도 포함한다.

이 절(혹은 9.2.1)에서 확인된 최소 발전소 요구조건(수위와 유량)은 이절에서 평가

된 최저 수위와 유량과 비교한다. 만약 정상 운전이 최소 용수 공급 조건에서 확

보되지 않으며 정상 운전 능력의 손실이 안전관련 기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 경고 시간에 대한 평가가 트립 이전에 운전 정지 또는 대체 용수원으로의 전

환이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경우, 비상운전절차가 요구되며, 이

것이 가정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최종열제거원에 대한 신뢰성 분석

이 검토되고 검토 결과는 담당부서에 제공된다. 최종열제거원의 신뢰성은 최종열

제거원 관련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예상 운전 과도 사건 또는 비상 정지와 냉각 정지에 대한 용수원과 자

연 현상 및 각각의 현상에 대한 부지 관련 사고 설계 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계통 분석이 모든 용수원에 대해 수행된다. 왜냐하면 최소 한 개의 용수 공

급원이 다음의 현상 동안 유지될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가. 가장 심각한 개개의 자연현상

나. 부지 관련 사고 현상 혹은

다. 덜 심각한 자연적 및 사고 현상의 적절한 조합

둘째, 용수 공급 구조물과 수송 계통에서의 기계적 결함들이 가정되어야 하며, 하

나의 기기 고장이 전체 계통의 고장을 야기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계통분석

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이들 분석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냉각수 계통 검토부서

가 수행한 최종열제거원 및 관련 냉각계통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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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개 부분에 대한 운전 규칙들은 정상 운전, 예상 운전 과도사건 또는 비상 정

지 및 냉각정지의 사건에 대해 가용한 용수 양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만약 

잠재적 기계 영향들이 있다면,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검토부서에 발전소에 대한 

기계적 설계 기준에 이들 영향이 알맞게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검토부서와의 협의는 설계 기준이 확실히 수립되지 않았을 때 

수행된다. 만약 안전관련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에 저수위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면 구조물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양한 목적(정상운전, 예상 운전 과도 사건 혹은 비상 정지와 냉각 정지)의 용수 

공급계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계통이 항상 최소 요구량을 만족하도록 용수

가 공급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계통의 두 번째는 기록된 지역적인 가뭄(유량이 

역사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미래 영향에 근접한다)과 같은 운전 환경 동안 적절한 

비상 용수가 가용한지를 검토한다. 만약 가용하지 않다면, 사업자는 적절한 정지 

용수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시점까지 발전소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

술지침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련 규제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종열제거원이 30일간 냉각수를 공

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충수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비내진 범주의 파이프를 통해 인접 강에서 공급되는 부지 내 냉각수조)

에  편류, 증발, 유출 그리고 침출현상에 의한 물 손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열제거원 관련 규제기준에서 논의된 다양한 기상학적 환경 하에서 초기 냉각

수 조건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최종열제거원 관련 규제기준 또는 위에서 고려한 사항 하에서 최종열제거원이 지

속적인 장기 용수 공급을 할 수 없다면, 계통은 다음과 같이 두 관점에서 검토되어

야 한다: 단기 성능과 장기 성능. 만약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냉각수 공급이 30일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냉각수 계통 검토부서와 인허가 사업책임자에게 이를 알

려야 한다. 그리고 사고 시 충분한 인원과 장비가 안전관련 용수 공급원의 전환을 

위해 구성되었는지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대체 용수공급원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절차가 요구된다면, 사업자의 용수공급원과 절차는 이들이 지속

적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허가 사업책임자와 냉각수 계통 

검토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용수공급이 가용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 간격은 대체 공급원으로부터 물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

간, 극복해야하는 자연 발생적인 또는 사고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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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용수 공급 성능에 대한 경우, 단기 용수 공급의 제한적 성능 때문에 물을 얻

기 위한 다른 공급원과 방법들이 요구될 수 있다. 장기적인 발전소 열제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공급원이 필요한 경우 용수원에서 발전소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체 용수원과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필요한 발전

소 설계 조항이 설명을 위해 다른 안전성분석보고서 절에 제공하기 위해 인용되

거나 설명되어야 한다.

장기 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 수단은 자연현상 또는 사고 시에 장기 용수 공급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용수 공급 자체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설계 최대 온도 이하로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수를 발전소로 제공하기 위

한 최종열제거원의 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최종열제거원 관련 규제요건에 기술

된 설계 기준 사고의 열 부하와 설계최대온도는 냉각수 계통 검토부서에 의해 제

공되어야 한다. 최소 열전달에 대한 기상학적 조건들을 선정하는 기법과 냉각수 

저수조와 분무용 저수조에 대한 과도상태 분석에 대한 설명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용수 사용의 한계

자연 발생적인 수문기상학적 또는 수리지질학적 저수위 원인이외에 다른 인위적 

물 사용도 저수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다. 발전소 인근에서의 

인위적인 저수위에 대한 잠재성이 정성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정부유관기관과 논의 되거나 정해진 사용 제한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 사용의 제한과 배출 허용과 같은 물 사용에 대한 제도상의 제한들이 발전소가 

적절한 용수 공급을 확보하고 운전 중 부과되는 제한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

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는 제한성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수행하거나 제한성을 수용하도록 요구받는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 결과는 최악의 갈수량 시나리오의 가정 설정 시에 발전소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평가 기준이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된 자료의 

적절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저수위 영향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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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저수위 조건에 대한 잠재성을 확인한 것과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

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저수위 조건에 

대한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

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

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

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

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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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2절  지하수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은 원전구조물 기초에 대한 지하수 영향, 안전관련 용수공

급 및 배수 시스템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조사․평가된다.

이와 관련한 특정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국지적 및 광역적 지하수 특성과 이용

검토자는 대수층의 확인, 부지 내 지하수 이용 형태, 함양원, 현재 및 미래 양수,

지하수 흐름속도, 이동 시간, 수리경사, 그리고 지하수 내 사고 시 오염물질의 이

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성들, 부지의 지하수위, 계절별 및 기후에 따른 수위

변동, 감시 및 방호 요건, 그리고 국지 지하수 체계에서 장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 변화를 검토한다.

2. 발전소 기초 및 다른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영향

검토자는 발전소 기초 및 안전에 중요한 다른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기준

에 대한 지하수위 영향과 다른 수리동역학적 영향을 검토한다.

3. 안전관련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원과 계통의 타당성

검토자는 발전소에 대해 안전관련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하수원과 관

련 계통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4. 배수 계통의 적합성

발전소 설계 기준에서 지하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배수 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자는 부지에서 가정된 최악의 지하수 조건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

재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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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에 의한 악영향 조건을 포함하는 환경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을 저해하

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2.1 ‘용수계통’에서 계통분야 담

당부서가 확인한다.

2. 국지 및 광역 지하수 특성과 지표하부 특성은 안전심사지침 2.4.13 ‘사고 시 방사

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내로의 누출’에서 지하수원과 지표수원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이동경로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항 혹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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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료는 지하수이용, 우물, 양수 및 저장시설물에 대한 

형태 및 발전소의 필요 유량을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포함한다.

나. 지하에 매설되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에 미치는 지하수 부하에 대한 

설계기준과 영구 배수계통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 현재 및 장래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감시내용 등 지하수의 감

시계획을 부지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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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26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국지적 및 광역적 지하수 특성과 이용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국지 및 광역 지하수 대수층, 지하수원과 배수지역,

국지 및 광역 지하수 이용, 현재 및 미래의 양수, 국지 지하수 흐름속도, 이동시

간, 수리경사, 그리고 속도, 지하수 내 오염물질 이동에 악영향을 주는 지표하부 

특성, 계절별 및 기후에 따른 수위 변동을 포함하는 지하수위, 지하수 감시 및 방

호 요건, 장기간에 걸쳐서 국지 지하수 특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성과 관

계하는 인위적 변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설명이 요구된다. 이런 조사와 설명은 

부지 및 부지 인근에서의 국지 및 광역 지하수 특성과 지하수 이용을 정의하기 

위해 충분하여야 한다.

2. 발전소 기초 및 다른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영향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원전구조물 기초 및 안전에 중요한 다른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기준에 대한 지하수위 영향과 다른 수리동역학적 영향에 대한 철

저한 조사 및 평가가 요구된다. 이 조사 및 평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하수의 악 영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련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하수원과 계통의 타당성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관련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와 관

계되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지하

수 계통 및 지하수 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자료와 분석결과가 제시되

어야 한다.

4. 배수 계통의 적합성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지하수 설계 

기준 내에서 지하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부지 

배수 계통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배수 계통이 발전소 설계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안전관련 계통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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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한 배수 계통이 발전소 운영 동안 필요한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예정 부지에 대해 가정된 최악의 지하수 조건에 대한 

지진 및 비지진 정보의 잠재 영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된다. 조사 및 분석

은 이들 영향이 설계 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검토할 때 적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적용가능

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가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기초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필요시 사업자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현장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지적 및 광역적 지하수 특성과 이용

사업자가 제시한 현재 및 미래에 계획된 국지 및 광역 지하수 특성과 이용에 관

한 자료(지하수량, 수위, 위치, 수위저하, 그리고 대수층 포함)는 정부유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검토한다. 지하수 유동 방향의 변경 가능성을 

포함하여 계획된 미래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수위저하 영향들이 평가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배수를 포함한 잠재 함양 지역에 대한 건

설 영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절과 관련되는 다른 검토 담당부서에 관련 자

료와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정부유관기관의 보충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 방향, 수리경사, 속도, 수위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 용수 이용으로 인한 이들 

변수에 대한 영향(지하수 유동 방향의 변경 가능성 포함)을 검증한다. 검토자는 정

부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수리지질도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발전소 건설이 발전

소를 포함하는 유역 내 잠재 지하수 함양지역과 배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야 한다. 현재 및 잠재적인 미래 관정 개발이 부지 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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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근거와 출처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

한 발전소 하부물질과 연관된 수리학적 특성 변화, 그리고 건설 동안 사용된 뒤채

움 재 및 발전소 하부 매질과 관계된 수리학적 변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수리지질

학적 특성, 대수층 변수, 또는 경계 조건에 대한 가정과 근사값이 기록되고 타당

성에 대해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감시 계획을 포함하여 현재 및 계획된 미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범위는 부지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부지 고유의 지하수 

특성에 기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발전소 기초 및 다른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영향

지표 하부에 위치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지하수 하중

에 대한 설계 기준이 검토된다. 설계기준과 성능이 강우의 변화, 미래 관정 및 저

수지 건설, 연관된 사고, 배관 손상, 또는 다른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잠재적 미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 독립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3. 안전관련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하수원과 계통의 타당성

만약 관정이 안전관련 목적으로 계획되었다면 지진에 의한 압력파에 대한 방호를 

위한 수리동역학적 설계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부지 특성과 부합하여야 한다.

부지 내 지하수 사용과 관계되는 시설이 안전성관련이라면 최종열제거원 관련 기

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4. 배수 계통의 적합성

영구 배수 계통이 설계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용된다면 계통 설계에 대한 기

준과 지하수위에 대한 설계 기준 결정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의 정보가 검

토되어야 한다.

가) 계통의 모든 구조물, 기기 및 특성 

나) 다루 부지에서 사용되는 유사 계통에 대한 가용한 수행 자료와 관계되는 계통

의 적합성

다) 계통 설계에 사용된 다양한 토양 변수들(투수성, 공극률, 비산출률)

라) 예상 영향 지역과 지하수 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마) 계통 고장이 설계 기준을 초과할 때, 계통 고장의 결과를 완화하기에 가용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바) 계통 능력에 대한 고장 또는 손상(예, 중대한 운영 기기의 단일 손상 또는 물 

순환 계통 배관의 손상)의 영향과 그에 따른 지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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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획된 지하수위 및 유출량 감시 계획

지하수위, 정상유량, 배관(순환 및 보충수 계통배관) 파단으로 인한 계통 내 유량,

계통 전체 손상을 가정한 지하수 재상승 시간, 그리고 계통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배수 계통에 대해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5.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에 대한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평가 기준이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지하수 영향을 가정할 때 적절히 이용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

보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지하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

여야 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 및 정

보가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부지 인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지

하수의 잠재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

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

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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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3절  사고 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의 검토목적은 사고 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이 현재 및 미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적

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정된 사고 시 누출 원은 액체 방사성물질을 저장하고 있

는 탱크의 파손에 의한 것이며, 누출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에

서 검토된다. 이때 누출원은 격납건물 외부의 단일 탱크로부터 가정되는 누출사고로부

터 결정된다. 또한 신청자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정상 및 사고 시 지하수 및 지표

수내로의 액체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고려된다.

특정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개념 모델

검토자는 지하수 및 지표수 환경으로 누출된 액체방사성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

치는 수리지질학적 조건 때문에 부지 내 이들 조건을 적절히 나타내는 부지 내 

수문에 대한 다양한 개념 모델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개념모델이 부지의 수문 특

성과 경계 조건들을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2. 이동경로

검토자는 부지 인근 지하수 및 지표수원의 현재 이용, 그리고 미래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사고 시 누출에 대

한 잠재 지점으로부터의 가능성 있는 지표 및 지표하부 이동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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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

검토자는 사고에 의해 누출된 방사성액체폐기물이 지하수 및 지표수를 통해 이동

할 때 지표수 및 지하수의 지연, 분산, 희석 또는 농축 현상에 관한 특성을 검토

한다. 또한 이런 검토에는 홍수 또는 갈수량과 같은 수리학적으로 극심한 사건과 

결합된 방사성 폐기물의 사고누출 시나리오의 평가를 포함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는 지진 및 비진학적 사건의 잠재 영향(예, 구조적 또는 운전 실패 사건과 유

역 내 연속적으로 갑작스런 변화 속에서 발전소 상류 및 하류에 위치하는 수리학

적 구조물들의 영향을 평가)과 결합된 방사성 폐기물의 사고누출 시나리오의 평가

를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에 고려되는 탱크로부터 가정되는 누출에 대해 추정되는 계획된 방사성핵종 

농도들은 안전심사지침 11.2에서 방사성폐기물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2. 검토자는 방사선 방호에 대한 검토 책임 부서로부터 분석된 지표수 또는 지하수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받는다.

3. 검토자는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고 시나리오 상에서 가능성이 있는 방

사성핵종의 지표수 및 지하수에 의한 이동경로 상의 위치, 희석 및 이동 시간에 

관한 정보를 방사성폐기물 계통에 대한 검토 부서와 방사선 방호에 대한 검토 부

서에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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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항 혹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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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하천수로의 유입평가와 관련하여 하천수의 유속 및 유량, 유역의 유입·유출량, 증

발량, 침투량 등 관련 매개변수는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

하여야 한다.

나.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하천수 이용자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 가능 경로를 추

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

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제‘나’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희석·흡착·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

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하천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

로써 제‘나’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방사성물질의 지하수로의 유입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수의 유량, 이동속도, 수두경사, 공극률,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과 같은 관련 

매개변수는 시추공, 수위관 측정, 양수시험 등을 이용하여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

2) 지하수계를 이루는 각 암종에 대하여 주요 핵종별 흡착계수를 조사하고, 대표성

을 입증한다.

3) 광역 및 국지적인 대수층, 지하수 공급원, 지하수 소멸원에 대한 조사에는 전반적

인 지하수 분포, 자료의 출처 및 근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료는 지하수이용, 우물, 양수 및 저장시설물에 대한 

형태 및 발전소의 필요 유량을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포함한다.

바.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지하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

로를 추정한 뒤, 제‘마’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

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사. 제‘바’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희석·흡착·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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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 등은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아. 현재 및 장래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감시내용 등 지하수의 감

시계획을 부지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지하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

로써 제‘마’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49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평가에 대해 제안된 입력 자료의 특성, 해석기술, 그

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다양한 개념 모델

부지 인근 수문에 대한 다양한 개념 모델을 검토한다. 이들 개념 모델에 대한 설

명은 지하수 및 지표수 환경 내에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이동을 정의하기에 충분

한 부지 내 수리지질학적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동경로

누출지점으로부터 지표 및 지표하부 상의 잠재이동경로의 영향범위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악의 오염을 야기하는 잠재이동경로의 영향범위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자는 충분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누

출지점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의 위치까지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이동을 계

산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변수에 대한 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이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수를 통한 방사성핵종 이동 

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지와 현재 또는 미래의 지하수 및 지표수 이용자 사

이의 분산 및 흡착 계수, 지하수 속도, 이동시간, 수리경사, 투수성, 공극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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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차 지도 또는 정수위도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런 

내용은 관련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부지에 대한 사고 시 지하수 및 지표수로의 방사성액체폐기물 누출과 관련하여 

가정된 방사성액체폐기물 탱크 파괴에 미치는 지진 및 비지진 사건과 같은 부지 

인근 위해에 대한 잠재 영향 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지진 및 비

지진 사건의 잠재 영향이 사업자의 설계 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검토할 때 적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적용가능

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운영기술지침서 항목이 

수용 가능한지와 운영기술지침서가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1. 다양한 개념 모델

단순 또는 매우 복잡한 다차원 모델이 이용되던지 간에 보수적 또는 제한된 모사

가 보수적인 입력인자를 이용하는 보수적인 개념모델에 의해 현재의 지하수 및 

지표수계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부적당하거나 비보수적인 개념모델에 보수적

인 자료의 사용은 보수적인 분석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용해된 수로

를 가지고 있는 카르스트 지질에서의 대수층은 다공질 매질의 연속체 개념모델에 

의해 보수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다양한 개념 모델은 부지의 지질 및 수리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부지에 대한 완벽한 개념모델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심각한 오염물질의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 지하수 및 지표수 개념모델의 조합이 

보수적인 또는 제한된 분석에 적용되어야 한다. 지질(예, 카르스트 지질) 또는 퇴

적 구조 내 공간적 변화(예, 불투수층에 의해 지하수가 부유하거나 측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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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스며 나오거나 용출함)에 기인한 지하수의 흐름이 고려되어야 한다. 오염물

질의 이동을 고려할 때 사고 시 누출되는 액체폐기물 내 포함된 유기 또는 무기 

착화합물 함유에 대한 잠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착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방사성

핵종들의 흡착 특성을 크게 변화시킨다. 일부 경우에는 지하수 유동 체계 내에서 

방사성핵종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든다. 지표수 개념 모델에서는 하천 유량 또

는 호수 부피의 일부로 오염물질 누출을 제한하는 층류의 잠재성과 층류에 의해 

정의된 특정 위치에서의 생태계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이동경로

검토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에 관하여 사고 조건 하에서 지하수 환경 내 

잠재 오염물질 이동경로와 이동 능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영구배수계통에 의해 형성되는 이동경로를 확인한 것을 보증

하기 위해 영구배수계통을 포함하는 계획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다.

고형 폐기물과 액체 및 가스 폐기물에 대한 검토 책임 부서와 협의 하에 검토자

는 지하수 또는 지표수에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선택한

다.

오염 분석은 보수적인 가정과 계수를 사용하여 단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예비분석에 의해 산출된 희석과 이동시간(또는, 대신으로, 직접적인 농도)이 고형 

폐기물과 액체 및 가스 폐기물에 대한 검토 부서와 선량 평가를 수행하는 방사선 

방호 검토 부서에 제공한다. 만약 예비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더욱 현실적이고 

덜 보수적인 모델링 기술을 이용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평가는 확인된 지표 이동경로에 대한 액체폐기물 이동에 대해 이루어져

야 한다. 예비평가의 경우 검토자는 단순 평가과정 또는 모델을 사용한다. 분석은 

보수적인 계수와 가정 그리고 액체 폐기물의 가장 심각한 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과거 기록된 가장 적은 유량과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 사업자의 모델에 대한 가정과 결과는 이들 결과가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증하

기 위해 검토자의 결과와 비교되어야 한다. 액체 폐기물 분산에 대한 평가는 인지

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의 지하수 및 지표수 이용자에 의한 사용 변화로부터 기

인하는 잠재적인 미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계 내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지표수의 가장 심각한 오염에 상응하는 검토자의 분산

지수와 초기 농도에 근거하여 방사선 방호 분야를 검토하는 부서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보수전인 단순 모델에 의해 계산된 농도를 수용할 수 없다면 검토자는 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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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 계수에 대해 이용된 더욱 정밀하고 덜 보수적인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이용한 수치 모델이 관련 기술 기준 및 수용 가능한 방법과 부합하는 

지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3. 이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

지표 및 지하 환경은 오염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표하부 오염

물질의 지연현상은 토양의 부지 고유 특성 부분에서 결정된다. 호수 내에서 오염

물질의 혼합은 층별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오염물질의 이동과 희석을 정의하

기 위해 이용한 부지 특성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에 이들 특성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보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지 고유 특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반영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만약 사업자가 유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의 

지연현상을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다 상세한 부지 고유의 흡착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검토는 부지에 대한 사고 시 지하수 및 지표수로의 방사성액체폐기물 누출에 대

한 평가에서 단일 탱크로부터 방사성핵종의 누출을 가정할 때 사용된 지진 및 비

지진 사건과 같은 부지 인근 위해 평가에 대한 관련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

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사고 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

용 정보를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인근 지하수 및 지표수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이용자에 대한 사고 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

출에 대한 잠재 영향을 확인한 것과 평가에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부지 인근 지하수 및 지표수원의 안전에 중요한 지하수 및 지표수 내 방

사성액체폐기물의 이동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지하수 및 지표수원의 현재 혹은 인지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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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대한 사고 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에 대한 잠

재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확인된 

설계 기준이 사고 시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지하수 및 지표수 내로의 누출 영향 확립에 

관한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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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4.14절  운영기술지침서 및 비상시 운전요건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 목적은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홍수 방호를 이행하고 정지와 냉각정지

를 위해 적절한 용수 공급이 가용함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절차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치에 대한 기준

관리 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 동안 요구되는 비상조치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

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 내 이전의 절의 수문분야에서 평가된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을 검토한다.

2. 가용한 반응 시간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이 비상절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비상 절차를 시작하고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토

한다.

3. 운영기술지침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으로부터 발전소를 충분히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

해 요구되는 모든 비상 절차와 관계되는 운영기술지침들은 운영기술지침의 검토 

책임 부서에 의해 검토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부지에 대해 계획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절차에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

보의 잠재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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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은 다음과 같다.

1. 홍수 영향에 대해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과 기기의 확인은 안전심사지

침 3.4.1“부지 내 장비 파괴에 따른 내부홍수 방호”에서 수행된다.

2. 발전소 홍수 방호 요건에 영향을 주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3.4.2“수리학적 하중 해석절차”에서 수행된다.

3. 불리한 환경 조건이 최종열제거원의 안전기능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9.2.1“용수공급”에서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4. 국지가능최대강우에 기인하는 홍수와 관계되는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4.2, 하천

과 강에서의 가능최대홍수와 관계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3, 댐파괴 시나리오

와 관계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4, 가능최대폭풍을 포함하여 폭풍해일과 정진

운동과 관계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5, 지진해일 위해와 관계되는 것은 안전

심사지침 2.4.6, 얼음 위해와 관계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7, 수로변경과 관계

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9, 저수위와 관계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2.4.11에서 

기술된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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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

급별 규격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

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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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1)’항의 환경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

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

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

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 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고시"

가. 수문학적 자연현상에 대하여 부지의 홍수안전성 및 안전관련 구조물의 기능을 보

장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술지침서 및 비상절차를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13에서 22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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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조치에 대한 기준

관련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비상 조치에 대한 수문학적 기준 평가가 필요하다. 이

들 기준은 침수위, 동수역학적 응력, 동시에 발생되는 바람에 의한 파도와 처오름 

그리고 가뭄과 다른 자연 현상에 의한 용수공급 제한에 관한 안전성 분석보고서

의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부지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가용한 반응 시간

관련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비상조치의 시작 및 완료를 위해 가용한 반응시간 평

가가 필요하다. 이들 평가는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의 분석에서 유래하

고, 다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부지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운영기술지침

관련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비상절차와 관계된 사업자가 제시한 운영기술지침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 운영기술지침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에 적절하여야 

하고 부지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관련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계획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절차에 대한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학적 정보의 잠재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이들 평가는 사업자의 분

석에 이들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였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는 원자로시설

의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서 발생하

는 열 하중을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Ⅲ. 검토절차

아래에 기술된 절차는 건설허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허용기준에 부

합하는지 검토할 때 적용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계속 유효한

지와 시설의 설계 내역들이 이들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적용가

능하다면 운영허가 검토는 수리학적 관련 부지 특성과 관계된 기술지침서들이 수용 

가능한지와 기술지침서들이 확인된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

함한다.

검토절차는 명시된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허용기준에 만족

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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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조치에 대한 기준

발전소의 안전 운영을 보증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필요로 하는 홍수와 저수위 사

건을 포함하는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을 검토한다. 안전성보고서 2.4.2에

서 2.4.7 그리고 2.4.9의 홍수 유발 기구를 검토한다. 비상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들 영향들과 함께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침수위, 정수 및 동수역학적 

응력, 침식, 퇴적작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비상조치를 필요로 하는 저수위 사건들을 검토한다. 댐파괴에 기인한 저수 상실에 

의한 저수위 사건은 안전성보고서 2.4.4, 폭풍해일 및 정진운동에 기인한 것은 안

전성보고서 2.4.5, 지진해일에 의한 것은 안전성보고서 2.4.6, 얼음에 의한 것은 안

전성보고서 2.4.7, 수로변경에 의한 것은 안전성보고서 2.4.9 그리고 가문에 의한 

것은 2.4.11에서 검토된다. 관리대상이 되는 저수위 사건과 이들 사건 동안 발전소

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상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저수위 사건들

을 검토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관련 기준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 즉,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는 이들의 구조적 설계기준에 포함된 수동적인 방호방법을 이

용하여 방호될 수 있다. 만약 대체 방호가 규제기준에 부합한다면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추가 방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에 대해 준비된 강화된 방호방법에 대해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

한 검토 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그리고 비 영구적인 대체 방호법이 이행될 수 있

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가용한 반응 시간

비상조치의 시작 및 완료를 위해 가용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에 대한 비

상조치(예, 모래주머니 쌓기, 정지, 홍수 방호문과 차단문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관리대상의 수문학적 사건을 분석하여야 한다. 홍수와 저수위 사건을 포함하는 관

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은 비상조치를 방해할지도 모르는 환경이 시작되기 

이전에 비상 조치에 대한 가용한 경고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다.

비상 절차의 이행을 위한 최소 가용시간을 수립하기 위해 사건에 도달할 때 까지 

및 개개의 가혹한 관리대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잠재 홍수 및 저수위 사건 동안 

우세한 환경 조건이 검토된다. 그리고 가용 시간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위해 검토

자에게 홍수 경고 네트워크 또는 가뭄 예측 평가(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기초)와 

마찬가지로 상승 또는 하강 속도(강과 호수의 수위)와 같은 물리적 변수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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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 자료는 정지와 비상 방호 방법을 수행하기에 요구되는 시간을 독립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발전소 비상 절차를 검토하는 부서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 동안 우세한 환경 조건에서 비상 절차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관리대상이 되는 수문학적 사건의 영향에 노출된 안전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 계

통 및 기기가 설계상으로 충분히 강화된 방호를 가지거나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

는 가용한 반응 시간 동안 일련의 적절한 비상조치와 방법이 수행되고 완료됨을 

보여야 한다.

3. 운영기술지침

발전소 운영기술지침 내 항목이 충분한 방호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상절차

가 필요할 경우에 요구된다. 대규모 홍수 사건 시 정지와 방호 대책의 설치가 요

구되는 발전소의 경우에 이들 방법의 수행을 위한 가용 및 요구 시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운영기술지침과 관계되는 문제를 검토하는 담당부서에 의해 검토된다.

운영기술지침에서 필요한 방호대책의 순차적인 설치와 관련해서는 비상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지 관련 평가 기준의 고려

발전소 부지에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운영의 기준에 부지 인근 지진 및 비지진 

평가 기준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평가결과가 

검토되어야 한다.

Ⅳ. 평가결과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에 중요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운영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가용 정보를 검토하여, 부지 수용성

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과 비상운영을 확인한 것과 고려한 것이 수용가능하며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기술지침과 비상 운영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 현상을 사업자가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전의 허가 취득활동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운영기

술지침과 비상 운영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들 방법의 사용이 자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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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립된 설계 기준

이 관련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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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1절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기초자료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절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 입증 및 건설에 필요한 

설계 입력자료 생산을 위해 제시한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기초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 검토자는 이 절에서 광역(원자로 반경 200 km 이내), 부지지역(40 km, 5 km) 및 

부지내(1 km)로 조사범위를 세분하여 수행된 조사에 따른 지질학적, 지진학적 및 지질

공학적 특성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었으며, 부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질현상들에 

관한 조사는 검증된 조사 및 시험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 절에서 

제시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수문특성, 지진특성, 지표단층작용 및 지질공학적 특성에 

관한 해당 분야별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적절성은 각각 안전심사지침 2.4, 2.5.2, 2.5.3,

2.5.4 및 2.5.5절에 기술된다.

부지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지구조 혹은 지진정보: 지구조(특히, 제4기 지구조), 지진특성, 지구조와 지질특성

과의 상관성, 지진원 특성, 지진동

이들 사항에 대한 검토는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및 지진학자들 사이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잠재지진원의 위치 및 특성과 단층, 습

곡, 과거 기록된 토양액화 특성 및 지진으로 유발된 자연현상에 대한 제4기 지질

학적 증거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여 부지에서의 최대 지진동 혹은 지표변형 가능

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되어야 할 지구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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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는, 지구조의 기본특성(규모, 분포, 방향성, 운동감각 등), 지구조의 운동

이력, 시기 및 재발주기, 지진활동과의 연관성 등이 있다. 지구조 및 지진원에 의

한 지진, 지진동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타당성 검토와 부지안전성 평

가는 안전심사지침 2.5.2에서 수행된다. 또한 지구조운동에 의한 부지에서의 지표

변형작용 여부와 그에 따른 부지안전성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2.5.3에서 검토가 이

루어진다. 잠재적인 지진원 및 지구조에 대한 특성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는 

제4기 단층(습곡) 변형의 증거, 고지진학적 증거 및 기타 지진-지구조 활동에 수

반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검토자는 또한 부

지 하부 지하물질에 대한 충분한 특성조사를 수행하여 지진동의 증폭현상 혹은 

동하중하에서의 지각균열 가능성을 평가․제시하여야 한다. 지각균열 형태에는 토

양액화 현상, 사면붕괴, 침하, 부등침하, 지구조 응력으로 인한 균열 등이 포함된

다. 또한 검토자는 바다와 인접한 부지에 대하여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현상(해저 지진원 단층, 지진해일퇴적층 등)에 관한 조사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평가결과는 적절한지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2.4 제2의 검

토자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2. 비지구조변형 정보: 신청자는 지구조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현상이 아닌 

국지적인 사태, 침식현상, 침강현상, 화학적 풍화작용, 함몰현상 등의 비지구조변

형 현상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인위적 활동에 기인되는 현상에 관한 정보: 광물·지하수의 채취, 댐건설, 인위적 유

체 주입, 기타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변화, 사면 안정성 영향, 침강 

혹은 붕괴 가능성, 지진발생 및 단층이동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2.5.1.1절(광역지질) 및 2.5.1.2절(부지지질)에 제시되어 있는 상기

의 조건과 관련된 자료는 광역 및 부지에 대한 자연지리, 지형, 층서, 암석 및 지질구

조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검토한다. 사면안정, 지하수의 지하 주입 또는 채수, 광물채

굴, 단층, 전단변형(Shearing), 절리, 지진 및 균열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 참고문헌이 

있을 경우에는 참고하여 제시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 및 도해가 포함되

었는지 검토한다.

어떤 부지는 침강 지도, 불규칙한 풍화상태를 나타내는 지도, 사면의 안전성을 나

타내는 지도, 탄화수소의 추출(기름 또는 가스정)을 나타내는 지도, 단층과 절리 및 카

르스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도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지도가 요구된다. 일부 부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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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여러 가지 원격탐사 기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도와 물리탐사자료를 참고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도면자료에는 원자로 및 안전 관련 구조물의 위치와 각 지하 지질 상태를 기술하

여야 하며 이에 관한 도면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추위치, 트렌치를 나타낸 위치와 

지형 및 지질도, 항공사진, 인공위성 영상사진 및 지구물리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

질학적인 전문용어는 국제표준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지하수 및 지진해일특성(안전심사지침 2.4.12), 지진

동(안전심사지침 2.5.2), 지표단층작용(안전심사지침 2.5.3),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

(안전심사지침 2.5.4), 사면안정성(안전심사지침 2.5.5) 등과 연계하여 적절성을 비교 검

토하도록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 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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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지

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가.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단층현상, 지표 및 지반의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6.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이 규제기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

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7.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서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 부

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지

침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

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0(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이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의 부지특성 조사 시 적용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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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요건

가. 원자력발전소는 부지와 부지 주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으로 안정적

이며,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 설계에 필요한 특성평가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평가요소에 대한 결론(또는 해석)은 조사 대상 지역의 지질, 제4기 지구조, 지질

구조, 지사, 지진 및 지구물리학적 증거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결

정되어야 하며, 해석과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임해부지 및 대규모 수역과 인접한 부지의 경우,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학적 

정밀 조사가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또는 수역에 대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라.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

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

의 안전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마. 원자력발전소의 부지특성조사에 적용되는 조사, 시험 및 기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질특성조사

가. 원자력발전소의 부지와 부지 주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한 조사는 광역지질조사(약 200 km이내), 부지지질조사(약 40 km 및 

5 km 이내) 및 부지내 지질조사(약 1 km 이내)의 네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

되, 부지에 가까울수록 조사의 정밀도를 높인다.

나. 광역지질조사는 주로 기존의 문헌자료를 기초로 하여 광역지형, 광역층서,

분포암석, 광역지질구조, 지질지체구조구 구분 및 구분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또한, 조사대상지역내에 전체 또는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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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하여 알려진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공간적 연

결성 및 분포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신기지구조단층 모델을 설정하

여야 한다.

다. 부지지질조사는 광역지질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되 현장조사를 기본

으로 한다. 조사대상지역의 부지지형, 부지층서, 분포암석, 지질구조, 광역지질구

조와의 상관성 등이 규명되어야한다. 신기지구조단층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조사대상지역내 단층 및 단층작용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지질현상

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밀조사(항공사진분석, 지표정밀조사, 지

구물리탐사, 고지진학적 조사, 절대연대분석, 시추 등)의 수행이 필요하다.

라. 부지내 지질조사는 부지지질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되 부지를 구성하

는 지하물질의 분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밀한 지구물리탐사와 

시추, 실내시험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부지내 지질조사는 안전심사지침 

2.5.4절의 조사/평가와 연계하되 부지적합성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한다.

마. 지질특성조사에는 상기의 지구조적 지질특성 이외에도 부지적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함몰, 침강, 침식, 풍화, 카르스트 지형, 잔류응력 등의 

자연적 현상과 지하수 및 자원채굴에 의한 지반침하 등의 인위적 현상에 대

한 잠재가능성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조사에 사용 또는 인용된 조사방법, 평가방법 및 자료는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

기준 및 자료(지질도, 지형도 등 포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신기지구조단층의 평가

가.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약 40 km이내에 전체 또는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되

는 신기지구조단층이 존재할 경우, 단층의 기하학적 형태, 길이, 운동이력/시

기 등을 평가하기 위한 단층조사를 통하여 해당 단층의 3차원적 분포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약 5 km 이내에 전체 또는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되는 신기지구조단층이 존재할 경우, 해당 단층에 의한 지표단층작용 영향

대를 평가하여야한다. 이때, 해당 단층과 교차하거나 인접하여 발달하는 단층

에 대해서는 시공간적 상관성을 평가하고, 연동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지표단

층작용 영향대에 포함시킨다.

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반경 5 km 이내의 신기지구조단층(지표단층작용 영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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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이 부지를 향하거나 부지에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단층으로 인한 지표단층작용의 영향이 부지내로 연장되지 않음을 

충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라. 상기의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한 조사에는 단층의 기학학적 형태, 길이, 운동

이력/시기 등의 일반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조사 목적에 따라 단계별로 해

당 단층의 세부 변위이력(즉 단층운동시기와 운동시기별 운동방향, 운동감각 

및 변위량), 평균 변위율, 최대 및 최소 재발주기, 최후 단층운동의 시대 상한,

그리고 측정값들의 신뢰구간(또는 오차한계) 등의 상세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방법과 정밀도가 요구될 수 있다.

마. 신기지구조단층과 관련된 지진동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2.5.2절

에, 지표단층작용 및 그에 따른 영향범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

침 2.5.3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절에 해당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항목과 형식은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의 검토는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첫째 단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검토자는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서류의 기술체

계, 내용, 품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보고서에 기술된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자료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

단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검토자는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요할 수 있는 현안사항을 

도출하며, 사전에 관련 지역에 대한 기존문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집․분석한다.

신청 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철저한 기술내용(조사내용,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결과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원전 부지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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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부지지질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검토자는 모든 해석들이 충분한 지질 및 지진 

자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신청자의 자료와 기타 기존 문헌자료에서 내린 결론사항 등을 

포함하여 부지에 대한 지질 및 지진학적인 종합적인 기술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들, 검토자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분야들 및 검토자가 신청자의 결

론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문서화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하면 검토자는 이 단계에서 검토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마지막 검토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을 평

가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자는 발전소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

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신청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견해 또는 추가적으로 요

구되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

다. 1차 질의에서 추가적인 조사수행 및 명확한 자료제시를 요구한다. 신청자에 의해 

인용되지 않은 참고문헌에서, 검토자가 신청자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많은 질의사항이 나올 수 있다. 신청자가 자신의 해석 및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현행 기술보고서 상에서 논리적이며 보다 

보수적인 대안적 해석이 없을 경우 검토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

는 질의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신청자가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1차질의 단계에서 검토자의 현장조사도 이루어진다.

제1차 질의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을 검토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는 제2차 질의를 하거나 검토자의 견해를 결정한다. 검토자의 견해는 특정조건에 대한 

설계요건의 만족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충분히 보수적이며 적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판된 보고서, 기술보고서, 일반열람자료, 대학 졸업논문, 지형도 및 지질도, 지

자기도 및 중력지도 등과 같은 관련 참고문헌을 구입하여 보고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필요에 따라, 부지 및 부지인근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특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하여 독자적인 조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검토자는 부지고유의 특성, 조사 자료의 부족, 기타 자연현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의 안전성에 보수적인 결론을 채

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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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검토자는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발전소 부지와 광역지역의 지질 및 지진특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자의 결론이 해당 적용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검토자는 안전심

사보고서에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수행한 조사는 적절하다고 기술한다. 검토자는 신

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주요 미비점에 관한 검토자의 유보사항이 있을 

경우를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결론은 건설허가 단계와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

운영허가 검토 시는 건설허가시의 안전심사보고서 이후에 발생된 모든 새로운 정

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허가 과정에서의 질의/답변 및 

허가조건사항이 평가결과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단계의 안전심사보고

서 중 이 절에 관한 전형적인 평가결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건설허가시의 

문제점과 검토이후로 부터 수집된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새로운 검토 자료

에는 부지 및 부지 주변지역 조사와 최근에 출판된 서적 등의 관련 자료를 이

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자료는 요건에 따

라 적절히 제시되었으며, 신청된 발전소 부지는 적합하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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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7.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8.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0(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9.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10. Regulatory Guide 1.165, U.S. NRC,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eismic Sources and Determination of Safe Shutdown Earthquake Ground

Motion."

11. Regulatory Guide 1.208, U.S. NRC, "A Performance-Based Approach to Define

Site-Specific Earthquake Ground Motion."

12. Regulatory Guide 1.132, U.S. NRC,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13. Regulatory Guide 1.138, U.S. NRC,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14.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15. Regulatory Guide 4.7, U.S. NRC, "General Site Suitabili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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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2절 지진동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부지의 안전정지지진 결정을 위해 수행된 지진학적,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그리고 

지질공학적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한다. 안전정지지진이란 광역적 및 국지적인 지

질, 지진 및 부지하부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된 최대 잠재지진에 기초한 것으로

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지진동이다.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지진활동도(2.5.2.1절),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질 및 지체구조

적 특성(2.5.2.2절),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와 지진 활동과의 관계(2.5.2.3절), 최대잠

재지진(2.5.2.4절), 부지에서의 지진파 전달특성(2.5.2.5절),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2.5.2.6절), 안전정지지진(2.5.2.7절)이다.

검토연계분야

1. 부지의 지반공학적 측면 및 토양과 기초지반의 지진동 응답해석에 사용된 모델 및 

방법은 안전심사지침 2.5.4(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절에서 검토된다.

2. 이 절에서 수행된 지구과학적 검토결과를 안전심사지침 2.4.6절(지진해일로 인한 

가능최대홍수) 및 3.7.1절(내진설계입력) 검토자에게 제공한다.

II.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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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적․물적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

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지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

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되거나 함몰될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

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 등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에 고려하여야 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력

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

진) 및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족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 아래의 외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 10 CFR 100 Appendix A(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 원자로시설의 부지 선정 및 안전정지지진 결정을 위한 지질,

지진, 지구물리, 지질공학적 조사의 요건, 평가절차, 기준을 규정한다.

나.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 원자로시설 내진설계에 사용될 수 있는,

평활화된(smoothed) 응답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다.

다. RG 1.132(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 지진

을 포함한 예상 하중조건에서의 기초지반 성능과 토목공사 측면의 부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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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를 위한 지질공학적 부지조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추나 

시료채취와 같은 지표조사에 대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라. RG 1.138(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 원자로시설의 공학적 해석 및 설계를 위한 

토양 특성의 실내시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6.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4(지진특성) : 원자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질학,

지진학, 지구물리학적 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설계지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7.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

가) : 원자로시설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 특성의 조사, 분석 및 평가

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8.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7(부지 설계지진 결정) :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4

(지진특성)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사는 10 CFR 100, Appendix A의 IV(a)절에 기술되어 있다.

내진설계의 기반을 결정할 때 허용될 수 있는 절차는 Appendix A의 V(a)절 및 VI(a)

절에 기술되어 있다. 내진설계는 타당하고 보수적인 안전정지지진의 결정에 기초한다.

10 CFR 100, Appendix A의 III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안전정지지진은 광역 및 국부 

지질, 지진, 부지하부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지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

진동 응답스펙트럼으로 기술된다. 내진설계의 기반을 설정할 때 필요한 조사는 부지마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제시될 수 없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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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지진활동도

검토자는 완전한 역사지진 기록이 열거되고, 열거된 각각의 지진에 대하여 조사 가

능한 지진요소가 모두 주어질 때 이 절을 허용한다. 부지로부터 반경 200 km 내에 일

부라도 포함되는 모든 지체구조구 및 지질구조와 관련된 지진 중, MM (Modified

Mercalli) 진도 IV 이상 또는 규모 3.0 이상으로 보고된 모든 지진이 목록에 포함되어

야 한다. 목록에 열거된 모든 지진의 진앙이 도시된 광역지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부

지로부터 반경 50 km 내에서 보고된 모든 지진의 진앙을 도시한 더 작은 축척의 지도

가 보조로 제시되어야 한다.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각각의 지진에 대하여 진앙, 진원깊

이, 지진발생시각, 최대진도, 규모, 지진모멘트, 진원기구, 지진원의 기하학적 규모, 부

지로부터의 거리, 강지진동 기록(자료의 출처 제시), 가용한 모든 종류의 규모, 즉 mb,

ML, Ms, Mw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지진에 의해 야기된 모든 지질학적 

파괴 즉 액상화현상, 산사태 등과 함께 이를 야기한 강지진동의 추정 수준과 물질의 

물리적 특성이 완전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모든 지진자료에 대해 신뢰도, 정확도, 완전성을 분석해야 한다. 대상 지역의 지진이

력이 완전하게 기술되었는가는 출판된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한다. 지진에 대한 

정보가 출판된 참고문헌 간 상충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위해 어느 것이 적절한 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2.5.2.2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질 및 지체구조적 특성

검토자는 대상 지역의 지진잠재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질구조 및 지체

구조적 활동이 모두 확인되었거나, 또는 적절한 조사의 수행을 통하여 중요한 지체구

조가 모두 확인되었다는 것이 보장될 때 이 절을 수용한다. 지체구조구 및 확인된 지

질구조의 지진 발생 잠재력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2.5.1절에 제시된 자료와 그 밖의 지체구조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관성 있고 근거가 

명확한 하나의 평가결과로 개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부라도 부지로부터 반경 

200 km 내에 속하는 모든 지질구조 및 지체구조구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지진발생구조가 모든 관측된 지진활동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인지되지 않은 지진발생구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지진지체구조 모델은 지진발생구조와 지진지체구조구의 2가지 지진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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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지진발생구조는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질구조이며, 지진

지체구조구는 지진 발생과 연관된 특정 지진구조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지진이 분산적

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검토자는 지진지체구조구를 균일한 지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해석한다.

제안된 지진지체구조구는 지진활동도 조사, 지사의 차이, 현재의 지체구조적 환경의 

차이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지진지체구조구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는 (1) 대상 지역

의 제4기 지체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는 현생 지체구조적 환경의 발달 및 특성과 (2)

역사지진활동의 양상 및 수준이다. 지진지체구조구별로 지질구조, 지체구조적 역사, 현

재 및 과거의 지응력장 및 지진활동도에 대한 특성이 기술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검토자의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문헌 자

료로부터 유도된 대체 가능한 지진원 모델이 검토되어야 한다. 관측된 자료와 가장 잘 

일치하는 모델을 수용한다. 또한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10 CFR 100,

Appendix A의 IV(a)(8) 및 안전심사지침 2.5.1절에 기술된 추가 조사의 결과가 제시되

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체구조구, 진앙지, 지체구조구의 특성과 관련된 지질구조 및 그 

밖의 특징, 그리고 모든 활동성 단층의 위치를 보여주는 광역지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2.5.2.3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와 지진활동과의 관계

검토자는 대상 지역의 지진활동 이력과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 절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2.5.2.1절에

서 논의된 지진이 지질구조나 지체구조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수용한다. 한 지진의 진원 또는 많은 지진의 진원이 지질구조와 합리적

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질

구조(지질 및 지구물리 자료, 지진활동도, 지체구조 발달사) 및 광역지체구조 모델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진의 진앙결정에 사용된 방법 및 정확도, 지진 활동과 관련된 

지질구조(지진발생구조)와 지체구조구 내 다른 지역의 대비 및 비교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진계에 의해 결정된 진앙과 관련되어 있는 단층의 활동성 결

정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에는 지체구조구, 진앙지, 그리고 지체구조구의 정의에 이용된 

지질구조 및 측정값의 위치를 도시한 동일한 축척의 광역지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야 한다. 제시된 지체구조구에 대한 허용여부는 지질 및 지진 자료에 대한 검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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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검토를 근거로 결정된다.

2.5.2.4 최대잠재지진

검토자는 각 지진원(지진발생구조 또는 지진지체구조구)과 관련된 최대잠재지진이 

평가되고, 부지에 최대 지진동을 발생시키는 지진이 결정되면 이 절을 수용한다. 지진

발생구조의 최대잠재지진은 해당 지진발생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진으로

서, 그 발생 가능성이 현재의 지체구조구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

진이다. 지질 또는 지진학적 증거로부터 최대 역사지진보다 큰 최대잠재지진이 예상될 

수도 있다. 지진지체구조구의 최대잠재지진은 해당 지진지체구조구와 관련된 최대 역

사지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각 지진발생구조 또는 지진지체구조구와 관련된 지진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진이 지진발생구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지질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잠재지진이 평가되어야 한다. 최대잠재지진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서 단층 

형태, 단층 길이, 단층 변위율, 단층 파괴길이, 단층 파쇄면적, 모멘트, 그리고 지진이

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활동성 단층 등 지진발생구조로 확인 또는 가정된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잠

재지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대상 지역에서의 경험과 단층의 지진이력 및 변

위이력을 검토하여 보수적인 값을 수용한다. 부지에서의 지진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

절한 지진 에너지 감쇄(Attenuation) 효과를 가정해야 하며,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

와 관련된 최대 지진이 해당 지질구조 또는 지체구조구 내 부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 지침은 10 CFR Part 100,

Appendix A(참고문헌 5)의 V(a)에 기술되어 있다.

부지에서 가장 큰 지진동을 유발시키는 지진이 정의되어야 한다. 만일 서로 다른 잠

재지진이 서로 다른 주파수대에서 최대로 심각한 지진동을 유발할 경우에는 이들 지

진들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잠재지진을 기술할 때에는 최대 규모 또는 최대

진도와 부지까지의 거리를 포함해야 한다. 검토자는 각각의 지진발생구조 또는 지진지

체구조구의 최대잠재지진에 의해 부지에서 발생되는 지진동을 독자적으로 평가한다.

부지에서 최대지진동을 발생시키는 잠재지진의 기술에 대한 허용여부는 검토자의 독

자적인 해석에 달려있다.

2.5.2.5 부지에서의 지진파 전달특성



제2.5.2절     개정 5 – 2015. 12- 7 -

검토자는 부지의 기반암을 덮고 있는 물질의 지진파 전달특성(증폭 또는 감쇠)이 주

요 주파수의 함수로서 기술되었을 때 이 절을 수용한다. 부지 하부의 각 지층들에 대

하여, 지진파의 압축파 및 전단파 속도, 밀도, 토양지수 특성 및 분류, 변형수준에 따

른 전단계수 및 감쇠(Damping) 특성의 변화, 그리고 지하수위 및 그 변화 등이 결정

되어야 한다. 각각의 물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안전성분석보고서 2.5.4절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절과 상호 참조될 수 있어야 한다. 2.5.2.4절에서 결정된 최대잠재

지진에 대하여 자유장(Free Field) 지진동(주요 주파수 포함)이 결정되어야 하며, 주요 

주파수대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지진파에 대한 부지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 수

행되어야 한다.

수직방향으로 전달되는 전단파가 최대 지진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1차원 선형분

석 또는 비선형분석이 적합할 수 있으며 지반공학 및 구조공학과 연계되어 검토된다.

수평으로 전달되는 전단파, 압축파, 또는 표면파가 최대 지진동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다른 분석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변수들이 아직 잘 정의되지 않았고 

기술이 아직도 개발 단계이므로, 현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공표할 수 없

다. 그러므로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분석 방법에 대하여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석적 방법으로부터 결정된 부지 응답

특성을 이들 자료와 비교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5.2.6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검토자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통하여 평균 값, 중앙 값(50 백분위 값), 15

백분위 및 85 백분위 값 지진재해도 곡선이 제시되었을 때 이 절을 수용한다. 확률론

적 지진재해도 분석에는 2.5.1~2.5.5절에 기술된 지질, 지진, 지질공학적 정보에 기반해

야 하며, 이들 정보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진원 모델, 지진동 감쇄모

델, 부지하부 물질 특성에 대해 충분한 대체 모델을 포함해야 한다. 각각의 대체 모델

에는 상대적 신뢰도를 평가하여 가중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들 대체 모델의 조합은 

수많은 경우를 생성하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되

어야 한다.

2.5.2.7 안전정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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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안전정지지진이, 2.5.2.5절에서 결정된 부지의 지진파 전달효과를 고려할 

때 최소한 2.5.2.4절에서 결정된 최대잠재지진으로부터 부지에 야기되는 지진동만큼 보

수적인 수평 및 수직 응답스펙트럼으로 제시되면 이 절을 수용한다. 안전정지지진이 

최대지반가속도 기준으로 0.1 g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 0.1 g로 결정해야 한다.

2.5.2.6절에서 작성한 재해도 곡선으로부터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연평균 초과빈도가 계

산되어야 한다.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평균초과빈도가 1.0×10-3/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하지 않도록 안전정지지진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나 평균초과빈도가 1.0×10-3/년보다 

작더라도 안전정지지진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 액상화 가능성 및 원자로시설 기기 

설계를 위하여 강지진동의 지속기간 및 주파수 함량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아래의 내용은 안전정지지진의 평가시 허용된 절차로서, 검토자는 부지의 조건이 어

느 것과 잘 부합하는 가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아래의 절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

도, 제안된 자유장 응답스펙트럼이 2.5.2.4절에 기술된 최대잠재지진으로부터 추정된 

84 백분위 지진동 응답스펙트럼보다 크거나 같을 때 허용된다.

1. 지진원, 지진파 전달경로, 부지특성이 최대잠재지진과 유사하여 선정된 강지진동 

기록의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수평 및 수직 성분의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을 통계

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지진동 기록이 자유장 조건에서 기록된 것이며, 기록장치

의 위치 및 격리시설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토양-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보정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지진의 규모는 중요한 지진원 

특성 요소이며 가능한 경우 단층의 형태와 지체구조 환경도 함께 기술한다. 지진

파 전달 경로의 특성에는 진앙거리, 진원깊이, 그리고 감쇄가 포함된다. 부지특성

에는 전단파 속도 구조와 그밖에 상이한 주파수에서 지진파의 진폭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포함된다. 이들 요소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포괄하기 위하여 충분히 많

은 수의 부지 고유 시간이력이나 응답스펙트럼, 또는 두 가지 모두로부터 적절한 

광대역 스펙트럼이 작성되어야 한다. 84 백분위 응답스펙트럼을 각각의 관심있는 

감쇠값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대가속도로부터 비례조정(Scaling)된 스펙트럼

보다는 직접 추정된 스펙트럼이 더 바람직하다.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 작성에 사

용된 자료가 대상 부지의 지질 조건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고유 응답스펙

트럼에 부지 효과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강지진동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진원, 지진파 전달경로와 부지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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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 대표하는 강지진동 자료를 비례조정 함으로써 응답스펙트럼을 근사적으로 

구한다. 민감도 조사를 통하여 비례조정의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 강지진동 기록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 거리, 그리고 기초지반의 조건에 

대한 부지고유 최대가속도, 속도 및 (필요한 경우) 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응답

스펙트럼은 적절한 증폭값을 이용하여 가속도, 속도, 그리고 변위를 비례조정 함으

로써 결정된다. 최대가속도 값의 추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가속도 값을 RG

1.60 응답스펙트럼의 고진동수 점근값으로 하고 수평 및 수직 성분을 적절한 증폭

요소들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최대잠재지진에 대한 최대 지

진동값은 가속도, 속도, (필요한 경우) 변위, 지진의 크기, 거리에 대한 최근의 관

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MM 진도 VIII 이상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규모와 최대 지진동값과의 경험식은 내진설계에 적절한 가속도 값을 결정할 

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입력변수 및 모델의 적합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지진동에 대한 이론-경험적 

모형으로부터 개발된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을 보완할 

수 있다. 원거리 지진에 의한 지진동의 주파수 함량 및 지진파의 형태는 근거리 

지진에 의한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진동 모형은 활동성 단층에 인

접한 부지에서 특히 유용하다.

III. 검토절차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

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제시된 조사요건과 부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한

다. 검토자는 부지에 고유한 사항을 확인하며, 그 상세 정도에 따라 검토 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승인 및 등재 후, 지진재해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

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확인하여 추가자료 요구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부지 및 부지 주변지역에서 노두, 시추, 지구물리 자료, 트렌치 등을 통하여 밝혀진 

지질조건, 그리고 운영허가 심사 시에는 건설 중에 노출된 지질조건을 조사하기 위하

여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검토자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신청자 및 신청자의 자

문역과 논의하여, 검토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게 이해시킨다. 현장방문 

후에는 개정된 추가자료 요구서를 신청자에게 공식적으로 발송하며, 여기에는 현장방

문 중에 제기된 추가 질의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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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에 대한 요구서를 작성하며, 신청자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사항을 공식화

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공식적으로 발송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추가자료 요구서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앞의 II절(허용기준)에 기술된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방문, 검토자의 자문역 또는 문헌을 통하여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자

는 독자적으로 적합한 지진원 모델을 확인하고, 각 지진원의 지진잠재력을 II절(허용기

준)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검토자는 최대잠재지진이 부지에 야기할 수 있는 

지진동을 평가하여 안전정지지진을 정의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 특성 검토가 완료되어 신청자가 관련 법적 요건이

나 지침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되면, ‘제출된 자료 및 수행된 조사가 대상 원자로시

설 부지의 지진안전성과 관련된 신청자의 결론과 부합한다.’고 안전심사보고서의 결론

에 기술한다. 이 결론에 추가하여 안전심사보고서의 이 절에는 (1) 지체구조구의 정의,

(2) 대상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질구조의 활동성 평가, (3) 안전정지지진 및 자유장 응

답스펙트럼의 결정을 포함시킨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존재하는 모든 중대한 

미비점에 대한 조건사항은 관심사항의 정확한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충분히 자

세하게 기술한다. 상기 평가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중에 이루어진다.

운영허가 신청 자료의 검토는 건설허가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이후에 개발된 모든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건설허가 시 권고 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함께 검토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의 검토 결과에 대한 전형적인 요약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진학적 측면의 검토에 있어 건설허가 발급과 관련하여 수행된 

초기 검토 이후에 조사된 관련 자료를 고려하였다. 이들 새로운 자료에는 최근에 출판

된 문헌자료의 검토뿐만 아니라 부지 및 부지 인근 조사로부터 취득된 자료를 포함한

다. 지진학적 자료에 대한 최근의 검토결과, 지진학적 관점에서의 부지 안전성과 관련

된 이전의 결론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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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I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지진학적 정보는 원자로시설 부지내에 활

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2.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은 허용기준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유장 응답스

펙트럼이다.

제안된 원자로시설 부지에 대하여 검토된 새로운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2.5.2절

에 논의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부지는 지진학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하며, 아래 허용기

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4, “지진특성”

7.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6,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8.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7, “부지 설계지진 결정”

9.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11. Regulatory Guide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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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3절 지표단층작용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이 절에는 발전소 원자로로부터 반경 40 km

이내 지역에서의 지표 및 지하에 대하여 조사 평가된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특성 등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시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조사 자료 (2.5.3.1절)

2. 지표변형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 (2.5.3.2절)

3. 신기지구조단층과 지진활동과의 상관성 (2.5.3.3절)

4.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형운동의 시기 (2.5.3.4절)

5. 부지지역에서의 지체구조와 광역지체구조와의 상관성 (2.5.3.5절)

6. 신기지구조단층의 특성 (2.5.3.6절)

7. 제4기 변형지역에 대한 조사 및 특성 (2.5.3.7절)

8. 부지에서의 지구조 변형 가능성 조사 및 결과 (2.5.3.8절)

검토연계분야

이 절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기초자료(안전심사지침 2.5.1),

지진동(안전심사지침 2.5.2),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안전심사지침 2.5.4), 사면안정성

(안전심사지침 2.5.5) 등과 연계하여 적절성을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제2.5.3절     개정 4 - 2014. 12- 2 -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운영 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지

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가.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단층현상, 지표 및 지반의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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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 가능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6.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5 “지표단층작용”

이 규제기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주변에 지표단층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영향범위 설정 및 부지적합성 평가 기준을 규정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기

준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7.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8(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 설정)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6.5 “지표단층작용”에서 요구하는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 

설정에 필요한 조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이 규제지침

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방법과 절차가 동 규제지침을 만족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조사 자료

가. 부지의 층서, 단층의 연대결정법, 제4기 지구조, 구조지질, 지사, 지진 및 지

구물리조사 및 기술내용이 충분하고 적절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같은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기존 조사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 자료가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임해부지 및 대규모 수역과 인접한 부지의 경우,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학

적 정밀 조사가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또는 수역에 대해서도 수행되어야 한

다. 지표 및 기반암에 관한 지질, 구조지질, 지형 및 이러한 특성들과 발전

소의 안전성 관련구조물과의 지반과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적절

한 축적을 가진 부지 및 광역지질도 그리고 단면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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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변형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

가.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약 40 km이내 지역의 지표 및 지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근거하여 신기지구조단층의 존재 유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단층의 기하학적 분포특성과 가장 최근의 변위시기를 

포함한 과거 변위이력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약 5 km이내에 신기지구조단층이 존재할 경

우, 단층의 기하학적 특성, 변위량, 재래주기, 단층길이, 단층생성시기, 최종변

위시기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형도, 고/저 표고 항공사진, 인공위성 영상자

료에 의하여 단층 및 선구조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모든 지질학적 증거자료

가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선구조 조사에 사용된 

식별목록, 색인 및 원격탐사자료의 사본이 검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사범위 내에 신기지구조단층이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경

우, 정밀하고도 세부적인 부지의 지표 및 지하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

학적 조사(현장 지질조사, 지질도 작성, 지구물리탐사, 시추조사, 트렌치조사 

등)에 기초를 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부지 고유의 지

질학적 복잡성에 따라 정밀조사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신기지구조단층과 지진활동과의 상관성

가. 부지로부터 반경 40 km이내에 존재하는 역사 지진기록 및 계기에 기록된 

모든 지진들에 관한 진원지와 지진발생원과 부지에 발달하는 단층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야 한다.

나. 지표변형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적합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설명과 결부하여 신기지구조단층을 나타내는 

지도위에 진앙지가 중첩된 도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형운동의 시기

가. 지질학적, 고지진학적, 지질연대학적, 지구물리학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부지

로부터 40 km이내에 존재하는 모든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수행되어 적합한 분석․평가가 수행되었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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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에 사용된 조사방법의 절차, 측정한계, 감도 등 시험방법 및 결과에 대

한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부지지역에서의 지체구조와 광역지체구조와의 상관성

가. 부지지역의 단층과 광역지체구조구와의 구조적 및 성인적인 관계가 적절한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활동성 지체구조구 지역에서는 부지지역 단층과 지진 유발 광역단층과의 구

조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밀지질조사 및 지구물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결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현장 조사 및 분석에 의한 증거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6. 신기지구조단층의 특성

가. 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40 km이내의 모든 신기지구조단층을 조사하고, 이

들 각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하여 기하학적 특성, 길이, 운동의 변위량, 가장 

최근 및 과거에 일어난 운동의 연대 분석자료 및 분석 측정한계가 제시되었

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바다, 강 및 호수에 인접한 모든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도 상기 정밀한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지 특성상 일부 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7. 제4기 변형지역에 대한 조사 및 특성

가. 신청자가 정한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대에 대한 제4기 

지층에 대한 조사, 단층과의 상관성 조사 등의 정밀조사가 관련 허용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합리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부지에 중요한 제4기 지층의 교란이나 옵셋 등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정

밀하게 작성된 제4기 지형 및 지질도 도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8. 부지에서의 지구조 변형 가능성 조사 및 결과

가. 신청자는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지표변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본 

절에서 충분히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5 km에서 약 40 km사이 지역에 신기지구조단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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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트렌치조사 등 제4기 지층과의 상관성 조사,

현장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항공사진분석 등 정밀지질조사를 통하여 확인

된 단층의 연장성, 방향성 등을 통하여 반경 5 km이내 까지 연장되는 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5 km이내에 신기지구조단층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을 경

우, 해당 단층에 의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대를 평가하여야한다. 이때, 해당 단층

과 교차하거나 인접하여 발달하는 단층에 대해서는 시공간적 상관성을 평가하

고, 연동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지표단층작용 영향대에 포함시킨다.

라. 원자력발전소 부지 반경 5 km 이내의 신기지구조단층(지표단층작용 영향대 

포함)이 부지를 향하거나 부지에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해당 단층과 부지 사

이의 지역에 대하여 지구물리탐사, 시추, 트렌치 등을 포함한 정밀지표조사를 

수행한 후 해당단층과 그로인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대가 부지내로 연장되지 않

음을 충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마. 발전소 부지내(부지반경 약 1 km이내)에 지표단층작용 영향대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지표변형에 따른 원자로시설물의 공학적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대체 부지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것

을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보수적으로 평

가하도록 한다.

그 밖에, 이 절에 해당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항목과 형식은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

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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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의 검토는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첫째 단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검토자는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서류의 기

술체계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보고서에 기술된 지표단층작용에 관한 자

료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러

한 과정에서 검토자는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요할 수 있는 현안사항을 도출하며, 사전

에 관련 지역에 대한 기존문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집․분석 한다  

신청 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철저한 기술내용(조사

내용,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결과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부지에서의 지표단층작

용 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부지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단층이 존재

할 경우 지표단층작용 가능성과 그것이 발전소의 안정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검토자는 해당 부지를 고려하여 부지에 적합한 시추조사, 트

랜치조사, 탄성파탐사 등 물리탐사, 지질도작성 및 지진관측과 같은 여러 가지 조사방

법을 수행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상호 대비하여 

단층의 존재와 정도 및 단층작용에 의한 피해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지

표단층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충분한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본 부지를 포기하고 타 부지를 선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검토자의 방침임

을 신청자에게 주지시킨다.

지표단층작용의 존재여부에 대한 문제는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검토의 초기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

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는 단층이 건설 중 굴착부에 나타나거나 지역 내에서 여

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견된 경우는 예외이다. 신청자는 중요한 지질구조를 가진 

굴착면을 검토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시기와 상기의 굴착부에 관한 조사

가 진행되는 동안 상세한 지질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검토자에게 사전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단층이 부지반경 5 km이내

에서 발견되면 신청자는 검토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부지 및 부지주변지역에서 단층이 발견될 경우 그 단층의 신기지구조단층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절대연령 측정방법(동위원소 이용방법 등), 시대가 

알려져 있는 광역지체구조활동과 단층작용과의 상호관계, 제4기 지층과의 상관성조사,

그리고 층서 또는 지형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단층작용의 시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

어질 수 있다. 연대측정법(주로 동위원소법)은 적용 가능한 여러 방법을 적용하여 가능

한 오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검토자는 굴착부의 조사와 같은 현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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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답사 및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 검토자는 연대분석을 위해서 전단대

(Shear Zone)로 부터 시료를 추출할 수 있으며, 트랜치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1. 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질, 지진 및 지구물리조사 자료

검토자는 독자적인 문헌조사 및 결과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와의 상

호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이 절을 평가한다. 이러한 비교는 신청자가 제시한 결론

이 타당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내용

과 일치하며, 검토자와 자문자가 내린 결론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내린 결론과 가정이 기존문헌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한 결론을 뒷받

침해 줄 수 있는 현장조사 결과자료 및 타당한 근거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2. 지표변형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

기존 문헌조사 및 부지조사를 통하여 인지된 모든 단층의 증거가 부지조사에 고

려되었음을 먼저 확인함으로써 본 절을 평가한다. 신청자의 부지조사 결과는 변

위존재의 증거 또는 변위의 잠재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 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

여 정밀하게 조사되고 상호 비교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면 옵셋

(Offset)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옵셋이 존재할 경우 단층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야외조사, 지구물리조사, 시추, 트랜치 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이들 결과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신기지구조단층과 지진활동과의 상관성

이 절은 안전심사지침 2.5.2절의 내용과 서로 연계하여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2.5.2절의 검토로부터 도출된 역사 및 계기지진 자료와 광역지체구조구상의 특성

과 비교하여 이러한 지진들이 부지지역의 지질구조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지진의 진원지 계산오차에 대한 평가

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할 수 있으면, 지진원 메카니즘을 단층의 기하학적 형

태와 관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에게 단층의 변수와 지진의 크기와

의 관계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변수에는 단층의 변위율, 단층작용의 시

간적 재발간격, 단층의 길이 및 단층의 유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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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형운동의 시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적용한 연대측정법이 적절한 절차 및 부지조건에 적합한 지

의 여부를 검토한다. 어떤 경우는 부지에 가장 적합한 특수한 연대측정기법이 사

용되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5. 부지지역에서의 지체구조와 광역지체구조와의 상관성

검토자는 광역지체구조구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내용이 기 출판된 관련문헌 내용

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결론이 타당한 지질학적 이론에 

근거하여야 하며, 적용한 지질 및 지구물리조사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지로부터 반경 5 km 이내지역을 통과하는 단층과 광역단층과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기법

의 타당성 또한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신기지구조단층에 대한 특성

검토자는 부지 및 주변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모든 신기지구조단층의 특성을 결

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충분하게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다. 주요단층의 특성은 단층의 길이, 방향성 및 단층과 광역구조와의 관계, 단층

을 따라 발생한 변위의 특성, 양 및 지사 등이다. 부지주변에서는 감지되지 않으

나 신기지구조단층의 존재와 결부된 지표 부근의 변위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넓은 지역에 걸친 조사가 정밀하게 

수행되었을 때 검토자는 만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7. 제4기 변형지역에 대한 조사 및 특성

검토자는 단층작용에 관한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지역을 허용 기준에 따라 결정 

하였는지, 신청자의 단층조사 결과가 기존문헌과 연계하여 검토되었는지 등을 확

인한다. 기준 1단계의 일부로서 특정분야의 조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단층조사에 요구되는 외곽한계가 충분히 보

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곽 경계부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

하지 못할 때는 좀 더 보수적인 가정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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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지에서의 지구조 변형 가능성 조사 및 결과

단층작용에 대한 정밀지질조사에 의하여 부지에 지표변위의 잠재성이 존재하면 

검토자는 신청자에 대하여 다른 부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향후 지표변위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설계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될 때는 지표단층작

용에 대한 설계기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검토자는 부지고유의 특성, 조사 자료의 부족, 기타 자연현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의 안전성에 보수적인 결론을 채

택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발전소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검토가 완료되어, 신청자가 허용기준을 만족시

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수행된 조사가 타당할 경우 

제안된 원전부지는 지질 및 지진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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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4절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는 원자력발전소의 시설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토양과 암석의 특성 

및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정적 및 안전정지지진(SSE)을 포

함하는 동적조건을 모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들 물질들은 내진범주 I급 시설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의 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러한 물질들의 특성 및 안정성에 관한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7절 및 3.8절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 검토되는 많은 자료는 타 절에서 제시될 수도 있는데 그

러한 경우 이 절에서 반복하기 보다는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검토분

야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인접지역내의 지질특성(2.5.4.1절)

가. 실제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표 또는 지표면 하부의 함몰, 용해, 융기 또는 

붕괴지역

나. 변질대 또는 불규칙한 풍화지층 및 지질구조적 연약대

다. 기반암내의 잔류응력과 이로 인한 포행 및 반발효과의 가능성

라. 함유하고 있는 광물학적 특성, 압밀의 부족, 함수량, 또는 지진이나 다른 현상의 

응답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질 수 있는 토양이나 암석

마. 기초지반 물질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배열의 절리군이 발달된 암석

바. 토양 또는 암석의 퇴적 및 침식에 관한 이력

사. 압밀 평가와 이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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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하부에 놓여 있는 토양층 및 암층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2.5.4.2절)

이들 특성은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적 현장 및 실내 시험자료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안전관련 시설물의 기초와 하부물질의 공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성(2.5.4.3절)

이들 자료는 신청자가 제시한 도면과 단면도에 나타나야 한다.

4. 공내 및 공간 탐사를 포함하는 탄성파 반사법 탐사 및 굴절법탐사의 결과

이들 자료는 토양이나 암석의 동적특성(2.5.4.4절)과 층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설명, 도면, 시추 주상도, 도표 및 단면도 등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련 굴착 및 뒷채움 계획과 공학적 토구조에 대한 분석 및 기준(2.5.4.5절)

이들은 도면과 단면도상에 나타나야할 뿐만 아니라 본문 내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

며 채토물질과 시험용 매립 물질에 대한 탐사 그리고 대표적인 실내시험기록에 의

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6. 기초물질의 하중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 지층에서의 지하수 조건 및 

피에조미터 측정결과(2.5.4.6절)

건설 중 배수계획 뿐만 아니라 발전소 수명운전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지하수관리에 

대한 신청자의 계획도 검토한다.

7. 동적하중에 대한 부지의 토양 또는 암석의 응답(2.5.4.7절)

여기에는 분석에 의하여 유도된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실험횟수와 

정밀하게 이루어진 실내 및 현장실험 기록들과 그들의 변화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8. 모든 지하토양에 대한 액상화의 잠재성(2.5.4.8절) 및 액상화의 결과

여기에는 구조물 기초의 침하를 포함한다. 이들 분석은 최신의 실내 및 현장실험에 

의하여 얻어진 토양특성에 근거하고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평가 절차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한다.

9. 지진설계기준(2.5.4.9절)

지진설계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2.5.2절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이 절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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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내용을 요약하고 상호 참조한다. 이 절에는 동적상태 하에서 부지물질의 적합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정지지진(SSE) 및 운전기준지진(OBE)을 여타 재해(홍수 

등)와 연계하여 평가한다.

10. 정적조건에서 기초물질의 안정성, 변형 및 침하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조사 

및 분석 결과(2.5.4.10절)

11. 기초지반물질의 정적 및 동적(지진)분석에 사용된 기술기준, 참고문헌 및 설계방법

(2.5.4.11절)

여기에는 분석에 사용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지중매설에 작용하는 토양

하중을 설명하여야 한다.

12. 지하물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법 및 기술시방서(2.5.4.12절)

13. 구조물 기초에 대한 추가정보는 안전심사지침 3.8.5절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절에 

상호 참조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은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과 다음과 같이 연계된다.

1. 검토자는 지진동 환경에 대한 토양과 기초의 응답분석에 이용된 지질공학적 변수들

과 방법 등에 관한 검토결과를 안전심사지침 3장의 관련 절 검토자에게 제공하여 

지하물질의 지지능력 저하를 포함한 토양 하중과 구조적 쳐짐 현상들이 구조물 특

성에 의해서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2.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7.1절의 검토자와 연계하여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들을 포함하는 품질보증계획에 있어 지질공학적 부분을 검토한다.

3.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자와 연계하여 건설재료 그리

고 지하물질, 구조물 기초, 절개사면 및 제방들의 기하학적인 배열과 관련된 지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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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설계특성들이 질적 저하 또는 변질시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한다.

특정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참조한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및 제21조, "허가기준"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그리고 성능이 관련 기술기

준에 적합하여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지

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 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

지반의 개량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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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위치 중 지하물질과 기초의안정성과 관련하여 허용할 수 있는 외

국의 관련 준용 가능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 10 CFR 100, 부록 A -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및 지질학적 부지선정 기준"

이 기준은 부지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질 및 지진자료를 구하는데 

요구되는 조사의 성격과 원전의 부지선정 및 설계에 요구되는 지질 및 지진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부록 A에는 부지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질 및 지진데이터 수집

에 요구되는 조사사항 그리고 일반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이 원전이 건설되어서 운영되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토록 하

는데 요구되는 조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A에 약술된 지질 및 지진학적인 데이터의 제공은 일반설계기준 2에서 

명시한 요건과 대응되는데 거기에는 안전에 중요한 원전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자연현상(지진 포함)의 영향에 대하여 의도된 안전기능 수행능력

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부

록 A, Ⅳ(4)에서는 첫째 지진발생시의 거동과 둘째 발전소 기초에서의 지진

파 전달 이 둘에 영향을 끼치는 부지하부에 놓여 있는 물질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의 상태와 물질에 대한 데

이터를 제공하는 지질조사지침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32에 기

술되어 있다. 토양과 암석의 특성을 정하기 위한 실내시험지침은 RG 1.138

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발생

에 따른 영향에 견딜 수 있어서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사고의 영향을 더 악

화시킬 수 있는 기능상실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보증하는 것이다.

나. RG 1.132, "원자력발전소의 기초에 대한 부지조사"

이 지침은 10 CFR 100과 10 CFR 100, 부록 A의 요건을 따르는 데 있어,

지진을 포함한 예상되는 하중조건에서, 구조물 기초와 토구조의 거동관점에 

따른 부지의 안전성 평가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부지조사계획에 관한 

기술기준이 제시되어있다. 이것은 부지고유 조사계획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의 일반적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추작업과 시료 채취의 

간격, 깊이 등과 같은 지하조사를 수행하는 특정한 지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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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G 1.138, "원전의 공학적 분석 및 설계를 위한 토양의 실험조사"

이 지침은 10 CFR 100 및 10 CFR 100, 부록 A의 요건을 따르는 데 있어,

원전 시설물의 기초와 토구조의 설계 및 지질공학적 분석에 요구되는 토양 

및 암석의 성분과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허용할 수 있는 실내조사 및 시

험 관례를 기술한 것이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발전용 원자로의 구조물, 계통, 기기 및 설비가 가동 중에 적정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품질보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있어 조사기기와 시험 그리고 측정장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이 규제기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7.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서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 부

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제지

침을 제공한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0(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이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의 부지특성 조사 시 적용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수

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원전부지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 관련 분야에 대해 철저히 조사 평가하고 제시

된 평가 결과는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검

토자가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되어야 한다. 부지조사

는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및 기법이 적절해야 하며, 토양 및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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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지질공학적 특성자료 값의 변화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기에 명시된 법적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정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2.5.4.1 지질특성

이 절은 부지에 대한 설명, 지도(Map), 단면도(Profile)를 비롯하여 층서, 암상, 구조

지질, 지사 및 지질공학 자료가 완벽하고, 지질특성의 명확한 제시를 위한 충분히 상세

한 부지조사에 의해 뒷받침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련된 자료는 이 절에 제시

되거나 안전성분석보고서 2.5.1절의 해당 절과의 상호참조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2.5.4.2 지하물질의 공학적 특성

이 절은 하부물질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부지지역에 있는 모든 기초토양과 암석

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행의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방법

이 사용되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예를 들면 지질공학관련 

월간 정기간행물과 시험 및 재료에 관한 적용 가능한 기준, 관련 학회에서 발간된 문

헌, 대학교 및 산업계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조사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기초물질의 특성은 야외 및 실내의 시험기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지하부에 놓여있는 물질의 산출 및 특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야외조사와 표본채취 계획이 수행된다. 중요한 시험결과를 목록화 한 요약일람

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는 가능한 한 도식화되어야 한다. 또한 실험의 표본준

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실내에서의 중요한 실험에 대해 충분히 상세하

게 설명되어야 하는데 즉,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표본의 포화상태가 결정되고 

유지되었는가 또 기공의 압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등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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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부지의 모든 중요한 토양변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표본의 설정과 시험 

수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정량적인 논의를 제시해야 한다. 포화된 토양층

과 액상화 민감성 토양이 아래에 놓여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액상화현상 또는 변형작

용에 의한 약화(Strain-Softening Phenomena)에 의해 불안정해 질 수 있는 모든 지역

들에 대하여 적절한 표본이 이루어져서 시험되어졌음을 보여야 한다.

부지에서의 상대적인 토양밀도가 정해져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토양의 압밀거동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적 및 동적강도가 적절히 정해졌음을 보여야 한다. 도출자료가 

안전성분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시험자료의 설계에의 도입방법, 설계포락곡선이 

보수적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치를 나타내는 요약일람표를 제

시하여야 한다.

2.5.4.3 기초와 하부물질의 공학적 특성 간의 관계

이 절은 구조물 기초와 하부물질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시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1. 시추, 트랜치, 탄성파 탐사측선, 피에조미터, 지질단면도 및 안전관련 시설물이 

건설될 굴착부와 같은 모든 부지탐사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2. 모든 내진범주 I급 및 여타 안전관련 시설물의 기초와 지하물질과의 관계를 상

세히 나타내는 단면도

3. 시추코어와 시험공의 로그 기록

4. 탐사트랜치의 로그 기록과 지도(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 그리고 원전시

설물의 굴착부에 대한 지질도와 지형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

2.5.4.4 토양과 암석의 동적특성

토양과 암석의 동적특성에 대한 설명은 부지에 대한 지구물리조사가 수행되고 거

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상세하게 제시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자료 제시의 완전

성은 신청자가 사용한 탐사기법이 분명하며 유용한 자료인가, 그러한 자료들이 현행 

기술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사방법을 이용하고 있는가 및 신청자가 내린 해석이 

적절한 야외기록에 의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뒷받침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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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지응답 거동평가에 중요한 변수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측정된 많은 동적

특성 값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2.5.2.3절을 참조한다.

2.5.4.5 굴착 및 뒷채움 계획, 토구조에 대한 분석 및 기준

굴착, 매립 및 토구조 분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면 적합한 것으

로 평가한다.

1. 매립과 채토물질의 출처와 양이 확인되었으며, 시추조사, 시험갱도 및 실험특

성과 강도시험(동적 및 정적시험)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되었음이 기술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 절에서 해석 및 요약되어 있다.

2. 모든 내진범주 I급 굴착부, 매립지, 사면의 수평 및 수직 범위가 도면과 단면도

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3. 다짐시방서 그리고 제방 및 기초설계는 야외 및 실내시험과 제방과 기초의 안

정성 및 신뢰할 만한 작업을 확신하기 위한 분석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

되어 있다.

4. 다짐방법의 영향은 원전시설물의 구조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5. 품질관리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이 명시‧참조토록 되어 있다.

6. 굴착이 진행되는 동안 기초물질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가 

명시‧참조토록 되어 있다.

2.5.4.6 지하수 조건

지하수 상태에 대한 분석은 이 절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거나 안전성분석보고서 2.4

절의 해당 분야와 상호 참조할 수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1.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지반의 안정성에 관련된 지하수상태의 중요 경우

에 대한 기술

2. 건설 중 배수 계획

3. 건설 중 지하수의 침투 및 침투수에 의한 기초지반물질의 파이핑 가능성에 대

한 분석 및 해석

4. 야외 및 실내에서의 투수시험 결과

5. 지하수위의 변동(우물이나 피에조미터의 주기적 측정) 및 홍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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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동적하중에 대한 흙과 토양의 응답

토양과 암석의 동적하중에 대한 응답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면 적합한 것으

로 평가한다.

1. 부지인접지역에 분포하는 토양과 암석에 대한 과거 지진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액상화현상에 대한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야외탄성파탐사(지표면 굴절법 및 반사법탐사, 공내 및 공간 탄성파탐사)가 수

행되고 그 데이터가 제시되어졌으며 P파와 S파의 속도단면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3. 기초의 토양과 암석에서 채취된 표본에 대하여 실내에서의 동적시험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절은 2.5.2.5절과 상호 참조되어야 한다.

토양-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안전심사지침 3.7.1절 및 3.7.2절에 기술

되어야 하며 이 절과 상호 참조되어져야 한다. 토양-구조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음변수들을 검토한다.

2.5.4.8 액상화의 잠재성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시설물의 하부 및 인접하고 있는 부지에서의 지하물질이 토

양으로 포화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하수면이 기반암 상부에 놓여 있다면 부지에서의 

토양액화 잠재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에 대한 상세의 정도는 부지층서, 중요 토양

변수 및 안전관련 구조물 기초의 위치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된다. 토양의 액상화성 여

부를 알기 위해서는 부지에서 불교란시료를 채취하여 적절한 실내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액상화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면, 부지의 중요 지역에서 얻어진 교란되지 않은 토양시료

에 대해 실시된 반복삼축시험(Cyclic Triaxial Test)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상지진에 의하여 토양 내에 유도된 전단응력은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시험된 토양표본에 대해 토양 액상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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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액상화성"으로 정한다(기공의 압력이 처음으로 봉압과 같아질 때 한 

주기로 간주). 반복적인 하중에 따른 기공압력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되

어야 한다. 만약 토양액화가 발생하기 전에 수% 보다도 큰 기공의 첨두치 대 첨두

치 축변형이 먼저 발생한다면, 신청자는 재해의 잠재성 평가에 있어 전체 또는 부분

적 토양 액상화에 따른 응력의 영향을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안정성과 전체 

침하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지진성 토양액상화(침식, 홍수, 구조물에 대한 바람의 하중 및 파도활동 등에 기

인된 토양액상화)는 현행의 기술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토질역학원리를 사용하여 분

석하여야 한다.

2.5.4.9 지진설계기준

지진설계기준 해석은 운전기준지진(OBE)과 안전정지지진(SSE)의 유도에 대한 간략

한 요약이 제시되어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부지고유 지진동은 2.5.2.6, 특정 

토양과 암석의 증폭 특성사항은 2.5.4.2, 2.5.4.4 그리고 2.5.4.7에 기술한다.

2.5.4.10 정적 안정성

지내력, 반발(Rebound), 전체 침하, 발전소 시설물 및 매립물질의 사하중 조건에서

의 부등침하, 측방 하중을 포함하는 정적 안정성 관점에서 모든 안전관련 시설물의 안

정성이 분석되면 정적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만족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분석에 사용된 

토양과 암석의 특성을 문서로 입증하기 위하여 야외 및 실내시험시의 시험절차와 결

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지역의 토양상태와 시설물의 기능에 관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음

을 보여야 한다.

2.5.4.11 설계기준

설계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사용된 설계방법 및 설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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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해진 안전요소들이 기술되고 참고열람표가 제시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용된 컴퓨터 해석과 참고문헌의 출처에 대한 설명 및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2.5.4.12 기초지반의 개량공법

지하물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기법에 대한 품질관리사항과 방법 

및 이에 관한 요약설명이 기술되어 있으면 지하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법은 적합한 것

으로 평가한다(예를 들면 그라우팅, 진동다짐공법, 치환작업, 암석볼팅 또는 앵커링 등).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5.1절에 기술된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며 그것과 

부합되어야 한다. 특정 부지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검토자는 기술자

문을 받을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채택되면 평가에 사용된 가정들의 보수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부지조사에 대한 결과(예를 들면, 시추로그, 지질도, 트랜치와 갱의 로그기록, 투

수성 시험기록, 탄성파 탐사의 결과, 실내시험결과, 단면도 및 도면)를 상세하게 조사

하여 상호 점검한다. 설계기준에 대해 현행의 기술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자료에 관한 논평과 

질의사항을 제1차 질의(Q-1)로 신청자에게 보낸다. 안전여유도가 주어져 있거나, 신청

자가 내진범주 I급 흙댐 또는 석질댐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한 복잡한 지하상태를 가지

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자는 설계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검토자와 

그의 자문자는 신청자의 조사와 분석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못하다고 평가 내릴 수 있

다. 그때 제2차 질의(Q-2)로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다 보수적인 방법을 채택하

라고 검토자가 요구할 수 있다.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는 보통 초기 단계에서 완료되지 않는

다. 보통 정밀한 설계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질문과 답변의 교환은 Q-2단계에서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 안전심사보고

서의 입력 자료로서 요구되는 당시에 남아 있던 2.5절의 대부분의 미해결된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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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질공학분야인데 이것은 부지의 실제 상태가 굴착이 시작되어 건설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5.1절 "지질 및 지진에 관한 기초자

료"에 명시된 것과 추가로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굴착부에 노출된 기초물질을 평가하

기 위하여 건설허가가 나간 이후에 추가적인 부지답사가 필요하다. 확인시험과 수정된 

분석을 포함하는 정보 및 최종설계사항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원전부지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검토자가 수행하는 검토절

차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2.5.4.1 지질특성

독자적인 문헌조사와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을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

된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지질 특성들을 평가한다. 이 절을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참고

문헌은 정부나 공기업들(예를 들면 한국자원연구소, 대한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에서 

나온 출판 또는 출판되지 않은 보고서, 지도, 지구물리자료, 건설기록 등등이다. 검토

자 및 자문자는 신청자가 수행한 지질조사를 기술문헌조사와 결부하여 검토한다. 이 

절의 말미에 명시된 참고문헌과 기타 자료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을 상

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사자가 사용한 탐사기법이 현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 중에서 대표

적인 방법인가? 표본은 현장토양 상태를 잘 나타내는가?

2. 신청자의 조사가 해당 부지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지하의 상태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3. 지표면 또는 지하에서의 실제적 또는 잠재성을 지닌 침강, 융기 또는 침하, 변

형, 변질, 용해공동 또는 구조적 약대, 기반암 내에 제거되지 않은 응력을 가진 

지역 및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질 수 있는 암석이나 

토양을 가진 지역이 식별되어져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2.5.4.2 지하물질의 공학적 특성

수행된 조사(실내 및 야외시험 포함)가 구조물 기초의 해석에 사용된 토양과 암석

의 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부물질들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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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충분한 조사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개발하

여 사용한 시추조사, 시료채취 및 시험계획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검토하며 모든 중요

한 상태들이 적절히 표본화되어져서 시험되어졌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부지에서의 특

정 기초지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신청자가 적절한 기준

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면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

치에 관한 기술기준)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적

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조사와 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기준

이 주어져 있으면, 검토자는 그 기준을 검토하여 그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그 기준에 

따라 조사가 수행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실시한 조사와 시험을 검토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최종결론은 부지 지하상태의 복잡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

한 것이어야 한다. 검토자는 때때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행 기술문헌에 나타나 있

는 실험 및 야외기법과 장비 등이 지하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졌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2.5.4.3 기초와 하부물질의 공학적 특성간의 관계

도면과 단면도에 대해 모든 내진범주 I급 시설물의 기초와 벽체의 위치(수평 및 수

직)를 지하물질과 비교함으로써 이를 검토한다. 충분한 탐사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

하고 조사자가 내린 해석의 타당성 여부와 기초의 설계가정이 적절한 안전여유를 가

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지에서 수행된 모든 지하조사의 결과를 도

면 및 단면도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2.5.4.4 토양과 암석의 동특성

검토자는 부지에서 실시된 모든 지구물리탐사의 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하는데, 여기

에는 탄성파 굴절법 탐사 및 반사법 탐사 그리고 공내탐사와 지자기탐사 및 중력탐사

가 포함된다. 특정기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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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조사, 트랜치 및 시험공의 주상도를 검토하여 이들의 결과를 탄성파탐사와 여

타 지구물리탐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로 부합되어야 하며 그

렇지 않을시 신청자에게 가장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에 이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단계에서 검토자는 

개괄 굴착부에서 도해된 상태를 부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도출된 해석 및 가정과 비

교한다.

2.5.4.5 굴착 및 뒷채움

굴착, 뒷채움 및 토구조에 대해 검토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시추코어와 시추공 로그를 포함한 채토물질에 대한 조사와 다짐시험 자료를 

검토하여 그들의 적합성을 판정한다.

2. 설계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는 표본에 대한 동적 및 정적실험 기록을 현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과의 부합여부를 알기 위하여 검토한다.

3. 정적 및 동적안정성 요건에 부합되는 지를 확신하기 위하여 분석과 해석을 검

토한다.

4. 굴착과 다짐시방서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서 등을 현행기술문헌에서의 보수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알기 위하여 검토한다.

2.5.4.6 지하수 조건

우물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부지에서의 지하수위의 장기적인 변동이력을 조사하고 

부지에서 수행된 투수시험 자료와 피에죠메타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구조물 기초의 안

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될 지하수 조건을 평가한다. 건설 중 및 건설후의 배수계획도 

검토하여야 한다. 부지에서의 지하수 조사결과의 상호비교 및 지하수와 토양조건에 대

한 전문적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일시 및 영구 구조물에 

관한 배수계획의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2.5.4.7 동하중에 대한 흙과 토양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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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조사와 분석결과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동하중에 대한 토양과 암석의 응

답 및 토양-구조물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특히 부지토양이나 암석에 대한 과거 

지진의 영향(안전심사지침 2.5.2절의 한 요건)을 결정한다. 시추조사, 지구물리조사 및 

불교란시료에 대해 실시한 음파시험 및 반복삼축시험과 같은 동특성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다. 설계 및 분석에 보수적인 토양 및 암석의 동특성이 사용되어졌으며, 모든 

중요 토양 및 암층이 분석에 고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목적이다. 어떤 경우

에는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명시된 것으로서 또는 2.5.4.8절에 논의된 액상화 분석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분석과 해석을 수행한다.

2.5.4.8 액상화의 잠재성

모든 부지토양의 액상화에 대한 민감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추주상도, 실내 

토성분류 자료 및 토양 단면도을 포함한 지질공학 탐사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액상화의 

잠재성을 검토한다. 표준관입시험과 같은 현장시험결과, 탐사 시추공에서 구한 불교란

시료의 밀도와 강도데이터를 조사하며 가능하다면 필요한 현장토양의 액상화 잠재성

과 관련시켜 조사한다. 액상화에 민감한 토양이 부지하부에 존재한다고 결정되면 신청

자의 탐사방법, 실내시험 프로그램 및 분석을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검토한다. 검토자

는 신청자가 제시한 분석을 상세히 검토하여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방법을 적절히 도

입함으로써 검토자가 내린 독자적인 조사결과와 비교한다. 검토자는 최소한 다음의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토양액상화의 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관입시험 결과, 여타 현장 시험데이

터 및 지하수 조건의 검토

2. 액화성을 띤 중요 지역에서 시료가 적합하게 채취되어 시험되어졌음을 확신하

기 위한 전통적인 실내시험 및 반복삼축시험 결과의 철저한 검토

3. 적정수의 시료가 적절히 시험되어졌으며 그러한 시험의 결과가 서로 다른 시

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액상화의 

주기적 저항을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

4. 제출된 시험자료의 보수적 포락곡선을 사용한 토양 액상화의 잠재성 평가

5. 토양층의 특성에 근거하여 부지에서 계산된 중요조건에서의 포락곡선을 이용

함으로써 지진에 의하여 부지에 도달되는 유도응력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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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 상대밀도의 보수적인 범위가 평가되었다는 보증. 분석에 의하여 구해진 

"안전계수"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자가 계산한 안전여유도와 비교한다.

(굴착이나 매립, 진동다짐 또는 화학적 그라우팅을 사용함으로써 토양 액상화 

상태를 제거하려는 신청자의 계획을 2.5.4.5절 및 2.5.4.12절에서 설명된 것으로 

평가한다.)

7. 현행문헌상에 제시되어 있는 기법을 사용하여, 부분적인 토양 액상화에 기인된 

지진 발생 후의 안정성 및 전체침하 평가

8. 현행문헌상에 제시되어 있는 기법에 근거한 비지진성 토양 액상화의 평가

2.5.4.9 지진설계기준

운전기준지진(OBE)과 안전정지지진(SSE)에 대한 검토자의 심도있는 평가는 안전심사

지침의 2.5.2절에 포함한다. 부지하부 토양 및 암반의 증폭특성에 대한 평가는 안전심사

지침 2.5.2절과 2.5.4.2절, 2.5.4.4절 및 2.5.4.7절에서 논의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이절에 

이들 사항이 요약 기술되어 있는 지 검토하며, 관련 절과는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심사지침 2.5.4.9절의 검토는 여타 절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타 절과의 상호참조에 의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다.

2.5.4.10 정적 안정성

뒷채움 물질, 제방 및 구조물 기초의 하중을 받고 있는 지지 토양의 지내력과 침하

에 대한 정적 분석을 전통적이며 현행기술문헌상의 방법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일반적

으로 평가절차에는 다음사항들을 포함한다.

1. 분석에 사용된 토양과 암석의 특성이 발전소 시설물 하부의 실제적 부지 상태

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 결정.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부지조사,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부지에서의 토구조, 구조물의 기초 및 토양 조건에 적합한 분석방법의 사용 여

부 결정

3. 지내력, 전체 침하, 부등침하 및 경사에 대한 계산 값을 설계기준 및 품질보증

시방서와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값들이 발전소 기초에 대해 보수적이며 허용 

가능한 지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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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조사, 확증적인 측정 및 분석계획에 의해 보충되는 인정된 원리와 기법에 

근거한 특히 복잡한 경우에 대한 평가

2.5.4.11 설계기준

건설관리와 감시체계를 포함하는 기술기준과 설계방법을 유사 발전소에 적용한 보

수적으로 인정된 관례에 준해서 평가한다. 부지탐사, 시료채취, 시험 및 해석은 완전

성, 취급 및 기법, 유사 사업의 수행기록, 기술지침서, 현행기술문헌 등을 토대로 판정

한다. 설계안전특성, 신청자의 확인시험 및 측정 그리고 안전관련 기초와 토구조의 거

동감시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사안별로 평가한다.

2.5.4.12 지하물질의 개량공법

그라우팅, 굴착, 뒷채움, 진동다짐, 암석볼팅 및 앵커링 작업과 같은 활동들의 수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신청자의 기술시방서와 그 기법을 검토함으로써 지하물질의 조건

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을 평가한다. 확정적인 자료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하

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발전소 부지의 지질공학적 특성분야에 관한 검토자의 평가는 신청자가 관련 규제요

건과 검토자의 규제입장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확인된다면 안전심사보고서의 평가 결

과는 신청자가 부지에서 수행한 조사들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관련 설계에 

요구되는 토양 및 암반의 특성자료를 규명하는 데 충분하며, 분석에는 충분한 안전여

유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신청자의 분석 중에서 일부 보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자의 보류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안전심사보고서에 기술하는 전형적인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지는 평균 해발고도(MSL) +120m의 산록에 위치한다. 부지의 층서를 규명

하기 위한 탐사시추가 이루어졌고 탄성파 굴절법 및 반사법 탐사가 수행되었다.



제2.5.4절     개정 4 - 2014. 12- 19 -

추가적으로, 부지 지하물질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표적 토양과 시추코어로 

부터 불교란시료가 채취되었으며 이러한 물질들의 탄성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간 탄성파 탐사가 수행되었다. 부지에서의 지하수위는 +114m에서 +115m이다..

부지지역은 중생대 중기 이후 침식과 풍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풍화의 깊이는 절

리의 위치와 발달 정도, 편리의 방향 및 모암의 성분에 따라 좌우된다.

신청자는 기초물질을 풍화의 정도에 따라 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지역 1. 이 지역은 슬레이트가 심하게 풍화되어 형성된 잔류토양을 포함한다. 토양

은 슬레이트와 석영 파편을 포함하는 사질 및 실트질 점토이다. 또한 심

하게 풍화된 슬레이트가 존재한다. 슬레이트는 비록 연약하고 부분적으로 

파쇄가 잘 일어나지만 본래의 암석구조를 지니고 있다. 슬레이트 내의 석

영맥이 심하게 파쇄되어 있다. P파와 S파의 속도는 각각 1,200 m/sec 및 

540 m/sec 이상이다. 이 지층의 두께는 6m에서 15m에 이른다.

지역 2. 이 지역은 보통 풍화(MW)된 슬레이트로 구성되며 두께는 15m에서 18m

정도이다. P파와 S파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각각 1,950 m/sec 및 750

m/sec를 초과한다.

지역 3. 이 지역은 약간풍화(SW)에서 풍화되지 않은 슬레이트로 구성되며 그 깊

이는 지표면 이하 18m에서 27m에 달한다.

부지지역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119m에 달하며, 원자로 건물은 약간 풍

화된 슬레이트 또는 약간 풍화된 슬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로 채운 지역에서 3m

두께로 보강된 콘크리트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다. 원자로와 제어건물 사이에 있

는 원자로 보조건물은 약간 풍화에서 보통 풍화된 암석 위에 있는 다져진 구조적 

채움질(Structural Fill)위에 +117m의 기초 위에 건설될 것이다. 터빈건물은 

+116m의 보통 풍화된 암석 위에 있는 다져진 구조적 채움질 위에 건설될 것이

다. 디젤발전기 건물, 원전 기기냉각식 열교환기 보호시설 및 공랭식 열교환기는 

보통 풍화된 슬레이트 위에 있는 다져진 구조적 채움질 위의 +117m에 건설될 것

이다. 1, 2, 3 지역물질의 실내시험 및 야외평판시험에서 구해진 허용 지내력은 

각각 40 ton/㎡, 100 ton/㎡ 및 240 ton/㎡이다. 모든 배관은 보통에서 심하게 풍

화된 슬레이트에 매설 될 것이다.

안전관련 시설물의 침하와 부등침하가 2.5cm 이하로 평가되었다.

신청자는 심하게 풍화된 지역 또는 연암지역은 굴착되어 무근콘크리트로 치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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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절차는 또한 기초지반의 기초부 이하에 있

는 절리와 편리를 따라 확장되는 모든 심한 풍화지역에도 이루어 질것이다. 기초

저면이하에서의 이러한 풍화물질은 암반절차서에 따라 적당한 깊이까지 굴착되어 

콘크리트로 뒷채움 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채움재는 콘크리트 또는 고결 입상질 채움재로 뒷채움 한

다. 입상질 채움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밀도가 85% 또는 Modified

Proctor 시험에 의하여 결정된 최대 밀도가 95% 까지 다짐될 것이다. 이들 채움

재에 대한 기준은 기초의 토양압력과 매립된 배관에 대한 수용기준이며, 정적 및 

동적 조건 모두에 있어 적절하며 보수적이다.

제방, 댐 및 방수라이닝에 적합한 채토물질은 최종열제거용 저수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 물질에 대한 신청자의 실시한 시험과 건설기준이 중요 토구조에서 발

생되는 누수, 파이핑 및 균열결함이 최소화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필터, 배

수, 집수정, 피에조미터 및 침하장비 및 시설들이 최종열제거용수 보유시설물이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

신청자는 견고한 암석의 안전정지지진(SSE) 가속도 값이 0.12g임을 보였다. 운전

기준지진(OBE)의 가속도 값은 0.06g로 주어졌다. 신청자는 부지증폭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부지 고유분석을 수행하였고 풍화암과 구조적 매립질은 암석에서의 

지진동을 증폭시킨다. 안전정지지진(SSE)에 대한 0.17g의 가속도 준위가 풍화암 

위에 놓여 있는 구조적 매립질 또는 풍화암 위에 세워진 구조물에 적용될 것이

다. 내진범주 I급 흙댐의 내진설계 및 토양액화현상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시간이

력은 부지응답스펙트럼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지속시간을 갖고 있다.

신청자가 제시한 분석 및 실증을 포함하는 자료는 토양과 암석의 특성 및 안정성

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원전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

거나 공중에 대한 재해를 내포하고 있는 토양과 암석의 거동들은 관련된 규제요

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신청자는 다음의 지질특징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한다.

- 시추조사, 수직시험갱, Pits, 트랜치와 야외 및 실내시험을 포함하는 조사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는 부지하부에 놓여 있는 토양 및 암층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의 입증

- 채토물질의 특성

- 다짐 및 굴착 기술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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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방법 및 분석

- 지하수 조건 및 관리

- 토양 액상화의 잠재성 평가를 포함하는 정적 및 동적 하중에 대한 토양과 암

석의 응답

- 침하분석

- 필요시, 규제지침의 요건을 만족시키거나, 검토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제요건

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만족시키는 지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과 그 시방서.

신청자가 실시한 조사, 실내 및 야외시험, 분석, 그리고 설계 및 건설기준을 근거

로 검토자는 부지와 발전소의 기초는 계획된 원전을 안전하게 지지하며 또한 안

전 관련 토구조들은 기능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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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2.5.5절 사면안정성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는 분석과 실증을 포함한 자료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

자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태하에서 붕괴 시 발전소의 안전

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 및 인공적(절개사면, 매립사면, 제방, 댐 등)으로 만들

어진 모든 흙사면과 암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와 기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

을 평가한다.

1. 사면의 특성(2.5.5.1절)

2. 설계기준 및 설계분석(2.5.5.2절)

3. 시추조사, 수직시험갱, Pits, 트랜치 및 실내시험이 포함된 조사결과(2.5.5.3절)

4. 채토물질의 특성, 다짐 및 굴착사양(2.5.5.4절)

검토연계분야

이 절은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과 다음과 같이 연계된다.

1. 이 절의 검토자는 흙 및 암반 사면의 변위 또는 붕괴가 인접 구조물 및 배관에 미

치는 악영향이 없다고 하는 검토결과을 안전심사지침 3장내 관련 절의 검토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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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1장의 검토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에서 지질

공학적 특성에 대한 검토는 이 절의 검토자와 함께 협의한다.

3. 이 절의 검토자는 발전소 부지의 적합성과 흙 및 암반 사면의 안정성에 관한 신청

자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인용된 지질 및 지진 자료의 적합성과 발전소의 

지진설계를 위한 지진동 환경을 설정하는 데 이용된 지진 및 지질적인 조사, 부지

의 안전정지지진과 운전기준지진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신청자가 이용한 절차와 분석

법 그리고 구조물 기초에 대한 지진설계기준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이 절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

이 기준은 건설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명

시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

이 기준은 운영 시 필요한 허가기준으로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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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지

진 및 지질공학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대한 기술기준의 일부로서 ① 원자로시설은 지

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②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

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 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

지반의 개량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의 관련 준용 가능

한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 10 CFR 100, 부록 A -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및 지질학적 부지선정 기준"

이 기준은 부지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질 및 지진자료를 구하는데 

요구되는 조사의 성격과 원전의 부지선정 및 설계에 요구되는 지질 및 지진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부록 A에는 부지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질 및 지진데이터 수집

에 요구되는 조사사항 그리고 일반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이 원전이 건설되어서 운영되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토록 하

는데 요구되는 조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부록 A에 약술된 지질 및 지진학적인 데이터의 제공은 일반설계기준 2에서 

명시한 요건과 대응되는데 거기에는 안전에 중요한 원전의 구조물, 계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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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들은 자연현상(지진 포함)의 영향에 대하여 의도된 안전기능 수행능력

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부

록 A, Ⅳ(4)에서는 첫째 지진발생시의 거동과 둘째 발전소 기초에서의 지진

파 전달 이 둘에 영향을 끼치는 부지하부에 놓여 있는 물질의 정적 및 동적 

특성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의 상태와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질조사지침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32에 기술되어 

있다. 토양과 암석의 특성을 정하기 위한 실내시험지침은 RG 1.138에 기술

되어 있다.

이들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발생

에 따른 영향에 견딜 수 있어서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사고의 영향을 더 악

화시킬 수 있는 기능상실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보증하는 것이다.

나. RG 1.132, "원자력발전소의 기초에 대한 부지조사"

이 지침은 10 CFR 100과 10 CFR 100, 부록 A의 요건을 따르는 데 있어,

지진을 포함한 예상되는 하중조건에서, 구조물 기초와 토구조의 거동관점에 

따른 부지의 안전성 평가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지질공학 분야의 부지조사

계획을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부지고유 조사계획을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추조사와 시료 채취의 간

격 및 깊이 등과 같은 지하조사를 수행하는 특정한 지침도 제공한다.

다. RG 1.138, "원전의 공학적 분석 및 설계를 위한 토양의 실험조사"

이 지침은 10 CFR 100 및 10 CFR 100, 부록 A의 요건을 따르는 데 있어,

원전 시설물의 기초와 토구조의 설계 및 공학적 분석에 요구되는 토양 및 

암석의 성분과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허용할 수 있는 실내조사 및 시험 

관례를 기술한 것이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3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발전용 원자로의 구조물, 계통, 기기 및 설비가 가동 중에 적정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품질보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지하물질과 기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있어 조사기기와 시험 그리고 측정장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경수로형원전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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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기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8.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이 규제지침은 규제기준 1.6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서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

제지침을 제공한다.

9.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9(원자로시설 부지의 사면안정성 분석에 관한 조사·평가)

이 지침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에 잠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공사면과 

자연사면의 안정성평가에 요구되는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0. 경수로형원전 규제지침 1.10(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이 규제지침은 원자로시설의 부지특성 조사 시 적용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제출된 자료가 붕괴 시 원전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공중의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사면의 정적 및 동적 안정성을 충분

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비상냉각수원에 대해서는 특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2차 냉각수원은 운전기준지진(OBE) 및 설계기준홍수(DBF)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상기에 명시된 허가법규의 해당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특정 기

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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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사면의 특성

이 절은 사면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만족한 것으로 평

가한다.

1. 사면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상세하게 나타낸 사면의 횡단면도 및 종단면도

2. 안전관련 내진범주 I급 시설물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진범

주 I급 제방과 댐의 기초, 자연 및 인공절취 사면 그리고 흙 및 암반 사면을 구

성하는 토양과 암석에 대한 정적 및 동적특성 자료의 제시. 이 자료에는 이용 

가능한 야외 및 실내자료로부터 분석에 사용된 보수적인 토양특성 및 단면도

(Soil Profile)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에 관한 상세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3. 지하수, 침출현상 및 지하수의 고·저수위 조건에 관한 자료

2.5.5.2 설계기준 및 분석

설계기준과 분석에 대한 설명은 모든 내진범주 I급 사면에 대한 안정성 기준 및 

설계기준이 기술되어 있으며, 적절한 안전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타당한 정적 

및 동적 분석이 제시되었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분석에는 문헌상에 제시된 서

로 다른 많은 방법이 사용가능하다.

이 절이 만족되기 위해서, 정적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과 분석법으로서 계산된 평가결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면의 형태, 사면내에서의 토양의 종류별 특성과 경계, 사면에 작용하는 힘 및 

사면내부에서 작용하는 공극압을 고려한 불확실성

2. 가장 낮은 안전계수에 해당되는 붕괴면

3. 사용된 분석법 고유의 가정에 대한 영향

4. 가능최대홍수 시 고수위, 갑작스런 수위하강 또는 여러 수위에서의 지속적인 지

하수 침출현상 같은 악조건 영향. 일반적으로 사면재해와 관련된 안전계수가 필

요하다. 그러나 실제값은 분석법, 토양의 특성에 관한 가정, 건설기술 및 물질변

수의 범위에 따라 다소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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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이 만족되기 위해서, 동적 분석은 토양의 강도특성에 대한 지진의 주기적인 

운동 영향과 수평 및 수직성분 진동영향에 대한 평가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현장토

양 뿐만 아니라 댐이나 제방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물질들에 대한 실제적 

시험자료가 요구된다. 상술한 바 같이 기하학적인 도형, 토양의 강도, 모델링 방법(유

한요소해석법 사용 시 Mesh의 위치와 수), 및 유체역학적인 힘과 간극수압에 의한 힘

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적절한 안전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토양 액상화가 

발생할 만한 곳에서는 주요 댐의 기초사면과 제방들이 현행기술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유한요소 분석법 또는 유한차분 해석법으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반복적인 재하로 인한 공극압력에 대한 변화가 액상화 잠재성의 평가분석 

뿐만 아니라 토양의 응력-변형 특성과 지진발생 후의 사면 안정성 평가분석에도 공극 

압력증가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2.5.5.3 야외 및 실내시험 결과

신청자는 사면안정성 조사와 댐 및 제방 분석을 위해 수행된 시추조사와 토양시험

을 기술하여야 한다. 2.5.1절과 2.5.4절에 명시된 기준에 만족하는 시험자료는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이 절과 상호 참조될 수 있다. 댐, 제방, 자연 및 인공절취사면들은 종종 

주요 발전소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절에 또한 추가적인 탐사와 시험, 그리

고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2.5.5.4 채토물질의 특성, 다짐 및 굴착사양

신청자는 모든 댐과 도랑 및 제방 사면에 계획된 굴착, 뒷채움 및 채토 물질을 기

술하여야 한다. 계획된 건설절차와 토공사의 관리가 기술되어야 한다. 이 절이 만족되

기 위해서는 2.5.4.5절에서 논의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이 정보의 일부는 2.5.4.5절

에서 제시될 수 있다. 댐, 제방 및 여타 토공사는 종종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멀

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절에 이들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 중 

및 건설 후의 품질관리기술과 요건들은 또한 토의되어야 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품

질보증절과 참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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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2.5.1절과 2.5.2절 및 2.5.4절에 명시된 절차와 같은 방법

으로 수행한다. 검토자는 기초지반과 사면의 안정성분석 특히, 안전관련 내진범주 I급 

토공사와 흙 및 암석채움댐, 제방과 저수지에 관한 지질공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

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시된 자료가 RG 1.70에 기술된 바와 같은 완벽성 여부 결정 및 제시된 자료가 

제안된 시설물의 안정성에 관한 독자적인 심층검토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도

록 충분한 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가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면 시추조사, 지도, 트랜치 조사, 투수율 시험기록, 탄성파 탐사 

결과, 실내 시험결과, 단면도(Profiles), 도면(Plot plans) 및 안정성분석과 같은 부지조

사 결과들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설계에 사용된 가정과 분석의 보수성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상세하게 상호 검토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보수성의 정도는 사용된 분석

의 종류와 사면안정성 분석에 고려된 변수의 신뢰도, 시추조사의 수, 시료채취 계획,

실내시험계획의 정도 및 결과적으로 생긴 안전계수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토양

의 강도자료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양단면도(Soil Profiles)와 사면의 조건 중에

서 가장 보수적으로 선정된 것이어야 인정할 수 있다. 안전계수가 낮은 경우, 여러 가

지 토양 단면도을 분석함으로써 토양의 특성범위가 타당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홍

수상태와 공극압의 영향, 토양의 침식 및 지진파 증폭효과와 같은 여타 요소들이 보수

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사용된 기법의 적절성과 현행 기술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법의 사용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하여 설계기준과 분석을 검토한다. 안전관련 토구조나 암석채움 제방들의 설

계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은 검토자의 자문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토자에 의

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또한 자문자는 요구 시 사안별로 자연사면 또는 인공절취사면

을 평가할 수 있다.

검토가 완전히 종결되어 검토자가 내린 결론이 신청자가 내린 결론과 일치하게 되

면, 이러한 결론을 안전심사보고서에 요약 설명하거나 안전심사보고서에 추가한다. 신

청자의 조사와 설계가 충분히 보수적이지 못하다고 판정되면, 검토자의 견해를 표명하

고, 신청자에게 의문시되는 사면의 붕괴가 발전소의 안전기능에 재해를 주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제적인 추가 조사 또는 사면의 안전성 감시를 요구하거나, 검토자의 



제2.5.5.절     개정 4 - 2014. 12- 9 -

견해를 따르도록 요구한다.

본 절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종종 초기단계에서는 완전하지 못

하다. 그러나 제안된 사면과 이를 지지하는 기초에 대해 실제적인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야외 및 실험 자료가 제시되어져서 보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통 

상세한 설계조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설계결론은 흔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전

심사보고서의 입력 자료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계속 남아있는 2.5장의 대부분의 미결 

항목들은 지질공학분야와 사면안정성 분야인데, 이것은 굴착이 완료될 때까지 실제적

인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허가서가 발행된 후에도 현장방문이 필요

하다.

검토자는 최소 두 번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며 이중 한번은 모든 안전성 관련 

자연사면을 점검하여야 한다. 굴착사면이나 제방들은 건설허가서가 교부된 이후까지도 

보통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과 제방의 현재설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뿐만 

아니라 완전한 안정성 분석 및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원전부지의 사면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검토자가 수행하는 검토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2.5.5.1 사면의 특성

모든 안전관련 사면의 도면, 횡단면도 및 종단면도를 부지 지형과 하부물질의 물

리적 특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모든 사면의 특성과 이들 사면의 최악의 조건이 정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사면에서의 탐사기록과 비교한다. 사면과 제방 

및 댐 분석 시 가정된 토양의 강도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토양과 암석시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시험자료가 충분함을 확인한다. 평가는 다소 공학적 판단에 의

하여 이루어지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안전계수가 사면 붕괴에 따른 재해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거나 또는 명확하게 보수적이지 못한 토양특성과 주상도가 사용되어졌

으면, 신청자에게 그의 가정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시험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여유가 있음을 보이도록 요구한다. 동적 분석

에 관해서는 이 절과 2.5.5.2절을 함께 검토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접근 방법과 가정 및 토양의 특성에 관련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출처는 현행 기술문헌 뿐만 아니라 원전의 전체 지역 내에 건설될 자연사

면과 굴착사면 및 댐의 설계 및 건설 자료 그리고 건설기록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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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설계기준 및 분석

다음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준과 설계기법 및 분석 등을 평가한다.

1. 현행기술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합한 방법의 사용여부

2. 상기의 2.5.5.1절에 명시된 것으로서, 사면과 제방의 설계 및 분석 시 토양과 암

석의 특성에 관한 보수적 가정들의 사용여부

3. 적절한 보수적 안전여유의 설계에의 포함여부

현행의 기술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법이 사용되어 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사용한 기준과 설계방법을 검토한다. 가장 보수적인 파괴접근이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고 사면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악 조건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

분석을 검토한다. 그러한 상태에는 안전정지지진(SSE)에 의한 지면운동, 침하, 균열, 홍

수 또는 저수위상태에서의 정상 침투수, 인접 저수지의 갑작스런 수위하강 또는 지진

과 홍수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두 자연현상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상태 

등이다. 또한 2.5.5.3절에 명시된 조사에 의해 도출된 토양과 암석의 특성이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보수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검토자와 자문자에 의해 수행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하여 안전여유도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지어지면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실제적이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거나 또는 

보다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안전성 평가에 있어 한 가지 분석법만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 한 가지 분석법만을 추천해서는 안된다. 신청자가 수행한 분석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지침서 등을 이용한다.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분석에 있어 많은 것들이 현재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에 대해서는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사면안정성 분석과 이에 따른 안전

계수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는 검토자의 공학적 판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문시되고 있는 가정을 신청자가 사용하였거나, 기준이 아닌 부적절한 어떤 분석

방법이 사용되어졌다고 판단되면 검토자나 자문자는 자료에 좀 더 부합되는 방식으로 

댐이나 사면을 모델화하여 적절한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두 방법을 사용하는 독자적

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운영허가 검토시, 설계의 적합성과 완전성을 뒷받침하는 건설 데이터와 사면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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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건설 단계에서의 분석, 침하기록, 피에조미터의 기록 및 침투수의 부존여부를 포함

하는 모든 미결 항목들을 검토한다.

2.5.5.3 야외 및 실내 시험결과

안전관련 내진범주 I급 사면 아래 놓여있는 모든 토양과 암석의 물리적 특성 및 

안전관련 댐과 매립물 및 제방건설에 사용되는 채토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정하기 위

하여 신청자는 시추조사, 표본채취, 지구물리조사, 시험갱, 트랜치 및 실내와 야외조사

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부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부지조사 프로그램에 대

해 현장 및 토구조의 토양과 암석 특성을 정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상의 조사내용을 검토한다. 부지조사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2.5.4

절에 논의된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2.5.5.4 채토물질의 특성, 다짐 및 굴착사양

모든 설계조건들이 만족되어 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사양서와 건설시 사용된 

품질관리기법을 검토한다. 이 단계의 검토에서는 다음사항들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1. 자연적 또는 공학적 기초물질, 또는 구조물 기초에 재해를 주지 않음을 확신시

킬 수 있는 건설시 제안된 배수계획.

2. 구조물 기초 하부의 모든 부적절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굴착계획과 적절한 

물질을 채우는 품질관리절차.

3. 구조물 기초와 제방물질을 다지는데 사용되는 기법과 장비.

4. 다음에 대한 높은 확신을 주는 품질관리계획과 시험계획

가. 선택된 채토물질이 조사프로그램에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양질의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

나. 다짐기초 토양의 설계사양 만족여부

5. 배수, 그라우팅, 암석볼팅과 같은 자연사면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법

6. 시설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감지하기 위한 건설중 및 건설후의 감

시계획, 이러한 감시계획에는 사면의 주기적인 시험, 침하기록의 조사 및 국지

적인 우물과 피에조미터의 측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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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자연 및 인공적인 모든 흙사면과 암반사면의 안정성에 관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지

질공학적 측면의 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완벽성과 정확성, 그리고 충분성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신청자가 관련 법적요건과 기술기준을 만족하다고 평가가 내려

지면 안전심사보고서의 결론을 "사면안정성과 댐 및 제방 분석을 위해 수행된 조사는  

설계에 사용된 토양과 암석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적합하며, 설계분석을 검토한 결과 

자연 및 인공사면은 안전정지지진(SSE) 상태하에서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며 안전

관련 토구조는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갖고 있다"고 기술한다.

사면 안정성에 관한 검토자의 결론은 안전심사보고서 또는 안전심사보고서의 부록

에 요약된다. 다음은 하나의 예이다.

자연 및 인공절취 사면이 부지에 존재한다. 발전소 부지는 Green Valley로 부터 

수백 미터 떨어져 있으며 Jones Pond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부 약 85m에 위

치하고 있다. 사면은 서쪽 끝에 위치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서쪽방향으로 약 

7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경사는 완만하다가 경사가 급해지면서 계곡바닥 

근처에서 45°이상의 경사를 이룬다. 주향과 편리, 그리고 우세한 하나의 절리계 

방향은 사면에 거의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다.

두 번째로 우세한 절리계는 강과 거의 평행하며 남서쪽으로 경사한다. 그러나 부

지 인접지역에서 계곡 벽에 명백하게 영향을 준 사면이동은 관찰되지 않는다. 또 

다른 7개 방향의 절리가 신청자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절리들은 중간규모의 개

방형이고 불연속적이다. 신청자는 자연사면의 특성과 지하수 체계를 평가하기 위

해 수 개의 탐사공을 시추하고 코어를 채취하였다. 비록 자연사면이 안전관련 발

전소 구조물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사면이 붕괴되더라도 안전상 명백

한 재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청자는 안전정지지진(SSE)하에서의 이들 

사면에 대한 안정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면의 특성과 사면구성 물질에 대한 보

수적인 값을 사용하여 계산된 최소안전계수는 1.6이다.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인공 흙사면에는 최종열제거용 배수로 건설을 위하여 

굴착된 절개부와 최종열제거용 저장조를 위한 댐과 제방이 포함한다.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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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시험계획에 의해 절개사면과 매립제방의 모든 중요한 특징과 특성들이 

제시되었다. 토구조의 다짐기준, 건설관리 및 선정된 매립물질들은 양질의 물 저

장 시설물에 적합하다. 안전정지지진 조건하에서 이들 사면의 보수적인 안정성 

분석결과 1.5의 최소안전계수를 제시하였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분석 및 실증을 포함하는 자료가 붕괴 시 발전소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공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사면의 동적 및 정적 안정성을 입증시키기에 충분하며 해당 법적요건

과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신청자는 다음의 사면특성들을 정의하는 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한다.

- 설계기준 및 설계분석

- 시추조사, 피트, 트렌치 및 실내시험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

- 채토물질의 특성

- 다짐 및 굴착 시방서(규제요건에 부합하거나 검토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제요

건에 대한 대안적 방법)

신청자의 사면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조사, 실내 및 현장시험, 분석, 그리고 설계 및 건

설기준을 근거로 검토자는 자면 및 인공절취 사면들은 안전정지지진(SSE)하에서 안정

성을 유지하며, 안전관련 토구조물들은 기능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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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2.1절  내진분류

검토주관 : 구조부지/기계재료분야 당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는 이러한 발전소 설비의 설계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진을 안전정지지진(SSE; safe shutdown earthquake)으로 정의한다. 안

전정지지진은 잠재적인 최대 지진에 대한 평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최대 지면진동을 일으

키는 지진이다. 안전정지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발

전소 시설을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에서는 내진범주 I급으로 정하고 있다.

발전소 운전 중 및 운전기준지진(OBE) 동안 기능이 요구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요건은 10 CFR 50 Appendix S에 제시되어 있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 시 안전성에 중요하여 안전정지지진에도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되는 신청자가 정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기

초와 지지구조물 포함)의 내진분류를 검토한다. 지진사고에 따라 기능 유지가 요구

되지 않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도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고장은 허용할 수 없는 안전 수준으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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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거나, 또는 제어실 종사자에게 일을 할 수 없는 부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검토자는 RG 1.143에서 명시된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도 확인한다.

2. 이 검토는 건설 및 운영허가를 심사할 때에 발전소 설비에 대한 각 검토주관부서들

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내진범주 I급 항목에 대하여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발전소 

시설을 검토한다. 구조물, 댐, 저수지, 냉각탑, 원자로 내부구조물, RG 1.29에서 규정

한 안전에 중요한 유체계통, RG 1.15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련 계측신호용 도

입배관, 환기계통, 비상용 디젤발전기 보조계통, 핵연료취급 계통 및 기중기 

3.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으로 지정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표(table)의 형태로 작

성하여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 표(table)에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 요

건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를 만족

시켜야 하는 내진범주 I급에 해당하는 발전소 설비의 안전성 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소 설비에 대한 상세한 내

진분류는 도면 계획, 일반 배치도, 배관 및 계장도면에도 나타낼 수 있다. 신청자

가 운전기준지진(OBE)의 지반운동 크기를 안전정지지진(SSE) 지반운동 크기의 1/3

로 설정할 경우, 신청자는 운전기준지진 발생 동안과 그 이후에, 일반 공중의 건강

과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주지 않고, 적용 가능한 응력, 변형률, 그리고 변형 이내

에서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지속적인 안전운전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과 유체계통의 일부분이 내진범주 I급인 곳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안

전에 중요한 유체계통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내진분류표(table)에서 

압력용기, 열 교환기, 저장 탱크, 펌프, 배관, 밸브와 같은 계통 기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진분류표(table)는 공유(interface) 관계를 정의하는 적절한 각

주가 있어야 하며,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된 부분의 계통상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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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내진분류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계통 기기에 대한 품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따라 

판정한다.

2. 검토자는 내진범주 I급으로 지정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안전심사지침 

3.2.2절, 3.9.1절, 3.9.2절, 3.9.3절, 그리고 3.10절, 3.11절에 참조된 RG, 산업규격 및 

기준에 따라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3. 펌프와 밸브에 대한 가동 중 시험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 검토

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기기내진검증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2절,

11.3절, 11.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안전관련지역에 설치된 화재방호계통의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

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설계,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1절,

17.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안전관련 구조물의 등급분류 및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8.1절, 3.8.2절,

3.8.3절, 3.8.4절,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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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4절, “원

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 설비 각각의 안전기능에 부합하게 내

진범주 I급으로 설계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는 활

동에 대한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

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방사

성폐기물계통의 설계와 관련이 있으며, 방사능을 포함할 수 있는 계통에 대한 정상 

및 가상사고조건하에서의 적절한 안전성 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5.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 :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

정지지진에 견디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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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내진설계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

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의 요

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RG 1.29(내진설계 등급분류)에 제시되어 있는 지침을 사

용하여야 한다. 이 지침(RG 1.29)은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발전소의 특징(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확인 및 등급분류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

고 있다. RG 1.151은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에 적합한 내진설계 요건 및 

등급분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 RG 1.143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들의 설계와 관련이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진설계요건 수립에 사용

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내진설계의 중요도 정도에 따라 요구되

는 여러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확인한다.

3. RG 1.189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재방호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의 설계와 관련이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화재방호요건 수립에 사용할 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내진설계의 중요도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화

재방호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확인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 자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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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기능적인 면에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분류하고 있

는 RG 1.29는 최소한 내진범주 I급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는 안전성에 중요

한 발전소 설비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문헌이다. RG 1.151은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의 내진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RG 1.29는 방사성폐기

물 관리계통 이외에 가상사고 시 0.005 Sv(0.5 rem) 이상의 소외 전신피폭(또는 신

체의 다른 분야와 동일함)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계통들은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RG 1.143은 방사성폐

기물 관리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내진설계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내진설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명확하게 확인하

여야 한다. RG 1.189는 화재방호계통의 구조물, 계통, 기기들에 대한 내진설계지침

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화재방호계통의 내진설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명확하

게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신청자가 RG 1.29, RG 1.143, RG 1.151, 및 RG

1.189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 지침들의 내용과 다르면 그 차

이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 시 내진범주 I급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확인하는 자료

가 완전한지 그리고 그 자료가 특정 기기의 등급분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

세한지를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본문, 표, 도면 계획, 일반 배치

도, 구조도, 배관 및 계기도면의 검토도 포함될 수 있다. 계통의 일부가 내진범주 I

급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내진범주 I급 요건들에 따라 설계되는 계통 일부분의 경계

를 배관 및 계장도면상에서 검토한다. 부분적으로 내진범주 I급인 유체계통에 대해

서는, 내진범주 I급 부분이 비내진범주 부분으로부터 격리되는 격리밸브를 지나서 

첫 번째 내진구속물까지 내진범주 I급으로 확대해야 한다. 내진범주 I급과 비내진

범주 사이의 경계되는 배관계통에서는, 내진범주 I급의 동적인 해석은 비내진범주의 

첫 번째 앵커부위까지 확대되거나, 내진범주 I급 해석의 정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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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진계통의 충분한 거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일부가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건물기초와 지지구조물중 내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설

계되는 부분을 발전소 배치도상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내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설계되는 기기와 관련 지지구조물 사이 경계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검토자는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의 내진등급분류는 RG 1.151의 C.2 및 

C.3에 포함되어 있는 지침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신청자의 품질보증 계획범위 안

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관련 품질보증

요건을 따라야 한다. RG 1.29에 따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

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 요건은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내진범주 I급인 항목 중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항목이 확인되면, 이 정보를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에 알려서 해결하도록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내진등급분류에 대한 검토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

보증”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라서 발전소 시설이 건설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검토는 

일반적으로 안전심사지침 3.2.2절의 품질등급분류의 검토와 병행하여 수행한다.

시설(전기시설은 제외)의 운전에 필요한 기타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내진범주 I

급 요건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다. 내진범주 I급 요건으로 설계를 요구하지 않는 

이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는 격리밸브 하류부분의 배기라인, 배출라인, 충수라

인, 시험라인과 같은 내진범주 I급 계통들의 일부분이 포함되며, 또한 안전기능수행

에 필요치 않은 내진범주 I급 계통의 일부분이 포함된다.

4. 지진 사고후 연속적인 기능은 요구되지 않으나 고장시 내진범주 I 급 시설의 기능

을 허용할 수 없는 안전수준으로 저하시키거나, 또는 제어실 근무자에게 무능력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구조물, 계통 



제3.2.1절 개정 4 - 2014. 12- 8 -

및 기기가 안전정지지진의 지진부하에서 그들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분석되고 설

계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안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내진설계가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과 화재방호

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RG 1.143, RG 1.189에 명시된 계통들과 일치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SAR)를 검토한다.

5. 신청자가 RG 1.29, RG 1.143, RG 1.151 및 RG 1.189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원하면

서도 제출한 내진분류에 대한 타당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자가 제

안한 내진분류에 대한 타당한 허용근거를 제시해 주는 문서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내진분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검토자의 질의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RG 1.29, RG

1.143 및 RG 1.151, RG 1.189 그리고 상기의 검토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안전에 중요하고, 안전기능의 손상없이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에 견디도록 설계될 것이 

요구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전기설비 제외)들은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되어 있으

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3.2-1과 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내

진범주 I급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고장시 내진범주 I급 설비의 기능을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거나 제어실 종사자를 부상당하게 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정지지진에 의해 고장나지 않음을 분석결과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내진범주 I급으로 적절하게 분류되

었으며,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의 범위 내에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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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1.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설계, 건설 및 운전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RG 1.29, RG 1.151, RG 1.189에 

따라 내진범주 I급으로 적절하게 분류함에 따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10 CFR 100 Appendix A, 10 CFR 50

Appendix S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확인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다음 사항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이다. (1)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2) 원자로 정

지 및 안전정지 상태 유지능력,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피폭제한치에 상당하는 소외 방사능 누출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고의 예방 및 완화능력

3. 내진범주 1급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고장시 내진범주 I급 설비의 기능을 

허용할 수 없는 안전수준으로 저하시키거나 제어실 종사자를 무능력하게 하는 부상

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안전정지지진 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

음을 분석결과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4. 내진설계가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화재방호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은 RG 1.143 및 RG 1.189의 내진설계요건과 일치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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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2.2절  계통 품질등급 분류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계통 및 기기는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비례하

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의 본 절에서

는 계통 또는 기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중요도에 따른 적용 규격 및 기준의 확인과 

안전성의 중요도에 따른 유체계통의 등급분류에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유체계통의 압력용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펌프, 배관, 밸브와 같은 

압력보유 기기에 대한 신청자의 분류 체계을 검토하며, 안전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계통부분에 대한 신청자의 품질등급 분류를 검토한다. 본 검토에서 제외되는 사항

은 구조물, 축, 밀봉장치, 임펠러, 팩킹, 개스킷과 같은 기계기기 내부 부품, 핵연료,

전기 및 계측계통, 전기밸브 작동장치, 펌프모터 등이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압력용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펌프, 배관, 밸브와 같은 계통

기기, 관련 품질등급 분류, 적용 KEPIC/ASME코드 및 코드등급, 품질보증 요건과 같

은 유체계통에 대한 자료를 표(table)의 형태로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계통 품질등급 분류를 해당 배관 및 계장도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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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계통품질등급분류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분류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서 3.2.1절에 따라서 검토한다.

내진분류자료는 유사자료(예를 들면, 기기의 목록 또는 표, 계통도면 등)에 대한 반

복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안전심사지침 3.2.2절에서 검토되는 품질등급 분류 

자료와 상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2. 품질등급 A, B, C 또는 D로 지정된 안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들이 안전심사지침 

3.2.1절, 3.9.1절, 3.9.2절, 3.9.3절에서 참조된 Regulatory Guide(이하 “RG"), 산업기술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지를 확인한다.

3. 펌프와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계획(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

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기기내진검증에 대한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계통 및 기기의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검토

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적용되는 코드 및 코드케이스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5.2.1.1절, 5.2.1.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이

외의 계통에 적용되는 코드 및 코드케이스에 대한 적합성 검토도 5.2.1.1절, 5.2.1.2

절에서 수행한다.

6. 검토자는 계통 및 기기의 안전 및 품질그룹 등급분류, 신청된 품질보증프로그램, 특

정 계통의 검토와 연계하여 안전심사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합격기준 및 방법에 따

른 코드 및 기준의 적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설비의 기능에 필요한 전기 및 계기계통에 대한 검

토를 위하여 특정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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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로압력경계 및 안전등급 2, 3기기(KEPIC/ASME코드 등급 2, 3 기기)에 대한 가

동중검사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4절, 6.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9.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일치되게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제시된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17.1절, 17.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10 CFR 50.55a.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제시

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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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10 CFR

50.55a.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RG 1.26이 사용된다.

1. RG 1.26, "원자력발전소의 물, 증기,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의 품질등

급분류와 기준"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물과 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 품질등급분류(B, C, D)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2. 품질등급 A, B, 또는 C로 분류되어 있으나, KEPIC/ASME 코드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기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 기술기준을 설계자가 설계사양서에 규정하되, 그 적

용 기술기준의 적용성, 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해 별도 입증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등급 A, B, 또는 C로 분류된 설비중,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설비(예, 펌프, 밸

브, EDG 등)의 경우, 부품의 품질등급이 별도로 분류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 자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10 CFR 50.55a는 경수로형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부분중에서 안전성에 중요한 

KEPIC/ASME코드 등급 1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기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검토연계분야에서 기술된 안전심사지침의 관련 절에서 수행된다. RG 1.26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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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기들을 품질등급 A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RG 1.26에서는 수행기능을 근거

로 하여 물과 증기를 포함하는 기기중에서 안전성에 중요한 계통기기를 품질등급 

B, C 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등급 B, C 기기보다 안전성에 덜 중요한 계통기기를 

품질등급 D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RG 1.26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체계

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안전등급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수로형 

원자로냉각재계통 중에서는 RG 1.26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품질등급분류에 대

하여 검토자의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안전성에 중요한 계통들이 있으

며 이들이 부록 3.2.2-1에 제시되어 있다.

2. 안전성에 중요한 유체계통의 확인에 사용된 자료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며,

각 주요 기기의 품질등급분류, KEPIC/ASME코드 및 코드등급과 품질보증요건들이 

위의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분류된 품질등급이 각종 계통 운전모

드에 타당한지를 점검한다.

3. 신청자가 안전성에 중요한 계통에 대한 품질등급분류 경계를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장도면을 검토한다. 배기배관, 배수배관, 충전배

관, 시험배관, 시료채취관과 같은 주배관의 지류(branch) 배관을 포함하여 각 배관

에 대한 품질등급분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장도면을 점검한

다. 품질등급분류의 변경은 통상적으로 밸브위치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그 경우 밸

브는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밸브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등급이 낮은 경계측이 고

장 나더라도 계통의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만 품질등급분

류의 변경이 허용된다.

4.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중요한 다음 유체계통의 품질등급분류를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격납건물 살수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붕소열재생계통⑴⑵, 붕소재순환계통⑴⑵, 잔열제거계통, 기기냉각수계통⑵,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⑵⑷, 시료채취계통⑶, 발전소용수계통⑵, 압축공기

계통⑴⑵⑸, 비상디젤엔진 연료유 저장 및 이송계통⑸,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비상디젤엔진 시동계통,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비상디젤엔진 연소공기 흡입 및 

배기계통, 주증기계통⑶, 급수계통⑶, 보조급수계통, 증기발생기 취출계통⑶, 격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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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냉각계통, 격납건물 배출계통, 제어실과 공학적안전설비실 등의 지역에 대한 환

기계통⑸, 가연성기체제어계통⑴⑸, 응축수저장계통⑴, 재장전용수저장계통⑵,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⑵⑸, 격납건물 격리계통⑸, 기기냉각수 및 필수냉각수계통을 포함

한 원자로보조냉각계통⑵, 관련기기 및 차단 밸브를 포함한 가압기동력구동 압력방

출밸브⑸,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⑶, 최종 열제거원 및 보조계통⑸

주 :

⑴ RG 1.26의 요건에 일치하는 품질군일지라도, 발전소에 따라서는 이 계통은 안전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⑵ 안전성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부분

⑶ 격납건물 최 외곽 격리밸브까지의 계통 부분

⑷ 안전심사지침 9.1.3절에서 설명한 보충수계통을 포함

⑸ 등급분류 보조지침은 부록 3.2.2-1 참조

본 안전심사지침의 부록 3.2.2-1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보조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3.2.2-1에서 품질등급분

류와 계통기기의 분류에 대한 RG 1.26의 지침을 보완하는 품질등급분류 및 관련 참고

자료를 확인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 첨부된 표 3.2.2-1에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기기에 대한 제작규격 

및 기준에 대한 요약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부록은 RG 1.26에 있는 품질 등급분류체계

를 기초로 하였다. 부록 3.2.2-1은 계통 및 기기의 건설에 관한 보조 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신청자가 RG 1.26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원하면서도 제출한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적

절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자가 제안한 품질등급분류의 타당성을 제시

해 주는 문서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품

질등급분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RG 1.26 또는 부록 3.2.2-1에서 확인된 지침의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예외와 대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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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수준이 동등한 것이라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 RG 1.26에서 규정한 것 보다 더 높은 등급분류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기기를 분

류했을 때 

- 대체 설계규정이 보다 보수적인 설계를 근거로 했을 때

- 기기에 대한 비파괴시험을 해당 코드가 요구하는 정도 이상으로 수행할 때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의 품질보증요건을 만족시킬 때  

검토자의 질의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RG 1.26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압력용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펌프, 배관 및 밸브와 같은 안전에 중요한 유체계통 

압력 보유 기기들은 품질등급 A, B, C, 또는 D로 분류되었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3.2-1과 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에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 품질등급 A,

B(KEPIC/ASME코드 등급 1, 등급 2)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보고서의 5.2.1.1장에서 논의된다. RG 1.26의 규제방침 C.1.a부터 규제방침 

C.1.e까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계통의 품질등급 B기기들은 KEPIC/ASME코드 등급 

2에 따라 제작된다. RG 1.26의 규제방침 C.2.a로부터 규제방침 C.2.d까지에서 규정

되어 있는 계통기기들은 품질등급 C기준인 KEPIC/ASME코드 등급 3에 따라 제작

된다. RG 1.26의 규제방침 C.3에 규정되어 있는 계통 기기들은 KEPIC-MG 및 

ANSI B31.1과 같은 품질등급 D기준에 따라 제작된다.

2. 안전에 중요한 유체계통의 압력보유기기들이 품질등급 A, B, C 및 D로 적절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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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검토자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안전에 중

요한 압력보유기기들을 RG 1.26, "물, 증기, 방사능폐기물을 포함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기기의 품질등급 분류 및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 A, B, C 및 D로 적절히 

분류하였으며, 검토자가 품질등급이 규정된 압력보유기기들은 (1) 원자로냉각재압력

경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오동작의 결과를 완화시키거나 방지하며, (2)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며, (3) 방사성물질의 누출방지에 필요한 기기들

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신청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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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11. ASME Sec. VIII, Division 1, "Pressure Vessels"

12. ANSI/ASME B16.34, "Valves-Flanged, Threaded, and Welding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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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NSI/ASME B31.1, "Power Piping"

14. ANSI B96.1, "Specification for welded Aluminum Alloy Field - Erected Storage

Tanks"

15. API Standard 620, Sixth Edition, "Recommended Rul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rge, Welded, Low-Pressure Storage Tanks"

16. API Standard 650, Sixth Edition, Revision 1,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17. AWWA D100-79, "AWWA Standard for Steel Tanks-Standpipes, Reservoirs,

and Elevated Tanks for Wate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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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품질등급 분류체계⑴에 따른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기기에 대한 건설⑵ 
규격 및 기준의 요약

기  기
품 질 등 급 분 류 체 계

품질등급 A 품질등급 B 품질등급 C 품질등급 D

압 력 용 기

배    관  

펌    프  

밸    브  

대  기   

저장탱크  

0-15 psig

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금속 격납 

용기 부품 

노  심    

지지구조물

KEPIC MNB

ASME III,

Div.1

NB-등급1기기

⑶⑷    
상  동    

상  동    

상  동    

해당없음   

해당없음   

MNB, MNF

해당없음   

해당없음

KEPIC MNC

ASME III,

Div.1

NC-등급2기기

⑶⑷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MNC, MNF

MNC, MNE

등급 

MNC, MNG

KEPIC MND

ASME III,

Div.1

ND-등급3기기 

⑶⑷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MND, MNF

해당없음 

해당없음

ASME VIII,

Div.1

ANSI B31.1

Power Piping

제작자 기준

ANSI B31.1,

ANSI B16.34

API-650,

AWWA D100

또는 ANSI B 96.1

API-620

제작자 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 1. RG 1.26에 정의된 것과 같이, 품질등급 분류체계에서는 유체계통 기기를 기능

에 따라서 품질등급 A, B, C, D로 분류한다.

2. KEPIC 코드 MNA-1110 ASME 코드 NCA-1110에 정의된 것과 같이, 건설

(construction)은 기기의 재질, 설계, 제작, 평가(examination), 시험,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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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제작과 설치에 필요한 인증(certification)을 포함하는 사항이다.

3. 적용되는 코드 개정판(edition)과 추록(addenda)에 관한 요건인 10 CFR

50.55a를 볼 것.

4. ASME 코드케이스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5.2.1.2절, RG

1.84에 언급되어 있다. 신청자가 위의 지침서와 RG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ASME 코드케이스를 사용할 경우, 코드케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용할만한 품질수준 및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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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3.1절 풍하중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에서 규정된 설계 풍하중의 영향에 견디어야 되는 구조물의 설계와 관

련하여 다음의 분야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

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1. 설계풍속 및 재현기간, 높이에 따른 속도변화, 그리고 돌풍인자(Gust Factor)는 구

조설계를 위한 풍하중의 입력변수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설계풍속을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노출표면에 작용하는 유효풍압(Equivalent

Pressure)으로 변환시키는데 고려된 절차를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태 및 물리적 

특성과 풍압분포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기상현상에 의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작용하는 설계 풍하중 변수

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2.3.1절 및 2.3.2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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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이 요건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DC 2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된 설계기준이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가장 중대한 자연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신

시켜 주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관련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풍하중에 견디어야 하므로, 설계 풍하중

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사항은 자연현상과 관련된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따

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입력으로 고려되는 바람은 발전소 주변에서 기록된 역사기록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사기록이 제한된 경우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

야 한다.

2. 설계기준 풍속과 재현기간, 높이에 따른 풍속변화, 돌풍인자, 그리고 부지관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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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에 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2.3.1 및 2.3.2절에 따른다. 이상에서 승인

된 변수 값들이 구조설계절차의 검토와 평가의 기본적인 입력 값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구조물의 해석에 적용되는 설계풍속을 설계풍하중(Design Wind Load)으로 변환

시키는 절차는 ASCE/SEI 7-05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및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을 적용하

여야 하며,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ASCE/SEI 7-05를 따를 경우, 설계풍속 V를 지상으로 부터 z 높이에서의 속도압

(Velocity Pressure) qz로 변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만족된다.

qz = 0.613KZKdtKdV2I (N/m2)

여기서, Kz : ASCE/SEI 7-05, Table 6-3에 정의된 임의 높이 z에서의 속

도압 노출계수(≥0.87), Kdt : 지형계수(= 1.0), Kd : 바람의 방향계수(=

1.0), V : 안전심사지침 2.3.1에 기술된 설계풍속(m/s), I : 중요도계수(=

1.15) 이다.

각 바람 방향에 대해 고려할 경우, 바람 불어오는 쪽을 향한 노출범주는 자연지

형, 수풀 및 구축된 시설물 등 지표면의 노풍도(ground surface roughness)에 기

초하여야 한다. 노풍도 C는 일반적으로 높이 30 ft 이하에 산재한 장애물을 가진 

지형으로 정의한다. 이 범주에는 펼쳐진 평평한 지형, 초원, 그리고 태풍이 발생

하기 쉬운 지역의 모든 수면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비교적 장애

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ASCE/SEI 7-05, Table 6-3의 Kz값은 노풍도 

C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노풍도 C의 정의는 ASCE/SEI 7-05의 6.5.6.3절에 기

술되어 있다. 이 경우, 설계풍하중은 구조물의 형상 및 설계조건에 따라 

ASCE/SEI 7-05의 6.5.12절 ～ 6.5.15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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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1. 본 지침 I.1에 기술된 부지관련변수는 안전심사지침 2.3.1 및 2.3.2에 따라 검토되

므로 검토자는 부지관련 변수들의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부지관련 변수들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풍하중 설계에 대하여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설계풍속을 유효풍압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한 절차를 검토하

고 본 지침 II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하여 발전소의 풍하중에 대한 설계가 관

련요건에 만족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린다. 구조물의 성능이 설계풍하중에 견디기 위해

서는 관련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1. 설계입력으로 사용된 풍속은 발전소 주변에서 기록된 역사기록 중에서 충분한 여

유도가 고려된 가장 극심한 값을 사용 

2. 자연현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상 및 사고 상태 하에서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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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련 시설이 담당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 고려

신청자는 ASCE/SEI 7-05 및 ASCE Paper No. 3269 또는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

양부 고시 제2009-1245호)을 이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자는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이들 서류에 제시된 방법과 데이터는 풍속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효풍압으로 변

환시키는 절차와 구조물의 기하학적 및 물리적 형상에 상응하는 압력계수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신청자는 위 '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지에서 적절하게 고려된 가장 극심

한 풍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에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진 

발전소 구조물을 설계하였으며, '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의 설계에 정상 및 사고 상태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하중과 가장 극심한 풍하중 상태와

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포함하였다.

발전소 구조물에 작용하는 특정의 설계 풍하중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절차들은 이 

절차들이 구조물의 설계에 관례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구조물이 환경적인 영향에 견디

어야 하므로 다른 공학적 설계고려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준인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

문에 승인할 수 있다. 이들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전소 구조물들이 설계기준 풍속에 

대하여 설계되어 있으므로 설계기준 풍속이 작용해도 구조적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물 내에 위치한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는 적절하게 보호되어 있으며,

필요시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3.'항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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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3.2절 토네이도 하중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에서 규정된 설계기준 토네이도 하중의 영향에 견디어야 하는 구조물

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

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1. 토네이도의 병진풍속(Translational Velocity)과 접선풍속(Tangential Velocity), 토

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차이(Pressure Differential) 및 재현기간, 그리고 이

들의 특성 및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을 포함하여 토네이도에 적

용되는 설계변수들을 구조설계를 위한 토네이도 하중의 입력변수 관점에서 검토

한다.

2. 토네이도 변수 등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효하중으로 변환시키는데 고려된 절차

를 다음 사항과 함께 검토한다.

가.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태 및 물리적 특성과 풍압분포를 고려하여 토네이도 하

중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등가하중(equivalent loads)으로 변환 

나.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압 변화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변환

다. 강력한 동하중인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 하중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등

가하중으로 변환

라. 구조물에 가장 불리한 토네이도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상기의 개별하중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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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네이도 하중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구조물이나 기기의 파손이 다른 구조물이

나 기기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

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기상현상에 의해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작용하는 설계 토네이도하중 

변수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2.3.1절 및 2.3.2절에 따라 검토한다.

2.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설계기준 비산물 스펙트럼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5.1.4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토네이도에 의한 대기압 변화를 산정

하는데 사용된 절차는 사안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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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이 요건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DC 2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된 설계기준이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가장 중대한 자연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신

시켜 주는 것이다.

3. Regulatory Guide(이하 "RG") 1.76, Rev. 1, "Design-Basis Tornado and Tornado

Missil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76에는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특성과 설계기준 토네이도 비

산물 스펙트럼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관련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이 저

해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가장 극심한 토네이도 하중을 견디어야 하므로, 설계 토네이

도 하중과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의 영향을 견디어야 하는 구조물의 설계사

항은 자연현상과 관련된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따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입력으로 고려되는 토네이도와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은 발전소 

주변에서 기록된 역사기록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사기록

이 제한된 경우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2. 토네이도 풍속과 압력차이 및 재현기간, 그리고 이들 변수들에 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2.3.1 및 2.3.2절에 따른다. 그리고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의 스펙트럼과 이들의 특성, 그리고 이들의 관련 변수들의 허용기준은 안

전심사지침 3.5.1.4절에 따른다. 이상에서 승인된 변수 값들이 구조설계절차의 검

토와 평가의 기본적인 입력 값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토네이도 변수들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등가하중으로 변환시키는 절차들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3.2절     개정 4 –2014. 12

- 4 -

가. 토네이도 특성 및 영향 

토네이도의 특성은 (1) 최대 풍속, (2) 병진풍속, (3) 최대회전풍속, (4) 최대회

전풍속의 반경, (5) 압력강하, (6) 압력강하속도 등에 따라 RG 1.76의 Table 1

과 같이 구분된다. 토네이도의 영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상에 기체 흐름이 직접 작용함에 따른 토네이도 풍속 영향

2)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구조물 내․외부 사이의 부등압력(differential

pressure)에 의해 유발되는 대기압 변화 영향

3)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충격 영향

나. 토네이도 풍속 영향

토네이도 풍속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효하중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ASCE/SEI 7-05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에 나타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1) 최대속도압 qz는 최대토네이도 풍속 V에 기초를 두고 ASCE/SEI 7-05,

6.5.10절에 따라 다음 식을 사용하여 구해야 한다.

qz = 0.613KZKdtKdV2I (N/m2)

여기서, Kz : 속도압 노출계수(= 0.87), Kdt : 지형계수(= 1.0), Kd : 바람의 방

향계수(= 1.0), V : 최대 토네이도 풍속(m/s), I : 중요도계수(= 1.15) 이고,

최대토네이도 풍속 V는 토네이도의 최대회전풍속과 병진풍속의 합력이다.

2) 토네이도 풍속은 지상 어느 높이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설계 토네이도하중은 구조물의 형상 및 설계조건에 따라 ASCE/SEI 7-05의 

6.5.12절 ～ 6.5.15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 대기압 변화 영향

RG 1.76에는 토네이도가 통과할 때 유발되는 압력강하와 압력강하속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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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대기압 변화로 

인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참고문헌 5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토네이도에 완전히 노출된 구조물은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구조물에 작

용하는 내․외부의 압력이 급속하게 같아진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물의 내․외부 

사이의 대기압 변화는 0이다.

통풍구가 없이 둘러싸인 구조물에서는 토네이도가 통과하기 전에 대기압과 

같아지도록 내부에 압력이 남아 있다.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구조물 외

측의 대기압 변화는 구조물 내․외부 사이에 압력 차이를 유발하고, 이들 압력 

차이는 둘러싸인 구조물의 지붕 및 벽체의 바깥 방향에 하중으로 작용하게 

한다.

통풍구가 있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에서는 토네이도가 통과하는 동안 

대기압 변화에 따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산정이 더욱 복잡하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대기압 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풍구가 설치되는 경우에

는 사안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충격 영향

RG 1.76에는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특성과 설계기준 토네이도 

비산물 스펙트럼이 제시되어 있다.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의 충격

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등가정하중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

지침 3.5.3절의 Ⅱ항에 기술되어 있다.

마. 토네이도 영향에 대한 하중조합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풍속 영향 Ww, 대기압 변화 영향 Wp, 비산물 충격 

영향 Wm을 결정한 후에 구조물에 대하여 이들의 영향을 보수적으로 조합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들을 조합하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총 토네이도 하중을 산정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Wt ＝ Wp

2) Wt ＝ Ww ＋ 0.5 Wp ＋ Wm

여기서, Wt : 총 토네이도 하중, Ww : 토네이도 풍속에 의한 하중,

Wp :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압 변화에 의한 하중,

Wm :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 충격에 의한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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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네이도 하중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구조물이나 기기의 파손이 다른 구조물이

나 기기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토네이도 하중과 비산물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구조물과 기기의 붕괴나 구

조적 파손은 안전관련 구조물이나 기기에 대한 구조적 손상 또는 다른 손상

을 가져오지 않는다.

나. 안전관련 구조물은 토네이도 하중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구조물과 기기로 

부터 가정된 구조적 파손, 붕괴, 또는 비산물의 발생 등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1. 검토연계분야에서 기술한 것처럼 부지관련 변수는 안전심사지침 2.3.1절 및 2.3.2

절에 따라 검토하고, 토네이도 비산물의 특성 및 스펙트럼은 안전심사지침 3.5.1.4

절에 따라 검토되므로 검토자는 이들 값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토연

계분야에서 기술한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에 대한 대기압 변화 영향은 사안

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한다.

2. 부지관련 변수들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검토자는 토네이도 하중 설계에 대하여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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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가 토네이도 풍속을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으로 변환시키는데 사

용한 절차를 검토하고, ASCE/SEI 7-05에 기술된 절차 및 본 지침 II.3의 나.

항에 기술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신청자가 대기압 변화의 영향을 완전 노출 및 통풍구가 없이 둘러싸인 구조

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된 절차를 검토하고, 본 지침 

II.3의 다.항에 기술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신청자가 대기

압 변화의 영향을 통풍구가 있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

계하중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된  절차는 사안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한다.

다.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의 평가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1.4절

에 기술되어 있고, 비산물에 대한 방호설계에 대한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3.5.3절에 기술되어 있다.

라. 각각의 토네이도에 의한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한 후, 이러한 영

향이 토네이도에 대하여 가장 불리한 영향이 되도록 조합되었는지 검토하고,

Ⅱ.3의 마. 항에 기술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특정 구조물의 기하학적 및 물

리적 형상에 따라 제안된 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3. 토네이도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구조물이나 기기의 파손이 다른 구조물이

나 기기의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발전소의 토네이도 하중에 대한 설계가 관련 요건에 만족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린다.

구조물의 성능이 설계기준 토네이도의 풍속에 의한 영향,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압의 변화에 의한 영향, 그리고 토네이도에 의한 비산물의 충격 영향에 견디기 위

해서는 관련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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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입력으로 사용된 토네이도는 발전소 주변에서 기록된 역사기록 중에서 충분

한 여유도가 고려된 가장 극심한 값을 사용 

2. 자연현상의 영향을 감안하여 정상 및 사고 상태 하에서 적절한 하중조합을 선정 

3. 안전관련 시설이 수행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도 고려

신청자는 위 '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지에서 적절하게 고려된 가장 극심

한 토네이도 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에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진 발전소 구조물을 설계하였으며, '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진범주 I급 구

조물의 설계에 정상 및 사고 조건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하중과 가장 극심한 토네이도 

하중조건과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포함하였다.

발전소 구조물에 작용하는 특정의 설계기준 토네이도 하중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절차들은 이 절차들이 구조물의 설계에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구조물이 환경적인 

영향에 견디어야 하므로 다른 공학적 설계고려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준인 것이 입증

되었기 때문에 승인할 수 있다.

이들 절차의 사용은 발전소 구조물들이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대하여 설계되어 있

으므로 설계기준 토네이도가 작용해도 구조적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 구조물 내에 위치한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는 적절하게 보호되어 있으며, 필요시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므로 '3.'항의 요건을 만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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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4.1절  부지 내 장비 파괴에 따른 내부홍수 방호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 목적은 안전정지기능의 상실이나 심각한 방사능 누출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발전소 내부홍수 방호에 대한 것을 확

인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에 제시된 시설 설계와 설비 배치가 내

부(예, 배관 파단, 탱크 파괴) 및 외부(외부 탱크 파괴) 원인으로 인한 홍수 방호 모두

에 대해서 검토된다. 자연 현상(예, 가능최대홍수, 지진해일 등)에 기인한 외부 홍수 방

호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연계분야에 나열된 검토 항목에서 수행된다.

특정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외부 및 내부 원인에 의한 홍수에 대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

물, 계통 및 기기 확인

2. 그리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격납하는 다양한 건물, 격실 및 구내에

서의 내부 홍수위에 대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위치 확인

3. 비안전관련 구역에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격납하는 건물, 격실 및 

구내로의 내부 연결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유동경로(예, 내부 연결된 출입구를 통한 

누출)

4. 여분의 계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 홍수원인 비안전성 계통으로부터 안전

관련 계통과 기기에 대한 격리의 적절성 

5. 내부 홍수위 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비기계적 틈과 구조물 내 외부 구멍 및 관통

부와 같이 발생 가능한 내부 누출원에 대한 방호 설비

6. 내부 홍수의 잠재 발생원이 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예, 배관 파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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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탱크 및 용기 파단, 배수설비를 통한 역류)

7. 내부 홍수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설계 특성(예, 적합한 배수, 배수조 펌프 등)

8. 영구배수계통 방법에 의해 지하 지하수 유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4.1에서부터 2.4.14에 따라 자연현상에 의한 외부 홍수의 

잠재 원인과 홍수 방호가 적합한가를 평가한다.

2.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4에 따라 가정된 부지 홍수 인자를 평가한다.

3.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4.2에 따라 설계기준 홍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의 설계에 대해 사용된 허용기준을 평가한다.

4.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4.14에 따라 저수위 조건과 관계되는 운영기술지침의 타

당함을 평가하고, 안전심사지침 16.0에 따라서 전체적인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5. 검토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파손이 발전소 안전정지를 저해할 수 있는 항

목들에 대한 적합성을 안전심사지침 3.2.1과 3.2.1에 따라 평가한다.

6.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9.0을 따라 내부 및 외부 홍수 분석을 포함하여 사업자

의 발전소 및/혹은 부지 고유의 확률론적 위해도 평가의 타당함을 평가한다.

7.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6.1에 따라 안전관련 계통 상 배관 파열의 환경적 영향

을 평가한다.

8.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11에 따라 기계 및 전기 장비의 환경 조건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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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6.2에 따라 배관 파단의 동적 영향(예, 배관 휩, 분출 충격)

과 정상 발전소 운전 동안 고-중 에너지 계통 내 발생 가능한 파단 위치를 평가한다.

10.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7.5에 따라 다른 안전관련 기계 및 전기 장비에 대한 홍

수 영향과 구조물 내 수위 상승을 탐지하기 위해 필요한 검출기와 경보기의 타당

성을 포함하여 홍수 방호에 대해 요구되는 기계를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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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

급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시설

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1)’항의 환경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 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

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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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

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 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8에서 12를 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

에 대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평가에 대해 제안된 입력자료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내진설계

와 등급 분류에 대해 수용 가능한 지침은 안전 및 비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

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안전심사지침 3.6.1과 3.6.2에서 가정한 고-중 에너지 배관 파단에 기인한 배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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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조절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계되었다면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과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충분하게 아래에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

정한다.

검토절차는 관계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이들 허용기준에서 벗어

나는 경우, 검토자는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관련요건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의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관련 인지와 홍수 조건 혹

은 홍수에 대해 보호되어야하는지를 평가

2. 안전관련 계통 혹은 기기의 홍수 방호를 위해 사용되는 외부방벽, 펌프계통, 배

수, 내부억제와 방수문과 같은 기술의 타당함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발전소 

배치도면, 설계도면 및 다른 수용 가능한 방법을 평가. 외부 홍수에 대한 방호 방

법은 안전심사지침 2.4.1부터 2.4.14의 검토 담당부서에 의해 검토된 것과 일치하

여야 한다.

3. 지진과 비산물에 대해 보호되지 않는 배관, 탱크 및 용기와 마찬가지로 안전심사

지침 3.6.2에 따라 화재방호계통의 운영과 배관의 예상 파단에 기인한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잠재 홍수 평가. 홍수 분석 목적에 대해 검토자는 

각각의 분석 영역에 대해 단일, 최악의 경우로서 배관(혹은 비내진 탱크/용기) 파

단을 가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중에너지 배관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완전한 원형 

파단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균열들을 고려할 경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6.2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운전 조건 동안에 적용되고, 지진 현상 시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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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이 평가는 배수로와 집수조 펌프와 같은 안전관련 계통에 대한 잠재 내부 홍수

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진 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계통에서 파단이 발생한다면 내진 설계된 계통들이 분석된 파단(지진이 파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배관 파단의 환경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3.6.1에 따라 평가되고, 기계적 파단 위치

의 결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적영향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6.2에 따라 수행

된다.

4. 외부 및 내부 홍수에 대한 사업자 위해성평가를 검토하는 것은 정지 조건 동안의 

홍수 분석을 포함하여 홍수에 대한 잠재적으로 중요한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의 검토 담당부서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 설

비에 인접해 있는 액체수송계통 등의 파손으로 부터 발생되는 홍수로 인하여 안

전관련 계통의 성능 저해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파괴모드와 홍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5. 부분적 또는 완전히 범람되었을 경우에도 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검토

6. 안전관련 설비 및 기기가 홍수 시 방어벽으로 작용할 개개의 격실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방어벽이나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기타 수단이 여분의 안전관

련 계열 사이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배치도면 및 설계도면을 

검토. 검토는 또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격납하는 방과 상호 연결된 

비안전관련 구역 사이의 잠재 유동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예, 연결 출입구를 

통한 누출)

7. 만약 설계특성(예, 충분한 배수계획, 집수조 펌프 등)이 안전 정지를 수행하기 위

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관련이라면 내부홍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설계특성을 검토. 내진 설계된 계통이 비내진 계통에 의한 홍수 영

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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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표하 지하수 침투에 의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내부홍수를 방호하기 위해 영구배

수계통을 이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 구조물 설계도면을 검토. 만약 그

렇다면 배수계통은 안전관련 계통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단일고장기준 의건에 부

합하여야 한다. 덧붙여서 액체폐기물의 사고 시 지하수로의 누출 검토는 안전심

사지침 2.4.13에 따라 수행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이들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내부홍수방호에 대한 검토는 손상이 발생했을 때 발전소 안전정지기능 및 그것의 

유지 관리를 저해하거나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수행된다.

외부 및 내부 원인으로 인한 홍수 발생시에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안전관련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안전등급

의 검토를 통해서 검토자는 홍수방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계사항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

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결론을 내린

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이 외부 및 내부 홍수로 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홍수방호와 관련하여 상기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하도록 사

업자가 제시하였는지에 기초한다.

1. 안전심사지침 3.6.1과 3.6.2에서 가정한 모든 배관 파단, 내진설계되지 않은 중에

너지 배관의 완전한 원형 파단, 내진설계되지 않은 내부 및 외부 탱크와 용기의 

파괴, 그리고 화재방호계통의 운영을 포함하는 모든 내부 홍수 잠재원을 확인

2. 외부 및 내부요인에 의한 홍수로 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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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해 검토자에 의해 검토된 방법과 수용 가능한 기준. 설계는 안전관련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예비 계통 분리, 필요시 방호벽과 방호체의 이용, 내부 

홍수위 상부에 필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설치, 침수되더라도 홍수에 대비한 안

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 기능을 유지함을 나타내는 분석을 포함한다.

3.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배수계통을 이용

하는 경우, 단일고장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련 배수계통을 이용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평가 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7.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2, "Design Bases for Pro-

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8.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9.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PPs"

10. Regulatory Guide 1.59, "Design Bases Floods for NPPs"

11.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2. Regulatory Guide 1.102, "Floods Protections for NPPs"

13. Generic Letter 89-22, "Potential for Increased Roof and Plant Area Flood Runoff

Depth at Licensed Npps due to Recent Change in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Criteria Developed by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October 19,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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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4.2절  수리학적 하중 해석절차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에 대해 규정된 최대홍수위나 최대지하수위의 영향을 견뎌야 하는 내진범주 I

급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한다. 이 분야는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및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특정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최대홍수위 및 지하수위 자료. 홍수와 지하수에 의해 하중을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에 반영하는 것을 확인한다. 홍수위가 발전소 건물주변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 조

류, 홍수파(Flood Waves), 그리고 이들의 동수력학적 영향과 같은 홍수와 관계되

는 동적현상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의 근거는 안전심사지침 

2.4.3과 2.4.12에서 검토된다.

2. 최대홍수위와 최대지하수위의 동적 및 정적 영향을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작용

하는 유효하중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분석절차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발전소 부지 정지고보다 높게 홍수가 발생하는 발전소 구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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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영향과 설계 기준 홍수를 결정하기 위한 홍수 관련 자료는 안전심사지침 

2.4.3에 따라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대지하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하수 관련 자료는 안전심사지침 2.4.12에 

따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문 및 해양”

가. 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해일·해수위·파랑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범람의 영향으로부

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지표수·지하수 및 해수 중에 방출

되는 경우에 확산·희석·흡착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자로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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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 현

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 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

사·평가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의 국내 법규 외에 참고문헌 5에서 9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법규에 대

한 규제입장 및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평가에 대해 제안된 입력자료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 시에는 최대홍수위 및 최대지하수위의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이용된 최대홍수위와 최대지하수위,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적 및 동적 영

향은 부지 및 주변 지역에서의 기록 중에서 가장 극심한 값을 사용해야 하며, 자

료 누적에 있어서 정확성, 수량 그리고 기간의 제약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고려

하여야 한다.

2. 대개의 경우 홍수위는 제시된 발전소 지표면보다 낮으며, 이 경우에는 정수력 효

과만 고려하면 된다. 만일 최대홍수위 및 최대지하수위와 관련한 정수력 수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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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초 주변의 배수계통이나 양수계통을 이용함에 의해 경감되지 않는다면 

그 수두의 영향은 건물의 기초슬래브와 벽에 작용하는 구조하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조물의 들림 또는 유동현상 발생을 고려하는 경우, 총부력은 파동효과를 

제외하고 최대홍수위 혹은 최대지하수위에 근거한다. 그러나 파동효과는 구조물

의 측면 및 전도 이동에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홍수위가 제시된 발전소 지표면보다 높은 곳에서는 파동효과의 동적하중을 고려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절차는 참고문헌 6, 7 및 8에서 설명한 것

과 동일하거나 적용하면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충분하게 아래에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

정한다.

검토절차는 관계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기초한다. 이들 허용기준에서 벗어

나는 경우, 검토자는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관련요건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의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본 절의 II. 5에 기술된 부지관련 및 동수력학적 변수는 안전심사지침 2.4.3과 2.4.12

에 따라 담당자에 의해 검토된다.

부지관련 및 동수력학적 변수의 수용성을 확인한 후 검토자는 홍수 및 지하수에 

대해 구조적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한다. 유효 홍수하중 및 지하수 하중을 결정하기 위

해 사업자가 이용한 절차는 본 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검토 책임자에 

의해 검토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이들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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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발전소의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신청자는 홍수위나 최대지하수위의 영향을 견디기 위한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1. 부지 주변에서 기록된 가장 극심한 홍수에 대해 충분한 여유고를 고려하여 설계

2.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영향의 적절한 조합

3. 중요한 안전기능의 유지 

참고문헌 6, 7 및 8에 따라 신청자는 구조물 설계에 대해 적절한 동적 영향을 이용

하고, 부지에서의 가장 극심한 홍수위와 지하수위에 대해 구조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율을 갖고 설계하여 1.항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덧붙여서 2.항에서 요

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같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는 정상 및 사고 상태

의 하중과 가장 극심한 홍수위와 지하수위와 관계하는 하중에 대한 조합을 적용하여

야 한다.

발전소 부지에 대한 최대 설계 홍수위 와 최대 지하수위로 인해 내진범주 I급 구조

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는 수용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들 절

차들은 전통적인 구조물 설계에 사용되어져 왔고, 구조물이 위의 환경에 대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다른 공학적 설계 고려사항과 함께 적당한 기준들을 제공한다

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의 사용으로 인해 홍수나 최대 지하수위가 발생할 때에도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 구조물 내에 위치한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가 충분히 보호되며 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

므로 상기 3.항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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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1절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외부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기의 과속 파손(overspeed failure), 고에너지 유체계통

의 손상 및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내비산물에 대하여 검토한다.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작동 및 성능 요건을 확인하

여 원자로 시설의 안전 정지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그리고 파손될 경우 심

각한 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선정한다. 또한, 필수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사고 결말을 완화하거나 원자로를 안전정지하고,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

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또는 계통의 일부 

와 기기를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압기기 및 계통, 고속회전기기의 비산물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격납건물 외부

에 위치한 가압기기 및 계통, 고속회전기기들은 다음과 같은 비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 가압 계통 및 기기 : 밸브 본넷(bonnet), 고정볼트(hardware-retaining bolt), 방출

밸브 부품, 계기설치구(instrument wel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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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회전기기 : 터빈 날개, 펌프 자체 또는 펌프 부품, 임펠러 및 팬 날개 등과 

같은 회전 부품 등

3.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로 인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의 파손이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1차 비산물(primary missiles)의 타격으로 인한 2차 비산물(secondary missiles)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소내비산물로부터 필수 계통 및 안전 관련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또는 보

호벽에 대한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2. 가상배관파손으로 인한 동적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안전심사지침 3.6.2절은 고에너지 배관의 공간 분리 분석(spatial

separation analysis)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검토자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 방호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3. 터빈 발전기 비산물 발생 확률 평가 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3절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제3.5.1.1절 개정 5 - 2015. 12- 3 -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
항 3호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

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파

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

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신청자는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산물의 통계적 중요도(Statistical

significance)를 평가할 수 있다. 비산물의 통계적 중요도는 비산물 발생 확률을 계

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가. 비산물 발생 확률()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나. 비산물 발생 확률()이  년을 초과할 경우, 다음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 비산물이 필수계통 및 기기를 타격할 확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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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물 발생 확률과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을 곱한 값(×)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과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의 곱(×)이  년을 초

과할 경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년을 초과할 경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이들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호방법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 2항에 따른다.

2. 비산물로부터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

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가. 계통 또는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

나. 다중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의 경로 또는 범위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

다. 국부적인 차폐물 또는 보호벽의 설치

라. 가장 심각한 비산물의 타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

마. 비산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 채택

바. 비산물이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타격하지 않도록 비산물 발생원의 위치를 선정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의 

Appendix에는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예가 제시되어 있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벽(barrier)을 설치

하였을 경우, 보호벽은 안전규제지침 4.1, “저탄도 터빈비산물 방호”의 II.3(또는 RG

1.115, “Protection Against Turbine Missiles”의 C.3)을 만족하면 허용가능하다. 다중 

계열(redundant train)로 구성된 계통 중 한 계열 내의 기기는 동일 계열에서 발생하

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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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소내비산물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심사지침 3.5.3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검토하는 주요 

목적은 안전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기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구조물 및 계통의 

전체가 안전관련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는 반면, 구조물 및 계통의 일부만 안전 관

련 부분으로 설계된 경우도 있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평가하여 원자로 

안전정지상태 확보, 심각한 방사능 유출 방지, 사고 방지 혹은 사고 후속 결과 완

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 범주(Safety category)로 분류

한다. 검토자는 본 검토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입력자료들을 평가해야 한다.

다양한 발전소 설계에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수행하는 안전기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 및 배치와 방법은 발전소별로 다양하다.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의 차이점을 각 발전소 별로 평가해야 한다. 안전기능을 수

행하거나, 손상 시 안전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는 소내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지침은 안전규제지침 4.1의 II.1(또는 

RG 1.115의 C.1)을 참조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심사 시, 다음의 자료를 검토하여 잠재적인 비산물 발생원 

및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한다.

가.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근거(bases) 및 기준(criteria)

나. 계통 설명 및 안전성 평가

다. 배관 및 계장도(P&ID)

라. 발전소 배치 도면

마. 계통·기기 특성 및 등급 분류표(classification table)

검토자는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확인, 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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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 확인 및 보호방법의 적합성 평가시, 고장 모드(failure mode) 및 영향 분석 

결과와 타 검토분야의 검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비산물이 타격하였을 때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로운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이러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비산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4. 검토자는 신청자의 절차, 해석 및 상세 설계에 대한 내용이 가압 가스 용기

(pressurized gas bottle)의 비산물화 방지(즉, 가압 가스 용기가 비산물이 되어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손상 시키지 않아야 함)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발생 가능한 안전 재해와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의 압축 가스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연구 결과는 NUREG/CR-3551, "Safety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In-Plant Pressurized Gas Storage and Distribution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에 제시되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소내비산물(격납건물 외부)의 영향에 대한 검토에는 파손 시 발전소 안전정지를 방

해하거나 심각한 방사능 유출을 초래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다. 검토자는 

다음에 근거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근거 및 

기준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1. 터빈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선별 및 보

호방법이 안전규제지침 4.1의 II.1 및 II.3(또는 RG 1.115의 C.1 및 C.3)에서 권고하

고 있는 지침을 만족한다.

2. 잠재적인 소내비산물 발생원 확인 및 보호방법의 적절성 입증시, 규제기관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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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방법(이전의 검토 및 금번 검토를 통해 규제기관에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 계통 또는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 다중계통 또는 계통 내 기기

의 물리적 분리, 국부적 방호 차폐벽 또는 보호벽 설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격납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내비

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2. KINS/RG-N04.01, “저탄도 터빈비산물 방호”

3.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Turbine Missiles"

4.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5. NUREG/CR-3551, "Safety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In-Plant Pressurized Gas

Storage and Distribution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6.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3.5.1.1, "Internally Generated Missiles (Outside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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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2절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내부의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는 격납건물 내부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뿐 아니라 격납건물 자체도 포함된

다. 기기의 과속 파손(overspeed failure), 고에너지 유체계통의 손상 및 중력의 영향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내비산물에 대하여 검토한다.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작동 및 성능 요건을 확인하

여 원자로 시설의 안전 정지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그리고 파손될 경우 심

각한 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선정한다. 또한, 필수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사고 결말을 완화하거나 원자로를 안전정지하고,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

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또는 계통의 일부  

와 기기를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압기기 및 계통, 고속회전기기의 비산물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격납건물 내부

에 위치한 가압기기 및 계통, 고속회전기기들은 다음과 같은 비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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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 계통 및 기기 : 밸브 본넷(bonnet), 고정볼트(hardware-retaining bolt), 방출

밸브 부품, 계기설치구(instrument well), 원자로 용기 밀봉링 등

- 고속회전기기 : 펌프 자체 또는 펌프 부품, 임펠러 및 팬 날개 등과 같은 회전 

부품 등

3.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로 인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의 파손이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1차 비산물(primary missiles)의 타격으로 인한 2차 비산물(secondary missiles)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서는 소내비산물로부터 격납건물 구조 및 라이너

(Liner), 필수 계통 및 안전 관련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또는 보호벽에 대

한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자는 안전심

사지침 3.5.3절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 방호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2. 격납건물 내부 가상배관파손으로 인한 동적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

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안전심사지침 3.6.2절은 고에너지 배관의 공간 분리 

분석(spatial separation analysis)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검토자는 이에 대

한 검토 결과를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 방호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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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신청자는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산물의 통계적 중요도(Statistical

significance)를 평가할 수 있다. 비산물의 통계적 중요도는 비산물 발생 확률을 계

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가. 비산물 발생 확률()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나. 비산물 발생 확률()이  년을 초과할 경우, 다음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 비산물이 필수계통 및 기기를 타격할 확률() 계산

- 비산물 발생 확률과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을 곱한 값(×)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과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의 곱(×)이  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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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경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년 미만일 경우, 비산물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비산물 발생 확률, 필수계통 및 기기 타격 확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년을 초과할 경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이들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호방법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 2항에 따른다.

2. 비산물로부터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

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가. 계통 또는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

나. 다중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의 경로 또는 범위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

다. 국부적인 차폐물 또는 보호벽의 설치

라. 가장 심각한 비산물의 타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

마. 비산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 채택

바. 비산물이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타격하지 않도록 비산물 발생원의 위치를 선정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

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검토하는 주요 목적은 

안전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기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구조물 및 계통의 전체가 

안전관련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는 반면, 구조물 및 계통의 일부만 안전 관련 부분

으로 설계된 경우도 있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평가하여 원자로 안전정

지상태 확보, 심각한 방사능 유출 방지, 사고 방지 혹은 사고 후속 결과 완화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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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 범주(Safety category)로 분류한다. 검

토자는 본 검토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입력자료들을 평가해야 한다. 격납건물 

내부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중 안전기능을 수행하거나, 손상 시 안전기능에 해로

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소내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심사 시, 다음의 자료를 검토한다.

가.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근거 및 기준

나. 발생 가능한 1차 및 2차 비산물의 목록

다. 비산물 타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 또는 파손과 비산물 방호 능력

검토자는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확인, 비산물 

발생원 확인 및 보호방법의 적합성 평가시, 고장 모드(failure mode) 및 영향 분석 

결과와 타 검토분야의 검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검토자는 고정되지 않은 유지보수 장비(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유지보

수에 필요한 장비)가 비산물이 되지 않도록, 원자로 가동 이전에 유지보수 장비를 

격납건물로부터 제거하여 안전한 장소(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영향

을 미칠 수 없는 장소)로 옮기거나, 지진 등에 대비하여 구속시키는 등의 적절한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4. 검토자는 공간 분리 분석(spatial separation analysis)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를 격납건물 내부 소내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인지를 

결정한다. 이 때, 안전심사지침 3.6.2절에서 검토된 고에너지 배관 분리 분석 결과

를 활용해야 한다. 신청자가 격납건물 내부의 비산물에 대한 방호방법으로 공간 

분리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고에너지 배관 파단에 대한 공간 분리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다중 계열로 설계된 안전 관련 계통의 한 부분

(division)에서만 손상이 발생한다면, 다중 설계된 기기의 분리 설치 요건을 만족한

다. 만약 고에너지 배관 파단에 의해 한 부분(division) 이상이 손상된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벽, 차폐벽 및 보호덮개

(enclosures) 등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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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소내비산물(격납건물 내부)의 영향에 대한 검토에는 파손 시 발전소 안전 정지를 

방해하거나 심각한 방사능 유출을 초래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포함한다. 검토자

는 다음에 근거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근거 

및 기준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

기준”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1. 잠재적인 소내비산물 발생원 확인 및 보호방법의 적절성 입증시, 규제기관에서 인

정한 방법(이전의 검토 및 금번 검토를 통해 규제기관에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계통 또는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부에 설치, 다중계통 또는 계통 내 기기

의 물리적 분리, 국부적 방호 차폐벽 또는 보호벽 설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격납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내비

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3. 격납건물 내부의 유지보수 장비(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유지보수에 필

요한 장비)가 비산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없도록 적절한 관리 절

차를 제시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2.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3.5.1.2, "Internally-Generated Missiles (Inside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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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3절 터빈비산물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적 영향에는 비산물의 영향도 포함된다.

대형 증기 터빈은 큰 중량의 회전자(rotor)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소 정상운전기간 

동안 고속으로 회전한다. 이러한 회전자의 파손은 고에너지 비산물을 생성시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에너지 터빈비산물의 영향으로

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전소 설계를 검토한다. 주 검토분야는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 평가이다.

검토연계분야

터빈비산물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강철 및 콘크리트 보호벽(barrier)에 대한 터빈비산물 타격 영향(예를 들면, 관통 

깊이, 콘크리트 후면 파쇄, 구조물 응답 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터빈 회전자 파손 해석, 파괴 인성치, 터빈 기동 절차 및 가동 중검사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10.2.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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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속감지(overspeed sensing) 및 과속 방지(tripping)를 포함한 터빈 과속도 보호와 

터빈 기동 절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0.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터

빈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시험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9.6절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
항 3호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

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파

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

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대형증기터빈의 손상은 고에너지 비산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검토의 주

요 목적은 터빈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낮추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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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건전성(Integrity of the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나.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다. 소외피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소외

피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

조(환경상의 위해방지)에서 규정하는 피폭선량의 상당한 양에 해당하는 값임.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예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의 Appendix

를 참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터빈비산물로 야기되는, 허용 불가한 손상의 발생 확률()은 다음 세 확률값의 곱

으로 표현된다. 즉,    × × 이다.

가.  : 터빈 파손 확률. 즉, 터빈 파손으로 인해 터빈 회전자(또는 내부의 구조

물)의 파편이 터빈케이싱을 관통하여 방출될 확률

나.  : 비산물이 보호벽을 관통하여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타격할 

확률

다.  : 비산물 타격으로 인해 구조물, 계통 혹은 기기가 안전기능을 상실할 확

률.

안전심사지침 2.2.3절 및 안전규제지침 4.1, “저탄도 터빈비산물 방호” (또는 RG

1.115)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터빈비산물로 인한 허용 불가한 손상의 발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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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발전소당 연간   이하이어야 한다. (즉, ‘ ≤ 
 /년/발전소’ 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타격 확률()의 계산은 어렵지 않으나(즉, 간단한 탄도 해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음), 실제 계산과정에서는 비산물의 물성, 비산물과 보호벽/장애물과

의 상호작용, 보호벽 타격 및 보호벽 관통 후 비산물의 궤도, 안전 관련 표적물

(target)의 식별 및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많은 근사 및 단순 가정이 필요하

다. 특정한 근사 및 가정 방법은  계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안전기능 상실 확률() 계산과정에서도 안전 관련 계통의 안전기

능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산물 타격 에너지 결정과 터빈 파손(비산물 

발생) 이후의 사고 발생순서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계산

이 어렵다.

타격 확률  및 안전기능 상실 확률 의 계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해석은 차수(order of magnitude)계산에 불과하다. 다양한 발전소 배치

별 평가에 근거하여 타격 및 안전기능 상실 확률의 곱( ×)은 터빈 배치 특성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터빈 배치가 유리한 방향일 경우 :  ∼ 년발전소
○ 터빈 배치가 불리한 방향일 경우 :  ∼ 년발전소

여기서, ‘터빈 배치가 유리한 방향이다.’라는 것은 격납건물 및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모든(또는 거의 모든)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저탄도 터빈비산

물의 타격 영역을 벗어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저탄도 터빈비산물 

타격 영역은 안전규제지침 4.1 (또는 RG 1.115)에 제시되어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률 계산에는 가정 및 모델링의 어려움이 존재하

므로 신청자에게 복잡한 확률계산을 통해  , 값 또는  ×값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신청자가 다음의 값을 제시하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값

은 NUREG-1048, Supplement No. 6 및 NUREG-0887, Supplement No. 3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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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근거한다.

○ 터빈 배치가 유리한 방향일 경우 : ×  
 년발전소

○ 터빈 배치가 불리한 방향일 경우 : ×  
 년발전소

2. 운전경험에 따르면, 터빈 회전자 균열[참고문헌 8, 14, 15], 터빈 정지밸브 및 제어

밸브 파손[참고문헌 13, 15], 터빈 날개 파손 및 터빈 회전자 파손(rupture) 등이 고

에너지 비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12, 15]. 주기적인 가동 중검사 및 시

험은 이러한 비산물 발생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터빈 회전자 파손(failure)의 두 가지 형태가 터빈비산물

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 터빈 설계속도에서의 파손 : 터빈 설계속도(보통 정상운전속도의 120%) 근처 

또는 이하에서 발생하는 회전자의 파손은 회전자에 존재할 수 있는 작은 결함 

및 균열이 임계크기까지 진전하였을 때 발생한다.

나. 터빈 최대과속도에서의 파손 : 터빈 최대과속도(Destructive overspeed, 정상운

전속도의 180~190%)에서 발생하는 회전자의 파손은 터빈 과속보호계통의 고장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터빈 케이싱은 비산물을 구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파손될 경우에는 2차 비산

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터빈 케이싱의 재료물성도 관심 대상이 된다.

설계속도에서의 비산물 발생 확률은 터빈 회전자 설계 변수, 재료물성 및 터빈 

디스크의 검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대과속도에서의 비산물 발생 확률은 터빈 조속기(governor)와 과속보호계통의 

속도 감지(speed sensing) 및 과속 방지 특성, 주증기 제어밸브와 정지밸브의 설계 

및 배열, 재열증기 차단밸브와 정지밸브의 설계 및 배열, 그리고 계통내 기기 및 

밸브의 가동 중 및 검사 주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운전 환경에서의 

터빈 케이싱의 파괴인성을 평가해야 한다. 터빈 발전기 기기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에 관한 추가적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10.2절을 참고한다. 터빈 비산물 발생 기구

(mechanism) 및 확률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참고문헌 6, 15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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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빈비산물로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은 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터빈비산물에 대한 규제기관의 안전 

목표(즉, 즉, ‘ ≤ 
 /년/발전소’)는 비산물 발생 확률()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criteria)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신청자는 터빈 배치 방향에 따라 표 

3.5.1.3-1에 제시된 운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는 터빈 배

치가 유리한 방향일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한 가지는 터빈 배치가 불리

한 방향일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

신청자에게는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이 낮은 수준임을 입증 및 유지해야할 책임

이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적절한 가동 중 및 시험을 수행

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터빈 회전자 및 축 검사에 적합한 비파괴검사(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UT)검사) 수행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 결정 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터빈 제작사가 규제기관이 기승인한 방법(터빈비산물 발생 확률 계산 방법 및 절

차)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동 터빈 제작사로부터 터빈을 구입한 신청자는 표 

3.5.1.3-1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터빈 제작사는 각 터빈에 대한 

터빈비산물 발생확률을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때,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은 

가동 중 주기(설계속도 파손의 경우, 회전자에 대한 가동 중 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 주기)와 가동 중 주기(최대과속도 파손의 경우, 밸브 가동 중 주기)에 

따른 시간의 함수로 제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규제기관의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

기 위해 터빈 제작사가 제공한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검사 및 시험 계획 수립에 

사용해야 한다.

5. 터빈 제작사가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 계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제기관의 승인

을 받지 못한 경우, 동 터빈 제작사로부터 터빈을 구입한 신청자는 다음 프로그램

을 수행해야 한다.

가. 터빈 설계속도 이하에서 취성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터빈 회전자 혹은 디스

크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가동 중을 수행해야 한다. 터빈 회전자는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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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축에서 분해하지 않고도 디스크 보어(bores) 및 홈(keyway)을 포함한 고

응력부(high-stress region)를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터빈 회전자 

조립체에 대한 체적검사의 주기는 다음 사항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규 회전자 또는 디스크의 최초 검사(initial inspection)는 계산결과에 근거

하여 가상 결함이 임계 결함 깊이의 1/2 이상으로 성장하기 전에 수행되어

야 한다. 최초 검사 시기가 첫 번째 핵연료 재장전 기간보다 빠르게 계산되

었을 경우, 신청자는 최초 검사를 첫 번째 핵연료 재장전 기간까지 연기하

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을 터빈 제작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최초 검사 시기

가 첫 번째 핵연료 재장전 기간 이후로 계산되었을 경우, 신청자는 최초 검

사를 차기 핵연료 재장전 기간까지 연기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을 터빈 

제작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2)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된 결함을 모두 제거·보수한 터빈 

디스크는 상기 1)항의 기준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다. 이 때, 균열 성장은 

마지막 검사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3) 발견된 균열을 제거하지 않고 운전 중인 터빈 디스크는 균열이 임계 깊이의 

1/2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계산된 시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재검사되어

야 한다. 검사 시기는 계산된 검사 주기에 근거하여 상기 1)항에 따라 결정

한다.

4) 저압터빈 디스크의 체적 검사 주기는 3년 또는 두 번의 핵연료 주기(fuel

cycle)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터빈 가동 중 프로그램은 제작사 절차서에 따라 커플링, 커플링 볼트, 저압터

빈 축, 블레이드와 디스크, 그리고 고압터빈 회전자 등과 같은 터빈 부품을 검

사하기 위한 육안검사,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임계 결

함 깊이의 1/2 가량에 해당하는 깊이의 균열을 가진 축 및 디스크는 보수되거

나 교체되어야 한다. 균열이 발견된 커플링 및 커플링 볼트는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

다. 파손 시, 설계과속도를 초과하는 과속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계통 및 기기

(과속도 감지 및 정지 부속계통, 주증기 제어밸브 및 정지밸브, 재열 증기 인터

셉트(intercept) 밸브 및 정지밸브, 추기 역류 방지밸브 등)의 결함 및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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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하여 터빈 조속기 및 과속보호계통에 대한 가동 중 및 

시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한다. 조속기 및 과속도보호계통의 운전가능성

(Operabil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 중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핵연료 재장전 기간 혹은 보수정지기간에는 약 3년 주기로, 최소한 다음의 

밸브에 대한 분해·점검이 수행되어야 한다.

o 주증기 제어밸브 1개소

o 주증기 정지밸브 1개소

o 재열 증기 인터셉트밸브 1개소

o 재열 증기 정지밸브 1개소

o 증기 추기밸브의 경우 각 종류별로 1개소

상기 밸브의 시트, 디스크 및 스템에 대한 육안검사와 표면검사가 수행되어

야 한다. 밸브 붓싱(bushing)에 대한 검사와 청소가 수행되어야 하고, 밸브 

보어(bore) 직경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결함, 과도

한 부식, 또는 부적절한 간격 등이 발견된 밸브는 보수되거나 교체되어야 

하며, 같은 종류의 밸브 전체를 해체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2) 정상 가동 중,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증기 제어밸브 및 정지밸브, 재

열 증기 인터셉트밸브 및 정지밸브, 추기 역류 방지밸브의 밸브닫힘 시험을 

수행하여 밸브들이 원활이 동작하고, 완전히 닫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정상 가동 중,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전기 유압식 제어 계통(제어밸브 및 

인터셉트밸브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의 각 기기 뿐 아니라 1차 및 보조 

과속도 트립 장치(주증기 제어밸브 및 정지밸브와 재열 증기 인터셉트밸브 

및 정지밸브를 트립시키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 부계통 중 어느 하나라도 시험에 실패할 경우에는 72 시간 내에 문제가 발

생한 기기를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72 시간 내에 보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았

을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터빈에 대한 증기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터빈 발전

기 부품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안전심사지침 10.2절을 참고한

다.

라. 터빈 설계, 검사 및 운전 조건은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이 표 3.5.1.3-1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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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는 터빈 파손사건 발생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비산물로 인한 파손이나 

허용 불가한 손상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벽(barrier)을 추가 설치

하거나, 기존 구조물 또는 설비 등을 보호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와 

같은 보호벽의 필요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터빈비산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보호벽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보호벽을 

평가하였을 경우, 보호벽은 안전심사지침 3.5.3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추

가적인 설계 지침은 참고문헌 9에 제시되어 있다.

분  류
연간 확률 

신청자 조치사항
유리한 터빈 배치 불리한 터빈 배치

A  
  



이 조건은 터빈을 가동하고 계통을 정상상태

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신뢰도 요구 

값을 나타낸다.

B   
   



만약 가동 중에 이 조건에 도달한다면, 터빈

은 차기 계획예방정비시까지 운전 상태를 유

지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값이 분류 A의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터빈 재가동 이전까지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C   
   



만약 가동 중 이 조건에 도달한다면, 신청자

는 60일 이내에 터빈을 증기공급으로부터 고

립시키고, 값이 분류 A의 해당 조건을 만

족할 수 있도록 터빈 재가동 이전까지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만약 가동 중 이 조건에 도달한다면, 신청자

는 6일 이내에 터빈을 증기공급으로부터 고

립시키고, 값이 분류 A의 해당 조건을 만

족할 수 있도록 터빈 재가동 이전까지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3.5.1.3-1 터빈 배치 방향에 따른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과 신청자 조치 사항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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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

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발전소 배치도를 검토하여 터빈 발전기에 대한 격납건물 및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상대적인 배치를 확인한다. 터빈의 배치가 유리한 방향인지 혹

은 불리한 방향인지를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비산물 

타격() 및 안전기능 상실 확률()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

는지 확인한다.

2. 신청자의 입력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과 비교하고,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자의 방

법 및 해석이 허용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터빈비산물 발생 확률을 결정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제시한 검사 프로그램의 허용기준과 신청자의 검사 프로그램을 비교한

다. 신청자 약속사항의 수준이 허용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검사 프로

그램을 검토한다.

3. 신청자가 보호벽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물 혹은 설비를 보호벽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벽 설치 사유 및 터빈비산물에 대한 보호벽의 배치를 검토한다.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3절의 절차에 따라 보호벽이 터빈비산

물을 견디기에 충분한 구조 건전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신청자가 터빈비산물로 인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 확률이 충분

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므로 발전소 설계에 대한 터빈비산물의 리스크(ris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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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

한 설계기준”의 규정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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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4절 자연현상으로 인한 비산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에서 규정된 토네이도, 태풍, 돌풍 및 기타 강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비산물의 영향에 견디어야 하는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5절에서 확인된 토네이도, 태풍, 돌풍 및 기타 강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비산물에 의한 재해가능성에 대해 설계기준 비산물이 적절

히 선정되고 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이들 비산물에 의해 야기된 영향에 대한 평

가결과가 허용가능한지 신청자의 평가내용을 검토한다. 현재에는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의한 비산물에 대해서만 발전소 설계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태풍, 돌풍 및 기타 강

풍에 의한 비산물은 그것이 확인될 때에만 사안별로 설계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비산물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심사지

침 3.5.2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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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네이도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및 비산물 

방호체들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해석․설계, 절차 및 기술기준의 적절성

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3. 최대풍속과 같은 설계기준 토네이도 변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2.3.1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

한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 선량한도와 같은 방사선 방호 관련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연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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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발생된 비산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한다

는 것은 심각한 동적조건에서 안전관련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반대

중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피폭

지침을 초과할 잠재성을 지닌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5.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이 요건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DC 2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된 설계기준이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가장 중대한 자연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신

시켜 주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토네

이도 발생조건에서도 안전하게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Regulatory Guide(이

하 “RG”) 1.76에 기술된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의한 최대 풍속 및 비산물에 견딜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한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토네이도 발생사건 시 

일반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신형원전은 RG 1.76에 규정된 것처럼 타격확률 10-7/년에 상응하는 풍속에 근거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6. 10 CFR 50, Appendix A, GDC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is"

이 요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건과 상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의 영향을 포함하는 동적영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가 적절하게 방호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현상은 발

전소의 외부에서 생겨나는 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동적사건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비산물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7. RG 1.76, Rev. 1, "Design-Basis Tornado and Tornado Missiles for Nuclear

Power Plants"

RG 1.76에는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특성과 설계기준 토네이도 비

산물 스펙트럼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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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발전소 부지에서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비산물의 평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

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허

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기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RG 1.76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를 위하여 허용할 수 있는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

된 비산물의 스펙트럼을 기술하고 있다.

2.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설계기준 비산물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심사

지침 2.2.3절의 외적 요인에 의한 잠재적 사고를 평가하는데 정해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타 신청자가 적용한 기타 방법론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들 검토절차는 Ⅱ의 허용기준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Ⅱ에서 확인된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평가

방법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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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산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설계기준 자연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가상적인 비산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 Ⅱ절에 기술된 것처럼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대한 정의와 특성화에 대해서는  

RG 1.76을 따른다.

3. 부지에 대한 설계기준 자연현상은 잠재적인 비산물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한다. 설계기준 토네이도 보다 큰 비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산물(즉, 안전

에 중요한 모든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년 발생 손상확률이 10-7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계기준 비산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4. 모든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의 설계기준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비산

물로부터 안전관련 기기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적어도 3가지 형태의 가상 비산물을 고려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한

다. 즉, (1) 충격 시에 변형을 유발시킬 수 있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대규모 

비산물, (2) 국부적인 손상(관통, 파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강체 비산물, (3)

방호 구조물의 개구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강체 비산물 등의 3가

지 가상 비산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상 비산물들의 특성은 RG 1.76, Table 2

에 규정되어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검토시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청자가 관련 일반설계기준, 규제 지침 및 국

가 기준에 따라 자연현상에 대한 설계 및 설계 기준의 준수 여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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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자는 설계기준 토네이도, 태풍 및 기타 강풍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로 인한 

재해가능성 평가가 토네이도 발생 비산물에 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허용 가능하다

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RG 1.76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만족시키고 있다

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6.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Pro-

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7.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Dyna-

mic Effects Design Basis"

8. Regulatory Guide 1.76, "Design Basis Tornado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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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5절 부지인접 비산물(항공기 제외)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 외부에서의 소외 활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된 비산물의 영향에 견

디어야 하는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

호 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2.2.1 및 2.2.2절에서 확인된 부지 외부에서의 소외 활동의 

특성과 범위를 검토하여 항공기 운항을 제외한 기타 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비산물들

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유무를 결정한다(항

공기에 의한 재해는 안전심사지침 3.5.1.6절에서 별개로 검토함).

만약 소외 활동으로 인하여 비산물이 가능성이 있는 사고(즉, 폭발 등)를 확인하고,

이것이 안전심사지침 2.2.3절에 따른 설계기준 사고로 결정되면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발전소가 가상적인 비산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비산물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심사지

침 3.5.2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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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네이도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및 비산물 

방호체들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해석․설계, 절차 및 기술기준의 적절성

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3. 부지인접 비산물의 확인 및 특성은 안전심사지침 2.2.1절, 2.2.2절 및 2.2.3절 검토

주관부서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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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 선량한도와 같은 방사선 방호 관련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다.

5. 10 CFR Part 100, "Reactor Site Criteria"

10 CFR Part 100, 10 CFR 100.10 및 10 CFR 100.20은 일반대중의 피폭위험이 

낮도록 확신할 수 있는 기타 설계특성과 결부된 부지 요건을 설정한 것이다.

10-7/년 미만이라는 확률은 10 CFR 100의 요건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검토자가 

설정한 것이다. 폭발에 의해 생긴 비산물의 경우, Regulatory Guide(이하 "RG")

1.91에 따르면 폭발확률이 10-7/년 미만이라면 폭발에 의한 손상위험이 충분히 

낮다고 본다. 부지인접 비산물의 출처와는 상관없이 상당량의 방사성 핵분열 물

질을 방출시키는 소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일반대중의 피폭위험을 내포하게 될 

잠재성을 지닌 비산물 재해는 발생확률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 부지인접 비산물

에 관한 확률목표와 10 CFR 100의 조사선량지침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은 일

반 개개인이 과다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6. 10 CFR 50, Appendix A, GDC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is"

GDC 4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

과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설계기준사건으로 결정된 소외활동, 즉 폭발과 같은 사건은 비산물을 발생시

킬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소외에서 발생된 비산물은 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이들 비산물로 인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동적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소외에서 발생된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들이 방호되도록 하는 것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계통들을 손상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0 CFR 100의 지침을 초과

하는 피폭을 받을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부지인접 비산물의 평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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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설계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등

의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들 허용기준 이외의 방법

을 적용할 경우 신청자는 그 시설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법 및 평가절차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사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한다.

상기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지인접 비산물이 발전소에 충격을 가해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10-7/년 이내이어야 한다(안전심사지침 2.2.3절 참조). 만일 이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2의 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발전소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만

족해야 하고, 아울러 부지인접 비산물로 인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이 안전정지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적절

하게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들 검토절차는 Ⅱ의 허용기준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Ⅱ에서 확인된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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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1. 비산물이 발생 가능한 사건의 유형과 유형별 기술은 안전심사지침 2.2.1절, 2.2.2

절 및 2.2.3절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결과에 기초를 두고 평가한다.

2. 안전심사지침 3.5.2절에서 확인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해 

비산물로 인한 취약성을 검토한다. 과거 유사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비산물에 의한 영향에 대한 검토로부터 얻은 경험과 보수적 가정을 적용

하여 비산물로 인한 손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발전소의 주요 부분을 결정한

다. 모든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예상되는 비산물의 영향에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면 검토는 종결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고려 사항의 

항목을 기술한다(안전심사지침 Ⅱ.2절 참조).

3. 발전소의 주요 취약지역에 비산물이 충돌할 전체 확률을 평가한다. 연간 전체 확

률(PT)은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하여 평가된다.

PT = PE × PMR × PSC × PP × N

여기서,

PE : 안전심사지침 2.2.3절의 검토에 의해 얻어진 연간 설계기준사고 확률

PMR : 비산물이 발전소에 도달할 확률

PSC : 발전소 주요 취약지역에 비산물이 충돌할 확률

PP : 주요 지역에 침투하는데 요구되는 에너지를 초과하는 확률(즉, 토네이도 

비산물을 위해 마련된 벽 두께에 기초) 또는 중요 장비를 손상 시킬 수 

있는 2차적인 비산물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

N : 설계기준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수

PP 값은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1로 가정한다. 만약 PT가 10-7/년 보다 클 경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비산물 영향을 구조부지분야 담당

부서가 평가하며, 비산물 크기, 형태, 무게, 에너지, 물질의 특성, 비행궤도를 포

함한 비산물의 특성이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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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방호가 적절하고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부에서 발

생한 비산물로부터 방호되어야 하는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비산물을 확인하여 이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비산물

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

한 기준”에 명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조사선량으로부터 적절히 방호될 수 

있다는 결론에 근거하고 있다.

2.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검토자가 검토한 자료를 통하여 외부에서 발생한 비산

물로부터의 방호여부를 상세히 평가해야 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산물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어떤 구조

물, 계통 및 기기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방사선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

호될 수 있는 충분한 방호벽을 가지고 있다. 기타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도 비록 비산물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중피폭 

위험도가 낮고 10 CFR 100.10의 규정을 만족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낮은 확률

(안전심사지침 2.2.3절에 규정한 기준 이내)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히 격리 및 다

중 방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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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1.6절 항공기 재해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항공기 재해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검토의 목적은 항공기 재해로 인한 

위험이 충분히 낮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항공기 재해가 설계기준으로서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는 확률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 설계기준 항

공기 충돌과 이에 따른 화재로 인한 잠재적 영향으로부터 발전소가 방호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발전소 설계를 평가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의 항공기 재해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하여 발전소의 

설계기준에 항공기 재해가 고려되어져야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항공기 재해

가 발전소의 설계기준에 고려되었다면 검토주관부서는 항공기의 무게, 속도 및 여타 

관련특성의 관점에서 설계기준 항공기를 식별하여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항공기 재해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검토자는 항공기 충돌에 따른 화재방호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을, 발전

소의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항공기 충돌로 인한 보호요건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3.5.2절을 참조한다. 또한 항공기 충돌 통계와 항공기 충돌로 인한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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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영향지역(안전심사지침 3.5.3절)에 대해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

어지도록 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명시된 규제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 (허가 기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원자로시설이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수송수단 등에 의하여 

안전에 장애받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의 위치선정을 위한 인위적인 사건의 조사‧평가 지침과 관련된 준용 기

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 선량한도와 같은 방사선 방호 관련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다.

5. 10 CFR 100.10 및 10 CFR 100.20, “부지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

10 CFR 100.10, 10 CFR 100.20에는 일반대중의 피폭이 최소화되도록 확인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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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설계특성과 결부된 부지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부지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와 관련하여, 10-7/년 미만의 사고발생확률은 10

CFR 100의 요건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공항 인근에 있는 원자력발

전소에서의 항공기 충돌확률에 관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거리와 운항수의 제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항공기 충돌확률에 대한 상한값을 보수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따라서 10 CFR 100의 피폭지침을 초과할 전체 확률을 10-7/년 미만으로 제한하게 

하는 것이다. 상당량의 방사성핵종 물질들을 방출시키는 소내 사고를 일으킬 잠재

성을 지닌 항공기 재해는 일반대중의 피폭위험을 내포하게 되므로 사고발생 확률

이 상당히 낮음을 보여야만 한다. 항공기 재해에 관한 사고발생확률과 거리 및 운

항요건 및 10 CFR 100의 피폭지침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개개의 일반인들이 과다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10 CFR 100의 

피폭지침보다 큰 방사능의 누출을 야기할 항공기 사건의 확률이 약 10-7/년 보다 

적으면 이 요건은 만족된다. 발전소로부터의 거리가 다음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만

족시킬 경우 이러한 확률은 약 10-7/년 이하로 평가한다.

가. 발전소와 공항간의 거리 D가 8.05～16.1 ㎞(법정거리 5～10마일) 이내에 있고,

계획된 연간 운항수가 193D2(500D2) 미만이거나, 발전소와 공항간의 거리 D가 

법정거리 16.1 ㎞(10마일) 이상이며 계획된 연간 운항수가 386D2 (1,000D2) 미

만일 때  

나. 연간 1,000대 이상 운항되는 훈련항로는 제외하고, 발전소가 저공 훈련항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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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군사훈련항로의 최 외곽으로부터 또는 비정상적인 긴장상태를 유발

시킬 수 있는 폭격 훈련과 같은 활동이 있는 장소로부터 최소 8.05 ㎞(법정거

리 5마일) 밖에 위치할 때  

다. 발전소가 국영 항로, 대기경로 또는 접근경로상의 가장 가까운 외곽지로부터 

최소 3.22㎞(2마일) 떨어져 있을 때

상기의 접근기준이 만족되지 않거나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군사활동이 명확히 

확인되면(상기의 나. 항 참조), 항공기 재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한다. 10-7/

년 이상의 발생확률이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

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항

공기 사건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검토결과가 항공기 활동에 기인된 위험이 허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의 일반설계기준 3 및 4에 기술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설계기준 3, "화재방호“

이 기준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화재의 영향으로 부터 적절

히 방호되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즉,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화

재 및 폭발에 관한 확률과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항공기 충돌로 

인하여 발생된 화재 및 폭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결

정하는데 있어 검토자가 적용될 수 있는 기술기준이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7에 기술되어 있다. 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10 CFR 100에 명시된 소외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소

외 피폭을 허용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피폭한계를 설정한 것은 설계기준

사고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발생확률이 높은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항공기 재해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들을 보호하는 것은 원자로를 정지하는 능력, 정지 상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

는 능력 및 10 CFR 100의 피폭지침을 초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사성물질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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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예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일반설계기준 4, "환경 및 동적영향에 대한 설계기준"

이 기준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원전외부의 사건과 상황으로 

부터 일어날 수 있는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

다. 즉,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동적 영향으로부터의 방호능력

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데, 동적 영향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외부에서 발생

하는 사건과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물의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

는 비산물의 발생 잠재성을 지닐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건을 말한

다. 항공기 충돌로 인하여 외부에서 발생된 비산물의 기동이 동적 영향이며 이러

한 비산물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들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

을 결정하는 데 있어 허용가능한 방법이 RG 1.117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항공기 재해로 인하여 발전소 외부에서 생성된 비

산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안전관련 계통들의 

고장을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10 CFR 100의 피폭지침을 초과할 잠재성을 지닌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발전소 안전정지 능력의 상실이 없

고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피

폭지침을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이 없이 항공기 충돌과 화재의 영향으로 부터 견딜 수 

있다면, 발전소는 일반설계기준 3과 4의 해당요건을 만족하며, 발전소는 설계기준인 

항공기 충돌과 화재로 부터 적절히 방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적용기준에 관하여 고려되어져야 하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RG 1.117, "토네이도로 부터 방호되어져야 하는 경수로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부

록에 명시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포함된다. RG 1.117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안

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이들의 방호에 대한 검토책임을 지닌 해당 부서들의 

적용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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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 중 특별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시 주의 및 강조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판정은 타 발전소에 대해 최근에 검토된 사안과의 유사 여부 확인과 특별히 안전에 

중요한 항목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제출자료에 대한 검

출을 통해 결정한다.

검토자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항공기 재해 평가를 수행한다.

1. 항공이용

제안된 부지 인접 영공에서의 항공이용을 나타낸 자료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2.2.1-2.2.2절로부터 구하는데 여기에는 공항 및 이들의 접근경로, 국영항로, 국영

항공 행정제한구역 및 군사적 이용을 포함한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수

행된 분석과의 비교를 통해 확률이 충분히 낮다고 판정될 경우 상세한 분석을 필

요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항공시설물이 모두 고려되었다는 것

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 및 군사지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게 된다. 검토과정에서 

검토자는 항공기 재해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도출해야 한다. 항공기 운전 및 

항공기 운전자료의 평가에 대한 책임있는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항공로 

국영 항로 또는 항공 회랑로가 부지 인접지역을 통과하는 상황에서는 항공기가 

발전소와 충돌할 연간확률(PFA)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은 고도, 비행주

기, 회랑로의 폭 및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대응분포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다음의 공식은 PFA를 계산하는 한 방식이다.

PFA ＝  C × N × A/w

C : 항공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당 추락 비율(마일당 추락 비율)

w : ㎞(마일)로 나타낸 항로 폭(부지가 항로 밖에 있을 때면 항로 최외곽

으로부터 부지까지의 거리의 두 배를 더한다)

N : 항공로를 지나가는 연간 비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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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ile2)으로 나타낸 발전소 유효영역

개개의 변수들에 대해 보수적인 값들이 적용될 경우, 상기 공식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보수적인 상한선을 나타내게 된다. 상업용 항공기에 관한 C값은 항공 ㎞당 

6×10-10 (항공마일당 4.0×10-10(1))을 사용한다. 이 C값은 University of California

Lawrence Radiation Laboratory (UCRL)(2) 표 2.7에 인용된 값과 비슷하며, 미국 

에너지부의 문서에 제시된 정보(3)와 일치한다. 이 정보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자

문위원회에 보내진 직원편지(staff letter)에 기술되어 있다(4). 매일 100편 이상 운

행되는 복잡한 항공회랑로의 경우 적절한 변수 값을 구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분

석이 요구된다.

(1) 참고문헌 16

(2) 참고문헌 17

(3) 참고문헌 18

(4) 참고문헌 19

3. 민간 및 군사공항과 헬기착륙장

II. 1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항

공기가 부지로 추락할 확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가 부지로 추락할 

확률(PA)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PA= ∑
L

i= 1
∑
M

j= 1
C jNijA j

M : 공항을 이용하는 서로 다른 항공기 유형(기종)수

L : 부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궤도 수

C j : j번째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 운행당 1 ㎢당(mile2당) 추락확률

Nij : i번째 비행경로를 운항하는 j번째 항공기에 의한 년간 운항수

A j : j번째 항공기에 대한 발전소의 영향 영역(㎢ (mile2))

상기 공식에 있는 개개의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안별로 서로 다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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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각 경우에서의 특수한 상황과 항공기 사고에 대한 통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C j 값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자료로부터 구한다.

항공로 최외곽 
으로부터의 

거리, ㎞(마일)

항공기 운항당, 평방 ㎞(마일)당 추락확률(×10-8)

U.S. Air Carrier1) General Aviation2) USN/USM1) USAF1)

0-1.6(0-1)
1.6-3.2(1-2)
3.2-4.8(2-3)
4.8-6.4(3-4)
6.4-8.0(4-5)
8.0-9.6(5-6)

9.6-11.3(6-7)
11.3-12.9(7-8)
12.9-14.5(8-9)

14.5-16.1(9-10)

6.45 (16.7)
1.54 (4.0)

0.371 (0.96)
0.262 (0.68)
0.104 (0.27)

0 (0)
0 (0)
0 (0)

0.054 (0.14)
0.046 (0.12)

32.4 (84)
5.8 (15)

2.39 (6.2)
1.47 (3.8)
0.46 (1.2)

NA3)

NA
NA
NA
NA

3.20 (8.3)
0.42 (1.1)

0.127 (0.33)
0.120 (0.31)
0.077 (0.20)

NA
NA
NA
NA
NA

2.20 (5.7)
0.89 (2.3)
0.42 (1.1)

0.162 (0.42)
0.154 (0.40)

NA
NA
NA
NA
NA

1) 참고문헌 8

2) 참고문헌 10

3) NA는 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임.

4. 지정영공

군사용 또는 상업용 이용과 관련된 지정영공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에 대해서 정

량적인 모델에 대한 상세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모델의 결과는 제안된 부지 

인접지역에서 단위 면적과 단위 시간당 전체적인 항공기 추락 확률(C)로 나타내

게 된다. 고려되는 시설물에서 운전에 기인된 부지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연간추락확률(PM)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다.

PM ＝ C × A

C : 고려중인 공항에 의해 부지 인접지역에 영향을 주는 평방 Km(마일)당,

매년당 전체 항공기 추락확률

A : 발전소의 한 기당 유효영역(평방 Km, (평방마일))

군사항공활동에 대하여 계산된 위험도가 허용할 수 없도록 높으면, 적절한 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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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항로가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군 당국은 원전부

지와 인접한 영역에서의 군사작전을 변경하거나 훈련항로를 바꾸어 왔다.

5. 대기경로

대기경로란 항공기가 공항으로 착륙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선회(Circle)를 하거

나 항로를 따라 계속 운항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선항공물과 관련된 특정 

고도의 운항경로를 말한다. 발전소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대기경로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상기의 II 참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경로에 대한 항공교통은 발

전소에 대한 관점에서의 방향성들을 포함하는 대기경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로로 바꾸어져야 한다. 상기의 III. 2의 자료를 이러한 평가에 이용한다.

6. 부지에서의 전체항공기 재해확률은 앞서 논의된 절차에서 구해진 개개 확률들의 

합과 같다.

7. 계산에 사용된 발전소의 유효영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여러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추락 가정 각도와 파괴모드에 근거한 발전소 고

도의 수평면상에 있어서의 암영지역(Shadow Area).

나. 고려된 항공기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 발전소 주변의 활주지역. 이 지역을 결

정하는 데는 인공 둑이나 여타 인위적 및 자연적 방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 추락의 결과로 발생한 충격이나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안

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있는 지역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관한 항공기 재해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절

차를 기술하여 검토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문장으로 초안을 작성한다. 검토자는 부지 

위치는 허용가능하며 10 CFR 100.10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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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결과에 대한 근거는 발전소내로의 잠재적 항공기 추락에 대한 확률의 관점

에서 명확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발전소 내의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항공기 추락 통계

가 발전소의 설계특성에 대한 별도의 고려없이 안전심사지침 2.2.3절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검토자는 안전심사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결론을 포함시켜야 한

다.

검토자는 OO 인접지역에서의 OO 발전소의 운영은 항공기 재해에 기인된 공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으며 10 CFR 100.10 또는 10 CFR 100.20의 요건을 만

족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은 항공기 재해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피폭지침보다 더 

심한 방사능 누출을 가진 사건이 10-7/년 이하의 확률을 가진다는 검토자의 독자적인 

검증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같은 항공교통을 가진 과거에 검토된 발전소 

부지가, 세심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발전소의 안전운영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검토자는 현재 고려중인 발전소 부

지는 항공기 재해로 인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검토자가 항공기 재해를 검토하여 항공기 재해가 상기에 명시된 기준, 즉 안전심사

지침 2.2.3절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경우 일반설계기준 3과 4의 

기준으로부터 허용기준을 도출한다. 항공기 충돌과 이로 말미암은 화재로부터의 방호

조치가 발전소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일반설계기준 3과 4의 기준에 명

시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요건들도 만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안전심사보고서

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검토자는 OO 인접지역에서의 OO 발전소의 운영은 항공기 재해에 기인된 일반대

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으며 일반설계기준 3과 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

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은 부지에서의 항공기 화재와 충돌을 포함한 항공

기 재해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계기준 항공기

로 선정된 항공기에 견딜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

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피폭지침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충돌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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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년 이하라는 것을 검토자가 독자적으로 검증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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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2절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 검토분야에는 원자로 시설

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발전소 내의 모든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예를 들

면, 1차기기 냉각해수 흡입구, 1차기기 냉각해수 배관 및 저장 탱크와 같은 매설 기기)

가 포함된다.

상세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상 작동요건과 성능요건을 검토하고, 원자로 시설을 안

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고장이 나면 심각한 방사

능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한다.

2. 소외비산물 타격을 가정하였을 때,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 또는 

사고조건동안 원자로의 안전정지 확보 및 안전정지상태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고 발생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터빈 배치가 불리한 방향일 경우,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터빈비산물로부터 적절

히 보호되는지를 검토한다. 안전과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비산물이 구조물,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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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비산물의 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이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할 경우, 구조물이나 구조물의 일부 영역, 계통이나 계통의 일부, 그

리고 기기들은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산물 발생근원 및 비산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4,

3.5.1.5 및 3.5.1.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소외비산물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보호벽(barrier) 및 구조물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항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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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1호

-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

을 수용할 수 있을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계통 및 구조물의 설계는 안전규제지침 4.22, “사용 후핵연

료 저장시설 설계” (또는 Regulatory Guide (이하 “RG”) 1.13, “Spent Fuel

Storage Facility Design Basis”)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4.22 (또는 

RG 1.13)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계통 및 구조물을 소외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과 소외비산물이 수조 내의 사용 후 핵연료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시설(facility)을 설계함으로써 사용 후 핵연료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용 후 핵연료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계통 및 

구조물은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최종 열제거원(Ultimate heat sink) 및 연결도관(connecting conduit)의 설계는    

안전규제지침 10.2, “최종열제거원” (또는 RG 1.27, “Ultimate Heat Sink for

Nuclear Power Plants”)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10.2(또는 RG

1.27)는 최종 열제거원 및 연결도관을 소외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최종 열제거원은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작동, 정지, 냉각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급수원이다. 최종 열제거원은 안전에 중요하므로, 최종 열제거원과 관

련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이들의 안전기능을 보호해야 한

다. 안전에 중요한 최종 열제거원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



제3.5.2절     개정 5 – 2015. 12- 4 -

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3. 터빈비산물로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안전

규제지침 4.1, “저탄도 터빈비산물 방호” (또는 RG 1.115, “Protection Against

Turbine Missiles”)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4.1(또는 RG 1.115)은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고, 이들을 터빈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4. 토네이도, 태풍 및 기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는 RG 1.117의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RG 1.117은 토네이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제시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식별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전체가 안전 관련 인지 혹은 일부분이 안전 관련인지를 확인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평가하여 원자로 안전 정지 상태 확보 및 유지, 사고 방지 또는 사

고 후속 결과 완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 범주(Safety

category)로 분류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근

거(design bases), 설계 기준(design criteria) 및 상세 설명을 검토하고, 기기특성표 

및 안전등급 분류표와 함께 안전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을 확인한다. 다양한 발전소 설계에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수행하는 

안전기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위치 또는 배치와 방법

은 설계자별로 다양하다.

2.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해야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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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결정한다.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선정 시,

검토자는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결과와 공학적 판단, 그리고 특정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타 안전심사지침의 검토결과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안전 관련 계

통은 비산물 방호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비산물 방호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소외비산물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물(예 : 격

납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통 및 기기

들은 소외비산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이들의 관통부

(penetration) 및 출입구(opening access)에 대해 집중 검토한다. 1차기기 냉각해수 

배관 및 기기, 저장 탱크 및 최종 열제거원 기기들이 비산물 방호 구조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의 대표적 예이다. 소외비산물의 특성 및 발생 원인에 따라 

각 개별 기기에 대한 비산물 보호벽 설치, 독립적 다중 보조계통(Independent

redundant subsystem)을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의 격실에 설치, 또는 안전관련 구

조물,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을 방호하기에 충분한 깊이의 지반(subgrade location)

에 설치하는 등의 보호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중으로 설계된  안전 관련 계통 

및 기기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 자체만으로는 비산물로부터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불가능하다.

3.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일지라도 비산물로 인하여 손상될 경우 안전 관

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도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원자로 시설

을 지원하는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포함한다. 원자로 안전정지에 필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안한 설계 기준, 설계 근거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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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를 검토하고, 소외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안전규제지침 4.22 II.2, (또는 RG 1.13, C.2)에 따라 토네이도, 태풍 또는 기타 강풍

으로 인해 생성된 비산물이 핵연료 저장조 수조(pool)의 밀봉(watertight) 건전성을 

심각하게 상실시키지 않고, 수조 내의 핵연료를 타격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2. 안전규제지침 10.2, II.2 및 II.3 (또는 RG 1.27, C.2 및 C.3)에 따라 최종 열제거원

이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성된 소외비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 안전규제지침 4.1, II.2 (또는 RG 1.115, C.2)에 따라 터빈을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

하거나 비산물 보호벽을 설치하여 필수 계통이 저탄도 터빈비산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RG 1.117의 C.1, C.2, C.3 및 Appendix에 따라 각 개별 기기에 대한 비산물 보호

벽 설치, 독립적 다중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 방호 구조물 내에 설치, 또는 안전관

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비산물을 방호하기에 충분한 깊이의 지반(subgrade

location)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계 기준 토네이도, 태풍 또는 강풍으

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물로부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였다.

5. 비산물에 의해 파손될 경우,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비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포함하여 소외비산물의 영향

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확인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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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5.3절 방호체 설계절차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이 검토분야는 비산물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차폐물 및 방

호벽의 설계에 사용된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

토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충돌부위 국부손상을 예측하는 절차

관통깊이 추정방법을 검토하고 콘크리트 방호체일 경우에는 전면파쇄(spalling)

또는 후면파쇄(scabbing) 영향에 의한 2차 비산물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2. 비산물 충돌에 의한 방호체의 전반적인 응답을 예측하는 절차

탄소성 거동을 나타내는 연성비에 대한 가정과 비산물의 충돌에 의해 방호체 내

에 발생하는 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추정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3. 발전소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적절하다는 신청자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된 비산물 변수들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구조해석의 종합적인 부분으로서 비산물 변수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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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본 지침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발전소가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적절하다는 신청자의 결론을 뒷받침하

기 위해 언급된 비산물 변수들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5.1.1절, 3.5.1.2절 및 

3.5.1.4절～3.5.1.6절에 따라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발전소가 터빈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적절하다는 신청자의 결론을 뒷

받침하기 위해 언급된 터빈비산물 변수들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5.1.3절에 

따라 검토한다.

3.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부

지인접 외부에서 발생된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검

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

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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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이하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이 요건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그들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설계기준

은 주어진 안전기능에 중요한 고려사항과 사고조건과 자연현상의 영향이 포함되

어야 한다.

비산물 방호체 설계에 대한 검토자의 허용기준은 자연현상 및 기타 사건에 의해 발

생된 비산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 허용기준은 사고조건과 동시에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고려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비산물 및 사고로부터 

보호되므로 주어진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5. 10 CFR 50, Appendix A, GDC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is"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각각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환경 및 

동적영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기의 

파손 및 발전소 외부의 사건 및 조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휩(whipping), 및 방출되는 유체의 영향에 대해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5.3절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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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물, 배관의 휩 및 방출되는 유체에 저항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체 설계를 위

한 검토자의 허용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허용기준은 충분한 공학적 원리, 경

험 및 시험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GDC 4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비산물,

배관의 휩 및 방출되는 유체로부터 보호되므로 주어진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구조물, 차폐물 및 방호벽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

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들 허용기준 이외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신청자는 그 시설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법 및 평가절차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 사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관련 규

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대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한다.

상기 관련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부적인 손상예측

가. 콘크리트

비산물 충돌 시 방호벽에 관통, 전면파쇄, 혹은 후면파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두께가 충분해야 한다. 참고문헌 7의 수정 NDRC (National

Defense Research Council) 공식과 같은 여러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내의 관입깊이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여 방호벽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산으로부터 결정된 두께는 토네이도, 태풍에 의한 비산

물을 방호하는데 필요한 최소두께를 규정한 표 1의 값보다 커야 한다.

표 1의 방호체의 최소두께에 관한 요건은 US NRC의 Regulatory Guide(이

하 “RG") 1.76의 Table 2에 나타낸 토네이도 스펙트럼에 대한 토네이도에 의

해 발생된 비산물에 대하여 국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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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최소두께에 관한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값보다 방호체 두께가 작은 경우에도 시험결과를 포함해 충

분한 정당성이 제시된다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정당성은 사안에 따라 검

토될 것이다.

터빈비산물에 대한 방호체의 경우, 관입 및 후면파쇄 예측은 수정 NDRC공

식과 같은 경험공식이나 타당성 있는 시험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강재

강판에 대한 비산물의 관입에 대해 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 수

행된 시험결과를 W.B. Cottrell과 A.W. Savolainen이 "U.S. Reactor Contain

-ment Technology"에 요약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참

고문헌 8). 참고문헌 9에 기술된 BRI(Ballistic Research Laboratory)의 공식을 

포함한 기타 공식들은 그 결과가 상기에 제시된 공식에 의한 결과와 대등한 

결과를 얻거나, 관입시험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용될 수 있다.

다. 복합단면(composite sections)

복합 또는 다중(multi-element) 방호체일 경우 국부손상 예측절차는 첫 번째  

요소를 관통한 비산물의 잔여속도가 다음 요소에 대한 타격속도로 간주되면 

허용될 수 있다. 이 잔여속도를 구할 때는 다중 비산물 방호체의 첫 번째 방

호체가 강재일 때 참고문헌 10의 Recht와 Ipson에 의해 제시된 공식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방호체가 콘크리트일 경우는 사안에 따라 사용된 절차

를 검토한다.

표 1. 방호체의 최소두께에 관한 요건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된 비산물에 의한 국부적인 손상을 예측할 경우)

지역* 콘크리트 강도
MPa (psi)

벽체 두께
cm (in.)

지붕 두께
cm (in.)

Ⅰ
20.7 (3,000)
27.6 (4,000)
34.5 (5,000)

46.2 (18.2)
42.9 (16.9)
40.6 (16.0)

33.5 (13.2)
31.2 (12.3)
29.7 (11.7)

Ⅱ
20.7 (3,000)
27.6 (4,000)
34.5 (5,000)

39.1 (15.4)
36.3 (14.3)
34.5 (13.6)

28.4 (11.2)
26.4 (10.4)
25.1 (9.9)

Ⅲ
20.7 (3,000)
27.6 (4,000)
34.5 (5,000)

30.2 (11.9)
28.2 (11.1)
26.7 (10.5)

22.1 (8.7)
20.6 (8.1)
19.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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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Reg. Guide 1.76에 언급된 지역 Ⅰ, Ⅱ, Ⅲ을 말함.

2. 전반적인 손상예측

비산물 충돌에 대한 구조물 또는 방호체의 응답은 주로 충돌위치(슬래브의 중간,

또는 지지점 부근 등), 표적과 비산물의 동적특성 및 비산물의 운동에너지에 의

존한다. 소성충돌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산물

의 초기 운동량 전부가 표적에 전달되며 이 운동에너지의 단지 일부만이 표적내

의 변형에너지로 흡수되는 것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탄성충돌이 예상될 경우 비

산물의 되튐(rebound)에 의해 표적에 전달되는 추가 운동량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한다.

비산물이 방호벽에 관입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충돌면적에 집중     

된 등가정적하중을 결정하고 기타 설계하중을 고려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설계방

법을 적용해 구조적 응답을 평가할 수 있다. 소성충돌을 가정할 경우 그러한 해

석에 대한 허용가능한 절차가 참고문헌119의 William과 Alvy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다. 기타 절차도 그 결과가 상기에 예시된 방법에 의한 결과에 필적할 만한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상기의 해석에 있어 강재 및 철근콘크리트 방호체에 대한 최대 연성비는 각각 

참고문헌 13의 ANSI/AISC N690-1994(2004년판 추록 포함) 및 참고문헌 14 RG

1.142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검토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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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들 검토절차는 Ⅱ의 허용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Ⅱ에서 확인된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평가방법

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1. 국부손상 예측과 관련하여 비산물 관입추정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공식을 다음

과 같이 검토한다.

가. 콘크리트에 대한 비산물 관입에 대해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수정 NDRC공식

과 같은 경험공식 또는 타당한 시험결과를 이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

토자는 또한 신청자가 전면파쇄나 또는 후면파쇄에 대한 방호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적절히 방지하고 관통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방호체 두께를 제

공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강재에 대한 비산물 관입과 관련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Ⅱ.1.나. 항에 기술된 

SRI 공식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공식이 선정되었을 경우 

그 공식의 적용성과 타당성에 대해 그 결과가 SRI 공식에 의한 결과보다 보

수적인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토 초기에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다. 복합 또는 다중 방호벽에서의 관입과 관련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II.1.다. 항

에 기술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다른 기준이 선정되었

을 경우 그 공식이 상기에 언급된 결과보다 보수적인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

성을 검토한다.

2. 방호체의 전반적인 손상과 응답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II.2항에 기술된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기준이 선정되

었을 경우 그 결과가 적어도 II.2항에 기술된 결과보다 보수적인가를 확인함으로

써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토 초기에 신청

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3. 터빈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추가

적인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3.5.1.3절, “터빈 비산물”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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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방호벽 설계가 적합하고,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과 비산물, 배

관의 휩 및 방출된 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환경영향에 견뎌야만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차폐물 및 방호체의 성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

계기준 등) 및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

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선정된 설계기준 비산물에 의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차폐물 및 방호체에 미치는 

영향과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들은 구조물 또는 방호체가 비산물의 영향

으로부터 충분히 저항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보수적인 설계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이 절차들은 허용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설계기준 비산물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또는 차폐물 

및 방호체를 강타할 경우라도 구조물, 차폐물 및 방호체의 구조적 건전성이 요구되는 

방호수준을 상실하는 정도로 손상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

조물에 의해 방호되는 내진범주 I급 계통 및 기기가 적절히 보호되고 필요시 그들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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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6.1절 격납건물 외부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발전소 

보호 설계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 외부의 배관 파손 시, 그 파손으로 인해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

지 않음을 보장하고, 또한 그러한 파손 사고 시 발전소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관파손에 대한 발전소 보호 설계내용을 검토한다.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고·중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하여 검토한다. 만일 그 계통이 격납건물을 관

통한다면(보조급수계통은 제외), 격납건물 외부의 첫 번째 격리밸브부터 검토한다. 보조

급수계통에 대한 검토범위는 증기발생기까지 이거나 급수계통 배관(또는 주증기 배관)

까지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 “환경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 II.1의 발전소 배치기준에 따라 고·중에너지 배관계통

의 전반적인 배치상태를 검토한다. 다음 세 가지 배치상태가 검토대상이며, 한 

발전소(한 호기)에 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다.

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중에너지 계통을 필수 계통이나 

기기로부터 격리시키는 배치

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중에너지 계통이나 안전 관련 계

통을 보호 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배치

다. 격리시키거나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운전을 보장해주는 특별한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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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고·중에너지 유체계통 배관부분을 부록 3.6.1-1의 II.2.

나에 따라 확인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가에 따라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

손 해석 및 가상 배관파손에 의한 환경영향을 검토한다.

4. 다음 사항의 해석에 사용되는 가정들을 검토한다.

가. 소외전원의 이용가능성

나.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계통에서의 단일 능동기기 고장

다. 이중목적을 갖는 계통에 적용되는 특별 설비

라.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통의 이용

5. 가상 배관파손이 제어실의 거주성과 사고 후 운전의 안전한 안전제어에 중요한 

구역에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6.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계통에서의 배관파손이 필수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격납건물 외부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발전소 보호설계와 관련한 검토

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내진등급 분류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

행한다.

2. 보호구조물에 대한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내진범주 I급에 해당하는 구조

물의 검토와 연계하여 안전심사지침 3.8.4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배관파손 위치와 유형의 적절성, 배관구속물 및 그 밖의 보호수단에 대한 설계,

파손으로 인한 동적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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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소내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으로부터 가상 배관파단의 동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파단전 누설(Leak-Before-Break, LBB) 해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배관파손 시 발생되는 내부 침수에 대한 방호설계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4.1

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6. 필수 전기기기, 계측제어장치 및 기기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온도, 습도, 그리고 

살수로 인한 습윤도(Spray-wetting)와 같은 배관파손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검

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7.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보호 구조물 또는 가드배관 내에 위치한 배관의 가동 

중 검사 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8. 격납건물내 배관파손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1절 및 

3.1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동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른 고에너지 배관의 손상의 영

향이 고려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비내진범주 중에너지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으

로 인한 환경영향도 고려한다. 관련 설계에 대한 승인 여부는 관련 설계가 본 안

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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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배관파단과 관련된 동

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동적영향에 대

한 방호 설계의 승인 여부는 관련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붙임 2에 기술되어 있는 바

와 같이 필수 계통 및 기기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2.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나 그 일부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가.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필수 계통이나 기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나 격리벽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3. 물리적 격리 또는 보호용 격실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신청자가 보호수단으로서 물리적 격리나 계통격실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 이유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3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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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성 설계특성이나 추가적인 보호가 고려되어 있어 요구되는 계통에 단일능

동고장이 가정되었을 때 다중설계방안이나 추가방호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모

든 경우의 손상에 대한 파손유형 및 영향 분석(FMEA)을 통해 안전성과 관련

된 기능이 유지됨을 입증한다. 이 해석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절에 

제시된 기준과 가정 조건으로 수행된다.

4. 설계특성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2절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필수기기에 미치는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과 발전소의 안전정지능력은 안전심사

지침 부록 3.6.1-1의 II.3절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석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에 따른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과 관련된 계통의 정상운전 및 사고방지 또는 완화를 위한 설계에 

대하여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에서 검토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각 계통이 설

계에 따라 작동함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은 검토하지 않는다. 본 안전심사

지침의 목적은 주변의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 시에도 각 계통이 의도된 대로 작동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를 고려하는데 있다.

1. 모든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료를 

검토한다. 각 계통의 온도와 압력을 검증함으로써,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 정확히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고·중에너지 배관의 계통특성, 계통배치, 그리고 

배관배치도면을 검토하여 그 발전소의 배치방법이 고에너지 계통 및 비내진범주 

중에너지계통의 배관파단과 내진설계된 중에너지 계통의 누설균열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다음 방법들이 이러한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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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붙임 2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필수 계통 및 기기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부록 3.6.1-1의 붙임 2의 만

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배치도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나.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이나 그 일부가 필수 계통이나 기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나 격리벽 내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필수 계통 또는 기기가 보호 구조

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발전소 배치도면에서 고·중에너지 배관으로 분류된 

계통을 따라가면서 신청자가 제시한 가상 파단위치를 확인하고, 파단과 누설이 

안전관련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정한다. 그리고 이 위치에 안전

관련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격실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파단위치와 관련된 질

의 및 논의사항은 적절한 위치 결정여부의 확인을 위해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에 전달한다.

다. 물리적 격리 또는 보호용 격실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신청자가 보호수단으로서 물리적 격리나 계통격실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 이유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3)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요구되는 계통에 단일능동고장이 가정되었을 때 다중설계방안이나 추가방호

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모든 경우의 손상에 대한 파손유형 및 영향 분석

(FMEA)을 통해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이 유지됨을 입증한다. 이 해석은 안전

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절에 제시된 기준과 가정 조건으로 수행된다. 추

가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장치들은 사안별로 필요한 다른 부서의 협조 하에 

검토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제시된 주요 설계특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설계기

준에 대한 자료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2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한

다. 각 설계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조

사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2.나절에 기술된 기준에 따라 보호 구조물 또는 

격실, 그리고 그 밖의 보호 장비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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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어진 설계내용과 설계기준들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에 주어진 내용

과 비교 검토한다. 비교 검토시 설계 목적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전소 배치도면을 검토할 수 있다. 설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제시

하는 SAR 기술사항 및 도면은 대부분 승인되나, 구조물 및 기기가 배관파손에 

의한 영향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토자의 공학적 판단이나 독립

적인 검증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 사이의 유체계통 배관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2.

다. 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자료 및 도면을 검토한다. 격실 보호구조물이 있는 단수 또는 복수 방

호 격납건물 사이의 배관 관통부도 검토한다. 검토는 주로 비교 관점에서 수행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따라 설계한계, 파단위치, 그리고 동적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배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3.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따라 고·중에너지 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의 

유형과 위치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

다. 그러나 비내진 중에너지 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가정된 파단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에 따라 필수기기와 발전소의 안전정지능력에 미치는 가상 배관파손

의 영향을 검토한다.

신청자의 평가내용에서 다음 사항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

요하다면 단일 고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가.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필수계통과 기기들이 고려되고 있

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배치 및 설계특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검토한다.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나에 주어진 고려사항을 포함한 파손

유형 및 영향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1) 소외전원의 이용가능성

2) 가상 배관파단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통에서의 단일 능동기기 

고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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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기능을 갖는 중에너지계통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나.3)

에 따라 상기 2)항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4)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통을 선택할 때 요구되는 사항  

다. 배치도면을 검토하여 가상 배관파손으로 인해 제어실의 거주성 보장과 더불어 

필요한 주변의 지역으로의 접근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라. SAR 자료와 설계 도면을 활용하여 파손유형 및 영향 분석(FMEA)을 수행하

여, 비내진 범주 배관계통의 가상파손 해석을 평가한다.

4.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붙임 1에서 정의한 필수계통들은 원자로를 정지시키

거나 주어진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계통들이다. 그러나 가

상 배관파손의 유형이나 위치에 따라 어떤 안전관련 기기는 특정사고 시 필수적인 

것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예를 들어, 비상전력 계통). 한편 어떤 안전관련 

기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 필수적인 것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최종 열제거

원의 용수). 표 3.6.1-1에는 후자 범주에 속하는 일반적인 필수 계통들이 표시되어 

있다. 표 3.6.1-2에는 1차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고에너지 또는 중에너지계통들

이 표시되어 있다.

표 3.6.1-1

안전 정지를 위해 필요한 계통

용수계통                          보조급수계통

체적제어계통                      붕괴열제거계통

기기 냉각수계통

표 3.6.1-2

대표적인 격납건물 외부 고에너지 계통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보조급수계통                       체적제어계통           

공정시료채취계통                   응축수계통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대표적인 격납건물 외부 중에너지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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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계통                           화재방호계통

붕괴열제거계통(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외부)

기기 냉각수계통                    순환수계통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모든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에 대한 

보호가 발전소설계에서 적절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고·중

에너지 계통의 평가를 위해, 배치도면, 배관 및 계장도 그리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

였다.

검토자의 평가결과, 신청자의 격납용기 외부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에 대비한 설계는 적

절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비내진 배관

의 파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고,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 기준

을 만족함으로써 가상 배관파손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10 CFR Part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4. 10 CFR Part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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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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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Systems Outside Containment."

6. Branch Technical Position 3-4, "Postulated Rupture Locations in Fluid System

Piping Inside and Outside Containment."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3.6.2

개 정 번 호 5

발 행 일 자 2015.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3.6.2

제 목 : 가상 배관파손의 파손위치 및 동적 영향의 결정

검토주관부서 : 기계재료평가실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김진수 ‘09.12 정해동 ‘09.12

4 이상민 '14.12 김용범 '14.12

5

조두호

김희수

최영환

‘15.11 김용범 ‘15.12
김선혜 이상민 `18.10

최신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제3.6.2절 개정 5 - 2015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6.2절 가상 배관파손의 파손위치 및 동적 영향의 결정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가상 배관파손사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

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가상 배관파손으로 인한 동적 영향 및 환경 영향으로

부터 적절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첫째, 파손 및 균열위치에 대한 기준과 둘째, 격납

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현장설치(field run) 배관을 포함한 고·중에너지 배관의 가상파

손과 균열에 의한 동적 영향을 평가하는 해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로의 안전

정지를 보장하고,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들에 대한 요건들이 만족됨을 확인한다.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파단과 균열 위치 및 형상을 정의할 때 사용된 기준  

2. 가상 배관파손이나 균열위치에서의 분출추력 반력과 가상 배관파손이나 균열위

치에 인접해 있는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작용하는 분사충격하중을 

고려한 하중 함수를 정의할 때에 사용된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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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 배관파손 하중 하에서 기기, 기기 지지물, 배관계통, 구속 장치, 그리고 다

른 보호장치들의 건전성과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 동적 해석방법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배관파손과 균열의 위치 및 형상을 정의할 때 사용된 기준의 적용  

2. 각 배관계통에서의 파단위치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형상(configuration), 위치, 방

향을 나타내 주는 도표, 추가된 가동 중 계획, 그리고 배관 휩 구속물과 같은 특

별 보호장치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의 이행  

3. 분출추력 및 분사충격하중 함수와 배관 휩 동적 영향과 같은 해석결과의 승인 

가능성   

4. 배관 휩이나 분사충격하중에 의해, 건전성 및 운전성의 관점에서 설계 시 의도된 

기능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손상되지 않음

검토연계분야

가상 배관파손의 파손위치 및 동적 영향의 결정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 외부의 필수 계통과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중에너지 계통을 분리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위치를 발전소 배치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또한 격납건물 외부의 고·중에너지 계통을 확

인하며, 이 고·중에너지 계통 중에서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수 

계통과 기기를 확인한다.

2. 신청자가 발전소내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에서 가상 배관파단의 동적 

영향을 제외시키는 파단전누설 기술의 사용을 제안해 왔을 때 제출한 설계와 해

석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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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계통과 기기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보호구조물이나 격실의 하중조합 및 다

른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8.3절 및 3.8.4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

행한다.

4. 필수 전기기기 및 계측제어장치 및 기기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온도, 습도, 그리

고 살수습기와 같은 배관파손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 검

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파단면제 영역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고·중에너지 계통의 가동 중과 이와 관

련된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4절과 6.6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

행한다.

6.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벽을 관통하는 배관계통이 허용

격리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4절 검토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7.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같은 고·중에너지 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하는 필수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확인은 안전심사지침 6.3절 검토주관부서

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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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

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가상 배관파손 위치 :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가상 배관파손 

위치와 형상을 정의하는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제시되어 있다.

2.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가상 배관파손 위치 :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가상배관 파손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 배관파손 위치와 발전소 배치를 정의하는 허용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제시되어 있다.

3. 해석방법 : 분출추력 및 분사충격 하중함수의 결정을 포함한 배관 휩의 동적해석

에 대한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III. 검토절차에 나타나 있다. 이 해석에 대

한 일반적인 기본 사항과 가정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II.3을 따른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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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고에너지 배관에서의 파단위치 및 형상, 중에너지 배관에서의 누설균열을 검토한다.

가.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파단 및 균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II.허용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가상 배관파손 위치와 형상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예외 사

항들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당성

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승인된 기준과 제출된 입

증자료의 차이를 검토한다.

나.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배관파단 기준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길이방향 파단과 원주방향 파단, 구속물의 위치, 그리고 각 구속물의 구속방향

등의 확인을 포함한 가상 배관파손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2) 가상 배관파단 위치를 선정하여 각 위치에서의 응력강도, 피로누적계수, 1차  

및 2차 응력범위(참고문헌 [4], [5],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 참조)의 계산결

과가 포함된 자료의 요약.

2. 가상 배관파단의 동적 영향에 의한 배관거동에 대한 해석내용을 검토한다. 여기서

는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필수기능에 손상을 입히거나 방해

가 될 정도의 허용 불가능한 충격이나 과다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관이 거동하

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된 해석방법은 배관 휩에 의한 충격(만약 구속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 안전성에 중요한 보호벽이나 기기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발생한 운동에너지나 모멘텀(Momentum)의 관점에서 하중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그 방법으로 파손된 배관의 충격이나 반발에 의해 야기되는 구속물의 동

적 반응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이나 실험으로 예측된 충격에너지를 받더라도, 파단 없이 그 충격을 견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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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이 입증된 위치를 제외하고는, 구속되지 않은 배관 휩은 (1)

작은 배관이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원주방향 파단과 길이방향 파단이 발생할 가

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2) 벽두께는 더 작고, 크기는 더 크거나 같은 배관의 

경우에는 관통균열로 진전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는 동적해석에서 사용되거나 제안된 기준, 방법, 그리고 과

정을 다음 기준과 비교한다. 운영허가 검토단계에서는 그 해석결과가 이 기준을 만족

시키는지를 검토한다.

가. 동적해석의 기준 : 배관의 동적반응에 대한 해석은 각각 길이방향 가상 배관파

단과 원주방향 가상 배관파단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내압, 온도, 그리고 관성효과의 합으로 표시된 가상파단전의 하중조건이 가상파

단의 평가시 사용되어야 한다. 출력운전중의 가압된 배관에 대한 초기조건은 고

온대기조건 또는 102% 출력조건에서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큰 쪽을 선

정해야 한다. 원주방향 파손의 경우, 배관 휩에 대한 동적해석의 필요성은 유효 

분출 에너지의 고려에 따라 좌우된다.

가상파손에 의해 발생하는 분출 추력에 의한 배관 및 구속물의 반응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동적해석 방법에는 다음 효과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계통의 질

량관성과 강성의 특성, (2) 충격과 반발, (3) 배관과 구속물의 탄성변형 및 비탄

성변형, (4) 지지구조물 경계조건

만일 하니컴(Honeycomb) 구조와 같은 압축재질이 사용된다면 압축재질의 허용

용량은 특정 설계부하율의 50% 이내의 부하율을 가진 동적실험을 통해 결정된 

정격 에너지소산용량(rated energy dissipating capacity)의 80% 까지 제한되어

야 한다. 정격 에너지 소산용량은 그림 3.6.2-1에 표시된 하중-변위 곡선 아래 면

적보다 작게 잡아야 한다. 하중변위 값이 기본적으로 수평에서 벗어나는 부분의 

곡선은 사용할 수 없다. 순수인장 부분은 최대 균일변형율(ultimate uniform

strain) 값(Xm)의 50% 허용변형율까지 제한된다(그림 3.6.2-2(1) 참조). 또는 허

용변형율은 특정 설계부하율의 50% 이내의 부하율의 동적 실험을 통해 결정된 

최대균일에너지 흡수용량의 50%에 대응하는 변형율로 대치될 수도 있다(그림 

3.6.2-2(2) 참조). 여기서 사용된 동적해석 방법은 이러한 설계 제한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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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관 및 구속물 계통의 비탄성 거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특정 설계항복강도(Sy)를 10% 증가시키는 방법이 변형률 효과를 규명하는 

해석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동적해석 방법 및 절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계통과 구속물계통의 대표적인 수학 모델 

2) 선택된 해(Solutions)의 해석방법  

3) 해석된 배관파단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반응에 대한 해  

4) 증명할 수 있는 정밀도나 입증된 보수성을 가진 해

수학적 모델링과 해석의 범위는 선택된 해석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배관계통에 대한 동적해석 모델  

유체의 동적하중에 의한 배관 휩 구속물계통의 반응과 가상 배관파단에 대한 해

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KEPIC 코드등급 1, 2 및 3 배관계통과 다른 비안전성 고에너지 배관계통의 해석

시, 다음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

1) 집중 매개변수 해석모델 : 집중질량점(lumped mass point)은 계통의 관성과 

강성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스프링으로 연결된다. 반응의 시간에 따른 이력

은 구속물에서의 간격과 비탄성효과를 고려하면서 수치적분으로 계산된다. 계

산 시 최대허용 초기간격이 배관 휩의 최악의 동적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에너지균형 해석모델 : 파단배관의 첫 1/4 주기 운동동안 형성된 운동에너지

와, 충격을 통해 배관과 구속물 계통에 전달된 운동에너지는 상응하는 변형률

에너지(Strain Energy)로 바뀐다. 계산 시 구속물에서의 최대 허용 초기간격이 

배관 휩의 최악의 동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배관과 구속물의 변형은 흡수된 에너지의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 배관변형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는 계통에 전달된 총 에너지에서 공제될 수 있다. 배관 반

발이 구속물에 충격을 주는 경우, 반응의 첫 1/4 주기 이후에 구속물의 최대

반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중함수의 크기를 설정할 때 증폭계수(a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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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1이 사용되어야 한다. 더 상세한 동적해석에 의해 그 타당성이 입증

된다면 1.1이 아닌 다른 증폭계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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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이 범위는

사용하지

말 것 

변 위

그림 3.6.2-1 정격 에너지 소산 용량

응력                                  저항

이 

범위는

사용  

하지

말 것

변형률    Xm ↑ 변위

이 값은 사용  

(1) 하지 말 것                   (2)

그림 3.6.2-2 순수 인장 성분에 대한 제한

3) 정적 해석모델 : 분출추력은 보수적으로 증가된 정하중으로 표현되고 파단된 

계통은 정적 조건으로 해석된다. 증폭계수가 하중함수의 크기를 정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수는 유사계통에서 수행된 상세 동적해석에서 유



제3.6.2절 개정 5 - 2015 12- 10 -

도된 계수들과 비교하여 얻어진 보수적인 값에 근거해야 한다.

4) 다른 모델도 타당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다.

다. 입증된 분출추력에 대한 동적해석모델  

1) 가상배관파단 및 균열로부터의 분출유동에 의한 추력을 나타내는 시간종속 함

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합된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 (1) 배관파손이 일어

나는 순간 갑작스런 압력저하에 의한 추력파동(thrust pulse), (2) 파동전파와 

반사에 의한 추력 천이상태(Thrust Transient), (3)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분출

(steady jet)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용량을 가진 유체에너지 저장조가 

있다면, 방출 유량의 증가에 기인한 취출추력(이때의 방출유량은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대체방안으로서 아래의 III.2.다.4)에 나타나 있는 정상상태 

분출추력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2) 균열전파시간과 파손열림시간의 합이 0.001초 보다 크다는 것이 실험이나 동

적 구조반응에 근거한 이론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초기파동에 대해서는 

0.001초 이내의 상승시간 (rise time)이 사용되어야 한다.

3) 분출추력 하중함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압력, 엔탈피, 상류측 저장조에서의 

유체체적, 그리고 상당기간동안 파단부위에 고에너지 유동흐름을 공급하는 저

장조 용량과 관련되어야 한다. 천이함수의 형태는 파단부위와 계통 유동조건,

배관마찰손실, 유동방향 변화, 그리고 유량제한장치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수

정될 수 있다.

4) 만일 에너지균형모델이나 정적모델이 배관거동해석에 사용된다면, 분출추력은 

정상상태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양쪽의 경우 III.2.나.2)항 또는 3)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가된 계단함수(step function)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함수

는 다음 값보다 작은 값이어서는 안된다.

T = K x p x A

여기서, p = 배관파단전의 계통압력  

A = 배관파단면적  

K = 추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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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포화상태의 물, 그리고 증기-물 혼합체에 대해 K는 1.26보다 커야 하고,

과냉각되거나 순간 기화되지 않은 물에 대해 K는 2보다 커야 한다.

3. 분사충격력 모델에서 가정은 ANSI/ANS 58.2-1998의 지침과 일치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용이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에서는 분사확장 모델(Jet Expansion Modelling)과 관련된 일부 가정이 주변의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가상배관파단으로 인한 분사충격 하중을 비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본 안전심사지침과 ANSI/ANS

58.2에 제시된 분사추력 및 분사충격 하중을 위한 동적해석 모델과 관련된 사항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분사충격력에 대한 해석에 의해 분사충격하중이 가까이 있는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필수적인 기능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분

사충격력을 모델링할 때 허용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 분사부위는 10도를 넘지 않는 반각(Half Angle)에서 균일하게 벌어져야 한다.

나. 충격 분사(impinging jet)는 직선으로 분출된다.

다. 분사에 의해 어떤 단면적에 미치는 총 충격력은 시간과 거리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III.2.다.4)항에서 정의된 분사추력에 상응하는 총 크기를 가

져야 한다.

라. 충격력은 분사 단면적에 대해 균일하게 분포되고, 표적에 의해 가로막힌 부분

만이 고려된다.

마. 파단열림은 유효유동 파단면적과 같은 면적을 갖는 원형 오리피스로 가정될 

수 있다.

바. 파단점에서 배관직경 5배 범위내의 분사확장은 타당한 해석 또는 실험(F. J

Moody)의 확장모델에 의해 입증된다면 허용된다. 그러나 분사확장은 증기나 

물-증기 혼합체에만 적용할 수 있고, 포화된 물이나 과냉각된 물의 취출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기계 기기와 지지물에 미치는 배관파손의 동적 영향에 대한 해석은 내부 원자로 

압력용기 비대칭압력하중과 확장 비대칭 가압하중(참고문헌, NUREG-0609)의 영향

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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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의 평가결과, 신청자는 배관파손을 적절히 가정하였으며, 구조물, 계통, 기기

를 배관파손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이 결론

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신청자가 제안한 배관파손위치는 적절하게 명시되고, 가정되었다. 배관 휩과 분사

충격의 동적 영향에 대비한 배관구속물 및 보호수단의 설계는 안전성과 관련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2. 격납건물 내부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배관 파손과 유체누설로 인한 동적 영향

에 대한 보호설비는 첫째,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가 안전성관련 배관의 연속적

인 손상에 의해 악화되지 않음과 둘째,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기능이 이 동적 영향

에 의해 저하되지 않음을 적절하게 보장한다.

3. 신청자가 제안한 배관 및 구속물의 배치,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포함한 격납건

물내, 외부의 고·중에너지 유체계통에 대해 적용한 설계는 가상 배관파손 부위에 

아주 접근되어 있는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그리고 기기가 보호될 수 있음

을 보장한다. 그 설계는 격납건물내, 외부의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의 가상파손사고 

시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거나, 안전정지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관파손의 

영향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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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6.3절 파단전 누설 평가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6.2절에서 가정된 배관파손의 동적영향을 설계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규제기관에서 검토, 승인한 방법의 사용을 허용한다. 검토자는 동적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발전소별, 배관계통별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

정한다. 파단전누설(Leak-Before- Break, LBB) 평가가 승인되면, 배관 휩 구속물, 분사

충격 방호벽과 같은 보호수단의 사안별 제거가 허용되며, 기기, 기기 지지구조물, 기기 

내장품과 연결된 배관의 재설계와, 운전 중인 발전소의 관련사항 변경이 허가된다. 건

설중인 발전소나 앞으로 설계될 발전소에 대한 요건들도 마찬가지로 완화된다. 검토자

는 직접 및 간접 배관파손기구나 배관건전성에 관련된 다른 손상원인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분야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 발전소의 전 수명기간에 대한 다음 사항들의 평가

가. 수격현상

나. 크립 손상

다. 침식

라. 부식

마. 피로

바.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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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론적 파괴역학과 누설율의 평가 

배관의 초기 품질이 기여하는 인자와 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에 사용되는 가상 관통균열에 대한 적절한 감지여유

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누설감지 방법을 조사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배관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간접 파손기구를 조사한

다. 이는 지진사건, 인적 실수, 화재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계통의 과압, 또는 전기 

및 기계 제어계통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홍수 등이 포함된다. 기기에서의 비

산물, 움직이는 장비로 인한 손상, 배관 근처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파손 등도 

조사한다. 그러나 본 안전심사지침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미리 수행

된 해석 결과는 간접 배관파손의 잠재적 원인에 적용될 수 있다.

검토연계분야

파단전 누설 평가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LBB가 고려되는 배관의 응력해석에 대한 검토는 KEPIC-MN과 안전심사지침 

3.9.3절 만족여부에 대해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격납건물내 원자로 압력경계 누설감지 계통의 감지능력, 신뢰도, 민감도에 대한 

검토는 안전규제지침 6.1(또는 RG 1.45) 및 안전심사지침 5.2.5절의 만족여부에 대

해 안전심사지침 5.2.5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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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가상 배관파손에 의한 동적영향의 배제와 관련된 허용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배관에 대한 설계기준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명시된 조

건이며, 그 설계기준에는 원자력안전법령, 본 안전심사지침의 적용 가능한 부분,

RG, 그리고 KEPIC과 같은 산업기술기준을 포함할 수도 있다.

2. LBB는 KEPIC 코드 등급 1, 2 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배관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고에너지배관에 대한 적용은 KEPIC 코드 등급 1, 2의 요건에 제시된 설계 

및 가동 중 요건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고려된다.

3. 가상 배관파손으로 인한 동적 영향의 배제 여부는 각 원자력발전소의 특정 배관계

통에 대해 개별적으로 승인된다. 파단전누설은 개별적인 용접결합부나 기타 불연

속적인 위치에는 적용할 수 없다. 파단전누설은 전 배관계통이나 해석가능한 부분

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해석가능한 부분이란 앵커점 사이에 위치한 부분이다. 파단

전누설개념을 적용할 때, 모든 가능한 배관파손 위치를 조사한다. 이 조사는 본 안

전심사지침 3.6.2절에서 결정된 가상 배관파손 위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

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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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및 기기가 배관파손의 영향으로 보호되며, 의도된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

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2. LBB 해석은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가능성

이 극히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파손에 대한 충분한 여유도를 입증하는 

결정론적 평가와, 적절한 가동 중 계획과 함께 입증된 설계 및 제작방법을 포함

하는 결정론적 평가는 배관의 파손가능성이 극히 낮아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시

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파단전누설 평가시에는 설계기준 하중을 사용하고, 만일 배관형상이 설계도면과 

다를 때에는 건설후의 형상을 따른다. 지지구조물의 위치와 그 특성(예를 들어 

간극)을 확인하고, 밸브와 같은 기기의 중량과 위치도 확인한다. 방진기의 파손은 

파괴역학 평가시에 사용되는 응력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방진기의 신뢰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방진기 파손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관련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준수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

다.

2. 비정상적인 유체조건과 수화학 특성에 의한 침식, 침식/부식, 그리고 침식/공동

현상에 의한 배관 품질저하를 조사한다. 특정 배관계통에 대한 운전경험이 이 배

관 품질저하 기구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가로 엘보우(elbow)와 다

른 피팅(fitting)의 제작 시 벽두께 감소에 대한 평가를 코드상의 최소 벽두께 조

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때, 이 기구가 배관파단의 잠재

적 원인이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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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자는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열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질의 부식에 

대한 민감도, 높은 잔류응력 가능성, 환경조건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경수로형 

원전 Alloy 600/82/182의 1차응력부식균열(PWSCC)은 활성화된(Active) 열화기

구로 고려되어야 한다. Alloy 690/52/152의 경우에는 현재 LBB 적용의 목적으로

는 PWSCC에 민감하다고 고려하지 않는다. 특정 배관계통의 산업계 경험은 이러

한 열화기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규 원전에는 Alloy 82/182의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만약, Alloy 82/182의 재질을 사용할 경

우, 신청자는 PWSCC 완화조치에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

가는 PWSCC가 배관파손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4.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누설감지계통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가압된 

배관 계통의 누설을 결정할 때, 여러 원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여유

도가 주어져야 한다. 불확실성의 원인으로는 특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누설균열에 

대한 막음(plugging), 누설예측, 측정 기술 및 요원(Personnel), 그리고 기록주기 

등이 있다. 결정론적 파괴역학 평가에서 사용되는 관통균열에 대해 미확인 누설

을 감지할 여유도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누설감지계통의 신뢰도, 여유도, 그

리고 민감도를 검토한다. 안전규제지침 6.1(또는 RG 1.45)에 따른 누설감지계통이 

격납건물 내부의 배관 평가시 요구된다. 격납건물 외부의 배관계통에 LBB 적용

은 활용가능한 누설감지계통이 동등한 신뢰성, 다중성, 민감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미 승인된 누설감지방법에는 육안검사 또는 누설감지 계측기 사용과 같

은 국부 누설감지방법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원인의 영향에 대한 타당성을 입

증하지 않으면, 누설예측 시 누설크기결함을 결정하는데 10배의 여유도가 주어져

야 한다. 방사능 감지를 통한 누설감지가 어려운 2차 계통의 경우, 별도의 신뢰

성 있는 누설감지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2차 계통 누설감지를 위한 누설감지계

통은 안전규제지침 6.1(또는 RG 1.45)의 요건에 상당한 누설감지능력을 가져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6.1(또는 RG 1.45)에는 누설감지능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 적용대상 배관계통의 수격현상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 기구에 의한 배관파

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격현상은 일반적으로 증기수격

현상이나 물슬러깅(water slugging)과 같은 여러 가지 예상되지 않았던 높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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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수력학적 사고를 의미한다. 수격현상이 중요한 배관파손의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운전절차 및 운전조건의 검토와 함께 특정 배관계통에서 수격

현상 발생빈도에 대한 운전 경험상의 신뢰도가 이 현상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

다. 또는 운전절차의 개선과 함께 J-관,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s), 그리고 조

키 펌프(jockey pump)의 사용과 같은 설계변경이 수격현상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격현상의 발생빈도와 크기를 줄이는데 사용된 방법이 발전소 수명기

간동안 효과적임을 검토자는 확인해야 한다.

6. 크립과 크립피로의 영향을 검토한다. 페라이트계 강 배관의 경우 700℉ 이하에서 

운전되고,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경우 800℉ 이하에서 운전된다면, 크립과 크립피

로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7. 배관의 부식저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적용대상 배관계통에서의 부식빈도나 정

도에 대한 조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 운전조건의 개선(예, 수화학 조절)이나, 설계

변경(예, 배관재질의 교체)이 배관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잔류응력 개선처리는 응력부식균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LBB에 대한 다른 

규제조치에서 SCC 균열기구에 취약한 재질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완화방법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은 사안별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그러나 부적격 재

질의 경우, 응력개선처리(remedial stress improvement treatment) 만으로는 파단전

누설 개념을 적용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KEPIC-MI, 표 MIB-3514-1과 2

의 합격기준을 초과하는 평면결함을 갖는 부적격 배관에는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

용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완화방법으로 완화 조치된 부적격 배관에는 

만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함의 크기가 KEPIC-MI에서 허용하고 있는 결

함 보다 작다면,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다. Alloy 600/82/182 이종금

속용접부 응력부식균열 현안과 관련 완화조치(Mitigation) 및 계획에 대한 규제입

장의 재정립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관련 조치를 검토에 반영한다.

8.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정의된 간접파손기구가 배관파손의 원인이 아님을 입증

하기 위하여 간접파손기구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방진기 점검요건을 준수하면 방진기 파손율이 허용 가능한 수

준 으로 충분히 낮음이 보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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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관재질은 계통운전의 전 운전온도 범위에 대해 취성 벽개파단(brittle cleavage

type failure)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이것은 재질이 upper shelf 범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0. 검토자는 LBB 적용대상 배관이 피로에 의해 파손된 사례를 조사하고, 열피로와 

기계적 피로에 의한 배관파손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심각한 열피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도록 고온유체와 저온

유체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반복적인 열응력의 발생가능성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추가로 진동피로 균열 또는 손상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11. 다음은 허용이 가능한 결정론적 파단전누설 평가절차이다.

가. 재료 시방서

1) 모재, 용접부, 노즐, 그리고 안전단에 사용된 재료와 재료사양 확인. 파괴인

성치 및 인장 데이터, 열시효와 같은 장주기 효과(Long-Term Effects)

2) 실제 배관재 Heat의 재료 인성(J-R 곡선)과 인장 특성(응력-변형룰 곡선)은 

정상운전의 최대 운전온도(Upper Range) 근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재료 물성치 및 시험 

1) J-R 곡선을 구하는데 사용된 시편의 크기는 파단전누설 적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J-T 곡선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한다. 그러나 시편크

기에 대한 실제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험 시 요구되는 길이까지 균열

성장 실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NUREG-1061 Vol.3 또

는 NUREG/CR-4575에 나타나 있는 J-T 곡선 확장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2) 응력-변형율 곡선은 비례한도(Proportional Limit)에서 최대하중점까지 결정

되어야 한다.

3) 가능하면 물성치(인성치 및 인장치)를 얻기 위한 실험은 평가될 배관의 보

관재료(Archival material)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보관재료가 없

으면 발전소의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산업계의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시험재질은 모재와 용접부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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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위해 발전소별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인성치나 인

장치는 발전소 재질에 상응하는 재질의 파괴인성치나 인장 물성치의 하한

치(lower bound)가 되어야 한다. 발전소별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 데이터베이스가 평가대상이 되는 발전소 재질

을 대표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타당성은 나.2 항에

서 정한 발전소 재료 물성치를 발전소별 일반 데이터베이스내의 재료 물성

치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시험된 재료 히트(Heat) 및 용접절차 조건의 수량

은 실제 발전소 재질의 강도와 인성치 범위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발전소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인성치 및 인장치의 타당한 하한치는 별

도의 입증없이 각 재질의 안정성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산업계의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산업계의 재료사양(예 : A106 Grade B), 재료

형태 (예 : 오스테나이트계 강), 그리고 용접절차 등과 관련된 인장치 및 인성

치에 대한 합리적인 하한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데이터를 보관재료에서 구한다면, 재료의 각 히트(Heat)에 대해 3개의 

응력-변형율 곡선과 3개의 J-R 곡선이 있어야 한다. 시험은 발전소 정상운전의 

최대 온도 근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은 고온대기 상태와 같은 낮

은 온도에서도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온도는 정상운전 조건하에서의 배관

파손에 의한 안전성 문제와 유사한 안전성 문제가 배관파손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온도이다. 이 시험은 관심있는 온도에서의 인장치가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낮은 인성치가 파괴역학 평가시 

사용되어야 한다. 온도 의존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한 개의 모재 및 용접

부의 시편에 대해 한 개의 J-R 곡선과 응력-변형도 곡선으로 충분하다.

5) 동적변형시효 (dynamic strain aging) 효과에 의한 인장치 및 인성치의 저

하가 나타나는 배관 재질에 대해서는 인장치 및 인성치의 결정시 이 효과들

을 고려하여야 한다. 탄소강의 경우 동적변형시효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적파괴시험(dynamic fracture test)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3-1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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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석 및 평가 

1) 다른 승인 가능한 계산 절차나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파괴역학 및 누설율

계산 방법의 정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적용하중(힘,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의 타입과 크기, 하중의 원인, 조합방

법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배관 계통의 각 배관크기에 따라 모재, 용접부, 노즐,

그리고 안전단에 대해 응력과 물성치가 가장 열악하게 조합된 위치를 명시한다.

3) 상기 다.2) 항에서 규정한 위치에 관통균열을 가정해야 한다. 배관이 정상운

전하중을 받을 때, 설치된 누설감지장치로 10배의 여유도를 갖고 누설을 감

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균열은 충분히 커야 한다. 만일 보조 누설감지계통

이 사용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누설 평가시, 정상운전하중

(즉 자중, 열팽창, 그리고 압력)은 각각의 대수합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4) 파괴역학적인 안정성 해석방법이나 다.8)항에 따른 한계하중해석 방법을 사

용하여, 정상하중과 안전정지지진 하중이 조합된 하중상태하에서 가상 관통

균열에 대한 임계균열크기를 결정한다. 누설균열크기와 임계균열크기 사이

에 2의 여유도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다.5)항에 나타나 있는 하중조합방법

이 임계균열크기를 결정할 때도 사용되어야 한다.

5) 균열 안정성 해석을 통하여 작용하중에 대한 여유도를 결정해야 한다. 정상

하중과 안전정지지진하중을 합한 것의 1.4배의 하중이 걸릴 때, 누설크기균

열은 불안정한 성장을 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균열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최종균열크기는 양단파단을 일으키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중,

열팽창, 압력, 안전정지지진, 그리고 앵커지진거동 (Seismic Anchor Motion

: SAM)에 의한 하중이 각각의 절대값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면,

1.4의 여유도는 1로 줄일 수 있다.

Fcomb = [ FDeadweight ]+[ FThermal ] +[ FPressure ]+[ FSSE ]+[ FSAM ]

(Mi)comb = [ (Mi)Deadweight ]+[(Mi)Thermal ]+[ (Mi)Pressure ]+[ (Mi)SSE]+ [(Mi)SAM ]

[(M)comb]2 = [(M1)comb]2 + [(M2)comb]2 + [(M3)com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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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축력, Mi (i=1,2,3)는 모멘트의 i 성분, M은 총모멘트임.

운전기준지진(OBE) 조건에서 앵커지진거동 하중이 작다는 것이 입증되면,

안전정지지진(SSE) 조건에서의 앵커지진거동 하중 평가는 제외될 수 있다.

6) 배관구속물의 제거를 위하여 파단전누설(LBB) 개념을 적용할 때, 한계하중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오스테나이트계 강 배관에 

대해 다음에 제시되는 수정 한계하중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식 (1)로 주어지는 응력지수 SI에 대해서 식(2)로 주어지는 가상원주 방향 

관통균열의 총길이 L의 함수로 주어지는 주곡선(Master Curve)을 그린다.

SI = S + M * Pm (1)

L = 2 * θ * R (2)

여기서, S는 다음과 같다.

S = 2 * σf / π * [ 2 * sin β - sin θ ] (3)

β = 0.5 * [( π - θ ) - π ( Pm / σf )] (4)

θ : 가상원주균열의 반각 (radian)

R : 내반경과 외반경 사이의 평균(배관평균반경)

Pm : 압력, 자중, 지진을 포함하는 막응력 조합

M : 하중조합방법(즉 절대합 또는 대수합)에 따른 여유도

σf : 오스테나이트강 배관 재질범주에 대한 유동응력

만일 (2)식과 (4)식의 ( θ + β ) 가 π보다 크다면 S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S = (2 * σf / π ) * sin β (5)

β = - π * ( Pm / σf ) (6)

식 (1), (2), (3), 또는 (5)에서 주곡선을 구한 후, 주곡선에 하중과 오스테나

이트계 강 배관재질로부터 결정된 응력지수 SI값을 대입하면 원주방향 관통

균열에 대한 허용균열길이를 결정할 수 있다. 주곡선에 SI값을 대입하여 결

정된 허용균열크기는 요구되는 여유도를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식과 (5)식의 S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θ 값만이 허용된다. 주

곡선을 구할 때 사용되는 유동응력과 주곡선에 대입하는데 사용되는 S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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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모재와 TIG 용접 

주곡선을 구할 때 사용되는 유동응력은 다음과 같다.

σf = 0.5 * ( σy + σu )

여기서 σy 는 주어진 온도에서의 항복응력이고, σu 는 극한강도이다.

만일 주어진 온도에서의 항복응력 및 극한강도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주어진 

온도에서의 코드 최소치가 사용될 수 있고, 또는 (SI/17M) < 2.5이면 σf = 51

ksi, (SI/17M)≥ 2.5 이면 σf = 45 ksi가 사용될 수도 있다. 모재 및 TIG 용접

의 주곡선에서 사용되는 SI 값은 (7)식과 같다.

SI = M * ( Pm + Pb ) (7)

여기서 Pb는 자중,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1차 굽힘응력의 조합이다.

8) SMAW(Shielded Metal Arc Weld)와 SAW(Submerged Arc Weld)

주곡선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동응력은 51ksi여야 한다. SMAW 용접과 

SAW 용접에 대해 주곡선에 사용되는 SI 값은 (8)식과 같다.

SI = M * ( Pm + Pb + Pe ) * Z (8)

여기서 Pe는 정상 운전조건하에서의 팽창응력 조합이고, Z는 다음과 같다.

Z = 1.15 * [ 1.0 + 0.013 * (OD - 4) ] : SMAW (9)

Z = 1.30 * [ 1.0 + 0.010 * (OD - 4) ] : SAW (10)

여기서 OD는 배관외경(inch)이다.

허용균열길이가 SI 값에 대해 주곡선에서 결정되면, 하중 및 균열에 대한 여유

도가 각각 만족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절대합 하중조합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M=1 로 하여 구한 허용균열 길이가 누

설크기균열의 2배 이상이라면, 그 하중 및 균열에 대한 여유도는 만족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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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합 하중조합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첫째, M=1.4로 하여 구한 허용균열 길이가 

누설크기균열과 최소한 같다면 하중에 대한 여유도는 만족된다. 둘째, M=1.0 으

로 놓고 주곡선에서의 허용균열길이가 누설크기의 2배 이상이라면 균열에 대한 

여유도는 만족된다.

파괴역학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NUREG-1061 Vol.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특정발전소의 특정 배관에 대한 허용기준이 만족되었다면 배관파단의 동적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배관파손에서 동적영향이 배제되었으므로 배관 휩 구속

물이나 분사충격 방호벽과 같은 보호장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결정은 다

음 사항에 근거를 둔다.

1. 수격현상, 부식, 크립, 피로, 침식, 환경조건, 간접 원인은 배관파손의 원인이 되지 

않음이 입증된다.

2. 결정론적인 파괴역학 평가는 완전하게 수행되고, 승인이 가능하다.

3. 누설감지계통은 충분한 신뢰도, 다중성 및 다양성, 민감도를 확보하고 있고, 결정

론적 파괴역학에서 사용된 관통균열에서의 누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여유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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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7.1절 내진설계입력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내진설계입력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설계지진동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발전소 구조물 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

에 가해지는 설계지진동을 결정해야 한다. 설계지진동(지진입력운동 또는 통제운

동과 동의어)은 부지에서의 지진활동도와 지질학적 조건에 기초하여,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동적 내진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낸다. 설계지진동은 운

전기준지진(Operating Basis Earthquake, 이하 “OBE”)과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이하 “SSE”)과 같이 두 수준으로 고려하며 이 설계지반운동

의 세 방향 성분(수평방향 두 성분 및 하나의 수직방향 성분)을 검토한다. OBE와 

SSE에 대한 설계지반운동은 자유장내 지진동의 변동과 분포, 진원과 운동방향, 지

진파의 전파(propagation) 및 전달(transmission), 그리고 기타 부지응답특성을 포

함하는,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기술된 부지의 자유장 지진동에 관한 기술내용과 

일관되어야 한다. 자유장 지진동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 1.165,

1.208에 따라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따라 검토

한다. 이 규제지침들은,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에 필요한 

OBE 및 SSE 설계지진동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자유장에서의 지진동 응답

스펙트럼(Ground Motion Response Spectrum, 이하 “GMRS”)을 정의하는 허용 가

능한 절차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지고유 GMRS(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따라 검토)는 자유장 지표면에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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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양층이 지표 가까이에 있으나 이 토양층을 견고한 물질(competent material)

까지 완전히 굴착하여 제거하게 될 부지에 대해서는 노두 또는 굴착 후 드러날 가

상 노두에서 GMRS를 결정한다. 가상 노두에서의 지진동은 층내 지진동(in-column

motion)이 아닌, 자유면 지진동(free surface motion)으로 결정해야 한다. 견고한 

물질은 최소 1,000 ft/s의 전단파 속도를 가지는 현장(in-situ) 물질로 정의한다. 견

고하지 않은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굴착이나 굴착후 뒤채움으로 인해 

GMRS의 결정이나 정의 위치가 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Soil-Structure Interaction, SSI) 해석이나 다른 해석들에서는 이 연약한 토양 또는 

뒤채움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설계지진동은 다음 두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구조물 기초 깊이의 자유장에서의 수평방향 SSE 지진동은 최대지반가속도가 

최소한 0.1g인 적절한 응답스펙트럼이어야 한다.

(2)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OBE 및 SSE 지진하중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그

러나 OBE가 SSE의 1/3 이하로 설정된 경우에는 해석 또는 설계에 OBE를 고

려할 필요가 없다. OBE가 SSE의 1/3보다 크게 설정된 경우에는 OBE에 대한 

해석 및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응력,

변형도, 변위에 대한 제한 값들이 만족됨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OBE에 대한 

내진해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OBE의 크기를 검토한다. 안전심사지

침 전체에서, OBE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언제나 OBE의 크기에 따라 이 사

항이 적용된다.

가. 설계응답스펙트럼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사용된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자유장 지표면에서의 노두 지진동으로 지정하

거나, 또는 지표면 근처의 토양층을 견고한 물질까지 완전히 굴착하는 경우 견

고한 물질의 첫째 층 상부에서의 노두 지진동으로 지정한다. OBE와 SSE에 대

하여 제안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은 안전심사지침 2.5.2절에서 검토되어 허용된 자

유장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에 대해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

은 무작위 마루와 골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평활한 곡선이다. 설계에서는 평활

한 스펙트럼의 사용이 선호되며 이러한 스펙트럼은 표준발전소의 설계에서와 

같이 포괄부지 지진재해도 평가에 필요하다. 입력지진동(설계 시간이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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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평활하지 않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것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또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기초 깊이의 자유장에서의 수평방향 SSE 지진동 성

분이 최대지반가속도가 최소한 0.1g인 적절한 응답스펙트럼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도 검토한다.

나. 설계 시간이력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응답을 계산하기 위한 가속도시간이력을 

검토하며, 이 시간이력이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정도를 검토한다.

적절히 기록되거나 지정된 시간이력이 내진계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동으로 

가용하지 않을 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기 위

해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세 성분의 인공시간이력을 작성할 수 있다. 지

진동의 세 성분들 사이의 통계적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력들 사

이의 상관계수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공지진동 시간이력으로부터 구

해진 응답스펙트럼은 사용될 모든 감쇠값에 대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해

야 한다. 인공시간이력으로부터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절차와 이 응답스펙

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 내용을 검토한다.

지진동 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해진 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의 비교 외

에 스펙트럼 값을 계산하는 진동수 구간간격도 검토한다.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할 때 다음 선택사항중의 하나가 고려될 수 있다. 각 경

우에 시간이력은 실재시간이력일 수도 있고 인공시간이력일 수도 있다.

선택 1: 단일시간이력세트

단일시간이력의 사용을 정당화한 내용을 검토한다. 시간이력으로부터 작성한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함을 입증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검토

한다. 이때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는,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목표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이하 “PSD”) 함수를 만족함을 보여야 

하는 요구조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택 2: 복수시간이력세트

단일시간이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 및 설계에 

복수의 인공 또는 실재 지진동시간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이력을 묘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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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개변수들과 시간이력의 수를 검토한다. 응답스펙트럼 포괄요건 만족여부

와 관심진동수 범위에 대해 충분한 파워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복수시간

이력의 적절성을 입증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검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비선형해석이 적절할 수 있다(예를 

들어, 기존 구조물의 평가). 이러한 비선형해석을 계획할 때에는 실재 지진시

간이력을 사용한 복수시간이력해석이 적절하다. 비선형해석에 사용된 시간이

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감쇠값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에 사용된 임계감쇠값을 OBE와 

SSE에 대하여 검토한다. 임계감쇠는 자유진동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감쇠의 양으

로서 구조물의 감쇠능력에 대한 중요한 척도이다.

진동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서는 재료특성, 응력수준 및 기하학적 구성과 같

은 다양한 요인에 의존하는 에너지손실이 발생한다. 이 에너지소산, 즉 감쇠효과는 

가진입력의 일부가 열, 음파 및 기타 에너지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동

적 하중에 대한 계통의 응답은 계통에 존재하는 감쇠의 양과 유형의 함수이다. 동

적 해석시 현실적인 해석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적절한 값

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감쇠는, 보통 선형해석방법을 채택하는 실제적인 내진해석에서 경계조건의 변화,

접합부 미끄러짐, 콘크리트 균열, 간극, 응답진폭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다른 

효과들 등과 같은 많은 비선형효과를 고려하는데에도 역시 사용된다. 실재하는 

구조물에서 비선형효과로부터 생긴 에너지소산의 양인 계통감쇠와 “실제(true)” 재

료감쇠를 분리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하다. 설계에 사용되는 전체 구조감쇠는 보

통은 구조물의 총응답을 실험적으로 관측하여 결정한다.

감쇠에 대해서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부재들에 대해 사용한, 재

료감쇠와 계통감쇠를 검토한다. RG 1.61에 기술된 감쇠값 이외의 감쇠값이 적용

된 경우 그 근거를 검토한다.

3.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을 위해 지반을 유한요소나 집중-스프링으로 모델링하는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 묻힘깊이, 기반암 상부 토층깊이, 토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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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특성, 최고 지하수위, 구조물 기초의 치수, 전체구조물 높이, 부지의 지형학적 

조건, 지반특성 등을 포함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들의 지지매체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내진설계입력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자유장 지진동을 정의하기 위한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정보는 안전심사지침 2.5.1

절에서부터 2.5.3절까지의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2. 자유장 토양 매체와 지반특성의 해석에 사용된 지질공학적 변수 및 지질공학적 방

법은 안전심사지침 2.5.4절에 따라 검토한다.

3. 이 절에 따라 검토된 설계지진동을 활용한 내진계통해석은 안전심사지침 3.7.2절에 

따라 검토한다.

4. 이 절에 따라 검토된 설계지진동을 활용한 일부 설비(예, 매설 배관, 터널, 지상탱

크 등)에 대한 내진부계통해석은 안전심사지침 3.7.3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특정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OBE와 SSE에 대한 부지고유의 자유장 지진동 및 지반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 검토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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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입력은 다음의 관련 요건들이 만족

되면 허용 가능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10 CFR 100, Appendix A(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

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 안전관련 구조물, 기기 및 계통의 설계에 SSE

와 OBE의 두 지진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설계지진동

가. 설계응답스펙트럼

부지고유 GMRS(안전심사지침 2.5.2절에 따라 검토)는 자유장 지표면에서 결정

된다. 토양층이 지표 가까이에 있으나 이 토양층을 견고한 물질(competent

material)까지 완전히 굴착하여 제거하게 될 부지에 대해서는 노두 또는 굴착 

후 드러날 가상 노두에서 GMRS를 결정한다. 가상 노두에서의 지진동은 층내 

지진동(in-column motion)이 아닌, 자유면 지진동(free surface motion)으로 결

정해야 한다. 견고한 물질에 대한 정의가 규정상의 요건은 아니나, 많은 원자

로 설계에서 1,000 ft/s의 전단파 속도를 견고한 물질에 대한 정의로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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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이는 허용가능하다. 견고하지 않은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굴

착이나 굴착후 뒤채움으로 인해 부지고유한 GMRS의 결정이나 정의 위치가 변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이나 다른 해석들에서는 이 

연약한 토양 또는 뒤채움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물 기초 깊이 자유장에서의 수평방향 SSE의 최대지반가속도는 최소 0.1g

이상이어야 한다. 이 최소의 최대지반가속도에 해당하는 응답스펙트럼은, 기초 

깊이 자유장에서의 노두 응답스펙트럼으로 고려되는, 평활한 광폭 응답스펙트

럼(예를 들어, RG 1.60 응답스펙트럼, 또는,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다른 형상의 

응답스펙트럼)이어야 한다. 이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최대지반가속도 0.1g에 해

당하는 이 응답스펙트럼을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부지고유 GMRS로부터 결정하거나, 부지고유 GMRS를 포

괄하는 (RG 1.60 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광폭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결정한

다.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일관성 있는 구조물 기초 깊이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각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해 결정한다. 기초 깊이에서의 최소 0.1g 최대지반

가속도 요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초 깊이 응답스펙트럼을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다. 기초 깊이 응답스펙트럼이 최소요구응답스

펙트럼보다 크지 않으면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커지도록 설계응답스펙트

럼을 수정할 수 있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별도의 

응답스펙트럼 두 세트(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 및 수정하지 않은 설계응답스펙트

럼)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석과 설계에 사용한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록 2에는 이 절차에 대한 흐름도가 제시되어 있다.

자유장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보통 5% 감쇠값에 대해 결정한다. 내진해석 및 설

계를 위해 사업자는 사용된 모든 감쇠값에 해당하는 자유장 설계응답스펙트럼

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RG 1.60 응답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여러 감쇠값에 해

당하는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한 4개 진동수점에서의 증폭계수가 RG

1.60의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내진설계응답스펙트럼은 서로 직교하는 세 방향(두 수평방향과 한 수직방향)에 

대해 정해져야 허용가능하며, 두 수평방향에 대한 설계응답스펙트럼(최대지반

가속도 포함)이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재의 관례이다.

나. 설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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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와 OBE 설계지진동 시간이력은 실재시간이력 또는 인공시간이력일 수 있

다. 설계지진동 시간이력은 서로 직교하는 세 방향(두 수평방향과 한 수직방

향)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허용가능하다. 수평 및 수직 입력운동으로는 단일시

간이력 또는 복수시간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이력을 사용할 때 세 방향 

지진동 시간이력은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임을 보여야 한다. 시간이력들 사이의 

상관함수의 절대값이 0.16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력들은 통계적으로 독

립인 것으로 고려한다. 주어진 시간이력의 시작시간을 단순히 이동(shifting)시

켜 만들어진 시간이력은 사용할 수 없다.

선형구조해석에서는, 푸리에 스펙트럼의 저진동수 성분이 시간이력에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인공지진동 시간이력의 총 지속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는 정상상태 강진운동지속시간은, 저진동수와 고진동수에서 안전심

사지침 2.5.2절에 정의한 (NUREG/CR-672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진의 강진

운동 최장 지속시간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강진운동지속시간은 아리아스 

강도(Arias Intensity)가 5%에서 75%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이 아리아스 강도의 증가 상태에 대한 균일성을 검토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최소 강진운동지속시간은 6초이다. 지속시간에 더하여, 최대지반가속도(A), 최

대지반속도(V), 최대지반변위(D) 사이의 관계인 V/A와 AD/V2가, 등재해도 응

답스펙트럼(Uniform Hazard Response Spectrum, 이하 “UHRS”)을 정의하는 

적절한 제어지진들의 규모와 거리에 대한 특성값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매개변수들은 RG 1.208의 부록 D에 설명된, 저진동수 및 고진동수 지진사건에 

대한 값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비선형구조해석 문제에서는, 복수세트의 지진동시간이력을 설계지진동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각 세트의 지진동시간이력은 반드시 저진동수와 고진동수 지진

사건 특성으로 적합한 실재 지반운동기록으로부터 선정하여야 한다. 이 지진동

들의 진폭은 일정한 비율로 조정(scale)할 수 있으나 퓨리에 성분의 위상은 유

지시켜야 한다. 이 지진동 세트들의 적절성(지속시간 평가 포함)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선택 1: 단일시간이력세트

자유장에서 입력지진동으로 사용되는 인공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한 응답스펙트

럼은 다음 중 한 방법에 의한 포괄요건을 만족해야 허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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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 1

방법 1에서는, 인공지진동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한 응답스펙트럼은 지진응답

해석에 사용된 모든 감쇠값에서 자유장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해야 한다.

인공시간이력으로부터 스펙트럼 값(예, 스펙트럼 가속도)을 계산할 때, 스펙

트럼 값을 계산하는 진동수간격은 충분히 작아야 한다. 다음의 표 3.7.1-1

은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는, 허용 가능한 진동수간격을 보인 것이다.

표. 3.7.1-1 응답스펙트럼 계산을 위해 제안된 진동수 간격

진동수 범위(Hz) 증분(Hz)

0.2 - 3.0

3.0 - 3.6

3.6 - 5.0

5.0 - 8.0

8.0 - 15.0

15.0 - 18.0

18.0 - 22.0

22.0 - 최대관심진동수

0.10

0.15

0.20

0.25

0.50

1.0

2.0

3.0

인공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한 응답스펙트럼 값은 설계응답스펙트럼 값보다 

작게 되는 진동수가 5점 이하이고 작은 정도가 10% 이내일 경우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포괄한다고 간주된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동일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근접하게 포괄하도록 수

치적으로 작성된 인공 지반가속도 시간이력들이라도 이 시간이력들로부터 

구한 PSD 함수들은 서로 매우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현재 가용

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RG 1.60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가속도시간이력을 

작성하면 이 인공시간이력의 PSD 함수는 일반적으로 진동수에 따라 무작위

적이고 심하게 변동한다. 그리고 정해진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더 근사하게 

포괄하게 할수록 PSD 함수는 더욱 랜덤하고 심하게 변동하며,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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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SD 함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비안전측의 응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러므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사용되는 단일인공지

진동시간이력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응답스

펙트럼에 상응하는 목표 PSD 함수도 적절히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단일시

간이력을 사용할 때는 응답스펙트럼 포괄요구조건 외에도 인공시간이력의 

PSD 함수가 중요진동수 범위에서 목표 PSD 함수를 포괄함을 보임으로써 

관심있는 진동수구간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RG 1.60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스펙트럼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목표 PSD 함수에 대한 요구조건은 이 안전심사지침의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부록 1에 제시된 것과 다른 목표 PSD 함수를 사용할 경우는 그 타

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RG 1.60 응답스펙트럼 이외의 설계응답스펙트럼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목표 PSD 함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목표 PSD 함수 작성을 위해서는, NUREG/CR-5347에 요약 

제시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표 PSD의 작성절차는 사안별로 검토한

다. PSD 요구조건은 관심진동수 범위에서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2차적인 최소요구조건으로 포함된다. 지반운동은 여

전히 1차적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정의된다. PSD 기준만을 사용하게 

되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지 못하는 시간이력을 만들 수도 있다.

2) 방법 2

방법 2에서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거나 포괄하도록 작성한 인공지진

동시간이력은 다음의 가)항으로부터 라)항까지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 

조건들의 총괄적인 목표는 목표 응답스펙트럼에 근사적으로 평균 맞춤

(mean based fit)을 한 인공가속도시간이력(수정 가속도기록)을 작성하는 것

이다. 즉, 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한 스펙트럼 가속도의 목표 스펙트

럼 가속도에 대한 비(진동수별로 계산한 비)의 평균값이 1보다 약간만 커지

도록 한다. 이는 가속도시간이력의 퓨리에 진폭스펙트럼이 목표 퓨리에 스

펙트럼과 현저한 차이(gap)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시간이력은 시간간격이 충분히 작아야 하며 지속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 즉, 시간이력의 나이퀴스트(Nyquist) 진동수가 최소한 50 Hz(시간

간격이 0.01초 이하)이어야 하며 총 지속시간은 최소 20초이어야 한다.

만일 관심진동수가 50 Hz 이상이라면, 최대 관심진동수 이상의 나이퀴스



제3.7.1절     개정 5 – 2015. 12- 11 -

트 진동수(Nf=1/(2∆t), 여기서 ∆t는 시간간격)가 얻어지도록 시간이력의 

시간간격을 적절히 줄여야 한다. 시간이력의 총 지속시간은 이 진동수기

준들을 만족하는 영 채움(zero padding)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

나) 5% 감쇠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은 0.1 Hz ～ 50 Hz (또는 Nyquist 진

동수) 사이에서 계산하되, 응답스펙트럼 값을 계산하는 진동수는 0.1

Hz부터 각 10배 범위 즉, 0.1 Hz ～ 1 Hz, 1 Hz ～ 10 Hz, 10 Hz ～ 
100 Hz 범위마다 로그눈금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최소한 100개의 진동

수를 정의하여야 한다. 인공지진동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한 응답스펙트럼

은 관심진동수 범위에 대해 각 진동수마다 목표 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

여야 한다.

다) 가속도시간이력의 5% 감쇠 응답스펙트럼 값은 어느 진동수에서도 목표 

응답스펙트럼 값보다 작은 정도가 10%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 계산한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보다 작아지는 진동수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응답스펙트럼 값보다 낮은 응답스펙트

럼 값을 갖는 진동수의 범위는 이들 진동수의 가운데 값 기준으로 

±10% 진동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는 나)에서 정의한 진동수에 

대해 연속해서 9개 진동수점 이하에서, 계산한 응답스펙트럼이 목표 응

답스펙트럼보다 작아지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라) 방법 1의 PSD 요구조건 대신에, 인공지진동시간이력의 5% 감쇠비에 대

한 응답스펙트럼은 나)에서 정의한 어느 진동수에서도 (관심진동수 범

위에 대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30%보다 더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속도시간이력의 응답스펙트럼이 어느 진동수 범위에서라도 목표응답스

펙트럼을 30%보다 더 초과할 때는, 가속도시간이력의 PSD를 계산하여 

어느 진동수에서도 (관심진동수 범위에 대해) 에너지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작성되는 인공지진동시간이력은 UHRS를 정의하는 적절한 제어지진

들의 규모와 거리에 대한 특성값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선택 2 : 복수시간이력세트

이 안전심사지침의 I.1.나 항과 II.1.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물,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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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기의 해석과 설계에 여러 개의 실재시간이력이나 인공시간이력을 사용하

는 것은 허용가능하다. 선형구조해석에서는 최소한 4개의 시간이력을 사용하

여야 한다. 비선형구조해석에서는 시간이력의 수가 4개보다 많아야 하며 사용

한 시간이력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사안별로 검토한다. 이 검

토에서는 복수시간이력들의 특성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한다.

각각의 시간이력에 대해 계산된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수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한 평균응답스펙트럼은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포괄 요구조건 관점과 관심진동수 범위에서 

충분한 파워를 가져야 하는 관점에서, 복수시간이력세트의 적절성을 보이기 위

해서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II.1.나.2)의 방법 2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면 허용가

능하다. 방법 2를 적용할 때, 이 방법의 가) 항과 나) 항에 제시된 기준은 각 

시간이력에 대해 만족되어야 하며, 다) 항과 라) 항에 제시된 기준은 복수시간

이력 세트에 대한 평균 결과에 대해 만족하면 된다.

2. 감쇠값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은 RG 1.61과 일치할 

경우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RG 1.61에 제시된 감쇠값과 다른 감쇠값(예

를 들어, 그보다 더 큰 감쇠값)을 뒷받침하는 실험자료가 제출될 경우, 그 감쇠값

을 동적 내진해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감쇠값들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

다.

추가로, 응력수준과 감쇠값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사항은 

RG 1.61의 해당 규제입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감쇠값과 응력수준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와 다른 방법이 사용될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토양지반의 재료감쇠값은, 지반특성값의 변동성 및 지반내의 변형도를 고려한, 타

당성이 인정된 값 또는 다른 적절한 실험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포화상태의 지반

상태에 대한 재료감쇠뿐만 아니라 공극압 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에너지소산도 포

함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최대 지반감쇠값은 15%이다.

3.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에 대한 기술내용은 기초 묻힘깊이, 기반암 위의 토

층깊이, 토양의 층상특성, 설계지하수위, 구조물 기초의 치수, 전체구조물 높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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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반깊이에 따른 전단파속도, 전단탄성계수, 포아송비 및 밀도 등의 지반특성

을 포함해야 허용가능하다. 기초지반 물질의 최소 전단파속도가 1,000 ft/s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균 전단파속도와 이 전단파속도의 변동 정도가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 침하 가능성, 기초요소의 설계 등에 주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제안된 대안 방법이 어떻게 II절(허용기준)에 기술된 관련 법적 요건을 만

족시키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신청자가 평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 설계지반운동

가. 설계응답스펙트럼

적용한 모든 감쇠값에 대해 OBE와 SSE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이 II.1.가.1) 항에 

주어진 허용기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설계응답스펙트

럼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허용기준을 만족시킴을 적절히 입증하지 못한 사항

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자에게 추가로 기술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통지한다.

나. 설계 시간이력

설계지진동 시간이력을 정의하는 방법이 II.1.나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2. 감쇠값

OBE와 SSE에 대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이 

II.2 항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감쇠값에 적절하게 

입증되지 않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추가로 기술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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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지매체

II.3 항의 허용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지지매체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검토한다.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

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검토자의 검

토와 계산(필요시)이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하여 이 결론을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또한 검토자는 이 결론에 대한 근거도 기술한다.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사용된 내진설계변수들이 허용가능하며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3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하였다. 이 결론

은 다음 내용에 근거를 둔다.

부지에서 예상가능한 지진이 적절히 고려되고 SSE와 OBE의 두 지진수준이 고려되

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3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이 

요건들을 아래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여 만족시켰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적용된 OBE와 SSE에 대한 내진설계

응답스펙트럼이 안전심사지침 2.5.2절에 제시된 자유장 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거나 

초과한다. SSE에 대한 구조물 기초 깊이에서의 자유장 지진동의 수평성분은 최대

지반가속도가 최소 0.1g인 응답스펙트럼을 적절히 만족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은 RG 1.61과 일

치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에 사용된 인공지진시간이

력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고 관심진동수 영역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도록 

진폭과 진동수성분이 수정되었다. 안전심사지침 2.5.2절과 RG 1.61의 추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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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함으로써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보

수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내진설계입력이 적절히 정의되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4.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5. Regulatory Guide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Analysis for Nuclear

Power Plants."

6. NUREG/CR-6728, "Technical Basis for Revision of Regulatory Guidance on

Design Ground Motions: Hazard- and Risk-consistent Ground Motion Spectra

Guidelines."

7. Regulatory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8.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165,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eismic Sources

and Determination of Safe Shutdown Earthquake Ground Motion."

10. Regulatory Guide 1.206, "Combined License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11. Regulatory Guide 1.208, "A Performance-Based Approach to Define the

Site-Specific Earthquake Ground Motion."

12. NUREG/CR-5347, "Recommendations for Resolution of Public Comments on USI

A-40, Seismic Design Criteria," Jun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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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7.2절 내진계통해석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SSCs)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내진해석방

법(응답스펙트럼해석법, 시간이력해석법, 등가정적하중해석법)을 검토한다. 기초의 

비틀림, 건물 전체의 회전 및 병진자유도의 모델링을 포함한 동적 계통해석방법을 

검토한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oil-structure interaction, 이하 SSI) 효과의 모델링

을 검토한다. 중요 모드의 채택방법과 적절한 질점 자유도 수를 검토한다. 동적 내

진해석 시 지지점 사이의 최대상대변위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동적 

내진해석 시 고려되는 동수력학적 효과 및 비선형해석과 응답 등 기타 중요한 영

향도 검토한다. 각 검토분야별로 검토자는 관심 있는 대표위치와 정량적 지진응답

을 선택한다. 임의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한 해석대신에 실험이나 경험적 방

법이 사용될 경우, 실험절차, 하중수준(load level) 그리고 적용근거를 검토한다. 본

지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탄성한계 부근의 허용응력과 연계된 선형탄성

해석을 다룬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예를 들면, 기존구조물의 평가) 제한된 비탄성

/비선형 거동의 개념이 적절할 때 허용가능하다. 비탄성/비선형을 고려한 실제해

석은 사안별로 상세히 검토한다.

2. 고유진동수 및 응답

운영허가 심사를 위해,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한 중요 고유진동수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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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변위 및 부재력)을 검토한다. 또한 주요 내진범주 I급 부계통 지점에서의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in-structure response spectra)을 검토한다.

3. 해석모델링 절차

내진계통해석을 위한 모델링(구조물의 기계적 특성, 부재강도의 모델링, 질량(구조 

질량, 활하중, 층하중, 기기하중)의 모델링, 감쇠의 모델링, 동수력학적 효과의 모

델링 등이 포함)에 사용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구조물이 계통해석의 일부분

으로 해석되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부계통으로 해석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

를 검토한다. 또한 구조물의 모델링 시 층과 벽체의 유연성을 다루는 방법도 검토

한다.

4.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지진동 응답스펙트럼(ground motion response spectra, 이하 GMRS)은 구조물이 

없는 자유장의 지표면에서 정의된다. 지표면 근처에 토층(향후 적당한 물질

(competent material)이 노출되도록 굴착될)이 있는 부지의 경우, GMRS는 노두 또

는 굴착 후 나타날 가상노두에서 정해져야 한다. 가상노두에서의 운동은 주내

(in-column) 운동이 아닌 자유표면 운동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견고한 물질

(competent material)은 전단파속도가 최소 1000 ft/sec(fps) 이상인 현장재료로 정

의한다. 지지매체(암반이나 토양)의 변형성 때문에 기초에서 결과적으로 기록된 운

동은 상응하는 자유장운동과 다르다. 기초에서의 운동과 자유장운동 사이의 이 차

이가 SSI 효과이다.

적용가능하려면 내진계통해석에서 SSI를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모델링방법(기술적 근

거를 포함한)을 검토한다. 특정한 모델링방법을 허용하는데 고려되는 요인은 (1) 묻

힘 정도, (2) 토양층/암층의 층상, (3) 지반-구조물 모델의 경계이다. 모든 SSI 해석

에서 아래와 같은 현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가. 토양과 암반의 구성 및 재료특성의 랜덤한 성질

나. 지반 구성모델링(지반 강성, 감쇠 등)의 불확실성

다. 비선형 지반거동

라. 구조물과 지반 사이의 연계

마. 일반적으로 모든 수평방향에서 대칭으로 가정되는 지반측면도의 대칭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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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층/암반의 유연성에 의한 효과

사. 기초의 유연성에 의한 효과

아.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효과를 포함하는, 구조응답에 미치는 공극수의 영향

자. 지진동안 구조물(구조물 매입부분 및 기초)과 지반 사이의 접촉 상실 또는 부

분 분리의 영향

변형에 따른 지반특성(감쇠, 전단계수, 공극압 산출), 층상 및 지반특성의 변동을 

해석에 구체화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지반-구조물 계통의 모델링 시 가정사항 및 

전산프로그램 인증서류를 검토한다.

적용가능하다면, 지반-구조물 계통모델의 하부경계와 측면경계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검토한다. SSI 해석 시 인접구조물이 구조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이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를 검토한다.

SSI 계통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진운동의 모사를 위해 모델경계에 

작용시키는, 잘 정의된 가진이나 하중함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에 발전소부지 자유장 지반매체의 응답운동이 설계지반운동과 동일하도록 경계에 

작용하는 가진계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가진계통의 재작성에 관한 절

차와 이론을 검토한다.

SSI 해석을 사용하지 않는 근거처럼 SSI 해석에 사용되는 다른 모델링방법도 검토

한다.

5.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 작성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예를 들면 층응답스펙트럼) 작성 절차 및 방법을 검토한다.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다. 설계응답스펙트럼 포괄조

건 및 PSD 함수 포괄조건을 만족하는 단일 또는 복수(실재 또는 인공) 지반시간

이력을 고려하는 시간이력해석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시

간이력해석을 포함하지 않는,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의 직접작성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이런 기법들의 사용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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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지진응답 결정시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시간이력 또는 응답스펙트럼)을 고려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단일 시간이력 해

석 시 세 개의 인공지반운동시간이력(두 수평방향 및 한 수직방향)이 적용되는 경

우 세 성분 사이의 통계적 독립성도 검토한다.

7. 모드응답의 조합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지진응답을 계산하는데 모드시간이력해석법이나 응답스펙

트럼해석법이 사용될 경우, 총 응답이 지진사건 동안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거동

을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진동수 모드(ZPA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 효과가 총 응답에 기여하는 정도를 검토한다.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 응답스펙트럼의 경우 ZPA 진동수는 약 33 Hz이다. 응답스펙트럼해석

법 적용 시, 밀집모드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 모드응답 조합절차에 관한 기술내용

을 검토한다.

8.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또는 일부분의 내진설계 시,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 또는 그 

일부분의 지진 운동의 영향을 고려하는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기능을 계속 유지하

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파괴로 인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안전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주제어실 운전원을 무능력하게 하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검토한다. 지진에 의한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구조적 파

괴로부터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을 보호하는데 사용된 설계특성 어떤 것이라도 검토

한다.

9. 변수의 변동이 층 응답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특성, 임계감쇠값, 지반특성, 그리고 SSI의 예견된 변동이 층 응답스펙트럼

과 시간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 사용된 절차를 검토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적용 가능할 경우,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시 수직방향 하중산

정에 수직내진계통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대신에 등가정적계수를 사용하는데 대한 



제3.7.2절     개정 5 – 2015. 12- 5 -

정당성을 검토한다.

11. 비틀림효과 고려방법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내진해석 시 비틀림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내

진범주 I급 구조물의 내진 해석 및 설계 시 비틀림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근사법의 

보수성 평가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또한 구조응답을 계산할 때 우발적 비틀림

에 관한 고려도 검토한다.

12. 응답의 비교

적용 가능하다면 모드응답스펙트럼해석법과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한 주요 내진범

주 I급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비교한다.

13.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연계된 계통 구조모델 내 다른 요소들의 다른 임계감쇠값을 고려하는 해석절차를 

검토한다.

14.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에 사용된 방

법과 절차에 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가 있는 절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장 지진지반운동을 확립하기 위한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정보는 2.5.1절에서 

2.5.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2. 자유장 및 현장지반매체의 해석에 적용된 지질공학적 변수 및 방법, 지반특성은 

2.5.4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설계 지진지반운동(응답스펙트럼 및 시간이력)은 3.7.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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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뼈대지지구조물, 야드구조물 등 내진범주 I급 부구조물, 매설배관·터널·도

관, 콘크리트댐, 지상저장탱크 등에 대한 내진부계통 해석은 3.7.3절 주관검토부서

가 검토한다.

5. 모든 적용가능 하중조합에 대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는 3.8.1절에서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설계지진지반운동(SSE 및 적용가능한 경우 OBE), 일반부지 또는 부지고유의 지반

특성, SSI 해석은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전반적인 검토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내진계통해석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

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요

한 계통 및 기기가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

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지진 등의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

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은 해당 부

지 및 인근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지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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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은 정당화된 적절한 동적 해

석방법 또는 등가정적 해석법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일반

적으로 구조물의 탄성한계 부근의 허용응력과 연계된 선형탄성해석을 다룬다. 그

러나 특별한 경우(예, 기존 구조물의 계산)에, 적절하게 제한된 비탄성/비선형 거

동의 개념을 허용한다. 비탄성/비선형을 고려하는 실제해석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가. 동적 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계산할 때 동적 해석(예, 응답스펙트럼해석

법, 시간이력해석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등가정적 하중법이 정당화되면 사용할 

수 있다. 허용가능하려면, 동적 해석에서 다음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1) SSI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해석방법(예, 시간이력해석법(시간영역해 

및 진동수영역해),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의 사용. 일반적으로 응답스펙트럼해

석법은 SSI 해석에 적당하지 않음.

2) 지진지반운동의 세 직교성분(수평방향 둘 및 수직방향 하나)에 대해 내진해

석이 수행되어야 함.

3) 구조물과 기초(footing, 기초판, 묻힌 벽체 포함)의 비틀림, 회전 그리고 병

진응답의 고려

4) 동적 모델링 시 적당한 질량자유도수를 사용

질량자유도수의 적절성은 예비 모드해석이나 분포질량모델과 동적 모델에 

대한 정적 해석결과의 상관관계로 확인가능하다.

가) 각 가진 방향(두 수평 및 한 수직)에 대해 관련 스펙트럼의 ZPA 진동

수보다 작은 모든 모드가 해석해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모드수의 예측 및 적당하게 부드러운 모드형상

의 생성을 위해 충분한 질량자유도수가 동적 모델에 포함되는가를 입

증하도록 예비 모드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질량자유도 사이

에 모드변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드형상이 보이면, 동적해석에 포

함된 모든 모드에 대해 적당하게 부드러운 모드형상을 얻을 때까지 

질량자유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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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 단계를 수행한 후, 세 가진 방향에 대해 동적 모델의 1g 정적해석

을 수행하고, 분포질량모델에 대한 정적해석 결과와 비교한다. 상관관

계의 부족(특히 지점부 및 인근)은 불충분한 질량자유도수를 나타낸다.

5) 응답스펙트럼법 또는 모드중첩시간이력법이 적용될 경우, 고진동수 모드(영

주기가속도 진동수 보다 큰 진동수의 모드)와 관련된 응답이 RG 1.92 Rev.

2에 따라 총 동적 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6)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인근 지지점사이의 최대 상대변위를 

고려

7) 관의 상호작용, 외부에서 가해지는 구조적 구속(structural restraints), 동수

력하중(질량 및 강성 효과), 비선형응답 등의 중요한 영향 포함

나. 등가정적 하중법

등가정적 하중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가능하다.

1) 계통을 간단한 모델로 실재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응답에 관해 보수적인 결

과를 낳는다는 정당성이 제공된다. 단순 방법의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

사구조물에 대해 발표된 결과 또는 전형적인 예가 제출될 수 있다.

2) 설계 및 관련된 단순화한 해석이 모든 지지점사이의 상대적 변위를 고려한다.

3) 간단한 모델로 표현되는 구조물, 기기 및 부품의 등가정적 하중을 구할 경

우, 적용가능한 지반응답스펙트럼이나 층응답스펙트럼의 첨두가속도에 계수 

1.5가 적용된다. 1.5보다 작은 계수는 적절하게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 사용

할 수 있다.

2. 고유진동수 및 응답

적용가능하려면 다음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격납건물을 포함한 대표적인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들에 관한 모드질량,

유효질량,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모드응답 및 총응답들을 요약한 것 또는 직

접적분법 사용 시 총응답을 요약한 것

나. 발전소 주요기기의 설치 높이 및 지지점에서 설계에 사용된 가속도시간이력

(두 수평 및 한 수직) 또는 다른 운동변수 또는 응답스펙트럼(두 수평 및 한 

수직)



제3.7.2절     개정 5 – 2015. 12- 9 -

다. 복수시간이력 사용 시에는 입력설계 시간이력과 출력응답 사이의 통계학적 

관계에 관한 정당성 검증을 포함하여 (변수의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을 고려

한 절차, 설계응답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절차(예를 들어, 복수설계 시간이력으

로부터 작성된 평균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한다면, 복수해석

으로부터 작성된 평균응답을 설계에 사용)

3. 해석모델링 절차

원자력발전소 설비는 매우 복잡한 구조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용가능하려면,

구조계통의 강성, 질량, 그리고 감쇠특성이 해석모델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해석모델링 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계통 및 부계통의 분류

기초 및 지반매체와 결합된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내진계통으로 정의된

다. 내진계통으로 정해지지 않은 다른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내

진부계통으로 간주된다.

나. 부계통의 비연계기준

일반적으로 비연계에 기인하여 내진계통과 부계통의 진동수가 오차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정도임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질량비 Rm과 진동수비 Rf가 결

과를 좌우함을 알 수 있고, 이 때 Rm과 R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지지된 부계통의 총질량
Rm = ────────────

지지계통의 총질량

지지된 부계통의 최저고유진동수
Rf = ───────────────

지지점운동의 지배진동수

다음의 기준이 허용가능하다.

1) Rm < 0.01 이면, Rf에 관계없이 비연계화 가능

2) 0 01 ≤ Rm ≤ 0.1 이면, 0.8 ≥ Rf ≥ 1.25 인 경우 비연계화 가능

3) Rm > 0.1 이면, 부계통모델이 주계통모델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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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통이 지지계통에 비하여 강하고 지지계통과 강결된 경우, 단지 부계통의 질

량을 주계통모델의 부계통지지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매우 

유연하게 연결되어 지지된 부계통의 경우(예를 들어, 행거로 지지된 배관), 부계

통은 주계통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부계통으로 정의되는 기기 

및 부품은 주구조물과 비연계된 계통으로 해석되고(또는 시험되고), 비연계된 

계통의 지진입력은 주구조물의 해석에 의해 구해진다. 이런 절차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예외는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부계통으로 볼 수 있

으나 대개 주구조물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연계시킨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다. 구조물의 모델링

원자력계에서는 집중질량보요소모델과 유한요소모델의 두 종류의 구조모델이 

널리 사용된다. 다음의 지침을 만족하면 둘 중 어느 모델도 적용가능하다.

1) 집중질량보요소모델

도심(축방향 및 휨 변형의 중립축), 강성중심(전단과 비틀림 변형의 중립축)

및 구조물 질량중심 사이의 편심이 내진해석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내진범주 I급 및 적용가능한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응답을 결정하기 

위해 동적 모델링 시 적절한 이산화된 질량자유도수를 선정하는 것은 본 지

침 II.1.가.4)의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2) 유한요소모델

구조계통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유한요소의 유형은 구조물 상세, 해석의 

목적, 유한요소의 근거 이론식에 좌우되어야 한다. 구조물의 수학적 이산화

는 요소크기의 효과, 형상, 해 정확도에 대한 종횡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요

소크기는 상세모델을 사용해도 해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을 근

거로 선정되어야 한다.

3) 동적 응답 계산을 위해 집중질량보요소모델 또는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할 때,

동적 지진하중에 의해 가진될 수 있는 최저고유진동모드를 가질 수 있는 독

립적인 층슬라브 및 벽체 등의 구조물 국부영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구

조물내응답스펙트럼에 추가적인 증폭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국부적인 진동모드는 동적응답모델에 적절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상세

구조설계를 위해 전체구조물 및 국부적인 영역에 가해지는 추가 지진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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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내진해석을 위해 3차원 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3차원모

델로부터 생략시킨 자유도의 연계효과가 중요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간단한 

모델이 사용가능하다.

라. 동적 모델에서 층하중, 활하중, 주요 기기의 표현

작은 기기, 배관, 전선로 등의 잡다한 고정하중을 나타내기 위해 구조질량과 더

불어 ft2당 50 lb의 층하중에 상응하는 질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층설계 활

하중의 25% 및 지붕설계 설하중의 75%에 상응하는 질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기기의 질량은 대표적인 층면적에 분포시키거나 기기위치에 집중질량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마. 구조물 동적 모델링의 특별 고려사항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동적 모델은 모든 적용가능한 하중

조합에 대한 상세 설계해석에 사용되는 구조물 모델보다 상세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동적모델에서 결정된 지진응답하중을 모든 적용가능한 하

중조합에 대한 상세 설계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 모델에 적용시키는 방법

이 필요하고, 기술적 적합성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4.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완전한 SSI 해석을 위해서는 지표상 구조물 또는 묻힌 구조물의 운동학적 상호작용

과 관성 상호작용에 의한 모든 효과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조건

이 만족된다면, 직접법과 부분구조법에 근거한 어떤 해석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가. 해석 결과, 지반운동, 방사감쇠의 3차원효과, 토층 및 부지응답해석에 의한 비

선형효과의 공간적 변동을 적당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물, 기초,

그리고 지반을 적절하게 모델링한다.

나. SSI해석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설계지진지반운동이 본 지침 3.7.1에 정의된 설

계응답스펙트럼과 상응해야 한다.

기본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설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SSI 해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방법에 충분한 신뢰성이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나 이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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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들을 이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성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이행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SSI해석 수행 시 다음의 고려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 중요한 변수들(예, 측벽의 잠재적 분리 및 토질의 미끄러짐, 매립물의 비대칭

성, 경계의 위치)을 확인하고 최종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민감

도연구를 수행한다. 더 낳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근거가 충분하고 적절히 입

증된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여 이런 민감도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적절한 검증문제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어떤 SSI방법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

음을 보여야 한다.

다. 검토분야 I.4에서 논의된(해당부지에 적용되는) 불확실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매

개변수(예, 지반특성)를 적절하게 변화시켜 충분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한다.

SSI효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고정지반해석을 수행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SSI해석을 수행하지 않는 근거와 정당성을 사안별로 검토한다. SSI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조물 기초슬래브에서의 입력운동으로는 본 지침 3.7.1절에서 검토된 

설계지반운동을 사용한다.

전체 SSI 계통의 구성부분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구조물 모델링

II.3에 기술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나. 지지지반의 모델링

구조물 매립효과, 지하수 효과 및 지반의 층상효과가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반매체의 반무한체 모델링을 위하여 진동수 변동 및 층상효과가 포함된다면 

집중변수(지반스프링)방법과 유화함수(compliance function)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한한 경계로 지반매체를 모델링하는 경우, 모든 경계가 적절하게 모의

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경계종류는 타당해야 하고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연속체의 이산화를 위하여 유한요소법과 유한차분법이 허용가능하다. SSI해석

에 사용된 물성값들은 자유장 부지응답해석에서 발생하는 지반변형도와 부합하

는 물성값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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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초면 하부의 전단파속도가 8,000 fps 이상인 재료 상에 구조물이 건설

되면 고정지반가정이 적용가능하다.

다. 입력지반운동

SSI해석에 사용되는 입력지반운동의 작성에 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1) 설계지진지반운동이 일반응답스펙트럼(예, RG 1.60 또는 NUREG-0098) 형태

로 정의된다면, 지반운동의 위치는 지반단면의 특성과 모순이 없어야 한다.

깊이에 따라 특성의 변화가 비교적 일정한 견고한(competent) 토양 또는 암

반으로 구성된 지층의 경우, 지반운동의 위치는 정지면의 최상부 지표면으

로 정해져야 한다. 견고한 재료 위에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얇은 토층이 쌓

여 있는 지층의 경우, 부지근처에 있는 견고한 재료상부에 위치한 (실재 또

는 가상) 노두에 지반운동의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2) 설계지진지반운동이 등재해스펙트럼의 부지고유의 계산으로 정의된다면, 지

반운동의 위치는 자유장 지표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지표의 지반운동을 작

성할 때 연약한 지층의 잠재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견고한 물질이 

드러나도록 지표인근 지층이 완전 굴착되는 부지의 경우 굴착이후에 존재할 

노두 또는 가상노두에서 지반운동응답스펙트럼이 정해진다. 이 가상노두에

서의 운동은 주내운동이 아닌 자유표면 운동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견고한 

물질은 전단파속도가 1,000 fps 이상인 현장물질로 정의된다.

3) 위에 언급된 SSI해석의 지침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초깊이의 자유

장에서 가속도응답스펙트럼(운동의 수평방향성분)의 진폭은 자유장 정지면에 

해당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의 60% 보다 작지 않아야만 한다. (아래에 기술

된 SSI 해석을 위한 상세지침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지반특성의 변동

을 고려할 때, 이 60% 한도는 세 가지 지반특성에 해당하는 세 가지 스펙트

럼을 포괄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

수반되는 회전운동성분이 무시되는 경우, 기초위치에서 수평성분의 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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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해석을 위한 상세지침

다음은 SSI 해석의 몇 가지 중요한 면에 대해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검토자의 주

의를 끌기 위한 상세지침이다. 이 지침은 어떤 방법론 또는 SSI 해석의 적용에 대

한 필수요건은 아니다.

• 지반의 거동은 비록 비선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선형기법으로 근사화 될 

수 있다. 대형시험 또는 실제지진에 의한 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족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면, 정밀한 비선형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비선형지반거동은 다음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 자유장 지반퇴적물의 반복선형해석으로부터 전형적으로 결정된 등가선형 지

반재료특성을 이용. 1차 비선형성.

- 연계된 지반-구조물 계통의 반복선형해석 수행. 1차 비선형성 및 2차 비선형성.

비선형해석이 선택된 경우, 비선형해석의 결과는 선형 또는 등가선형해석에 근

거하여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NUREG/CP-0054).

• 별도의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수평 및 수직 응답의 중첩은 간단한 재료모델이 가

용하다고 간주되면 (비선형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될 때) 허용가능하다.

• 자유장 지진운동의 해석으로부터 추산된 변형 종속적인 지반특성(예, 전단계수,

감쇠)은 본 지침 2.5.4절에서 검토된 지질공학적 정보와 모순이 없어야만 한다.

• 표준발전소 설계를 이용하는 경우, 부지고유 스펙트럼이 표준 발전소설계스펙트

럼보다 낮으면 SSI 평가는 표준 발전소설계에 중점을 둔다.

• 부지의 토양 및 암반 특성의 잠재적 변동가능성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충분한 

SSI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세 토양/암반 종단면도(profile)가 이 해석

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SSI효과 평가 시 최적추정(best estimate, 이하 BE) 총

단면도, 하한추정(lower bound, 이하 LB) 종단면도, 상한추정(upper bound, 이

하 UB) 종단면도. 부지 종단면도 각 층의 특성은 저변형도 전단계수, 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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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전단계수 감소, 변형도 종속 시간이력 감쇠 특성의 항으로 전형적으로 정

의된다. 이런 값들은 부지재료의 동적 시험실 실험 내지 발간된 논문에서 얻어

진 정보로부터 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반에 적합한 일련의 특성의 적절성을 검

토한다.

특정부지에 대해, 부지 비선형 특성뿐만 아니라 부지고유의 설계지반운동 효과

를 설명하려는 여러 번의 자유장 부지응답해석 결과로부터 전형적으로 반복 수

정된 전단계수 및 감쇠값이 결정된다. 각 재료층의 저변형도 특성이 BE값으로 

선택되어 단지 한 번의 부지응답계산이 수행된다면, 그 결과로 반복 수정된 특

성이 결정된다. 토양/암반의 전단계수(G)의 상한 및 하한값은 BE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GLB = GBE / (1+COV)

GUB = GBE × (1+COV)

여기서 COV는 부지재료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변동계수이다. 상응하는 감쇠

특성은 전단계수와 연관된 적합한 변형도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부지특성을 작성하기 위해 Monte Carlo 기법을 이용하여 많은 수의 부지응답

계산(30에서 60 회의 부지응답계산)을 수행한다면, 반복 수정된 BE, LB, UB 부

지특성을 결정하는데 이 계산이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BE특성은 결과 값의 평

균으로 결정되고, UB 및 LB 값은 +/- 1 sigma로부터 선정된다. 종단면도 각 

재료에 대해 안정된 sigma값을 얻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부

지응답계산의 수행이 필요하다.

조사가 잘된 부지의 경우 COV는 0.5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가 잘되지 않은 부

지의 경우 전단계수의 COV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COV 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많은 부지응답계산”뿐만 아니라 “단일 부지응답계산”에 적용된다. 정

적 하중하의 기초침하가 설계허용값을 초과하는 표준기초해석에 상응하는 값보

다 어떠한 경우도 전단계수 하한 값이 작아서는 안 된다. 지구물리학적 시험 

프로그램으로부터 결정된, 저변형도에서 정의된 전단계수의 최적추정값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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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수 상한 값이 작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도 시간이력 감쇠비에 의해 

표현되는 지반의 재료감쇠비가 15%를 넘으면 안 된다(NUREG/CR-1161).

일반적인 광대역 지반운동스펙트럼을 사용한 해석의 경우, 부지종단면도 각 재

료의 BE 전단계수 및 감쇠값은 저변형도 값의 항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감쇠는 

저변형도 값을 유지하면서 UB 및 LB 전단계수는 BE 값의 두 배 및 반으로 정

의될 수 있다. 대체방안은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다.

• 경사진 토양층 및 암반층의 경우, 지반강성과 자유장 지진운동 정의 시 수평 및 

수직 자유도간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격납건물이나 내진범주 I

급 구조물의 매립기초가 제방에 가깝거나 균질한 기초조건의 가정이 배제되는 

자연 경사에 위치하는 부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모델링기법

과 해석기법을 사안별로 검토한다.

• 유한경계모델링 또는 직접법

직접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반과 구조물의 해석은 한 과정으로 수행된다.

- 지반-구조물 계통을 공간적으로 이산화하기 위해 유한요소법 또는 유한차분

법이 사용된다.

- 모델경계(하부와 측면)를 따른 운동의 정의는 미리 알거나 가정하거나 해석의 

선행조건으로 계산된다.

동적 해석은 진동수영역해석법(선형해석에 국한) 또는 직접적분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요소의 크기(mesh size)는 기초 밑의 정적 응력분포를 나타낼 수 있

고 관심진동수성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한다.

토양의 깊이가 깊은 부지의 경우 다음의 제한이 준수되어야 한다.

- 매개변수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모델깊이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기초

슬래브 아래로 바닥치수의 2배이어야 한다.

- 토양(또는 뒷채움)층의 최저고유진동수는 중요 구조물진동수보다 상당히 작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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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중요한 구조물 모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반무한체방법 또는 부분구조법

반무한체방법 또는 부분구조법은 다음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병진 및 회전성분을 포함한 무질량기초의 운동을 결정한다.

(2) 진동수에 종속적인 임피던스함수로 기초강성을 결정한다.

(3) SSI 해석을 수행한다.

진동수와 무관한 지반스프링 변수 및 스프링계수와 감쇠계수를 사용하여 반

무한체방법 또는 부분구조법을 수행하는데 채택된 절차, 모델링 가정사항 및 

해석근거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 고진동수 지반운동입력의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계에서 고려중인 

발전된 해석기법(예, 비상관 지반운동 효과)이 있다. 본 지침 3.7.1의 II.4에서 

논의된 데로 부지적합성 결정이 수행될 경우 이런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고진동수 응답을 줄이기 위해 비상관성이 이용될 경우, 다른 응답(예, 전도 및 

비틀림 응답)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임의의 발전적 해석방법이 사용될 경우, 기술적 근거 및 해석결과는 사안별로 

심층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 작성

RG 1.122에는 지지구조물의 동적해석에서 구해진 시간이력운동으로부터 두 수평

방향 및 수직방향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예,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 일반적

으로 허용가능한 방법이 설명되어있다. 언급된 토픽은 다음과 같다.

가. 세 방향 입력운동에 대한 별도해석에서 구한 출력시간이력으로부터 구해진 각 

방향의 세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SRSS조합한다. 운동의 세 성분을 동시에 

작용시키면, SRSS조합은 필요하지 않다.

나. 스펙트럼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진동수 증분

다.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스펙트럼 평활화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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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22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

1) 입력운동의 세 방향이 별도로 해석되는 모든 경우에 SRSS조합이 적용된다.

대칭구조물 및 비대칭구조물 사이의 차별은 더 이상 없다.

2) RG 1.122 Table 1의 마지막 열의 3 Hz 진동수 증분은 관심 최고진동수 이

상에서 적용된다. 전형적으로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의 최대지반가속도 진

동수일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33 Hz를 많이 초과한다.

3-1) 지지구조물의 입력운동으로 단일 세트의 세 인공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경

우,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RG 1.122의 규정에 상응하도록 구조물내응

답스펙트럼을 평활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3-2) 지지구조물의 입력운동으로 실제 지진기록으로부터 구해진 다수 세트의 

세 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경우, 다수 세트의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에는 이

미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RG

1.122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 다수 세트의 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경

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특히, (변수의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을 설

명하는데 사용된 절차의 근거를 평가한다.

본 지침 3.7.1 II.1.가에서 검토된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에 적용된 동일한 

허용기준이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설계 시

간이력으로부터 작성된 다수의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이 설계지반응답스펙트

럼을 포괄하는데 사용되면, 다수의 해석(각 해석이 다수의 설계 시간이력 

중의 하나를 사용)으로부터 작성된 다수의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이 

설계에 사용된다.

입력 지반응답스펙트럼과 출력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 사이의 통계적 상관

관계의 평가도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의 직접작성에 사용된 방법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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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응답스펙트럼방법 또는 시간이력방법 모두에 대해 지진운동 세 방향 성분에 의한 

응답을 조합하는 적용가능한 방법이 RG 1.92에 기술되어있다.

한 세트의 세 인공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진운동의 세 성분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시간이력의 통계적 독립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통계적 독립성을 입증하는 허용기

준이 본 지침 3.7.1 II.1.나에 있다.

7. 모드응답 조합

선형감쇠계통의 동적 응답을 결정하는데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이 사용되는 경우, 근

접 모드 및 고진동수 모드의 고려를 포함한 적용가능한 모드응답 조합방법이 RG

1.92에 기술되어있다. 대체방법의 사용은 사안별로 적용근거를 평가한다.

모드중첩 시간이력해석방법이 사용될 경우, 모드응답은 각 결과 시간 단계별로 대

수적으로 조합된다. RG 1.92에 따라 입력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 진동수 이하인 

고유진동수의 모드만이 모드중첩 시간이력해석에 포함된다. 고진동수 모드의 총 

응답에 대한 기여는 missing mass 기법으로 계산된다. 고진동수 모드의 기여는 입

력시간이력과 동상이므로, 영주기가속도로 정규화된 입력시간이력으로 축척된 하

나의 추가 모드응답으로 취급되고, 각 출력 시간 단계별로 모드중첩 시간이력해와 

조합된다.

8.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

모든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SSE 조건에서 파괴로 인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손상 시킬 수 있는가 또는 제어실 운전원에게 무능력한 부상을 입

힐 수 있는가를 결정하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각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다음 

요건중의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타

격하지 않는다.

나.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붕괴로 인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어실 운전원을 무능력하게 하는 부상을 입혀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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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은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안전율이 동일할 정도의 방법

으로 SSE 상태에서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해석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각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처리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요건 나. 에서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파괴가 허용가능하다는 결정의 기술적 근

거의 제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부과되는 

추가하중에 대한 기술 및 이런 하중이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데 사용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직접 영

향을 방지하는 방호차폐벽도 기술되어야 한다.

9. 변수의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

구조특성, 감쇠값, 지반특성, SSI 등에 대해 예상되는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

치는 영향(예, 첨두폭)을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변수변동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

에 관한 허용기준은 본 절 II.5에 나와 있다. 추가로 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콘크

리트 잠재적 균열이 구조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언급되어야 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설계 시 수직응답하중 크기의 결

정에 수직내진계통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대신에 등가정적 하중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구조물이 수직방향으로 강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본 절 II.1.나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가능하다. 강성에 대한 기준은 수직방향 최

저고유진동수가 입력지반 또는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 진동수 이상

인 것을 의미한다.

11. 비틀림효과 고려방법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내진해석에서 비틀림효과를 처리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은 

비틀림자유도가 포함된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내

진설계 시 비틀림가속도를 고려하는 정적 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

정될 때 허용 가능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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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비틀림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대건물치수의 ±5% 추가편심을 두 수평방향 

모두에 대해 가정해야만 한다. 두 편심의 크기 및 위치는 각 층 높이별로 별도로 

결정된다.

12. 응답의 비교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및 시간이력해석법 두 방법으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해석

한 경우, 두 방법으로 구한 첨두응답들은 두 방법이 근사적으로 동일함을 보이기 

위하여 비교되어야 한다.

13.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요소와 관계된 감쇠를 고려하기 위하여 복합모드감쇠기법 또는 모드합성기법을 사

용할 수 있다.

비비례모드(nonclassical mode)를 가진 계통의 응답을 계산하기 위해 복합모드감쇠

를 사용하는 것은 비안전측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Miller, et al., 1985). 그러므로 

복합모드감쇠가 20% 이내인 경우에만 복합모드감쇠기법이 허용가능하다. 복합모

드감쇠가 20%를 넘을 경우 다음에 언급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일반적으로 허용가

능하다.

가. 복소 모드/진동수를 사용한 시간영역해석

나. 진동수영역해석

다. 비연계 운동방정식의 직접적분

복합모드감쇠기법에서는, 등가모드 감쇠행렬 또는 복합감쇠행렬을 결정하는 두 가

지 기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 방법들은 복합모드감쇠를 결정할 때 질량 또

는 강도를 가중함수로 사용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

β j = {φ }T [ M] {φ } (1)

β j = {φ }T [ K] {φ }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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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 = {φ }T [K] {φ }

[K] = 구조 강도행렬

β j = j번째 모드의 등가모드 감쇠비

[ K], [ M] = 부재의 감쇠비와 부재의 질량행렬 또는 강도행렬을 곱하

여 형성된 부재행렬로부터 만들어진 수정된 강도행렬 및 

질량행렬

{φ} = j 번째 정규모드벡터

집중지반스프링기법에 의해 SSI를 고려하는 모델에 대하여, 식 (2)로 정의된 방법

이 허용가능하다. 고정지반모델의 경우, 식 (1) 또는 (2)가 사용될 수 있다. 모드합

성에 기초를 둔 다른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기법들은 구조물 부계통의 감

쇠특성에 관한 더욱 상세한 자료가 가용한 경우 특히 유용하다. 모드합성기법은 

다음 단계로 구성된다. (1) 구조물 모델로부터 충분한 모드의 발췌, (2) 유한요소지

반모델에서 충분한 모드의 발췌, (3) 구조물과 지반 각각에 대해 적절한 감쇠값을 

사용하여 단계 (1), (2)에서 구한 자료를 이용하는 모드합성기법을 사용하여 연계해

석 수행. 이 방법은 계통 경계영역에서의 변위적합조건과 힘의 평형조건을 만족시

키는 것에 근거를 두며, 부계통의 고유벡터를 내부 일반화좌표로 이용한다. 이 방

법에 의해 복합구조의 비비례감쇠행렬이 만들어지며, 운동방정식은 직접적분법으

로 풀거나 복소고유벡터를 이용하여 비연계시켜 풀어야한다.

SSI 모델의 등가모드감쇠를 구하는 다른 기법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14.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

설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에는 다음 항목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입력운동의 세 성분

나. 동시에 가해지는 수직 및 수평 지진하중의 보수적 고려

 하중조합에 대한 추가정보는 본 지침 3.8.5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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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절차로부터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한다.

이 검토절차는 확인된 본 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이런 허용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관련요건에 상응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공되

었는가를 보이는 사업자의 평가를 심사해야 한다.

1. 내진해석방법

채택된 기법이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가능한 내진해석방법(응답스펙트럼, 시간이력, 등가정적 

하중)을 검토한다. 임의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하여 해석 대신에 경험적 방법 

또는 실험이 사용된다면, 가정이 보수적인가의 여부 그리고 실험절차가 지진응답

을 적절하게 모델링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한다.

2. 고유진동수 및 응답하중

운영허가 심사를 위해 고유진동수와 응답하중의 요약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한다.

3. 해석모델링 절차

구조물의 3차원 특성이 허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적절하게 모델링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중요자유도가 모델에 포함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진계통 해석모델링 

절차를 검토한다. 구조물, 기기 또는 부품을 비연계시켜 각각을 부계통으로 별도 

해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4.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사용된 기법이 허용기준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SSI 해석방법을 검토한

다. 본 절 II.4의 허용기준에 따라 각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SSI 해석을 위한 전형적인 수학적 모델들을 검토한다. 추가로, SSI 해석 시 인접 

구조물이 구조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 허용가능한지를 입증하기 위

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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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 작성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절차가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입증할 수 있도

록 검토한다. 구조물내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 직접작성법을 사용한 경우는 시

간이력해석법에 의해 구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수성을 검토한다.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지진응답을 결정하는데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을 고려

하는 절차가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7. 모드응답의 조합

모드응답을 조합하는 절차가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8.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설계 

및 해석하는 기준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9. 변수의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특성, 감쇠값, 지반 특성, 그리고 SSI의 예상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

는 영향(예, 첨두폭)을 해석에 고려하는가를 판단하고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

할 수 있도록 내진계통해석을 검토한다. 해석되는 여러 구조변수 중에서 콘크리트 

잠재적 균열이 구조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어야 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임의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을 위하여 상세한 동적 방

법 대신에 등가정적 계수를 수직방향의 응답하중으로 사용한 것이 허용기준을 준

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1. 비틀림효과 고려방법

허용기준에 따라 진동의 비틀림효과를 포함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내진해석방법을 

검토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해 보수적인 설계가 되는지 확인하도록 비틀

림효과를 고려하는데 사용한 임의의 근사방법이 타당함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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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응답의 비교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선정된 지점에서의 시간이력해석법과 응답스펙트럼해

석법으로부터 구한 응답을 비교하여 수행된 해석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두 방법 

결과의 차이가 크면 이것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13.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계통구조모델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의 감쇠의 차이를 고려하는 해석절차가 허용기

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4.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도 언급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발전소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일반설계기준 2, 그리고 10 CFR 100 Appendix A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

짓는다. 이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신청자는 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일반설계기준 2, 그리고 10 CFR 100 Appendix

A의 구조물 능력에 관한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서 설계에 다음이 반영되었다.

1. 그 부지에 기록된 가장 강한 지진에 대해 적절한 여유를 가진 적당한 고려(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일반설계기준 2) 및 2개 수준 지진의 고려

(10 CFR 100 Appendix A),

2. 자연현상의 영향을 포함한 정상 및 사고상태 영향의 적절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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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성(일반설계기준 2), 그리고

4. 등가정적 하중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하중 및 동시에 발생하는 다른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동적 해석 또는 적절한 검증시험을 사용(10 CFR

100 Appendix A).

신청자는 본 지침 3.7.1절에 의하여 허용가능한 내진설계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1

항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본 지침 3.8.1절에서부터 3.8.5절까지 지정한 바와 같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에서 정상 및 사고상태에 의한 하중과 지진에 의한 하

중을 조합하는 것은 위의 항목 2를 준수한다.

발전소 내진계통 및 내진부계통 해석의 검토범위에는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내진해석방법이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델링절차, SSI, 층응

답스펙트럼 작성, 비틀림효과의 포함,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 내진

범주 I급 구조물 전도의 평가, 복합감쇠의 결정 등도 포함된다. 내진범주 I급 구조

물과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간의 상호작용 및 변수의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

치는 영향의 평가를 위한 절차와 설계기준이 검토에 포함된다.

또한 격납건물 외부의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과 내진범주 I급 지상탱크의 내진해

석절차와 기준이 검토에 포함된다.

계통 및 부계통은 선형 및 탄성 변형에 근거하여 해석한다. 시간이력방법을 모든 

주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모드응답

스펙트럼해석법이 사용될 경우, 모드응답을 조합하는데 RG 1.92의 규제입장을 준

수한다. RG 1.92 규제입장 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경우 허용가능 여부를 평가하

고 확인해야 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및 실증시험에 사용될 층응답스

펙트럼 입력은 시간이력해석법으로부터 작성되며 본 절에서 강화한 RG 1.122의 

규정을 준수한다. 수직방향으로 상당한 구조적 증폭을 보이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는 수직내진계통 동적 해석을 채택한다. 비틀림효과 및 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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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정성을 고려한다.

지진응답에 미치는 SSI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계된 구조물-지반 모델을 사

용한다.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도와 감쇠의 적절한 관계를 해석에 고려한다. 검

토자는 신청자가 위에서 기술한 내진해석절차 및 기준을 사용하여 위의 항목 3의 

요건을 준수하는 내진설계에 관한 허용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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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7.3절 내진부계통해석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검토범위는 플랫폼, 지지골조구조물, 야드구조물, 매설배관, 터널, 도관, 콘

크리트 댐, 공기저장탱크 등 모든 내진범주 I급 부구조물을 포함한다. 지지부를 포함한 

분배계통(예, 케이블트레이, 도관, HVAC, 배관)과 본 지침 3.9.2 및 3.9.3에서 검토하는 

기기 지지부에 대한 추가 내진해석기준이 본 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런 지지부와 건물

구조물의 철골/콘크리트 사이의 경계구조요소 역시 본 절에서 검토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1에 기술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2.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지진사건동안의 지진 싸이클 수와 적용가능한 내진범주 I급 부계통 및 기기를 설

계하기 위한 최대 싸이클 수를 결정하는 기준 또는 절차를 검토한다.

3. 해석모델링 절차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3에 기술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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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동수 채택 근거

지지구조물의 가진진동수와 기기 및 장비의 최저고유진동수를 분리하는데 사용된 

기준 또는 절차를 검토한다.

5.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13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6에 기술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7. 모드응답의 조합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7에 기술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8.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기타 계통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8에 기술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9.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부품

동일건물내의 다른 높이에서 지지되거나 다른 건물에서 지지되어 있어 상이한 입

력을 받는 기기 및 부품의 내진해석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10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11.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주 I급 부계통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 3.7.2절의 Ⅰ.11에 기술

된 내용과 검토되는 정보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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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터널, 기타 부계통 등에 대하여, 지반매체의 유화특

성(compliance characteristics), 동적 압력, 지진에 의한 침하와 지지점에서의 부등

운동, 관통부, 고정된 구조물의 입구 등을 고려하는 내진기준과 방법을 검토한다.

13.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에 사용되는 해석방법과 절차를 검토한다.

가정사항, 경계조건, 고려된 동수력학적 영향, 그리고 변형도에 종속적인 지반재료

특성을 해석에 고려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14.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지상탱크에 대하여 동수력하중, 탱크의 유연성, 지반-구조물 상호작

용, 다른 관련된 매개변수 등을 고려하는 내진기준과 방법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절과 연계가 있는 절은 다음과 같다.

1. 매설된 시설의 전체 깊이에 대한 자유장 지진지반운동을 확립하기 위한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정보는 2.5.1절에서 2.5.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2. 자유장 매체의 해석에 적용된 지질공학적 변수 및 방법, 지반특성은 2.5.4절 주관

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설계 지진지반운동(응답스펙트럼 및 시간이력)은 3.7.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4. 지진에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SI) 해석을 포함한 내진계통해석은 3.7.2절 주

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5. 모든 적용가능 하중조합에 대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는 3.8.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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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내진부계통 해석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요

한 계통 및 기기가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

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지진 등의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

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은 해당 부

지 및 인근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지진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3.7.3절     개정 5 – 2015.12- 5 -

1. 내진해석방법

본 지침 3.7.2절의 II.1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2.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발전소 수명기간중 적어도 한 번의 SSE와 적용가능하다면 다섯 번의 OBE가 발생

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계통해석에 사용된 시간이력으로부터 지진당 싸이클 수를 

구하거나, 또는 지진당 최소한 10 번의 최대응력싸이클 수를 가정할 수 있다.

OBE가 SSE의 1/3 보다 작게 정의된 경우(그러므로 OBE가 설계에 고려되지 않

음), 여전히 OBE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싸이클에 기인한 피로에 대해 평가될 필

요가 있는 구조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피로 계산에 사용되는 지진 싸이

클 수의 결정에 관한 지침은 배관계통에 대한 SRM SECY-93-087에서 제공된 지침

과 같아야 한다. 고려되어야 하는 지진 싸이클 수는 지진사건 당 10번의 최대응력

싸이클을 갖는 두 번의 SSE 사건이다. 두 번의 SSE는 한 번의 SSE 및 다섯 번의 

OBE의 주기하중 근거와 동일하다. 대안으로 IEEE 344-1987, Appendix D로부터 

유도된 경우, 20회의 SSE 최대응력싸이클과 동등한 작은 진동싸이클 수가 사용될 

수 있다(진폭이 최대 SSE 진폭보다 1/3 이상).

3. 해석모델링 절차

본 지침 3.7.2절의 II.3 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4. 진동수 채택근거

공진을 피하도록 기기 및 부품의 최저고유진동수가 지지구조물 지배진동수의 1/2

이하 또는 2 배 이상이 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이 범위안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기기는 적용하중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된 경우에만 허용가능하다.

5.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본 지침 3.7.2절의 II.13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본 지침 3.7.2절의 II.6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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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드응답 조합

본 지침 3.7.2절의 II.7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8.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기타 계통의 상호작용

각 비내진범주 I급 계통은 구속재나 방호벽을 이용하여 임의의 내진범주 I급 계통

과 격리되도록 설계되거나, 내진범주 I급 계통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내진범주 I급 계통의 격리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면, 인접 비내진범주 I급 

계통은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같은 내진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내진범주 I급 계

통에 부착된 비내진범주 I급 계통의 동적인 영향은 내진범주 I급 계통의 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부착된 비내진범주 I급 계통의 경계로부터 첫 번째 앵커부분까

지는 SSE 강도의 지진에서 내진범주 I급 계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본 지침 3.7.2절의 II.8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계통 및 부계통 수준의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가능하다.

9.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부품

어떠한 경우에 기기 및 부품은 단일구조물 또는 두 개의 다른 구조물의 여러 지점

에서 지지된다. 주구조물과 각 지지점에서 구조물들의 운동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두 지점 또는 그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되는 기기의 최대 관성응답을 해석하기 위

하여 여러 지지점의 개별 응답스펙트럼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응답스펙트럼

(uniform response spectrum, URS)을 정의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허용 가능한 기

법이다. 기기의 최대관성응답을 계산하기 위해 URS는 모든 지지점에 가해진다. 이 

방법은 포괄지지점운동(uniform support motion, USM) 방법으로 언급된다. 추가

로, 지지점들의 상대변위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인 정적 해석

절차가 허용가능하다. 최대 상대 지지점변위는 건물의 구조응답계산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이 지지점변위는 가장 불리한 조합으로 지지되는 기기에 가해진다. 관성

효과와 상대변위에 의한 응답들은 절대합방법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상기된 포괄응답스펙트럼방법에 의해 지진응답을 매우 과다 계산할 수 있다.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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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내에서 기기가 다중지지되는 경우 내지 구조물 사이에 걸쳐있는 경우, 대안

은 독립지지점운동 방법이다. 독립지지점운동 방법의 사용에 관한 지침 및 기준은 

NUREG-1061, Section 2, Volume 4에 언급되어 있다. 독립지지점운동 방법이 사용

될 경우, 독립지지점운동 방법과 관련된 NUREG-1061의 모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응답스펙트럼기법 대신에 지지점운동의 시간이력을 부계통의 가진하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이력기법은 포괄지지점운동 방법 및 독립지지점운동 방법에 비해 더

욱 실제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본 지침 3.7.2절의 II.10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

11.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주 I급 부계통의 경우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심

질량과 그 편심이 해석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안별

로 검토한다.

12.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터널 및 기타 부계통에 대하여 다음 항목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가. 지반의 진동에 의해 유발되는 두 종류의 하중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1) 주변토양을 통과하는 지진파 또는 토양과 고정점 사이의 부등변형에 의한 

상대변형

2) 구조물에 작용하는 횡방향 토압과 지하수의 영향

나. 배관의 변형 또는 변위, 배관앵커의 부등운동, 굴곡부 형상과 곡률의 변화 등

에 대한 주변토양의 정적 저항효과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탄성기초상의 

구조물이론에 대한 원칙을 사용하는 절차도 허용가능하다.

다. 국부적인 지반침하에 의한 효과, 지반아치 등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3.7.3절     개정 5 – 2015.12- 8 -

라. 지진으로 야기된 과도상태의 상대변형과 관련된 설계변수를 결정하는데 사용

된 실제방법들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한다. 지침으로서만 활용할 추가의 정

보를 NUREG/CR-1161의 26쪽, ASCE 4-98의 3.5.2절 및 ASCE 보고서(Seismic

Response of Buried Pipes and Structural Components)에서 찾을 수 있다.

13.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해석을 위해,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지진하중 

모두에 의한) 힘의 동적 성질, 지진하중 하에서의 댐 재료의 거동, 지반-구조물 상

호작용(soil-structure interaction, 이하 SSI)효과,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도 관계 

등을 고려하는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력댐의 해석은 본 지침 2.5.5절 

“사면의 안정”에서 검토한다.

14.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

지진하중을 받는 대부분의 지상 유체저장 수직탱크의 해석 시 복잡한 유한요소 유

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이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안인 "Housner 방법"(TID-7024)에 의해 이러한 탱크를 해석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의 주된 문제점은, 직접 적용 시 복합 유체-탱크 계통

이 수평 충격모드(impulsive mode)에서 강체탱크로 거동한다는 가정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이 탱크가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에 직접 설치된 

편평한 바닥의 탱크 또는 매우 강한 스커트 지지부를 갖는 탱크의 경우, 이 가정

에 의해 스펙트럼가속도는 기초의 영주기가속도를 사용하게 된다. 최근의 연구

(Veletsos(1974 및 1984), Veletsos and Yang(1977), Veletsos and Tang(1989),

Haroun and Housner(1981))에 의하면, 전형적인 탱크설계에 있어서 탱크쉘 및 내

부유체의 수평방향 최저고유충격모드의 진동수에 대한 스펙트럼가속도가 영주기가

속도보다 매우 큰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강체탱크라고 가정하면 부적당한 

설계하중이 나올 수 있다. 탱크응답에 대해 SSI 효과는 역시 매우 중요하며, 수평 

및 수직운동 모두에 대해 고려된다.

다음의 허용기준은 TID-7024 및 NUREG/CR-1161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한다. 추

가지침이 ASCE 4-98, 3.5.4절에 제공된다. 이러한 참고문헌들에는 기준을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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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허용 가능한 계산기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기준들에서 의도하는 바를 만족시

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성이 입증되면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가. 최소한으로 허용 가능한 해석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복합 유체-탱크 진동의 

수평방향모드와 한 개의 유체진동 수직방향모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탱크 쉘 

및 지붕의 응답이 쉘과 일치하여 움직이는 유체용량부분과 연계되는, 적어도 

한 개의 충격모드를 수평응답해석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유체의 최저

고유 출렁임 모드를 수평해석에 포함해야 한다.

나. 유체-탱크 계통 진동의 수평방향 최저고유충격모드는 지지매체의 유연성 및 

탱크의 들림 경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강체탱크 가정은 입증

되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없다. 수평방향 충격모드 스펙트럼가속도 Sa1은 계산

된 모드진동수와 유체-탱크계통에 대한 적절한 감쇠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대안으로 관련된 감쇠에 해당하는 최대스펙트럼가속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충격모드의 스펙트럼가속도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감쇠값은, NUREG/CR-1161

과 Veletsos and Tang(1989)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SSI뿐만 아니라 탱크

쉘 재료와 관련된 계통감쇠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라. 수평방향 출렁임 모드의 스펙트럼가속도 Sa2를 결정하는데, 유체감쇠비는 임계

감쇠값의 0.5% 보다 큰 값이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임계감쇠값의 0.5%를 

사용해야 한다.

마. 탱크바닥에서의 최대전도모멘트 Mo는 본 지침 3.7.2절의 Ⅱ에 논의된 모드 및 

지진의 세 방향 성분 조합방법으로 구해져야 한다. Mo로부터 발생된 들림 인

장력은 앵커볼트 등으로 탱크를 기초에 고정시키거나 충분한 유체무게를 보강

된 스커트 지지부에 지지시켜서 견디도록 해야 한다. Mo에 견디도록 하는 후

자의 방법은 보수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바. 탱크쉘 임의의 높이에 작용하는, 지진에 의해 야기된 동수압은 본 지침 3.7.2절

의 모드 및 지진의 세 방향 성분 조합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탱크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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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환력은 지반진동의 수직성분의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

다.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SSI의 효과를 계산에서 고려해야 한다. 탱크쉘의 

원환인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의 위치에서의 정수압에 그 위치에서의 동수압

을 더해야 한다.

사. 탱크의 천정은 유체의 출렁임으로 인한 최고높이보다 높게 하거나 유체의 출

렁임에 의해 탱크천정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

아. 부착점에서 탱크쉘은 부착된 배관에 의해 생기는 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이 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자. 탱크기초는 탱크기초에 가해지는 지진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3.8.5절 참조). 이 힘에는 Mo에 의해 발생되는 탱크쉘 축방향 압축 및 인장

력뿐만 아니라 탱크바닥에 가해지는 동수압이 포함된다.

차. 상기 허용기준에 덧붙여서 탱크벽과 지붕의 좌굴, 연결배관의 파괴, 그리고 탱

크의 활동(sliding)을 막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절차로부터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한다.

이 검토절차는 확인된 본 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이런 허용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허용기준에서 확인된 관련요건에 상응하는 허용가능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공되

었는가를 보이는 사업자의 평가를 심사해야 한다.

1. 내진해석방법

내진해석방법이 본 지침 3.7.2절 II.1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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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지진 싸이클 수를 정하는데 사용된 기준 또는 절차가 II.2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에, 허용기준으로부터 벗어난 데에 대

한 정당성 입증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3. 해석모델링 절차

내진부계통해석의 모델링에 사용된 기준과 절차가 본 지침 3.7.2절 II.3의 허용기준

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4. 진동수채택 근거

기기 및 장비의 최저고유진동수와 지지구조물의 가진진동수를 분리하는데 사용된 

기준 또는 절차가 Ⅱ.4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5.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연계된 계통모델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의 감쇠를 고려하는 해석절차가 본 지침 

3.7.2절 II.13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6.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부계통의 지진응답을 결정하는데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을 고려하는 절차가 본 

지침 3.7.2절 II.6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7. 모드응답의 조합

응답스펙트럼모드해석방법이 사용될 때 모드응답 조합절차가 본 지침 3.7.2절 II.7

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8.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기타 계통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I급 계통과 비내진범주 I급 계통 사이의 경계영역을 설계하는데 사용된 

기준이 II.8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9.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부품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부품 및 기기의 내진해석을 위한 기준이 II.9의 허용

기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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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을 위한 기준이 본 지침 3.7.2절 II.10의 허용기준과 일치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1.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주 I급 부계통의 내진해석절차가 II.11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2.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내진범주 I급 매설배관, 도관, 터널 및 기타 부계통의 해석절차가 II.12의 허용기

준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3.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방법이 II.13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4.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이 II.14의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도 언급한다.

본 절의 평가확인사항은 본 지침 3.7.2절의 내용과 조합되어 3.7.2절 Ⅳ에 따라 정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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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7.4절 지진계측설비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지진계측설비와 관련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Regulatory Guide 1.12에 제시된 지침과 비교

Regulatory Guide(이하 “RG”) 1.12의 지진계측설비 지침과 제안된 지진계측설비

를 비교한다. 또한 RG 1.12와 상이한 계획은 각 부분에 대하여 근거를 검토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기기에 설치될 지진계측설비의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그리

고 지진계측설비 종류 및 설치위치의 선정근거와 지진의 심각성을 신속히 결정하

기 위하여 지진계측설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관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2. 운전기준지진 초과 여부 판단

지진발생 후 지진계측설비에 기록된 자료에 대하여 적기에 평가를 수행하여 발전

소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한다. 또한 지반운동 기록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운전기준지진(Operating Basis Earthquake, 이하 “OBE”) 초과 여부

를 판단할 기준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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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 규정의 관련 요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1. 지진 영향을 적절히 판단하기 위한 계측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사업자는 

방사선피폭량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하 “ALARA”) 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의

하여 지진 발생 후 안전에 중요한 원전 시설의 지진 응답을 즉시 평가할 수 있도

록 적절한 계측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앞에서 언급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기준으로서 이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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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측설비의 종류, 위치, 작동성(operability), 특성, 설치, 기동(actuation), 원격 

지시, 유지관리는 다음에 언급되는 기준 및 절차를 만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이와 

상이한 특정 상세를 제안한다면, 그것의 허용 여부는 현재 알려진 기술과 지금까

지 축적된 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제안된 대안이 앞에서 언급한 규제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그 부합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1. RG 1.12와 비교

지진계측설비 프로그램은 RG 1.12에 제시된 지침에 부합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RG 1.12와 상이한 지진계측설비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자유장, 격납건물, 그리고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서의 지진응답에 대한 시간이력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간이력 가속

도 기록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설계인증(Design Certificate)과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 신청자는 지진 발

생 후 4시간 이내에 발전소 부지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계

측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삼축 시간이력 가속도계는 RG 1.12에 명시된 각각의 위

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자유장 또는 기초에 설치된 가속도계가 트리거될 때 제어

실로 통보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계측기를 유지관리 하는데 직업상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ALARA)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

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작동성 및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가동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발전소의 모든 

운전모드에서 지진계측설비가 작동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가동 및 정지 

기간 동안에 작동되는 지진계측기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유지관리 및 보수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지진계측기는 수평 성분이 내진해석을 위해 설정된 직교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견

고한 받침에 지지되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하며 사고에 의한 충격에 대한 보

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능 및 특성과 관련하여, 지진계측설비는 RG 1.12에 명시된 각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이 기준은 가동중시험, 기동을 지시하는 원격 경보, 기록 성능,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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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범위와 데이터 취득 시간간격, 기동 수준 또는 트리거(최소 수준, 조정가능성)

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수직 및 수평 입력 지진동 모두 동일한 시간이

력가속도계를 기동시켜야 한다.

2. 운전기준지진(OBE) 초과 여부 판단

OBE 초과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는 최대지반가속도 및 응답스펙트럼과 계측설비

의 작동성 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 평가는 지진발생 후 4시간 이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장 또는 기초에 설치된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진동의 

최대가속도 및 응답스펙트럼이 OBE 최대가속도 및 응답스펙트럼을 초과할 경우,

OBE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OBE가 초과된 경우에는 발전소를 정지시켜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며, 검

토절차는 인정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

는 경우, 검토자는 제안된 대안이 이 안전심사지침 II장에서 기술된 관련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

1. RG 1.12와 비교

지진계측설비가 RG 1.12의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계측설비에 

대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안된 지진계측설비와 규제지침의 지진계측설비 

사이의 차이 중 적절하게 정당화되지 않은 모든 차이를 식별하고, 이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지진계측설비의 위치 및 종류를 검토하여, 이 안전심사지침 II장에 기술된 허용기

준과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고, 제시된 지진계측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설비를 요구한다.

자유장 또는 구조물 기초에 설치된 가속도계가 트리거될때 제어실로 통보되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진계측설비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진계측설비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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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및 시각신호에 대한 설비가 없는 경우, 이러한 장비를 구축하도록 신청자에

게 통보한다. 가동중시험, 기동지시 원격경보, 기록 성능, 충분한 동적 범위, 기동 

수준 또는 트리거(최소 수준, 조정가능성), 데이터 취득 시간간격에 대한 조항이 

RG 1.12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운전기준지진 초과 여부 판단

지진 전 계획과 지진 후 조치대책이 이 안전심사지침 II장에 설명된 ‘운전기준지

진 초과 여부 판단 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계측설비 프로그램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진계측설비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이 안전심사지침과의 차이

점이 적절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기술적 입증을 위한 요구가 신청자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진 발생의 심각성 정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진 전 계획과 지진 후 조치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진계측설비에 기록된 자료는 발전소 현장점검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와 더불어 

발전소 정지 여부의 초기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에 부족함이 없는

지 확인되어야 하며,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설계인증 신청서를 검토하는 경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요구조건과 제한사항

(예를 들면 연계 요구조건과 부지 매개변수)을 포함하여야 하고, 검토자는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 및 

계산이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

토자는 그런 결론들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발전소에 제공되는 지진계측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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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지진의 심각성을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제공하고, 발전소 현장점

검으로부터 얻은 정보 및 지진계측설비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소 정지 

여부를 초기에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 신청자는 

계측기 설치위치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직업상 방사선피폭을 최소화(ALARA)하도록 

하는 위치에 지진계측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

호 등에 관한 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지진계측설비 계획은 RG 1.12에 부합

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4. Regulatory Guide 1.12,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s."

5. Regulatory Guide 1.166, "Pre-Earthquake Planning and Immediate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Post-Earthquake Actions."

6.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A Criterion for Determining Exceedance of

the Operation Basis Earthquake," EPRI NP-5930, Palo Alto, California, Jul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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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1절  콘크리트 원자로 격납건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분야

콘크리트 격납건물이나 강재/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 개요  

격납건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구조적 형태와 요소를 정의하기에 충

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한 설

명자료를 검토한다. 특히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평가한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여러가지 형태 중에서 다음을 검토 대상으

로한다.

가. 대기압 조건에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가압경수 건식 격납건물

나. 대기압 이하 조건하에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가압경수 격

납건물

다. 상기 형태의 특정한 특성을 이용하거나 수정한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

트 가압경수 격납건물

여러가지 형태의 격납건물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상부 돔과 원통형 벽체로 구

성된 상부 구조물과 이를 지지하는 편평한 콘크리트 기초슬래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본 지침의 상세조항은 어떠한 형태의 격납건물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상부 

돔이 있는 원통형 벽체의 격납건물에 가장 적합하며, 다른 형태의 격납건물을 검

토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본 지침의 적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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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의 형상은 여러 높이에서의 평면도와 적어도 두 직교방향에서의 수직 단

면도를 이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의 배치를 검토하고, 격납건물 

벽체와 주변 구조물, 벽체와 내부 칸막이 벽 및 층 슬래브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각 구조요소들이 설계 경계조건과 설계하중 작용시의 격납건물 예상 구

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격납건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주철근을 포함한 기초슬래브, 기초슬래브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착 및 보강

설계, 내부 구조물과 기초슬래브의 연결방법

나. 주철근과 프리스트레스 텐돈을 포함한 원통형 벽체, 벽체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착 및 보강설계, 인원 출입구, 기기관통부 및 배관관통부를 포함하는 주

요 관통부와 주위의 철근 배근, 보 받침대와 배관 구속재 및 크레인 받침대 

등 라이너플레이트를 관통하여 벽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적 부착물, 차폐건물 

등과 같이 외부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벽체에 부착되는 외부 지지물 등

다. 주철근과 프리스트레스 텐돈을 포함한 돔과 링 거더,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

착 및 보강설계, 라이너플레이트 주요 부착물

라. 기타 재장전수 밀봉 및 배수, 격납건물과 인접한 구조물과의 내, 외부 지진간

극, 영구지하수처리설비, 지하방수, 침하측정 설비 등 

2. 적용코드, 표준 및 시방서

격납건물 설계, 제작, 건설, 시험 및 가동중검사에 적용되는 설계코드, 시방서, 규

준, Regulatory Guide(이하 “RG") 및 기타 산업기술기준에 대해 검토하며 각 자료

에 명시된 특정 간행판, 간행일자 및 부록들을 검토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이 KEPIC SNB, "격납구조"의 SNB 3000 및 RG 1.136과 일

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받는 하중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격납건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하중인 사하중, 활하중, 프리스트레스 하중, 온

도하중, 풍하중, 토압, 적설하중, 공사 관련 장비,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

시공하중, 장비반력, 거푸집압력

나. 가동전 시험 중에 받는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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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하중, 활하중, 운전 중 온도에 의한 열하중 등이 포함되는 발전소의 기동,

정상운전 및 정지 시 받는 하중

라. 발전소 부지의 설계기준 바람과 운전기준지진과 같은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하중

마. 설계기준 토네이도나 안전정지지진과 같은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하중

바.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하중

격납건물 설계 시 고려되는 발전소의 주요 비정상 상태는 설계기준 냉각재 상

실사고이며 고에너지 배관파단이 수반되는 기타 사고들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고로 격납건물이 받는 하중에는 상승된 온도와 압력, 그리고 분사 충격력 및 

이와 관련된 비산물 충돌과 같은 국부하중 등이 있다.

사. 냉각재 상실사고 시 격납건물 살수계통 작동으로 생긴 물 범람을 포함한 비정

상 상태 후 받는 하중

아. 핵연료 피복재와 물 간의 100%의 반응에 따라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로서 연

소되거나 사고 후 비활성화에 따른 압력상승이 진행된 때의 압력, 사고 후 수

소 비활성화 조절계통의 전면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

자. 핵연료 피복재와 물의 반응으로 발생되는 폭발성 가스에 기인한 하중

일반적으로 상기하중들을 조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건설하중, 시험하중,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

상태와 동시에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

상 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냉각재 상실사고후의 물

범람하중.

앞에 기술한 하중 및 하중조합은 일반적으로 모든 격납건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부지관련 특정 설계하중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하중은 일반적으로 비

정상상태의 하중과는 조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경우마다 사안별로 검토

한다. 홍수, 잠재적 비행기 충돌(테러가 아닌), 발전소 부지 근처에서의 폭발 그리

고 근처 군사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포탄 및 미사일 등이 이러한 경우에 포함된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격납건물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가 KEPIC SNB-3000 및 RG 1.136과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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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 사항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

- 축대칭 및 비축대칭 하중의 처리

- 과도 및 국부 하중의 처리

- 콘크리트 크리프, 건조수축 및 균열의 영향 처리

- 설계와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램의 개요

-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접선전단력(막전단)의 영향 처리

- 재료의 물리적 특성의 변동이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대규모 관통부 및 단면 보강부위의 처리

- 강재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착부의 처리

-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능력

- 구조 감사

- 검토를 위해 제출되는 설계보고서

5. 구조적 허용기준

격납건물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화하는데 필요한 여러 변수들에 대한 설계 제한사

항이 KEPIC SNB-3000 및 RG 1.136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며, 특히 안전여유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허용응력, 변형률, 전체변형 및 기타 변수들에 중점을 둔다.

각 하중조합에 대해 제시한 허용값을 본 절의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와 비교한다.

이러한 허용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수가 포함된다.

- 막응력, 막응력과 휨응력을 합한 응력 및 국부응력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 수평하중으로 인한 접선응력(막응력) 등 콘크리트의 전단응력

- 철근의 인장응력

- 프리스트레스 텐돈의 인장응력

- 막변형율, 막변형율과 휨변형율을 합한 변형율을 포함한 라이너플레이트의 인

장과 압축 변형률 한계

- 인접 콘크리트 변형의 영향을 포함한 라이너플레이트 정착부의 힘/변위 한계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격납건물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사항이 KEPIC SNB-2000 및 RG 1.13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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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주요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배합성분

- 철근 및 철근의 이음

- 프리스트레스 계통

- 라이너플레이트

- 라이너플레이트 정착부 및 관련 부품

- 보 지지대와 크레인 브라켓과 같은 매설되는 구조용 강재

- 프리스트레스 텐돈에 이용되는 부식방지 화합물  

격납건물의 제작 및 건설에 이용되는 품질관리계획이 다음 항목과 KEPIC

SNB-4000, SNB-5000 및 RG 1.136에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콘크리트, 철근, 철근의 기계적 이음, 라이너플레이트 및 그 정착부, 프리스트레스 

계통 등의 물리적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포함한 재료 조사; 콘크리트 타설,

라이너플레이트,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계통의 설치 허용 한도.

슬립 폼과 같은 특수하거나 새롭거나 독특한 건설 기술이 제안될 경우에는 격납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가동 중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열화 확인을 위한 방법 

및 고준위 방사선 구역의 원격 육안감시체계 등 가동 중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상

태 감시 방안이 제공되는지 검토한다.

완성된 격납건물과 작업원 출입구 및 장비 관통부 등의 개별요소에 대한 가동전 

구조시험계획에 대해 시험목적 및 허용기준 등이 KEPIC SNB-3000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운영허가 심사 시 프리스트레스 텐돈에 대한 정기점검 및 검사와 같은 

가동 중 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기술시방서 등을 검토하며 과거에 시도

된 적이 없는 설계방법의 검증을 위한 특수한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시의 요구사

항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격납건물 구조건전성과 관련하여 KEPIC MIL에 따른 가동 중 점검계획이 제공되

는지, 이 점검계획에 접근 불가능 구역에 대한 점검방안, 지하수의 화학성분 감시,

침하 및 부등침하 감시 등이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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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1. 품질보증계획이 요구되는 구조물(안전에 관계되는 구조물)의 검토는 3.2.1절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콘크리트 원자로 격납건물 이외의 안전에 관계되는 구조물 내에 위치한 고에

너지배관의 압력하중의 검토는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하며, 하중조합은 

본 절의 내용을 따른다.

3. 사고조건하에서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중의 검토는 6.2.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하며, 하중조합은 본 절의 내용을 따른다.

4. 품질보증계획의 검토는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설계기준에서 가상 배관파단의 배제는 파괴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로 

고려되며, 배관파단의 동적효과와 관련한 설계하중의 제거는 본 지침 3.6.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심각한 사고기준에 대한 격납건물의 기능유지 및 만족여부 검토는 본 지침 

19.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콘크리트 격납건물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설정되

어야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

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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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격납용기 설

계기준사고 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10 CFR 50.34(f) : 강재 격납건물은 100%의 핵연료 피복재와 물의 반응으로 생성

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 시에 발생된 하중과 수소화재나 사고 후 비활성화에 

따라 추가된 압력에 의한 하중, 사고 후 수소비활성화 냉각계통의 전면적인 오작

동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지진하중이나 설계기준 사고하중은 제외)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 원자력발전소 품질보증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본 절 II.2에 명시된 RG 및 산업기술기준은 관련정보, 추천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

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10 CFR 50.34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또한 본 절의 I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해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내용이 RG 1.70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 표준양식 

및 내용"의 3.8.1.1절에 기술된 최소요건을 만족하면 허용된다. RG 1.70에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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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새롭고 특이한 형태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인 경우 검토

자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요구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 자재,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은 부분

적 또는 전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코드, 표준규격, 시방서 및 지침에 따르며, 다음 

코드 및 지침이 허용된다.

코    드                            제      목

KEPIC SNB 격납구조 

KEPIC MI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

KEPIC MIL 콘크리트격납용기

규제지침                            제      목

1.107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싱 텐돈용 시멘트 그라우트

에 대한 검증

1.115 저궤도 터빈 미사일 방호

1.136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한도, 하중조합, 재료, 시공 및    

시험

1.35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그라우트 되지 않은

텐돈의 가동 중 점검

1.35.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검사를 위한 유효응  

력 결정

1.7 LOCA시 격납건물 내부 폭발성 가스 처리

1.90 그라우트된 텐돈이 설치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서의 가동 중 점검

1.91 발전소 인근 이송로에서 폭발에 대한 평가

3. 하중 및 하중조합

명시된 하중 및 하중조합이 KEPIC SNB-3000 및 RG 1.136과 일치하면 타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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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NB-3230-1에 명시된 요건 중 아래 사항은 예외이다.

가. Pa, Ta, Ra, Rrr, Rrj 및 Rrm의 최대값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하여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LOCA 및 SRV 동작에 의한 수력학적 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OBE를 설계입력으로 특별히 선정하지 않는다면 OBE는 발전소 정지 및 검사 

에만 관련된다. 만약, OBE가 SSE의 1/3 이하이면 설계해석이나 응답해석이 

요구되지 않으며, OBE가 SSE의 1/3보다 크면 격납건물의 응력, 변형률, 변형

이 한계치 이내이고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계 및 해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OBE가 SSE의 1/3보다 작을 경우 관통부나 벨로우즈 같은 구조 요소는 OBE

가 유발하는 반복응력에 대한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로평가

에 사용되는 지진 사이클 수는 배관계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야 한다. 지진 사이클 수는 2회의 SSE에 대하여 1회당 10번의 최대응력 사이

클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방법으로 20회의 전체 SSE 진동 사이클에 해당

하는 부분 진동 사이클 수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최대 SSE 진폭의 

1/3 이상의 진폭이 적용되어야 하며 KEPIC END-2000 부록 D에 부합하여야 

한다.

라. 냉각재 상실사고후의 홍수가 설계에 고려될 경우에는 KEPIC 코드에 냉각재 

상실사고후의 홍수와 OBE가 같이 하중 조합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OBE는 SSE의 1/3 이하이며, 다른 하중조합에 비해 덜 가혹한 경우 이 하중조

합은 생략할 수 있다.

마. 핵연료 피복재와 물 간의 100%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 시

에 수소가 연소되어 발생된 압력이나 사고 후 비활성화(이산화탄소를 비활성

화 용재로 가정)에 따라 상승한 압력이 작용될 때, 격납건물의 건전성은 

KEPIC SNB-3720의 계수하중범주(압력하중과 사하중만을 조합)의 요건에 만족

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하한 값으로 사하중과 310 kPa(45psig)의 압력하중의 

조합 시에 이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바. 격납구조물은 사고 후 수소비활성화 조절계통(이산화탄소로 가정)의 전면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이 경우 지진하중

과 설계기준 사고하중은 배제) 이 조건하에서 격납건물 라이너는 SNB-3720의 

한계값을 유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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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하중 및 하중조합 요건에 의해 KEPIC SNB-3000에 추가되는 하중조합과  

SNB-3720을 만족하여야 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 계수하중범주 : D + Pg1 + [Pg2 나 Pg3]

2) 사용하중범주에서 격납건물 라이너의 변형률은 Pg3 압력의 작용시 SNB-3720의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상기 1)이나 2)의 최소설계조건으로, 다음 하중조합을 만족하여야 한다. :

D + 310 kPa

여기서 D : 사하중

Pg1 : 핵연료 피복재와 물 간의 100%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  

출되는 사고 시의 압력

Pg2 : 통제되지 않는 수소연소로 인한 압력

Pg3 : 이산화탄소를 비활성화 용재로 가정하여 사고 후 비활성화에 따

른 압력

사. 기타 부지 근처의 폭발 위험, 홍수, 잠재적 항공기 충돌(테러가 아닌), 군사적 

설치물에 의한 또는 터빈 사고에 의한 비산물 등과 같이 격납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관련 혹은 발전소 관련 하중들은 적용될 수 있다.

아. 격납건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하중인 사하중, 활하중, 프리스트레스 하중, 온

도하중, 풍하중, 토압, 적설하중, 공사 관련 장비,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

시공하중, 장비반력, 거푸집압력 등은 KEPIC SNB Table-3230-1을 적용한다.

자. 10 CFR 50.44에서 요구하는 핵연료 피복재의 량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개스와 관련한 압력하중에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이 견딜 수 있음을 

해석적으로 보여야 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강재 라이너를 포함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 및 해석절차는 KEPIC SNB-3300

및 RG 1.136과 일치하면 허용된다. 특히 본 절의 I.4에 명시된 검토분야에 대해서

는 다음 절차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가.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

경계조건은 사용되는 해석방법과 분리 해석되는 격납건물의 대상 부분에 따라 

좌우된다. 유한요소법을 해석방법으로 사용하고 기초지반을 해석모델에 포함

시킬 경우, 주위 지반으로부터 해석에 고려되는 기초지반을 분리시키는 분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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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계가 된다. 기초지반의 경계는 경계를 더 확대한 경우의 해석결과에 비해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하거나 동등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격납

건물의 벽체와 기초슬래브만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기초슬래브 바닥을 해석

모델의 경계로 하며 기초 아래 지반은 적절한 지반스프링으로 모델링 한다. 격

납건물 벽체와 기초 슬래브를 분리하여 해석할 경우 벽체의 밑 부분과 기초슬

래브간의 변형률 적합조건이 만족되면 허용된다.

나. 축대칭과 비축대칭 하중

격납건물 벽체에 있는 관통부 및 부벽을 포함한 벽체의 전체적인 거동은 압력 

작용상태에서 축대칭 거동을 보이므로 격납건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축대칭으

로 가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배관파단에 의해 

야기되는 하중에 대해서는 비축대칭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다. 과도하중과 국부하중

정상 운전중에는 격납건물 벽체를 두께방향으로 직선분포하는 온도경사가 발

생된다. 그러나 냉각재 상실 사고후 강재라이너와 인접 콘크리트에서의 급격한 

온도증가로 격납건물 벽체 두께방향으로 비선형 분포의 과도적인 온도경사가 

발생되며 이러한 과도적인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도 및 국부하중의 영향

은 우선 격납건물의 전체적인 거동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과도 및 국부하중을 받는 부분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평가한다.

라.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및 균열

콘크리트에 대한 크리프와 건조수축 값은 격납건물에 사용될 콘크리트를 시험

하거나, 같은 종류의 콘크리트로 건설된 격납건물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시편과 구조물의 실제 콘크리트간의 환경차이를 고

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일부 격납건물의 경우 KEPIC SNB-6000에 의한 구조건전성시험시 균열 발생이 예

상될 수 있으며, 설계압력과 지진하중의 하중조합 상태에서 추가적인 균열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

재하중의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격납건물의 강성 및 고유진동수에 영향을 준

다. 그러므로 영향 받은 응답/하중이 격납건물 설계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

진 및 동수력 하중 등의 동적하중에 대한 동적응답을 계산할 때에는 콘크리트 균

열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다양성

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에 따른 부재하중의 재분배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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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구조물의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의 발달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 평

가가 유한요소모델에서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대체방법으로 격납건물 쉘의 

강성 특성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기 위한 균열 영향을 고려한 추가적인 해

석이 사용될 수 있다. 격납건물의 최대 변형률 및 변형 예상 방법으로 콘크리트 균

열 결과로써 전단강성 및 막인장강성 감소영향을 고려하는 KEPIC SNB-3320에 기

술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진하중이 포함된 극심한 하중 하에서는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균열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다면 그에 따

른 기술적 정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ASCE 4-98 3.1.3항에는 콘크리트 요소 강성

을 모델링하기 위한  추가의 방법이 가이드로 제시되어 있다.

마. 동토압

콘크리트 격납건물 매립 벽체에 대한 동적 횡토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횡

토압하중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평가하면 타당하다. 첫째는 횡토압이 

정토압과 ASCE 4-98 3.5.3.2항에 따라 계산된 동토압의 합과 같을 때, 둘째는 

횡토압이 수동토압과 같을 때이다. 제시된 방법보다 더 보수적인 방법을 적용

하는 경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바. 전산 프로그램

설계와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한 절차나 요건에 따라 타당

성을 확인한다.

1) 공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추가적인 입증없이 적용성과 타당성

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일련의 시험예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해석 결과가 독립적으로 작성되고 

공적으로 인정된 유사 프로그램으로 얻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을 나타내야 한다. 시험예제는 공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으로 해석된 문제

와 유사하거나 동 문제의 응용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3) 일련의 시험예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해석결과는 고전적인 해석에 의한 

결과나, 승인된 실험에 의한 결과 또는 기술문헌에 있는 해석결과와 실질

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야한다. 시험예제는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석된 고전적인 문제와 유사하거나 응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각 

전산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과에 대한 요약비교 자료가 제공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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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접선전단력

접선전단력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는 KEPIC SNB-3000에 일치하면 허용된

다. 예외사항은 본 절의 II.5에 기술되어 있다.

아. 물성값의 변동

물성값의 변동이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향이 큰 경우 이러한 

물성값의 상·하한 경계를 사용하여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중요 물성값으로

는 토질 탄성계수, 콘크리트 탄성계수 및 푸아송 비가 있다.

자. 보강된 관통부

대규모의 두께가 보강된 관통 부위가 격납건물의 전반적인 거동에 미치는 영

향은 ‘다.’항에 기술된 국부하중에서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차. 강재 라이너플레이트와 정착부

강재 라이너플레이트와 그 정착부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는 KEPIC SNB-

3600과 일치하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라이너플레이트 해석시에는 제작 및 시

공오차로 인한 기하학적 형상의 편차를 해석에 고려해야 하며 라이너플레이트 

및 그 정착재료에 대해 가정된 물성의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라이너플레이트

는 보통 비교적 좁은 간격으로 정착되기 때문에 고전적인 평판이나 보 이론에 

근거한 것이면 허용된다. 라이너플레이트의 변형은 콘크리트 벽체가 라이너플

레이트보다 훨씬 강성이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 변형에 좌우된다. 벽체 해석시 

여러가지 하중조합 하에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변형은 라이너플레이트 및 관

련 정착물에 변형 및 응력을 야기시키는데 이를 포함한 변형률이 KEPIC SNB

표 SNB-3720-1과 SNB-3730-1에 정의된 허용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카.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격납건물의 극한내력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

압력을 초과하는 안전여유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

실린더형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은 불연속면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최대 막

변형율이 1%에 도달함을 근간으로 극한내압능력을 예상하는 허용된 방법이 

있으며, 콘크리트 안쪽 벽에 위치한 원주방향 철근이 관심 대상이다. 원주

방향 철근의 변형률 계산에는 콘크리트 벽체 안쪽 반경을 이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철근에 대해 재료 비선형거동과 기하학적 비

선형거동을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코드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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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최소항복강도와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곡선은 철근 규격에 

따른 대표값을 근거로 한다. 설계기준사고 온도에서의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실린더형 또는 비실린더형 격납건물의 해석에 대체 파괴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NUREG/CR-6906은 극한내압능력 평가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컴

퓨터 모델링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주) 실존하는 격납건물의 해석적 방법의 적용에는 실제 사용된 철근 및 콘

크리트 재료 물성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재료 물성중 충분한 데이터가 있

는 경우 합리적으로 신뢰할만한 하한 값, 메디안, 상한 값을 적용가능하다.

이러한 값들은 설계기준사고온도에서의 값으로 환산되어야 한다. 결정론적 

평가방법에서는 하한 값 사용되어야 한다. 확률론적 위험도평가에서의 압력 

대비 파괴확률은 재료물성의 통계적 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

실린더형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은 불연속면에서 떨어진 위치에

서 최대 막 변형율이 0.8%에 도달함을 근간으로 극한내압능력을 예상하는 

허용된 방법이 있으며, 이 변형률 한계는 내압의 저항을 담당하는 모든 재

료인 텐돈, 철근 및 라이너 등에 적용 가능하다.

앞서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기술한 비선형거동을 고려하는 허용기준

은 텐돈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

3) 격납건물 관통부

극한내압능력의 완전한 평가는 장비반입구, 인원출입구 및 대형 배관 관통

부 같은 격납건물 관통부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해석에는 기계관통부 

및 전기관통부의 잠재적 누설경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 및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 사항이 함께 기술된 보고서 형태로 제

출되어야 한다.

1) KEPIC 코드에서 정의된 설계압력, Pa

2) 정적 내압능력 계산값

3) 동적 압력으로부터 산정된 등가 정적 내압능력

4) 관련 파괴모드

5) 라이너 강재, 철근 및 프리스트레스 강선에 대한 응력-변형률 관계,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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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리스트레스 강선의 거동과 관련한 가상 하중조건시 라이너의 거동

6) 원 설계를 지배하는 기준과 파괴를 정의하는데 적용된 기준

7) 해석 상세내용 및 일반결과

8) 격납건물에 적용된 해석내용을 평가하고 모델링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공학

적 도면

타. 구조 감사

구조 감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2에 따른다.

파. 설계 보고서

설계 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3을 만족하면 허용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가. 격납건물 구조재의 허용응력과 변형률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KEPIC

SNB-3400 및 RG 1.136을 따르는 경우 허용된다.

SNB-3421.5

콘크리트에 의해 저항되는 접선전단응력 vc는 표 SNB-3230-1의 비정상/심한환

경과 비정상/극심한 환경 조건에서 각각 276 kPa(40psi)와 414 kPa(60psi)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에 의해 저항되는 접선전단응력 vc를 초과하는 부분을 저항하는 철근

의 설계기준은 격납건물 설계 코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부 발전소의 경우, KEPIC SNB-3421.5에 따라 콘크리트는 접선전단응력에 저

항하지 않으며 직교하는 철근에 의해 제공되는 접선전단강도는 0.833√
f'c(MPa) [10√f'c(psi)]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주인장응력은 1/3√f'c(MPa) [4√f'c(psi)]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여기서 f'c의 단위는 MPa 또는 psi)

나. 라이너플레이트와 이의 정착부의 경우, 응력 및 변형률에 대한 특정한계는 각

각 KEPIC SNB 표 SNB-3720-1 및 SNB-3730-1을 따르는 경우 허용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가. 건설자재는 KEPIC SNB-2000과 RG 1.107과 1.136을 만족하는 경우 허용된다.

나. 품질관리계획은 RG 1.94, 1.136, KEPIC SNB-4000 및 SNB-5000의 해당요건에 따

를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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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공법은 각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

가. 격납건물 건설 후, 가동전 구조물 입증시험 절차는 KEPIC SNB-6000과 일치할 경

우 허용된다.

나.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격납건물은 KEPIC MIE, MIL의 점검

요건이 부과되며, 이 요건에는 가동전점검, 가동 중점검, 보수/교체 및 허용기준

에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열화의 징후가 있을 때는 

접근 불가능한 구역도 같은 열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대한 주요 부위의 가동 중검사는 중요하며, 발전소 안전

을 위하여 격납건물의 상태를 감시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발전소별로 

설계에서 고려된 격납건물 가동 중검사를 위한 물리적 접근방법, 접근 불가능

한 지역의 열화발생을 확인하는 대체방안 및 고방사선 구역에 대한 원격 육안

감시방법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pH>5.5, 염화물<500ppm, 황산염<1500ppm의 조건

일 때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

에 대해 수용 가능한 계획은 (1) 어떤 이유로 굴착이 되었을 때 노출된 부분에 

대한 열화를 점검하고 (2) 지하수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

지내 지하수 화학성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용 가능한 방법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

해 주기적 감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운영허가를 위한 기술시방서에 제시된 

텐돈의 가동 중 검사요건은 그라우트되지 않은 텐돈의 경우에는 RG 1.35와 

1.35.1을, 그라우트된 텐돈에 대해서는 RG 1.90을 만족하면 허용된다.

마. 가동전 및 가동 중 종합누설률시험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6.2.6절에 제시되어 있

다.

바. 새로운 형태의 격납건물이 설계되는 경우 격납건물의 가동전 및 가동 중 점검

과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형태에 따른 추가사항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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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

절차를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절차는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허용기준

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관련 평가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격납건물 개요

격납건물의 유형 및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여 과거에 인가된 유사발전소의 자료를 

참고한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허가신청서의 변경내용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검토대상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용

되지 않았던 새롭고 특이한 사항은 더욱 자세히 조사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된 내용이 RG 1.70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기술된 내용이 충분

한가를 결정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검토초기에 요구한다.

2. 허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코드, 표준, 지침서 및 시방서 목록은 본 절 II.2에 기술된 목록과 비교하여 검토한

다. 간행판 및 부록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하중 및 하중조합은 본 절 II.3과 비교하여 보수적인지 검토한다. 잠재적인 항공기 

충돌과 같이 해당 발전소 부지특성에 따른 하중조건으로 본 절 II.3에서 다루지 않

은 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적절하게 입증되지 못하여 하중 및 하중조합의 요

건에 만족되지 않는 사항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추가로 고려하도록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설계 및 해석 절차를 KEPIC SNB-3000에 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외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평가한다. 특히, 본 절 II.4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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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검토분야가 허용기준에 만족되는지 평가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콘크리트, 철근, 라이너플레이트 및 이의 정착부와 프리스트레스계통 부품의 허용

응력 및 변형률에 대한 제한사항을 본 절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와 비교・검토한

다. 일부 하중조합과 국부지점에서 이 허용한계에 만족되지 않음을 신청자가 제안

하는 경우,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손상이 없음을 보이는 입증결과를 검토한

다. 이 입증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가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든

지, 본 절 II.5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한다.

6.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에 대한 사항을 본 절 II.6의 내용과 비교·검토한다. 허가

된 사례가 없는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자재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및 근거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품질관리 계획

이나 공법에 대해서는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및 이의 정착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검토, 평가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 요건

초기 구조건전성 시험계획을 본 절 II.7과 비교・검토하며 제시된 편차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고려한다. 운영허가를 위한 기술시방서에 기술되어 있는 프리스트

레스 텐돈 및 KEPIC MIE, MIL의 가동 중, ILRT,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에 대

한 사항을 비롯한 가동 중점검계획도 유사한 방법으로 검토한다.

IV.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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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50.34와 

50.55a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의해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및 10 CFR 50.55a의 내용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발전소 부지에서의 가장 혹심한 지진에 충분한 여

유도를 갖고 저항하며 정상상태 시 또는 사고 시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하중 영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격납건물을 비산물, 배관 휩 및 배수와 관련된 동적 영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시켰

다.

4. 신청자는 자연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지벽으

로 격납건물을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만

족시켰다.

5. 신청자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설계 누설율과 사고 시 압력 및 온도에 대해 충분

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고 발생 기간동안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만족시켰다. 이 설

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청자는 아래 기술된 RG와 산업기술기준의 요구내용

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여 격납건물의 극한 능력이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설계에 대한 최소 안전여유도를 확보하였다.

발전소 수명기간중 구조물에 작용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

해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기존의 관련 기준,

규제기관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와 일치하며, 이

것은 RG 1.7, 1.35, 1.35.1, 1.90, 1.107, 1.136 및 KEPIC SNB에 만족된다.

적용되는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로 정의된 이러한 기준의 사용;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 및 해석 절차;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그리고 시험 및 가동 중 점검 요건은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격납건물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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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상사고 시 구조물이 구조적  건전성이나 방사능 누출을 막

는 안전기능에 손상을 받지 않고 명시된 설계조건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

적으로 보증하게 된다.

6. 신청자는 구조설계에 대한 품질보증프로그램 요건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만족시켰다.

7. 적용가능한 경우, 신청자는 핵연료 피복재와 물 간의 100%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

소가 방출되는 사고 시에 수소가 연소되어 발생된 압력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소

저감장치를 고려하여 발전소를 설계함으로써 10 CFR 50.34(f) 요건을 만족시켰다.

8. 신청자는 핵연료 피복재와 물의 반응으로 발생되는 폭발성 가스에 기인한 하중을 

고려하여 격납건물의 구조적건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함으로써 10 CFR 50.44

요건을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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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2절 강재 원자로 격납건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강재 격납건물이나 강재/콘크리트 격납건물의 MC 등급의 강재요소에 대해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 개요

가. 격납건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구조적 형태와 요소를 정의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

한 설명자료를 검토한다. 특히 강재 격납건물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조적・기능

적 특성을 평가한다. 여러 가지 강재 격납건물중에서 건식 PWR 격납건물을 본 

절의 검토대상으로 한다.

가장 일반적인 PWR 격납건물은 원통형 벽체에 돔형 상부로 구성된 형태이다.

기초는 라이너플레이트로 피복된 편평한 콘크리트 기초슬래브이거나, 바닥부분

이 역 돔형 강재 쉘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기초로 구성된다. 본 절의 기술내용

은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차폐구조물로 둘러싸인 원통형 강재 격납건물에 적

용되며, 다른 형태의 격납건물을 검토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본 지침의 적용성

을 평가하여야 한다.

격납건물의 형상은 여러 높이에서의 평면도와 적어도 두 직교방향에서의 수직 

단면도를 이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의 배치를 검토하고, 격납

건물 벽체와 차폐구조물의 상호작용, 격납건물 벽체와 내부 칸막이벽을 포함한 

내부 구조물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이 구조요소들이 설계 경계조건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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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작용시의 격납건물 예상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

다.

나. 격납건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강재 격납건물의 하부가 역 돔과 연속되는 경우, 역 돔과 그 지지부가 콘크리

트 기초에 정착되는 방법의 적합성을 본 안전심사지침 3.8.5항에 따라 검토하

고, 강재 격납건물의 하부가 연속되지 않고, 라이너플레이트로 피복된 기초슬

래브에 지지된다면 강재 격납건물 벽체를 콘크리트 기초슬래브에 지지하는 방

법과 라이너플레이트와 강재 격납건물 벽체의 연결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3.8.1항은 이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 보 받침대, 배관 구속재, 크레인 브라켓, 쉘 보강재 등 원통 벽체의 내·외부면에 

부착되는 주요 구조적 부착물을 포함하는 격납건물 원통 부분

3) 돔과 원통벽체의 연결부 보강부위, 관통부, 격납건물 살수계통 배관과 돔의 보

강과 같은 돔 내·외부면에 부착되는 주요 구조적 부착물(격납건물 살수계통 배

관 지지대와 돔의 보강부 등)들을 포함하는 격납건물 돔 부분

4) 강재/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주요 관통부 또는 그 일부로서 KEPIC MNE(금속 

격납용기)에 정의된 한계선까지 부분. 여기에는 구조용 콘크리트로 지지되지 않

는 압력유지 관통부, 배관 관통부, 연료이송튜브와 같은 기계적 관통부, 전기관

통부, 장비 및 인원 출입구 부분 등이 포함됨

2. 적용코드, 표준 및 시방서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 제작, 건설, 시험 및 가동중 검사에 적용되는 설계코드, 시

방서, 규제기준, Regulatory Guide(이하 "RG") 및 기타 산업기술기준에 대해 검토

하며 각 자료에 명시된 특정 간행판, 간행일자 및 부록들을 검토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이 KEPIC MNE(금속 격납용기) 및  RG 1.57, 본 지침의 II.3

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강재 격납건물이 받는 하중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가동전 시험 중에 받는 하중

나. 사하중, 활하중, 운전 중 온도에 의한 열하중 등이 포함되는 발전소의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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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전 및 정지시 받는 하중

다. 발전소 부지의 설계기준 바람(차폐건물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과 운전기

준지진과 같은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하중

라. 설계기준 토네이도(차폐건물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나 안전정지지진과 같

은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하중

마.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하중

격납건물 설계 시 고려되는 발전소의 주요 비정상 상태는 설계기준 냉각재상

실사고이며 고에너지 배관 파단이 수반되는 기타 사고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고로 격납건물이 받는 하중에는 상승된 온도와 압력, 그리고 분사 충격력 및 

이와 관련된 비산물 충돌과 같은 국부하중 등이 있다. 또한 격납건물 내·외부

의 사건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이 포함된다.

바. 냉각재 상실사고 시 격납건물 살수계통 작동으로 생긴 물 범람을 포함한 비정

상 상태후 받는 하중

사.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 

시에 수소가 연소되어 발생된 압력하중이나 사고 후 비활성화에 따라 상승한 

압력하중 및 사고 후 수소비활성화 수소제어계통의 전면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이 경우 지진하중이나 설계기준 사고하중은 배제)

아.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와 관련한 하중

자. 사하중, 활하중, 온도·바람·눈·비·얼음 등에 의한 하중, 건설하중(자재 중량, 작

업원 및 장비 하중, 설치 및 조정력(erection and fitting forces), 기기반력) 등 

건설과정에 발생되는 하중

일반적으로 상기하중을 조합할 때 건설 및 시험하중을 포함하여 일반운전하중, 심

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비정

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

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냉각재상실사고후의 물범람 하중을 고려한다.

본 지침의 Ⅱ.3(하중 및 하중조합)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강재 격납건물이 차폐건물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본 안전심사지침 3.8.1항의 

기술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부지관련 설계하중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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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및 해석절차

격납건물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가 KEPIC MNE (금속 격납용기) 및 RG 1.57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비축대칭 및 국부하중의 처리

- 국부적인 좌굴효과의 처리

- 과도 및 국부 하중 처리

- 설계와 해석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

- 강재 격납건물의 극한능력

- 구조 감사

- 설계보고서

5. 구조적 허용기준

격납건물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화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설계 

제한사항이 KEPIC MNE 및 RG 1.57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며, 특히 안전여유도

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허용응력, 변형률 및 전체변형 등에 중점을 둔다. 각 하

중조합에 대해 제시한 허용값을 본 지침의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와 비교한다. 이

러한 허용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수가 포함된다.

- 일반 막응력(Pm), 국부 막응력(PL)

- 일차응력(PL++Pb)과 이차응력

- 일차응력(PL++Pb), 이차응력(Q), 첨두 응력(F) 모두의 합산응력

- 좌굴기준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격납건물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사항이 KEPIC MNE (금속 격납용기)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주요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다.

- 쉘 요소로 사용되는 강재 판

- 보강재, 보 지지대, 크레인 브라켓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

격납건물의 제작 및 건설에 이용되는 품질관리계획이 다음 항목과 KEPIC MNE-

2000, 4000, 5000에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포함한 비파괴 검사

- 용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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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허용오차

특수한 건설 기술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

완성된 격납건물과 KEPIC MNE MC등급 개별요소에 대한 가동전 구조시험 계획

에 대해 시험목적 및 허용기준 등이 KEPIC MNE-6000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장

비관통부 및 인원관통부와 같은 요소의 구조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새롭거나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설계방법에 대해 제안된 특수한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시의 요구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강재 격납건물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부품에 대한 가동 중 계획이 KEPIC MIE(금

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의 요건에 따르는지 검토한다. 검사를 위한 접근이 가

능하고 접근불가 지역에 설치된 부품의 열화상태의 식별 가능성과 고 방사선지역

에 대한 원격점검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1. 품질보증계획이 요구되는 구조물(안전에 관계되는 구조물)의 검토는 3.2.1절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강재 격납건물 이외의 안전에 관계되는 구조물 내에 위치한 고에너지배관의 

압력하중의 검토는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하며, 하중조합은 본 절의 내

용을 따른다.

3. 사고조건하에서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중의 검토는 6.2.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하며, 하중조합은 본 절의 내용을 따른다.

4. 품질보증계획의 검토는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설계기준에서 가상 배관파단의 배제는 파괴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로 

고려되며, 배관파단의 동적효과와 관련한 설계하중의 제거는 본 지침 3.6.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심각한 사고기준에 대한 격납건물의 기능유지 및 만족여부 검토는 본 지침 

19.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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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강재 격납건물 설계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

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

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 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

조건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누설률

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5. 10 CFR 50.34(f) : 강재 격납건물은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

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 시에 발생된 하중과 수소연소나 사고 후 비

활성화에 따라 추가된 압력에 의한 하중, 사고 후 수소비활성화 제어계통의 전



제3.8.2절     개정 5 - 2015. 12- 7 -

면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이 경우 지진하중이나 설계기준 사고

하중은 배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10 CFR 50.44 : 가동원전과 새로운 원전에 따라 고려되는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와 관련한 압력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격납건물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내용이 RG 1.70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 표준양식 

및 내용“의 3.8.2.1절에 기술된 최소요건을 만족하면 허용된다. "원자력발전소 안전

성 분석보고서 표준양식 및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새롭고 특이

한 형태의 격납건물인 경우 검토자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

도록 충분한 자료를 요구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 자재,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은 부분적 또

는 전체적으로 허용 가능한 코드, 표준규격, 시방서 및 지침에 따르며, 다음 코드 

및 지침이 허용된다.

코    드 제      목

KEPIC MNE 금속 격납용기

KEPIC MIE 금속 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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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Guide 제      목

1.7 원자로 격납 건물내 가연성 기체 농도 제어

1.57 강재 1차 원자로 격납계통 요소의 설계한계와 하중조합

3. 하중 및 하중조합

KEPIC MNE와 RG 1.57은 강재 격납건물에 적용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을 분명하

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RG 1.57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될 것이다.

하중 및 하중조합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 하중

- D : 사하중

- L : 가설대의 유연성과 변형, 크레인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하중을 포

함한 활하중

- Pt : 시험 압력

- Tt : 시험 온도

- To : 한계 과도상태 혹은 안정된 상태에 근거한 시운전, 정상운전 및 정지시

의 온도 영향

- Ro : 한계 과도상태 혹은 안정된 상태에 근거한 시운전, 정상운전 및 정지시

의 배관반력 하중

- Po : 격납건물 내부나 외부의 압력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외부압력하중

- E : 운전기준지진으로 발생되는 하중, 슬로싱 하중 포함

- E′ : 안전정지지진으로 발생되는 하중, 슬로싱 하중 포함

- Pa : 가상 배관파단이나 수조 물의 출렁거림(Pool Swell)과 이에 따른 동수력

하중 등으로 발생되는 압력하중

(주) '나.항'의 하중조합 사용조건 3)항에서 가)(4), 다)(3) 및 라)(2)에서는 

중소형 배단파단사고가 가정되며, 나머지 하중조합에서는 설계기준 

LOCA가 가정됨

- Ta : 가상 배관파단이나 수조 물의 출렁거림과 이에 따른 동수반력 하중 등

으로 야기된 온도조건하에서의 온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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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나. 항'의 하중조합 사용조건 3)항에서 가)(4), 다)(3) 및 라)(2)에서는 

중소형 배단파단사고가 가정되며, 나머지 하중조합에서는 설계기준 

LOCA가 가정됨

- Ra : 가상 배관파단이나 수조 물의 출렁거림과 이에 따른 동수반력하중 등으

로 야기된 온도조건하에서의 배관반력하중

(주) '나. 항'의 하중조합 사용조건 3)항에서 가)(4), 다)(3) 및 라)(2)에서는 

중소형 배단파단사고가 가정되며, 나머지 하중조합에서는 설계기준 

LOCA가 가정됨

- Ps : 안전 감압밸브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압력하중으로 필요시 수조 물

의 출렁거림에 따른 동수력하중을 포함함

- Ts : 안전 감압밸브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온도하중으로 필요시 수조 물

의 출렁거림에 따른 동수열하중을 포함함

- Rs : 안전 감압밸브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배관반력하중으로 필요시 수

조 물의 출렁거림에 따른 동수반력하중을 포함함

- Yr : 설계기준사고 시 파괴된 고에너지 배관에서의 반력으로 인해 발생된 구

조물에 작용되는 등가 정적하중

- Yj : 고에너지 배관의 파단으로 인해 구조물에 작용되는 분사충돌 등가정적

하중

- Ym : 설계기준사고 시 배관의 휩과 같이 구조물에 작용되는 비산물 충돌 등

가 정적하중

- FL : LOCA후 격납 건물내 홍수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

- Pg1 :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에 따라 발생되는 압력하중

- Pg2 : 수소 연소로 발생되는 압력하중

- Pg3 : 사고 후 수소 비활성화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하중

나. 하중 조합

격납건물의 설계에 적용되거나 발전소의 예상수명기간 동안에 작용될 수 있는 

하중조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시험 조건

누설방지기능의 건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조건이 포함된다.

D＋L＋Tt＋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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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조건

격납경계를 이루는 격납건물에 발전소 예상수명기간 동안에 작용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설계 압력, 설계 온도, 설계기준사고(LOCA)

에 의한 설계 기계적하중이 포함된다.

D＋L＋Pa＋Ta＋Ra

3) 사용 조건

등급 A 사용한계, 등급 B 사용한계, 등급 C 사용한계, 등급 D 사용한계와 홍

수 후 조건에 해당하는 하중조합들로 구분된다. 이 하중들은 그들의 구조물에 

대한 동적 효과를 고려한 실제의 시간이력에 의해 조합할 수 있다.

가) A 등급 사용 한계

이 사용한계는 격납건물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설계기준사고 조건을 포

함하는 사용하중이 격납건물에 작용될 때 적용되는 사용한계로서 등급 B, C,

D나 시험하중 관련 사항은 제외한 경우이다. 이 사용한계에 대응하는 하중

조합은 다음과 같다.

(1) 정상 운전 조건

D＋L＋To＋Ro＋Po

(2) 다중 안전감압밸브의 작동에 따른 운전조건

D＋L＋Ts＋Rs＋Ps

(3) 냉각재 상실사고(LOCA)

D＋L＋Ta＋Ra＋Pa

(4) 중소형 파단사고와 다중 안전감압밸브의 작동 조합 조건

D＋L＋Ta＋Ra＋Pa＋Ts＋Rs＋Ps

(5) 사고 후 모든 수소 비활성화제어계통이 오작동되는 상황의 정상 운전 조

건

D＋L＋To＋Ro＋Po＋Pg3

(6) 이산화탄소 비활성화로 인한 압력에 대한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압력시

험 하중

D＋1.10×Pg3

나) B 등급 사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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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A 사용한계의 하중과 발전소의 가동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하중이 조합되는 사용한계이다. 이 사용한계에 대응

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기준지진과 LOCA의 조합(E≤1/3E'이면, E에 의한 교번하중(cyclic

loading)의 영향만 고려)

D＋L＋Ta＋Ra＋Pa＋E

(2) 운전기준지진과 정상 운전 조건의 조합(E≤1/3E'이면, E에 의한 교번하중

(cyclic loading)의 영향만 고려)

D＋L＋To＋Ro＋Po＋E

(3) 운전기준지진과 다중 안전감압밸브 작동시의 정상 운전 조건의 조합(E≤
1/3E'이면, E에 의한 교번하중(cyclic loading)의 영향만 고려)

D＋L＋Ts＋Rs＋Ps＋E

(4) 한 개의 안전감압밸브의 작동이 유발되는 단일 능동기기의 파손과 LOCA

의 조합

D＋L＋Ta＋Pa＋Ra＋TS＋RS＋PS

다) C 등급 사용 한계

등급 A 사용한계의 하중과 발전소의 안전정지가 요구되는 자연현상의 발생에 

따른 하중이 조합되는 사용한계이다. 이에 대응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 LOCA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

D＋L＋Ta＋Ra＋Pa＋E′ 
(2) 안전정지지진과 정상 운전 조건의 조합

D＋L＋To＋Ro＋Po＋E′ 
(3) 안전정지지진, 중소형 파단사고와 다중안전감압밸브 작동의 조합

D＋L＋Ta＋Ra＋Pa＋TS＋RS＋PS＋E

(4)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 시 압력에 사고 후 수소가 연소되어 발생된 압력을 더한 압력하중과 

사하중의 조합

D＋Pg1＋Pg2

이 하중조합에서 Pg1＋Pg2는 310 kPa(45 psig)이상이어야 한다.

(5) 100%의 핵연료 피복재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방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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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압력에 사고 후 비활성화(이산화탄소를 비활성화 용재로 가정)에 

따라 상승한 압력을 더한 압력하중과 사하중의 조합

D＋Pg1＋Pg3

이 하중조합에서 Pg1＋Pg3는 최소한 310 kPa(45 psig)이상이어야 한다.

라) D 등급 사용 한계

격납기능이 요구되는 기타 사용한계와 국부적인 동적 현상을 포함한다. 이 

사용한계에 대응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 LOCA와 안전정지지진 및 국부적인 동적하중의 조합

D＋L＋Ta＋Ra＋Pa＋Yr＋Yj＋Ym＋E′ 
(2) 중소형 파단사고를 포함한 다중 안전감압밸브 작동과 안전정지지진, 국부

적인 동적하중의 조합

D＋L＋Ta＋Ra+Pa＋Yr＋Yj＋Ym＋Ps＋Ts＋Rs＋E′    
마) 홍수 후 조건

LOCA 후 격납건물 내 홍수와 운전기준지진의 조합

D＋L＋FL＋E

다. 건설하중

임시적인 건설하중과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질 환경하중의 효과가 고려되어

야 한다. KEPIC MNE(금속 격납용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

에 강 구조물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인 SEI/ASCE 37-02를 참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 외부 환경하중

콘크리트 차폐건물은 외부 환경조건으로부터 강재 격납건물을 보호한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하중(바람, 토네이도, 외부 홍수)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강재 격납건

물에 영향을 미친다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때 하중조합과 허용기준은 본 

지침 3.8.1(콘크리트 격납건물)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10CFR50 부록 S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기준지진은, 신청자가 설계기준지진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검사기준으로 사용된다. 만약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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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준지진이 안전정지지진의 1/3이하이면 해석이 필요 없지만, 홍수 후 조건

(postflooding condition)에서는 고려해야 하며 II.3.나.3)나)항의 하중조합에서는 교번

하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번하중에 대한 지침은 USNRC SECY-93-087에 기술되

어 있다. 만약 운전기준지진이 안전정지지진의 1/3보다 크다면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

며, B 등급의 응력, 변형률, 변형 및 피로한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강재격납건물에 대한 해석 및 설계절차는 KEPIC MNE(금속 격납용기)와 RG 1.57

의 적용조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허용된다. 또한 이 절의 I.4에 기술된 특정 검토분

야에 대해서는 다음 조항을 만족하여야한다.

가. 비축대칭하중과 국부하중의 처리

격납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비축대칭하중에는 수평 지진력 및 그에 따른 슬로싱 

하중, 수조 물의 출렁거림 및 LOCA나 안전감압밸브의 작동에 따른 동수력하중

이 있다. 기타 비축대칭 국부하중에는 배관 파단으로 인한 반력, 제트 분출력과 

비산물 등이 있다. 국부하중에 대해서는 각 하중의 국부효과를 분석하여 전체효

과에 중첩시켜 구한다. 비축대칭 하중에 의한 쉘의 전체거동은 이 하중을 퓨리

에급수에 의해 변환하여 구할 수 있다. 기타의 방법은 각 경우별로 적용성을 검

토한다.

나. 좌굴효과의 처리

지진이나 국부압력하중에 대한 쉘의 좌굴을 고려한다. 이는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정적해석의 경우에는 유효정적하중을 구하기 위해 적절

한 동적하중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KEPIC MNE-3133에서의 적용범위보다 쉘

의 형상 및 하중조합이 복잡한 경우에는 ASME Code Case N-284(개정 1)와 

RG 1.193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부압력에 의한 쉘의 좌굴은 ASME Code Case N-284(개정 1)과 RG 1.193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RG 1.84와 RG 1.193은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Code Case 허용

성에 대한 부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 전산 프로그램

설계와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 4. 바. 항에 

기술된 절차나 요건에 따라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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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재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새로 건설되는 원자로는 설계기준사고압력을 초과하는 사고 시에 안전율을 평

가하기 위하여 격납건물에 대한 내압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불연속부에서 충분히 떨어진 대표단면에서의 

최대 막변형률(원통 쉘의 원환방향 막변형률)이 1.5%에 도달할 때의 내압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비선형 재료거동과 기하학적 비선형거동이 고려되어야 한

다. 강재 격납용기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항복강도와 

강재의 특정 등급을 대표하는 항복점 이상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가지고 결

정되어야 한다. 응력-변형률 곡선 작성 시 설계기준사고 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통형이 아닌 격납건물의 해석과 원통형 격납건물이지만 본 지침의 파괴기준

에 따르지 않는 해석의 적절성은 사안별로 상세히 검토될 것이다.

강재 격납건물의 내압능력평가에 적용되는 모델링에 대한 지침은 NUREG/

CR-6906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 : 가동 중인 격납건물에 해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태

(as-built)의 재료특성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충분한 재료입증 자료가 있다면 

중요 재료 변수의 해석에 상한치, 중간치, 하한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값들

은 설계기준사고 온도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결정론적 평가시에는 하한

치가 사용되어야 하며,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를 위한 파괴확률 대 압력의 계산

에는 재료특성치에 대한 통계학적 분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관통부

장비관통부, 인원출입구, 주요 배관관통부와 같은 격납건물 관통부에 대해서도 

강재 격납건물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내압능력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기계 및 

전기관통부를 통한 기타 잠재적인 격납건물 누설경로가 다루어져야 한다.

해석 및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 사항이 기술된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어

야 한다.

1) KEPIC MNE-3112.1에서 정의된 원 설계압력, P

2) 정적 내압능력 계산값

3) 동적 압력으로부터 산정된 등가 정적 내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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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파괴모드

5) 원 설계를 지배하는 기준과 파괴를 정의하는데 적용된 기준

6) 해석 상세내용 및 일반결과

7) 격납건물에 적용된 해석내용을 평가하고 모델링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공학

적 도면

마. 구조 감사

구조 감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2에 따른다.

바. 설계 보고서

설계 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3을 만족하면 허용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각종 설계하중에 대한 격납건물 쉘의 여러 위치에서의 응력은 해석에 의해 결정

된다. 본 절의 II.3에 기술된 하중조합에 대해 계산된 응력은 사용등급 A, B, C, D

에 따라 각각 KEPIC MNE-3112.1, MNE-3112.2, MNE-3112.3, MNE-3112.4에서 규

정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홍수 후 하중조합의 경우(Ⅱ.3.나.3)마)항) 사용등급 C 한계가 일차응력에 적용되어

야 하며, 사용등급 B 한계가 일차응력과 이차응력의 합에 적용되어야 한다. 일차

응력, 이차응력, 첨두응력 모두의 합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는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가. 건설자재는 KEPIC MNE-2000을 만족하는 경우 허용되며, 재료특성을 검토하

는 부서는 부식방호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은 KEPIC MNE-2000, MNE-4000 및 MNE-5000의 해당요건에 

따를 경우 허용된다.

다. 특수공법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라. 임시건설하중과 환경하중으로 인한 영향의 고려방법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

가. 가동전 구조물 입증시험 절차는 KEPIC MNE-6000과 일치할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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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납건물의 가동 중 요건은  KEPIC M1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를 만

족해야 하며 또한, 접근 가능지역에서의 평가가 접근 불가지역의 강재에 열화

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접근 불가지역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강재 격납건물의 가동 중에 충분한 접근로의 준비나 원격육안점검 등의  특수

한 설계가 고려된다면 이를 사안별로 검토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절

차를 선정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수행한다. 본 장의 검토절차에 상이하게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된 대안의 기술내용이 ‘Ⅱ.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검토한다.

1. 격납건물 개요

격납건물의 유형 및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여 과거에 인가된 유사발전소의 자료를 

참고한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허가신청서의 변경내용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검토대상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용

되지 않았던 새롭고 특이한 사항은 더욱 자세히 조사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된 내용이 RG 1.70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2. 허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코드, 표준, 지침 및 시방서 목록은 본 절 II.2에 기술된 목록과 비교하여 검토한

다. 간행판 및 부록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하중 및 하중조합이 본 절 II.3에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하중조건이 특이하고 

본 절 II.3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이 허

용기준과 차이가 있는지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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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및 해석 절차

설계 및 해석 절차를 KEPIC MNE-3000에 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외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평가한다. 특히, 본 절 Ⅰ.4에 포

함된 검토분야가 허용기준에 만족되는지 평가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강재 쉘 및 그 부속물의 허용응력에 대한 한계값을 본 절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

와 비교・검토한다. 일부 하중조합과 국부지점에서 이 허용한계에 만족되지 않음

을 신청자가 제안하는 경우,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손상이 없음을 보이는 

입증결과를 검토한다. 이 입증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추가

적인 입증자료 검토하여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토

하여야 한다.

6.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계획, 특수공법에 대한 사항을 본 절 II.6항의 내용과 비교·검토한

다. KEPIC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자재의 적합성을 입

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및 근거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품질관리계획이나 공법에 대해서는 격납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검토·평가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

초기 구조과압 시험계획(Structural Overpressure Test Program)을 본 절 II.7과 비

교・검토하며 제시된 편차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고려한다. 또한 격납건물의 

가동 중계획의 적절성도 검토한다. 강재 격납건물의 가동 중에 충분한 접근로의 

준비나 원격육안점검 등의  특수한 설계가 고려된다면 이를 사안별로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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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강재 격납건물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50.34(f), 10 CFR

50.44, 10 CFR 50.55a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

다.

1. 신청자는 핵연료피복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압력하중과 그에 따르는 수소

연소 및 사고 후 비활성화로부터 추가된 압력하중에 견딜 수 있음을 KEPIC MNE

의 적절한 사용한계를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어 10 CFR50.34(f) 및 10 CFR50.44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강재 격납건물이 규제기준 및 지침과 산업기술기준의 요건에 부합되도

록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의해 설계, 제작, 설치, 시

험,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10

CFR 50.55a의 내용을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강재 격납건물이 발전소 부지에서의 가장 혹심한 지진에 충분한 여유도

를 갖고 저항하며 정상상태시 또는 사고 시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

하중 영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격납건물은 비산물, 배관 휩 및 배수와 관련된 동적 영향에 저항할 수 있

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시켰다.

5. 신청자는 자연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지벽으

로 격납건물을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만

족시켰다.

6. 신청자는 강재 격납건물이 설계 누설율과 사고 시 압력 및 온도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고 발생기간 동안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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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일반

설계기준 50을 만족시켰다. 이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청자는 규제기준 

및 지침들과 산업기술기준의 요구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해석을 수행

하여 격납건물의 극한 능력이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설계에 대한 최소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였다.

발전소 수명기간중 구조물에 작용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

해 강재격납건물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기존의 관련 기준, 규제

기관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와 일치하며, 이것은 

KEPIC MNE 및 RG 1.57에 만족된다.

적용되는 코드, 표준규격, 지침으로서 정의된 기준의 사용; 하중 및 하중조합; 설

계 및 해석 절차;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그리고 시험 

및 가동 중 점검 요건은 지진 및 격납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상사고 

시 구조물이 구조적 건전성이나 방사능 누출을 막는 안전기능에 손상을 받지 않

고 명시된 설계조건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게 된다.

내진범주 Ⅰ급 콘크리트 차폐건물은 차폐건물 외부에서 발생되는 바람과 토네이

도와 다양한 가상사고 시에 강재 격납건물을 보호하지만 차폐건물 외부에서 발생

되는 하중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재 격납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5. KEPIC MNE (금속 격납용기)

6. KEPIC MI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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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8. 10 CFR 50.44, "Combustible gas control for nuclear power reactors."

9.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10.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1.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12. Standard Review Plan 3.8.2 "Steel Containment"

13.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Division 1, Subsection NE,

"Class MC Component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14. Regulatory Guide 1.57, "Design Limits and Loading Combinations for Metal

Primary Reactor Containment System Components."

15.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 for Nuclear Power Plants."

16. Regulatory Guide 1.84, "Design and Fabrica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Division 1."

17. Regulatory Guide 1.147, "Inservice Inspec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 Division 1."

18. Regulatory Guide 1.193, "ASME Code Case Not Approved for Use."

19. SECY-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Item II Q), April 2, 1993

20. SEI/ASCE 37-02,"Design Loads on Structures During Construction," ASCE, 2002

21. NUREG/CR-6906, "Containment Integrity Research at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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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3절  강재 및 콘크리트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분야

강재 및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내부구조물에 대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내부구조물의 개요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내부구조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한 

구조물의 안전관련 기능수행에 관계된 주요 구조적 형태와 요소들을 정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내부구조물은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정상 및 비

정상 하중상태에서도 그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냉각재상실사고를 유

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에 기인한 냉   

각재 분사력이나 배관 타격(pipe whip)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격납건물과 기타 공

학적 안전설비를 보호하여 사고를 완화시켜야 한다.

각 내부구조물의 주요 구조적 기능과 각 구조물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건물 구조 강재/콘크리트 사이의 구조요소(케이블 트레이, 공기정화계통 

배관 및 기기 지지부, 강재 플랫폼, 매입철판 등)들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가. 원자로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는 정상운전하중, 지진하중 및 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 시 배관파단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지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원

자로 지지 및 구속계통은 적용되는 하중조합하에서 원자로용기의 움직임이 허

용범위 이내에 머물도록 구속하여야 한다. 반면에 지지대는 운전온도에 의해 

예상되는 열적운동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적 요건을 감

안하여 원자로용기로부터 지지대, 주변 구조물 및 그 구조물의 기초부위까지 



제3.8.3절                                                        개정 5 -2015. 12- 2 -

전달되는 하중전달 방법에 중점을 두어 원자로 지지대의 배치와 주요 구조요

소에 대한 특징을 검토한다.

나.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증기발생기는 정상운전하중, 지진하중 및 배관파단으로 인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지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지지구조물은 증기관이나 급수관의 

가상 파단으로부터 1차 냉각수 배관이 파단되는 것과 그 반대의 현상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지지대는 운전 중 예상되는 증기발생기

의 열적운동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능적 요건을 감안하

여 증기발생기로부터 지지대, 주변구조물 및 그 구조물의 기초 부위까지 전달

되는 하중전달 방법에 중점을 두어 증기발생기 지지대의 배치와 주요 구조요

소의 특징을 검토한다.

다. 1차 차폐벽 및 원자로 공동

1차 차폐벽은 원자로 공동을 형성하고 원자로를 지지, 구속하는 보통 두꺼운 

벽체 구조물로써 원자로용기를 감싸고 있으며 라이너플레이트를 관통하여 기

초슬래브에 정착된다. 이들에 대하여는 주철근 및 정착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배치 및 주요 구조요소의 특징을 검토한다.

라. 2차 차폐벽

2차 차폐벽은 1차계통 배관을 감싸고, 증기발생기의 격실을 형성하고 격실내 

배관파단 사고 시의 영향으로부터 격납건물을 보호하며 격납건물 내부의 운전

층 슬래브와 중간층 슬래브를 지지한다. 2차 차폐벽에 대해서는 냉각재 상실

사고 시 발생되는 냉각재 분사력 및 격실내 압력하중하의 예상거동과 구조 형

태를 주안점으로 전반적인 배치와 주요 구조적 특징을 검토한다.

마. 기타 내부구조물

핵연료 재장전수조 벽체, 재장전수저장탱크, 격납건물 내부의 중간층 및 운전층 

슬래브 등에 대해서도 다른 내부구조물과 유사한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한다.

2. 적용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관련시설의 설계, 제작, 건설, 시험, 검사 및 점검에 적용된 각종 설계코드, 표준 

규격, 시방서, 규제지침 및 기타 산업표준에 대한 기술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각종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간행판, 적용 유효일자 및 부록에 대

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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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중 및 하중조합

적용된 설계 하중과 하중조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가.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하중인 사하중, 활하중, 프리스트레

스 하중, 온도하중, 풍하중, 토압, 적설하중, 공사 관련 장비,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시공하중, 인양하중, 장비반력, 거푸집압력

나. 정상적인 발전소 기동, 운전 및 정지시의 사하중, 활하중, 운전온도에 의한 열

하중, 핵연료 재장전수조의 정수력하중, 안전감압밸브(SRVs)의 작동에 의한 동

수력하중, 견인하중(Drag Load), 분사충격 및 압력하중

다. 운전기준지진(OBE)에 의해 야기되는 하중을 포함한 심한환경상태 하중 

라. 안전정지지진(SSE)에 의해 야기되는 하중을 포함한 극한환경상태 하중

마. 발전소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하중.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의 주요 기능을 수

행하는데 가장 심각한 비정상 상태는 설계기준 냉각재 상실사고이다. 고에너

지 배관파단이 수반되는 기타 사고들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동

적하중에는 상승된 온도와 배관 파단에 의해 발생하는 격벽 사이의 차압력,

분사 충격력 및 비산물 충돌하중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하중들의 여러 조합에는 건설 중 하중, 일반운전하중, 심한환경상

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심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

극한 환경상태와 동시에 비정상 상태에서 받는 일반운전하중들을 포함한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에 사용된 설계 및 해석절차가 본 지침 II.2절에 제시된 적용

코드 내용과 일치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그리고 아래의 분야에 적용할 

설계 및 해석절차를 포함한다.

가. 원자로 냉각계통의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1) 본 지침 I.1절에서 기술한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지지구조물은 정상운전 하

중, 지진하중, 냉각재상실사고 시 하중 및 배관파단 사고에 의한 하중을 포함

한 다양한 하중조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동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해석절차는 본 지침 3.7.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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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되어 있다.

3) 각각의 하중 및 하중조합 결정 절차를 검토한 후, 지지 구조물 설계 및 해석

에 사용된 해석종류, 하중전달 방법 및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 등 전반적인 

설계 및 해석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 1차 차폐벽 및 원자로 공동

1) 1차 차폐벽은 원자로 지지구조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포함한 모든 적용가

능한 하중상태에 대해 견뎌야 하며 본 지침 I.3에서 다룬 모든 하중조합에 대

해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해석되어야 한다. 정상 운전중 원자로심에서 발생하

는 감마선 및 중성자의 감쇄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해 벽체단면에 걸쳐 온

도경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온도경사에 대한 대책으로서 온도경사의 정도를 

허용범위내로 유지하여 온도경사의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열차단 설비 또

는 열제거계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1차 차폐벽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본 지침 3.7.2절에 

기술되어 있다.

3) 1차 차폐벽에 작용되는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하중으로서는 원자로 노즐 근

처에서 발생하는 배관파단에 의해 원자로 공동에 가해지는 차압이 해당되며 

이와 같이 과도상태의 압력은 원자로 공동의 전반 혹은 일부 부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하중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4) 기타 냉각재 상실사고 하중으로서는 배관파단시 반력과 원자로 지지 구조물을  

통해 1차 차폐벽에 전달되는 하중이 있으며 이 하중이 벽체 하단부에 휨 모멘

트, 비틀림 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사고에 의해 

야기되는 1차 차폐벽 내외부의 온도상승은 벽체 단면에 과도적인 온도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고영향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가 적절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 2차 차폐벽

1차 계통 루프(Loop)를 수용하고, 내부운전층 슬래브의 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2차 차폐벽은 벽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1차계통 배관파단사고로 부터 야기

되는 냉각재 분사 하중을 포함하여 1차 차폐벽에 가해지는 하중과 유사한 하

중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제반 하중을 받는 상태에서의 구조물의 거

동, 구조형태 및 사용된 해석기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해석시 탄소성 거동을 

가정하고 분사 하중에 의해 야기되는 에너지의 흡수를 평가하기 위해 벽체의 



제3.8.3절                                                        개정 5 -2015. 12- 5 -

연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모델링 기법, 경계조건, 하중-시간 함수 및 가정된 연

성비 등과 주요 해석절차 및 가정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에 따

라 변하는 차압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탄성거동만이 허용되며, 그에 따라 등가

정적하중을 결정하는 방법이 적절히 검토되어야 한다.

라. 기타 내부구조물

검토될 많은 기타 내부구조물은 내진범주 I 급 구조물로 분류된 슬래브, 벽체,

보 및 기둥의 조합물이다. 이들 구조물은 본 지침 I.3에서 기술한 하중 및 하중

조합에 따른다. 이들 구조물에 대한 해석기법은 앞서 기술한 구조물과 동일한 

입장에서 검토한다.

마. 설계 보고서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3에 따라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바. 구조설계감사

구조설계감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8.4-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화하는 응력, 변형도, 변위 및 구조적  

파괴에 대한 안전계수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설계한계를 본 지침 II.5에 예시한 

적용코드 내용과의 일치여부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가.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의 건설에 사용될 각종 자재 즉, 콘크리트 구성재료, 철근 

및 기계적 이음재, 구조용 강재, 각종 지지물 및 정착물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

토한다.

나. 사용되는 자재의 물성값 확인을 위한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 타설 또는 구조

물 설치에 관한 허용오차 등 내부구조물의 건설 및 제작을 위해 제안된 품질

관리계획을 검토한다.

다. 특수하거나 새로운 기법에 의한 건설공법이 제안된 경우 완성된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라. 추가로 다음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1) 각종 자재 및 품질관리 계획이 콘크리트와 앵커에 있어서는 KEPIC SNC와 

추가요건으로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2와 RG 1.199, 강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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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KEPIC SND에 부합하는 정도

2) 철근의 용접이 제안된 경우, 제시된 신청자의 안이 KEPIC SNB와 추가 지침

으로 RG 1.136에 부합하는 정도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계획

격납 건물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보수 요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

며, 내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위험부위(Critical Areas)가 가동 중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

고, 특별설계조건(충분한 물리적 접근, 열화될 수 있으나 접근불가지역의 상태파악을 

위한 대체 수단, 고방사능 지역의 원격육안감시)을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본 지침의 다른 분야는 다음과 같이 본 절의 내용과 연계된다.

1. 10 CFR 50 부록 B에 따른 품질보증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결정은 3.2.1장 및 

3.2.2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하며, 이러한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안전관련 구조물

의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련 구조물내 고에너지 배관계통의 압력하중 결정은 3.6.1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하며, 그렇게 산출된 하중은 본 지침 내 하중조합식에 포함된다.

3. 설계기준에서 가상적인 배관파단의 배제는 파괴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

로서 고려되며, 동적효과와 관련한 설계하중의 제거는 3.6.3장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4. 사고 시 압력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하중의 결정은 6.2.1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하

며, 그렇게 산출된 하중은 본 지침내 하중조합에 포함된다.

5. 분배계통과 그들의 지지대들 그리고 기기 지지대는 3.9.2장과 3.9.3장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6.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검토는 본 지침 17장에서 수행되고 조정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본 지침의 해당 장에 포함되

어 있다.

II.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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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설정되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

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  

상과 외부 인위적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 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1)’항의 환경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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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

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

관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 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가. 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등의 설비를 공  

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  

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  

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   

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5. 10 CFR 50, Appendix B : 원자로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은 원자력발전소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관련된 NRC 규정의 관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은 이 안전심사지침에 서술된 검토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안전심사지침은 NRC의 규

정들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계

특성, 분석기술, 설비에 제안된 순차적인 측정치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

을 확인해야 하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들이 NRC 규정에 준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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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물의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부구조물에 대한 정보가 RG 1.70의 3.8.3.1절이나 

RG 1.206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타당하다. 기술 내용중 불충분한 분야가 확인되

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 RG 1.70 또는 RG 1.206에 

포함되지 않는 새롭거나 독특한 설계형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

하며, 이의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RG 1.70

은 건설허가 (CP) 또는 운영허가(OL)를 위한 신청으로 승인되는 정보의 기준이

다.

2. 적용코드, 표준 및 시방서

내부구조물의 설계, 관련자재,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은 다음의  

코드, 표준 및 시방서, 규제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들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허용될 수 있다.

코드, 표준규격, 시방서 제            목

KEPIC SNC 원자력 안전관련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요건

KEPIC SNB 콘크리트 압력용기 및 격납건물에 대한 코드

KEPIC MNE&MNF 압력용기 코드

KEPIC SND 강구조물의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한 기준

규제지침 제            목

1.57 강재 격납건물의 설계한계 및 하중조합

1.69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

1.136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재료, 시공 및 시험

1.142 원전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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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경수로형 원전 방사성폐기물 취급 기기, 계통,

구조물에 대한 설계 지침

1.160 원전의 유지관리 효율성에 대한 감시

1.199 콘크리트 정착기기 및 구조적 지지대

3. 하중 및 하중조합

내부구조물 설계에 고려된 하중 및 하중조합은 본 지침 I.1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들이 다음과 같으면 허용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구조물 설계에 작용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은 KEPIC SNC와 RG 1.142를 

따라야 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사하중(D)

사하중에는 정수하중(hydrostatic loads)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기 지지부의 

경우 동수 및 유체흐름효과(dynamic head and fluid flow effects)가 포함되

어야 한다.

2) 활하중(L)

활하중은 이동하는 기기자중과 하중의 크기와 발생빈도가 변하는 하중을 

포함한다. 기기 지지대의 경우에는 진동과 지지물의 이동영향에 의한 하중

도 포함한다. 또한 최악의 조건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활하중의 크기와 위치

가 정렬되는 또 다른 하중의 경우에 대하여 적절히 조사되어야 한다.

OBE를 설계입력으로 특별히 선정하지 않는다면 OBE는 발전소 정지 및 검

사 에만 관련된다. 만약, OBE가 SSE의 1/3 이하이면 설계해석이나 응답해

석이 요구되지 않으며, OBE가 SSE의 1/3보다 크면 격납건물의 응력, 변형

률, 변형이 한계치 이내이고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계 및 해

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지침 3.7.1장과 3.7.2장에서는 OBE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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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상실사고(LOCA)와 안전방출밸브(SRV) 작동과 같은 동수역학적인 하

중을 받는 구조물이나 구조요소는 참고문헌 3의 3.8.1항에 기술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수역학적인 하중이나 지진으로 유발된 동수역학적인 하

중과 관련한 유체구조물상호작용 효과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는 건설하중과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질 하중과 

하중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기간에 발생하는 하중은 사하중, 활하중,

온도하중, 풍하중, 적설하중으로 이루어진다. 적용할 건설하중은 공사 관련 

자재,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시공하중, 장비반력, 설치 및 인양하중,

거푸집압력 등이 포함된다. SEI/ASCE 37은 건설하중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나. 강 구조물

모든 하중과 하중조합은 KEPIC SND, KEPIC SND와 부록 2에 따르며 이들은 

허용응력설계법(ASD)을 사용하며 ANSI/AISC N690의 하중저항계수설계법

(LRFD)은 경우에 따라 사용된다.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 나타난 하중 

및 하중조합에 대한 보충자료는 강재구조물에도 적용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내부 구조물에 사용된 설계 및 해석절차가 다음과 같을 때 만족된다.

가. 1차 차폐벽 및 원자로 공동

1) 1차 차폐벽에 사용된 설계 및 해석 절차가 강도 설계법에 근거한 KEPIC

SNC와 RG 1.142의 추가 지침에 일치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콘크리트 구

조물의 기기나 지지를 위해 사용된 강재 앵커의 설계나 해석은 KEPIC

SNC 부록 B와 RG 1.199의 추가 요건에 일치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2) 냉각재 상실사고 시 1차 차폐벽에 가해지는 배관파단 반력 및 원자로 공동

의 차압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시간이력을 고려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

가) 상세한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한 경우

나) 적절한 동적증폭계수를 통해 하중함수의 최대값을 결정한 후 이를 이용하

여 정적해석을 수행한 경우

다) 차압을 받는 경우에도 벽체의 탄성거동이 유지되는 경우

Yr, Yj 혹은 Ym와 같은 국부적인 집중하중에 대하여서는 구조물의 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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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능적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는 한 탄-소성거동으로 가

정할 수 있다. 유효 동적 하중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공인된 동적해석 방

법에 따를 경우 허용된다.

나. 2차 차폐벽

2차 차폐벽에 이용된 설계 및 해석절차의 타당성은 동 절차가 KEPIC SNC와 

RG 1.142의 추가 지침에서 기술한 종래의 보/슬래브 이론에 의한 것일 경우에 

허용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기나 지지를 위해 사용된 강재 앵커의 설계나 

해석은 KEPIC SNC 부록 B와 RG 1.199의 추가 요건에 일치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냉각재 상실사고 하중에 대한 방법은 1차 차폐벽과 동일하므로 1차 차폐

벽의 경우와 동일할 경우 만족된다.

다. 기타 내부구조물.

검토대상 각종 내부구조물은 대부분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보, 기둥 및 강재

보와 기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모두 본 II.3에 기술된 하중 및 하중 조합이 

작용하는 내진 I급 구조물이다. 따라서 이들 구조물의 설계가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코드인 KEPIC SNC와 RG 1.142, 1.199의 추가 지침 그리고 강구조물 기준

인 KEPIC SND와 부록 2에 따라 해석된 경우 만족된다.

라. 모든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방법은 콘크리트 내부구조물 및 강재 내부구조

물 각각에 대하여 본 지침 3.8.1과 3.8.2의 II.4절에 기술되었다. 이들은 경계조

건에 대한 가정 사항, 대칭 및 비대칭 하중, 천이 및 국부 하중, 콘크리트 균열 

및 수축, 전산 프로그램 및 라이너 플레이트와 앵커의 평가 등을 포함한다.

마. 모듈화 시공 방법을 사용하는 구조물 설계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검토된다.

NUREG/CR-6486은 모듈화 시공공법의 사용에 관계되는 지침을 제공하며,

NUREG/CR-6486의 부록은 모듈화 건설 관련 검토기준을 제시한다.

바. 구조설계감사

구조설계감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2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한다.

사. 구조설계보고서

구조설계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부록 3의 지침에 만족되게 기술되어

야 한다.

5. 구조적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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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 I.1에 기술된 내부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허용기준은 아래에 주어진 지침

에 부합하면 만족된다. 모듈화 시공 방법을 사용하는 구조물의 허용기준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검토된다. 모듈화 시공공법 관련 기준은 본 지침 II.4.마에 기술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기준은 KEPIC SNC와 RG 1.142에 기술되어 있고, 기기 

및 계통의 지지를 위해 사용되는 강재 앵커를 위한 구조적 허용기준은 KEPIC

SNC 부록 2와 RG 1.199의 추가 지침에 일치하면 만족된다.

나. 강 구조물

KEPIC SND와 부록 2는 강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허용기준을 정의한다. 이들

은 허용응력설계법(ASD)을 사용하는데, AISC N690의 LRFD판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공사용 각종 자재 및 품질관리계획이 본 지침 I.6에 명시된 각종 코드 및 기술기

준에 일치되면 허용된다. 특수공법은 본 지침의 Ⅱ.4.마에 따라 모듈화공법, 자재,

품질관리 및 각 경우에 따라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계획

내진범주 I급 내부구조물에 있어서 구조감시와 유지관리 요구조건은 10 CFR

50.65 및 RG 1.160에 따른다.

내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위험부위(Critical Areas)가 가동 중 포함되는 것이 중요

하고, 특별설계조건(충분한 물리적 접근, 열화 될 수 있으나 접근불가지역의 상태

파악을 위한 대체 수단, 고방사능 지역의 원격육안감시)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검

토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

절차를 선정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수행한다. 본 장의 검토절차에 상이하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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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된 대안의 기술내용이 ‘Ⅱ장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검토

한다.

1. 내부 구조물의 개요

각각의 내부구조물에 대한 기술내용 및 그 기능적 특성을 검토한 후 과거에 인가

된 유사한 구조물에서 참조할 사항을 수집한다. 기 인가된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

서 및 허가신청서 변경내용을 통해 검토대상인 구조물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수행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RG 1.70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며, 설계

인증이나 통합인허가의 경우에는 RG 1.206의 내용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본 지침 II.2에 기술된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물에 이용되는 이들 기준의 적용판 및 유효일자 등에 

대한 확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검토자는 하중 및 하중조합이 본 절 II.3에서 기술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한

다. 하중 및 하중조합이 허용기준과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는 적절한 타당성 확

인을 위해 검토를 수행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검토자는 대상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설계 및 해석절차에 

익숙하여야 한다. 하중을 받는 구조물과 그 부재들의 예상거동에 대한 가정이 매

우 중요하다. 구조물에 서로 다른 하중이 동시에 재하되는 다양한 하중상태에서의 

구조물의 거동은 본 지침 II.4에서 기술한 절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에는 

전산프로그램과 콘크리트 균열 고려사항, 설계보고서 및 구조설계 감사에 대한 기

준이 포함된다.

본 지침 II.4.마. 절에 논의된 바와 같이, 모듈화 시공 방법은 NUREG/CR-6486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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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적 허용기준

콘크리트, 철근, 라이너플레이트 및 이의 정착부와 프리스트레스계통 부품의 허용응

력 및 변형률에 대한 제한사항을 본 절 II.5에 기술된 허용한계와 비교・검토한다.

일부 하중조합과 국부지점에서 이 허용한계에 만족되지 않음을 신청자가 제안하는 

경우,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손상이 없음을 보이는 입증결과를 검토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에 대한 기술이 본 지침 II.6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허가된 사례가 없는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자재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및 근거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마찬

가지로 새로운 품질관리 계획이나 특수한 공법의 적용이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계획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은 10 CFR 50.65 및 RG 1.160에 따라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

관리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가동 중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설계조건(충분한 물리적 접근, 열화 될 수 있으나 

접근불가지역의 상태파악을 위한 대체 수단, 고방사능 지역의 원격육안감시)은 경

우에 따라 적절히 검토된다. 또 다르게 제안된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검토된다.

IV.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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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Part 50에 

만족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이 규제기준 및 지침과 산업기술기준의 요건에 부

합되도록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표준에 의해 설계, 제작, 설

치, 시험,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10 CFR 50.55a의 내용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이 발전소 부지에서의 가장 혹심한 지진에 충분한 

여유도를 갖고 저항하며 정상상태시 또는 사고 시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하중 영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이 비산물, 배관 휩 및 배수와 관련된 동적 영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내부구조물의 공유부분은 구조물의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만

족시켰다.

5. 신청자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이 설계 누설율과 사고 시 압력 및 온도에 대해 충

분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고 발생 기간동안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음

을 보임으로써 일반설계기준 50을 만족시켰다. 이 설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청자는 규제기준 및 지침들과 산업기술기준의 요구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여 격납건물의 극한 능력이 초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설계

에 대한 최소 안전여유도를 확보하였다.

6.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구조설계감사에 관련된 지침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므로 

10 CFR Part 50, 부록 B 및 본 지침 부록 3.8.4-2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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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수명 기간중 각 구조물에 야기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

한 내부 구조물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검토자가 인정할만한 기존의 

기준,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와 일치한다. 이것은 RG 1.57, 1.69, 1.136, 1.142, 1.143,

1.160 및 1.199와 산업표준규격 KEPIC SNB, KEPIC SNC와 KEPIC SND, MME 및 

RG 1.57, 1.136의 추가 지침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에서 정의된 이러한 기준(하중 및 하중조합 ; 설계 및 

해석절차 ;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 그리고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들의 사용은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여러가지 발생시에 구조물이 요구

되는 안전기능과 구조적 건전성의 손상 없이 기술된 설계조건에 견딜 수 있다는 것

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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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4절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격납건물과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이외의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내진범주 I급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하여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구조물의 개요

구조물의 안전관련 기능 수행에 관계된 주요 구조 형태와 요소들을 정의할 수 있

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지를 각 구조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한 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구조물 사이의 연결(structural tie)이나 분리(separation)를 포함

하여 인접 구조물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가. 격납건물 차폐건물

콘크리트 격납건물 혹은 강재 격납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차폐

건물은 냉각재 상실사고 중이나 상실사고 후에 누설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

며, 외부재해로 부터 콘크리트나 강재로 되어있는 격납건물을 보호한다. 차폐

건물은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나 또는 구조용 강재와 금속제 외벽널

(siding board)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콘크리트 차폐건물의 경우, 보통 격납건물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검토되는 자

료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1항에 수록된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같다.

구조용 강재와 금속 외벽널로 이루어진 차폐건물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

토한다.

- 기초, 벽체 및 지붕을 포함한 건물의 일반적인 배치

- 건물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새 및 횡방향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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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의 돔 위에 설치되는 지붕 지지물

- 주요 모퉁이와 외벽널 접합 연결부

나. 보조건물

일반적으로 격납건물과 인접하고, 두 호기의 격납건물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보

조건물은 보통 철근콘크리트와 강구조로 건설된다. 구조요소로 작용하는 벽체,

기둥, 층슬래브, 지붕 그리고 이동 가능한 부분들의 일반적인 배치를 검토한다.

다. 핵연료 저장건물

독립적이거나 혹은 보조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핵연료 저장건물 역시 철근콘

크리트와 강구조로 되어있다. 이 건물은 신연료 저장 구역과 사용후핵연료 저

장조를 포함한다. 보조건물에 대하여 검토된 자료 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의 기초 및 벽체를 포함한 일반배치를 검토한다.

라. 제어건물

제어실은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보조건물 내에 위치하는데 그것이 독립된 건물

에 위치할 때 제어건물이라 부르며 독립된 건물로 검토된다. 제어건물은 비산

물 방호 및 차폐를 위하여 보통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며, 검토대상 자료는 보

조건물과 같다.

마. 디젤발전기건물

어떤 발전소에서는 비상 디젤발전기가 보조건물 내에 위치하나 보통의 경우는 

독립된 건물에 있으며 이 건물을 디젤발전기건물이라 부른다. 이 건물 또한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며 검토 대상 자료는 보조건물과 같다.

바. 기타 구조물

대부분의 발전소에서는 여러 개의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과 안전관련 구조

물에는 속하나 기타 설계조항에 따라 내진범주 I급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구조

물들이 있다. 이들은 철근콘크리트나 강구조 혹은 두 가지의 복합구조이다.

이들에 대하여 검토되는 자료는 보조건물과 같으며, 이들 구조물에는 배관 및 

전기도관 터널, 물과 연료탱크, 폐기물 저장설비, 굴뚝, 취수구조물, 양수건물 

및 냉각탑 등이 있다.

지지물(예 : 케이블 트레이, 수도, 난방, 환기, 공조, 배관)과 장비지지 들을 포

함하는 분배 시스템은 안전심사지침 3.9.2와 3.9.3에 따라 검토한다. 이러한 설

비들과 건물구조 강재/콘크리트(예 : 강철 플랫폼, 건물구조부재, 매입판, 건물

강재부재, 물리적 성분이 설비의 법적 범위를 넘는 건물, 강구조) 사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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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건물요소들은 이 안전심사지침에서 검토한다.

추가로 검토자는 부지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특수한 구조물을 다루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한 구조물의 파괴가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면 안전정지지진(SSE)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표면단층(surface

faulting)은 발전소의 것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비상냉각수 터널, 제방, 콘크리트댐 및 집수정이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각 경

우에 맞게 검토되어야 하며 구조물의 위치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평

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료는 이러한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특히 지진 발생시나 발전소 운전상태에서 이러한 구조물

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야 한다.

사. 조적벽

위에 열거된 구조물의 한 부분으로 벽이나 칸막이 혹은 방사선 차폐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한 겹이나 여러 겹이 모르타르로 연결되거나 수직 및 수평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조적체로 건설된다. 이 경우에 이들 벽체의 배치와 형상을 

검토한다.

주요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모듈화 건설공법에 사용되는 최근의 설계(AP600

및 AP1000)는 때때로 강구조물과 함께 현장에서 다른 부재와 접합되고, 콘크리

트로 채워진 강판구조물이 큰 조립식 부재로 벽체에 사용된다. 콘크리트를 채

워서 사용하는 조립식 벽체는 보강(reinforcing)된 콘크리트로 채워지거나 보강

되지 않은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로 채워진 경우, 또는 방사선 차폐를 위한 중

량콘크리트가 사용한다. 바닥 모듈은 합성재료를 구성하기 위한 조립식 강재와 

콘크리트가 결합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력 발전소, 구조모듈설계, 제조,

형상, 배치, 그리고 연결에 대한 모듈의 설계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및 검사에 적용되는 설계코드, 표준

규격, 시방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일반설계기준 및 기타 산업기술기준

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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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설계 하중과 하중조합에 대해 검토한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하중인 고정하중, 활하중, 프리스트레스 하중, 온도, 풍하중, 토압, 설하중,

강우하중, 빙하중 그리고 자재중량, 작업자 및 장비하중, 수평건설하중, 조립 

및 정비하중, 기기반력, 거푸집 압력과 같은 시공하중  

나. 고정하중, 활하중, 운전에 의한 열하중,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받는 것과 

같은 정수력 하중을 포함하여 정상가동, 운전 및 정지시 받는 하중

다. 심한 환경상태 하중인 해당 발전소의 운전기준지진(OBE)과 설계풍속이 포함되

며,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운전기준지진(OBE) 하중은 

Ⅱ.3.A에 정의되어 있다.

라. 극한환경상태에 의해 야기된 해당 발전소의 안전정지지진(SSE)과 토네이도 

마. 비정상 상태중 받는 하중; 이러한 비정상 상태에는 고에너지 배관의 가상파단

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하중에는 격실 내외로 야기되는 상승된 온

도와 압력 그리고 이러한 파단에 의해 발생되는 유체에 의한 분사력 및 충돌

력이 포함된다.

바. 건물의 진동 관성 하중과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동수력하중(안전제어밸브

(SRV) 와 LOCA)이 포함된다.

검토 대상이 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정상운전하중, 정상운전하중 + 심한환경상태하중, 정상운전하중 + 극한환경상태하

중, 정상운전하중 + 비정상상태하중, 정상운전하중 + 심한환경상태하중 + 비정상

상태하중, 정상운전하중 + 극한환경상태하중 + 비정상상태하중

상기의 하중과 하중조합은 일반적으로 모든 구조물에 적용가능하다. 또한, 부지

특성과 관련된 특별 하중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비정상 상태의 하중과는 

조합되지 않으며 이러한 하중으로는 홍수, 비행기 충돌(테러와 관련없는), 부지 근

처에서 발생한 폭발재해 및 인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포탄, 미사일 등이 있다.

4. 설계와 해석 절차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이용된 설계 및 해석 절차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KEPIC SNC 및 RG 1.142, 강구조물의 경우에는 KEPIC SND와 일치하는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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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계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나. 하중작용시 구조물의 거동과 여러 요소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횡하중 또는 힘

이 이들 지지물을 통해 구조물의 기초에까지 전달되는 방법

다. 사용된 전산프로그램

라.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보고서 (부록 3.8.4-3 참조)

마. 구조설계 감사 수행 (부록 3.8.4-2 참조)

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racks)의 설계검토 (부록 3.8.4-4 참조)

사. 강재 관입물 검토 (KEPIC SNC 부록 B 및 RG 1.142, 1.199의 추가 요건)

아. 원자력발전소의 지중 및 지상 벽체에 작용하는 동토압(본 안전심사지침 Ⅱ.4.

아 참조)

5. 구조적 허용기준

각 구조물과 그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변수에 대한 설

계 제한사항을 검토한다. 특히 허용응력, 변형도, 전체 변형 및 구조물 붕괴에 대

한 안전계수에 중점을 둔다. 명시된 각 하중조합에 대해 제안된 허용값을 본 지

침 II.5에 기술된 허용한도와 비교한다.

6.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 및 품질보증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이러한 자재

에는 콘크리트 재료, 철근 및 기계적 이음, 구조용 강재 및 앵커 등이 있다. 재료

물성을 결정하기 위한 비파괴검사, 콘크리트 타설 및 시공 허용오차 등을 포함하

여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에 관한 품질관리 변수를 검토한다. 모듈

화 공법 같은 특수공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공법이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경우에 맞게 검토한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검토한다.

가.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관리 계획은 KEPIC SNC 및 추가 요건인 RG 1.142,

강재의 경우에는 KEPIC SND

나. 철근 용접의 경우에는 KEPIC SNB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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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은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을 검

토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가동 중 검사는 위험부위(Critical Areas)를 포함하는 것

이 중요하다. 기타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가동 중 검사를 위해 특별한 설계 고

려사항(물리적 접근성, 고방사선 구역의 원격 육안감시, 접근불가능 지역에 발생

하는 열화확인 대체 방법 등)이 있는지 검토한다.

접근불가지역에 대한 주기적 감시, 지하수의 화학적 감시, 침하 및 부등침하 감

시 등의 건설 후 시험 및 가동 중 검사계획은 각 경우에 맞도록 검토한다.

8. 조적벽

조적벽에 포함된 검토분야는 최소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1. 10 CFR 50 Appendix B의 요건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따라야 하는 안전관련 구

조물의 결정은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격납건물 이외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위치한 고에너지 배관으로부터 오는 압력하

중의 결정은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하

중을 본 지침의 하중조합에 포함시킨다.

3. 설계기준에서 제외되는 가상배관파단은 파단전 누설(the leak before break)이다.

동 내용은 본 지침의 3.6.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4. 사고상태 압력에 의해 야기된 하중의 결정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따라 검토주

관부서가 수행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하중을 본 지침의 하중조합에 포함시킨다.

5.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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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과 연계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안전관련 구조물이 안전관련 기

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조립,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안전관련 구조물이 바람, 토네이

도, 홍수, 지진 및 상기하중의 적절한 조합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혹심한 자연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안전관련 구조물이 비산물 및 

냉각재 상실사고와 관련된 타격하중을 포함한 기기파괴 시 동적영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안전관련 구조물의 공유가 구조

물의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구조물의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구조물의 개요가 안전심사지침 3.8.4에 언급된 최소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RG 1.70에 포함되지 않은 새롭거나 독특한 설계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

가 자료를 요구한다.

RG 1.70은 건설허가 (CP) 또는 운영허가(OL)를 위한 신청으로 승인되는 정보의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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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 자재, 제작, 시공, 시험 및 감시 등은 아래와 같은 코

드, 표준규격 및 지침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수행한다.

규 격 제      목

KEPIC SNB 격납구조 

KEPIC SNC 철근콘크리트 구조 

KEPIC SND 강구조 

Regulatory Guide 제      목

1.69 원자력발전소의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               

1.91 원자력발전소 인근 수송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상폭발에 대한 

평가 

1.115 터빈 비산물에 대한 방호                                   

1.127 원자력발전소의 물-관리 구조물의 검사

1.14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

1.143 LWR에 설치된 방사성 폐기물 취급 계통 및 구조물과 부품을 

위한 설계지침                                               

1.160 원자력발전소의 유지관리의 효과적인 감시

1.199 콘크리트에 구조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앵커

3. 하중 및 하중조합

가.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은 KEPIC SNC(철근콘크리트 구

조)와 RG 1.142(Safety-related Concrete Structure for NPPs : Other Than

Reactor Vessels and Containments)를 따라야 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고정하중에는 정수하중(hydrostatic loads) 포함되어야 하며 기기 지지부의 경우 

정적 및 동적 수두 및 유체흐름효과(fluid flow effects)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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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중에는 움직이는 기기의 하중과 토압과 같이 강도와 빈도가 변하는 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평 토압의 동적 영향은 본 안전심사지침 II.4(아)에 따라야 

한다. 기기 지지부의 경우 진동이나 지지부의 움직임으로 인한 하중이 고려되어

야 한다. 하중의 크기 및 위치는 설계 시 보수적인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조사되

어야 한다.

OBE를 설계입력으로 특별히 선정하지 않는다면 OBE는 발전소 정지 및 검사 에

만 관련된다. 만약, OBE가 SSE의 1/3 이하이면 설계해석이나 응답해석이 요구

되지 않으며, OBE가 SSE의 1/3보다 크면 격납건물의 응력, 변형률, 변형이 한계

치 이내이고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계 및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

다. 안전심사지침 3.7은 OBE 적용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안전방출밸브(SRV) 작동과 같은 동수역학적인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나 구조요소는 안전심사지침의 3.8.1항에 기술된 하중을 고려하여

야 하며, 동수역학적인 하중이나 지진으로 유발된 동수력학적인 하중과 관련한 

유체구조물상호작용 효과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는 건설하중과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질 하중과 하중

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기간에 발생하는 하중은 사하중, 활하중, 온도하중,

풍하중, 적설하중으로 이루어진다. 적용할 건설하중은 공사 관련 자재, 인력 및 

공사재료 하중, 수평시공하중, 장비반력, 설치 및 인양하중, 거푸집압력 등이 포

함된다. SEI/ASCE 37은 건설하중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지

침이 안전심사지침의 내용과 상충된다면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해석시 홍수나 부지 인근에서의 폭발위험도, 잠재적인 

항공기 충돌(테러에 의한 항공기 충돌은 제외), 군사시설에서의 비산물 또는 발

전기 터빈 비산물 등 부지관련 또는 발전소 관련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

의 하중과 하중조합의 적절성은 부지 또는 발전소의 위치, 주변시설 등을 고려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강구조물



제3.8.4절     개정 5 - 2016. 12- 10 -

강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은 KEPIC SND(강구조)를 따라야 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KEPIC SND는 허용

응력설계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중 및 하중조합에 대한 부가적인 지침은 콘크

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지침과 동일하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에 이용된 설계 및 해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절차는 RG 1.142에 의하여 보완된 KEPIC SNC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계통 및 구조 지지

를 위해 설치되는 앵커(강재 매입물)의 해석 및 설계는 RG 1.199와 KEPIC-

SNC(철근콘크리트 구조) 부록 B를 적용한다면 만족한다.

나. 안전심사지침의 3.8.1의 Ⅱ.4와 3.8.2에 기술된 설계 및 해석방법 중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사항, 과도하중 및 국부작용하중, 콘크리트의 건조수축과 균열 등은 

기타 내진범주 1급 콘크리트 및 강구조물에 각각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강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는 KEPIC SND(강 구조)를 따라야 한다.

라. 해석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마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설계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3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바. 구조감사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4의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타당하다.

아. 매립된 벽체에 작용하는 측면 동적토압에 대한 고려는 수평토압하중을 다음의 

2가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면 타당하다. 1) 측면토압이 ASCE 4-98 Sec.

3.5.3.2에 의하여 계산된 동적토압에 정적토압을 더한 값의 합과 동등하거나,

2) 수평토압과 수동토압이 동등하다면 적절하다. 이런 방법들은 매우 보수적이

며, 대체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옹벽은 ASCE 4-98 Sec.

3.5.3.1 - 3.5.3.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자. 조적벽체의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차. 모듈화 공법을 사용하는 구조물은 사안별로 검토 및 평가한다. ANSI/AISC

N690은 모듈화 건설공법에 대한 지침을 기술하고 있으며, 둥 문헌의 부록은 

모듈화 건설 관련 검토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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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적 허용기준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허용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KEPIC SNC와 

RG 1.142에 기술되어 있고, 강 구조물의 경우에는 KEPIC SND에 기술되어 있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서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에 대한 허

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I.6항에 있는 코드 및 표준규격을 따른다.

특수공법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Ⅱ.4에 따라 사안별 평가가 필요하며, 모듈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재료검토, 품질관리 및 특별한 시공법 등이 각 사안별로 평가되어

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한 감시와 유지관리 요건은 KEPIC

SNC, SND 및 RG 1.160에 따른다.

물-관리 구조물(Water-control structure)의 가동 중 검사계획은 RG 1.127에 따르

며 콘크리트 구조물, 제방구조물, 방수로, 하수구, 저수지, 냉각수 배수로, 운하, 취

수 및 배수 구조물, 안전성능이 요구되는 기기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은 위험지역의 가동 중 검사를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검

사자는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에 대한 상태 및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발전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타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가동 중 검사

를 위해 특별한 설계 고려사항(물리적 접근성, 고방사선 구역의 원격 육안감시, 접

근불가능 지역에 발생하는 열화확인 대체 방법 등)이 있는지 검토한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pH>5.5, 염화물<500ppm, 황산염<1500ppm의 조건일 

때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

해 수용 가능한 계획은 (1) 어떤 이유로 굴착이 되었을 때 노출된 부분에 대한 열

화를 점검하고 (2) 지하수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지내 지하

수 화학성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용 가능한 방법은 정

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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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감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8. 조적벽

조적벽에 관한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에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

절차를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절차는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허용기준

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관련 평가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개요

격납건물의 유형 및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여 과거에 인가된 유사발전소의 자료를 

참고한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허가신청서의 변경내용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검토대상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용

되지 않았던 새롭고 특이한 사항은 더욱 자세히 조사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

술된 내용이 RG 1.70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기술된 내용이 충분

한가를 결정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검토초기에 요구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의 목록을 본 절의 II.2항의 목록과 비교한다. 검토

자는 적절한 코드 또는 지침이 사용되는지, 적용한 간행판과 추가사항이 유효한지

를 확인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검토자는 하중 및 하중조합이 본 절 II.3항에서 기술한 내용보다 보수적인지를 검

증한다. 적절히 입증되지 않은 하중 및 하중조합이 허용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에는 허용불가한 것으로 규정지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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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가 설계 및 해석절차에 있어서 콘크리트에는 KEPIC SNC 및 RG

1.142, 강구조에는 KEPIC SND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에 사용된 모든 전산프로그램이 본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마. 항에 기술

된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며 본 안전심사지침 II.4항의 설계보고서, 구조감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의 설계조항이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콘크리트, 철근 및 강구조 등의 허용응력과 변형도에 대한 제한값을 본 안전심사

지침 II.5항에 제시된 해당 허용값과 비교하며 만일 구조물이 국부적으로 상기 값

이 설정된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신청자는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입증결과가 부적절한 것

으로 판단되면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입증 결과를 요구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절차 및 특수공법은 본 절 II.6항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한다. 만약 

과거에 인가되어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그러한 자재가 

허용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결과와 관련자료를 신청자에게 요청한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품질관리절차나 특수공법의 경우도 구조물의 구조적 건

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품질저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평가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은 KEPIC SNC, SND 및 RG 1.127, 1.160

에 따라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기타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가동 중 검사의 특수설계 규정 및 기타 시험 및 가동 중 검사계획은 각 

경우에 따라 적절히 수행한다.

8. 조적벽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절에 제시된 요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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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50.55a와 

일반설계기준 1, 2, 4, 5의 관련요건에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관련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RG 및 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그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시공, 시

험 및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그 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한 지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견디며,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하중의 영향을 

정상 및 사고상태의 영향과 조합한 하중에 대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설계

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비산물, 배관 휩, 배수와 관련한 동적 효과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서로 공유되는 경우가 없거나 공

유되더라도 그 공유로 인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5.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구조설계감사에 관련된 지침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므로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절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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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전소 수명 기간중 각 구조물에 야기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한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검토자가 

인정할만한 기존의 기준,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와 일치한다. 이것은 RG 1.69,

1.91, 1.94, 1.115, 1.142, 1.143, 1.160 및 1.199와 산업표준규격 KEPIC SNC 및 

KEPIC SND를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에서 정의된 이러한 기준(하중 및 하중조합 ; 설계 

및 해석절차 ;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 그리고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들의 사용은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여러 가지 발생시에 

구조물이 요구되는 안전기능과 구조적 건전성의 손상 없이 기술된 설계조건에 견

딜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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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8.5절 기 초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기초와 관련된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1. 기초의 개요

기초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요 구조적 형태와 요소들에 대한 자료

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기초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포

함한 설명자료들을 검토한다. 또한, 인접한 기초사이의 관계도 검토하며 지진에 

의한 건물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를 시킨 경우는 분리 방법도 검

토한다. 특히, 기초의 종류를 확인하며 기초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한다.

여러 종류의 기초들 중에서 전면기초, 기둥기초, 여러 개의 기둥을 지지하는 복합

기초, 지지벽을 지지하는 벽기초 등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말뚝기초, 굴착 케이슨

(caisson), 펌프장과 같은 접안 옹벽구조물을 지지하는 케이슨, 암반 정착 시스템 

등도 기초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런 형태의 기초들은 각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이상의 설명자료와 더불어 검토해야 할 발전소의 주요 내진범주 I급 기초들은 다

음과 같다.

가. 격납건물 기초

콘크리트와 강구조의 격납건물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초는 전면 기

초로서, 이 기초는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경우에 따라서는 격납건물을 둘러싸

고 있는 차폐건물들을 지지하며 편평하고 두꺼운 슬래브로 이루어져 있다.

가압경수형 원자로 격납건물의 경우, 기초슬래브는 원자로 공동을 형성하기 위

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형상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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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한 전단력과 같은 수평 전단력을 기초로 전달시키는 방법에 특히  

중점을 두어, 안전심사지침 3.8.1절 I.1항에 따라 격납건물 기초슬래브의 일반적 

배치형상을 검토한다. 전단 키가 이용될 경우는 이 전단 키의 일반적인 배치형

상을 검토하며 방수막이 사용되는 경우는 기초의 전단저항에 방수막이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경우, 텐돈 검사용 통로

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이 통로의 배치를 검토하고, 기초슬래브의 다른 부위

와 통로와의 분리 방법이나 또는 통로가 전단저항과 같은 기능들을 담당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나. 격납건물 차폐건물 기초(Containment Enclosure Building Foundation)

격납건물 차폐건물이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될 때에는, 이 건물은 보통 격납건물

을 지지하는 전면기초에 의해 지지되도록 한다. 이 차폐건물을 강구조와 금속판

넬(siding)로 건설할 때에는, 이 건물은 격납건물의 노출 부분만 감싸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차폐건물 기둥은 지표면에서의 독립기초 또는 복합기초위에 세

우거나, 격납건물에 인접하거나 격납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의 지붕, 격납건

물의 돔, 또는 가능한 경우 격납건물의 원통형 벽체 외부에 정착되어 있는 지지

대에 의해 지지되도록 한다. 이러한 기초의 일반적 배치형상을 검토하며, 이때 

차폐건물을 다른 건물과 수평방향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지진에 의한 건물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 보조건물 기초

보조건물의 기초는 전면기초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며, 지반이 토양인 

경우는 특히 이 형식을 취한다. 기초의 일반적인 배치형상을 검토하며, 이때 

하중이 구조물로부터 기초지반으로 전달되는 방법에 특히 중점을 둔다.

라. 기타 내진범주 I급 기초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기초는 여러 가지 기초 형태 중 한 가지를 택하거

나 조합할 수도 있는데, 이 기초는 격납건물 기초와 유사하게 검토한다. 내진

범주 I급 구조물 중에서 연료저장건물, 제어건물, 디젤발전기건물, 취수건물, 냉

각탑 등의 기초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다른 설계조항 때문에 내진범주 I급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은 안전관련 구조물들의 기초도 검토한다.

2. 적용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점검에 적용되는 설계 코드, 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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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시방서, Regulatory Guide(이하 "RG"), 기타 산업기술기준에 관한 자료를 검토

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적용 설계하중과 하중조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내진범주 I급 기초에 적용하

는 하중은 그 기초가 지지하는 상부구조물에 적용하는 하중과 같다. 이 하중들은 

안전심사지침 3.8.4절 I.3항에 설명되어 있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 절차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KEPIC SNC에 부합되는지,

강구조물은 KEPIC SND에 부합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며, 내진범주 I급 구

조물의 해석 절차에 대해서는 사용된 이론의 적용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주요 검

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계조건에 대한 가정 및 여러 종류의 하중을 받을 때 기초의 예상 거동에 대

한 가정

나. 수평방향 하중 및 그로 인한 힘과 전도 모멘트를 구조물로부터 기초지반으로 

전달시키는 방법(이 하중들은 주로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배관 파단 등과 같은 

발전소의 비정상환경상태에 의해 유발)과 지진의 세 방향 성분들에 의한 전도 

모멘트를 결정하는 방법(안전심사지침 3.7.2)

다.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기초의 설계 및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

라.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설계보고서(안전심사지침 부록 3.8.4-3)

마. 구조감사(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

최근 원자력 구조물에서 독립 전면기초에서 사용하는 설계인중(DC)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설계는 휨, 전단, 침하, 연속적인 건설, 유연한 기초 등에 주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측벽과 전면기초, 견고하거나 연약한 지반과 같은 부분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지반의 전단응력은 안전심사지침 2.5.4에서 검

토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구조물과 지반사이를 이어주는 기초가 하중을 받아 전달하는 기능에 대하여 적절

한 안전여유를 갖는지 검토한다. 기초의 구조적 거동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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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설계한도를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KEPIC SNC

에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특히 응력, 변형도, 변형 등에 관하여 검

토한다. 전도 및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검토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내진범주 I급 기초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다음의 주요 시공자

재들을 검토한다.

가. 콘크리트 성분

나. 철근 및 기계적 이음

다. 구조강재

라. 암반정착 - 모든 프리스트레싱 계통이 포함됨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제작 및 시공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

는 물리적 물성값을 결정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 타설, 시공 허용오차 

등을 포함시킨다. 특수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추가로 격납건물 이외의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기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도 

검토한다.

가. 재료 및 품질관리 계획은 콘크리트는 KEPIC SNC 및 RG 1.142, 철재의 경우

에는 KEPIC SND

나. 철근 용접의 경우에는 KEPIC SNB-3000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계획

내진 Ⅰ급 기초는 구조물 감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기초의 구조물의 감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를 위한 가동 중 검사의 허용 범위의 수용이 중요하

며, 기타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기초의 가동 중 검사가 수용되도록 특별설계 기준

을 검토한다.

가동 중 점검계획은 접근불가지역, 지하수의 화학적 감시, 부등침하 등의 건설 후 

시험 및  가동 중 검사계획은 각 경우에 맞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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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초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

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10 CFR Part 50 Appendix B의 검토요건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이 필요한 구조물

들을 결정하는 것은,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기계

재료분야 담당부서가 담당하며,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가 이 결과에 기초하여 안

전관련 구조물을 검토한다.

2. 격납건물 이외의 안전관련 구조물에 설치된 고에너지 배관들에 의한 압력하중은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가 결정하며,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이와 같이 결정된 하중을 받아 하중조합에 포함시킨다.

3. 사고 상태 하에서의 압력은 안전심사지침 6.2.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안전해

석분야 담당부서가 결정하고,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이 하중을 하중조합에 포

함시킨다.

4.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 총괄하에 연계하여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내진범주 I급 기초에 대한 설계 타당성평가는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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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안전관련 구조물은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역사

적으로 기록되어 온 가장 심한 자연현상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기록된 자료의 제

한된 정확도, 분량, 기록 시간 등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주어 이 자연현상을 고려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자연현상의 영향에 정상 및 사고조건의 영향을 포함시킨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는 

기기의 파괴나 원전 구조물 외부로부터의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

배관 휩, 배수 등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효과에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의 

공유가 안전관련 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기초의 개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구조물의 개요가 RG 1.70 3.8.5.1절에 언급된  요구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RG 1.70에 포함되지 않은 새롭거나 독특한 설계에 대하여

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

를 요구한다.

RG 1.70은 건설허가 (CP) 또는 운영허가(OL)를 위한 신청으로 승인되는 정보의 

지침이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자료들은 RG 1.70,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준규격 양식 및 내용"의 3.8.5.1절에 규정한 최소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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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 자재, 제작, 건설, 검사, 시험 및 점검은 전체적으로 또

는 부분적으로 적용가능한 코드, 표준규격 및 지침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기

준에 대한 목록은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II.2항에 기술되어 있다. 추가로 안전심

사지침 3.8.1절의 II.2항에 기술된 기준들을 격납건물 기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

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에 사용된 하중 및 하중조합은, 격납건물 기초에 대하여

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3항의 조합을 따라야 하며, 다른 모든 내진범주 I급 

기초에 대하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II.2항의 조합을 따라야 한다.

이 하중조합에 추가하여, 지진, 바람, 토네이도 등에 의한 활동 및 전도, 홍수로 

인한 부양을 점검하는데 사용한 하중조합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D + H + E

나. D + H + W

다. D + H + E'

라. D + H + Wt

마. D + F'

여기서, D, E, W, E', Wt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에 정의한 것과 같으며, H는    

수평토압, F'는 설계기준 홍수시의 부력이다. 이 하중조합에 활하중을 포함하는 

경우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0 CFR 50 Appendix S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기준지진(OBE)은, 신청자가 설

계기준지진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검사기준으로 

사용된다. 만약 OBE가 안전정지지진(SSE)의 1/3보다 작게 설정될 때는 해석 및 

설계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SSE의 1/3보다 클 경우에는 내진범주 Ⅰ급 구조

물의 해석 및 설계에 고려되어 구조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응력, 변형률, 변형 한

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7장은 OBE 적용에 대한 상세내

용을 기술하고 있다.

4. 설계 및 해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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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 및 해석절차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설계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동수력학적 효과, 동적 토압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격납건물 기초 이외의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기초에 대한 절차는 KEPIC

SNC에 따라야 한다(RG 1.142).

다. 내진범주 I급 강재 기초에 대한 절차는 KEPIC SND에 따라야 한다.

라. 격납건물 기초에 대한 설계 및 해석절차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항에 준

한다.

마. 설계보고서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3절에 있는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바. 구조감사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절에 따라 수행한다.

지진에 의한 전도모멘트를 안전심사지침 3.7.2절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전산프

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 "마"항에 기술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유효성

이 입증되면 허용할 수 있다.

5. 구조적 허용기준

본 절의 II.3에 언급된 각 하중조합의 경우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허용한계는 격

납건물 기초에 대하여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5항을,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의 

기초에 대하여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II.5항을 참고한다. 본 절의 II.3항에 언

급된 5개의 하중조합에서 전도, 활동, 부양에 대한 안전계수는 다음의 값을 만족

해야 한다.

최소 안전계수

하중조합         전도        활동         부양

가             1.5 1.5 ---

나             1.5 1.5 ---

다             1.1 1.1 ---

라             1.1 1.1 ---

마             --- --- 1.1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격납건물 기초의 자재, 품질관리, 특수공법에 대한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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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II.6항을 참고한다. 기타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기초는 이 안전심사지

침의 I.6항의 코드 및 표준에 따라 재료 및 품질관리 계획이 만족되어야 하며, 특

수공법은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 요구조건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의 구조물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은 10 CFR 50.65

및 RG 1.160에 따른다.

물관리 구조물(Water control structure)의 가동 중 검사계획은 RG 1.127에 따르며 

콘크리트구조, 제방구조, 방수로, 하수구, 저수지, 운하, 방전전극구조 및 안전성능

구조물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는 위험지역의 가동 중 검사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 검사자는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기초에 대한 상태 및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발전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검사자는 사례별로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가동 중 검사를 수용한 특수설계조항(예, 충분한 물리적 접근 제공,

붕괴로 이끌 수 있는 접근불가지역에서 조건 일치를 위한 선택적 수단의 제공, 높

은 방사능 지역의 원거리 모니터링)을 재검토 한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pH>5.5, 염화물<500ppm, 황산염<1500ppm의 조건일 

때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

해 수용 가능한 계획은 (1) 어떤 이유로 굴착이 되었을 때 노출된 부분에 대한 열

화를 점검하고 (2) 지하수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지내 지하

수 화학성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발전소 부지 지하수/토양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용 가능한 방법은 정

상적인 조건에서 접근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에 대해 주

기적 감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격납건물 기초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Ⅱ.7항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과 점검이 

요구되며 특별한 기초의 설계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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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검토절차 중에서 신청자가 제안한 발전소에 적합한 검토

절차를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본 장의 검토절차에 상이하게 기술된 부분에 대해

서는 제시된 대안의 기술내용이 ‘Ⅱ장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검토한다.

1. 기초의 개요

기초의 형식과 구조적 특성을 확인한 후에, 과거에 인가된 유사한 원자력 발전소

에 대한 자료를 참조용으로 입수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허가

신청서 변경내용으로 부터 입수가 가능하며, 검토하고 있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확

인하고 이 차이점들로부터 추가로 필요한 검토와 평가 내용을 판단한다. 과거에 

사용되어진 바가 없는 새롭고 독특한 특징들은 더 자세히 검토한다.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RG 1.70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제공된 설

명자료가 충분한지 결정을 내린다. 추가로 필요한 모든 자료는 검토과정 초기에 

신청자에게 요청한다.

2. 적용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코드, 표준규격, 지침 및 시방서의 목록을 본 절의 II.2의 목록과 비교한다. 검토

자는 적절한 코드 또는 지침이 사용되었는지, 적용한 개정판과 유효한 추가 기술

사항이 인정할 만한지를 확인한다.

3. 하중 및 하중조합

검토자는 하중 및 하중조합이 본 절의 II.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수적인지를  

검증한다. 적절히 입증되지 않은 하중 및 하중조합이 허용기준에 어긋날 때에는 

허용불가한 것으로 규정지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4. 설계 및 해석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본 절의 II.4항에 기술한 적용 코드의 설계 및 해석 절차를 사

용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초의 설계 및 해석에 사용한 어느 전산프로그램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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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3.8.1절의 II.4 "마"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에 따른 타당성 확인을 위해 

검토한다. 검토자는 본 절 II.4의 규정이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구조적 허용기준

콘크리트, 철근, 구조강재의 허용응력 및 변형도와 전도, 활동, 부양에 대한 안전

계수의 한계값을 본 절의 II.5항에 규정한 해당 허용값과 비교한다. 신청자가 이 

한계값을 벗어나는 값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받아서 평가해야 한다.

만일, 그 입증결과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의 입증자료를 요구한다.

6.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절차 및 특수공법을 본 절의 II.6항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한다. 과

거에 인가된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그

러한 자재가 허용가능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과 관련자료를 신청자에

게 요청한다. 새로운 품질관리 절차나 특수공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초의 구

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품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7. 시험 및 가동 중 점검 계획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는 10 CFR 50.65 및 RG 1.127, 1.160에 따라 구조물

의 감시 및 유지관리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콘크리트 격납건물 기초의 시험, 가

동 중 점검계획은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Ⅱ.7항에 따르며,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의 가동 중 검사의 특수설계 규정 및 기타 시험 및 가동 중 검사계획은 각 사안

에 따라 각각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의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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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관련요건에 만족되며, 10 CFR 50.55a, 10

CFR 50 Appendix B와 일반설계기준 1, 2, 4, 5의 관련요건에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1.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관련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RG 및 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그 안전기능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시공, 시

험 및 검사되는 것을 입증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2.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그 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한 지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견디며, 지진 및 기타 자연현상과 같은 환경하중의 영향을 

정상 및 사고상태의 영향과 조합한 하중에 대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설계

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3. 신청자는 내진범주 I급 기초가 비산물, 배관 휩, 배수와 관련한 동적 효과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4. 신청자는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서로 공유되는 경우가 없거나 공

유되더라도 그 공유로 인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5.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구조설계감사에 관련된 지침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므로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절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6. 발전소 수명기간 중 각 구조물에 야기될 수 있는 예상하중 및 가상조건에 견디기 

위한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기초의 해석, 설계 및 건설에 사용된 기준은 검토

자가 인정할만한 기존의 기준, 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와 일치한다. 이는 격납건물 

기초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Ⅱ.2, 기타 내진범주 1급 구조물 기초는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Ⅱ.2항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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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에서 정의된 기준과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 및 해

석절차, 구조적 허용기준, 자재, 품질관리계획 및 특수공법, 그리고 시험 및 가동 

중 점검요건들의 사용은 바람, 토네이도, 지진 및 여러가지 발생시에 구조물이 요

구되는 안전기능과 구조적 건전성의 손상 없이 기술된 설계조건에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의 기초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검토자는 내진범주 Ⅰ급 격납건물 기초의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3.8.1절의 Ⅳ항에 따

라 관련된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5. KEPIC SNC (철근 콘크리트 구조)

6. KEPIC SND (강구조)

7.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KINS

8.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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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1절 기계기기에 대한 특수사항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내진범주 I급 기기 및 지지물에 대한 해석방법을 검토한다. 내진범주 I급 기기 및 

지지물에는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지지물, 또는 노심 지지물 그리고 비코드 

등급 기기 및 지지물이 포함된다. 동적 계통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3.9.1절 뿐만 아니라 안전심사지침 3.9.2절에서도 논의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다

음 항목에 대해서 검토한다.

  1. 모든 코드 등급 1 및 노심 지지물 기기, 지지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과도상태

  2. 내진범주 I급 코드 및 비코드 등급 기기 및 지지물의 해석에 사용되는 모든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

  3. 이론적인 응력해석 방법 대신에 사용되는 실험적 응력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4. 상기에 언급된 기기들의 설계에 탄소성 응력해석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

  5.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에 모든 안전관련 기기들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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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3.9.1절과 관련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과도상태 및 과도상태 발생 횟수 목록의 타당

성은 안전심사지침 15.0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2.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적절성 및 건전성 보증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3. 반복되는 지진 지반 입력하중 및 기기 및 지지물의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지진 하

중의 결정방법은 안전심사지침 3.7.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4. 설비가 노출되는 환경조건을 토대로 부식으로 인한 재료의 열화를 최소화하는 대

책은 안전심사지침 6.1.1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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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

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

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 사업자는 품질보증

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

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 기계기기에 대한 발전소 설계기준이 부지 지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립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모든 

코드 등급 1 및 노심 지지물 기기, 지지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피로해

석에 사용되는 과도상태의 완전한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그 목록에는 각 과도상

태에 대한 사건발생횟수와 각 사건 및 사건조합에 대한 하중 및 응력 주기 발생 

횟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노심 지지물을 포함한 원자로냉각

재 압력경계에 속한 기기에 대한 설계 시방서(design specifications)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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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상 및 회복 조건(새로운 적용을 위해 자연 순환 냉각을 포함하는), 전환운

전(switching operations; 즉,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냉각재 루프의 시동 또는 정

지), 제어 계통 또는 다른 계통 작동 불량, 기기 작동 불량, 단일 운전원 실수에 

의한 과도상태, 출력준위변화, 가동 중 수압시험, 10 CFR 50 Appendix S에 명

시된 기준으로부터 결정되는 지진사건, 그리고 설계기준사건 등과 같은 모든 과

도상태가 명시되어야 한다. 
     기기에 대한 피로 평가에 사용되는 과도상태 조건이 그러한 과도상태 하에서 발

생하는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그 크기와 주기가 보수적이라면 과도상태에 관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은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도상태 

조건의 선정은 공학적 판단과 경험에 의존한다. 과도상태와 과도상태 조합의 선

정에 대한 지침이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나타나 있다. 과도상태와 그 과도상태

의 결과로 발생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은 적절하게 지정된 설계 및 운전 한계와 

함께 발전소 전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모든 조건 및 사건들에 대해서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완전한 설계기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 수명에 적절한 과도 상태의 발생 회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으로 인한 재료의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노

출되는 환경 조건(예를 들면, 냉각수의 수화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

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진범주 I급 코드 및 비코드 등급 기기의 구조 및 

기능상의 건전성을 결정하기 위한 동적해석 및 정적해석에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

램의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 범위 및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저자, 원본, 버전, 구동장치

     나. 프로그램 설명, 적용 범위, 제한

     다. 예제문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의 결과가 다음의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

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수계산

        2) 문헌에 발표된 해석 결과

        3) 인정할 수 있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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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용 가능한 여유도 범위 내에서의 유사한 프로그램 결과

        5) NUREG/CR-1677 "Piping Benchmark Problems"에 기술된 전산 프로그

램 검증문제

   
       1)에서 4)까지의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그래프 또는 표로서 요약 비교되

어 제시되어야 한다. 5)의 경우에는 모든 검증문제에 대한 완전한 입력 및 출

력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상기 ‘가, 나’항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후속호기의 인허가 시에는 기 제출된 결과가 사용될 수 있다.

  3. 만약 내진범주 I급 코드 및 비코드 등급 항목에 대해서 해석적 방법 대신에 실험

적 응력해석 방법을 사용한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1조, 제22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실험적 응력해석 방법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KEPIC-MNZ, 부록 II, “실험적 응력해석”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

다. 또한 해석적 방법이 적용된 경우, "설계 시방서" 요건대로 설계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코드 등급 1 및 노심 지지물 기기, 지지물, 원자로 내부구조물, 그리고 비코드 등급 

항목에 대해서 D급 운전한계가 명시되었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조, 제21조, 제22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응력 및 변형의 계산에 사

용되는 해석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I.4의 조건 하에서 KEPIC-MNZ, 부록 F, “D
급 운전한계를 갖는 운전하중의 평가에 대한 규칙”에 요약된 방법과 일치해야 한

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체기준

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시된 대체기준에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과도상태 목록 및 발생횟수, 그리고 과도상태 발생 

횟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을 이미 허가를 받은 유사한 발전소의 안전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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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본 안전심사지침 II장에 제시된 허용기준과 비교한다. 만약 이미 허가

를 받은 발전소의 과도상태 목록 및 발생횟수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신청자는 그 

차이점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토자는 코드 등급 1 및 노심 구조물 

기기와 지지물에 대해서 각 과도상태 하중조건 및 하중조합에 대한 만족할 만한 

코드 운전한계가 KEPIC-MN에 명시된 대로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A급, B급, C급 

및 D급 운전한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가 제출되어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가. 신청자가 각각의 전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특정기기와 프로그램에 사용된 

해석방법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 전산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제문제에 대한 컴퓨터 계산 결

과로 제출된 해를 실험 해와 비교·검토한다. 대체적으로 오차범위가 5% 이내 

이면 그 전산프로그램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3. 만약 이론적인 응력해석 방법 대신에 실험적 응력해석 방법이 사용될 경우에는 

KEPIC-MNZ, 부록 II의 요건이 만족됨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4. 만약 신청자가 D급 운전한계(KEPIC MNB-3225 및 MNZ 부록 F)가 명시된 안전

관련 기기의 설계평가를 위하여 탄성 또는 탄소성 해석방법을 사용한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가. 신청자는 해석에 사용될 기기의 재질에 대한 응력-변형률 관계가 타당함을 입

증해야 하며, 운전온도에서의 인장강도 값이 타당함을 보여야 한다.
  나. 해석절차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만약 전산 프로그램이 사용된다면 본 안전

심사지침 II.2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탄성 계통 해석이 정밀한 허용공차를 갖는 능동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계통 또

는 하중의 작용순서가 실제 응력분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통의 

해석에 적용된다면, 그 적용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와 입증이 요구될 수도 있

다.
  라. 탄성 또는 탄소성 계통해석과 연계하여 탄성, 탄소성 또는 한계해석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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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해석에 사용된다면 이러한 절차에 대한 근거를 검토한다. 신청자는 변

형 및 변위 계산 결과가 계통해석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가정 및 한계치에 위

배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신청자는 현재의 기술상태에서 내진범주 I급 코드 등급 1,2,3, 노심 구조물 및 비

코드 등급 구조물에 사용되는 설계방법의 적용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한 설계 품질관리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조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진사건을 설계 과도상태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10 CFR 50, 
Appendix S를 만족한다.

  3. 신청자는 코드 등급 1 및 노심 지지물 기기, 지지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에 사용된 설계 과도상태, 하중, 하중조합, 그리고 설계 및 운전 한계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조건 및 사건에 대해서 원자로냉각

재 압력경계 설계에 대한 기준으로 타당함을 보임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제22조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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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
 7. KEPIC-MN, “원자력기계”
 8. 안전심사지침 3.9.3,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

물”
 9.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on for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
11. NUREG/CR-1677, "Piping Benchmark Problems - Dynamic Analysis Uniform 

Support Motion Response Spectrum Method," Vols. I and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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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2절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과 해석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에서는 유체유동 및 가상 지진에 의한 하중을 포함한 진동하중 하에서 배관

계통, 기계기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이들의 지지물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환기

덕트의 지지물 포함)의 구조 및 기능적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준, 시험

절차, 동적해석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

21조, 제22조 및 제2장 제4절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배관진동, 안전방출밸브 진동, 열팽창 및 동적영향 시험이 시운전시험 중에 수행되

어야 한다. 감시될 계통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급 1, 2, 3 계통

나. 내진범주 구조물에 속하는 다른 고에너지 배관계통 (내진범주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에서 정의됨)

다. 파손으로 인하여 내진범주 발전소 설비의 기능을 안전수준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계통의 고에너지 부분

라.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중에너지 배관계통의 내진범주 부분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운전에 필요한 지지물과 구속장치는 배관계통의 일부로 간

주된다.

위 시험의 목적은 배관계통, 구속장치, 기기 및 지지물이 정상상태 및 예상운전과

도상태 하의 유동유발 동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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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열팽창이 구속받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프로그램에는 모든 유동 모

드 목록, 육안검사와 측정을 위해 선정된 위치의 목록, 허용기준 그리고 과도한 진동

이 발생하거나 열팽창이 구속받을 경우의 교정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진범주 기계기기에 대한 내진해석을 수행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또한, 내진범주 I급 기계기기에 대하여, 직접 

시험을 수행하거나 경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진검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의 시험

방법과 기준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10절을 참조하며, 원자력 공조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과 기준은 ASME Code AG-1-1997을 참

조한다.

가.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이들의 지지물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환기덕트의 지지물 포함) 그리고 내진기준에 따라 설계되는 비내진범주 기기에 

적용가능한 내진해석방법 (응답스펙트럼법, 시간이력법, 등가정적하중법)을 검

토하며, 동적해석방법의 수행절차를 검토한다. 주요 모드 및 질점 갯수 또는 

자유도의 선정방법을 검토하며 지지물 사이의 최대 상대변위에 대한 동적 및 

내진해석에 고려된 절차를 검토한다. 또한 동적 및 내진해석에 고려되는 수력

학적 영향이나 비선형 응답 등의 중요한 영향을 검토한다.

나. 지진 싸이클 수의 결정

일회 지진사건 동안의 지진 싸이클수, 계통과 기기 설계에 사용된 최대 싸이

클 수 그리고 이들 변수의 설정에 사용된 기준 및 절차가 경수로형 원전 안전

심사지침 3.7.3절의 방법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다. 진동수 선정기준

기기 및 설비의 기본진동수를 지지구조물의 가진 진동수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사용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라. 지진 운동의 세 방향 성분

계통 및 기기의 지진응답 결정시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이 고려된 절차를 

검토한다.

마. 모드 응답의 조합

계통 또는 기기의 지진응답 계산에 응답스펙트럼 방법이 사용될 때, 모드간의 

위상 관계가 상실되어 각 모드의 최대응답만이 결정된다. 모드의 최대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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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응답의 조합은 계통 응답을 근사

적으로 구하거나 포괄하는 절차를 따라서 구해야 한다. 응답스펙트럼 방법이 

사용될 경우 근접 모드를 포함한 모드 응답 (전단력, 모멘트, 응력, 변위 및 가

속도) 조합에 대한 절차를 검토한다.

바. 배관 계통의 해석절차

단일 구조물 내의, 혹은 다른 구조물들에 위치한 서로 다른 배관 지지점들 간

의 상대적인 거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을 포함하여 배관계통의 내

진해석에 적용되는 해석절차를 검토한다.

사.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

단일 건물 내의, 혹은 다른 건물사이의 서로 다른 높이에서 지지되며 각 지지

점에서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기기 및 설비의 내진해석에 사용되는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한다.

아. 수직정적계수의 사용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의 설계에서 수직응답하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동적해석 대신 정적계수가 사용될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자. 편심질량에 의한 비틀림 효과

내진해석에서 편심질량(예, 밸브 구동장치)에 의한 비틀림 효과를 고려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차.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

매설된 내진범주 배관 계통에 대해서는 배관형상 및 응력을 포함한 매립지반

침하의 효과와 지지점, 관통부, 앵커에서의 거동을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내진

기준 및 방법을 검토한다.

카. 내진범주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과의 상호작용

내진범주배관의 내진설계에서 비내진범주 배관계통의 지진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진해석 절차를 검토한다.

타. 감쇠계수에 사용되는 기준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에서 감쇠계수를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검토한다.

3. 원형(prototype) 원자로에 대해서는 정상상태 및 운전 유동 과도상태에 의해서 원

자로 내부구조물에 발생하는 동적응답을 해석해야 한다. 출력증강이나 가압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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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원전의 증기발생기 교체시에도 이러한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

원형(non-prototype) 원자로의 경우 이러한 해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원형 원자로 내부설계나 운전조건이 상이한 경우나, 과거에 유해유동효과(adverse

flow effects)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조건부원형 원자로를 기초로 한 비원형 원자

로의 경우, 부분적인 해석(특히, 발생 가능한 유해유동효과에 대한 평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비원형이라면, 원형 원자로에 대한 

시험 및 해석결과와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유동효

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의 상세한 요약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내부 기기가 파손되는 경우, 다른 발전소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역시 동적해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해석은 입력하중 함수를 정의하고 진동응답과 응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등 내

부부품의 진동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신청자/

사업자는 계산된 응답의 구체적인 위치, 수학적 모델 선택 시 고려사항, 컴퓨터 소

프트웨어, 해석 및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평가, 수반되는 편이오차(bias error) 및 

불확실성, 허용기준 그리고 시험으로 해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해석을 수행할 때, 와류유발 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유동유발 음향공

진(flow-excited acoustic resonance), 유체탄성 불안정(fluid-elastic instability), 난류

충돌(turbulence buffeting), 유동박리 및 재부착(flow separation, reattachment), 충

돌유동 불안정(impinging flow instabilities)을 비롯한 다양한 유동 가진(flow

excitation) 메카니즘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비선형인 경우가 있으

므로, 이러한 메카니즘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은 현재 발전소 데이터의 외삽

(extrapolation)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다. 종종 이러한 유동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음향 및/혹은 구조 공진과 연계(couple)되어 증기계통과 원자로 압력경계 전체에 

걸쳐 높은 동적하중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자기가진(self-excited) 하중은 음향 혹은 

구조 공진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수십에서 수백배 큰 값을 보인다. 신청

자/사업자는 모든 예상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유해유동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

적 자기가진(self-excitation) 메카니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벽한 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과 더불어, 동적 응답해석에 관련된 다음 항목들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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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가. 진동 및 응력계산 결과

원자로 내부 구조물 및 주증기배관 밸브에 대해 계산된 진동 및 응력의 크기

를 안전여유도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유해유동효과로 인한 손상을 경험한 구

조물 및 기기(밸브 격리배관 개구부에서의 유동 불안정에 의하여 가진된 증기

건조기 및 안전방출밸브와 같은 기기)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유진동수, 진동과 응력응답 각각에 대한 모드형상, 감쇠계수 및 주파수응답

함수(FRF)와 같은 내부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검토해야 한다.

자기가진 응답(구조 및/혹은 음향 진동이 하중함수와 연계되어 크기를 증가시

키는 응답)을 발생시키는 잠재적 유해유동조건(특히 과거에 손상을 일으킨 조

건)의 검토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과도 및 정상상태 유동유발 하중함수

원자로 용기 및 급수/증기계통내의 하중함수(급수배관과 주증기라인 밸브격리

배관의 샘플링 탐침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하중함수)와 이를 구하기 위

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ow dynamics, CFD) 모델과 같은 해석 혹은 수치해석 방법, 축소모델 시험과 

같은 시험-해석 조합 방법 그리고 응답 추론법(response deduction method) 등

이 있다. 격리배관 개구부에서의 유동 불안정과 같은 유해유동효과에 기인한 

하중함수의 검토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진동 및 응력 예상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

전체 진동 및 응력응답을 계산하기 위한 진동 및 응력응답 모델(상기 3.가 참

조)과 하중함수(상기 3.나 참조)의 조합을 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라.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해석결과의 검증

해석에 의하여 예상된 값과 시험결과의 비교내용을 개별 해석과정 혹은 전반

적인 해석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및 편이오차를 입증하기 위한 비교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4.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유동유발진동 및 음향 공진시험이 가동전 및 발전소 기

동시험중에 수행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출력증강이나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증기발

생기 교체를 위해서도 이러한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원형 원자로

의 경우 이러한 해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형 원자로와 설계나 운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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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일부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만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비원형이라면, 원형 원자로에 대한 

시험 및 해석결과와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내부 기기가 파손되는 경우, 다른 발전소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내부부품 역시 유해유동효과(유동유

발진동 및 음향공진)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시험을 수행할 때, 와류유발 진동, 유동유발 음향공진, 유체탄성 불안정, 난류

충돌, 유동박리 및 재부착, 충돌유동 불안정을 비롯한 다양한 유동가진(flow

excitation) 메카니즘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비선형인 경우가 있으

므로, 이러한 메카니즘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은 현재 발전소 데이터의 외삽

(extrapolation)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운전 중에 예상되는 것과 유사한 유해유동효과(상기 유동가진 

메카니즘에 의한)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심각한 크기의 유동유발진동이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프로그램에는 유동모

드 목록, 센서타입 및 위치 목록,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을 포함한 측정결과 처리와 

해석에 사용될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 수행될 육안검사에 대한 설명, 시험과 

해석결과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원자로냉각재 배관이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

에 의한 하중에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설계 적합성과 능

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적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해석

방법, 수학적 모델에 고려된 사항, 하중함수에 대한 설명, 계산 방법, 허용기준 및 

해석결과의 분석에 대해서 검토한다.

6.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 및 응력시험 결과와 정상상태 및 운전 유동 과도상태(특

히, 유해유동조건)하에서의 동적 계통해석 결과를 상호 관련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축소모델 시험결과와 해석 혹은 발전소 계

측데이터를 상호 관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특성이 유사한 기존 발전소의 시험결과는, 고유진동수와 같은 동특성을 비

교함으로써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 하중조건하에서 사용되는 수학

적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검토자는 시험과 해석결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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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사용되는 방법과 해석모델의 입증에 사용되는 방법을 검토한다. 하지만, 검토

대상 발전소와 기존의 유사한 발전소와의 차이(유동유발 음향 혹은 구조공진을 발

생시키는)는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과 해석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이 안전심사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석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지진사건의 주파수대역 이상에

서의 구조물과 계통의 동적 및 응력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과 

모델링 방법을 이 안전심사지침 II.3의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2. KEPIC 코드 등급 1, 2, 3 기기, 기기 지지구조물 그리고 노심지지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5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 내진범주 I급 기계기기의 내진검증시험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

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아래 항목들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4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가.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시험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동 모드가 운전기간 동안 원

자로에서 예상되는 정상상태 및 운전과도상태를 대표하고 있음.

나. 원자로냉각계통 배관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결정하는데 사

용되는 유체역학 해석이 타당함.

6. 배관파단의 동적영향과 관련된 설계하중의 배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3

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7. 내진계통의 해석과 내진범주 부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위한 지진 싸이클수의 결정

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7.2절 및 3.7.3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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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과 해석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계통, 구조물 및 기기가 자연현상, 정상 및 사고조건과의 조합에 

의한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고 그와 관련한 환경상태에 맞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가 비정상 누설, 급격히 진전되는 고장 및 완전 파열의 확률

이 매우 낮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원자로냉각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

조건이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동적시험 및 해석은 품질보증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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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관련 기준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과 그 지지물 및 구속장치에 대한 진동, 열팽창 및 동적영향 시

험이 기동 기능시험 기간 동안에 수행된다면 만족된다. 이 시험의 목적은 배관, 기

기, 구속장치 및 지지물이 관련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운전기간 동안 예상

되는 동적하중 및 운전 과도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열팽창에 의한 거동이 허용치 이상으로 구속받고 있지 않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감시될 계통의 목록

나. 기기 시험중의 펌프정지, 밸브닫힘 등과 같은 운전 및 과도상태 유동 모드의 

목록. (추가적인 지침은 RG 1.68 참조) 예를 들면, 원자로냉각계통 가열시험과 

관련된 과도상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펌프 시동

2)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

3) 감압밸브의 작동

4) 터빈정지밸브의 닫힘

다. 배관 계통에서 육안검사 및 계측이 수행될 위치목록.

각 위치의 응력 및 피로 값이 설계한계를 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형,

압력 또는 다른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저온상태에서 고온상태로 천이될 때, 측정될 만큼 충분히 큰 열적 변형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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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진기의 목록

마. 열적 거동 감시프로그램, 즉 허용기준과 거동 계측방법을 포함한 방진기 거동,

적절한 간격 및 간극의 입증에 대한 설명

바. 만약 진동이 위 다.항의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정 구속장

치를 설계하여 배관계통 해석에 반영하고 설치해야 한다. 시험기간 동안에 배

관 계통 구속장치가 부적절하거나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교정하는 구속

장치를 설치하고 진동이 허용수준 이하임을 확인하는 추가시험을 수행해야 한

다. 위 라.항에 명시된 위치에서 방진기 피스톤 거동을 측정한 결과 이동거리

(열적변형)가 없다면, 방진기 작동을 보증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교정 조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본 

안전심사지침 I.2.항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허용기준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내진범주 I급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이 지진 발생중과 발생 후에 필

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에 

명시된 허용기준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보수적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가.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들의 지지물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환기덕트의 지지물 포함)의 내진해석은 적절한 동적해석방법 또는 그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등가정적하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동적해석방법

등가정적하중 방법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없을 경우 동적해석방법 (즉, 응답

스펙트럼 방법, 시간이력 방법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해석이 되

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시간이력 방법 또는 응답스펙트럼 방법의 사용

나) 모든 내진범주 및 비내진범주 계통 기기의 응답을 결정하기 위한 동적 

모델링에서의 적절한 집중 질량의 수 및 자유도의 사용. 자유도를 추가

로 증가시켜서 응답이 10%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자유도의 선정은 

타당하다. 또는 진동수가 33 Hz 이하인 모드 수의 두 배를 자유도로 

선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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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중요한 모드가 포함되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모드의 수

에 대한 조사.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드의 수를 추가로 증가 

시켰을 때 응답이 10%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라) 내진범주 계통 및 기기의 지지물 사이의 최대 상대 변위에 대한 고려

마) 배관 상호작용, 외부에서 작용하는 구조적 구속, 동수력 (질량 및 강성 

효과) 하중 및 비선형 응답과 같은 중요한 영향의 포함.

2) 등가정적하중 방법

등가정적하중 방법은 다음 사항이 만족될 때 허용될 수 있다.

가) 계통이 단순한 모델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될 수 있고 응답 결과가 

보수적으로 산출됨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방법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계통에 대한 예제나 문헌이 제출될 수도 있다.

나) 설계 및 그와 관련된 단순화된 해석이 모든 지지점들 사이의 상대 거동

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단순 모델로 묘사될 수 있는 기기 또는 설비의 등가정적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해당 층응답스펙트럼의 최대가속도값에 1.5를 곱해야 한다. 만약 

타당성이 입증되면 1.5 이하의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단일자유도계로 적절하게 모델링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층응답

스펙트럼의 첨두치에 해당하는 등가정적하중의 사용이 허용된다. 두 지점에

서만 지지되고 있는 배관에 대해서도 층응답스펙트럼의 첨두치에 해당하는 

등가정적하중의 사용이 허용된다.

나. 지진 싸이클 수 결정

일회 지진사건동안의 지진 싸이클 수, 계통과 기기 설계에 채택된 최대 싸이

클 수 그리고 이들 변수의 설정에 사용된 기준 및 절차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

심사지침 3.7.3절에 명시된 방법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다. 진동수 선정 기준

공진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기기 및 설비의 최저 고유진동수는 지지구조물 지

배 진동수의 1/2 이하 또는 2배 이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가 작용

하중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면 기기의 최저 고유진동수가 이 진동수범

위 사이에 위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내진해석에서 사용되는 방법 즉 응답스펙트럼 방법이나 시간이력 해석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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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진 효과의 조합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이 허용된다.

1) 응답스펙트럼 방법

응답스펙트럼 방법이 내진해석에 사용될 경우 지진 거동의 최대 구조 응답

은 구조물이나 수학적 모델의 특정지점에서 지진 거동의 세 방향 성분 각

각에 발생하는 각 방향 최대응답 제곱합의 제곱근을 취하여 구해야 한다.

2) 시간이력 해석방법

내진해석에 시간이력 방법이 사용될 때에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

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가) 지진 거동의 세 방향 성분 각각에 의한 최대 응답을 구할 때 : 시간이

력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 응답을 계산한 후 1)의 조합 방법에 따라서 

각 방향의 성분을 조합한다.

나) 지진 거동의 세방향 성분 각각으로부터 시간이력응답을 구하고 각 시

간단계에서 대수적으로 조합할 경우: 최대 응답은 조합된 시간이력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허용되려면 서로 다른 세 방향에 대한 

지진 거동이 통계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마. 모드 응답의 조합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과 안전규제지침 4.11(또는 RG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에 허용가능한 모드 응답의 조합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바. 배관계통의 해석절차

내진범주 배관의 내진해석에는 동적해석 또는 등가정적하중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동적해석 또는 등가정적하중 방법에 대한 허용기준은 본 안전심사지침 

II.2.가) 항에 제시되어 있다.

사.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

기기 및 설비는 종종 단일 구조물 또는 두 개의 별도 구조물에 의하여 여러 

지점에서 지지되며, 각 지지점에서 구조물의 거동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둘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되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보수적이고 허용할 수 있

는 방법은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의 최대 관성응답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지

지점에서의 개별적인 응답스펙트럼을 상한으로 포괄하는 값을 사용하는 것이

다. 또한 지지점에서의 상대변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상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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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해석 절차가 허용된다. 지지점의 최대 상대 변위는 구조 응답 계산 또는 보

수적으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각 지지점의 

최대 변위는 아래 식으로부터 예측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스펙트럼곡선의 고주파수 단부에서의 스펙트럼가속도로서(즉, 최

대층가속도) 단위는 중력가속도 이고, 는 주요 지지구조물의 기본주파수로

서 단위는 radian/sec이다. 지지물의 변위는 지지받는 기기 및 설비에 최악의 

조합으로 부과될 수 있다. 관성효과와 상대변위에 의한 응답은 절대값의 합에 

의한 방법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단일 구조물에 위치한 다중 지지점의 경우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방법 

중 허용가능한 다른 방법은, 만약 스펙트럼 첨두값들의 진동수에 심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 층에서 얻어진 층응답스펙트럼 중에서 최악의 단일 층응답스펙트

럼을 선정하고 이를 여러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동적응답을 결정하는 방법

이다. 또한, 지지물의 변위는 정적 해석절차를 사용하여 지지되는 기기 및 설

비에 최악의 조합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외의 다중지지물의 해석에 대한 기

준과 방법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과 3.7.3절에 기술되어 있다.

위의 방법은 지진응답을 과대 예측할 수 있다. 더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위하

여 허용되는 응답스펙트럼법이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3절의 II.9.에 

기술되어 있다.

응답스펙트럼 방법 대신에 지지물 거동의 시간이력이 가진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응답스펙트럼 방법과 비교하여 더 많은 해석적인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중요장치 계통에 대해서만 시간이력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응답스펙트럼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시간이력 방법이 다중지지 계통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더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산출한다.

아. 수직정적계수의 사용

구조물이 만약 수직방향으로 강성이라고 입증되면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의 내진설계에 동적해석 대신 수직응답하중으로써 수직정적

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강성도에 대한 기준은 수직방향의 최저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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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가 33 Hz 이상이어야 한다.

자.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주 계통에 대해서 만약 배관계통의 밸브 구동장치와 같은 편심질량의 

비틀림 효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심질량과 그 편심도가 수학적 모델

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함에 대한 기준은 사안별로 결정된다.

차.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에 대해서 다음 사항이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1) 매설배관 계통에 작용하는 지진에 의한 관성효과가 해석에서 적절하게 반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참고문헌에 기술된 절차의 사용이 허용된다.

2) 주위 토양의 정적 저항이 배관 변형 또는 변위, 배관 앵커의 서로 다른 거

동, 굽힘형상 및 곡률반경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문헌에 기술된 절차의 사용이 허용된다.

3) 또한, 필요한 경우, 국부적인 지반침하, 지반융기 등에 의한 효과가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카. 내진범주 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과의 상호작용

비내진범주 배관계통은 구속장치 또는 방호벽에 의하여 모든 내진범주 배관계

통으로부터 격리되도록 설계되거나 또는 내진범주 배관계통으로부터 원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내진범주 배관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여의치 않

을 경우에는 내진범주 배관계통에 적용하는 내진기준에 따라 인접한 비내진범

주 배관에 대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내진범주 배관계통에 연결되는 비내진

범주 배관계통의 동적영향이 내진범주 배관의 모델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내

진범주 배관과의 연결부위에서 첫 번째 앵커까지의 비내진범주 배관은 안전정

지지진 강도를 갖는 지진 발생동안 내진범주 배관을 파손 시키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타. 감쇠계수에 사용되는 기준

RG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에

는 사용될 수 있는 타당한 감쇠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N-411-1에 기술된 감쇠값도 허용된다. 감쇠계수의 해석방법

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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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전규제지침 5.2(RG 1.20)와 더불어 아래의 지침이 원형 내부구조물의 진동을 

예측하는 해석결과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원형 원자로의 설계 및 운

전 중인 원전의 출력증강에만 요구되며, 비원형 원자로의 경우 이러한 해석이 요

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원형 원자로 내부설계나 운전조건이 상이한 경우나,

과거에 유해유동효과(adverse flow effects)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조건부원형 원

자로를 기초로 한 비원형 원자로의 경우, 부분적인 해석(특히, 발생 가능한 유해유

동효과에 대한 평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비원

형이라면, 원형 원자로에 대한 시험 및 해석결과와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유동효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의 상세한 요약서

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원형원자로의 진동 및 응력계산 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로 내부구조물 중 진동측정 센서가 부착된 위치와 같은 중요한 지점에

서의 운전과도상태에 대한 동적응답이 결정되어야 한다. 각 위치에서의 최

대응답, 전체 응답에 대한 각 모드의 기여도(주기적 혹은 공진거동을 보이

는 경우), 그리고 최대 응력을 일으키는 응답이 계산되어야 한다.

2) 각기 다른 진동모드에 대한 감쇠계수가 적절히 선정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중-고주파 해석에 대한 높은 감쇠계수의 적절성을 입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기관의 저주파 내진해석에 대한 감쇠지침을 언급

해왔다. 안전규제지침 5.2(RG 1.20)에서는 이러한 관행 대신에, 구조 동역학 

모델링에 사용되는 감쇠계수는 중-고주파 계측에 의한 것이거나 대상이 되

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대표할 만한 구조물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3)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및 주요 모드 형상을 포함한 동특성이 규

명되어야 한다. 만약 해석이 구조요소별로 수행된다면 구조요소들 사이의 

동적 연계성(coupling)이 존재하는지가 조사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드의 모

든 고유진동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최대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주파수응답함

수(FRFs)의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편이오차(bias error)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상기의 불확실성과 편이오차는 대상이 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구

조적으로 유사한 구조물에서의 측정값과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4) 자기가진(self-excited) 유체진동에 의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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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어야 한다. 신청자/사업자는 와류유발 진동, 유동유발 음향공진, 유체

탄성 불안정 및 기타 유동 불안정(유동분리 및 충돌유동 불안정 등)에 의한 

유해유동효과를 상세히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유동 메카니즘은 이론적, 수

치해석적 혹은 축소모델시험을 포함한 실험적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해

석에는 상기의 각종 유동 메카니즘이 발전소의 수명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중 진동측정 

센서가 부착된 위치와 같은 중요한 지점에서의 진동 및 응력크기 평가를 

포함한 유해유동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 메카니즘에 대해

서는 전체 동적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5.2의 II.2.가.3)(또는RG

1.20 C.2.1.3)에서 자기가진 유동불안정에 관한 더욱 많은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5)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수 및 유로형상과 같은 동수력학적 가진력이 동적 응

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펌프 날개통과주파수(blade passing

freqency)와 내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평

가를 오차 및 불확실성 해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6) 허용응답 및 진동 측정센서 부착위치에 대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노심구조물 및 핵연료집합체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설정된 

코드의 허용응력, 변형률 및 변형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나. 하중함수는 과도유동조건 및 진동수 성분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자

기가진 혹은 구조/음향공진과 함께 발생하는 유동불안전성의 고착화(lock-in)로 

인한 하중함수의 잠재적 증폭량이 명확히 평가되어야 한다(안전규제지침 5.2의 

II.2.가.3)(또는 RG 1.20 C.2.1.3)에서 자기가진 유동불안정에 관한 더욱 많은 지

침을 참고할 수 있다). 진동예측을 위한 허용 가능한 하중함수 유도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해석적인 방법 : 진동거동에 대한 지배 미분방정식을 표준 동수력학 이론에 

따라 유도하며, 적절한 경계조건 및 변수를 적용하여 해를 얻는다. 이 방법

은 유로의 기하학적 형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

2) 시험-해석의 조합방법 : 발전소 시험 또는 축소 모델 시험으로부터 얻은 자

료(즉, 속도 또는 압력분포 자료)에 기초하여 복잡한 유로 형상 및 광범위하

게 변하는 압력분포의 영향을 포함하는 하중함수를 유도해야 한다. 하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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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의 적합성을 해당 방법의 예상 편이오차 및 불확

실성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 하중함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전소에서 직접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과 더불어, 다음의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축소모델시험(Scale Model Tests, SMTs): 하중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축

소모델시험을 이용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축소모델은 원형과 동력학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동력학적 유사성에

는 고려된 현상과 관련된 모든 유체, 구조(배관 치수 및 엘보 위치와 

같은) 및 음향적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축소모델의 무차

원변수에 약간의 왜곡이 존재한다면, 신청자/사업자는 이러한 왜곡

이 보수적임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낮은 압력에서 시험되는 작

은 크기의 모델에서는 점성열전도(viscous heat conduction) 및 기타 

손실이 크므로, 축소모델의 음향감쇠는 일반적으로 원형의 경우보다 

크다. 이는 곧, 원형에서 존재하는 유동유발진동 및 음향공진과 같은 

특별한 유동현상을 재연하기 위해서는 축소모델의 크기 및 시험압력

이 충분히 커야 함을 의미한다.

(2) 축소모델에서 측정된 하중함수에 대한 구조감쇠 및 시험매질에서의 

음향감쇠에 의한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하중함수를 원래 크

기 원자로압력용기에서의 하중함수와 일치시켰을 때, 원형 원자로에 

비하여 비보수적인 축소모델의 변수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3) 축소모델에서는 보수적인 경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축소모델의 크기가 작고 상세한 부분까지 모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커야 한다.

(5)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측정을 통한 축소모델 결과의 검증이 수행되어

야 한다.

나)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ow Dynamics, CFD): 비정상(unsteady)

하중함수를 구하는데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야 한다.

(1) 만일 유동불안정이 존재한다면, 유동불안정이 증대되는 것을 모의해

석(simulation)하기 위하여 음향/진동 연계(coupling) 현상을 포함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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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자크기에 따른 민감도 시험(Grid size sensitivity test)이 수행되어

야 한다.

(3) Courant number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높은 Reynolds number 유동하에서, Large Eddy Simulation(LES) 혹

은 Direct Numerical Simulation(DNS)을 이용한, 또한 유체내의 음

파와 유동의 연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압축성(compressibility) 효과

(자기가진 혹은 고착화 효과)를 포함한, 비정상(unsteady) 모의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5) 실제 기체에 대한 모의해석을 수행해야 한다(즉, 실제 기체의 증기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다).

(6) 모의해석 절차는 유사한 유동 조건(즉, 복잡하고 높은 Reynolds

number)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다) 응답으로부터 추론하는 방법 : 하중함수는 발전소 또는 축소 모델 시험

자료로부터 얻어진 응답특성을 근거로 하여 유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하중함수는 유일하지 않고 재료특성과 손실계수(loss factor)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산절차와 대표적인 하중함수의 선정기준이 

모든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발전소 혹은 축소

모델시험 데이터로부터 추론된 하중함수에 대한 지침은 이 안전심사지

침 II.3.가.1).가) "축소모델시험“을 참조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청자/사업자는 하중함수를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선정된 방법이 기술적으

로 타당하며, 하중함수를 사실적으로 예측한다는 충분한 정당성이 제시

되어야 한다.

다. 진동 및 응력을 예측하기 위한 동적응답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드형상과 주파수응답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적 모델이 사용된다

면, 모델링방법이 모델 자체와 함께 서류화되어야 한다. 특정한 모델과 모

델링 방법 사이의 불확실성과 편이오차가 그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수치해석적 불확실성과 편이오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안전규제지침 

5.2(또는 RG 1.20)를 참조할 수 있다.

2) 만약 하중함수의 특성이 사전에 보수적으로 정해졌으며, 원자로 내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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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적 모델이 설계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하중-응답 계산은 허용

된다.

3) 하중함수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사한 설계의 원자로 내부구조물로 

부터 측정된 응답신호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수행하거나, 복합통계학에 근

거하여 유사한 설계의 내부구조물 또는 부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외삽하기 

위한 매개변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매개변수 방법은 유동유발진동 혹은 

음향공진이 하중함수가 외삽되는 운전조건하에서 발생되지 않음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라. 진동예측 결과는 원자로압력용기, 증기, 급수 및 복수배관 그리고 안전방출밸

브 시험결과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이 경우,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이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시험결과가 예측 응답 결과

와 본질적으로 다를 경우, (1)시험결과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또한 (2)원형 원자

로 및 확증시험이 수행된 다른 원자로의 응답을 예측하기에 적절한 해석 모델 

및 입력하중함수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진동 해석방법을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의 관련 내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원형원자로 내부구조물, (2)출력증강에 대비한 운전 중인 원자로 그리

고 (3)유효원형 혹은 조건부원형이 유해유동효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을 경험한 비

원형원자로에 대한 가동전 진동 및 응력시험 프로그램이 안전규제지침 5.2(또는 

RG 1.20)의 원형원자로 시험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상기 요건은 진동 

예측, 진동 감시, 유해유동효과(유동유발 음향 및 구조공진), 데이터 처리(data

reduction),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 해석, 현장점검 및 표면검사를 포함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타당성 입증을 위한 시험 프로그램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가. 노심에 핵연료 또는 그와 동일한 동적효과 및 유동특성을 가진 모의 핵연료를 

장전한 상태에서 진동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핵연료를 장전하지 않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보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핵연료를 장전하지 않고 

시험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계측기의 종류와 명세사항(가용한 주파수 및 진폭 영역을 포함한), 계측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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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시한 도면을 포함한 진동감시 계측장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도면에는 가장 심한 진동거동을 보이게 되는 위치 또는 안전기능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유해유동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증기 건조기

와 주증기배관 밸브를 포함해야 한다. 증기건조기에 부착된 계측기에는 압력센

서, 스트레인 게이지 및 가속도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증기배관 역시 증기압

력 변동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압력변동 해석은 유동유발 음향공진을 확인하고 주증기배관 밸브하중 

및 증기건조기 하중과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주증기밸브에는 가속

도계를 부착하여 유동유발 음향공진이나 진동의 존재 및 크기를 기록한다.

라. 모든 중요한 부품들이 적어도 1,000,000회의 진동주기를 겪도록 정상운전 모드

에 대한 시험기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최저 

응답 진동수가 10 Hz라면 시험기간은 1.2일 이상이 되어야 만족스러운 시험이 

된다.

마. 시험에는 정상운전 및 이상 과도상태에 대한 모든 유동 모드가 포함되어야 한

다. 만약 제시된 유동 모드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결정하는데 보

수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면 그 유동 모드는 허용된다. 기동시험을 위한 출력

상승 프로그램은 데이터저장과 처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동안의 필수입회점,

사전에 예측된 한계하중과의 비교 및 증기, 급수, 복수계통에 대한 검사와 현

장점검을 포함해야 한다. 시험프로그램은 또한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취해야 할 상세한 후속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시험절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

항은 안전규제지침(RG 1.20)을 참고할 수 있다.

바. 다양한 구조물의 진동거동 분석을 위한 시험 데이터 처리방법 및 절차가 제시

되어야 한다. 진동거동의 분석에는 진폭, 진동수 성분, 응력상태 그리고 안전기

능에 대한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측정, 데이터 취득 시스템 및 측정된 데이

터로부터 하중함수를 얻기 위한 모델의 편이오차와 불확실성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사. 진동예측, 시험 허용기준과 근거, 기준에 대한 허용영역이 시험 수행 전에 제

시되어야 한다.

아. 신청자/사업자는 발전소 기동 및 출력상승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을 발전소 기

동후 90일 이내에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90일 이내에 승인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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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사업자는 승인된 최대 출력에 도달한 

이후 30일 이내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진동시험 중 및 후에 육안 및 비파괴 표면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 프로

그램에는 검사부위, 검사방법, 원자로 내부구조물 접근을 위한 설계, 검사수행

에 사용될 장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원자로 용기에

서 내부구조물을 인양한 다음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내부구조물의 

인양이 불가능하면 현장검사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되어야 할 부위에는 하중을 지탱하는 모든 접촉점, 노심을 구속하는 장치,

고응력 지점 및 안전기능에 중요한 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동시험기간에 

유해유동효과(유동유발 음향공진 및 구조공진)가 확인된 경우, 주증기밸브에 

대한 검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형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동일한 설계, 크기, 모양 및 운전 조건을 갖는 후속기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진동 시험프로그램은 안전규제지침 5.2(또는 RG 1.20)에 

명시된 비원형원자로 내부구조물 프로그램의 관련 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15조의 관련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원자로 냉각재 배

관이 최악의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하중을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

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적 계통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또는 안전정지지진) 하중의 가진진동수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본질적

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일 수 있다면 하중을 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3.6.3절은 배관파단의 동적효과에 의한 설계하중을 배제하기 위한 

사업자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 대한 검토시, 안전심사

지침 3.6.3절의 검토내역을 참고하여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한 최악의 동적영향은 일반적으로 원자로가 가장 위험한 정

상운전 상태에 있을 때 압력용기 입구 또는 출구 노즐 부근 주냉각재 배관의 가상 

양단파단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다른 가상 파단지점도 

평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이 조합된 상태에 대한 동적 계통해석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모델링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동적으로 관련된 배관, 배관 지지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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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델링을 위

한 전형적인 절차가 개발되고 배경이 서술되어야 한다.

나. 수학적 모델은 유연성, 질량관성 효과, 기하학적 형상 및 감쇠 (점성감쇠 및 쿨

롱감쇠(viscous and Coulomb damping)의 공존 가능성을 포함한) 등과 같은 

계통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다. 동적 계통 모델링에 사용된 계통의 구조적 분리 및 방향에 따른 비연계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라. 계통의 질량 및 유연성에 미치는 유동의 영향이 기술되어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하여 유발되는 하중함수의 가정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절차 및 

배경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관련 동수력학 방정식, 수학적 단순화를 위하여 유

로형상에 사용된 가정, 유동계수의 결정을 위한 시험 그리고 압력차이 또는 속도 

분포 결정을 위한 반실험식 및 축소모델 유동 시험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

야 한다. 수력학 해석의 만족여부는 공학적인 관례 및 일반 주제별 검토(generic

topical review)에 의해 평가된다.

운동지배방정식과 결과 유도에 사용되는 계산방법을 포함하여 동적계통해석에 사

용되는 방법과 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시간영역에서의 강제 진동응답 계산방법은 

냉각재상실사고 및 안전정지지진 해석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응답스펙트럼 모드 

해석방법은 안전정지지진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노심지지원통(CSB) 및 제어봉 안내관과 같이 출구 배관 파손 하중하에서 압축 하

중을 받는 요소들의 안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심지지구조물에서 안전정지지진의 입력 거동을 지정하기 위하여 응답스펙트럼  

또는 시간이력이 사용될 수 있다.

해석결과에 대한 허용기준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9.3절 및 3.9.5절에 제

시되어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비대칭 취출하중에 대한 기준과 검토방법은 경

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9.5절에 제시되어 있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시험 및 해석결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가. 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해석에 의한 



제3.9.2절 개정 5 - 2015. 12- 23 -

고유진동수와 측정을 통한 응답진동수의 비교. 해석에 사용된 감쇠의 검증을 

위한 고유진동수의 함수로서 측정에 의한 감쇠계수와 해석에 의한 감쇠계수의 

비교.

나. 모드조합 또는 특정 모드검증을 위한, 해석된 모드형상과 측정된 거동 비교.

다. 가정된 하중함수의 검증을 위한, 해석 및 측정결과 각각에 대한 응답크기의 변

화 및 진동수 성분의 비교.

라. 예측된 하중함수의 검증을 위한, 진폭, 주파수 및 시간에 따른 하중변화의 측

정값과 시험-해석의 조합에 의하여 예측된 값의 비교.

마. 응력값의 검증을 위한, 해석 및 측정결과 각각에 대한 최대 응답의 비교.

바.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하중 및 운전 유동과도상태 하에서 동

적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의 비교.

사. 유해유동효과(유동유발 음향공진 및/혹은 구조공진)의 예측모델 검증을 위한,

유해유동효과의 예측값과 측정값의 비교.

7. 신규 인허가 신청의 경우, 시험 시방서는 KEPIC-MOG, "배관진동시험“ 및 ASME

OM-S/G-1990 Part 7 "Requirements for Thermal Expansion Testing of Nuclear

Power Plant Piping Systems"를 따라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2조

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운전과도상태, 지진 및 냉각재상실사

고 하중하에서도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 인허가 신청의 경우, 시험 시방서는 KEPIC-MOG, "배관진동시험“ 및 ASME

OM-S/G-1990 Part 7 "Requirements for Thermal Expansion Testing of Nuclear

Power Plant Piping Systems"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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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요건에 근거하여 검토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서 안전 관련 배관계통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응답에 관한 설계절차를 검토한다.

1.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를 통하여, 신청자가 정상상태 

배관진동, 열팽창 및 운전과도상태 시험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하였는지를 확인한

다.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본 안전심사지침 II.1.항에 제시

된 것과 같은 허용가능한 프로그램의 모든 항목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종합적이어

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를 통하여, 신청자가 예비안전

성분석보고서에서 약속한 사항이 수행되고 있고, 시험 프로그램이 충분히 상세하

게 개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3.9.2절과 14.0절

의 시험프로그램이 다음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허용기준 및 배관 거동을 감시할 위치선정에 대한 이론적 원리와 근거의 설정

나. 감시할 위치에서의 변위 한계치 및 다른 관련 한계치의 제시

다. 배관 거동의 감시 및 측정에 사용되는 기술과 계측기에 대한 설명

라. 시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문서상으로 제시되며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추가 시험이 수행될 것이라는 기술

2. 내진해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검토한다.

가. 내진해석방법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환기

덕트의 지지물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 내진해석방법(응답스펙트럼, 시간이력,

등가정적하중 해석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가.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검토한다.

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진부계통 (기기 및 배관)과 이를 지지하는 내진계

통(구조물)이 단단하게 고정 및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의하면 

동적응답에 대한 앵커계통 강성도의 영향이 무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특히 무거운 기기에서, 이 가정은 지진하중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신규 인허

가 신청의 경우, 검토자는 내진해석에서 내진부계통 앵커의 강성도에 관하여 

적절한 가정이 이루어졌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나. 지진 싸이클 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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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의 지진 사건 동안의 지진 싸이클 수, 계통과 기기설계에 채택된 최대 싸

이클수 그리고 이들 변수의 설정에 사용된 기준 및 절차가 안전심사지침 3.7.3

절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다. 진동수 선정에 대한 기준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진동수로부터 기기 및 설비의 최저 고유진동수

를 분리시키는데 사용된 기준 또는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다. 항의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라. 지진거동의 세방향 성분

계통의 지진응답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진거동의 세방향 성분을 고려한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라.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마. 모드 응답의 조합

응답스펙트럼 모드 해석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 모드 응답의 조합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마.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바. 배관계통의 해석절차

모든 내진검증 대상 배관에 대하여, 내진해석방법(응답스펙트럼, 시간이력, 등

가정적하중 해석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바.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충분한 자유도가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수학적 

모델을 검토한다.

사.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

상이한 입력하중을 받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의 내진해석에 사용된 기준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사.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아. 수직정적계수 사용

내진범주 계통의 내진설계에서 수직방향의 응답하중을 위하여 상세한 동적 방

법대신 수직정적계수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아. 항의 

강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수직방향으로 강체일 때만 정적계수가 사용되었는지 

검토한다.

자. 편심질량의 비틀림 효과

내진범주 배관계통의 내진해석에 대한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자.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차.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

내진범주 매설배관 계통에 대한 내진해석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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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배관형상 및 배관응력, 그리

고 지지점, 관통부 및 앵커에서의 상이한 거동을 포함한 매립지반 침하의 효과

를 고려하는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그 타당성이 적절하게 입

증되지 못한 절차는 추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카. 내진범주 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과의 상호작용

내진범주 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과의 연결부위 설계에 사용되는 기준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카. 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타. 감쇠계수에 사용되는 기준

계통, 기기, 설비 및 지지물에서 감쇠를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 본 안전

심사지침 II.2.타. 항의 기준을 만족하는지와 사용된 감쇠계수가 RG 1.61 또는 

ASME Code Case (또는 KEPIC 적용사례) N-411-1의 규제입장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3. 건설허가 단계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원형 설계일 경우, 신청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3에 제시된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진동해석을 할 것임을 확약

하여야 한다. 진동해석에는 발생 가능한 유동유발 진동 및 음향공진에 의한 유해

유동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에 사용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

어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가동전 진동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진동예측에 사용될 원형 설

계에 대한 상세 동적해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석의 만족여부는 사용된 해석방법 

및 절차의 기술적 타당성과 위에 언급된 허용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근거한다. 또한 해석은 가능하면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건설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현재 발전소의 출력증강(extended power uprate)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력증강을 위한 진동해석을 수행할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

건설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비원형 설계일 경우, 신

청자는 해당 원자로의 원형원자로를 제시해야 하며 원형원자로에 대한 해석 및 시

험결과의 요약을 제시해야 한다. 혹은, 위의 자료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와 같이 다

른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4. 건설허가 단계에서, 유동유발 진동에 대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가동전 진동시험의 

검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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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는 원형원자로 내부구조물로서 시험을 수행할 것인지 또는 비원형원자

로 내부구조물로서 시험을 수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 발전소가 원형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발전소의 출력증강이 검토된다면, 가동전 

진동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이 프로

그램이 이 안전심사지침 II.4.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다. 발전소가 비원형일 경우 신청자는 유사한 설계의 원형 발전소를 명시해야 한

다. 검토자는 유동 과도상태의 거동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응답 이후에 본질

적 설계변경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동조건이나 원자로 내부구조

물 설계 차이를 포함한 원형발전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를 완벽하게 하

기 위해 추가적인 상세해석, 축소모델 시험 또는 확인 시험중의 진동 계측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원형으로 지정된 내부구조물의 시험 결과를 정해진 시

기에 얻을 수 없을 경우에 신청자는 내부구조물 시험을 원형 시험으로 수행할 

것을 확약해야 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대해서 검토한다.

1) 상세 가동전 진동시험 프로그램과 잠정적인 시험수행 일정을 검토한다. 프로

그램의 내용이 안전규제지침(또는 RG 1.20)에 명시된 지침과 다를 경우 그

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유동모드가 허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발전소가 원형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발전소의 출력증강이 검토된다면, 진동

예측, 표면육안검사 절차, 진동 계측장치에 대한 상세 설명, 시험결과의 처

리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부품 진동시험, 유동시험 및 축소모델시험과 같은 

가능한 보충시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비원형발전소의 경우 검토자는 원형 내부구조물과의 설계 및 운전조건의 유

사성을 포함하여 지정된 원형원자로의 적용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

토를 완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상세해석, 축소모델 시험 또는 확인시험을 

통한 진동감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5. 건설허가 단계에서, 파단되지 않은 원자로 냉각재 배관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

한 고장조건 하중하에서의 동적해석 검토를 위하여, 신청자는 해당 해석을 수행하

거나 또는 필요한 내용을 보고서(일반적으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형태로 제출

할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 해석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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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파단되지 않은 원자로 냉각재 

배관이 최악의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에 의한 동적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해석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해석방법 및 절차, 하중함수에 대한 근거, 동적계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수학

적 모델 그리고 노심지지원통 및 압축하중을 받는 중요 기기에 대한 안정성 조사가 

포함된다. 해석의 만족여부는 (1)사용된 해석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2)위에 열거한 

허용기준에 대한 만족도 (3)하중조합하에서의 응력이 해당 코드의 허용응력을 초과

하지 않음의 입증 (4)원자로 내부구조물과 배관이 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함이 보

증될 수 있도록 변형량이 설정된 한계를 넘지 않음의 입증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6. 신청자가 가동전 시험의 일부로 수행하기로 확약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가

동전 진동시험의 측정결과와 동적해석결과를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검

토한다. 검토자는 보고서가 적절한 시기에 제출될 것임을 확인하며, 보고서에 해석 

및 시험결과가 요약되어 있어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일치하는지, 서로 다른 하

중에 대하여 사용된 수학적 모델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 및 해석결과

의 분석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신청자는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모든 관련계통, 구속장치 및 지지물에 대해

서 기동시 및 초기 운전시에 만족할 만한 진동, 열팽창 및 동적영향 시험프로그램

을 수행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급속하게 전파되는 파손 및 전체적인 

파손의 확률이 낮으며 예상되는 운전사건을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설계조건이 초

과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관련요건을 만족한다. 위의 시험은 계통의 배관 및 배관 지지물이 밸

브닫힘, 펌프정지 및 설계 기준 유동조건과 관련된 다른 운전 모드에 따른 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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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동적효과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위의 시험은 

정상 계통 가열 및 냉각 운전 중에 배관 및 지지물의 구속되지 않은 열팽창에 대

해서 방진기가 적절한 간극 및 자유로운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계획된 

시험에서는 원자로가 운전 중 경험하게 되는 하중과 유사한 하중이 도출될 것이

다.

2. 신청자는 RG 1.61 (혹은 ASME Code Case N-411-1 혹은 KEPIC 적용사례 

N-411-1) 및 안전규제지침 4.11(또는 RG 1.92)의 규제입장을 포함하여 경수로형 원

전 안전심사지침 3.7.2절 및 3.7.3절의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할만

한 내진계통해석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이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었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한다. 내진계통해석의 검토 범위에

는 모든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에 대한 내진해석방법은 물론 모

델링 절차, 비틀림효과의 고려, 내진범주 배관계통의 내진해석, 상이한 입력을 받

는 다중지지 기기 및 설비의 내진해석, 수직정적계수 사용의 타당성 입증 및 복합 

감쇠계수의 결정이 포함된다. 또한, 내진범주 배관과 비내진범주 배관의 상호작용 

평가에 대한 설계기준과 절차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격납건물 외부의 내진범주 

매설배관에 대한 기준 및 내진해석 절차가 포함된다.

계통해석은 탄성론에 근거해서 수행된다. 모든 주요 내진범주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에 대해서는 다자유도해석, 모드 응답스펙트럼해석과 시간이력해석 방법

이 사용된다. 모드 응답변수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3.7.2절이나 안전규제

지침 4.11(또는 RG 1.92)의 허용방법에 따라 조합된다. 시간이력 방법이나 응답스

펙트럼 방법의 경우 지진거동의 세 방향 성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방향 최대응

답의 제곱합의 제곱근이 사용된다.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의 설계 및 시험 

입증에 사용되는 층응답스펙트럼 입력은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첨두치확장

(peak widening)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이력 방법으로부터 구해진다. 구조해석결과

가 수직방향으로 상당히 증폭되는 모든 계통, 기기, 설비 및 그 지지물에 대해서는 

수직 동적해석이 수행된다.

3. 신청자는 가동전 진동시험에 대한 안전규제지침 5.2(또는 RG 1.20)의 규제입장을 

만족하고 있으며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운전 중에 경험하게 될 하중에 상응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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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중 조건하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동전 원

자로 내부구조물 진동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수

행하는 안전기능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시험되며 품질기로부터 적절

하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시험, 해석 및 육안검

사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이 전 수명기간 동안 구조적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동

유발 진동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한다. 가동 중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건전성은 핵

연료집합체가 적절한 위치에 있음과 안전운전 및 정지를 위한 제어봉 집합체의 기

능 저하가 없음을 보증하는데 필수적이다.

4. 신청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파손되지 않은 배관의 구조설계가 가상 냉각재상

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의 조합에 의한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동적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지진에 의한 영향은 물

론 안전정지지진 하에서의 정상 및 가상사고 조건의 조합에 의한 영향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를 

만족한다. 해석은 원자로냉각계통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 기기의 조합응력 및 변형

률이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의 설계 허용응력 한계 및 변형률 한계를 초과하지 않

는다는 확신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변형 또는 변위가 노심 냉각기능에 손상을 초

래할 만큼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한

다. 기기 해석에 사용된 방법은 계통해석에 사용된 방법과 상응하므로 제시된 기

기 해석과 계통 해석의 조합은 타당하다. 가상적인 최악의 하중사건인 냉각재상실

사고 하에서도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좀 더 소형의 배관 파단과 지진하중의 영향에 

견딜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5. 신청자는 계통과 기기의 해석결과를 측정결과와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

으므로, 계통과 기기가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합당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

계 및 시험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위의 프로그램은 시험과 해석결과의 일치여부, 서로 다른 하중에 대하여 

사용된 수학적 모델의 일관성 그리고 시험 및 해석결과 분석의 타당성 입증에 대

한 허용근거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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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 중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들이 과거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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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3절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1조, ”원자로냉각

재압력경계“,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및 KEPIC-MN, ”원자력기계“에 따라서 설

계된 압력유지 기기, 이들의 지지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 대하여 검

토한다.

검토자는 다음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다.

1. 하중조합, 계통운전 과도상태 및 응력한계

설계와 운전한계가 모든 하중조합을 반영하여 적절히 반영하였는지를 결정하

기 위하여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등급 1,2,3 기기 지지구조물 포함)와 노심 

지지구조물로서 지정된 항목들에 대한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즉, 계통운전 과도

상태를 포함한 설계 및 운전 하중과 가상지진 및 다른 사고)을 검토한다. 검토자

는 설계 및 운전 한계와 변형기준이 코드 및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명시된 

한계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해서 소성 변형을 허용하는 운전 응력한계를 평가하며, 현장설치 

배관, 운전 중에 동하중을 받는 밸브 디스크, 시트(Seat), 펌프축과 같은 기기의 내

부 부품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2. 감압 장치의 설계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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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등급 1,2,3 기기의 과압방지를 위한 감압장치(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의 장착

에 적용되는 설계 및 설치기준을 검토하며, 검토에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응력기

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설계 검토에서는 안전 및 방출 밸브가 열릴 때 발생

하는 급격한 반발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하며, 폐쇄된 방출 배관계통에

서의 안전 및 방출 밸브의 하류측 배관에 작용하는 유동관련 천이하중도 고려한

다.

안전 및 방출 밸브 계통 설계에 가정된 하중조합, 상류측 배관 또는 헤더, 하

류측 배관 또는 배기 배관, 계통 지지물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하중조합은 내부 유체의 무게, 모멘텀과 압력, 밸브 및 배관의 자중, 가열시의 열

하중, 안정 및 과도상태 밸브 작동, 밸브에 의한 유체방출 시의 반발력(추력, 굽

힘, 비틀림), 그리고 지진력에 의하여 작용하는 하중의 가장 심각한 조합을 포함

하여야 한다. 밸브 방출하중에는 과도상태 또는 사고조건하에서 루프 밀봉수 슬러

그(Loop Seal Water Slug)와 과냉각 또는 포화상태 액체의 방출에 의한 반발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관 또는 그 지지 계통의 구조적 응답을 검토하는 경우, 밸브가 개방될 때 

발생하는 동적하중 하에서 지지물 및 구속장치의 강성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

용하는 동적해석 또는 시간이력 해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유압식 방진기가 사용된다면, 방진기의 작동 효과가 정상상태 밸브 작동 및 

압력 과도상태 중에 주기적인 밸브 개폐에 의한 반복하중이 해석에 고려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진기의 작동특성을 검토한다.

3. 기기 지지물

코드 등급 1,2,3 기기 지지물에 대해서 검토하며, 지지물의 설계 및 구조적 건

전성에 대한 평가를 검토에 포함한다. 지지물은 판 및 원통(Plate and Shell), 선

(Linear), 기기 표준(Component Standard)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는 위의 세 가지 형식의 지지물을 모두 검토한다. 방진기는 

비록 기기 표준 형식 지지물로 분류될지라도 그 독특한 기능 때문에 특별한 고려

가 필요하다. 방진기는 발전소 정상 운전 시에는 하중 경로 또는 힘 전달 등을 하

지 않으나, 동적 천이하중 하에서 강성 지지물의 역할을 한다. 기기 지지물은 하중

을 기기의 압력유지 경계로부터 건물 구조물로 전달하도록 설계된 금속 지지물이

다. 냉각재상실사고 및 안전정지지진(SSE) 사건의 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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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 압력경계 지지물의 응답을 계산하기 위한 해석방법은 본 안전심사지침 

3.6.2절과 3.9.2절에 따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3.9.3절과 관련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기 작동성 보증과 내진검증 계획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발전소 사고조건 상태나 

상태 후에 능동 기능을 갖고 있는 압력방출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과 펌프 및 밸브

의 작동성은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관부서가 평가한다.

2. 증기 및 급수 계통에 대한 밸브의 크기와 개수가 적절한 압력방출능력이 있는지를 

안전심사지침 10.3절 검토주관부서가 확인한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에 있는 밸브의 크기와 개수가 적절한 압력방출능력이 

있는지를 안전심사지침 5.2.2절 검토주관부서가 확인한다.

4.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ISLOCA)에 관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하여 이와 연계된 

계통 및 기기의 설계를 안전심사지침 3.12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5. 신청자가 잔열제거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같은 열성층 유동, 열성층 띠

(Thermal Striping), 열주기 효과(Thermal Cycle Effect)를 받는 원자로 냉각재계통

과 연계된 배관에 대해 논의, 확인하였는지를 안전심사지침 5.4.7절과 6.3절 검토주

관부서가 검토한다.

6. 볼트 및 나사 고정구의 적절성 및 건전성 보증 프로그램을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7. 방진기의 적용성, 분류, 표식, 설치, 검사, 시험, 작동성 설계 및 품질 입증에 대하

여 안전심사지침 3.9.6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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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eneric Issue 89에 기술된 경직(stiff) 배관 클램프의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3.12 검

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KEPIC

Code 적용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

별 규격에 관한 규정”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

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미국 10 CFR 50, Appendix S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

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

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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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냉

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

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하중조합, 계통운전 과도상태, 응력한계

각 기기 및 기기 지지물에 대해서 고려되는 계통운전 과도상태, 그와 관련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그리고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은 모든 조건하에서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기준으로 제공하

기에 충분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된 설

계 및 운전하중 조합(계통운전 과도상태가 포함)에 대한 허용 여부와 각 하중조합

에 대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설정의 허용 여부는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명시된 규제입장이나 검토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개발된 기

준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밸브 디스크, 시트 및 펌프 축과 같은 기기의 내부 부품에 대한 설계기준은 해

당 코드 또는 코드케이스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만약 해당 코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부품의 안전성 관련 기능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적 건전성이 보장된다면 

설계기준을 허용할 수 있다.

코드 등급 1 기기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피로 설계를 해야 한다. 환경 피로설계 

요건은 미국 NRC Reg. Guide 1.207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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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압장치의 설계 및 설치

신청자는 KEPIC-MNZ, 부록 O, “안전밸브 설치 설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감

압장치 설치에 대한 설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들을 적용한다.

가. 한개 이상의 밸브가 동일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임의 지점에 대

한 응력해석을 수행하는데 가정된 밸브 개방순서는 그 지점에서 최대 순간 응

력값을 유발시키는 순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연결 계통의 모든 부품과, 지지물 및 부품 사이의 연결 용접부를 포

함한 감압밸브 장치에 대한 응력을 평가해야 하고, 이는 적용가능한 응력한계

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응력한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발력과 반발력에 의한 모멘트로부터 발

생하는 응력에 동적하중인자(Dynamic Load Factor)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거

나, 그 응력계산에 동적인 유체/구조 계통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최대 순간 

반발력 및 모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배관의 모든 지점과 코드 등급 1,2,3 배관

의 감압 밸브에서 모든 설계한계를 만족함을 입증하여 위의 요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동적하중인자를 결정하기 위한 동적해석 대신에 동적하중인자 2.0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해석에 사용된 계산절차, 전산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방법

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 해석에는 시간이력이나 유체의 유동방향 변

화에 의한 모멘텀 변화효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유체의 상태는 밀

봉수(Seal Water)가 사용되는 곳에서의 가상적인 물 슬러그(Water Slug)와 가상적

인 과도상태 또는 사고조건하에서 방출될 수 있는 과냉각 또는 포화상태 액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조(Suppression Pool)를 사용하는 발전소 신청자는 안전방출밸

브계통에 작용하는 수조의 동적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응력계산 및 응력한계는 

코드의 허용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기기 지지물

가. 기기 지지물은 모든 하중조합 하에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계통내의 각 기기 지지물에 대해서 고려된 계통 운전 과도상태를 포

함한 하중조합과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운전 응력한계의 설정은 안전심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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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부록 3.9.3-1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124, 1.130 및 KEPIC-MNF,

”지지물“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능동 펌프 및 밸브의 지지물은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작동

성 보증 및 내진검증 계획의 다른 특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기

기 지지물의 변형이 지지되는 기기의 작동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

면, 변형한계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형한계는 운전 보증 및 내진검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기 허용 변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지 기초구조물

(Support Base Structure)의 움직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방진기 운전 보증을 위한 허용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해석 및 계통평가

방진기를 충격 및 진동 완충장치로 사용하는 계통 및 기기에 대해서는 방

진기가 부착되는 계통 및 기기와 방진기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해석

을 수행하여야 한다. 방진기는 충격 및 진동 완충장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목적 방진기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피로 

강도(Fatigue Strength)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로평가에는 다음의 중요한 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지되지 않는 계통 기기의 거동 또는 진폭

나) 방진기에 전달되는 힘과 감쇠진폭(Damped Amplitude)에 의해 계통이

나 기기에 작용하는 반발력

다) 진동수 또는 하중 사이클 수

라) 계통 또는 기기 및 방진기의 피로강도 확인

충격완충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진기는 만약 (가) 방진기가 정상 발전소 운

전조건에서 받는 하중 사이클 수가 2,500보다 작거나 또는 (나) 정상 발전소 

운전조건에서의 거동이 방진기 작동불가영역(Dead Band)을 초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운전 조건 또는 예상과도상태(Anticipated Transients)에서 열팽창속도

(Thermal Growth Rate)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통 또는 기기에 사용되는 

방진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열팽창속도가 방진기 잠김(Lock-Up) 속도를 초

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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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적 성질에 대한 특성 

구조해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해석모델에서 사실적으로 방진기 기계적 성

질(즉, 탄성율)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방진기의 유효강성(Effective

Stiffness)은 일반적으로 방진기 지지물 집합체(방진기와 클램프, 확장 연결

부, 보조 지지물 등)의 유효강성보다 크기 때문에 방진기의 응답 특성이 지

지물에 의하여 추가되는 유연성으로 인하여 상실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통 

또는 기기의 구조적 반응을 평가할 때에는 방진기와 지지물 집합체 강성이 

결합된  유효강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진기 탄성율(Spring Rate)은 간극(Clearance), 손실 운동량(Lost Motion),

활성화 준위(Activation Level), 또는 이완율(Release Rate)과는 별개로 결정

되어야 한다. 강성(Stiffness)은 구조적 및 수력학적 탄성특성(Compliance)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온도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방진기 종

단이음간극(End Fitting Clearance), 종단이음간극의 불일치, 활성화와 이완

율의 불일치 및 손실 운동량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계통 또는 기기에 대한 

선형 해석에 입각한 방진기의 반발하중 및 응력 계산 시에 고려되어야 한

다. 이것은 종단이음간극의 부적합에 의한 방진기의 하중 분담에 미치는 영

향이 활성화 수준 또는 이완율의 부적합에 의한 방진기의 하중 분담에 미

치는 영향보다 큰 복수 방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요하다. 만약 종단이음

간극이 부적합하다면 동일한 하중의 분담은 이루어질 수 없다.

3) 설계 시방서

방진기에 요구되는 구조적 및 기계적 성능은 상기 1), 2)항에 기술된 신청자

의 구조해석으로부터 결정된다. 방진기 설계 시방서는 규제요건이 만족되도

록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이다. 설계 시방서에는 다음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일반 성능요건

나) 운전 환경 

다) 적용 규격 및 기준

라) 사용 재질, 유압용 유체와 윤활유에 대한 기준

마) NUREG/CR-5416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정격부하용량(Rated Load

Capacity)이 5649 N·m (50 kips) 이상인 대구경 유압식 방진기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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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동적 인증, 시험 및 외삽법을 포함하는 

환경, 구조, 및 성능 설계 입증 시험 

바) 제품 성능 입증 시험 및 인증 

사) 포장, 수송, 취급 및 보관 요건

아) 부착 및 설치에 대한 규정 설명 

구매계획에는 구매자가 검토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방진기 제작자가 품질

보증 및 조립 품질관리 절차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방진기의 추가사용

때로는 방진기를 발전소 건설 중 또는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다.

이는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기술한 예기치 못한 배관 진동이나 건설상의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진기의 추가는 발전소 정상

운전 및 안전성에 저해가 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평가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체기준

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시된 대체기준에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하중조합, 계통운전 과도상태, 및 응력한계

신청자가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설계에 

채택한 하중조합 및 응력한계를 검토하는 목적은 가상사건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통운전 과도상태를 포함한 하중조합과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설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건설허가(CP) 단계에서의 검토는 신청자가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는 이행약속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운영허가(OL) 단계에서는 설계보고서, 하중용량(Load Capacity)

자료, 그리고 관련 재질 등과 같은 코드가 요구하고 있는 설계 문서를 검토함으

로써 설계 기준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기기가 설계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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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 및 운전 하중, 그리고 그 하중조합에 누락된 사항이 있

는지 그리고 해당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코드 등급 

1 기기에 대해 환경영향을 고려한 피로 설계를 미국 NRC Reg. Guide 1.207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나. 코드에 따라서 제작되는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 하중조합의     

절차를 포함한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이 타당한지를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제시되어 있는 하중조합 및 하중조합 절차와 비교 검토한다. 만약 

차이점이 발견되면 항목별로 그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요구하며 답변을 검토

하여 공학적 판단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 각각의 설계 및 운전조합에 대하여 선정된 설계 및 운전응력 한계를 검토하여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명시된 설계 및 응력 한계를 만족시키는 지를 결

정한다. 배관 기기의 기능에 대한 허용기준을 검토하여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에 명시된 사항을 적절히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차이점이 있다

면 그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적절한 안전여유도가 고려되어 있다

면 허용될 수 있다.

2. 감압장치 설계 및 설치

감압장치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목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압장치가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 감압장치 및 관련 배관의 건전성이 보증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최종설계가 위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한 확신이 있는지 결정되어야 하며,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최

종설계가 위의 목적을 만족시켰는지를 검토한다.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감압장치의 압력유지 경계에 대한 설계를 KEPIC-MNZ, 부록-O, “안전밸브 설

치 설계에 관한 규칙"과 본 안전심사지침 II.2의 추가적인 허용기준과 비교하

여 검토한다. 허용 응력한계는 해당 제작등급에 대한 코드의 한계와 비교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응력 한

계 및 하중조합은 본 안전심사지침 II.1 및 III.1절의 "하중조합, 계통운전 과도

상태 및 응력한계"에 따라 검토한다.

나. 감압밸브 작동에 의한 동적효과를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건전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압장치 설치에 대한 설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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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발력, 밸브 개방순서, 밸브 개방시간, 해석방법, 동적하중인자(만약 사용 

된다면)를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 검토자는 II.2절에 명시된 요건들과 비교하

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차이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밸브 개방순서의 

영향은 가장 심한 경우의 하중조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중함수는 밸브 개방

시간 데이터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운전 중인 발전소에서 이미 시

험되어 승인된 설계와 비교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3. 기기 지지물

기기 지지물에 대한 검토 목적은 기기 지지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능동 기기들

의 작동성 및 기기 지지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보증되도록 설계 및 해석이 적절하

게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본 안전심사지침 II.3.나. 항의 1)~4)에 제시된 사

항들을 포함하는 방진기 작동성 보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이라는 논의 

및 이행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3항에 기술된 세 가지 형식의 기기 지지물의 구조적 건전성

은 II.3항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KEPIC 코드 등급 1,2,3 압력유지 기기에 적용한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

이 허용할 만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

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KEPIC 코드 적용시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그

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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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합당

한 품질기준에 따라서 설계되고, 정상운전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냉각재상실사

고 및 지진에 의한 동적효과와 같은 가상사건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들에 대하여 명시된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과 관련 

응력 및 변형한계에 대해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KEPIC 코드 적용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를 만족한다.

내진범주 I급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계통의 KEPIC 코드 등급 1,2,3 압력

유지 기기에 적용된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은 부지에 영향을 주는 지진 또는 가

상사고 계통운전 과도상태에 의한 다른 운전하중 하에서 계통 기기에 부과되는 

응력이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의 허용응력 및 변형률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

러한 하중조합 하에서 응력을 제한하는 것은 계통 기기 설계가 가장 최악의 하중

조합 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보수적인 기준을 제공한

다.

2. 안전 및 방출 밸브는 수행하는 안전기능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설계 및 설치되

고 정상 운전에 의한 방출 효과 뿐 아니라 냉각재상실사고와 안전정지지진으로부

터 발생되는 동적효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KEPIC 코드 등급 1,2,3 감

압장치의 설계 및 설치에 사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KEPIC 코드 적용 시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그리

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5 0.55a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예상운전과도

를 포함한 정상운전에 대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한계를 넘지 않도록 

보증하고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의 관련 

요건을 만족한다. 코드 등급 1,2,3 압력유지 기기에 적용되는 하중의 설계 및 운

전 조합은 가상사고 또는 계통 운전하중에 의하여 계통 기기에 발생하는 응력이 

제작에 사용한 재질의 허용 응력 및 변형률 한계를 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이

러한 감압장치의 작동을 유발시키는 하중조합 하에서 응력을 제한하는 것은 구조

적 건전성이나 과압방지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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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3.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 지지물이 그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합당한 품질기

준에 따라서 설계되며 기기 지지물이 정상운전 뿐만 아니라 냉각재상실사고에 의

한 효과와 안전정지지진에 의한 동적효과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KEPIC

코드 등급 1,2,3 지지물에 지정된 설계 및 운전 하중조합과 그와 관련된 응력 및 

변형한계에 대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

조, KEPIC 코드 적용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요건을 만족한다. 계통내의 각각의 지지물에 대해서 고려된 계통 운전 과

도상태를 포함한 하중조합과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운전 응력한계 설정은 RG

1.124와 1.130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 요건 및 KEPIC-MNF, ”지지물“에 기술

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며 NUREG-0484 및 NUREG-0609를 따르고 있다. 내진범주 

I급으로 분류된 계통의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지지물의 설계에 사용된 설

계 및 운전 하중조합은, 가상사건이나 계통운전 과도상태에 의한 다른 하중 또는 

지진하중 하에서 계통에 부과되는 응력이 제작에 사용된 재질의 허용응력 및 변

형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위의 하중조합 하에서 응력을 제한하는 것은 

기기 지지물이 가장 최악의 하중조합 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보수적인 설계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심 지지구조물의 평가

결과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3.9.5절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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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4절  제어봉 구동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봉 구동계통은 제어봉과 관련 구동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에 따르면 제어봉 구동계통은 하

나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계통이어야 한다. 제어봉과 그 구동장치는 예상운전과도

(AOO)를 포함한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 조건에서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어봉 고착과 같은 기능 이상에 대비한 여유도 확보

를 위하여 제어봉 삽입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제어봉 구동계통

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고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일부이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

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에서는 예상운전과도나 가상사

고 및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 조건에서 안전기능이 수행됨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그 수

행하는 안전기능에 합당한 품질기준에 따라서 설계, 제작 및 시험되어야 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제어봉 구동장치 중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검토되는 부분은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에 있는 반응도 조절 장치들과 경계를 이루는 부분까지이다. 전자기식의 경우에는 제

어봉 구동계통의 제어봉 구동장치까지 검토하고, 유압식인 경우에는 제어봉 구동장치,

유압식 제어장치, 응축수 공급계통, 긴급정지방출 체적(scram discharge volume)을 검

토한다.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은 두 가지 형태에서 모두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일

부로 취급된다. 관련 기계공학적 정보는 본 안전심사지침에 제시되어 있거나 원자로냉

각재압력경계와 관련된 절을 참고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종류의 제어봉 구동계통이 사용되거나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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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도입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 계통이 기계적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계통의 적절성 평가를 위하

여 설계기준, 시험 프로그램, 도면 및 제어봉 작동방법 요약 등에 대한 설명자료

를 검토한다.

2. 제어봉 구동계통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작동에 적용된 관련 규칙, 규제지침 및 

규제입장뿐만 아니라 설계코드, 기준, 사양 및 표준관행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위에 기술된 여러 가지 기준은 그것이 적용되는 장치별로 제시되어야 한다. 계

통 중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부분은 KEPIC-MN의 등급 1 요건을 만족

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KEPIC-MN의 다른 부분이나 KEPIC 코드의 다른 부분에 따르며, 해석에 사용된 

피로허용치에 대한 설계여유도, 변형 및 피로값에 대한 설계 여유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만약 해석 대신 시험 프로그램이 사용되면 그

것이 응력, 변형 및 피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 설계하중과 하중조합 그리고 해당 응력 한계 및 허용 변형에 관계된 내용을 검토

한다. 과도한 변형으로 인해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동이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만 변형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만약 응력 한계 및 허용 변형을 설

정하는 대신 실험적인 방법이 선택되면, 상세한 시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검토

되어야 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하중조합, 설계 응력 한계, 허용 변형기

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실제 설계내용이 설계기준 

및 허용한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용한계와 비교되

어야 한다. 발전소 정상운전과 기동 및 정지 과도상태시에 가해지는 하중에는 압

력, 온도영향, 자중 및 예상운전과도사건이 포함된다. 지진 및 다른 동적 사건과 

관련된 하중은 위의 하중들과 조합된다.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응답에는 변형 

또는 응력 한계가 지정되어 있다. 한계의 설정은 가상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 

전후의 작동성 보증에 대한 필요성에 영향을 받는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작동성 보증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계획 또는 유사한 장치

에 대한 기존의 시험 프로그램이나 표준 산업절차를 이용한 부분을 검토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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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제어봉 구동계통에 대한 수명주기 시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작동성 보

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가. 수명주기 시험 프로그램

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사건, 지진 및 가상사고조건을 포함한 시험 중에 부가

되는 운전환경

다. 장치기능시험

라. 프로그램 결과

검토연계분야

안전심사지침 3.9.4절 제어봉구동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제어봉 구동계통의 압력유지 기기가 적합하게 분류되고 적절한 품질기준이 적용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2와 5.2.1.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볼트와 나사 고정구의 건전성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가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각종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의 노심설계 요건을 만족시

키는데 있어서 제어봉 구동계통이 핵연료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핵연료 

계통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4.6절 검토주관부

서가 배관과 기기의 가상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어봉 구동계통

과 그의 설계를 포함한 반응도 제어계통의 기능적인 설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다.

4. 안전심사지침 4.5.1절 검토주관부서가 제어봉 구동계통의 재료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한다.

5. 환경검증에 대한 지정된 환경 및 운전조건과 제어봉 구동계통의 기기 기능에 대한 

검토는 3.1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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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환경 및 가동환경에서의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체적인 작동에 대한 실증과 관

련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코드 등급 1,2,3 기기, 기기지지물 및 노심지지구조물의 구조건전성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관련된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제어봉 구

동계통은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합당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

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제

어봉 구동계통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지진에 견

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 제어

봉 구동계통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부분이 매우 낮은 확률의 누설이나 완전파

단에 대하여 설계, 건설 및 시험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 제어봉 구동

계통은 노심보호계통과 관련하여 예상운전과도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높

은 확률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3.9.4절 개정 6 - 2018. 12- 5 -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 제어봉 구동

계통은 예상운전과도사건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하에서 반응도조절기능을 확인하

기 위하여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된 하나의 독립된 반응도 조절계통이어야 

한다. 제어봉 구동계통은 적절한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노

심냉각계통과 관련하여 가상사고조건하에서 반응도를 조절하고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와 관련하여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제어봉구동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최소한의 요

건을 만족시키고 안전기능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2. KEPIC 코드 MNA-1110에 정의된 건조는 원자력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음

의 기준과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품질등급 A, B, C로 분류된 기기의 가압 부분 (Regulatory Guide(이하 "RG") 1.26)

KEPIC-MN, 등급 1, 2, 3

나. 품질등급 D로 분류되어 있는 장치의 가압 부분 (RG 1.26)

1) 용기 및 펌프 케이싱에 대한 KEPIC-MGB, “압력용기”

2) 배관 계통에 적용되는 규격 및 기준 (ANSI)

B16.5 Steel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s

B16.9 Steel Butt Welding Fittings

B16.11 Steel Socket Welding Fittings

B16.25 Butt Welding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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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34 Steel Valves with Flanged and Butt Welding Ends

B31.1 Power Piping

MSS-SP-25 Marking for Valves, Fittings, Flanges, and Unions

다. 비가압 장치 (비 KEPIC 코드 등급)

응력, 변형 및 피로의 허용 한계에 대한 설계 여유도는 우수한 운전이력을  

보이고 있는 유사한 설계의 다른 발전소의 설계 여유도와 같거나 커야 한다.

만약 설계 여유도가 더 작다면 그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KEPIC 코드 MNB-3113에 정의된 각종 설계 및 운전 조건에 대한 하중조합이 안

전심사지침 3.9.3절에 제시되어 있다.

제어봉 구동계통의 가압 및 비가압 부분에 적용되는 응력 한계는 각각의 하중 조

합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 3.9.3절에서와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작동성 보증 프로그램은 마모, 작동횟수, 랫칭 및 제어봉 고착 문제해결에 대한 

관찰된 성능이 계통 설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

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토의 목적은 제어봉 구동장치의 설계, 제작 및 건조가 구조적 건전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조건하에서 작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명 주기 

시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설계기준에 적절한 하중조합, 응력 및 변형 한계가 사용되

었는지, 이미 승인된 시험 프로그램을 인용하여 작동성에 대한 보증이 제시되었

는지, 또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시험 프로그램의 수

립 및 수행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사전

에 검토되지 않은 모든 시험 결과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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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봉 구동장치의 가압 및 비가압 부분에 대한 설계기준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유압식 제어봉 구동장치의 경우 유압식 제어장치, 응축

수 공급계통 및 긴급정지방출 체적(scram discharge volume) 그리고 실린더, 튜

브, 피스톤 및 콜렛 장치(collet assembly)가 포함된다.

특히 과거에 사용되지 않았던 장치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검토한다. 압력유지 기

기의 설계가 승인된 규격 및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각종 발전소 운

전조건에 대한 하중조합이 안전심사지침 3.9.3절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즉 주어진 하중조합에 대하여 해당 코드의 응력 한계가 초과되지 않아야 되고 

또는 설계 코드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한계가 초과되

어서는 안된다.

제어봉 구동계통의 재질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4.5.1절에서 수행된다.

3. 하중조합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한번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발전소 운전과 관

련된 하중으로서 모든 재순환펌프의 전원상실, 터빈 발전기 정지, 주 복수기의 격

리, 모든 소외 전원상실, 자연 현상 및 사고에 의해 유발되는 하중 등이 포함된

다. 발생이 예상되는 하중조합은 KEPIC 코드 MNB-3113에 정의된 설계 및 운전

조건 각각에 대하여 명시된다. 이 하중조합은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정의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제시한 하중조합과 비교한다.

제어봉 구동장치의 부품에 대한 응력, 피로 및 변형한계를 지정된 코드의 한계와  비

교하고, 운전경험이 우수한 기존의 계통 또는 원형 시험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새로운 설계 또는 형상을 갖고 있는 제어봉 구동장치는 수명주기 시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운전, 예상운전 과도사건, 지진 및 가상사고 시 또는 사고 후에 예상되

는 전 범위의 온도, 압력, 하중 및 정렬이탈에 대해서 기능 수행 능력을 결정한다.

시험에는 제어봉 삽입과 인출 횟수, 걸쇠작동 (latching operation), 긴급정지기능 

및 소요시간, 유압식 제어봉 구동계통에서의 계통 밸브 작동 및 급속정지 축압기

(scram accumulator) 누설, 제어봉 고착 상태에서의 회복능력 및 마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능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동장치의 운전 수명기간 동안 예측되는 제어

봉 이동거리와 운전 및 시험, 긴급정지 횟수가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모든 변수들이 시험 프로그램에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고 시험결과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과도한 마모, 부품의 기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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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치를 넘어선 작동 횟수, 정지축압기 누설 등은 모두 재시험의 원인이 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제어봉 구동계통의 설계가 적합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

린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

1.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그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기준

에 따라 설계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1조,

제26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제어봉 구동계통에 사용되는 설계절차와 기준은 

KEPIC 및 ANSI 코드의 요건과 일치한다.

2. 신청자는 제어봉 구동계통이 반응도 제어기능을 확보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확

보하고 있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누설이나 대규모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

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제어봉 구동계통이 지진과 예상운전사건을 포함한 정상

운전 조건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 제28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지정된 설계 과도상태, 설계 및 

운전하중, 하중조합 그리고 하중조합하에서 응력 및 변형의 한계가 해당 KEPIC

코드 및 안전심사지침 3.9.2절 ANSI 코드의 요건과 일치한다.

3. 신청자는 제어봉 구동계통이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원자로 보호계통과 함께 적

절한 여유도를 갖고 반응도를 제어하며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하

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8조

를 만족시키고 있다. 작동성 보증 프로그램은 마모, 작동 횟수, 랫칭, 고착 제어봉

의 복구에 대한 관찰된 기능수행에 있어서 계통설계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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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10.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4,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11.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6, "Reactivity Control

System Redundancy and Capability."

12.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7, "Combined Reactivity

Control Systems Capability."

13.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9, "Protection Against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14.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15.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and Sec. VIII,

Division 1, "Pressure Vessels."

16. ANSI B16.5,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s."

17. ANSI B16.9, "Factory-Made Wrought Steel Buttwelding Fittings."

18. ANSI B16.11, "Forged Fittings, Socket-Welding and Thre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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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NSI B16.25, "Buttwelding Ends."

20. ANSI B16.34, "Valves Flanged, Threaded and Welding Ends."

21. ANSI B31.1, "Power Piping."

22. MSS-SP-25, "Standard Marking System for Valves, Fittings, Flanges and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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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5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

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하며,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다루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노심지지구조물과 기타 내부구조

물을 포함하며, 다음을 제외한 원자로용기 내부의 모든 구조 요소 및 기계 요소를 의

미한다.

1. 핵연료 요소 및 구동장치와 연결되는 커플링까지의 반응도 제어 요소 (핵연료계

통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4.2절에서 다루나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은 원자

로 내부구조물과 함께 본 절에서 검토한다.)

2. 제어봉 구동요소 (제어봉 안내관 내부의 구동요소는 안전심사지침 3.9.4절에서 검

토하나 제어봉 안내관은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함께 본 절에서 검토한다.)

3. 노내계측설비 (노내계측설비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함께 본 절에서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원자로 내부구조물, 기기, 집합체 및 계통(원자로용기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

물, 축방향 및 측면방향 변위 억제물, 내부구조물 지지물, 열 및 기타 영향에 대

한 치수변경 수용체 포함)의 물리적 혹은 설계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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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계,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AOO), 유체가진진동 및 음향공진 영향에 의한 잠재적 유해유동

(adverse flow) 영향, 가상사고 및 지진사건에 대한 근거.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계 

시 사용하는 모든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 (예: 운전차압, 열 영향, 잠재적 유해유

동영향(유체가진진동 및 음향공진), 지진하중, LOCA에 대한 과도압력하중)을 목

록화하여야 한다. 내부기기 및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 및 운전하중의 분포를 기

술하여야 한다. 하중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적 혹은 실험적 방법과 이에 대한 

검증은 무작위 불확실성과 편향오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원자로 내부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응력분포를 결정하기 위해 전산해석방법(예: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석을 위한 모델링 과정에 대한 검증결과

가 있어야 한다. 검증결과에는 실험을 통해 결정된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 주파

수응답함수에 대한 비교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다음에 대한 허용한계를 포함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기계적설계에 대한 설계 기준

- 최대허용응력

- 동적하중하에서의 안정성

- 변형, 주기(Cycling) 및 피로한계

- 노심 기계적 및 열적 구속물

동적해석, 입력하중함수 및 하중응답(유해유동 영향 포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안전

심사지침 3.9.2에 기술되어 있다. 동적하중에 대한 구조 감쇠 값의 적절성이 제시되

어야 하며, 동적해석에 대한 편향오차 및 무작위 불확실성이 목록화되어야 한다.

5. KEPIC 및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정의된 허용 설계한계 혹은 운전한계에 따라 

분류되는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 응력강도 혹은 변형한계. 설계 혹은 운전하중은 

안전정지지진과 필요한 경우 운전기준지진 하중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잠재적 유해유동(potential adverse flow) 영향이 평가

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 Regulatory Guide(이하 “RG") 1.20 참조)

검토연계분야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배관 가상파단으로 인한 동적영향, 파단 하중, 파단 위치의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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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내진범주 I급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해석방법과 계통 동해석방법의 적절성,

설계과도조건,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피로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 과도 하중 

상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 검토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3. 정상상태 및 운전유동 과도조건하에서의 동적해석,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음

향 공진과 유체기인진동을 확인하기 위한 가동 전 및 기동 시험 프로그램은 안전

심사지침 3.9.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4. 설계 피로곡선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 구조건전성 설계의 적절성

과 설계·운전·가상 사건 하중 조합 방법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

관부서에서 검토한다.

5. 제어봉구동요소를 포함하여 제어봉구동계통의 기계적 설계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

침 3.9.4절 검토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6. 볼트 및 나사고정구 건전성 보증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

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7. 가상배관파단 면제에 대한 해석내용의 적절성은 안전심사지침 3.6.3절 검토주관부서

에서 검토하다.

8. 정상 및 사고 운전조건에서 노심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 거동을 포함한 핵연료

계통 설계는 안전심사지침 4.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9. 원자로 내부구조물 재료는 안전심사지침 4.5.2절 검토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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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

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원

자로 내부구조물은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

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

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배관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 원자로 내부구

조물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게 설계를 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KEPIC-MNG에 따라 제작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 하중조합 및 

허용한계에 대한 요건은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제시되어 있다.

2. 노심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제작은 KEPIC-MNG와 안전심사지침 3.9.3절 요건

을 따라야 한다.

3. 노심지지구조물 이외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기준, 하중조건 및 해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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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MNG-3000의 지침을 만족해야 하고 노심지지구조물의 건전성을 저하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KEPIC MNG-1122). 다른 지침(예 : 제작사 기준, 현장경험 

및 시험에 의한 경험적 방법)이 응력 및 변형률 계산, 피로 허용기준으로 사용된다

면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신청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변형한계를 설정하여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제시해

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포함하여야 한다. 변위에 해당하는 응력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기의 동적 해석에 대한 요건은 안전심사지침 3.9.2절

에 기술되어 있다.

5.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가상배관파단에 의한 비대칭 취출하중을 수용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동 하중으로 인한 영향이 허용가능한 코드 및 기준에 제시된 허용한계

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냉각재배관의 양단파단을 가정하는 위치에서 하

중과도상태 및 구조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 NUREG-0609에 기술되어 있다.

6.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유체가진진동과 음향공진에 의한 잠재적 유해유동 영향은 안

전심사지침 부록 3.9.5-1절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로부터 재료를 선택한다.

검토절차는 각각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을 벗

어난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II장에 기술된 허용기준과 동등한지 

검토한다.

1.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다루는 모든 기계적 및 구조적 내부구조물 요소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치를 검토하고 이미 허가를 취득한 발전소와 비교한다. 만약 설계나 운

전상태에 주요한 변화가 있다면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기술된 유체유인 

진동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2.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KEPIC-MNG와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따른다고 명시되면 만족된다. 만약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검토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이 위의 II절 허용기준에서 언급된 요

건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신청자는 설계에 사용된 설계절차와 



제3.9.5절     개정 4 - 2014. 12- 6 -

허용기준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기술된 내용에는 모든 적용 하중조건에 대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에 대한 목록이 포함된다. KEPIC 응력한계 만족여부를 판

단할 때, 유해유동상태에 의한 응력은 일차응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검토자는 파단전 누설해석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가상배관파단위치에서 배관 파

단으로 인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비대칭 취출하중이 II.5절 요건에 따라 설계되는

지 검토한다.

4. 제시된 변형한계를 검토하고 변형에 의하여 제어봉이나 대기(standby) 냉각계통 등

의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지와 변위에 의한 응력이 노심지지구조물의 허용

한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5.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계산된 응력 및 변형이 지정한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

한다.

6. 검토자는 발전소의 주요한 변경, 출력증강, 건설운영허가시 전출력범위까지의 운전

조건에 대해 잠재적 유해유동영향을 안전심사지침 부록 3.9.5-1절에 기술된 절차와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검토자는 발전소 계통, 배관, 기기 및 원자로내부구조

물에 대한 유체가진 영향에 대한 평가내용이 출력증강이나 장기 운전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요건을 만족함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가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

은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

1. 신청자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그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요건을 만족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사용된 설계절차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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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MNG 요건을 만족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잠재적 유해유동영향에 

전출력 조건까지 적절히 평가되었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설계에 있어서 지진, 정상운전, 보수유지, 시험 및 

가상사고 (냉각재상실사고 포함)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그 안전기능 수행능력이 유

지됨을 보증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7조 요건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또한 예상운전과

도의 영향을 포함하여 정상운전의 어떤 조건에서도 정해진 핵연료 집합체의 허용

한계가 초과하지 않음이 보증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가지고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설계하였다.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기기의 설계에 적용된 설계과도상태, 설계 및 운전하중 그리

고 하중조합은 정상운전 중 지진 및 계통과도상태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기기

에 가해지는 변형 및 관련 응력이 재질의 허용 응력 및 변형한계를 초과하지 않

으므로 타당하다. 동 하중조합에서의 응력과 변형에 대한 제한은 원자로 내부구조

물과 기기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최악의 하중상태에서도 구조적 건전

성이나 기능의 손상없이 견딜 수 있는 타당한 설계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5. KEPIC-MNG, "노심지지구조물"

6. NUREG-0609, "Asymmetric Blowdown Loads on PWR Primary Systems: Resolution

of Generic Task Action Plan A-2," Hosford, S.B., Mattu, R., Meyer, R.O., Division

of Safety Technology, January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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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6절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에 의거하여 등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는 안전 관

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 계획에 관하여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 부분을 

검토한다. KEPIC 등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 않은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도 포함

시켜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3.9.6절, Ⅱ항의 세부 허용기준 지침을 준수하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13조, 15조, 21조, 22조, 23조, 41조,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는 

가동중시험 계획 특히 전력산업기술기준 원전 가동중시험 요건(KEPIC MO)에 적합함

을 보증한다.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펌프 가동중시험 계획

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KEPIC 등급 1, 2 및 3 계통의 펌프뿐만 아니라 KEPIC 등

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검토자가 안전 관련으로 판단하는 펌

프에 대한 가동중시험 계획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

한다.

나. 펌프 정상운전 조건에서 속도, 압력, 유량, 진동에 대한 시험절차를 검토한다.

다. 가동, 저온정지 또는 재장전정지 중 계속 또는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펌프(A군 펌

프) 및 시험할 때만 운전하는 펌프(B군 펌프)의 시험 계획 및 변수를 검토한다.

라. 상기 펌프 변수들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기준값을 설정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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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험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마. 계측기의 범위 및 정밀도를 검토한다.

바. A군 시험, B군 시험 및 종합시험에 대한 시험기간을 검토한다.

2. 밸브 가동중시험 계획

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KEPIC 등급 1, 2 및 3 계통의 밸브뿐만 아니라 KEPIC 등

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검토자가 안전 관련으로 판단하는 밸

브에 대한 가동중시험 계획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

한다.

나. 범주 A, B, C 및 D 밸브에 대한 시험 절차서를 검토한다.

다. 저온정지 및 재장전정지 시험일정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한다.

라. 모터구동밸브(MOV), 공기구동밸브(AOV), 유압구동밸브(HOV) 및 솔레노이드밸

브(SOV)를 포함한 동력구동밸브(POV)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기

준값을 설정하고 가동중시험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 완화요청서 및 KEPIC MO 요건에 대한 대체인가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

한 규정”에 따르면 설계, 형상 및 재질의 한계로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방호조

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피폭이 우려되거나 현장접근 불가하거나, KEPIC MO

요건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완화요청을 

할 수 있다.

나. 안전 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험 지침(KINS/GT-N001, KINS/G-018 Rev.2)

“I.3.다. 완화요청 허용기준”에 따르면 요건에 대한 대체방법이 적정한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상응하는 안전성의 향상도 

없이 작업만 어렵게 할 경우 완화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

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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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 관련 펌

프 및 밸브의 품질등급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 관련 펌

프 및 밸브의 내진 및 동적 검증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2 및 3.9.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각각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동적 시험과 동적 해석 및 구조설계 내용을 검토

한다.

4. 기계재료분야 및 전기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환경검증 내용을 검토한다.

5.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 및 6.2.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각각 격납건물 격리계통 및 격납건물 종합 누설시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 간 냉각

재상실사고의 심사 주관의 일부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접속하는 압력유지계통과 

기기의 설계 및 누설시험 규정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13조, 15조, 21조, 22조,

23조, 41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관련 요건들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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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 주요 안전성 

기기들에 대하여, 수행될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적합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 격리 운전성

을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밸브누설 허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격납건물 

관통 배관계통.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비상노심

냉각계통,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격납건물 대기정화계통, 냉각수계통 등에 설치된 

능동기기들의 누설기밀 건전성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동 계통의 주기 기능시험.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 주기적인 시험으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가동중시험 

계획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프 및 밸브의 시험 그리고 모터구동밸브와 공기

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주기적 성능확인 시험.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위에서 확인한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세부기준들은 다음에 제시되

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

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계획 규제요건에 관한 보충지침이 KINS/G-018 Rev.2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동중시험 계획과 완화요청서 양식과 내용에 관련되는 정보, 완화

요청서의 예, 가동중시험 관련 현안문제의 해명 및 가동중시험에 대한 현재의 규제 입

장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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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의 가동중시험

가. 신청자의 시험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

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및 KEPIC MOA 1100에 기술된 모든 안전등급 

펌프들과 KEPIC 등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검토자가 안전 관

련으로 판단하는 펌프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동 계획의 범위는 적합하다. 펌프

시험 계획은 KEPIC MOB 3000에서 정한 기준시험에 상대적인 펌프의 수력학 및 

기계적 상태 변화를 탐지하는데 기초를 두기 때문에 동 계획의 기본적인 허용기

준은 기준값 설정과 일관성 있는 시험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펌프시험 계획이 KEPIC MOB 3000에 기술된 기준값 수립과 주기시험 계획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동 계획은 적합하다. 가동중시험 값(예, 유량 및 압력차)의 

허용범위, 시정조치 및 진동시험이 KEPIC MOB 3000, 5000, 6000에 수립되어 

있다. 펌프시험 일정은 이들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KEPIC MOB 3000의 규정을 만족하면 가동중시험의 시험변수 및 시험주기는 

적합하다.

라. 시험계획이 계측기, 압력측정, 회전속도, 진동측정 및 유량측정에 관한 KEPIC

MOB 5000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 측정방법은 적합하다.

마. 계측기가 KEPIC MOB 3500의 정밀도 및 범위 요건을 만족하면 적합하다.

바. KEPIC MOB 5000의 규정을 만족하면 시험기간은 적합하다.

2. 밸브의 가동중 시험

가. KEPIC MOC 1200에 의해 면제되는 밸브들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

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및 KEPIC

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관련 KEPIC 등급 1, 2 및 3 밸브들을 안전성분석보고

서 시험밸브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KEPIC 등급 1, 2 또는 3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안전 관련인 밸브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밸브 

목록에는 KEPIC MOC 1400의 규정에 따른 밸브범주 분류를 포함시켜야 한다.

KEPIC MOA 1100의 규정에 의해 시험되는 각 밸브를 형식, 식별번호, 코드등

급 및 밸브범주 별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밸브시험 절차, 허용기준 및 시정조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

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인용한 KEPIC

MOC의 규정을 가동전시험 및 주기적 가동 중에서 만족하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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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밸브 또는 구동기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허용기준을 다음에 제시한다.

1) 모터구동밸브(MOV)의 가동 중 계획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

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한 KEPIC 가동 중 요건 외에 고시에서는 안전관

련 MOV가 설계기준 안전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는 계획을 요구한다.

나) 설계기준 조건하에서 적절히 열리고 닫히는 안전기능의 지속적인 MOV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모터구동밸브에 대한 주기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설계기준 조건에서(예, 환경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시험결과를 조합한 해석으로 MOV의 설계기준 능력을 보여야 한다.

다) 계속적인 설계기준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주기는 별도로 정당화할 수 없으

면 5년 또는 3회의 재장전정지 중 긴 것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MOV에 대한 가동전 및 가동 중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허용기준에는 다

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안전기능에 따라서 밸브는 완전 개방 및/또는 완전 폐쇄가 가능해야 한

다. 진단장비로 완전한 시트접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진단장비 부정확도, 저하된 전압, 제어스위치 동작 재현성, 부하-민감 

MOV 거동 및 열화 여유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설계요건을 달성하

기에 충분한 여유도를 동 시험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3) 진단장비 부정확도와 제어스위치 동작 재현성에 대한 충분한 여유도를 

고려한 MOV의 최대 토오크 및/또는 스러스트(적용가능한 경우)는 

MOV 개별 부품들에 대한 모터의 허용 가능한 구조적 및 저전압 성능한

계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2) 모터구동밸브를 제외한 동력구동밸브의 가동 중 계획

가) 안전관련 동력구동밸브는 설치전 또는 가동전시험에서 설계기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NRC RIS 2000-03에서는 MOV 해석 및 시험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POV

의 가동 중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다) 등급 1E SOV가 설계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SOV를 가능한 범

위까지 설계기준 극한의 전류 및 전압의 전력공급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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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지밸브의 가동 중

가) 모든 역지밸브에 대한 가동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통 정상운전 조건

하에서와 안전기능과 일치하는 바대로 역지밸브에 대한 열림 및 닫힘 방

향으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배관계통 설계특성은 모든 적용가능한 역

지밸브 시험장비 및 절차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기기 내부 상태를 감시하거나 유량, 디스크 위치, 디스크 이동, 디스크 충

격력, 기밀성, 누설률, 열화 및 디스크 안전성과 같은 매개변수들을 측정

하는 진단장비 또는 비해체기법을 가능하면 시운전시험 및 가동 중에 사

용하여야 한다. 장비와 그 장비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기법을 정당화하

여야 한다. 진단 장비 및 기술의 운영 및 정확도를 시운전시험 중에 입증

하여야 한다.

(2)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저온정지 뿐만 아니라 정상운전 중에 나타나는 온

도 및 유동 조건들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모드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도 및 유동 조건들이 중대하면 그러한 조건들 하에서

도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시험결과들로부터 완전 열림 위치로 밸브를 개방하는데 필요한 유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대되는 계통운전조건에 대하여 요구되는 바대로, 시험에 급격한 펌프 

시동과 정지의 효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시험에 예상되는 계통운전조건

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는 여타 역류조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역지밸브의 열화 및 성능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비해체(진단)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역지밸브에 대한 가동전시험 및 가동 중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허용기준

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예상 계통운전조건을 모의하는 모든 시험 모드들에서 밸브에 부가되는 

차압의 방향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방향으로 밸브 디스크가 완전히 개방

되거나 완전히 폐쇄되어야 한다.

(2) 밸브를 분해하지 않고 밸브 디스크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밸브 시트로 또는 밸브 시트로부터 디스크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음을 시

험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밸브 디스크는 정상 및 여타 최소 계통운전 유동조건 하의 개방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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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어야 한다.

(5) 피동발전소 설계에서는 정상 및 여타 최소 차압 조건 하에서 밸브 디스

크가 시트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

험에 관한 규정”에서 상태감시 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KEPIC MO의 부록 I를 적용할 때는 이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압력격리밸브 누설시험

가) 압력격리밸브는 정상적으로 닫혀있는 2개의 직렬밸브로서 원자로냉각재계

통을 부착된 저압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압력격리밸브는 

KEPIC MOC 1400의 규정에 따라 범주 A 또는 A/C로 분류된다.

나) 압력격리밸브 시트 누설률 시험은 각 개별 압력격리밸브에 대하여 KEPIC

MOC 4300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각각의 압력격리밸브에 대한 허용

가능 누설률과 시험주기를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

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원자로 최대압력에서 각각의 압력격리밸브에 대

한 최대 허용가능 누설률은 밸브크기에 대한 공칭 인치당 1.9 L/min(0.5

gpm)이하이고 19 L/min(5 gp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주기는 18개월

과 매 연료재장전 정지 중 긴 쪽이어야 한다.

다) 각 밸브에 대한 허용 누설률을 포함한 압력격리밸브 목록을 신청자의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5) 격납건물 격리밸브 누설률시험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누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 밸브 또는 밸브조합에 대한 허용가능 누설률을 포함한 격납건물 격리

밸브의 목록을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6) 안전 및 방출밸브 가동 중 계획

가) 열방출밸브, 진공방출밸브를 포함한 안전 및 방출밸브는 원자로를 정지시

키고,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사고결과를 완화하는 계통(또는 계통

의 일부)을 보호하는 압력방출장치이다.

나) 안전 및 방출밸브 시험은 KEPIC MOD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는 범주 B 밸브에 대한 KEPIC MOC 4200 및 범주 

C에 대한 KEPIC MOC 4400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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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기, 변환기, 로드셀 및 교정표준을 포함한 밸브 설정압력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시험장비의 총조합정밀도가 설정압력 지시치(측정치)의 ± 1%를 

초과하지 않으면 허용가능하다.

마) 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각 밸브의 설정압력 및 허용범위를 포함

한 안전 및 방출밸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수동밸브 가동 중 계획

가) 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안전관련 기능을 포함한 수동밸브의 목록

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KEPIC MOC-2002 추록의 수동밸브 동작시험 주기 5

년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수동밸브는 2년마다 동작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에서 말한 밀폐장치의 최대위치로 동작시켜야 한다.

3. 완화요청 및 제안된 대체방법

1) 완화가 요청된 기기를 확인할 것.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명칭 및 번호

나) 기능

다) 안전등급

라) KEPIC MOC 1400에 정의된 밸브범주

마) KEPIC MOB 3000에 정의된 펌프군

2) 완화 요청한 전력산업기술기준 요건을 확인할 것.

3) 신청자는 완화 요청한 근거를 명시하고 요건을 따르는 것이 왜 비현실적인지를 

설명한다.

4) KEPIC 요건에 대한 대체방안의 경우, 신청자는 다음을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상세한 근거를 제시할 것.

- 제안한 대체방안이 적정 수준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공한다.

- 요건의 수행이 품질 및 안전의 향상도 없이 곤란 또는 이례적인 어려움만 초래

한다.

5) 신청자는 완화요청 또는 대체방안에 대한 적용일정을 명시할 것.

6)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대체방법 또는 완화요청을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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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행할 수 없는 코드요건에 대한 완화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펌프, 밸브의 설계제한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코드요건

에 대한 완화를 검토자는 허용할 수 있다.

나) 전력산업기술기준 요건에 대한 대체방안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자는 신청자가 다음을 적절히 보이면 코드의 IST 계

획 요건에 대한 대체방안을 허가할 수 있다.

- 코드요건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제안한 대체방안이 적정수준의 품질 및 안전

성을 제공한다.

- 요건의 수행이 품질 및 안전의 향상도 없이 곤란 또는 이례적인 어려움만 

초래한다.

4. 가동 중 관련 펌프 및  밸브 설계 또는 성능검증 규정

신규 신청서 검토시에 다음 지침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련 펌프, 밸브 및 배관의 설계에는 최대 설계 유량 조건에서 펌프 및 역

지밸브의 전유량 시험을 위한 설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모터구동밸브 및 동력구동밸브에 대하여, 설계(설계기준 및 요구되는 운전) 조건

하에서 밸브 구동기가 전달할 수 있는 스러스트 및 토오크(적용가능한 경우)의 

적절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조건까지의 차압 및 유량조건 범위에서 크기, 형

식 및 모델 각각에 대한 원형시험(Prototypical 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조건에는 유체유량, 차압(배관 파단 포함), 계통압력, 유체온도, 주위온

도, 최소전압(적용가능한 경우), 공기공급(적용가능한 경우), 최소 및 최대 행

정시간 요건(적용가능한 경우)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로부터의 시험자료(즉, 환경검증, 내진검증, 동적검증, 압력시험), 특정 

발전소 전용 현장시험자료, 시험에 의해 지원되는 경험자료, 또는 유사성 등

을 기술자료로 정당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밸브의 검증을 뒷받침하는 

(원형시험과 같은) 유사밸브 시험을 크기, 형식 및 모형 각각에 대한 시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시험의 목적은 벤치마크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설계 조건하에서의 모터

구동밸브 또는 동력구동밸브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래의 장소에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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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하에서 수행된 시험결과들이 이용될 수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라)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모터구동밸브 또는 동력구동밸브 개별 부품들의 구조

적 성능 한계가 설계 조건하에서 초과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마) 시험자료를 사용하여 용도별로 규정된 밸브가 압력잠김 또는 열적고착의 발

생 잠재성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설계(설계기준 및 요구되는 운전) 조건하에서 역지밸브의 적절성을 보증하도록 

설계조건까지의 차압 및 유량조건 범위에 걸쳐 역지밸브의 크기, 형식 및 모형

별 원형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조건에는 밸브가 겪도록 요구되는 모든 계통운전 사이클(주기형식별 빈

도와 지속기간), 밸브의 기능발휘가 요구될 환경조건, 수격현상 또는 배관파

단과 같은 밸브수명기간 중에 예상되는 중대한 과도부하, 주요 개조중 수명

예측, 밀봉 및 누설 요건, 부식 요건, 유량 및 속도 한계를 갖는 운전매체의 

온도 및 변화도, 보수요건, 진동부하, 계획된 시험 및 방법, 무부하 운전의 

시험빈도 및 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동 설계조건에는 발전소 계통의 상세 

설계 시에 파악되는 여타 요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나) 제작자로부터의 시험자료, 특정 발전소 전용사항에 대한 현장시험자료, 시험

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험자료, 또는 유사성을 기술자료로서 정당화시켜야 하

는 경우에는 해당 밸브의 품질인증을 뒷받침하는 유사밸브에 대한 시험 (원

형시험과 같은)을 크기, 형식 및 모형 각각에 대한 시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제작자가 권고하는 대로 계통유동조건에 기초한 밸브 크기 및 형식의 선정,

난류근원에 관한 밸브 장착 위치, 배관에서 밸브의 정확한 방향설정(즉, 수

직 대 수평)을 포함한 적절한 역지밸브 적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밸브의 설계특징, 재료 및 표면처리는 산업계에서 이용가능하거나 명시된 대

로 이용 가능한 비해체 진단시험법의 수용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이라야 

한다. 적절하다면, 밸브를 통한 유량이 설치된 계측설비로부터 측정될 수 있

어야 하며, 비해체 진단법의 사용에 의한 것과 같이 분해하지 않고 밸브 디

스크 위치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밸브 내부 부품들은 정확한 밸브 설치 

보장을 위해 자기정렬 특징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 조건 및 요구되는 운전 조건하에서 역지밸브에 미치는 최대 부하

는 역지밸브 개별부품들에 대한 허용 가능한 구조적 성능한계에 대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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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 중 특정 경우에 적절한 것을 선별할 것이다.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계획 검토절차에 관한 보충지침이 KINS/G-018에 제시되어 있다.

1. 펌프의 가동 중

가. 신청자의 프로그램 범위가  II.1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가동전시험 계

획은 기준치들을 수립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가동 중 계획의 주기적 적용을 

통하여 기준치가 허용가능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펌프 시험 프로그램 절차들이 II.1 항의 요건과 부합하여야 한다. 동 프로그램

을 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 가동 중의 주기 및 시험기간이 II.1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시험절차가 II.1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측

정방법과 자료수집체계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

는데 필수적인 정보만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면 된다. 검토자는 제

안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계기 및 방법에 대하여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2. 밸브의 가동 중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밸브 시험 목록 및 분류가 II.2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나. 밸브시험 프로그램이 Ⅱ.2 항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한다.

다. 검토자는 Ⅱ.2 항에 기술된 바대로 모터구동밸브에 대한 시운전 시험, 가동중 

시험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 및 가동중 시험은 Ⅱ.2 항에 기술된 

가동 중과 함께 수행한다.

라. 검토자는 Ⅱ.2 항에 기술된 바대로 동력구동밸브에 대한 시운전 시험, 가동중 

시험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 및 가동 중은 Ⅱ.2 항에 기술된 가

동 중과 더불어 수행한다.

마. 검토자는 Ⅱ.2 항에 기술된 바대로 역지밸브에 대한 시운전 시험, 가동중 시험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 및 가동 중은 Ⅱ.2 항에 기술된 가동중 

시험과 더불어 수행한다.

바. 검토자는 신청자의 압력격리밸브 목록을 검토하여 그 목록이 완벽하고, 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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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격리밸브에 대한 허용가능 누설률이 Ⅱ.2 항에 제시된 지침에 따르고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검토자는 신청자의 격납건물 격리밸브 목록을 검토하여 그 목록이 완벽하고,

각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허용가능 누설률이 Ⅱ.2 항에 제시된 지침에 따

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완화요청서

KEPIC MOB 또는 KEPIC MOC 요건으로부터의 완화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충

분한 정보를 제시하였는지와 Ⅱ.3 항의 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판정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펌프 및 밸브 시험 계획이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13조, 15조, 21조, 22조, 23조, 41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의 요건들을 만족시키

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결론은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들이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필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전준비성을 갖춘 상태에 있을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 계획을 신청자가 제공했다는데 근거를 둔다. 동 시험 계획은 운전 상태에 

있는 기기들에 대한 기능시험에 대비하고 있다. 신청자는 모든 안전관련 안전 등급 

1, 2 및 3 펌프와 밸브를 포함하고 또한 안전 등급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안전 관련인 

것으로 고려되는 펌프와 밸브들도 포함하도록 가동 중 계획을 구성하였다.

시험계획과 적용일정은 가동전시험 및 전동기구동밸브시험 계획에 대한 인허가조건

에 포함시킨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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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9.8절 리스크 정보활용 배관 가동 중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의 현행 ISI 프로그램과는 상이한 리스크 

정보활용 배관 가동 중(RI-ISI) 프로그램을 검토하는데 사용하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함

이다. 리스크 정보활용 의사결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사업자는 ISI 프로그램이나 규제

요건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이 다음의 핵심 원칙을 만족함을 보장해야 한다:

1. 제안된 변경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제안된 변경사항은 심층방호개념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 제안된 변경사항은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유지해야 한다.

4. 제안된 변경사항의 영향은 성능 측정 전략을 활용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각 원칙들은 리스크 정보활용 통합 의사결정 절차에 고려되어야 한다. 리스크 정보활

용 의사결정의 이들 원칙 하에서, 검토자는 리스크 정보활용 방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구성하는 4-요소 접근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4-요소는 다음과 같다 : 변경사항을 정의하고, 공학적 해석을 

수행하며, 이행 및 감시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제안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것이다.

요소-1에는 제안된 변경사항의 특성화를 포함한다. 사업자는 ISI 요건의 제안된 변경사

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발전소 인허가 근거의 측면을 파악하여야 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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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인허가 조건, 인허가 서약 등이 포함된다(이들

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또한, 사업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규제기관 사전승인 없이 

향후 평가에서 수정하려고 의도하는 ISI 프로그램의 모든 사항과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배관계통, 분절, 용접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또한, 영향을 받는 배관에 의존하는  발전소 계통과 기능도 확인하여야 한

다. 이전 검사의 효과성을 특징짓는 산업계 정보와 발전소 고유의 정보는 문서화되어

야 한다.

요소-2에서, 제안된 변경사항이 심층방호개념과 일치하며,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

며, Regulatory Guide(이하 “RG”) 1.174에 기술된 CDF와 리스크의 증가량이 작다는 원

칙을 가지고, 사업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이 요소는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과 PSA를 포함하는 공학적 평가로 구성된다.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해 PSA에 근거

한 평가는 영향을 받는 배관 분절을 명확하게 고려해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현 ISI 프

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CDF와 LERF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상호 보완적인 전

통적 방법과 PSA 방법의 결과들은 종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요소-3에는 시행과 감시 프로그램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 요소의 주된 목표는 ISI 프로

그램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립된 가정과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감시 

전략을 설정하여 제안된 RI-ISI 프로그램 하에서의 배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검사 

범위, 주기, 방법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배관의 신뢰도와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모든 관련 파손 기구가 검사 범위와 방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요소-4는 해석결과를 문서화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를 포함한

다. 신청 서류는 본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검토된다.

배관의 ISI에 대한 RI-ISI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된 다음 분야가 검토된다.

I.1. 요소-1 :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정의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RI-ISI 신청내용을 검토한다. 사업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그리고 인허가 조건 등(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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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인허가 근거를 검토한다. 추가로, 인허가 

서약을 검토한다. 검사 관행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배관계통과 용접부를 검

토한다. 검사범위, 검사일정, 검사위치, 검사방법에 대한 특정 개정내용들도 검토한다.

규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향후 ISI 프로그램의 변경을 야기하는 평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사업자의 프로그램과 절차를 검토한다.

영향을 받는 배관에 의존하는 발전소 계통과 기능도 검토된다.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유용한 공학적 연구결과, 방법, 기술기준, 적용가능한 고유의 발전소 

자료와 산업계 자료 및 운전 경험, PSA 발견사항들, 그리고 연구와 해석 결과를 검토

한다. 검사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하는 발전소 고유의 경험사례가 검토되며, 발견된 결

함과 배관의 이전 검사의 효과성과 관련된 특성도 검토된다.

I.2. 요소-2 : 공학적 해석

요소-2의 한 부분으로서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공학적 해석을 검

토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심층방호개념이 유지되고,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며,

리스크와 그것의 제안된 증분들과 그들의 누적 영향이 작은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다. RG 1.174와 1.178은 이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이 된다.

I.2.1 전통적 해석

수행된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은 제안된 ISI 변경사항의 영향이 심층방호개념과 적절

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을 따르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학적 해석

을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

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배관의 ISI를 규정하는 1차 규제요건이다. 그 요

건들은 배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층방호개념의 요소들을 정의하고 

있다.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이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지를 사업자의 평가내용을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대한 배관 ISI 요건으로 KEPIC-MI를 인용하고 있다. KEPIC-MI에서 

요구되는 검사는 검사위치와 검사 주기의 항으로, 결함 발견에 대한 대응으로 요구되

는, 추가 검사와 함께 표본 선정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ISI의 목적은 발전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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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경계에서의 누설이나 파단의 사전인자인 결함 지시와 

같은 조건들을 확인하는데 있다.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이 KEPIC-MI 요건의 의도

를 만족시키는 지를 평가한 사업자의 근거를 검토한다.

배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배관 열화 문제를 반영하는 강화 

검사 프로그램을 규제기관이 권고하고 산업계는 이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배관 검

사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배관 열피로 등이 있으며, 강화 검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I.2.2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SA에 대해 요구되는 범위, 상세정도, 품질은 리스크 고찰결론과 통합 의사결정 과정

에서의 PSA 결과의 역할에 주어지는 강조의 수준과 대등해야 한다. 변경에 대한 타

당성 입증이 PSA 고찰결론에 의해 지원되는 잘 확립된 전통적인 논거에 근거한다면,

제한된 PSA 검토도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변경에 대한 타당성 입증이 복잡한 

PSA 논거에 근거한다면, PSA 검토의 폭과 깊이는 대체로 커질 것이다. ISI 변경 신

청을 위해 사용된 PSA 부분만이 검토된다.

I.2.2.1 배관계통의 범위

제안된 RI-ISI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관의 범위를 검토한다. 원전 배관에 대한 현재 

ISI 요건은 KEPIC-MI 요건을 인용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

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KEPIC-MI 프로그램에 현재 포함되

어 있는 KEPIC 등급 1, 2, 3 배관계통과 BOP 배관에 대한 RI-ISI 프로그램 범위가 

검토된다. 배관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 범위의 타당성 입증, 선정된 배관의 특정한 선

택을 검토한다.

I.2.2.2 배관 분절

PSA에서 배관을 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관 계통 내에서 배관 분절을 정의하는 

절차나 그 분절의 ISI 요건을 정의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초기 사건, 계열의 상실, 계

통의 상실, 또는 그 결합과 같은 손상 결과가 분절 정의에 통합되는 방법을 검토한

다. 손상 결과에 추가하여, 선정된 계통 배관 경계내의 배관에 나타나는 열화기구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데 사용된 절차와 기준을 검토한다.

발전소 배관의 위치와 격납건물 내부인지 외부인지가 배관 분절을 정의하는데 고려



제3.9.8절 개정 2 - 2016. 12- 5 -

된 절차를 검토한다. 배관 계통 경계내의 배관 분절은 선정된 배관계통내의 배관 분

절 초기 선정 시에는 완전하지 않으며, 열화와 결과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복적

인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손상 기구와 배관 분절 파손 결과가 반복적인 과정에 통합

되는 절차를 검토한다.

I.2.2.3 PSA에 의한 배관 손상 평가

배관 파단은 전통적으로 시작인자로서 모델링되나, 각 배관 분절이나 구조적 요소의 

파손은 PSA에서 모델링 되지 않는다. 배관 파단의 가능성(또는 확률)과 그런 파단이 

다른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상세하게 처리되어 PSA에 통합될 수 있도록,

PSA나 PSA 결과가 수정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I.2.2.4 배관 손상 가능성

배관 손상 가능성은 각 분절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비슷한 

손상 기구, 환경, 그리고 파손 형태를 갖는 그룹으로 분절을 범주화할 수도 있다. 다

음과 같은 세 가지의 손상 형태가 있다:

1. 손상이 과도상태를 직접 유발하고, 또한 하나 또는 더 이상의 발전소 계열이나 

계통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초기사건 손상. 초기사건 

손상은 손상 빈도로 나타낸다.

2. 대기 손상은 한 계열이나 계통의 상실을 초래하지만, 천이상태를 직접 유발하지 

않는 손상. 대기 손상은 기술지침서나 운전 제한조건에 의해 발전소 정지를 요구

할 수도 있는 계열이나 계통의 이용불능도로 나타낸다. 이용불능도는 파손 빈도

와 이용불가능한 시간의 결합이다.

3. 요구 손상은 계열이나 계통의 요구에 동반되는 손상으로, 보통 계통 기동기간 동

안 분절에 작용되는 천이유도하중에 의해 보통 발생하는 손상이다. 요구손상은 

요구에 대한 확률로 나타낸다.

배관 분절의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접근방법을 검토한다. 과거 손상 자

료, 전문가 의견 및 확률론적 파괴역학이 배관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대기 손상과 관련된 이용불가능한 시간의 결정을 검토한다. 검사는 

KEPIC-MI의 Program A나 B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데이터 분석이 사용될 경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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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적절성과 완전성,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한 시간대에 걸쳐 취득된 것인 지를 

평가한다.

배관 분절 손상의 수치적 빈도나 확률을 결정하는데 확률론적 구조해석 방법이 사용

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Monte-Carlo 모사와 같은 확률론적 방법과 결합하여, 파괴

역학해석과 같은 전통적인 구조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들은 시간의 함수로 파

손 확률을 평가하는 전산 코드에 의해 시행된다. 파괴역학 해석과 Monte-Carlo 모사 

방법의 적절히 적용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배관 손상 확률을 결정하는 확률론적 

구조해석 방법을 검토한다. 산업계 표준 코드뿐만 아니라 산업계 경험 자료와 비교함

으로써 전산 코드의 벤치마킹을 검토한다. 신청자는 사용한 방법이 알려진 열화 기구

의 존재와 같은 환경 영향과 물성치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손상 빈도나 확률의 중요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안으로, 열화 기구에 근거하는 전문가 의견이나 범주화가 파괴역학과 함께, 또는 

파괴역학을 대신하여, 적은 수효의 손상 가능성 범주로 각 요소를 할당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고, 중, 저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상 가능성 결정 

과정과 근거가 검토된다.

정량적 평가방법과 유사 그룹으로 등급화에 대해, 손상 형태, 산업계 경험, 배관 재

질, 열화 기구, 그리고 다른 여러 매개변수가 어떻게 확인되고 고려되는지가 평가된

다. 분절 파손 가능성 평가를 수행하는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 파손 가

능성을 예측할 때,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절차가 검토된다.

I.2.2.5 손상 사고결말

배관 손상의 직접 영향은 LOCA 또는 손상된 배관으로 인해 충분한 유체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계통 상실을 일으키는 시작 인자를 포함한다. 간접 영

향은 배관 휩, 분사 충격, 침수 또는 온도와 같은 영향 때문에, 다른 계통의 기기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기기의 추가 손상을 포함한다. 적절한 파손 기구

와 의존성이 리스크 해석에서 평가될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

이 특성화되고 문서화되는 절차가 검토된다.

I.2.2.6 ISI 변경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의 변화를 특성화하는데 사용된 방법이 

검토된다. RI-ISI 프로그램에 대한 허용가능성의 근거의 일부는 선정된 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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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효의 감소가 제안되더라도 이로 인해 확립된 리스크 척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되는 요소의 수의 변화를 적절

히 고려하는데 사용된 과정과 방법, 그리고 강화 검사 방법의 영향이 검토된다.

I.2.3 통합 의사결정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의 영향에 대한 허용가능 여부는 I절에 기술되어 있

고 RG 1.174에서 상세히 논의된 5개의 핵심 원칙을 사업자가 충족시켰는가를 검토한 

적합성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1절과 2.2절에서 논의된 공학적 해석의 다른 요

소들과 핵심 원칙을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된 사항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과정,

절차, 결정 기준을 검토한다.

배관 요소를 안전성-중요도 범주에 할당하는 것은 리스크-정보 ISI 과정의 중요한 부

분이다. 결과적으로, 범주화를 지원하는데 사용된 범주화 과정과 모든 정량적 및 정

성적 지침 또한 검토된다.

각 배관 분절에서 리스크 기여도를 특성화하고 구분하는데 사용된 리스크 척도를 검

토한다. 리스크 척도를 개발하고 기술하는데 사용된 기법, 기준 및 문서자료를 검토

한다. 각 배관 분절을 안전성-중요도 그룹으로 범주화하는 데 이런 리스크 척도를 사

용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한다. 장점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수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배관 분절 및 구조 요소에서의 ISI에 대한 리스크 중요도 결정을 위해 검

사 위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에 검토의 초점을 둔다. 분절이 적절

하게 등급화 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배관 분절과 배관 구조물 검토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절차가 검토된다.

ISI를 받아야 하는 배관 분절내에서 구조 요소의 숫자와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

된 기준과 절차가 검토된다. KEPIC-MI에 의한 ISI 프로그램과 신청한 RI-ISI 프로그

램의 비교 자료가 검토된다.

I.3. 요소-3 : 이행과 감시 프로그램

이행 및 감시 계획의 적절성이 검토된다. 관심있는 손상 기구가 반영되었으며 구조적 

건전성이 영향을 받기 전에 충분히 높은 확률로 손상을 감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 전략이 검토된다.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의할 때, 배관 분절의 안전

성 중요도가 고려되는 절차가 검토된다. RI-ISI 프로그램이 품질과 안전성 관점에서 허

용 가능한 수준을 제공하는 지를 확증하는 목적과 함께, 검사 범위, 검사 방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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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평가 방법이 검토된다.

해당되는 열화 기구가 반영 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해 안전성에 중요

한 배관의 구조 요소의 검사 면적과 체적에 대한 선정 기준이 검토된다. 열화 기구,

가상 손상 형태, 배관 구조 요소의 형상이 검사 범위와 검사 위치에 통합되는 방법이 

검토된다. 심각한 응력 집중, 기하학적 불연속부위, 일반적 및 발전소 고유의 배관 파

손 경험이 검사 위치 선정 시 고려되는 방식이 검토된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방사

선 피폭문제와 같은 제한조건으로 의해 검사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검토한다.

RI-ISI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표본 선정 전략은 사업자가 검사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

는 구조 요소의 선정에 의해 정의된다. 검토자는 표본 크기 확장에 대한 허용기준이 

허용가능한지 그리고 후속 표본 선정이 ISI 검사 결과와 구조적 열화의 여타 증거들에 

근거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RI-ISI 프로그램의 이행에 사용되는 검사 방법과 허용 기준이 검토된다. 사업자에 의해 

선정된 검사 방법은 열화 기구, 배관 크기, 관심 있는 재질이 반영되어야 한다. 육안검

사, 표면검사, 체적검사와 같은 검사방법의 적절성을 결정하는데 열화 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는지가 검토된다. RI-ISI 프로그램이 KEPIC-MI에 현재 규정된 검사 주

기, 검사 방법, 허용기준을 통합하는 정도가 검토된다.

비파괴검사 방법의 신뢰도는 검사자의 능력에 의존한다. 검사팀이 산업계 기술기준을 

만족할 것이며, 허용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RI-ISI 프

로그램이 검토된다.

만일 새로운 또는 고려되지 않았던 열화 기구가 발생할 경우, ISI 계획의 적절한 수정

이 개발되는 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RI-ISI 프로그램의 이행 계획이 검토된다. 이행된 

비파괴검사 방법의 신뢰도에 대한 적절성이 감시되는 방식이 검토된다.

II. 허용기준

다음은 본 안전심사지침 1절에 기술된 검토범위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기술된 허용기

준과 동등함이 입증될 수 있는 다른 접근법도 사용될 수 있다. 검토자는 ISI와 관계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요

건을 만족한다면, 검사계획에 대한 리스크 정보활용 결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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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정보활용에 사용된 공학적 평가와 PSA에 대한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 

지침은 RG 1.174와 안전심사지침 19장이다. ISI에 대한 공학적 평가와 선정된 PSA 현

안에 대한 허용 가능한 지침은 RG 1.178에 주어져 있다.

II.1 요소-1 :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정의

사업자의 RI-ISI 신청내용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

항이 정의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발전소가 현재 승인된 요건에 따라 설계되고 운전되

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RI-ISI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PSA가 실제 발전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법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그리고 인허가 조건 등(이것들에 국한되

는 것은 아님) 발전소의 인허가 근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로, 사업자는 이행 서약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규제기관 사전승인 없이 ISI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의 변경사항을 지원하는 현장의 프로그램과 절차서는 사업자가 의도하는 변경사

항의 크기에 일치하도록 공학적 평가, 내부 면담, 추적성을 제공해야 한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배관계통, 분절, 용접부가 확인되어야 한

다. 또한 검사범위, 검사일정, 검사위치, 검사방법에 대한 특정한 개정내용들도 확인되

어야 한다. 추가로, 영향을 받는 배관에 의존하는 발전소 계통과 기능도 확인되어야 한

다. 검사 프로그램결과를 포함하는 산업계와 발전소 고유의 경험사례가 수집되어야 하

며, 발견된 결함과 과거의 배관 검사의 효과성과 관련된 특성도 기술되어야 한다.

II.2 요소-2 : 공학적 해석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이 정의된 후, 사업자는 PSA에서의 고찰결론과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방법을 결합하여 제안된 변경에 대한 공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RG 1.174와 1.178은 이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이 된다.

II.2.1 전통적 해석

수행된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은 제안된 ISI 변경사항의 영향(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심층방호개념과 적절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을 따르는 지를 평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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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ISI를 규정하는 주 규제요건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6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이다. 이 

요건의 취지는 발전소 배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그 요건들은 배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층방호개념의 요소들을 정의하는 다른 코드나 문

헌을 인용하고 있다. 배관의 ISI와 관련된 각각의 규제요건이나 인허가 근거에 대해,

사업자는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이 규제요건이나 인허가 근거와 불일치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6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안전

에 중요한 계통에 대한 배관 ISI와 관련하여 상세한 요건으로 KEPIC-MI를 인용하고 

있다. KEPIC 코드에서 ISI 요건의 목적은 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

경계에서의 누설이나 파단의 전조인 결함 지시와 같은 조건들을 확인하는데 있다. 사

업자는 누설이나 열화의 전조를 확인하고, 결함이나 열화기구 발견에 따라 추가적이

고 더욱 빈번하게 검사하는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 KEPIC-MI의 의도를 만족시키거나 초과함을 입증해야 한다. 결함 발견에 따른 

추가 검사 계획은 허용가능하지 않은 결함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동일한 열화 기구

가 있는 위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계는 FAC와 같은 일반적인 배관 손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강화 검사 프

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사업자는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이 FAC와 같

은 배관 열화 문제에 대한 강화 검사 프로그램을 위한 기존의 인허가 서약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II.2.2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SA의 품질은 요청된 ISI 변경사항의 안전성 관계와 변경요청의 타당성입증이 PSA

해석에 의존하는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리스크의 예상되는 변화에 근거하는 허용 범

위, 상세 정도, PSA 해석의 품질과 관련된 지침은 RG 1.174, 2.4.2절, "Evaluation of

Risk Impact, Including Treatment of Uncertainties,"와 안전심사지침 19장 III.2.2.4절,

“Quality of a PRA for Use in Risk-Informed Regulation”에 제시되어 있다.

수행된 PSA는 사실적으로 실제 설계, 건설, 운전 관행을 반영해야 하며, 승인된 요건

에 대해 만들어진 이전의 변경사항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PSA 모델을 사용하는 

모든 계산은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허용된 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ISI 적용을 지원하도록 요구되는 결과들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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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SA 기법에서의 제한사항과 근사치는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적절히 반영되어

져야 한다. 변수 불확실성, 모델 불확실성, 완전도 불확실성은 RG 1.174의 지침에 따

라 다루어져야 한다.

PSA 사용, 개정 및 장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프로그램과 절차는 규제기관 통보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ISI 프로그램의 예상되는 변경사항이 적절하게 산출된 리스크 

고찰 결론에 항상 근거할 것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II.2.2.1 배관계통의 범위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이 발전소 전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한 목적으로, 그리고 배관 계통의 안전성을 분류하기 위한 선별의 목적으로 RI-ISI 프

로그램에 포함된 배관계통은 제안된 CDF나 리스크의 증가량이 허용 가능하여야 한

다.

II.2.2.2 배관 분절

PSA에서 배관계통을 모델링하거나 ISI 요건을 정의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방법은 배

관계통을 분절로 나누는 것이다. 동일한 손상 결말을 갖는 배관계통내의 배관 부위는 

체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손상 결말은 초기사건, 특정 트레인의 상실, 계통의 상

실, 또는 그 결합을 포함한다. 발전소에서의 배관 위치와 격납건물 내부 또는 외부인 

지가 배관 분절을 정의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동일한 열화 기구를 갖는 배관 부분은 체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발전소에서 나타

나는 대부분의 열화 기구는 설계 특성, 제작 공정과 관행, 운전 조건, 운전 경험의 조

합에 의존한다. 고려되는 손상기구로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동 피

로, 열피로, 부식 균열, PWSCC, MIC(미생물에 기인하는 부식), 침식, 공동

(cavitation), 그리고 유체 침부식(FAC) 등이 있다.

배관 분절은 분절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잠재적인 열화 기구와 손상 결말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같은 결말을 주지만 다른 열화 기구를 갖는 분절은 결말 특성화에 

의해 결합될 수 있지만, 검사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는 같은 분절내의 다른 열화 기구

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추가로 유량 분산 또는 통합 지점, 크기가 변화하는 지

점, 격리 밸브, 모터구동 또는 공기구동 밸브와 같은 분기 지점에서 별개로 구분되는 

분절 경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손 가능성이 배관의 여러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별개로 구분되는 분절 경계가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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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2.3 PSA에 의한 배관손상 평가

사업자의 방법론은 각 분절의 손상이 발전소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특성화하기 위

하여 PSA와 PSA 결과로부터의 리스크 고찰 결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성

화는 서로 다른 배관 분절들의 상대적인 안전성-중요도의 결정을 참작해야 하며, 또

한 RI-ISI 프로그램의 이행이 발전소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지원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 완화계통을 요구하는 범위를 대표하는 3~4개의 1차계통 LOCA 크

기와 2개의 증기관 파단 지점이 PSA에서 모델링된다. 내부 침수 사건 해석은 

USNURC Generic Letter 88-20에 따라 수행된 대부분의 PSA에 포함되어 있다. 이 해

석의 대부분은 배관 손상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기본 PSA에

서의 상기 모델과 방법들에 대한 타당성과 RI-ISI 이행에 의한 변경사항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정보를 적절히 사용했는지에 심사의 초점이 주어져

야 한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의 변화 배관 요소 손상 가능성을 확률로 전환

되고, 이 확률을 기존의 정량적인 PSA 체계로 통합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지를 조

사하는 것이 하나의 허용 가능한 접근방법이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의 변화가 배관 요소 손상 가능성을 확률로 전

환하고, 이 확률을 기존의 정량적인 PSA 체계로 통합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의 허용 가능한 접근방법이다. 각 배관 요소가 리스크에 기여하는 

정도는 순위화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요소의 안전성-중요도도 결정될 수 있다.

허용 가능한 대체방법은 각 분절의 손상 가능성과 각 분절 손상의 결말을 범주화하

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리스크의 두 요소, 즉 손상 가능성과 결말은 각 요소의 안

전성-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결합된다.

II.2.2.4 배관 손상 가능성

ISI 신청 범위 안에 포함된 각 용접부에 있는 열화 기구 결정은 ISI 적용 성공의 핵심

이다. 각 용접부에서의 열화 기구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절차는 잘 정의되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범위 안의 모든 용접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절차가 근거하는 

공학적 평가와 문서들은 모든 적용가능한 열화 기구를 확인하는데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정량적 평가나 그룹으로 범주화하는 것과 같이, 배관 분절의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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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확인된 열화 기구와 연계하여 적절한 설계, 운전, 그리고 검사 매개변수들에 근

거해야 한다. 그 평가는 각 분절의 잠재적인 손상이 발전소 과도상태에 반응하는 동

안의 요구 고장인지, 아니면 발전소 과도상태를 유발하는 운전 고장인지를 가장 잘 

특성화할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데이터 해석이 사용될 경우, 그 데이터는 적절하고 완전해야 한

다. 확률론적 파괴역학이나 데이터 해석 대신에,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 체계

적인 절차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되어져야 하고, 적절한 전문가팀이 

선정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손상기구에 근거한 범주화가 사용되는 경우, 열화기구

와 지정된 범주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입증은 적절하고 완전해야 한다.

배관 손상 가능성의 평가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불확실성에는 설계와 

제작의 차이, 물성치와 강도의 변화, 여러 손상 및 취화 기구의 영향, 정상 하중 및 

천이 하중의 변화, 발전소 운전이력의 활용가능성과 정확도, 검사 및 유지보수 프로

그램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해석 방법과 모델

의 능력 등이 포함된다.

배관 분절의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 절차, 논거는 각 분절의 안전성-

중요도를 최종 분류과정에서 심의의 한 부분으로서 발전소 전문가 패널에 의해 검토

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신청서에서 입증되고, 문서화되고,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전산 코드가 사용되었을 경우, 그 기법은 확립되어 있는 

산업계 코드에 대하여 타당성이 입증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II.2.2.5 손상 사고결말

배관 압력경계 손상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이 모두 고려

되어야 한다. 직접 영향에 대한 고려는 초기 사건을 일으키는 손상, 또는 단일 또는 

다수 기기, 트레인, 또는 계통을 운전불능으로 만드는 손상, 또는 이들 영향의 결합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계통, 기기, 또는 배관 분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영향과, 또한 

배관 휩, 분사 충격, 침수 또는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화재방호계통의 작동과 같

은 공간적인 영향으로 간주되는 압력경계 손상의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배관 손상의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은 적절한 열화 기구와 의존성을 PSA 모델에 반

영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되어야 한다. 소량 누설에서 완전 파단까지의 서로 다른 누

설 크기에 대한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결말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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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설 크기가 각 분절에 대한 결과를 특성화하기 위해 선정되어야 한다.

반영된 배관 손상의 허용 가능한 방법은 배관 손상을 누설, 기능상실 누설, 그리고 

파단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 손상 형태는 다른 손상 확률이나 가능성과 직

접 또는 간접 영향 혹은 두 영향 모두를 통해 손상된 계통 성능에 대해 대응되는 가

능성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 또한 운전원 조치에 허용되는 시간은 파단 크기에 의존

하며, 이 시간 의존성은 인식되어져야 하고 적절하게 해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II.2.2.6 ISI 변경사항의 리스크 영향

RG 1.174, 2.2.5절에서 논의된, “Comparison of PRA Results with Acceptance

Guidelines"의 지침이 ISI 변경 요청에 적용될 수 있다. 변경사항으로 인한 현재 인허

가근거(current licensing basis)에 미치는 리스크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 지침으

로 안전심사지침 19장, II.2.2.5절, "Evaluation of Risk Impact"가 사용될 수 있다.

배관 손상 가능성, 배관 손상 결말과 검사 개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은 CDF 또는 리스크의 증가가 작고 또한 RG 1.174의 지침에 따라 

허용가능하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ISI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 

증가는 검사되는 용접부 수의 감소, 단순화된 용접부 검사에 기인하는 효율성의 감

소,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의 감소는 현재 검사되지 않는 

용접부에 대한 검사, 개선된 용접부 검사,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항으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 증가가 커질수록(즉, 검사

되는 용접부 수효가 더 많이 감소되고, 상세 검사가 단순 검사로 대체되는 수효가 더 

많을수록), 더 엄밀하고 상세한 리스크해석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RG 1.174 및 1.178의 원칙-4가 만족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원칙-4는 제안된 

리스크의 증가가 작고 그리고 NRC의 안전목표 정책성명의 의도와 부합해야 한다고 기

술하고 있다. 원칙-4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다음에 근거할 수 있다:

․ 발전소의 특정 배관 요소의 손상 가능성과 결말 범주를 특성화할 수 있는 리스크 중

요도 척도나  경계 평가

․ 배관 요소의 안전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손상 가능성과 결말을 결합하는 체계적인 

과정

․ 배관 요소의 안전 중요도에 근거하여 ISI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을 제공하는 배관 분

절화와 요소검사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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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에 의해 결론이 무효화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불확실성 평가를 포함하여, ISI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군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영향에 대한 논의와 

평가

대안으로, 원칙-4는 CDF와 LERF의 예상되는 변경을 계산하여 만족됨을 보일 수도 

있다. 예상되는 변경은 기본 PSA와 손상 확률로 표현되는 변경 전후의 배관 손상 가

능성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이 결론을 무효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II.2.3 통합 의사결정

통합 의사결정에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제시된 5개의 핵심 안전성 원칙을 모두 반

영해야 하며, 또한 RG 1.174, 2절에서 논의된 “리스크 정보 결정에 대한 허용가능한 

접근 방법”에서 논의된 각각의 예상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의사결정은 

제안된 ISI 프로그램이 RG 1.174의 2.2.1.1, “Defense-in-Depth”와 2.2.1.2, “Safety

Margins”에서 논의된 심층방호개념 및 안전여유도와 관련된 각 요소들의 의도와 일

치함을 보장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2.1과 I.2.2에서 논의된 공학적 해석의 다른 

요소의 결과는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ISI 적용을 위한 전통적인 요건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제2014-16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기술되어 있다. 허용되기 위해,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은 모든 관련 요건과 발전소의 

인허가 근거를 다루어야 한다.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의 영향에 대한 

허용가능성은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의 적절성,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발전소 리스크의 

허용가능한 변화, 그리고 제안된 시행 및 성능 감시 계획의 적절성에 근거한다. ISI를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KEPIC 코드의 의도는 RI-ISI 프로

그램 하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배관 분절과 요소의 리스크 순위에 대한 허용가능한 접근방법은 리스크 감소가치, 리

스크 증가가치, 조건부 노심손상확률(CCDP), 조건부 대량조기방출확률(CLERP), 또는 

다른 중요도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RRW는 어느 한 기기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해 두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발전소 배관계통의 압력경계 손상에 의한 총 

CDF나 LERF의 최대 가능한 감소를 나타낸 척도이다. RAW, CLERP, CCDP는 압력

경계 손상과 관련된 리스크의 증가를 특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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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순위 방법은 RI-ISI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모든 고-안전-중요도 배관분절을 체

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중요도에 대하여 SSC를 범주화하는 리스크 

중요도 척도에 대한 지침은 RG 1.174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배관 분절이 부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배관 분절의 분류를 평

가해야 한다. PSA 체계, PSA 범위, 그리고 리스크 중요도 척도에서 초래되는 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 검사결과로 얻어진 운전경험 고찰결론, 배관 손상에 대

한 산업계 자료, 정비규정에 의한 영향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KEPIC-MI 요건에 따라 

ISI를 받지만 배관 분절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어떤 분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관은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 각 KEPIC 등급으로 규정된 계통은 심층방호개념을 고려하

여 검사되는 분절들을 가져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구조적 요소들이 검사를 위해 선정되어져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분절의 안전 중요도와 분절내의 손상 가능성에 근거해야 한다. 배관 손상 가

능성은 검사를 위한 요소들의 선정 필요성과 분절 내에서 검사되어야 할 위치를 직

접 생성되게 한다. 검사되어야 하는 요소의 수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프로그램은 완

전하게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배관 분절 내에서 검사를 위한 구조적 요소의 선

정을 위한 허용가능한 방법에 대한 지침은 RG 1.178에 주어져 있다.

ISI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KEPIC Code의 의도는 

RI-ISI 프로그램 하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ISI 프로그램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된 가정과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된 ISI 프로그램의 변경 하에서 배관 

성능이 평가될 수 있도록, RI-ISI 시행과 그 성능감시 전략에 적절한 고려를 기울여야 

한다.

II.3 요소 3 : 이행과 감시 프로그램

RI-ISI 이행과 그 성능-감시 전략에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 요소의 첫 번째 목표

는 ISI 프로그램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된 가정과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감시 전략을 설정하여 제안된 RI-ISI 프로그램 하에서 배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다. RG 1.17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성능 감시는 발전소 설계 사항, 발전소 절차, 장

비 성능, 검사 결과, 개별 발전소와 산업계의 손상 정보에서 초래되는 RI-ISI 프로그램

의 반영과 수정을 포함한다.

RI-ISI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 범위와 검사 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것처럼 품질과 안전성에 허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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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 전략은 관심 대상의 손상 기구가 반영되었으며, 구

조적 건전성이 영향을 받기 전에 손상의 감지가 충분히 높은 확률로 이루어짐을 보장

해야 한다. 배관 분절의 안전 중요도는 RI-ISI 프로그램의 검사 범위를 정의하는데 고

려되어야 한다.

열화 기구, 가상 손상 형태, 배관 구조 요소의 형상이 검사 범위와 검사 위치를 정의

하는데 통합되어져야 한다. 현재 발전소 FAC 검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배관 분

절에 대해서는 검사 위치가 현재의 프로그램과 같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분절의 경우, 검사 위치는 특정한 열화 기구와 산업계 뿐만 아니라 발전소 고유

의 균열 경험에 주로 근거해야 한다. 알려진 열화 기구는 없지만 높은 손상 결말을 갖

는 분절에 대한 검사 위치 결정은 민감화된 용접 위치, 응력 집중, 기하학적 불연속부

위 그리고 끝단에 근거해야 한다. 발전소 고유의 배관 균열 경험은 검사 위치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허용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체 검사 방법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방

사선피폭문제와 같은 제한에 의해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되어야 한다. KEPIC 배관 구조적 요소에 대한 계통압력시험과 육안검사는 

분절이 고-안전성-중요도나 저-안전성-중요도로 분류된 위치를 포함하는 것과는 무관하

게 계속 수행되어져야 한다.

비파괴 검사자, 과정, 그리고 장비에 대한 자격인증이 KEPIC-MI을 따르는 지 입증되

어야 한다. 결함 평가에 대한 허용 기준은 KEPIC-MI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KEPIC-MI의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에 대한 허용기준은 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존

의 규제 지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일 열화 기구에 대한 데이터가 KEPIC-MI에 규정된 것 보다 더 짧은 검사 주기를 

요구한다면, RI-ISI 검사 프로그램은 관련된 손상 속도와 일치하도록 적절한 검사주기

를 명시해야 한다. 그 경우, 한번의 검사에서 검출되기에는 너무 작은 열화현상이 다

음 검사가 수행되기 전에 허용 불가능한 크기로 성장하지 않도록 검사 주기를 충분히 

짧게 해야 한다.

RI-ISI 프로그램의 개정은 KEPIC-MI의 ISI 요건과 일치하도록 적어도 10년 주기로 수

행되어야 한다. PSA 모델의 중요한 변경, 발전소 설계사항 변경, 발전소 절차 변경, 장

비 성능 변경 등은 개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면 RI-ISI 프로그램 개정 검토에 포함

되어야 한다. 계획된 RI-ISI 프로그램 비파괴검사와 계통 압력시험 동안 확인된 누설,

결함, 지시는 RI-ISI 프로그램 개정의 일부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RI-ISI 프로

그램의 개정은 발전소 고유의 손상 정보와 산업계의 손상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3.9.8절 개정 2 - 2016. 12- 18 -

만일 새로운 또는 고려되지 않았던 열화 기구가 발생한다면, ISI 계획을 적절히 수정하

도록 해야 한다. 시행된 비파괴검사 방법의 신뢰도 타당성은 감시되어야 한다. 만일 

열화현상이 배관의 누설이나 파단을 일으키기 전에 ISI 프로그램이 열화현상을 감지할 

수 있을 경우에만 선정된 ISI 위치의 적절성과 함께 비파괴검사 기량 수준과 검사 주

기의 타당성이 유효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규제기관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변경사항의 형태와 시행 

전에 규제기관 승인을 요구하는 변경사항의 형태가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

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안한 RI-ISI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이 시

행 전에 요구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현재의 규제기준(예: 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원자로.16) 등에 기술된 변경 방식을 사용하여 모든 변경사항이 평가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여러 수준의 평가와 해석에 의해 지원되는 다양한 ISI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ISI 프로그램을 

향후 변경할 때,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자율의 정도는 RI-ISI로의 변경을 지원하는 발

전소 관행과 절차의 정교함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미래의 변경이 적절한 지를 결정

하는 몇 개의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 규제기관에 의해 검토되었거나 승인된 전반적인 RI-ISI 접근방법의 변경사항을 포함

하지 않는 분절 그룹화, 검사 주기, 검사 방법의 변경은 만일 발전소 리스크 증가

에 대한 변경의 영향이 크지 않다면, 시행 전에 특별한 검토나 승인이 요구되지 않

는다. 전반적인 ISI 제출 서류는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 변경의 유형이 

예상되는지를 명시하고 그러한 변경사항들이 어떻게 발전소 운전원들에 의해 개발,

검토되고 문서화되고 시행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RI-ISI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승인된, 규제기관이 승인한 KEPIC/ASME Code와 

Code Case를 포함하는 분절 검사방법의 변경은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규제기관이 승인한 Code 요건에서 벗어나는 검사방법 변경은 시행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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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상의 변경(즉, 범주화 기준의 변경이나 기기를 범주화할 때 사용된 장점의 

변경과 사업자의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된 허용지침의 변경)은 시행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관 검사방법의 변경은 적용가능한 KEPIC/ASME Code, Code Case, 또는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다른 요건의 시행을 일반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배관 검

사방법의 변경은 규제기관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승인한 Code

요건에서 벗어나는 검사방법의 변경은 시행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검토분야에 대하여,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검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검토절차를 따라야 한다.

III.1 요소-1 :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 정의

검토자는 사업자의 RI-ISI 신청서류가 일반 사항으로 ISI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변경

사항을 정의하는지를 검증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발전소가 승인된 요건에 따라 설계

되고 운전되고 있음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RI-ISI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PSA

가 실제 발전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장하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현재의 ISI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이나 인허가 이행약속을 확인했는지를 검증

해야 한다. 이것에는 법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그리고 인허가 조건, 인

허가 이행약속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검토자는 ISI 프로그

램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배관계통, 분절, 용접부가 확인되었는지를 검증한다. 추

가로, 영향을 받는 배관에 의존하는 발전소 계통과 기능이 확인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내용을 검토한다. 배관 열화 기구와 관련이 있는 산업계와 발

전소 고유의 정보가 고려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의 특성이 검토된다. 과거 검사의 상대적인 효과성과 검사에서 발견되었던 결함의 

형태를 특징짓는 정보가 고려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된 변경사항의 설명내용

이 검토된다. 추가로 검토자는 기존의 검사일정, 위치, 방법에 대한 특정한 개정 내용

이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한다.

III.2 요소-2 : 공학적 해석

요-2에서 검토자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공학적 해석이 PSA 고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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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공학적 해석방법과 결합하여 사용했는지를 검증한다. 허용가능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심층방호개념이 유지되고, 충분한 안전여우도가 유지되며, 리스크 증가와 그 

누적 효과가 작음을 검증해야 한다. RG 1.174와 1.178은 이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이 

된다.

III.2.1 전통적인 해석

제안된 ISI 변경사항의 영향이 II.2.1의 허용기준에 따라 심층방호개념과 적절한 안전

여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을 따르는 지를 보장하기 위해 공학적 해석을 검토한

다. 검토자는 누설이나 파단의 시작인자 조건을 확인하고, ISI 프로그램이 결함이나 

열화기구의 검출에 대한 반응으로 추가적이고 더 빈번하게 검사하는 계획을 준비하

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이 KEPIC-MI의 목적을 

만족시키거나 초과함을 검증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사

항이 FAC 등에 대한 강화 검사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음을 증명했는지를 확인한다.

III.2.2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가 실제 설계, 건설, 운전 관행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며, 승인된 요건에 대해 만들

어진 이전의 변경사항의 영향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II.2.2절의 허용 기준에 

따라 수행된 PSA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청 서류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CDF 및 LERF 평가치, 버전(version), 계산 또는 사용한 PSA 버전을 확인할 수 있

는 참고 번호

․ PSA 해석이 현재의 설계, 건설, 운전 관행, 발전소와 그 소유자의 운전 경험을 적절

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PSA 갱신에 사용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 PSA에 대해 수행된 규제기관 및 산업계 검토에 관한 설명. PSA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토자에 의해 확인된 제한 사항, 취약점 또는 개선 사항은 논의

되어야 한다. 검토자의 질의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질의에 대한 제출 답변을 지

원하는 해석의 불민감도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해석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PSA 버전이 적합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PSA를 

갱신하는 사업자의 절차가 PSA로부터 개발된 결과가 발전소의 현재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논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ISI 변경 신청을 지원

하는 PSA 모델 또는 결과의 일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의 검토 지적들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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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변경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면, 집중된 범위 또는 좀 더 상세한 PSA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집중된 범위 또는 

좀 더 상세한 PSA 품질 검토를 위한 일반 지침은 DG-1122에 제시되어 있다.

III.2.2.1 배관계통 범위

RI-ISI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관계통 범위는 II.2.2.1절의 허용 기준에 따라 검토된다.

III.2.2.2 배관 분절

손상 결말, 열화 기구, 분절 경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2.3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배

관 분절을 정의하는데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배관계통 내의 배관 분

절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다.

III.2.2.3 PSA에 의한 배관손상 평가

PSA와 함께 배관 손상을 평가하는 허용가능한 접근방법은 II.2.2.3절에 제시되어 있

다. 만일 배관 분절 손상이 새로운 초기 사건을 창출할 경우, 새로운 시작인자로 인

한 사건 진행과정이 적절히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검토한다.

만일 배관 분절 손상이 PSA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다른 시작인자와 같은 결말을 일

으킨다면, 검토자는 원래 초기 사건으로 인한 리스크가 ISI 해석에 적절히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만일 배관 손상이 배관 손상과 동등한 영향을 나타내는 대체기기(surrogates)로 사용

되는 일련의 PSA 기본 사건 집합에 의해 특성화된다면, 그 대안이 배관 분절 손상을 

적절히 묘사하며 그에 따른 리스크 평가결과가 ISI 해석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기본 사건을 검토한다. 만일 대안 기본 사건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PSA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손상 사건을 특성화 하는데 사용된 해석이나 결과들, 그리고 추출된 

대표적인 리스크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III.2.2.4 배관 손상 가능성

손상 기구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절차와 문서는 그것들이 충분하고 체계적으로 적용

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검토된다. 결과가 적절히 특성화되었고 변경 신청을 지원

하는데 사용된 정보와 같은 수준의 상세함을 가지고 결과가 개발되었음을 결정하기 

위해, 확인된 열화 기구를 검토한다. 이러한 상세 결과는 또한 검사 위치, 전략,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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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상 기구 간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보고된 검사 위치와 비교된다. 배관 분절의 

손상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절차는, 적절한 손상 빈도, 요구 손상, 또는 이용불

능 양상이 손상 영향을 특성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정량적 평가 

또는 그룹 분류 결정이 손상 양상에 적절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II.2.2.4절의 허용기준

에 따라 검토된다. 손상 가능성 결정과 모든 결론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사업자의 처

리방법을 검토한다. 불확실성 해석에서 발견된 사항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한 

것을 검토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전산 코드가 사용되었을 경우, 확률론적 파괴역학방법을 수행하

는 전산 코드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내용을 검토한다. 전문가가 활용되는 경우, 전문

가 선정과 훈련, 그리고 활용과정을 검토한다. 손상 가능성이 손상을 그룹으로 분류

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면, 분류 방안의 적용가능성이 검토된다.

III.2.2.5 손상 사고결말

검토자는 신청자가 각 분절 손상의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을 모두 고려했는지를 확

인한다. 배관 손상이 발전소 설비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특히 간접 영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이 지침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는 것과 해석 

결과가 잘 문서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적용된다면, 서로 다른 누설 크

기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침과 가장 심각한 결말을 선정하는 지침도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III.2.2.6 ISI 변경사항의 리스크 영향

ISI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의 리스크 영향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2.2절의 

허용기준에 따라 만족되는지를 검토한다. ISI 시행에 따른 리스크의 평가된 변화는 

RG 1.174의 2.2.2절, “불확실성 처리를 포함한 리스크 영향 평가”의 지침에 따라 평가

되어야 한다. CDF와 리스크의 제안된 증가는 작아야 하며, NRC의 안전 목표 정책성

명의 의도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리스크 평가가 검토된다. 배관 

손상의 공간적 영향을 지배하는 가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배관 분절의 선정이 검토된다. 그것은 현재의 발전소 ISI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하

며, 개발된 리스크 고찰결론은 기본 리스크(baseline risk)를 제안된 RI-ISI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발전소 리스크와 비교함으로써 도출되어야 한다. 리스크 고찰결론이 검

사되는 요소 수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강화된 검사 방법 영향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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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고려하는 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리스크 고찰 결론이 검토된다. 리스크 고찰결론

에 대한 강조점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PSA 결과에 대한 강조점이 결정된다. 신청한 

ISI 프로그램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리스크와 리스크 결과의 변화가 

수행한 역할과 PSA의 범위, 상세 정도, 품질이 서로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 PSA를 검토한다.

III.2.3 통합 의사결정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허용 기준은 II.2.3절에 제시되어 있다. 규제요건이 만족되

고, ISI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 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KEPIC Code의 의

도가 RI-ISI 프로그램 하에서도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학적 해석이 

모든 관련 요건과 현재 발전소의 승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 검토된다. 모든 

적용가능한 리스크 고찰 결론과 핵심 원칙, 지원 요소들이 반영되었고 최종 의사결정 

패널에 전달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 입력을 제공하는 문서

를 검토한다. RI-ISI 프로그램이 승인되어 시작된 후, 발전소 성능은 검사와 해석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성능 목표와 비교에 의한 프로그램화된 활동 목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 위치 선정의 허용 여부는 본 심사지침의 II.2.3절의 허용 기준과의 만족 여부를 

위해 검토된다. 사용된 리스크 척도는, 적절한 하한한계치가 배관 분절의 안전 중요

도를 순위를 매기는데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KEPIC-MI에 포함되

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안전에 중요한 배관 분절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

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리스크 순위 결정 과정은 검토된다.

PSA 제한사항, 운전 고찰 결론, 배관 파손에 대한 산업계 데이터, 정비규정 고찰 결론

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 안전 중요도로 부적절하게 순위화될 

수도 있는 배관 분절과 배관 구조 요소에 대한 향후 검토에서 사용될 절차를 검토한

다. 추가로, KEPIC-MI 요건에 따라 ISI를 받지만 배관 분절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어

떤 분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관에 대한 ISI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절차가 

본 안전심사지침 II.2.3절의 허용기준을 따르는 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III.3 요소 3 : 시행과 감시 프로그램

검토자는 검사 전략에는 관심 대상의 파손 기구가 반영되었으며, 구조적 건전성이 영

향을 받기 전에 손상을 검출해 내는 것이 충분히 높은 확률로 이루어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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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손상 기구, 가상 손상 양상, 배관 구조요소의 형태가 검사 범위와 위치의 정

의에 통합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응력 집중, 기하학적 불연속부위 그리고 끝단이 검사 

위치 설정시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검사 위치를 검토한다. 추가로 검

토자는 발전소 고유의 배관 균열 경험이 검사 위치 선정에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또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방사선피폭문제와 같은 제한에 의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 검사 방법이 명시되었는지를 결

정한다. 분절이 고 또는 저 안전 중요도로 분류된 위치를 포함하는 지에 상관없이 계

통 압력시험과 배관 구조 요소에 대한 육안 검사가 KEPIC-MI에 따라 모든 등급 1, 2,

3 계통에 수행됨을 보장하기 위해 RI-ISI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안전에 중요한 

Non-Code 배관이 검사와 압력시험의 목적으로 KEPIC Code 배관처럼 취급되는 지를 

보장하기 위해 RI-ISI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표본 크기 확장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1절의 허용기준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 선정 과정을 검사한다. 또한, 추가 검사는 KEPIC Code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KEPIC Code는 검사를 수행한 해당 정비기간중에 추가검사를 수행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검사 방법이 손상 기구, 배관 크기, 관심 대상의 재질을 반영하고 있는 지

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가 선정한 검사방법을 검사한다. 적절한 검사 방법과 주기가 

사용되며, 허용기준이 KEPIC-MI의 요건이나 배관 계통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지침을 

만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해 RI-ISI 검사 프로그램이 검토된다.

IV. 요소 4 : 문서화

본 심사지침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필요한 문서(즉, RG 1.178에 기술된 문서)가 포함되

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요건과 일치하도록, RI-ISI 프로그램과 개정판은 발전소에 비치

되어야 하며 규제기관 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V. 평가결과

검토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평가는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포함될 다음 형태의 

결론을 지원하고 충분히 완전하고 적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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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의 ISI요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제안된 RI-ISI 프로그램이 품질과 안전성에 있어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평가결과에 근거

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해석상의 다른 요소들의 결과가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었음

을 확인한다. ISI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 영향이 공학적 해석의 적절성에 근거하고 있

으며 RG 1.174 및 1.178의 지침에 따라 발전소 리스크 관점에서 허용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의 방법론은 이행과 성능 감시 전략을 고려한다. 검사 전략은 관심 대상의 

손상 기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장하고 구조적 건전성이 영향을 받기 전에 손상을 탐

지해 냄을 적절히 보증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배관 분절의 리스크 중요도는 RI-ISI 프

로그램의 검사 범위를 정의에서 고려되어 있다.

배관 구조 요소에 대한 계통 압력시험과 육안검사는 KEPIC-MI에 따라 모든 등급 1,

2, 3 계통에 대해 계속 수행될 것이다. RI-ISI 프로그램은 기존의 KEPIC Code 요건과 

동일한 성능 감시 전략을 적용하며 추가하여 열피로에 노출되는 용접부에 대해서는 

검사 체적을 증가시킨다.

사업자의 방법론은 제안된 변경에 대한 공학적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공학적 해석과 

PSA 고찰 결론을 결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방법론은 기존의 검사보다 

감소된 부분이 기존의 성능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저하된 배관 성능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 방호개념과 품질은 손상되지 

않는다. 검사는 계통 배관의 성능을 감시하는 선정된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의 손상 기

구가 있는 위치에 집중된다.

사업자가 신청한 RI-ISI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토는, 동 프로그램이 등급 1 및 

2 용접부에 대한 KEPIC-MI 요건에 근거한 등급 1 및 2 배관 용접부를 위한 기존의 

ISI 프로그램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체 방안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사업자

의 완화 신청이 품질과 안전성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제공한다는 근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이를 승인한다.

이 안전성 평가는 사업자의 발전소를 위한 2번째 10년 주기 내에서 제안된 RI-ISI 프

로그램의 적용을 승인한다.



제3.9.8절 개정 2 - 2016. 12- 26 -

VI.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3. KEPIC-MI, “원전 가동 중”

4. KINS/GT-N24 "원자로시설의 변경허가신청서에서의 리스크정보활용 일반 요건에 

대한 기술지침서", 2007.04

5. Regulatory Guide 1.200, "An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Technical Adequacy

of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Results for Risk-Informed Activities", USNRC

March 2009

6. EPRI TR-112657, "Revised Risk-Informed Inspection Evaluation Procedure," EPRI,

Revision B-A, December 1999.

7. Generic Letter 88-20,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for Severe Accident

Vulnerabilities," USNRC, November 23, 1988.

8. Generic Letter 89-08, "Erosion/Corrosion-Induced Pipe Wall Thinning,"　USNRC,

May 2, 1989.

9. Generic Letter 89-13, "Service Water System Problems Affecting Safety-Related

Equipment," USNRC, July 18, 1989.

10. NRC Bulletin 79-17, "Pipe Cracks in Stagnant Borated Water Systems at PWR

Plants," USNRC, October 29, 1979.

11. NRC Bulletin No. 88-01, "Defects in Westinghouse Circuit Breakers," USNRC,

February 5, 1988.

12. NRC Bulletin No. 88-08, "Thermal Stresses in Piping Connected to Reactor

Coolant Systems," USNRC, June 22, 1988.

13. NRC Bulletin No. 88-11, "Pressurized Surge Line Thermal Stratification,",

USNRC, December 20, 1988.

14. NRC Information Notice 93-020, "Thermal Fatigue Cracking of Feedwater Piping

to Steam Generators," USNRC, March 24, 1933.

15. Regulatory Guide 1.174, "An Approach for Using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 Risk-Informed Decisions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Licensing Basis,"

USNRC,　Revision 2, 2002.



제3.9.8절 개정 2 - 2016. 12- 27 -

16. Regulatory Guide 1.178, "An Approach for Plant-Specific Risk-Informed

Decisionmaking for Inservice Inspection of Piping," USNRC, Revision 1,

September 2003.

17. WCAP-14572, "Application of Risk-Informed Methods to Pipng Inservice

Inspection," Westinghouse Owners Group Topical Report, Revision 1-NP-A,

February 1999.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3.10

개 정 번 호 6

발 행 일 자 2018.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3.10

제 목 :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

검토주관부서 : 기계재료평가실/구조부지평가실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92.4 ‘92.4

1 ‘93.5 ‘93.5

2 ‘99.10 ‘99.10

3
신강식

현창헌
‘09.12

정해동

김상윤
‘09.12

4 김진성
현창헌

‘14.11 김용범
임창복

‘14.12

5 현창헌
김진성

‘15.12 김문수 ‘15.12

6 노우진 `18.12 이상민 `18.12



제3.10절 개정 6 - 2018. 12-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0절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정상 및 사고하중(지진하중 포함) 하에서 기계 및 전기기기(계측제어기기 포함)의 

작동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의 시험 및 해석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신청

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장 제4절의 요건과 일치함을 확인

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기계 및 전기기기는 지진에 의한 영향, 즉 내진범주 요건 및 

기타 사고관련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3.10절에서 검토되는 기계 및 전기기기는 원자로 비상정지, 격납건물 

격리, 원자로 노심냉각, 격납건물 및 원자로 열제거에 필수적이거나 주위환경에 방사

성물질의 심각한 방출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계통에 연관된 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1) 위의 안전기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기기, (2) 위의 안전기능이 운전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동되는 기기, (3) 파손되면 위의 안전기능중 하나 이상을 만족스럽게 수

행하지 못하게 되는 기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에 

기술된 것처럼, 사고동안 및 후에 발전소 및 주위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계측기

기도 포함한다. 이러한 계통에 포함되는 기계기기의 예로는 펌프, 밸브, 팬, 밸브구동

기, 방진기 등이 있다. 전기기기의 예로는 축전지와 축전지 랙, 계측기기와 계측기기 

랙, 제어조작반, 전기 캐비닛, 전기 판넬, 밸브구동모터,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수위전송기, 계전기, 전기관통부, 펌프 및 팬의 모터 등이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7.2절 및 3.7.3절에 따라 배관장착기기의 지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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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입력운동의 정의를 검토하며, 또한 안전심사지침 3.2.1절에 따라 앞 문단에서 서

술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의 내진분류에 관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협조부서는 RG 1.97(개정 3)에서 정의된 범주 1 사고감시 계측기기와 RG 1.97(개

정 4)에서 정의된 유형 A, B, C, D 사고감시 계측기기뿐만 아니라 전기기기와 앞 문단에

서 언급된 기기들에 대한 계측제어기기가 내진 및 동적 검증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지와 이런 항목들의 수행양상이 내진 및 동적 검증시험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계 및 전기기기의 동적 및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검증 기준 :시험과 해석 중에서 검증방법의 선택을 위한 결정인자나 지진 및 다른 

해당 동적 하중의 입력운동을 정의할 때의 고려사항, 검증프로그램의 타당성입증 

등과 같은 검증을 위한 기준.

2.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및 작동성 : 다수의 운전기준지진 발생 후에 안

전정지지진과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이 조합될 경우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조

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 및 해석을 포함하는 방법 및 절

차.

3. 지지물 : 기계 및 전기기기 지지물의 시험 또는 해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지진 및 동적 조건 하에서 진동거동(진폭 및 진동수 특성)의 가능한 증폭을 고려하

는데 사용된 절차.

4. 경험 데이터베이스 : 경험에 근거한 검증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검증대상 기계 및 전

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는데 적용가능한 이행절차를 포함한 경험

데이터베이스의 상세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기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

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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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과 해석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지반과 지지물 포함)의 내진등급분류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이 안전심사지침 I항의 두 번째 문단에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에 대한 검

토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가상 배관 파단과 관련하여 파단위치 및 그 영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 모든 내진범주 I급 계통 및 부계통 기기(예로서, 층지지, 벽체지지 및 배관지지  

기기) 기기에 대한 지진 및 동적 입력운동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7.2절 

및 3.7.3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계통 및 기기의 동적시험 및 해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2절의 검토주

관부서에서 수행한다.

6.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기기지지물 및 노심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기계 및 

전기기기들의 설계 및 운전하중 조합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검토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7. 펌프, 밸브 및 동적 구속물에 대한 기능설계, 검증 및 가동 중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8. 안전관련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환경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9. 기기검증에 사용된 것과 동등한 장착·체결부품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볼트와 나사체결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3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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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수행될 안전기능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도록 기기

를 검증하는데 관련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지

진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기를 설계

하는데 관련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데 관련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비정상

적인 누출, 급속히 진행되는 파손 그리고 전반적인 파단의 확률이 극히 작도록 하

기 위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관련된 기기들의 검증에 관련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기준에 따라 기기를 검증하는데 관련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 적절한 시험 프로그

램의 수행을 통해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확인하는데 관련된다. 특정한 설계 

특징의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시험 프로그램에는, 가장 불리한 설계조건

에서의 원형 기기에 대한 적절한 검증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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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규제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특정 기준, RG 및 산업기술기준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기준, RG 및 산업기술기준은 정보, 권고사항 및 지침을 제

공하며 허용가능한 근거를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기계기기에 대한 허용가능한 하중조

합방법 및 동적응답 조합방법은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정의되며, 동일한 기준이 전기

기기에도 허용가능하다.

정의된 하중상태에서 기기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허용가능한 시험 및 해석 절

차는 아래 단락 1,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기준이 만족되면,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기검증과 관련된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전기기기와 이의 지지물의 검증은 KEPIC-END 2000의 요건 및 제안사항을 만족해

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기에 적용가능하며 아울러 

기계기기의 검증을 위해서도 실행가능한 범위까지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기준과의 일치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가. 기기작동성에 대한 검증

1) 운전기준지진 및 안전정지지진을 포함하여 그러한 규모까지의 지진 발생동

안이나 발생 후에 정상조건,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조건 및 사고조건으로부터의 모든 정적 및 동적 하중이 가해지는 모든 기

계 및 전기기기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및 해석이 필요하다. 안전

정지지진에 대한 검증에 앞서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고 5회

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에 필요한 기능적 작동성이 구조적 건전성만으로 보증된다면 시

험을 수행하지 않고 해석만 수행하는 것도 검증을 위한 근거로 허용가능하

다. 완전한 시험이 비현실적일 경우, 시험과 해석의 혼용방법이 허용가능

하다.

시험과 해석에 대한 타당한 서류가 제출된다면, 여기서 설명된 것과 동등한 

시험 및 해석에 의해 기 검증된 기기도 허용가능하다.

2) 기기는 가동상태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기기의 작동성은 시험되는 기기의 

요구성능에 따라 시험동안 및 시험 후에 또는 둘 중 한 경우에 확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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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열하중 및 유동에 의해 생기는 하중과 같이 발전소 정상 운전 중에 

생기는 하중이 있다면 이 하중을 재현시킨 하중도 실현가능한 정도까지 지

진 및 다른 적절한 동하중과 동시에 작용시켜야 한다.

3) 요구되는 지진 및 동적 입력운동의 특성은 응답스펙트럼법 또는 시간이력법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구조물이나 계통의 지진 및 동적 해석으로부터 

구한 이러한 특성들은, 본 지침 II.2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기

설치 위치에서의 입력운동을 대표해야 한다.

4) 지진 및 동하중에 대하여, 실제 시험입력운동은 요구입력운동과 같은 방법

으로 특성이 기술되어야 하며, 진폭 및 진동수 특성의 보수성이 확인되어야 

한다(즉, 임계진동수범위에서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을 근사

하게 닮고 포괄해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지진 및 동하중에 의한 가진은 광역의 진동수성분을 가지고 있

으므로 다중진동수의 진동입력운동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구입력운

동의 특성이 단일진동수에서 지배적(즉, 구조물 여파 효과)이거나, 예상되는 

기기응답을 하나의 모드로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거나, 또는 구조적 건전성 

보장을 위하여 그 입력이 충분히 높은 응력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지속시간을 갖고 있는 경우 정현비트 같은 단일진동수 입력운동도 허용된

다. IEEE Std 344-1971에 따라 과거에 시험된 기기들은 사용된 입력운동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평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재검증되어야 한다.

6) 수직방향 기기응답이 수평방향 진동거동에 민감하지 않음과 그 역이 증명될 

수 없다면, 지진 및 동하중에 대한 시험입력운동은 수직축과 하나의 주 수

평축(또는 직교하는 두 수평축)으로 동시에 가해져야 한다. 수평 및 수직방

향의 입력에 대한 시간위상은 순수직선 합성입력이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허용가능한 대안으로는, 같은 위상의 수직 및 수평입력으로 시험한 후 180

도 위상이 다른 입력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험중인 기기를 수평

면내에서 90도 회전시켜 반복시험한다.

일축시험입력운동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없다면, IEEE

Std 344-1971에 의해 이미 시험된 기기는 다축시험입력을 사용하여 재검증

되어야 한다.

7) 배관 및 다른 기계기기가 연결된 경우와 같이 기기와 관련계통 사이에 동적 

연계가 존재한다면 동적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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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정물설계는 실제 설치상태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체에 대해 관계

없는 어떤 동적 연계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9) 펌프나 밸브에 대해서, 부착된 배관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조합된 하중하의 작동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적용된 시험하중으로부터 발생

된 응력은 기기의 의도된 기능을 위한 정해진 사용응력한계를 포괄해야 한

다. 펌프나 밸브가 정상운전하중, 안전정지지진 및 기타 적용가능 동하중의 

조합을 받을 때, 밸브몸체 및 펌프케이싱의 응력은 해당 특정재료의 탄성한

계로 제한되어야 한다.

10) 펌프나 밸브 조립체의 동적 시험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 단부

하중이 가상사고하중과 같거나 크고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동적 증폭

효과가 고려되며,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이나 가해진 후에 기기가 운전모드 

상태에 있고, 하중의 정적 적용 타당성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질 때 조립

체의 정적 시험이 허용가능하다.

11) 진동장비로 현장에서 시험하는 방법이 유효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때, 복잡한 능동장치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

으로 지진 및 동적 진동운동을 재현하여 그 장치에 가하는 것은 허용가능

하다.

12) 기기의 원형을 근거로 형식, 하중수준, 크기 등에 따라 대표할 만한 수의 

기기만을 선택하여 시험하는 시험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13) 검증되어야 할 기기의 감쇠값의 선정은 RG 1.61과 KEPIC-END 2000에 따

라야 한다. 그 출처와 절차 등이 적절히 입증되고 문서화된 시험자료에 의

하여 정당화된다면, 이보다 큰 감쇠값을 사용할 수 있다.

14) 완전한 시험이 비현실적인 경우, 아래 목록에 올려진 특징들은 펌프와 밸

브의 시험 및 해석에 의한 작동성 보증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사

한 프로그램이 다른 종류의 기기에 대하여도 수립될 수 있다.

가) 밸브 및 펌프의 몸체 그리고 관련 배관 및 지지물과 같은 단순수동요소

들은 가상된 사고하중하에서 구조적 건전성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펌프모터, 밸브구동부 및 게이트(gate) 또는 디스크

조립체, 그리고 펌프나 밸브운전에 중요한 기타 전기, 기계, 공압 및 유

압 장치와 같은 복잡한 능동장치들은 작동성에 대하여 시험되어야 한다.

나) 다음의 해석들은 전형적인 문제, 기초적 실험실 시험, 또는 현장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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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면 허용가능하다.

(1) 펌프나 밸브의 진동입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해석

(2) 펌프나 밸브의 고유진동수와 동적 사건하의 거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해석

(3) 냉각재상실사고동안 밸브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와 압력차를 

결정하고 디스크의 설계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해석

(4) 축과 회전자 조립체에 가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및 진동의 조합된 

영향의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해 펌프의 회전

자에 가해지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 하중함수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

하는 해석

(5) 가상사고 결과로서 펌프축의 속도를 결정하고 또 그 속도를 설계임

계속도와 비교하기 위한 해석

(6) 밸브 및 펌프 압력을 유지하는 몸체의 벽두께에 대한 설계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해석

(7) 펌프축과 회전자조립체의 고유진동수가 가진진동수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고유진동수를 결정하기 위한 해석. 조립체의 최

소고유진동수가 가진진동수범위 밖에 있으면, 동적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그 축의 정적 처짐해석을 수행하는 것도 허용가능하다. 조립

체의 고유진동수가 가진진동수에 근접하면, 가진진동수로 인한 이 

조립체의 구조적 응답을 알기 위해 허용가능한 동적 해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검증을 위하여 해석에 의한 방법이 사용될 경우, RG 1.92에 따라 모드

별 및 방향별 응답이 조합되어야 한다.

나. 지지물 설계의 적합성

1) 모든 기계 및 전기기기 지지물은 구조적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석 또는 

시험되어야 한다.

2) 본 지침 II.1.가.3)에 언급된 방식으로 정해진 장착기기의 요구입력운동을 해

석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며, 지지구조물의 조합된 응력은 안전심사지침 3.9.3

절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지지물은 기기가 설치된 상태로 시험되거나 동등한 기기관성 질량효과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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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물에 대한 동적 연계를 재현한 모조품이 설치된 상태로 시험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가 지지물 시험에 있어서 비가동 모드로 설치되었으면, 기기설치 

위치에서의 시험시 응답은 본 지침 II.1.가.3)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측정되고 

특징지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기기는 별도로 작동성 시험이 수행되어

야 하며 이 시험에서 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입력운동은 지지물 시험으로부

터 측정된 응답의 진폭 및 진동수성분보다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4) 기기 지지물에 대한 시험이 수행될 경우 본 지침 II.1.가.3)부터 II.1.가.13)까

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내진 및 동적검증 절차의 적합성

전체 검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RG 1.100(개정 2) 및 KEPIC-END 2000에 따라 

수행된 내진 및 동적 검증시험은 IEEE Std 323-1974(RG 1.89에 의해 일부 예외

를 제외하고 승인된)의 6절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RG 1.97에 기술된 계측설비는 연관된 받침대를 포함하여 RG 1.97에 기술된 대로 

적절한 지진 및 동적 하중하에서 시험함으로써, 지진 및 사고 또는 그 어느 하나

의 발생 후에 이 계측설비로 발전소 변수 및 계통을 계속 감시할 수 있음을 보증

해야 한다.

3. 만일 신청자가 경험에 근거한 검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증대상 기계 및 전

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경험 데

이터베이스의 상세사항은 상기 1 및 2항의 하중조건하에서도 기기 작동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기기

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

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에 기기검증과 관련된 기록요건

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신청자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발전소내의 집중된 위치에 완벽하고 감사가능한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해야 한

다. 그러한 문서철에는 본지침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기기에 사용된 검증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기록들은 기기가 교체되거나, 추가적으로 시험되거나, 혹은 추가로 다르게 검증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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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켜 유지해야 한다.

기기검증 문서철에는 본 지침 I의 두 번째 문단에 정의된 모든 계통, 기기 및 기기 

지지구조물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기기목록에서는 어느 기기가 핵증기공급계통

으로 공급된 것이며 어느 기기가 보조설비계통으로 공급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기기검증 문서철에는 기기 각 부분(각 계통의 기계 및 전기적 부품 각각)에 

대한 검증을 요약하는 자료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철에는 다음의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급자, 모델번호, 각 건물내의 위치를 포함한 기기의 명시. 원자로 냉각재 압

력경계(RCPB)의 부품인 밸브에 대해서는 이 밸브가 RCPB 부품임을 명시하여

야 한다.

나. 크기, 무게, 현장설치상태를 포함한 물리적 특성 설명. 기기가 배관이나 바닥 

혹은 벽에 지지되었는지 여부의 명시

다. 계통내 기기기능에 대한 설명

라. 모든 설계사양서, 검증보고서 및 이들의 보관위치 명시. 능동밸브 조립체에 

대한 기능사양은 RG 1.148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마. 기기가 검증되어야 하는 요구하중 및 하중강도에 대한 설명

바. 시험에 의한 검증의 경우, 시험방법 및 절차, 중요 시험 매개변수, 그리고 시험

결과 요약의 명시

사. 해석에 의한 검증의 경우, 해석방법, 가정사항, 위험부위에서의 계산응력과 허

용응력 비교결과 및 변형의 명시

아. 경험에 의한 검증의 경우, 경험 유형과 경험 데이터베이스 출처의 명시

자. 기기의 고유진동수

차. 기기가 진동피로싸이클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 여부의 명시 및 그러한 하

중상태하에서 기기검증을 위해 사용된 방법과 기준의 설명

카. 기기가 검증요건을 만족하였는지 여부의 명시

타. 검사가능성 여부, 즉 기기가 이미 설치되었는지 확인

파. 검증에 고려된 다른 모든 하중을 함께 받는 기기에 대해 지정된 각각의 지진

및 동적 하중에 상응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혹은 요구시간이력)과 감쇠값 및 

모든 하중조합방법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는 비정상적 누출의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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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도록 반드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가 설계, 제작, 설치, 시험되어야 함을 요구한

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분인 밸브에 

대한 검증프로그램은, 검증되어야만 하는 하중의 조합이나 임의의 하중에 대해서도 

그 밸브가 누출을 일으키지 않거나, 누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

험 혹은 시험과 해석을 포함해야 한다.

6. 앞에서 설명한 검증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해서는 다음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1) 시험 및 해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기준, 방법, 절차 등 검증에 수반되는 핵

증기공급계통 및 A/E 실무 관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를 통해 본 지침 

II.1에서 II.5까지 설명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입증한다.

2) 만일 신청자가 검증을 위하여 지진경험 데이터나 시험경험 데이터를 사용하

고자 한다면, 상기 1항 및 2항의 하중조건하에서도 검증대상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하기 위한 이행 방법과 절

차를 포함하는 경험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설명.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기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

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

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전기기기에 대해 지진 및 경

험 데이터는 적절한 정당성 입증 없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기검증의 행정관리에 관한 정보, 특히 기기검증 문서철의 설명, 문서의 취

급, 내부승인 검토절차, 핵증기공급계통 및 A/E 공급자의 범위 명시, 그리

고 핵증기공급계통, A/E, 기기공급자 및 시험수행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절차

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

어야 한다.

1) 본 지침 I의 두 번째 문단에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통의 목록

2) 현장의 임피던스시험과 같은 임의의 발전소내 시험결과 및 기기품목의 검증

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가동시험계획

다. 내진검증보고서

1) 본 지침 I의 두 번째 문단에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통의 목록

2) 본 지침 I의 두 번째 문단에 따라 요구된, 각 계통에 관련된 기기 및 지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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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 모든 기타기기 목록

3) 목록의 기기의 각 부분(각 부품)에 대한 요약데이터시트

4) 건설허가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진검증대상 기기에 대하여 상기 6.가.2)

에 기술한 것과 유사한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한 기술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상세

한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3.10-1 ‘내진검증보고서 검토지침’에 따른다.

1. 건설허가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계 및 전기기기의 검증을 위해 예비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본 지침 II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시험 및 해석적 절차의 합리적인 사용은 특별한 관심분야

이다. 신뢰할 만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에 너무 복잡한 기기는 해석절차와 그에 

상응하는 설계가 충분히 보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응답

에 모든 중요한 모드가 해석에서 고려되거나 시험에서 가진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

하여 시험 및 해석에 의한 두 방법을 다 검토해야 한다. 모든 방향에서 응답스펙

트럼이나 시간이력에 의하여 요구입력을 포괄하도록 입력운동이 적절히 고려되었

는가를 확인하며, 기기지지물의 적절성 또한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검증을 위하

여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토자는 검증대상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

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포함한 상세한 경험 데이

터베이스를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

는 그 기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

해야 한다.

2. 운영허가단계에서, 검토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신청자가 기술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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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토한다. 추가로 시험 및 해석결과를 포함하는 검증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

행문서로서 내진검증보고서를 검토해도 좋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따라 제시된 계통목록과 신청자의 계통목록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신청

자가 검증을 위하여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토자는 건설허가단계에

서 포함되지 않은 검증대상 기계 및 전기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

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포함한 상세한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기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

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기기가 본 지침 II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기기검증 

집중문서철을 감사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현장방문에 앞서 6주전에 

내진검증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해도 좋다. 만약 검토자가 과거승인때 신청자의 검

증문서철을 검토했다면, 신청자에게 내진검증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기기검증 집중문서철만을 감사해도 좋다.

내진검증보고서의 검토와 신청자의 기기검증 집중문서철에 대한 감사는 다음 사

항을 포함한다.

가. 검토자는 각 계통에 대하여 요약데이터시트가 계통의 모든 기기에 대해 정리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별된 기기에 대하여는 자료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 검토자는 참조된 검증문서와 시험보고서가 가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문

서철을 감사하고, 선별된 기기에 대한 이 문서들이 기기의 검증을 뒷받침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선별된 문서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한다. 현장조사후 추

가검토를 위해 선별된 문서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해도 좋다.

다. 선별된 기기에 대하여, 검토자는 조합된 요구응답스펙트럼과 조합된 동적 응답

을 검토하고, 기기의 형상과 설치방법을 조사하며, 그 다음에 기기가 시험이나 

경험자료에 의해 검증된 경우에는 요구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지, 해석에 의

해 검증된 경우에는 허용가능한 해석기준을 따르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라. 검토의 완전성을 위해 설계(기능)사양서의 표본을 검토한다. 펌프, 밸브, 그리고 

동적 구속장치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절차에서 논의된 내용

처럼, 검토자는 검토를 위해 선정된 기능사양서의 평가를 위해서 본 지침 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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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I.2에 언급된 허용기준 이외에 다음 문서의 정보를 이용한다.

1) RG 1.148

2) ANSI/ASME N278.1-1975 (R-1992) (보충 및 수정된 상태에서 RG 1.148에 의

해 인증).

3) ANSI/ASME N551.1(이 표준은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지는 못했으나 지침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4) ASME QME-1-2007(이 표준은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지는 못했으나 지침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계통 매개변수가 적절하게 지정되고 하중이 적절히 정의되었다는 확신을 검토

자가 갖도록 신청자의 검증프로그램이 이 부분(매개변수 지정 및 하중 정의 분

야)에 대해 완전한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입증하도록 계통내 주요 

기기를 선별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마. 시험절차는 본 지침 II.1 및 II.2에 설명된 기준에 의해 검토한다. 펌프나 밸브

에 대한 신청자의 검증프로그램 평가시, 비록 다음 문서들이 규제기관의 인증

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거기에 포함된 정보도 지침의 목적으로 검토에 이용한

다.

1) ANSI B.16.41

2) ANSI N41.6

3) ANSI/ASME N551.2

4) ANSI N45 N551.4

5) ASME QME-1-2007

환기 및 배기밸브와 수직형 펌프(deep draft pumps)에 대한 작동성보증프로그

램을 평가하기 위해 상기문서이외에 참고문헌 24, 25가 검토에 이용된다.

바. 작동성 입증을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시험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해석절차

는 신청자의 프로그램에 제시된 정보와 본 지침 II.1 또는 II.2에 기술된 허용기

준의 비교에 의해 검토한다. 펌프, 밸브 및 동적 구속장치에 대해, 해석에 의한 

작동성 입증에 관한 추가기준이 본 지침 III.2.마.항에 인용된 참고문헌에 제시되

어 있으며 검토절차를 보충하기 위해 이 추가기준을 이용한다.

3. 상기 1, 2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운전기준지진이 안전정지지진의 

1/3 이하로 설정된 경우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진하중을 고려하면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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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한다.

가. 5회의 1/2 안전정지지진 사건과 이에 뒤따르는 1회의 안전정지지진 사건에 대

해 기기의 내진검증을 수행한다.

나. KEPIC-END 2000의 부록 D에 따라 안전정지지진 부분지진싸이클을 사용할 경

우, 5회의 1/2 안전정지지진 사건과 이에 뒤따르는 1회의 안전정지지진 사건에 

상당하는 안전정지지진 부분지진싸이클을 적용하여 내진검증을 수행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기기검증프로그램은 허용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장 제4절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사항에 근거한다.

기계, 계측 및 전기기기에 대해 이행될 검증프로그램은 KEPIC-END 2000의 요건 및 

권고사항과 RG 1.61, 1.89, 1.92, 1.100 과 1.148의 규제입장을 만족시키며, 안전정지지진,

가상사고, 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해 가해진 하중을 포함한, 모든 부과된 설계 및 가동 중 

하중하에서 이런 기기가 적절하게 기능함을 적절하게 보장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

해 기기의 검증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

조, 제21조 및 제2장 제4절의 적용가능요건을 만족시키는 허용가능근거가 구성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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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7. KEPIC-END, “검증”

8. Regulatory Guide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89,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10. Regulatory Guide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11. Regulatory Guide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and Environs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12. Regulatory Guide 1.97,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13. Regulatory Guide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14. Regulatory Guide 1.148, "Functional Specification for Active Valve Assemblies in

Systems Important to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15. IEEE Std 344-1971, "Guid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6. IEEE Std 344-1987, "IEEE Recommended Practices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7. IEEE Std. 323-1974, "IEEE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8. ASME QME-1-2007, "Qualification of Active Mechanical Equipment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19. ANSI/ASME N278.1-1975 (Redesignated and Reaffirmed 1992), "Self- Operated



제3.10절 개정 6 - 2018. 12- 17 -

and Power-Operated Safety-Related Valves Functional Specification Standard."

20. ANSI/ASME N551.1, "Standard for Qualification of ASME Code Class 2 & 3

Pump Assemblies for Safety System Service, General Requirements"

21. ANSI B.16.41,"Funct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Power Operated Active

Valve Assemblies for Nuclear Power Plants"

22. ANSI N41.6-1972, "Funct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Actuators for

Power Operated Valve Assemblies for Nuclear Power Plants"

23. ANSI/ASME N551.2, "Functional for Qualification of ASME Code Class 2 & 3

Pumps for Safety Systems Service"

24. ANSI N45 N551.4, "Functional Qualification of Motor Drives for Safety Related

Code Class 2 and 3 Pumps for Nuclear Power Plants"

25. Enclosure to September 27, 1979, Letter from D. G. Eisenhut, Acting Director,

Division of Operating Reactors, NRR, US NRC, to all Licensees of Operating

Reactors, entitled, "Guidelines for Demonstration of Operability of Purge and

Vent Valves."

26. Enclosure to June 22, 1981, Memorandum from R. Bollmer, Director, Division of

Engineering, NRR, USNRC, to D. Eisenhut, Director, Division of Licensing,

NRR, USNRC, entitled "Guidelines for Demonstration of Operability of Deep

Draft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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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1절  기계 및 전기기기의 환경검증 

검토주관 : 전력계통/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3.11절에 기술된 정보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항목

의 기기(기계, 전기, 계측제어 및 디지털 계측제어 포함)가 모든 정상 환경조건, 예상운

전과도(AOO), 사고 및 사고 후 환경조건에서 설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

을 내리는데 충분해야 한다. “정상 환경조건, 예상운전과도, 사고 및 사고 후 환경조

건”은 발전소 정상 운전모드,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참조], 설계기준사건 이후 및 격납건물 시험으로 인한 모

든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본 검토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정비, 시험, 냉각

재상실사고를 포함한 가상사고”와 관련한 환경조건의 영향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제70조 “설계관리“, 제78조 “시험관리

“와 제84조 “품질보증기록“의 요건을 포함한 다른 관련 규제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다. 이 검토는 또한 가혹한(harsh)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환경검증

에 관한 상세요건인 10CFR 50.49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기기검

증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추가로, 10CFR 50.67에 따른 대체 방사선원

(source term)을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는 10CFR 50.49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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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혹한 환경에 있는 기계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금속 부품 및 기기가 가상된 

설계기준 환경조건에 적합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 설계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온화한 환경에 있는 전기 및 기계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관련 환경조건을 

기기명세서 등 설계공정에 적절히 반영함을 입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설계기준을 만족한 것으

로 평가한다.

(1) 전기 및 기계기기의 동적 및 내진 검증, (2) 자연현상 및 외부사건에 대한 전기 

및 기계기기의 보호, (3) 기계기기의 기능 검증, (4)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수소 연소에 

의한 기기 생존성, 그리고 (5) 온화한 환경에 있는 계측 및 제어기기의 검증을 위한 관

련요건에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검토내용은 다른 안전심사지침 절에서 기술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아래에 언급된 계통들과 관련한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를 검토하고 그것들

이 II절의 허용기준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는가를 결정한다. 이 절에서 

취급하는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는 아래와 같다.

가. 원자로 비상정지, 격납건물 격리, 노심 냉각, 격납건물 및 원자로 열제거에 필

수적인 계통 또는 환경으로의 심각한 방사성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해 필수적

인 기타 계통의 기기

나. 상기 가.항의 기능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기기

다. 상기 가.항의 기능을 운전원이 수동으로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라. 고장이 나면 상기 가.항의 안전기능들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

하지 못하게 하는 기기

마. 10CFR 50.49(b)(1)과 (2)에 규정된 안전에 중요한 기타 전기기기

바. 10CFR 50.49(b)(3)과 Regulatory Guide(이하 "RG") 1.97에 규정된 사고 후 감시

기기(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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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분석보고서 3.11절의 검토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기기의 요구되는 환경

설계와 검증이 적절하게 입증될 것인지 또는 입증되었는가를 결정한다. 환경검증

은 공통원인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 계측 및 제어 기기가 설계기준사고

(DBA)에 의한 심각한 환경스트레스(즉,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환경설계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모든 기기에 적용

한다.(즉, 온화한 및 가혹한 환경 모두)

3.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환경설계 및 환경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개념적인 설계사항을 검토한다.

가. 상기 I.절, 항목 1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계통을 확인

나. 상기 가.항에서 확인된 기기들에 대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사고 및 사고 

후의 환경에 관한 정의와 환경 설계기준을 확인

다.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기에 대해 수행하였거나 혹은 수행할 검증시험 

및 해석내용에 대한 문서요건

라. 환경 설계 및 검증의 적합성 입증

4.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신청자의 환경검증계획 및 이행결과를 검토한다.

나. 이 절에서 언급하는 모든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에 대한 환경 설계와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파일의 자료검토를 포함한 사업자의 기록물을 감사

한다. 검토자는 (1) 건설허가 단계에서 설정된 기준의 적절한 이행과 (2) 이 절

에서 언급된 모든 전기, 기계, 계측 및 제어 기기에 대한 적절한 환경 설계 및 

검증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되는 다른 안전심사지침 관련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1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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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원자로격리냉각계통, 잔열제거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

과 사고해석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4.6, 5.4.7, 6.3절과 15장 검토주관부

서가 각각 수행한다.

3. 온화한 환경에 있는 디지털 계측 및 제어기기의 기능 설계 및 검증과 10CFR

50.49(b)(3)에서 규정한 사고 후 감시기기(PAM)를 포함한 계측 및 제어기기의 설

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온화한 환경에 있는 디지털 계측 및 제어기기에 대한 검증지침은 RG 1.209

에서 기술한다.

4. 전력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장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5. 격납건물살수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2

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안전관련 기기가 있는 지역의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환기계통

의 설계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4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제78조 “시험관리“와 

제84조(품질보증기록)의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의 품질보증프로그

램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설계기준사고 관련 설계기준 방사선학적 영향해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5.0.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예상과도사건 뿐만 아니라 사고 및 사고 후 환경검증에 대한 화학적 상태의 적합

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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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의 기능 설계와 검증은 안전심사지침 3장의 여러 절

에서 기술한다. 예를 들면;

가. 안전심사지침 3.9.5절은 음향공명과 수력하중(hydrodynamic force)에 의한 압력 

변동과 진동으로 인해 기계와 전기기기에 미치는 유량의 악영향 가능성 평가

내용을 포함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3.9.6절은 원자력발전소의 펌프, 밸브 및 방진기(dynamic

restraints)의 기능 설계와 검증내용을 포함한다. 이 검토는 능동형 기계 및 전

기 기기에 미치는 열악한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전동기

는 주변온도보다 높은 온도상태에서 토크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것은 전동기

와 연결된 각 펌프 또는 밸브의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자연현상과 외부사건에 대한 기계 및 전기기기의 보호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전

심사지침 3장(예, 3.3.1, 3.3.2, 3.4.1, 3.5.1.1, 3.5.1.4, 3.5.1.5와 3.5.2)의 관련 절에

서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10절은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 및 동적인 검증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1. 10CFR 50.44(c)에서 규정한 것처럼 100% 연료피복 금속-물 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수소 유출 환경에 노출되거나 또는 노출된 이후 기기의 기능수행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2.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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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9. 10CFR 50.4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

10. 10CFR 50.67, “사고 방사선원”

환경설계 및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기기는 

그 기능이 요구되는 시간동안 모든 예상운전과도와 정상, 사고 및 사고 후 환경에서 

기기의 설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2) 가혹한 

환경에 있는 기기의 환경검증은 적절한 시험과 해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품질보증계획은 모든 요건들이 만족스럽게 

달성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은 위의 3가지 모든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허용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해 상기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

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규제기관에서는 RG를 통해 참조 기술표준을 승인해 왔다면 그 기술표준은 RG에 

기술된 것과 같이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타당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RG에서 

참조 기술표준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신청자는 참조 기술표준이 현재의 규제관행과 적

절히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술표준의 정보를 고려 및 사용할 수 있다.

1. NUREG-0588, “안전관련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대한 잠정적인 규제입장,” 개정1,

1981년 7월 판은 10CFR50.49에 따른 환경검증계획에 적합함을 평가하기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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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 발전소에 적용가능한 규제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 발전소의 경우 RG

1.89는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관한 규정 

10CFR50.49의 요건과 기준 이행을 위한 원칙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RG 1.89에 관련 지침이 없다면 NUREG-0588의 범주 1 지침을 사용할 수 있다.

NUREG-0588은 두 종류의 검증기준, 즉 범주 1과 범주 2가 있다. 범주 1은 IEEE

Std 323-1974,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1E 기기 검증에 관한 기술표준”을 인용한

다. 범주 1은 건설허가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날짜가 1974년 7월 1일 이후인 발전

소에 적용한다. 범주 2는 IEEE Std 323-1971을 인용하며 신규 발전소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2. KEPIC-END-1100/IEEE-323은 환경검증 과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다음의 설명은 KEPIC-END-1100/IEEE-323의 기준과 관련한 것이다. KEPIC-END-1100

/IEEE-323은 기기의 설치형태를 포함한 사용 환경을 검증과정의 일부로 고려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전기기기를 침수위(flooding level)보

다 높은 곳에 설치하나, 물과 습기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침수 가능성을 환경검증의 일부로서 고려해야 한다. 운전경험에 따르면(예, NRC

IN 89-63) 침수위보다 높은 곳에 있으나 물과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전기 외함의 

경우 만약 함 내부에 배수구멍이 없으면 함 내부의 전기기기가 침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검토자는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침수되

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 함의 배수구멍)를 설계에서 반영하였는지 또는 영향을 

받는 기기가 예상된 침수조건에서 검증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RG 1.40, “가압경수로형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연속책무 전동기의 검증시

험”은 KEPIC-END-3300/IEEE-334,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연속책무 등급 1

전동기의 형식시험에 관한 지침"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등급 1E 전동기

의 환경 설계 및 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며, 연속

책무 안전등급 1E 전동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4. RG 1.63, “원전 격납건물의 전기관통부(EPA)”는 KEPIC-ENB-6430/IEEE 317, "원전 

격납건물의 전기관통부(EPA)에 관한 기술표준“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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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부 집합체에 대한 환경 설계 및 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

을 제공하며, 전기관통부 집합체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

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5. RG 1.73,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모터구동밸브 작동기의 검증시험”은 

KEPIC-END-3700/IEEE-382, "원전 안전등급 1E 모터구동밸브 작동기의 형식시험에 

관한 지침“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등급 1E 모터구동밸브 작동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며, 안전등급 1E

모터구동밸브 작동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6. RG 1.89, “원전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은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

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관한 10CFR 50.49의 요건과 기준을 이행하기 위

한 지침을 제공한다. RG 1.89는 KEPIC-END-1100/IEEE-323의 기준을 규제의 관점

에서 적합한 것으로 승인하였고 가혹한 환경에 있는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에 관한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보완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7. RG 1.97, "사고 및 사고 후 발전소 환경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가압경수로형 원전

의 계측설비"는 상기 I절 1항의  가목으로부터 마목까지의 계측 및 제어기기와 바

목의 사고 후 감시기기(PAM)의 환경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

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RG 1.89의 지침에서 보완한 대로 계측 및 제어기

기의 환경검증을 평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8. RG 1.131,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케이블 및 전선이음에 대한 검증시험”은 

KEPIC-END-3810/IEEE-383, "원전 케이블 및 전선이음의 검증시험에 관한 기술표

준"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전선이음의 환경검증과 관

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며,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전선이

음의 환경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

야 한다.

9. RG 1.156, “원전의 전기접속장치에 대한 환경검증”은 KEPIC-END-3830/IEEE-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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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등급 1E 접속장치의 검증에 관한 기술표준"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등급 1E 접속장치의 환경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

공하며, 안전등급 1E 접속장치의 환경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10. RG 1.158, "원전 안전관련 납축전지의 검증"은 KEPIC-END-3500/IEEE-535, "원전 

안전등급 1E 납축전지의 검증에 관한 기술표준"을 승인하였다. 이 문서들은 안전

등급 1E 납축전지의 환경검증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

며, 안전등급 1E 납축전지의 환경검증을 평가할 때 NUREG-0588과 RG 1.89를 적

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11. RG 1.180,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계통의 전자기파 및 라디오주파수(RF) 장해 평가

에 관한 지침"은 계측 및 제어기기의 사용 동안 전자기파 적합성(EMC)과 관련하

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RG 1.89의 지침에서 

보완한 대로 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평가하는데 사용

해야 한다. 주변 환경이 검증받은 기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면 새로운 디지털

계통과 새로운 개량형 아날로그계통은 전자기파 장해/라디오주파수 장해(EMI/

RFI)와 전력서지에 대한 감수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계측 및 제어기기의 기능

은 안전심사지침 7장에서 검토한다.

12. RG 1.183, "원전의 설계기준사고 평가를 위한 대체 방사선원"은 가상사고 기간 동

안 기기에 대한 방사선 선량 및 선량율 결정과 관련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RG 1.89의 지침에서 보완한 대로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에 사용되는 사고 방사선원을 평가하는데 사용해야 한

다.

10 CFR 50.67 “사고 시 방사선원”은 사업자가 1997년 1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받

은 발전소에 대하여 설계기준 방사선 해석에 사용한 사고 시 방사선원을 필요시 

개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신청자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방사선원을 개정할 경우는 

그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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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기계 기기의 검증을 위한 방사선환경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선량 및 선량율은 NUREG-0588에서 언급하였고, NUREG-0737, “TMI 후소조치”의 

II.B.2절과 NUREG-0718, “건설허가 및 제작허가 신청서에 대한 인허가요건” 혹은 

NUREG-1465,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사고 방사선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규제의 

관점에서 승인한 방사선원 및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

방사선환경은 기기가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또는 그 후까지 기기의 설치수명 

동안에 정상적으로 조사되는 방사선환경에 의한 영향과 가장 심각한 설계기준사건

에 의한 영향을 합한 종합적인 영향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베타선 영향을 또한 검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재순환 유체에 의한 방사선 조사 영향은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된 기기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나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전자부품을 이용한 전자기기의 온화한 방사선환경

에 대한 정의는 다른 기기와는 다르다. NUREG-1503, “ABWR 최종안전성평가보고

서 3장, 구조물, 계통, 기기의 설계"와 NUREG-1793, “AP1000 최종안전성분석보고

서 3장, ”구조물, 계통, 기기의 설계”에서 논의된 것처럼, 온화한 환경에 있는 전자

기기의 방사선환경에 대한 규제입장은 총집적선량(TID)이 10 Gy (103 rad)보다 적

으며, 온화한 환경에 있는 다른 기기의 방사선환경은 100 Gy (104 rad)보다 적은 

것으로 규정한다.

방사선 가혹환경(즉, 방사선이 유일한 가혹 환경조건인 위치)에 있는 전기기기의 

환경검증은 10CFR 50.49(f)(4)에 따라 형식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있을 때 비금속 부품 및 재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시험정보(즉, 부분시험데

이터)를 조합한 시험데이터(동종의 재료)와 적절한 여유도 및 열화영향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달성할 수 있다.

13. 화학물 노출에 의한 영향이 환경검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검증에 사용하는 

화학물의 농도는 가장 제한적인 발전소 운전모드(예, 격납건물 살수, 비상노심냉각

계통 작동 혹은 재순환 단계)로 인한 것과 같은 농도 또는 그보다 심각한 농도이

어야 한다. 만약 화학물 살수 혼합성분이 기기의 오동작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살수계통의 단일고장에 의한 가장 심각한 화학적 환경을 가정해야 한다.



제3.11절                                                        개정 4 - 2014. 12- 11 -

단지 탈염수가 살수에 사용된다면 탈염수의 살수 영향을 환경검증에 포함시켜야 

한다.

14. 기계기기는 냉각재상실사고(LOCA)를 포함한 가상사고 환경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해야 한다. 안전관련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재질, 부품 및 기기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그러한 재질, 부품 및 기기의 설계가 적절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

한 기기 이력을 관리해야 하고, 이러한 이력문서가 각 기기에 대한 환경 설계 및 

검증의 일부로써 시험 결과와 재질 해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기기에 대하여, 검토자는 환경영향에 민감한 재료(예, 밀봉, 가스킷, 윤활유, 유

압 유체와 다이어프램)에 대해 집중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1)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관련 기계기기와 필요한 운전시간을 명시하고, (2) 그러한 기기의 

비금속 부품을 명시하고, (3) 이 기기가 검증되어야 할 환경조건과 공정변수들을 

명시하고, (4) 비금속 재질의 능력을 명시하고, 그리고 (5) 환경영향을 평가했는지를 

확인한다.

15. 온화한 환경에 있는 전기 및 기계기기에 대하여는 기기의 설계 및 구매명세서로써 

환경설계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명세서는 정상 환경조건 및 예상과도

운전 동안 특정한 환경지역에 대한 기능요건을 기술해야 한다.

우수한 예방정비프로그램과 함께 잘 지원된 정비 및 주기점검프로그램이 구비되면 

설계․구매명세서를 만족한 기기는 설계수명 동안 충분히 검증될 것으로 본다.

10CFR 50.65, "원전 정비효과성에 관한 감시요건"과 관련 RG 1.160의 지침을 만족

하면, 예상치 못한 운전과도나 사용조건으로 인한 열, 방사선 또는 주기적인 열화

로 검증 설계수명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 핵연료 교체기간마다 설계 중

에 수립한 환경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신하는데 충

분할 것으로 본다. 기기 교체프로그램의 수정 및/또는 기기 교체는 정비 및 점검 

데이터 검토를 근거로 해야 한다.

16. 안전관련 보호계전기는 (1) 안전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감지 및 명령신호(sense and

command)를 발생하는 계전기로서 공학적안전설비(ESF) 전력모선에서 소외전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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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을 감지하여 비상전원(예, EDG) 또는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를 기동시키

는 저전압(예, degraded voltage 및 loss of voltage 포함) 계전기와 원자로냉각재

펌프(RCP) 전력모선에서의 저전압 또는 저주파수 조건을 감지하여 원자로를 정지

하는 계전기 등을 포함한다. (2) 안전기능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정상운전 중에

는 보호대상 전기기기의 가용도와 신뢰성을 높이며 안전계통이 동작해야 할 임무기

간(mission time) 동안에는 자체 오동작 방지를 위해 우회(bypass) 또는 차단되어

야 하는 보호계전기가 있다. 예를 들면, 비상디젤발전기의 보호계전기는 정상 시

에는 전기적 이상상태로부터 발전기를 보호하지만, 설계기준사고(DBA) 동안에는 

엔진 과속도와 발전기 차동전류를 제외한 모든 보호기능을 자동으로 우회하고 제

어실에 경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동기구동밸브(MOV)의 열동과부하(TOL) 보

호계전기는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우회되고 본래의 기능이 차단되도록 

설계한다. (3)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안전관련 전기회로의 고장전류를 감지 및 차단

하는 일차와 후비 보호계전기는 안전등급(Class 1E)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4)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안전계통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보호계전기는 안전

관련 기기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은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보호계전기의 환경검증은 10CFR50.49, RG 1.89, KEPIC-END-1100/IEEE-323

의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내진검증은 RG 1.100, KEPIC-END-2000/IEEE-344

의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보호계전기 검증에 관한 상세한 기술기준은 

KEPIC-END-3400/IEEE-C37.105를 참조한다. 또한 보호계전기의 전자기파 검증은 

RG 1.180의 규제지침에 따르며 전력서지 내력시험은 KEPIC-EEF-2000/IEEE-C37.90.1

의 기술기준을 참조하여 시험한다. 보호계전기설비에 대한 정전기방전(ESD) 내성

시험은 IEEE Std. C37.90.3 또는 IEC Std. 60255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

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한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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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환경 설계 및 검증요건에 만족함을 문서화하여 감사 가능한 형태의 

기록물을 확보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

하면 기기가 충분히 높은 신뢰성을 갖고서 모든 예상운전 조건에서 설계 안전기능

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며 적절한 기록이 문서화되어 보관될 것으로 확신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해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

전에 중요한 기기의 설계기준이 발전소의 정상 및 사고 운전조건과 함께 발전소 

부지에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의 영향과 안전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 절의 적용

범위에 있는 기기는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조건 및 스트레스를 검증조건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

건을 만족하면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한 정상 및 사고조건의 영향들이 환경 설계 

및 검증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절히 고려된 것으로 확신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설계기준사고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기는 시설물의 고장과 원전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비산

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과 방출 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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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정상운전․보수 및 시험․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설계기준사고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면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 및 검증되고, 기기

가 정상운전․보수 및 시험․예상운전과도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설계기준사고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는 보호계통이 가

상된 악조건(예, 높고 낮은 온도, 압력, 물 또는 방사선)의 환경에서 고장이 나면 

안전한 상태로 진입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는 보호계통의 환

경 설계 및 검증이 가상된 악조건을 받아 고장이 나면 안전한 상태로 진입하도록 

해야 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요건에 따라 이 절의 적

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기기의 고장모드를 고려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을 만족하

면 보호계통 기기의 고장모드가 환경 설계 및 검증절차에 고려된 것으로 확신한

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을 시방서․도
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설계검토․계산 또는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설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험계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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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인증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는 특정한 설계 적합성

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계획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계획은 시제품을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수행하는 적합한 검증시

험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검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

는 시험계획 요건에 따라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설계관리“의 요건을 만족하면 환

경검증절차에 시제품을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수행하는 적절한 검증시험을 포함할 

것으로 확신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는 사업자가 구조물․계
통 및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이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는 기기가 사용 조건에

서 만족스럽게 기능을 수행하는지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사항을 명시하고 

설계문서에 포함된 요건과 허용기준을 반영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관리계획 개발 요건을 포함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

다. 환경설계 및 검증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 절

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시험관리계획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시험관리“의 요건을 만족하면 기

기가 사용 조건에서 만족스럽게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

험사항을 명시하고 설계문서에 포함된 요건과 허용기준을 반영한 시험절차서에 따

라 시험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설계 및 검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기기에 

대한 시험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확신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는 사업자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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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할 기록요건을 포함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활동은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

무이므로, 환경설계 및 검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확인이 가능하고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의 요건을 만족하면 

환경설계 및 검증시험을 포함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들에 대한 증거를 확

보하기 위해 확인이 가능하고 회수가 가능한 기록물이 보관될 것으로 확신한다.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은 주기적 안전

성평가에 있어서 기기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이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 

설계 및 검증요건에 따라 이 절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기는 상기 가목으로부터 바

목까지의 기기의 검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을 만족하면 주

기적 안전성평가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차기 10년 동안의 환

경조건에도 견디고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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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CFR50.4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은 사업자가 여기에 

기술된 것처럼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CFR50.49는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의 환경검

증에 관한 법규를 제시하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규에서 기술한 환경검

증절차는 기기가 모든 예상운전조건 중에, 심지어 검증수명 동안의 사용 조건에 노

출되어 열화된 후에도 적절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0CFR 50.49의 요건을 만족하면 가혹한 환경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가 환경에 검증되어 그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10. 10CFR 50.67, "사고 방사선원"은 1997년 1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는 설계기준 방사선학적 해석에 사용된 사고 방사선원을 개정하기 위해 인허가변

경을 신청해야 하고 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이전에 분석된 설계기준사고 분

석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0CFR 50.67은 사업자에게 설계기준 방사선학적 해석에 사용된 사고 방사선원에 

관하여 한 가지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규

는 설계기준사건에 관한 방사선학적 환경이 검증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검

증에 적용한다. 기기가 동작해야 할 사고 환경조건과 기기가 검증되어야 하는 기

간은 가상된 설계기준사건에 사용되는 사고 방사선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다.

10CFR 50.67의 요건을 만족하면 사고 방사선원에 대한 개정은 그러한 변경에 따

른 분석결과와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환경검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할 것으로 확

신한다.

Ⅲ.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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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상기 I절에 열거한 각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 검토절차는 상

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

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

해야 한다.

1.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을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기술한 계획을 검토한다. 이 계획

은  상기 II절에 열거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자에게 특히 중요한 사

항은 시험 및 해석절차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기기가 시험할 수 있는 

크기이거나 부분적인 형식시험 자료가 해석상의 가정 및 결론을 도출하는데 적합

하지 않다면 기기를 시험해야 한다. 환경설계 및 검증계획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

도, 사고 및 사고 후 환경조건, 필요한 운전시간, 화학적인 특성, 침수, 경년열화,

여유도 및 시험결과에 대한 허용기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기술한 계획

을 다시 검토하며, 그 외에도 시험 및 해석결과를 포함한 환경설계 및 검증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문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나열한 계통과 계통 

각각에 관련한 기기목록이 상기 I절 1항에 기술한 계통 및 기기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감사가 가능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완벽한 

형태의 문서, 즉 모든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에 대하여 여기서 언급한 요건

에 적합함을 상세하게 기록한 환경설계 및 검증방법에 관한 문서들이 잘 보관되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나중에 이러한 문서들이 기기의 교체, 시험 또는 다르게 

검증될 때 개정 및 유지될 것인지를 또한 확인한다.

기기가 상기 Ⅱ절의 요건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환경

설계 및 검증서류와 기록을 감사하고 발전소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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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선정된 기기에 대한 시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며, 기기의 배치 및 설치

를 조사하고, 참조된 시험 혹은 해석이 설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검토

자는 모든 기기의 부품평가작업서(CES)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장답사 

후 검토자는 추가 검토를 위해 선정된 문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만약 검토자가 이전의 신청서에서 신청자의 환경설계 및 검증파일과 기록을 

검토하였다면 신청자에게 모든 검증요약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대

신 환경설계 및 검증파일과 기록을 감사할 수는 있다.

3. 검토자는 환경검증계획이 완벽하게 기술되고 이행 일정이 명시되었음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계획 및 이행 일정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장의 표(제13장 발전소 

운영)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 계획의 이행은 인허가조건이므로 추후 검사

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와 그 검토 및 계산 결과가 안전성

평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

는 또한 이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의 환경 설계 및 검증이 적

합하고;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사고조건 등과 같은 환경조건의 영향에 견디며 소

정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관련 요건, 즉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제70

조 “설계관리“, 제78조 “시험관리“, 제84조 “품질보증기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10CFR 50.4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 그리고 10CFR 50.67, “사고 방사선원”을 만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 같은 결론은 사업자가 안전에 중요한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가 예상운전

과도 뿐만 아니라 정상운전, 사고 및 사고 후 조건에서도 소정의 안전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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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을 보증하는 환경설계 및 검증계획을 이행하였을 때 가능하다. 사업자의 환

경설계 및 검증계획은 상기 Ⅱ절에 명시된 법규, RG 및 산업기술표준의 요건 및 지

침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3

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6조 “원

자로보호계통“, 제70조 “설계관리“, 제78조 “시험관리“, 제84조 “품질보증기록“, 원자

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10CFR 50.49,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검증,” 그리고 10CFR 50.67, “사고 방사선원”의 

관련 요건에 따른 환경검증계획과 그 이행을 기술하였다. 이행 일정은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관련 장의 표에(13장) 포함되었고 인허가조건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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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2절 KEPIC 코드 등급 1,2,3 배관 및 배관 지지물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범위  

본 안전심사지침의 검토범위는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배관계통

의 설계와 해석에 관한 평가결과이다. 배관계통의 설계에는 내진범주 Ⅰ, Ⅱ급 및 비안

전 계통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관 및 배관 지지물의 설계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배관 해석방법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진범주 Ⅰ, Ⅱ급 및 비안전 계통에 대한 배관 해

석법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제시된 내진해석 검토범위를 고려하여 

배관 해석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진해석 및 관련기준보다 배관설계와 배관 지지물에 관련된 많은 기술적 현안

(Issue)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여 검증된 산업계 관례(practice)와 공학적 고

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적 응력 해석법

2) 모드 응답스펙트럼법

3) 응답스펙트럼법 -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법(Independent Support Mo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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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이력법

5) 비탄성 해석법

6) 소구경 배관법 (Small Bore Piping Method)

7) 비내진/내진 연계(Nonseismic/Seismic Interaction) (II/I)

8) 범주 Ⅰ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Category Ⅰ Buried Piping, Conduits,

and Tunnels)

나. 배관 모델링 기법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배관 및 배관 지지물의 모델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를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제시된 모델링에 대한 검토범위를 고려하

여 배관 모델링 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코드 등급 1,2,3 및 비코드(Non-Code) 품목으로 지정된 내진범주 Ⅰ급 배관의 

해석에 사용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내용과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코드

2) 동적 배관 모델

3) 배관 검증 프로그램

4) 비연성 기준(Decoupling Criteria)

다. 배관 응력해석 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배관 응력해석 기준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1, 3.9.2, 3.9.3절에 제시된 배관 응력해석 기준에 대한 검토범위를 지침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진 입력자료

2) 설계 과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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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중 및 하중조합

4) 감쇠값

5) 모드 응답조합

6) 고주파수 모드(High-Frequency Modes)

7) KEPIC 코드 등급 1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8) KEPIC 코드 등급 2,3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9) 냉각재 배관계통과 연결된 배관의 열진동(Thermal Oscillation)

10) 열성층

11) 안전방출밸브 설계, 설치, 시험

12) 기능수행 능력(Functional Capability)

13) 관성 및 지진앵커운동(SAM) 효과의 조합

14) 설계하중으로서의 운전기준지진(OBE)

15) 용접부착물

16) 복합구조물(Composite Structure)에 대한 모드 감쇠

17) 열해석에 대한 온도

18)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ISLOCA)

19) 피로설계곡선에 대한 환경영향

라. 배관 지지물 설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배관 지지물 설계법, 절차 및 기준을 검토한다. 안

전심사지침 3.9.3절에 제시된 배관 지지물 설계에 대한 검토범위를 지침으로 사

용한다.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적용가능한 코드

2) 관할 경계(Jurisdictional Boundary)

3) 하중 및 하중조합

4) 배관 지지물 기초판 및 앵커볼트 설계

5) 에너지 흡수체 및 제한장치(Limit Stop) 사용

6) 방진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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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관 지지물 강성

8) 지진 자중 여기(Seismic Self-Weight Excitation)

9) 강부재(Supplementary Steel) 설계

10) 마찰력 고려

11) 배관 지지물 틈새(Gap) 및 간극(Clearance)

12) 계측관 지지물 기준

13) 배관 처짐 한계

14) 클램프에 기인한 국부 배관응력 평가

검토연계분야

본 안전심사지침과 연계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심사지침 3.7.2절 검토주관부서는 내진 계통 해석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3.7.3절 검토주관부서는 기기와 지지물의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지진 사이클 지반 입력자료 및 지진 사이클 하중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3.8.1-3.8.5절 검토주관부서는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에 대한 지진 

설계 하중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3.9.1절 검토주관부서는 해석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타당

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마. 안전심사지침 3.9.2절 검토주관부서는 계통, 기기, 설비의 동적시험 및 해석의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바. 안전심사지침 3.9.3절 검토주관부서는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물 설계의 타당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사.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사고 시 작동하는 압력방출 장

치, 펌프 기능, 밸브에 대한 설계기준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아. 안전심사지침 3.13절 검토주관부서는 볼트 및 나사고정구의 건전성 프로그램

에 대한 타당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자. 안전심사지침 5.2.1절 검토주관부서는 KEPIC 코드 적용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제3.12절 개정 2 - 2016. 12- 5 -

차. 안전심사지침 5.2.2절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압력방출 용

량에 따른 밸브 수량 및 크기의 타당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카. 안전심사지침 5.4.7절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계된 계통 및 기

기의 설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타. 안전심사지침 6.1.1절 검토주관부서는 기기가 노출되는 환경조건 하에서 부식

에 따른 재료열화의 최소화 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파. 안전심사지침 6.2.1.2절 검토주관부서는 가상배관파단에 따른 부격실

(Sub-Compartment) 차압 해석의 타당성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하. 안전심사지침 10.3절 검토주관부서는 압력방출 용량에 따른 증기 및 급수계통 

밸브의 수량 및 크기에 대한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과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의 관련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

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S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

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

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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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

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원자로

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

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

도를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배관 해석방법

가. 실험적 응력 해석법

내진범주 Ⅰ급의 KEPIC 코드 및 비코드 배관계통 설계 시 해석적 방법 대신

에 실험적 응력해석 방법이 사용된다면 신청자는 설계 유효성을 입증하는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험적 응력해석 방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적용범

위 및 적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권고한다.

나. 모드 응답 스펙트럼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응답 스펙트럼법 -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법

지지물이 하나 이상일 경우 본 방법을 응답 스펙트럼법 대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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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1061, Volume 4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라. 시간 이력법

안전심사지침  3.7.2절 II.6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마. 비탄성 해석법

만약 비탄성 해석법이 배관설계에 사용된다면 신청자는 해석의 유효성을 입

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탄성 해석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적용

범위, 적용방법 및 허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권고한다. 안전심사지침 3.9.1절 II.4항에 제시된 비탄성 해석법을 적용한다.

바. 소구경 배관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II.2.가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사. 비내진/내진 연계

안전심사지침 3.9.2절 II.2.카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아. 내진범주 Ⅰ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안전심사지침 3.7.3절 II.1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배관 모델링 기법

가. 컴퓨터 코드

안전심사지침 3.9.1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동적 배관 모델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배관 검증 프로그램

규제기관 검증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절히 검증한다.

라. 비연성 기준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3.나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배관 응력해석 기준

가. 지진 입력자료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5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나. 설계 과도상태

안전심사지침 3.9.1절 Ⅱ.1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하중 및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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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3.9.3절 Ⅱ.1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라. 감쇠값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타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마. 모드 응답조합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마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바. 고주파수 모드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사. KEPIC 코드 등급 1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KEPIC-MN, “원자력기계”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아. KEPIC 코드 등급 2,3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KEPIC-MN, “원자력기계”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자. 냉각재 배관계통과 연결된 배관의 열진동

열성층, 사이클 등에 민감한 배관계통의 규명·평가시 NRC Bulletin(이하 

“BL”) 88-08에 제시된 운전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적용한다. 신청자는 열성층,

사이클 등이 발생하기 쉬운 모든 격리되지 않은 배관계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열성층

열성층에 민감한 수평 장배관을 확인·평가시 NRC BL 79-13, BL 88-11에 제시

된 운전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적용한다. 신청자는 열성층에 의한 균열이 발

생하기 쉬운 배관계통(급수계통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성층을 고려한 배관 

해석결과가 KEPIC 코드의 응력한계를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

자는 열성층 유동, 열성층 띠 및 배관 처짐의 정도가 설계결과와 일관되고 유

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카. 안전방출밸브 설계, 설치, 시험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2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타. 기능수행 능력

배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NUREG-1367(배관계통의 기능수행 능력)에 제

시된 허용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대체기준은 사안별(case-by-case)로 검토될 

것이다.

파. 관성 및 지진앵커운동 효과의 조합

포락 지지물 운동해석(Enveloped Support Motion Analysis)의 경우 안전심사

지침 3.9.2절 Ⅱ.2.사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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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경우 NUREG-1061, Volume 4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하. 설계하중으로서의 운전기준지진

10 CFR 50 Appendix S에 따라 운전기준지진 지반운동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에 대한 상세기준은 NUREG-1503(ABWR 설계인증과 관련된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거. 용접부착물

배관에 용접되는 지지물 부재, 연결재 또는 부착물은 예상하지 못한 하중조건 

하에서 파손되더라도 배관 압력경계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

해야 한다. 신청자는 용접부착물 설계 시 코드케이스(Code Case)를 사용할 수 

있다. 허용 코드케이스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84에 제시되어 있다.

너. 복합구조물에 대한 모드 감쇠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13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더. 열해석에 대한 온도

신청자는 무응력 기준온도(Stress-Free Reference Temperature) 부근 온도에서 

작동하는 배관계통에 대한 열팽창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응력중

위 기준온도는 21℃(=70°F)로 정의한다. 만약 열팽창 해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면 신청자는 이에 대한 정당성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성 입증자료는 

사안별로 검토될 것이다.

러.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격리파손으로 인하여 저압배관계통에 과압이 작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격납건물 밖의 저압배관의 파열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Commission Papers(SECY)-90-016('90.01.12)에 대응하여 발행한 미국 NRC

Staff Requirements Memoranda(이하 “SRM”, '90.01.26)에 제시된 기준이 적용 

가능하다.

머. 피로설계곡선에 대한 환경영향

안전규제지침 5.4, “환경영향에 의한 금속기기의 수명감소 관련 신규원전 피로

해석 평가”(또는 RG 1.207)에 제시된 지침을 적용한다.

4. 배관 지지물 설계

배관계통 지지물은 모든 하중조합 하에서도 배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

한 안전 여유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3.12절 개정 2 - 2016. 12- 10 -

가. 적용가능한 코드

KEPIC-MN 등급 1,2,3 배관 지지물 설계 시 KEPIC-MNF 설계요건을 따라야 

한다.

나. 관할 경계

배관 지지물과 연결부착위치 사이의 관할 경계는 KEPIC-MNF를 따라야 한다.

다. 하중 및 하중조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1절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라. 배관 지지물 기초판 및 앵커볼트 설계

배관 지지물 기초판 및 앵커볼트 설계는 NRC BL 79-02, Rev. 2에 제시된 지

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마. 에너지 흡수체 및 제한장치 사용

평가는 일반적으로 배관 및 배관 지지물의 반복 응답 스펙트럼 해석으로 구

성된다. 해석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바. 방진기 사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3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사. 배관 지지물 강성

안전심사지침 3.9.3절 Ⅱ.3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아. 지진 자중 여기

배관 지지물의 지진 여기에 의하여 유발되는 하중의 경우, 안전심사지침 3.9.3

절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자. 강부재 설계

배관 지지물에 사용되는 구조 강재의 설계는 KEPIC-MNF 설계요건을 따라야 

한다.

차. 마찰력 고려

가이드(Guide) 또는 상자형 지지물과 같은 미끄럼 형태의 지지물 설계 시 배

관 지지물에 의하여 유발되는 마찰력을 평가해야 한다. 신청자는 평가에 사용

된 마찰계수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마찰계수는 사안별로 검토될 것이다.

카. 배관 지지물 틈새 및 간극

일반적으로 프레임 형태의 지지물의 간극은 좁다. 배관의 반경방향 열팽창 및 

배관 회전에 대하여 간극을 허용한다. 이 간극은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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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배관의 직경방향 열팽창을 고려해야 한다. 배관과 지지물 사이의 최소간

극에 대한 허용기준은 사안별로 검토한다.

타. 계측관 지지물 기준

KEPIC-MNF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파. 배관 처짐 한계

지지물 위치에서 설계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관의 허용가능 처짐량은 

배관이 처짐으로써 지지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은 사안별로 검토하며, 이를 배관 지지물(제한장치(Limit Stop), 방진기, 봉, 행

거, 스웨이 스트러트(Sway Strut))에 적용한다.

하. 클램프에 기인한 국부 배관응력 평가

Information Notice(이하 “IN”) 83-80과 Generic Safety Issue(이하 “GSI”) 89

에 제시된 유형의 stiff 배관 클램프가 사용될 경우, 배관 해석 시 클램프에 기

인한 국부 배관응력이 응력조합에 고려되어야 한다.

Ⅲ. 검토절차

본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체기준

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제시된 대체기준에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기와 연결된 배관계통, 배관 및 관련 지지물은 모든 하중조합 하에서 기기의 기능

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제공해야 한다.

1. 배관 해석방법

가. 실험적 응력 해석법

실험적 응력 해석의 적용범위, 상세 해석방법 및 절차를 검토한다. 내진범주 Ⅰ
급 KEPIC 코드 및 비코드 배관계통 설계 시 해석적 방법 대신에 실험적 응력

해석 방법이 사용된 경우, 설계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실험적 응력 해석법은 

KEPIC-MNZ, 부록 II, "실험적 응력해석"을 따라야 한다.

나. 모드 응답 스펙트럼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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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답 스펙트럼법 -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법

모든 내진범주 Ⅰ급 배관 및 지지물에 대한 해석(즉, 응답 스펙트럼)의 독립적인 

지지물 운동법에 관하여 적용가능한 기준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해석에 사용

된 기준이 NUREG-1061, Volume 4에 주어진 허용기준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라. 시간 이력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마. 비탄성 해석법

안전심사지침 3.9.1절 Ⅲ.4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바. 소구경 배관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사. 비내진/내진 연계법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아. 내진범주 Ⅰ급 매설배관, 도관 및 터널

안전심사지침 3.7.3절 Ⅲ.1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2. 배관 모델링 기법

가. 컴퓨터 코드

안전심사지침 3.9.1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나. 동적 배관 모델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다. 배관 검증 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기관은 전형적인 배관 설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배관

계통에 대한 일련의 수학적 모델을 구축한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컴퓨터 응

력해석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검증된 동적해석법과 대표적인 

하중을 이용하여 수학적 모델을 해석한다. 신청자의 고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얻은 결과와 규제기관 결과를 상호 비교한다.

각각의 검증 문제에 대하여 모드 주파수, 최대 배관 모멘트, 최대 지지물 하중,

최대 기기 노즐 하중 및 최대 처짐이 규제기관 검증 프로그램에 기술된 허용치

를 만족해야 한다.

라. 비연성 기준

다른 배관계통의 지지물과 연계된 배관계통 해석을 검토한다. 해석에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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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검토자는 긴 배관(Larger Run Line)으로부터 작은 

분기관(Small Branch Line)을 분리하기 위하여 모델 크기를 제한해야 한다. 큰 

배관이 작은 배관을 지지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전체 배관계통의 결합된 동적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작은 배관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큰 배관으로부터 입력 자료를 받아 2개의 부

분으로 배관계통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본 안전심사지침 Ⅱ.4장(배관 지지물 

설계)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배관 응력해석 기준

가. 지진 입력자료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나. 설계 과도상태

안전심사지침 3.9.1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다. 하중 및 하중조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라. 감쇠값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마. 모드 응답조합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바. 고주파수 모드

안전심사지침 3.9.2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사. KEPIC 코드 등급 1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아. KEPIC 코드 등급 2,3 배관에 대한 피로평가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자. 냉각재 배관계통과 연결된 배관의 열진동

열진동, 사이클 등에 민감한 배관계통에 대한 설명절차를 검토한다. 또한 배관

계통 건전성을 보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프

로그램에는 배관계통의 열진동, 사이클 등의 사항과 NRC BL 88-08의 권고사

항을 기술해야 한다.

차. 열성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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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층에 민감한 배관계통에 대한 설명절차를 검토한다. 또한 배관계통 건전성

을 보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NRC BL 79-13 및 BL 88-11의 권고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카. 안전방출밸브 설계, 설치, 시험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2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타. 기능수행 능력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다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파. 관성 및 지진앵커운동 효과의 조합

단일 구조물 내에서 배관이 여러 지점에서 지지되거나 구조물을 분리하기 위

하여 부착되는 경우, 배관해석이 지진관성하중뿐만 아니라 지지물과 앵커(지진

앵커운동)에서 관련 건물 움직임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설계를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2.사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이 적

용 가능하며, NUREG-1061, Volume 4에 제시된 대체 허용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하. 설계하중으로서의 운전기준지진

단일 지진 설계와 관련된 지진 사이클과 지진앵커운동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

용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10 CFR 50, Appendix S는 운전기준지진 지반운동

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 Ⅱ.3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거. 용접부착물

KEPIC 코드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지물 부재, 연결재 또는 배관 부착

물에 사용된 설계,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한다. 허용 가능한 코드케이스는 RG

1.84에 제시되어 있다.

너. 복합구조물에 대한 모드 감쇠

연성계통(Coupled System) 모델의 다른 요소(Element)에서 감쇠를 설명하는 

절차와 해석을 검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13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적용

한다.

더. 열해석에 대한 온도

배관계통 열해석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기준을 검토한다. 신청

자는 기준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러. 계통간 냉각재상실사고



제3.12절 개정 2 - 2016. 12- 15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와 접하고 있는 저압배관계통이 원자로냉각재 압력을 지

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압배관계통의 설계 특성을 검토한다.

머. 피로설계곡선에 대한 환경영향

피로설계곡선에 대한 환경영향이 기술되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배관계

통 기기의 피로해석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안전규제지침 5.4(또는 RG

1.207)에 제시된 지침을 적용한다.

4. 배관 지지물 설계

가. 적용가능한 코드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나. 관할 경계

KEPIC-MNF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지지물과 연결부착위치 

사이의 관할 경계를 검토한다.

다. 하중 및 하중조합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1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라. 배관 지지물 기초판 및 앵커볼트 설계

NRC BL 79-02, Rev. 2와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 지지물 기초판의 설

계를 검토한다.

마. 에너지 흡수체 및 제한장치사용

설계기준이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너지 흡수체 및 제한장치 설계를 검토한다.

바. 방진기 사용

배관 지지물로써 사용된 방진기에 대하여 설계기준, 해석 고려사항, 모델링 기

법, 운전 및 성능 시험, 유지보수 규격을 검토한다. 검토목적은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안전심사지침 3.9.3절 II.3(b)항 (1)~(6)에 제시된 기준을 설명하는 충분한 

논의 및 약속사항을 포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 배관 지지물 강성

안전심사지침 3.9.3절 III.3항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아. 지진 자중 여기

지진 자중 여기 하중으로서 배관 지지물과 잡다한 강재의 질량을 평가하기 위

하여 사용된 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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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강부재 설계

KEPIC-MNF 요건에 따라 설계됨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 구조강재의 설계에 

사용되는 절차를 검토한다.

차. 마찰력 고려

배관 지지물에 의하여 유발되는 마찰하중을 고려하기 위하여 미끄럼 형태의 

지지물 해석에 사용된 절차를 검토한다. 원자력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찰

계수가 타당한 값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찰계수를 검토한다.

카. 배관 지지물 틈새 및 간극

배관의 온도와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서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과 지지물 사이의 최소간극에 대한 설계평가 절차를 검토한다.

타. 계측관 지지물 기준

안전심사지침 3.9.3절 Ⅲ.3절에 제시된 검토절차를 따른다.

파. 배관 처짐 한계

신청자가 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지물 위치에서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에 대하여 허

용가능한 배관 처짐량을 결정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하. 클램프에 기인한 국부 배관응력 평가

지지물 설계자와 배관 설계자 간에 설계정보가 공유되고, 모든 하중조건 하에

서 클램프에 기인한 국부 배관응력이 평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 공유영

역 관리 절차를 검토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와 검토와 계산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검토자는 특정설계 및 하중의 운전조합이 KEPIC 코드 등급 1,2,3 배관계통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

21조, 제22조 및 KEPIC Code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
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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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해석결과와 시험측정값을 서로 연계하기 위하여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프로그램은 실험 및 해석 결과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만족할 만한 근거로 구

성한다. 신청자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규격에 따라 설계․시험된 배관

계통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요건을 만족하였다.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에 대하여 설계 및 해석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

였다. 이러한 계통 및 기기는 지진 또는 안전정지지진 효과를 가지는 정상 및 가상

사고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

건을 만족한다.

신청자는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설계하중에 지진사고를 고려함으로써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제15

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및 10 CFR 50, Appendix S 관련요건을 만족하

였다.

신청자는 정상운전 동안 설계조건을 초과하는 상황이 없다는 것과 급격한 파손진행 

및 파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였다. 신청자는 허용 가능한 진동, 열팽창 및 동적효과 시험프로

그램을 제공하였다. 해당 시험프로그램은 특정 고에너지배관(중에너지배관 포함), 모

든 관련된 계통, 구속물/지지물에 대한 기동과 최초운전 동안에 수행된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였다.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배관계통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및 KEPIC Code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그리고 ASME Code

적용시 미국 10 CFR 50.55a 요건을 만족하였으며, 이러한 계통은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걸맞은 품질규격에 따라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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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3절 나사고정구-안전등급 1, 2, 3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은 나사고정구(즉, 볼트, 스터드, 너트 등)의 재료 선정, 설계,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를 제시한다. 본 안전심사 지침의 검토범위는 안전등급 1, 2, 3기기에 적용하는 나사고

정구에 한정한다. 세부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가. 재료 선정 :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에 관한 내용

을 검토한다.

나. 재료 시험 및 특수 공정(special process) : 안전성분석보고서(SAR)의 내용 중,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나사고정구의 제작에 관한 내용과 운전 중 나사

고정구에 발생할 수 있는 응력부식균열 혹은 재료열화 등의 다른 현상을 완화

시키기 위해 사용된 특수 공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나사고정구 재

료 선정 및 제작시 꼭 고려되어야 할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환경 영

향에 대한 검토에서는 기계식 체결부에 사용된 윤활제(lubricants) 및 표면 처

리(surface treatment)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윤활제/표면처리와 나사고정구 재

료와의 적합성(compatibility)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다. 페라이트계(ferritic) 재료의 파괴인성 요건 : 페라이트계(탄소강 혹은 저합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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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제작된 나사고정구의 파괴인성시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라. 제작검사 : 안전등급 1, 2, 3 볼트, 스터드 및 너트에 대한 제작검사가 

KEPIC-MN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마. 품질기록 : 나사고정구 재질을 보증할 수 있는 재료시험성적서(CMTR)의 작성·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KEPIC-MN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2. 가동전 검사(Pre-Service Inspection) 및 가동 중 검사(In-Service Inspection) 요건 :

가동전 검사 및 가동중 검사에 대한 내용이 KEPIC-MI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관한 규정” 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구조용 볼트(structural bolt)의 재료 선정, 제작,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8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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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

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원자로

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

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 사업자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저장·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와 검사지시서에 따

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KEPIC QAP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척(cleaning) 기준을 나사고정구에 적용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나사고정구의 재질을 

변질시켜 열화 및 손상기구에 대한 취약성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 10 CFR Part 50, Appendix G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내 기기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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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가. 재료 선정 : 나사고정구의 재료는 나사고정구의 안전등급에 따라 

KEPIC-MNA-1220 및 MNX-2128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 용기 스터드

의 재료는 안전규제지침 5.6, “원자로용기 스터드 재료 및 검사”(또는 RG 1.65)

를 만족해야 한다.

나. 재료 시험 및 특수 공정 : 나사고정구의 재료 물성 시험에 대한 기준(criteria)

은 KEPIC-MDF에 제시되어 있다. 만약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대하

여 표 3.13-1에 제시된 KEPIC-MN의 해당 요건을 적절히 명시하였다면 페라이

트계 재료(탄소강, 저합금강, 담금질 및 뜨임 처리된 강)로 제작된 나사고정구

의 재료 열처리 및 인장시험 시편 준비에 대한 기준은 허용가능하다. 만약 재

료 규격(material specification)에 제시된 재료 시험 기준과 KEPIC-MNX-2200

의 요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KEPIC-MNX-2200의 요건을 우선 적용해야 한

다.

기계식 체결부에 사용되는 윤활제와 밀봉재, 기계식 체결부와 접촉하는 유체 및 

금속·비금속(단열재 포함)은 나사고정구의 재질과 적합해야 한다. 또한, 나사고정

구를 사용한 기계식 체결부는 갈바닉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페라이트계 재질의 파괴인성 요건 : 만약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대

하여 표 3.13-1에 제시된 KEPIC-MN의 해당 요건을 적절히 명시하였다면 페라

이트계 볼트, 스터드 및 너트의 파괴 인성은 허용가능하다. 원자로냉각재 압력

경계에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볼트, 스터드 및 너트(즉, 저합금강 또는 탄소강 

재료로 만들어진 볼트, 스터드, 너트)는 10 CFR Part 50, Appendix G의 요건

도 만족해야 한다.

라. 제작검사 : 만약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대하여 표 3.13-1에 제시된 

KEPIC-MNX-2580을 적절히 명시하였다면 나사고정구에 대한 제작검사 기준은 

허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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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품질기록 : 신청자는 나사고정구의 재료시험성적서를 기록 및 보유해야 한다.

재료시험성적서에는 파괴인성을 포함한 재료 물성 시험과 함께 재료 규격을 

명시해야 하고, 특정 재료 규격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 가동전검사 및 가동 중 : 만약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대하여 표 3.13-2

에 제시된 KEPIC-MI의 해당 요건을 적절히 명시하였다면 나사고정구에 대한 가동

전검사 및 가동 중 관한 내용은 허용가능하다.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분류 안전등급 1 요건 안전등급 2 요건 안전등급 3 요건

재료 선정 MNA-1220, MNB-2128 MNA-1220, MNC-2128 MNA-1220, MND-2128

열처리 및 

재료시험

열처리 MNB-2210 MNC-2210 MND-2210

시험시편 MNB-2221, MNB-2224 MNC-2221, MNC-2224.3 MND-2221, MND-2224.3

파괴인성

충격시험 MNB-2311 MNC-2311 MND-2311

시험방법 MNB-2321 MNC-2321 MND-2321

시험시편 MNB-2322 MNC-2322 MND-2322

허용기준 MNB-2333 MNC-2332.3 MND-2333

충격시험 

횟수
MNB-2345 MNC-2345 MND-2345

재시험 MNB-2350 MNC-2352 MND-2352

시험장비

교정
MNB-2360 MNC-2360 MND-2360

제작검사 MNB-2580 MNC-2580 MND-2580

자재시험성적증명서

(CMTR)
MNA-6400 MNA-6400 MNA-6400

표 3.13-1 나사고정구 재료 선정 및 시험에 대한 전력산업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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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형 안전등급 1 요건 안전등급 2 요건 안전등급 3 요건

압력유지볼트

비파괴검사

표 MIB 2500-1

- 검사범주 B-G-1 : 직경 2

인치를 초과하는 압력유

지 볼트류

- 검사범주 B-G-2 : 직경 2

인치 이하의 압력유지 볼

트류 

표 MIC 2500-1

- 검사범주 C-D : 직경 2인

치를 초과하는 압력유지  

볼트류 -

계통압력시험
표 MIB 2500-1

검사범주 B-P

표 MIC 2500-1

검사범주 C-H

표 MID 2500-1

검사범주 D-B

표 3.13-2 나사고정구 가동중 검사에 대한 전력산업기술기준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에 따른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자는 신청

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하다 방법을 어떻게 제

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설계 

가. 재료 선정 : KEPIC-MNA-1220 및 MNX-2128은 나사고정구 재료를 선정하기 

위한 허용 가능하다 기준을 제시한다.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사용되는 나사

고정구의 재료물성은 KEPIC-MD에서 제공한다.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에 적용가능한 KEPIC-MN 요건은 표 3.13-1을 참고한다.

KEPIC-MNB-2128에 따라 와셔의 사용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와셔가 

사용될 경우, 와셔는 너트와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안전등급 1 나사고정구 : KEPIC-MNA-1220 및 MNB-2128은 안전등급 1 나

사고정구의 재료 선정 기준을 제공한다. MNB-2128은 안전등급 1 볼트 및 

스터드 재료가 KEPIC-MDP, 부록 IV에 수록된 규격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너트의 재료는 MDF A 194 또는 MDP, 부록 IV에 

수록된 규격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신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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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MDP, 부록 IV에 수록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격성(suitability) 연구를 수행하고, 규제기관에 기승인된 전례(precedents)

와의 비교·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재료의 사용 가능 결정 

또는 사용 불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원자로 용기 스터드 볼트 재료 선정은 안전규제지침 5.6(또는 RG 1.65)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규제지침 5.6의 II.1(또는 RG 1.65의 C.1)은 

KEPIC-MNB-2128에 제시된 재료 규격과 일치하나 범위(Scope) 측면에서 

MNB-2128 보다 더욱 제한적이다.

2) 안전등급 2, 3 나사고정구 : KEPIC-MNA-1220 및 MNC-2128은 안전등급 2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 기준을 제공한다. 안전등급 3 나사고정구 재료 선

정 기준은 KEPIC-MNA-1220 및 MND-2128에 제시되어 있다. MNC-2128 및 

MND-2128은 안전등급 2, 3 볼트 재료가 KEPIC-MDP, 부록 III에 수록된 규

격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너트의 재료는 MDF A 194

또는 MDP, 부록 III에 수록된 규격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나. 재료 시험 및 특수 공정

1) 나사고정구의 기계적 물성 시험(mechanical testing)에 대한 기준은 

KEPIC-MDF에 제시되어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각 나사고정구 형식(type)

에 따라 KEPIC-MDF에 적합한 기계적 물성 시험을 명시하였는지를 검토해

야 한다. 표 3.13-1은 페라이트계 재료에 대한 재료 열처리 및 인장시험 시

편 준비에 적용가능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기

계적 물성 시험에 대한 재료 규격의 기준과 KEPIC-MNX-2200의 기준이 일

치하지 않을 경우, KEPIC-MNX-2200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2) 검토자는 신청자가 원자로 용기 스터드 볼트에 대하여 안전규제지침 5.6(또

는 RG 1.65)에 제시된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토

자는 신청자의 특수 공정 수행 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서, 특수 공정은 표면 

처리 방법, 도금 방법, 또는 스터드 볼트에 사용된 윤활제가 원자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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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경계의 예상운전온도에서 원자로 용기 스터드 재료와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을 의미한다.

3) 나사 고정구에 사용된 윤활제 및 밀봉재는 나사고정구의 재질과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Molybdenum sulfide가 포함된 윤활제는 저합금강의 부식

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자는 윤활

제 또는 밀봉재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자료(산업계 동향, 경험 및 

기타 근거 자료 포함)를 제시해야 한다. 윤활제 선정에 대한 지침은 

NUREG- 1339에 제시되어 있다.

나사 고정구를 사용한 기계식 체결부는 갈바닉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기계식 체결부에 사용된 재료들(나사고정구의 

재료, 나사고정구와 접촉하는 금속·비금속 재료 등)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사용된 재료들이 서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자료(산업계 

동향, 경험 및 기타 근거 자료 포함)를 제시해야 한다.

4) 검토자는 신청자가 KEPIC QAP의 유체 계통 및 관련 기기의 세정(cleaning)

을 위한 품질보증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신청자가 오스테나

이트 스테인리스강 또는 니켈 합금으로 제작된 기기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KEPIC QAP에 제시된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 페라이트계 재질의 파괴인성 요건 : 검토자는 페라이트계 볼트, 스터드 및 너

트의 파괴인성이 KEPIC-MN에 따라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안전등급 1 나사고정구 : 검토자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사용되는 페라

이트계 볼트, 스터드, 너트 등의 파괴인성이 10 CFR Part 50, Appendix G,

IV.A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10 CFR Part 50, Appendix G, IV.A의 

요건 중 일부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사용되는 페라이트계 재료가 

KEPIC-MN에 제시된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 기준을 만족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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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등급 2 나사고정구 : 검토자는 안전등급 2 페라이트계 볼트, 스터드, 너

트 등의 파괴인성이 KEPIC-MNC-2300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3) 안전등급 3 나사고정구 : 검토자는 안전등급 3 페라이트계 볼트, 스터드, 너

트 등의 파괴인성이 KEPIC-MND-2300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라. 제작검사 : 검토자는 신청자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사용된 나사고정구의 

검사 기준을 KEPIC-MN에 따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볼트, 스터드 및 너

트에 대한 적절한 제작검사 기준은 표 3.13-1을 따른다. 안전등급 1 나사고정구

에 대해서는, KEPIC-MNB-2580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작검사가 수행되어야 한

다.

1) 육안검사 : 볼트, 너트, 스터드의 헤드부, 나사부(thread), 생크부(shank)

2) 자분탐상검사(페라이트계 재질에 한함) 또는 침투탐상검사 : 호칭치수 1 인

치를 초과하는 볼트, 스터드, 너트

3) 초음파탐상검사 : 호칭치수 2 인치를 초과하는 볼트, 스터드, 너트. 호칭치수 

4 인치를 초과하는 볼트, 스터드 및 너트에 대해서는 MNB-2585 및 2586에 

따라 초음파탐상검사를 수행한다.

마. 품질 기록 : 검토자는 신청자가 나사고정구의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기록·

보유할 것임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신청자가 화학 분

석 시험(즉, 합금 원소), 물리적 물성 시험 등의 기록을 재료시험성적서에 포함

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가동전 검사 및 가동 중 검사 : 검토자는 신청자가 KEPIC-MI(ASME Sec. XI)에 따

라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사용된 나사고정구 및 기계식 체결부에 대한 가동전검

사 및 가동 중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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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나사고정구 건전성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나사고정구 건전성 프로그램이 NUREG-1339에 제시된 지침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 및 계산(필요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검토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1.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 설계, 제작검사, 시험 및 기록에 대한 

사항이 KEPIC-MN, MD 및 RG의 요건을 만족한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은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전면 파손(gross failure)에 대한 극히 낮

은 확률을 보장해 준다. 따라서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등급 1, 2, 3 나사고정구의 

재료 선정, 설계, 제작검사, 시험 및 기록에 관한 내용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만족한다.

2. KEPIC 및 ASME Code에 제시된 파괴인성요건과 10 CFR 50 Appendix G의 파괴

인성요건은 안전등급 1, 2, 3 기기에 사용된 나사고정구의 무연성 거동(nonductile

behavior) 또는 급속한 파단에 대한 적절한 안전 여유도(safety margin)를 보장해

준다. 신청자는 이와 같은 파괴인성요건을 만족하였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을 만족한다.

3. 신청자는 나사고정구에 사용된 특수 공정 등을 명시하였다. 나사고정구에 사용된 

특수 공정 방법이 KEPIC-MN의 나사고정구 재료 및 제작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

였으므로 신청자가 제시한 특수 공정 방법은 사용가능하다.

4. 나사고정구 재료는 체결될 기기의 재료와 적합성을 가진다. 윤활제와 밀봉재는 체

결될 기기의 재료 및 배관 계통 유체와 적합성을 가진다. KEPIC-MN에 따른 재료 

선정 및 시험은 나사고정구의 일반 부식 수준을 허용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다. 신청자는 나사고정구 재료와 체결될 기기의 재료, 나사고정구 재료와 배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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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유체, 그리고 나사고정구 재료와 윤활제/밀봉재 간의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증

거 자료를 제공하였고, 전력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을 만족한다.

5. 응력부식균열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의 제거에 관한 신청자의 관리 절차는 

KEPIC QAP의 지침에 적합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의 규정을 만족한다.

6. 신청자의 나사고정구에 대한 가동전 검사 및 가동 중 검사 프로그램은 전력기술기

준 KEPIC-MI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관한 

규정”의 규정을 만족하므로 허용가능하다.

7. 신청자가 제시한 나사고정구 건전성 프로그램은 NUREG-1339에 제시된 지침을 만

족하므로 적합하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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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6. KEPIC-MD,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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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EPIC-MI, “원전가동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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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egulatory Guide 1.65, "Materials and Inspections for Reactor Vessel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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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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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in Nuclear Power Plants.“

15. NUREG-1339, “Resolution of Generic Safety Issue 29 : Bolting Degradation or

Failure in Nuclear Power Plants.“

16. EPRI NP-5067, Volume I (Large Bolt Manual), “Good Bolting Practic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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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CFR Part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20.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3.13, “Threaded Fasteners - ASME Code Class 1,

2, and 3.“

2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5.6, “원자로용기 스터드 재료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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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2.2-1 계통 및 등급분류와 품질기준 적용을 위한 보조지침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보조지침

안전심사지침 본 부록에서는 안전성에 중요한 유체계통 기기의 품질등급 분류에 대하

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26에 제시된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1. 등급분류 및 품질기준 적용에 추가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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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통 또 는 기 기 품 질 그 룹 참 고 자 료

1. 가연성 기체 제어계통

2. 안전기능수행에 필요한 압축

공기계통

3. 격납건물 격리계통

- 관련 배관 및 격리밸브를 포함

한 관통부

- 계측도관 격납건물 관통부

- 격납건물내부 폐계통을 포함한 

격리방벽

- 격납건물외부 폐계통을 포함한

격리방법

- 우회누설을 배제하기 위한 경계  

로 제시된 이차격납건물 폐계통

B⑴

C

A/B⑵

A/B⑵

B⑶

B⑵

B⑵

B⑷

안전규제지침 7.2.4

(또는 RG 1.7)

안전심사지침 9.3.1절

안전심사지침 6.2.4절

안전규제지침 7.2.3,

(또는 RG 1.141)

안전규제지침 7.2.3

(또는 RG 1.141)

안전심사지침 6.2.4절

안전심사지침 6.2.4절

부록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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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 디젤엔진

- 연료 저장 및 이송계통

- 냉각수 계통

- 시동 계통

- 윤활 계통

- 연소공기 흡입 및 배기계통

5. 기기 및 바닥 배수계통

6. 공학적안전설비로 고려될 

가스처리계통

7. 제어실 및 공학적인 안전설비 

지역의 환기계통

8.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관련 기기 

및 차단밸브

9.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10.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

11. 최종 열제거원 및 보조계통

C⑸

C

C

C

C

C⑹

B

C

⑺

⑻

B,C⑼

C⑽

안전규제지침 10.7

(또는 RG 1.137)

안전심사지침 9.3.3절

Generic Letter(이하 “GL")

90-06

RG 1.143

안전규제지침 8.12

(또는 RG 1.151)

안전심사지침 9.2.5절,

RG 1.72

⑴ 안전규제지침 7.2.4, “격납 건물내 가연성 기체 제어“(또는 RG 1.7)는 격납건물내의 

가연성기체 제어에 대한 허용방법을 기술한다. 이 지침의 규제방침 C.3은 가연성기

체 제어계통의 적절한 등급분류를 품질등급 B로 기술한다.

⑵ 안전심사지침 6.2.4절은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등급분류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격

납건물 격리계통 기기(예, 격리방벽)는 만일 기기 기능이 품질등급 A기준을 적용한

다는 언급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품질등급 B로 분류된다. 안전심사지침 6.2.4절에서 

인용된 안전규제지침 7.2.3, “격납건물 격리수단 설계“(또는 RG 1.11 및 1.141)는 유

체계통의 격납건물격리에 대한 요건에의 부합여부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방법

을 기술한다.

⑶ 안전규제지침 7.2.3(또는 RG 1.11)은 계측배관에 대한 격납건물격리 설계요건 이행

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기술한다. 규제방침 II.1.카.1).다(또는 C.3)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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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자로 격납건물과 연결되거나 관통하는 보호계통 계측배관은 자동운전 또는 

원격운전을 할 수 있는 격리밸브가 있어야 하며, 격납건물 외부에 실질적으로 가능

한 정도까지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규제방침 II.1.카.1).다(또는 C.5)는 이와 같은 

도입관은 보수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밸브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리고 품질이 최

소한 격납건물과 동등(일반적으로 품질등급 B)함을 나타낸다. 규제방침 II.1.카.2)

(또는 RG 1.11의 C.7)는 계측 신호용 도입 배관은 보호계통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상기 조항을 만족하거나 또는 실제로 격납건물을 폐쇄할 수 있도록 격납건물 내부

에 하나의 자동 격리밸브 그리고 외부에 자동격리밸브를 준비해야 함을 나타낸다.

⑷ 안전심사지침 6.2.3절의 부록 6.2.3-1에서는 이중격납건물 발전소에서 우회누설경로 

결정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본 부록은 우회누설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누설경계

로 주어진 폐계통(closed system)은 RG 1.26에서 정의한 품질등급 B기준에 따라 설

계되어야 하지만, 이들 계통은 경우별로 고려할 수 있는 우회누설을 예방하기 위하

여 폐계통으로 인정된 품질등급 C 또는 D기준으로 설계함을 나타낸다.

⑸ 안전규제지침 10.7, “디젤발전기 연료유 계통”(또는 RG 1.137)은 비상디젤발전기 연

료오일계통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의 확인방법을 기술한다. 이 지침은 추가 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여 품질등급 C로 나타내기 위하여 보조적인 디젤오일 연료계통의 설

계 및 제작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⑹ 안전심사지침 9.3.3절은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의 결정과, 품질등급 

C 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그 이상등급으로 분류됨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나타낸다.

⑺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기를 포함하여 원자로냉각계통 기기는 품

질등급이 적절히 분류되어야 한다. 동력구동 압력방출 밸브 및 관련 기기는 안전관

련 기능(예, 설계기준 증기발생기 튜브 파열사고의 완화, 원자로 용기 저온 과압보

호, GL 96-06에서 기술된 발전소 냉각)수행이 요구되는 곳에는 안전성 관련 부품으

로 분류되어야 한다. 안전성 관련 등급분류는 내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다중 및 

다양한 제어계통으로 설계되고, 제어실에서 밸브의 위치를 지시하고, Class 1E 모

선에서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요건과 같은 TMI-2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과된 

이들 개선점을 나타낸다. 동력구동 압력방출 밸브 및 차단밸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서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기기로 건설되지 않은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의 동력구동 압력방출 밸브는 GL 90-06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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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⑻ RG 1.143은 등급분류 및 품질보증조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통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의 허용방법을 기술한다. 규제방침 C.1.1 및 표 1은 방

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할 규격 및 산업기준을 기술한다. 이 

지침에서는 인용된 규정 및 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이들의 이행을 위하여 보충하는 

이들 계통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RG 1.143은 RG 1.26에 

설명된 품질등급(A-D)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기기에 대한 등급분류를 명확

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⑼ 안전규제지침 8.12, “계측용 감지관”(또는 RG 1.151)은 ASME코드에 추가하여 다른 

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련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이 지침은 RG 1.26 품질등급에 일치하는 ASME

코드 Section III 코드 케이스에 따른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 등급분류 지침에 의한 

계측 신호용 도입배관의 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⑽ 안전심사지침 9.2.5절은 최종 열제거원 및 그들의 지지계통은 품질등급 C 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검토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RG 1.72는 규제입장에서 보완하

는 코드 케이스의 적용을 포함하여 살수연못(pond)에 적용되는 유리섬유-강화 열경

화성 수지 배관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II. 참고자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

2. Regulatory Guide 1.7, "Control of Combustible Gas Concentrations in Containment

Following a Loss-of-Coolant-Accident."

3. Regulatory Guide 1.11, "Instrument Lines Penetrating Primary Reactor Containment."

4.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5. Regulatory Guide 1.72, "Spray Pond Piping Made from Fiberglass-Reinforced

Thermosetting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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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gulatory Guide 1.137, "Fuel Oil Systems for Standby Diesel Generators."

7. Regulatory Guide 1.141, "Containment Isolation Provisions for Fluid Systems."

8.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9. Regulatory Guide 1.151, "Instrument Sensing Lines."

10. Branch Technical Position CSB 6-3, "Determination of Bypass Leakage Paths in

Dual Containment Plants".

11. NRC Letter to All Pressurized Water Reactor Licensees and Construction

Permit Holders, "Resolution of Generic Issue 70, "Power-Operated Relief-Valve

and Block Valve Reliability," and Generic Issue 94, "Additional Low-

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for Light-Water Reactors,"(Generic Letter

No. 90-06)."

12. NRC Memorandum from E.S. Beckjord for F.P.Gillespie, "Resolutions of

Generic Issue 70, "Power Operated Valve and Block Valve Reliability, and

Generic Issue 94, "Additional Low-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for

Light Water Reactors."

13. ASME Sec. III,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14. ASME Sec. XI, "Rules for In-servic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15.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2.4, “격납 건물내 가연성기체 제어”

1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7.2.3, “격납건물 격리수단 설계”

17.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10.7, “디젤발전기 연료유 계통”

18.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8.12, “계측용 감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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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 격납건물 외부 유체배관계통에서의 가상파손에 대한 
보호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하여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 중인 발전소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설계방법에 

대한 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 붙임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신규 허가신청 발전소에 대

한 유사한 지침이 붙임 3에 주어져 있다.

격납건물 외부 유체계통 배관파단으로 인해 원자로의 안전정지와 저온정지상태의 유

지에 요구되는 계통 및 기기의 기능 또는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이 

원전설계의 검토결과로부터 알려졌다. 격납건물 외부 배관파단사고 시 발전소를 안전

하게 정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외부에 있는 유체계통의 설계(배치 

포함)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평가방법은 본 부록과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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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

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

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13조는 비내진 배관의 지진관련 손상도 자연현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13조의 적용은 고에너지 배관의 손상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

은 지역에서의 비내진 중에너지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으로 인한 환경영향도 고려

한다.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손으로 인해 필수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상실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소외 사건과 함께 이런 파손이나 어떠한 단일능동기기의 추가 

고장의 직접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격납건물 외부의 어떤 유체계통 배관의 가상 파손

도 발전소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계방향이 지향하는 바이다.

본 부록의 규제입장과 부록 3.6.2-1의 규제입장은 이러한 설계방향을 이행시키기 위

하여 어떤 다중 목적을 갖는 계통의 특성을 고려하고, 해석되어야 할 배관파손의 유형

과 위치를 정의하거나 파손수량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안전 관

련 계통이나 기기의 보호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본 부록에 기술되었으나 선호하는 보

호방법은 발전소 배치에 의한 분리와 격리에 근거한다.

과거에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자들은 주증기관과 주급수관의 파단 가정을 배

제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성 관련 기기와 구조물을 이러한 배관의 근처에 배치하

였다. 정상운전시 이러한 배관계통이 갖는 큰 위치에너지를 고려할 때, 본 안전심사지

침은 이들 계통의 가상 파손 효과로부터 필수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승인 가능한 방

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II. 규제입장

1. 발전소 배치

가. 필수계통 및 기기는 정상 조건하에서 운전되는 격납건물 외부의 고·중에너지 유

체계통의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다음의 1), 2), 3) 항의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

다.

1) 유체계통 배관을 필수 계통 및 기기로부터 분리되도록 배치한다. 분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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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배관파손의 동적 영향(즉, 배관 휩, 유체 분출과 고·중에너지 유체계통 배

관 유체의 분출로 초래되는 환경 조건)과 필수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이나 작

동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체계통 배관과 필수 계통 및 기기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발전소 배치로 수행될 수 있다.

가) 주증기 배관과 주급수 배관의 일부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II.1.나의 

파단면제 요건을 만족할지라도 필수 설비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설계자는 

파단면제 영역에 필수 설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수 설비

는 주증기 배관과 주급수 배관의 가상 비기계적(Nonmechanistic) 길이방향 

파단의 환경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각 가상 비기계적 길이방향 

파단은, 단면적 1 ft2 이상 필수 설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나) 주증기 배관과 주급수 배관은 주제어실 근처 또는 주위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유체계통 배관이나 그 일부는 근처의 

필수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나 격실 내부에 있어야 한다.

또는 필수 계통 및 기기는 근처의 유체계통에서의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견

디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나 격실내부에 있어야 한다.

3) 상기 1)항이나 2)항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발전소 배치나 계통 형태는 발

전소의 설계나 건설 단계에서 유체 계통의 특수한 설계 특성과 같은 이유 등으

로 위의 규정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설계의 경우

에 대한 예를 들면, (1) 유체 계통과 필수 계통/기기의 연결, 또는 (2) 두 가지 

기능(즉, 원자로를 정지시키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정상운전 중에도 작동이 요

구되는)을 갖는 유체계통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 가상 배관파손으로부터 

보호되거나 분리되는 다중 설계 특성을 취하거나 가상 배관파손의 효과가 해석

이나 아래의 II.3절의 지침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는 추가적인 보호가 취

해져야 한다. 추가적인 보호는 구속장치나 보호벽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고 

또는 필수 계통 기기들을 가상 배관파손과 관련된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

록 설계하거나 시험함으로써 가능하다.

만일 공학적인 고려를 무시한 결과로 거리유지 방법이나 보호벽이나 거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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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구속장치를 설계함으로써 거리유지나 보호벽에 의한 적절한 

분리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

가) 구속장치의 사용이 발전소의 정상 및 과도 운전상태에서 나타나는 하중을 

받을 때 배관 계통의 거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 정상 및 과도상태, 열적 성장, 관성 효과 및 지진시의 앵커(anchor) 거동 

등에 따른 계통 응력이 구속장치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장기간에 걸친 배관 이완이나 부등침하에 의한 것과 같은 계통과 지지물 

및 구속 장치의 변형에 기인한 계통 응력이 구속장치에 의해 나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위의 보장을 위해 사용된 방법의 상세 내용은 검토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나) 구속장치와 그것의 지지 구조물은 각 배관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 특성

가. 필수 계통과 기기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내진설계 요건을 만족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보호 구조물 또는 격실, 유체계통 배관 구속장치 및 다른 보호 장비들은 다음을 

따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II.1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보호 구조물이나 기기는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물에 대한 각각의 설계하중 한계 내에서 설계기준 지진

과 관련된 하중과 동시에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즉 배관 휩, 분출 유체 충격,

격실 가압, 유체분사, 홍수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 구조물이 설계되어야 

한다. 가상 배관파손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배관 구속장치가 고려될 수 있다.

(2)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 구속장치나 보호장비는 만약 이차 파단이 초기 가

상 파단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한 배관에서의 가

상 파손이 차례로 인접배관이나 기기의 파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속되지 않아 휩 현상을 갖는 배관은 안전심사지침 3.6.1절의 III.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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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손상을 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격납건물 관통부 지역에서의 유체계통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II.1.나에 

포함된 파단면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RG 1.26에서 요구된 배관 등급분류는 구속장치 위치를 지나는 영역까지 변경없

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구속장치가 격리밸브에 위치한다면 밸브를 중심으로 

등급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3. 가상 배관파손 해석 및 영향

가. 발전소 배치와 설계특성이 필수 계통과 기기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에 따라 배관파손이 가정되어야 하며, 비내진 

중에너지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도 포함되어야 한다.(부록 3.6.2-1은 지진사건

이 아닌 정상 운전조건에만 적용됨.)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요건을 적용하

는데 고에너지 계통 배관에서의 길이방향 또는 원주방향 파단이나 중에너지 계

통 배관에서의 누설균열은 각각 정상 발전소 조건 동안에 일어나는 단일 가상 

초기사건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요건과 아래 3.나. 항의 계통 및 기기의 작동성 요

건을 고려하여, 각 사건에 따른 영향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각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은 소외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01)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한계치 이내에 있고 아래의 3.다. 항 및 3.라. 항의 요

건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나.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을 해석함에 있어, 계통과 기기의 작동성과 관련하여 다음 

가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만일 터빈발전기 계통이나 원자로보호계통의 정지가 가상 배관파손의 직접적

인 결과인 경우는 소외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전원은 지진사건이후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2) 아래 3)항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가상 배관파손의 영

향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된 계통 내에서의 단일능동기기고장이 가정되어야 한

다. 발전소 정지나 소외전원상실과 같은 단일능동기기고장이 가상 배관파손

이나 배관파손의 직접적인 결과에 추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3) 이중목적의 중에너지 필수계통(즉, 발전소 정상운전중에도 작동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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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배관파손 시에도 원자로정지 및 사고영향완화 기능이 요구되는 계통)의 

둘 이상의 다중 계열 중의 하나에서 가상배관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된 경

우에, 해당계통의 다른 계열이나 배관파손의 영향완화 및 원자로정지에 필요

한 다른 계통들의 계열들에서의 단일능동기기고장은 이들 계통들이 내진범

주 I급으로 설계되어 있고, 소내 및 소외전원 양쪽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며,

안전계통에 적합한 품질보증기준, 시험기준 및 가동 중기준에 따라 건설, 운

전 및 검사된다면 가정할 필요가 있다.

4) 운전원 조치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가용한 계통이 가상 배관

파손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계통의 작동성을 판단하

는데 가상 배관파손과, 발전소 정지나 소외전원상실과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가정된 단일 능동기기고장과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등이 고려되어

야 한다. 운전원 조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조작이 가능한 기기에의 접근성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비내진 

배관계통 파단의 경우, 지진사건이후 배관파단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진검

증된 계통만 파손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다. 가상 배관파손의 영향으로 인해, 배관파손결과에 대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원자

로 운전의 안전한 제어에 중요한 주변지역의 접근이나 주제어실의 거주성이 방

해받지 않아야 한다.

라. 내진범주 I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은 배관의 파손 후에도 수반되는 단일능동고장

을 가정하여 필수 계통이나 기기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 파단전 누설 평가와 관련된 고려는 안전심사지침 3.6.3절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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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용어 정의 

1. 필수 계통 및 기기 : 소외전력 없이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가상 배관파손의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계통 및 기기

2. 유체계통 : 격납건물 외부 배관파손이 가정될 경우 필수 계통 및 기기가 보호되어

야 하는 고·중에너지 유체 계통

3. 고에너지 유체계통 : 발전소 정상운전 중, 다음 두 사항 중 하나 또는 모두에 해당

되는 조건하에서 운전되거나 가압 상태를 유지하는 유체 계통

가. 최대 운전 온도가 95℃(200 oF)를 넘거나

나. 최대 운전 압력이 1,900KPa(275 psig)를 넘는다.

4. 중에너지 유체계통 : 발전소 정상운전조건에서, 다음 두 사항 모두에 해당되는 조건

하에서 운전되거나 대기압 이상의 가압 상태를 유지하는 유체 계통

가. 최대 운전 온도가 95℃(200 oF) 이하이고 

나. 최대 운전 압력이 1,900KPa(275 psig) 이하이다.

5. 발전소 정상운전 조건 : 원자로 기동, 출력운전, 고온대기, 또는 저온정지 상태로 원

자로 냉각기간의 원자로 운전 조건

6. 발전소 이상상태 조건: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보통의 빈도로 발생하고 예상운전 과

도상태인 발전소 운전조건, 계통 시험기간중의 상태는 제외됨

7. 가상 배관파손 :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절에 따라 가상된 고에너지 유체계통에서

의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파단과 내진 중에너지 유체계통에서의 관통 누설 균열.

또한, 비내진 중에너지배관의 원주방향 완전파단도 고려되어야 함. (지진사건이 아

닌 정상운전조건에만 적용되는 부록 3.6.2-1절에는 동 파단이 고려되지 않음.)

8. 단일 능동기기고장 : 전력계통이나 유체계통내 기기의 오작동이나 기능 상실. 유체 

계통의 능동 기기의 고장이라 함은 기계적, 유압 기능, 공기공급 기능, 또는 전기적

인 오작동의 결과로서의 기기의 기능 상실이 고려되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상실

은 고려되지 않는다. 단일능동기기고장의 직접적인 결과는 단일고장의 부분으로 간

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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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격납건물 외부 배관계통 파손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

한 일반 정보

다음은 주증기 배관 및 주급수 배관계통내의 가장 큰 배관의 양단 파단을 포함하

는 격납건물 외부의 배관계통 파손의 영향에 대한 검토와 제안된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일반 목록이다. 실질적으로 배관 배치가 발전소 별로 다

르기 때문에 신청자나 사업자는 각 발전소별 신청서류에 다음 사항의 적용에 대한 결

정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관 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계통 또는 계통 중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야 한

다. 다음 조건 중에 해당될 경우에는 배관 휩으로부터의 보호가 불필요하다.

가. 다음 두 배관 계통 조건이 모두 만족될 경우

1) 운전 온도가 95℃(200℉) 미만이고

2) 설계 압력이 1,900 kPa(275psig) 이하

나. 배관이 보호벽에 의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로부터 물리적으

로 분리되거나 격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콘크리트 격실과 같은 발전소 설계특

성에 의해 배관 휩으로부터 구속되는 경우 

다. 배관의 단일 파단으로 가장 가까운 배관 휩 구속장치에 형성된 소성 힌지를 중

심으로 파단된 배관의 어느 한 쪽 끝 부분의 구속되지 않은 배관 거동이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를 타격할 수 없는 경우 

라. 휩 거동 배관과 관련된 초기 에너지 준위1)가 어느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의 안

전 기능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해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

1) 배관 파단 반력과 관련된 내부 유체 에너지준위는 압력 원(pressure source)과 파

단위치 사이의 유량 제한기와 같은 배관 내의 저항체의 존재를 고려하고 한쪽 단면

에 상응한 지 또는 양쪽 단면 유량조건 영향 등의 적용가능한 사항들을 고려한다.

휩 거동 배관의 에너지 준위는 해당 배관의 공칭 크기와 두께보다 같거나 큰 배관

에 충격을 가하여 파단을 일으키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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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준 파단위치는 다음의 배관 휩 보호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 

에너지 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에 필요한 구조물 및 계통의 주변에 배치될 

경우, 필수 구조물 및 계통과 관련된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가정되는 단일 가상 개

방 균열(균열의 크기가 임계균열크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된)의 분출유체 충돌 

영향을 포함하는 환경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임계균열크기는 길이가 배관 직경의 1/2과 같고 폭이 벽 두께의 1/2에 해당

하는 값으로 결정된다.

배관 계통에서 설계기준 배관파단 위치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 사항을 따라

야 한다.

가. KEPIC 코드 등급 1 배관2)의 파단이 각 배관 구간(run)3)이나 지관(Branch) 구간

의 다음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1) 종단 위치 (Terminal End)

2) 1/2 안전정지지진(SSE) 사건과 발전소 운전조건4)과 관련된 하중조건에서 탄성

학적 계산근거하에 산출되는 원주방향 또는 길이방향 1차와 2차 응력의 합이  

페라이트계 강의 경우 2.0 Sm5),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경우 2.4 Sm를 초과하는  

종단 위치사이의 중간 위치 

3) 모든 정상운전, 이상상태 및 시험 조건에 기초하여 수행된 배관 피로해석결과 

피로누적계수가 0.1을 초과하는 종단 위치사이의 중간 위치 

4) 상기 1) 및 2)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추가하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

다는 타당한 근거로 선정된 중간위치. 최소한 각 배관 구간이나 지관(Branch)

구간에 두 개의 중간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나. KEPIC-MN 코드 등급 2와 3 배관의 파단이 각 배관 구간이나 지관(Branch) 구

2) 배관은 직관 또는 곡관과 배관피팅(엘보우, 티 및 리듀셔(Reducer) 등)으로 구성되

는 압력유지 기기이다.
3) 배관 구간(Run)은 압력용기, 펌프, 밸브를 연결하며, 설계 열변위를 초과하는 배관 

거동을 구곡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관 구간은 주배관 구간의 지관으로서 분

기되는 지점에서 분기되는 점이 배관 구간과는 다른 점이다.
4) 정상운전, 이상상태, 시험조건을 포함한 발전소 운전조건 
5) Sm은 KEPIC-MN, "원자력 기계“에서 정의하는 설계응력강도이다.



부록 3.6.1-1 개정 6 - 2018. 12- 11 -

간의 다음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1) 종단 위치  (Terminal End)

2) 지진사건과 발전소 가동 조건과 관련된 하중하에서 탄성학적 계산근거하에 산

출되는 원주방향 응력 또는 이방향 응력 중 하나가 0.8(Sh+SA)을 초과하거나 

또는 팽창 응력이 0.8 SA6)를 초과하는 종단 위치사이의 중간 위치 

3) 상기 1) 및 2)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추가하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

다는 타당한 근거로 선정된 중간위치. 최소한 각 배관 구간이나 지관(Branch)

구간에 두 개의 중간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3. 상기 2항에 제시된 파단 위치에서의 배관 파단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제

시하는 기준에 상응해야 한다.

가. 공칭 배관 크기가 4인치 이상인 배관 구간과 지관(Branch) 구간에 대해서는 길

이방향의 파단7)

나. 공칭 배관 크기가 1인치를 초과하는 배관 구간과 지관(Branch) 구간에 대해서는 

원주방향의 파단8)

4. 가상 배관파단에 따른 하중을 결정하게 되는 내진범주 I급 배관과 관련 지지물의 

설계에 적합한 동적 해석의 주요 내용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가. 동적 해석이 수행되는 설계기준 배관파단의 위치와 수량

나. 원주방향 또는 길이방향 파단으로 분류되는 각 가상 설계기준 파단위치에 대한 

가상 파손방향

6) Sh는 KEPIC-MN 2등급 및 3등급 기기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공식인 MNC-3600과 

MND-3600에 의해 계산되는 최대 온도에서의 허용 응력이다. SA는 KEPIC-MN,

MNC-3600이나 미국 ANSI의 B31.1에 의해 계산되는 팽창 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 

범위이다. SA는 KEPIC-MN에 명시된 피로누적계수이다.
7) 길이방향 파단은 배관 원주상의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하여 배관 축에 평행하게 형성

되며 파단 면적은 파단 위치의 상류측의 유효 단면적과 같다. 이러한 배관 파단에 

따른 동적 하중은 배관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배관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8) 원주방향 파단은 배관 축에 수직으로 형성되며 파단 면적은 파단되는 배관의 내부 

단면적에 상응하는 값이다. 이러한 배관 파단에 따른 동적 하중은 배관을 두 동강

으로 잘라서 배관 축에 수직인 방향의 휩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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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 휩 동적 해석에 사용되는 하중함수에 대한 기술로서 분출증기 동적 거동

과 계통 압력차이를 적절히 나타내는 방향, 반응시간, 크기, 기간 및 초기 조건

라. 동적 해석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의 도식(Diagrams)

마. 파단된 배관의 구속되지 않은 거동이 주제어실과 같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들에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상을 주지 않을 것임을 입증

하는 해석의 요약 

5. 배관 휩, 분출유체 하중 및 반력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방법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설명 

가. 배관 휩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휩 구속장치의 설계

나. 배관 휩, 분출유체 하중 및 반력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에 대한 보호 대책

다. 다중 설비의 분리

라. 다중 설비와 배관 및 다른 기기를 분리하는 대책

마. 대표적인 배관 휩 구속장치에 대한 설명과 각 계통 내의 모든 구속장치의 위치

와 수량의 요약

6.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내진범주 I 구조물의 구조적 적절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내진

범주 I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사용될 절차

가. 응력 평가방법, 즉 작용 응력 방법과 극한강도 방법

나. 허용 설계 응력과 변형률

다. 하중 인자와 하중 조합

7. 압력과 온도 과도상태, 고정 및 운전 하중, 기기 하중 및 배관과 기기의 정적, 열적 

및 동적 반력을 포함하는 구조적 설계 하중이 제시되어야 한다.

8. 바닥, 내부 벽, 외부 벽, 건물 관통부 및 전체의 건물과 같은 내진범주 I 구조적 요

소가 가상 사고로 인한 하중의 반전에 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9. 기존 구조물에 새로운 통로(Openings)를 설치해야 한다면 수정된 구조물이 설계 하

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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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고로 인하여 비내진범주 구조물을 포함하는 어떤 구조물의 파손도 다른 구조물

의 파손을 유발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 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능력

나. 발전소를 저온정지상태로 가져가는 능력

11.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파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 해당 사고를 완화하고 발전소를 저온정지상태로 유도함에 필요한 IEEE 279에서 정

의한 보호계통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다중 기능의 상실, IEEE-308에서 정의한 

1E 등급 전력계통, 공학적 안전설비, 케이블 관통부 또는 관련 부분 연결 케이

블의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 다중 기능의 상실, 또는 

나. 그 자체가 보호 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보호 기능을 상실시키게 되는 배관의 누설

이나 파손으로 인한 환경 유발 고장. 이런 관점에서, 다중성의 상실은 허용되지만 

기능의 상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전소 정지가 요구된다.

12. 주제어실의 거주성이 보장되고 증기배관 파단 사고 및 급수배관 파단사고 후 제어

실 내의 기기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거주성이 보장되

는 장소에서 발전소 정지 및 냉각하는 능력이 보유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13. 고에너지 배관 파단으로 인하여 조성된 증기-공기 환경에서도 작동되어야 하는 전

기 기기에 대한 환경 검증이 시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검토에 필요한 정보

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기 1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전기 기기의 명시.

이 기기들이 사고 후에 작동되어야 하는 요구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나. 해당 계통이 가상 사고의 결과로 조성되는 환경조건에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

을 보이는 시험조건, 시험결과 자료와 사고 기간.

시험에 사용되는 환경 조건은 사고 조건의 보수적인 평가로부터 선정되어야 한다.

다. 유출 증기 충격력이 보호계통의 기능상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함에 필요한 보호

벽의 위치를 명시하는 증기계통에 대한 연구 결과.

보호벽 설계기준이 설명되어야 하고 보호되는 환경 내에서 기기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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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e) 능력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어실 내의 안전관련 전기기기가 배관파단사고에 따라 조성되는 환경 속에서 

작동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에 사용되는 환경 

조건은 사고 조건의 보수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마. 소내 전력분배계통과 소내 전력(디젤과 충전지)이 사고 동안에 계속 작동 가능

함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

14. 격납건물로부터 터빈건물에 이르는 경로를 나타내는 분기지점(branch)을 지관

(Branch)을 포함한 증기배관과 급수배관의 설계 도표와 도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면에는 고도(elevations)를 나타내어야 하며 환기 설비, 흡입구 및 덕트를 포함

하는 안전관련 기기의 위치를 배관 배치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5. 급수배관이나 다른 어느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파단사고 시에 안전관련 

기기가 침수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16. 격납건물 외부 배관 계통에 필요하거나 실시되는 품질보증 및 검사 프로그램에 대

해 기술되어야 한다.

17. 누설감지설비가 제안된 수정 설계에서 사용된다면 장비의 능력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18. 배관 파단사고 후에 원자로를 저온정지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동 및 수동 운전 

절차를 포함하는 사고 후속 비상절차서의 요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기기와 운

전원의 운전조치에 대한 사고 후의 추산 시간이 절차서 요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19.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 근처에 배치된 증기배관 및 급수배관을 포

함하는 고에너지 유체 배관 계통의 내진등급과 품질등급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20. 격실, 배관 통로, 중간 건물 및 터빈 건물에서의 배관 파단으로 인한 관심있는 지

역의 압력 및 온도 과도상태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기발생기 취출을 포함하

는 해석의 가정,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해석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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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되는 기기가 명시되어야 하고 단일 능동기기고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동이 

요구되는 계통의 능력이 기술되어야 한다.

21. 격납건물 외부 배관 파단으로 인하여 일차 그리고/또는 이차 격납건물 구조물에 

악영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해석이나 방법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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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격납건물 외부의 가상사고에 대한 보호

1. 원자로 정상운전 기간에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 계통

가. 배관 계통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저온정지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전 계통 및 기기들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위치하거나 물리적으로 적절히 분

리, 격리되어야 한다.

나.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으

로부터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저온정지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전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에너지 유체 계통이나 계통 중 일부분을 

구조물 안에 적절히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련 배관 계통 또는 이의 일부에 

구속장치와 보호수단을 설치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킴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과 작동성을 보장한다.

라. 고에너지 유체가 통과하는 배관 계통의 보호 격실은 가상 배관파단, 배관 휩의 

동적 영향, 분출 유체 충격력 및 안전정지지진과 정상운전 하중을 조합한 분사 

유체량에 의한 격실 가압 등을 종합한 영향을 견디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로 설

계된다.

마.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 계통은 가상 단일 배관파단이 차례로 다른 배관

이나 기기를 허용 한계 이상의 정도로 손상 시키지 않도록 설계된다.

추가로 가상 배관파단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원자로를 저온정지상태로 유

도하도록 설계된 어느 계통이나 계통 내 일부분은 단일 능동기기고장을 가정하

여도 본래의 안전기능의 수행을 보증하도록 설계된다.

바. 가상 배관파단 사고 시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 구조물로부터 빠져 나온 

증기, 유체 및 열이 다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 (1) 원자로 운전을 안전하

게 제어함에 중요한 지역에의 접근성, (2) 주제어실의 거주성 (3) 안전 조치를 

수행함에 필요한 계측기, 전력 공급기 및 제어기의 작동성.

이 관점에서 다중성의 상실은 허용할 수 있으나 기능의 상실은 허용되지 않는

다.

사. 가상 파단위치의 결정 기준은 붙임 4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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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정상운전 기간에 중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 계통

가. 중에너지 유체 배관 계통은 배관 파단의 형태가 파단이 아닌 한정된 크기의 관

통 누설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준이 1

항의 고에너지 배관 파단의 경우에 상응한다.

나. 가상 누설의 경우에 유체의 분사와 침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하여 1항의 

바.의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까지 설계 시 고려된다. 가상 누설위치 결정에 대한 

기준은 붙임 4에 제시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방법이 KEPIC-MI 요

건에 따른 KEPIC 2등급 및 3등급 압력유지 기기의 가동 중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

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가능한 범위까지는 분리 개념을 도입하여 발

전소의 배치 및 배열을 하게 되지만 고에너지 유체가 흐르는 배관과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배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교차연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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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격납구조물 외부 고·중에너지 유체 배관 계통에서의 파단과 

누설위치 선정기준

이 기준은 배관 구속장치를 설계할 목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가상사고로 야기되는 

환경조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보호방법과 단일고장기준과 같은 일반설

계기준의 다른 관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I. 고에너지 유체계통

1. 발전소 배치와 배열을 통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멀리 배

치된 배관 계통에 대해 아래 I.4항의 요건이 만족된다면 배관 파단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설계된 콘크리트 구

조물이나 격실내에 배치된 배관 계통에 대해 보호 구조물내의 배관 구간이나 지관

구간 중의 다음 위치에서 배관 파단이 가정되어야 한다.

가. 보호 구조물이나 격실내에 놓인다면 배관 구간이나 지관 구간의 종단(I.4의 경

우는 예외로 함)

나. 엘보우, 티, 십자 연결대, 비표준 피팅 등 배관 피팅류

다. 배관 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배관 구속장치를 고려하여 구조물과 격실의 

벽, 바닥 및 지붕에 가해지는 가상배관파단과 분출 유체의 충격으로부터 최대 

하중을 갖게 되는 위치에서 보호 구조물 또는 격실 내의 각 배관 구간과 지관 

구간 내에 선정된 최소한 한 개의 파단 위치

3. 해당 배관 계통이 상기 I.1이나 I.2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있는 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이 지역을 포함하는 격납구조물 내에 

있는 배관 구간이나 지관 구간에는 다음의 위치에서 배관파단이 가정되어야 한다.

가. 배관이나 지관이 구조물 내의 각 격실이나 격납구조물의 경계 내에 위치하는 

경우(I.4의 경우는 제외), 종단

나. 발전소 운전 조건과 해당 지진 사고와 관련된 하중 하에서의 응력이 0.8(Sh+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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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위치 또는 이 계산된 응력 관련 위치 대신에 엘보우, 티, 십자형 연결

대, 비표준 피팅 등 배관 피팅류가 있는 위치

다. 각 격실의 격납 구조물 경계 내에 있는 배관이나 지관 중 그 길이가 배관 직경

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한 두 개 지점, 3배를 초과하여 20배 미만인 

경우는 최소 한 지점의 별도의 위치.

단, 배관의 길이가 직경의 3배 이하인 경우는 중간 파단 지점이 가정될 필요가 

없다. 중간 파단 지점은 구속되지 않은 해당 파단 배관에 대하여 배관 휩 거동

과 분출 유체 충격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4. 격납건물의 일차 관통부를 통과하여 첫 격리밸브에 이르는 배관 부분에 대하여, 격

납건물 외부의 가상 배관파단 사고의 경우에 전달되는 배관 하중이 밸브의 작동성

이나 배관 및 격납건물 관통부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밸브 외부 배관이 충분

히 견고하고 구속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배관 파단은 가정될 필요가 없다.(이와 

같은 배관의 종단은 구속된 위치로 간주된다.)

II. 중에너지 유체 계통

1. 발전소 내에 적절한 배치나 배열을 통하여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나 기기로부터 격

리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또는 멀리 위치된 배관 계통에 대해서는 관통 누

설 균열이 가정될 필요가 없다.

2. 상기 I.1부터 I.3까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가상 파단지점으로 지정된 고에너지 유체 

계통 영역에 위치한 배관 계통에 대해서는 관통 누설 균열이 가정될 필요가 없다.

3. 안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를 포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고에너지 유체계통

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배관 계통은 배관 파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유체 분

사와 침수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장 심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관통 누설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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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배관파단과 균열의 크기와 유형

1. 고에너지 유체 계통에 대하여 상기 I항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 위치에서 다음 유형

의 파단이 가정되어야 한다.

가. 배관 공칭 크기가 4인치 이상인 배관 구간과 지관 구간에서 길이방향 파단

나. 배관 공칭 크기가 1인치를 초과하는 배관 구간과 지관 구간에서는 원주방향 파단

2. 중에너지 유체 계통에 대하여 상기 II.항의 기준에 의해 정해된 위치에서 다음 유형

의 누설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가. 배관 공칭 크기가 1인치를 초과하는 배관 구간과 지관 구간에서 관통 누설 균열

이 가정되는데, 이 경우 균열 개구는 배관 지름의 1/2 크기의 길이와 배관 두께

의 1/2 크기의 폭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IV. 용어설명

1. 고에너지 계통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계통을 포함한다.

가. 최대 운전 온도가 섭씨 95도를 초과하고

나. 최대 운전 압력이 1,900 kPa를 초과하는 경우

2. 중에너지 계통은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계통을 포함한다.

가. 최대 운전 온도가 섭씨 95도 이하이고

나. 최대 운전 압력이 1,900 kPa 이하

3. 배관 파단은 (1) 배관이 원주 방향으로 완전히 전단되는 것과 (2) 절단되지는 않지

만 배관 단면적에 상응하는 개구 면적을 가지며 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파단은 각각의 지정된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동시

에 두 가지의 파단 유형이 공존하는 것으로는 가정되지 않는다.

4. 배관 구간의 종단은 압력용기, 펌프, 밸브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된 배관 부속 

등 최대 구속점에 시작되고 브렌치의 종단은 견고한 구속점의 역할을 하는 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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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교차 연결부에서 시작된다.

5. 원주방향 응력이나 길이방향 응력은 탄성 계산에 근거하여 유도된다.

6. 지진사건은 최소한 안전정지지진의 진동 작용의 1/2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7. 발전소 운전조건은 원자로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시험 조건을 포함한다.

8. Sh는 KEPIC 코드 2등급 및 3등급 기기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공식인 MNC-3600과 

MND-3600에 의해 계산되는 최대 온도에서의 허용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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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 격납건물 내․외부의 유체배관계통에서의 가상 파단위치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배관파단 가정에 대한 규제입장은 원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대한 원자

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

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다. 배관파단은 발생가능한 설계, 건설, 운전상의 실수에 

의한 것과 예측되지 않은 하중 또는 부식 환경조건과 같은 예측되지 않은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드문 사건으로 간주되어진다. 실제 배관파손에 대한 경험에 의하면 기

기의 노즐에 연결된 배관 계통의 종단(Terminal End)과 같은 고응력/피로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6.2-1의 요건은 파단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의 배관파단 가정을 배관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적절하고 실제

적인 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

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입증방법은 보통 파단전 누설(Leak-Before Break, LBB) 해석이라고 하며, 배관계통

설계에 대한 LBB 적용은 안전심사지침 3.6.3절에 따라 검토된다.

운전기준지진(Operating Basis Earthquake, OBE) 배제설계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

를 살펴보면, 많은 논란 끝에 운전기준지진을 배제하는 원전 설계와 관련한 규제지침

인 USNRC SECY-93-087이 1993년에 발간되었고, System 80+ 표준설계인가 최종심사

보고서에서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 설계에 고려되는 OBE 배제가 허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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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규제입장으로 설계에서 OBE가 배제되면, 가상 배관파단 및 누설균열 위치 

결정을 위한 응력 계산 시 지진하중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정상 및 과도 운전조건에 

의한 하중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상 배관파단 및 누설균열 위치 결정을 위한 

누적피로계수 계산 시에 지진하중이 하중조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II. 규제입장

1. 고 에너지 유체계통 배관

가. 필수 계통 및 기기에서 분리된 유체계통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가. 에 규정된 발전소 배치의 분리에 의한 보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배관 배열(layout)과 발전소 배치도면을 검토하여 어떤 

위치에서의 가상 배관파단 영향도 필수 계통과 기기로부터 격리되거나 물리적

으로 떨어져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부록의 II.1.다에 의해 

결정된 파단 위치를 이 목적을 위해 가정할 수 있다.

나. 격납건물 관통부분에서의 유체계통 배관

만일 KEPIC-MN, MNE-1120의 요건과 다음 추가적인 설계요건을 만족시킨다면 

격납건물 벽을 중심으로 내측(Inboard) 격리밸브와 외측(Outboard) 격리밸브까지

의(밸브 포함) 배관 계통에 대한 파단이나 균열은 가상할 필요가 없다.

1) 다음의 설계응력 및 피로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KEPIC-MN, 1등급 배관의 경우

(1) 어떤 2개의 하중 세트(무하중 세트 포함)사이의 최대 응력 범위는 2.4 S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KEPIC-MN, MNB-3653의 식(10)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만일 식(10)에 의해 계산된 최대 응력 범위가 2.4 Sm을 초과하면 

MNB-3653의 식(12)와 식(13)에 의한 응력범위가 모두 2.4 Sm 한계를 만족해

야 한다.

(2) 누적피로계수가 0.1보다 작아야 한다.

(3) 배관 중 이 부분(상기 나.에서 정의한) 이외의 가상 배관파단에 의한 하중하

에서 MNB-3652의 식(9)로 계산된 최대 응력은 2.25 Sm 과 1.8 Sy 중 작은 



부록 3.6.2-1 개정 5 - 2015. 12- 3 -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파단에 따라 외측

(Outboard) 격리밸브와 첫 번째 구속장치 사이의 배관은 만일 소성 힌지

(Plastic Hinge)가 형성되지 않고 가상 파단 응력조건에서 밸브의 작동성이 

안전심사지침 3.9.3절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장된다면 상기 제한값 이상의 

응력이 허용될 수 있다. 1차 하중은 배관 휩 구속물에 의해 제한되는 변형

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KEPIC-MN, 2등급 배관의 경우

(1) 운전기준지진 사건을 포함하여 계통 설계 시방서에 정의된 Level A, Level

B 응력 한계(즉, sustained loads, occasional load 및 열팽창)에 대한 하중과 

조건을 고려한 KEPIC-MN, MNC-3653의 식(9)와 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최

대응력 범위는 0.8(1.8Sh + SA)을 넘지 말아야 한다. Sh와 SA는 각각 KEPIC

MNC-3600에 정의된 최대 온도에서의 허용응력과 열팽창에 대한 허용응력 

범위이다.

(2) 배관 중 이 부분(상기 나.에서 정의한) 이외의 가상 배관파단에 의한 하중하

에서 MNB-3652의 식(9)로 계산된 최대 응력은 2.25 Sh 과 1.8 Sy 중 작은 

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1차 하중은 배관 휩 구속물에 의해 제한되는 변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만일 외측(Outboard) 격리밸브와 구속장치 사이의 배관이 발전소 배관 코

드인 ANSI B31.1에 따라 건설되었고 해당 배관이 모든 원주방향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검사(RT)를 수행한 길이방향으로 이음새가 없는 배관으로 건설

되었거나 또는 모든 길이방향과 원주방향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하

였을 경우에는 위의 가).(3)항에서 허용된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2) 배관을 지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 부분의 배관에 용접부착물(Weld Attachment)

을 설치하는 것은 상세 응력 해석이나 시험으로 II.1.나.1)의 제한치를 만족함이 입

증되기 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3) 원주방향과 길이방향의 배관 용접부와 지관(Branch) 연결부의 수는 최소화해야 

한다. 가드 배관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유체계통 배관의 내부 배관은 길이방향과 

원주방향의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검사(체적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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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성 확보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한 길이방향으로는 이음새가 없는 배관이

어야 하고 원주방향 용접부가 없어야 한다.

4) 이 부분 배관의 길이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정도로 최소한의 길이로 줄여져야 한다.

5) 배관 고정앵커나 구속장치의 설계(즉, 격납건물 관통부와 배관 휩 구속물에의 연

결)시 해당 용접부가 100% 가동중검사(체적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상세

한 II.1.나.1)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응력 해석이 수행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배관 외벽면에 이들을 직접 용접해서는 안된다(즉, flued integrally

forged pipe fitting은 사용될 수 있다)

6) 격납건물 관통부 지역에서의 이 부분의 배관에 대한 가드 배관은 KEPIC-MNE

등급 MC의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드 배관은 격납건물 경계의 

일부이다. 추가로 종합 가드 배관 집합체는 다음 요건이나 시험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설계온도와 압력은 발전소 정상조건하에서 내부 배관의 최대 작동 온도와 압

력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정지지진과 결합된 격납건물 설계 압력과 온도와 관련된 하중하에서 

KEPIC MNE-3220의 Level C 응력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드 배관 집합체는 설계 압력보다 낮지 않은 압력에서 압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 가드 배관 집합체는 II.1.나.7)에 규정된 가동중검사(체적검사)의 수행을 위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용 port가 사용된다면 이중벽 구조의 격

납건물 구조물의 환형 공간을 통과하는 가드 배관 부근에는 이 port를 설치

해서는 안된다.

7) 모든 배관 용접부에 대해 100% 비파괴 검사(체적검사)가 KEPIC-MI, IWA-2400에 정

의된 각 검사주기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다. 격납건물 관통부 이외 부분에서의 가상 배관파단

1) II.1.나에 규정된 등급 1 배관을 제외하고는 각 배관과 지관(Branch)에 대해 다음 

위치에서 파단이 가상되어야 한다.

가) 종단(Terminal Ends)

나) 최대 응력 범위가 식(10) 그리고 식(12) 또는 식(13)으로 계산하여 2.4 Sm을 

넘는 중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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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로누적계수가 0.1을 넘는 중간 지점

배관 재해석의 결과로 최대응력 위치가 이동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초기에 결정된 중간 파단지점을 변경할 필요

가 없다.

(1) 새로운 중간 파단지점의 동적 영향이 원래의 배관 휩 구속장치와 유체 

충격 방호물(Jet Shields)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다.

(2) 배관 크기, 벽 두께, 배관 배치(Routing)와 같은 배관 변수의 변경이 요구

된다.

2) II.1.나에서 제시한 배관 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 등급 2, 3배관의 파단이 각 배

관과 지관(Branch) 구간에 대해 다음 위치에서 가상되어야 한다.

가) 종단 (Terminal Ends)

나)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의해 선택된 중간 지점

(1) 각 배관 연결 피팅(Fittings)(즉, 엘보우, 티, 십자형 연결대, 플랜지 및 비표

준 피팅), 용접부착물 및 밸브.

배관이 연결 피팅(Fittings), 용접부착물 또는 밸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보호 구조물에 인접한 배관의 각 끝의 한 위치.

(2) KEPIC MNC/MND-3653의 식(9) 및 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응력이 

MNC/MND-3653에 주어진 응력 제한치 합의 0.8배를 넘는 각 위치.

설계 형상과 실제 형상 차이에 의한 배관 재해석의 결과로 최대 응력 지점

이 이동될 수 있다. 그러나 배관 직경, 두께 및 배열 등 배관 변수의 변화

로 인해 재설계가 요구되거나 또는 새로운 중간 파단지점에 따른 동적 영

향이 원래의 배관 휩 구속장치나 유체 충격 방호물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 결정된 중간 파단 지점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3) KEPIC 코드 등급이 아니면서 내진 설계된 배관의 파단은 상기 등급 2, 3 배관에 

적용된 것과 같은 요건에 따라 가상된다.

4) 상기 1), 2) 및 3)의 배관 파단위치에 대하여, 만일 구조물이 고에너지 배관을 필

수 기기로부터 분리시킨다면, 상기 기준이 그런 파단위치를 가상하지 않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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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 분리시키는 구조물은 그 구조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

는 고에너지 배관에서의 배관 파단의 결과를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안전관련 기기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환경 검증이 되어야 한다. 격납건

물 내부/외부에 있는 전기 및 기계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설계기준에 해당 

배관파단과 누설 균열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설계자는 상기의 II.1.다에 따른 파단 위치를 가상하는 각 배관 구간을 명시해야 한

다. 헤더나 헤더 사이에 있는 병렬형 배관 등의 배열을 포함하는 복잡한 계통에서

는, 이 기준에 요구되는 파단 수를 가정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해당 구간 안의 모

든 관련 배관을 명시하고 포함해야 한다.

마. II.1.나에 규정된 배관 부분은 예외로 하고 누설 균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야 한다.

1) KEPIC 등급 1 배관에서 식(10)으로 계산된 응력 범위가 1.2 Sm을 넘는 축 상의 

위치(axial locations)

2) KEPIC 등급 2, 3 이나 비안전 등급 배관에서 MNC/MND-3653의 식(9)과 식(10)

의 합으로 계산된 응력이 MNC/MND-3653에 주어진 응력 한계 규정치 합의 0.4

배를 넘는 축 상의 위치

3) 응력 정보를 얻기 위해 평가되지 않은 비안전 등급 배관은 가장 심한 환경 영향

을 가져오는 축 상의 위치에 누설 균열을 가정해야 한다.

2. 중에너지 유체계통 배관

가. 필수 계통과 기기로부터 분리된 유체계통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1.가에서 정의하는 발전소 배치의 분리 대책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배관 배열과 발전소 배치에 대한 검토에서 내진 및 비내진 기

준(seismic and nonseismic standards)에 맞추어 설계된 배관의 어떤 위치에서의 

관통 누설균열의 영향이 필수 계통 및 기기로부터 격리되거나 물리적으로 떨어

져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격납건물 관통부 지역에서의 유체계통 배관

만일 KEPIC-MN, MNE-1120의 요건과 KEPIC-MN, MNC-3653의 식(9)와 식(10)

의 합으로 계산된 응력이 MNC-3653에 주어진 응력 한계 규정치의 합을 0.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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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않는다면, 격납건물 벽에서 내측(Inboard) 및 외측(Outboard) 격리밸브를 포

함하는 부분까지의 배관 계통에 대한 누설 균열은 가정할 필요가 없다.

다. 격납건물 관통부 지역 이외의 유체계통

1) 누설 균열은 다음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인접한 배관에 대하여 가정되어야 한다.

가) II.2.나 또는 II.2.라. 기준에 의해 면제된 위치

나) KEPIC 코드 등급 1 배관에 대해 MNB-3653의 식(10)으로 계산된 응력 범

위가 1.2 Sm보다 작은 위치

다) KEPIC 코드 등급 2, 3 및 비안전 등급 배관에서 MNC/MND-3653의 식(9)

와 식(10)의 합으로 계산된 응력이 MNC/MND-3653에 주어진 응력 한계 

규정치 합의 0.4배를 넘지 않는 위치

2) 상기 1)항에 의해 면제된 배관 계통 이외에 대해서는 가장 심한 환경 영향을 

초래할 축방향 및 원주방향 위치에서 누설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3) 안전심사지침 부록 3.6.1-1의 II.3.라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비내진 기준

에 따라 설계된 유체계통 배관에 대하여 누설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라. 고에너지 유체 계통에 근접한 중에너지 유체계통

만일 해당 누설 균열이 고에너지 유체계통 파단보다 더 심한 환경 조건을 초래

하지 않는다면,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서 파단이 가정된 영역에 위치한 중에

너지 유체 배관에서 누설 균열은 가상하지 않아도 된다.

마. 고에너지 계통이나 중에너지 계통으로 분류된 유체계통

단기간 운전주기 동안에만 고에너지 유체계통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운전주기 

동안에는 중에너지 유체계통으로 분류되는 유체 계통에서는 파단 대신 누설 균

열이 가상될 수 있다.

3. 파단 및 누설 균열의 형태

가. 원주방향 배관 파단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하여 II.1에 규정된 위치에 다음과 같은 원주방향 파

단들이 각기 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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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응력 범위가 II.1.다.1)과 II.1.다.2)에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며 원주방향 

응력 범위가 적어도 축방향 응력 범위의 1.5배인 위치를 제외하고는, 공칭 배

관 크기가 1인치를 초과하는 유체계통 배관이나 지관(Branch) 구간에서 원주방

향 파단이 가상되어야 한다. 공칭 크기가 1인치 이하인 계측관(Instrumentation

lines), 배관이나 세관은 안전규제지침 7.2.3, ”격납건물 격리수단 설계“(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파단지점이 구체적인 응력 계산없이 선정된 위치에서의 파단은 각 배관피팅

(Fittings)에의 용접부, 밸브 또는 용접부착물에서 가상되어야 한다.

3) 만일 비탄성 해석을 통하여 배관 구속장치, 구조적 고정장치 또는 배관 강성

(stiffness)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속시켜서 소성 힌지가 생기지 않음이 입증

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파단된 배관 단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길이방향 변

위량을 갖는 배관 절단 및 분리를 야기하는 원주방향 파단이 가정되어야 한다.

4) 파단 위치에서의 분출 유체의 동적 하중은 해석이나 실험에 의해 결정된 추력 

계수(thrust coefficient)에 의해 수정되어 계산된 유체 압력과 유효 배관 단면 

유동면적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파단 위치에서의 제한된(limited) 배관 

변위, 배관 제한기, 유량 제한기, 양정 펌프 제어 유량(positive pump

-controlled flow) 및 에너지 저장조의 부재 등이 분출 유체 감소 요소로 고려

될 수 있다.

5) 배관 휩 현상은 배관 구조와 형상에 의해 정의된 면에서 발생하고, 분출 유체 

반작용 방향으로 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나. 길이방향 파단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하여 II.3.가에 규정된 원주방향 파단 위치에서 다음

과 같은 길이방향 파단들이 가정되어야 한다.

1) 최대 응력 범위가 II.1.다.(1)과 II.1.다.(2)에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며 축방향 

응력 범위가 적어도 원주방향 응력 범위의 1.5배인 위치를 제외하고는 공칭 배

관 크기가 4인치 이상인 배관 및 지관(Branch) 구간에서 길이방향 파단이 가정

되어야 한다.

2) 종단에서 길이방향 파단은 가상될 필요가 없다.

3) 배관이 절단되지 않고 축방향으로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길이방향 

파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분출 유체에 의한 반력이 본래의 배관 형상을 크게 



부록 3.6.2-1 개정 5 - 2015. 12- 9 -

벗어나게 변형시키게 되는 것과 같이 배관 원주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름 방

향의 반대점에서(동시에 발생하지는 않는) 찢어지는 형태의 균열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한요소해석과 같은 상세 응력해석에 의해 결정된 

최대 인장응력 부분에 단일(Single) 찢어지는 배관 파열이 가정될 수 있다.

4) 분출 유체에 의한 동적 하중은 파단 위치에서 배관의 유효단면 유동 면적과 

동일한 원형 또는 타원형(2D×1/2D) 파단 면적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동일 위

치에서 원주방향 파단에 대해 결정되는 해석이나 실험으로 구해진 추력 계수

에 의해 수정되어 계산된 유체 압력에 기초해야 한다. 배관 제한기, 유량 제한

기, 양정 펌프 제어 유량 및 에너지 저장조의 부재 등이 분출 유체 감소 요소

로 고려될 수 있다.

5) 만일 비탄성 해석을 통하여 배관 구속장치, 구조적 고정장치 또는 배관 강성

(stiffness) 등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출 유체 반작용 방향으로 배

관이 움직이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다. 누설 균열

누설 균열은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해 II.1.마.에 의해 정의된 축 상의 위치

와 중에너지 유체배관 계통에 대해 II.2.다.1)에 의해 면제받지 않은 축 상의 위치

에 가정되어야 한다.

1) 누설 균열은 1인치 이하의 배관에서는 가상하지 않아도 된다.

2) 고에너지 유체계통 배관에 대해, 가장 심한 환경 결과를 초래하는 원주방향에 

누설 균열이 가상되어야 한다(중에너지 유체계통에 대해서는 II.2.나.2) 참조)

3) 누설 균열에서의 분출 유량은 배관 직경의 1/2에 해당하는 길이와 배관 벽 두

께의 1/2에 해당하는 넓이를 갖는 사각형 면적에 상응하는 원형 개구 면적에 

기초하여 근거해야 한다.

4) 누설 균열에서의 분출 유량은 격실내의 보호되지 않은 모든 기기를 적시고 격

실을 침수시켜 다른 격실들로 전달되는 환경을 초래하는 것을 가정하여야 한

다. 침수 효과는 시정 조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보수적으로 평가된 예측 시

간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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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6.3-1 동적파괴시험 절차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동적변형시효 (DSA, Dynamic Strain Aging) 효과에 의한 인장치 및 인성치의 저하

가 나타나는 배관 재질에 대해서는 인장치 및 인성치의 결정시 이 효과들을 고려하여

야 한다. 탄소강의 경우 동적변형시효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적파괴시험(dynamic

fracture test)은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6.3-1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시험 대상  

가. 파단전누설 개념이 적용되는 배관이 탄소강으로 제작될 경우, 이 배관이 

DSA에 의해 파괴저항치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지 않

는 한, 동 배관의 파괴물성치 결정시 DSA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DSA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적파괴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시편 선정 

가. 시험은 각 배관의 보관재료(Archival Material)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시험은 직관부, 엘보우, 안전단(Safe End)의 모재와 용접부(용접방법별 및 공

장/현장 용접별)에 대해 각각 수행되어야 한다.

3. 시험 온도 

가. 시험은 운전온도 또는 설계온도 부근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나. 파괴저항치에 대한 온도의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어도 고온대기

(Hot Standby) 온도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고온대기 온도 대신 상온 

시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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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중속도 

가. 정적하중과 동적하중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정적하중 속도는 현재의 파괴물성치 결정에서 사용되는 속도로 수행한다. 정

적하중 시험이 기수행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동적파괴시험의 하중속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기술적 타당성이 입

증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적파괴시험 하중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파단전누설개념이 적용되는 배관계통의 Modal Analysis를 수행하여 첫 번

째 mode의 natural frequency(nf(#1))를 구한다.

2) 고온대기온도(또는 상온)와 운전온도에서 각각 정적 파괴시험을 수행하여 각 

온도에서의 균열진전시작시의 하중선변위(Di)를 결정한다.

3) 각 온도에서의 하중속도(LL)을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LL = 4 * nf(#1) * Di

5. 시편의 종류 및 갯수

가. 시편으로는 CT 시편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편의 두께는 1T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편은 직관부, 엘보우, 안전단(Safe End)의 용접부(용접방법별 및 공장/현장 

용접별) 각각에 대해 적어도 3개의 유효한 곡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적

어도 1개의 유효한 곡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유효한 곡선의 수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6.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

가. 시험 및 평가는 기본적으로 ASTM Standard E1820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나. 균열 진전량 측정을 위해 전위차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그 타당

성이 인정되면 사용될 수 있다.

다. 파괴저항치 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적 파괴저항치 결정방법과 동일해야 한

다. 다른 방법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용될 수 있다.

7. 평가 결과

가. 동적 파괴저항치 측정결과가 정적 파괴저항치 측정결과보다 낮을 경우 파단전

누설 평가에 동적 파괴저항치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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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적 파괴저항치 측정결과가 정적 파괴저항치 측정결과보다 높을 경우 정적 파

괴저항치를 사용하여 평가한 파단전누설 평가를 재수행할 필요는 없다.

다. 적어도 고온대기온도 이상에서는 정적 파괴시험과 동적파괴시험에서 절대로 취

성파괴 거동을 보여서는 안된다. 고온대기온도 이상에서 취성파괴거동을 보일 

경우 파단전누설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표 1. 유효한 곡선의 수효

고온대기온도(또는 상온) 고 온

정적 파괴시험 1 3

동적 파괴시험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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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7.1-1 최소 파워스펙트럼밀도 요건의 상술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안전심사지침 3.7.1절의 II.1.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사용되는 단일인공지진동시간이력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는 목표 파워스펙트럼밀도(Power Spectral 

Density, 이하 “PSD”) 함수도 적절히 만족해야 한다. 즉, 단일시간이력을 사용할 때

는 응답스펙트럼 포괄요구조건 외에도 인공시간이력의 PSD 함수가 중요진동수 범위에

서 목표 PSD 함수를 포괄함을 보임으로써 관심 있는 진동수구간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 부록에서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 응답스

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목표 PSD 함수에 대한 

세부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II. 규제 입장

   RG 1.60의 1.0g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평방향 응답스펙트럼에 대하여, 다음의 최소 

PSD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다른 최대가속도에 대해서는, 이 PSD 요건을 최대가속

도의 제곱비율로 조정한다.

   일면중첩 PSD는 시간이력의 퓨리에 진폭 와 다음의 관계가 있다.

  

 
(1)



부록3.7.1-1 개정 4 - 2014. 12- 2 -

여기서, 는 가 계산되는 강진지속시간이다.  이 지속시간 는 가속도시간이

력 기록의 최대 파워 부근의 거의 정상인(Stationary) 파워의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인

공시간이력 또는 실재 지진시간이력의  결정에 대한 추가지침은 NUREG/CR-5347

의 Appendix B에 제시되어 있다.

   식 (1)로 정의된 평균일면중첩 PSD는 0.3 Hz와 24 Hz 사이에서, 식 (2)로 정의된 목

표 PSD의 80%보다 커야 한다.


Hz 미만
 msec Hz


Hz  Hz
 msec Hz


Hz  Hz
  cmsec Hz


 Hz 이상
  cmsec Hz

(2)

   임의의 진동수 f에 대하여, 평균 PSD는 그 진동수 f를 중심으로 ±20 %의 진동수

대역에 대하여 계산된다(예를 들어, f = 5 Hz 인 경우 4 ~ 6 Hz).

   목표 PSD에서 24 Hz 이상의 파워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서 24 Hz 이상의 진

동수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그러나, RG 1.60의 정의에 의해 적용되는 바와 같이 

응답스펙트럼 계산은 24 Hz 이상도 필요함을 주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0.3 Hz 이하

의 파워는 강성이 큰 원전설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0.3 Hz 이하의 검토는 

불필요하다.  임의의 광폭의 진동수대역에서 파워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높

으나, 이 요건으로 인해 RG 1.60의 응답스펙트럼에서 기 구현된 보수성에 추가의 보수

성이 도입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낮도록 목표 PSD의 80 %를 최소한의 검토기준으로 

설정한다.

   최소 PSD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이력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은 모든 진동수에서 RG 

1.60의 응답스펙트럼보다 작을 것이다.  0.25 Hz 이상의 모든 진동수에서 2 % 감쇠에 

대한 RG 1.60의 응답스펙트럼(1.0 g를 기준)과 정확하게 맞는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

기 위해서는, 결과로 생성된 시간이력을 ±1.0g에서 잘라내면서 식 (2)에서 정의된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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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수 있다(참고문헌 3).

   2 % 및 그 이상의 감쇠에 대한 RG 1.60의 응답스펙트럼(1.0g를 기준)을 보수적으로 

포괄하는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결과로 생성된 시간이력을 ±1.0 g에서 

잘라내면서 식 (2)에서 정의된 PSD의 130 %를 사용할 수 있다.

Ⅲ. 참고문헌

 1. Regulatory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2. NUREG/CR-3509, "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s Compatible with NRC 

Regulatory Guide 1.60 Response Spectra," June 1988.

 3. NUREG/CR-5347, "Recommendations for Resolution of Public Comments on USI 

A-40, Seismic Design Criteria," Jun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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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7.1-2 설계응답스펙트럼 검토 절차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이 부록에서는 안전심사지침 3.7.1절의 II.1.가 항에 제시된, 내진설계용 응답스펙트

럼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한다.

II. 규제 입장

   안전심사지침 3.7.1절의 II.1.가 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부지고

유 GMRS로부터 결정하거나, 부지고유 GMRS를 포괄하는 (Regulatory Guide 1.60 응답

스펙트럼과 유사한) 광폭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결정한다.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일관성 

있는 구조물 기초 깊이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각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해 결정한

다. 기초 깊이에서의 최소 0.1g 최대지반가속도 요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초 깊이 응답스펙트럼을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다. 기초 깊이 응답스펙

트럼이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크지 않으면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커지도록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수정할 수 있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별도의 응답스펙트럼 두 세트(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 및 수정하지 않은 설계응답스펙트

럼)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석과 설계에 사용한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 절

차에 따른 내진설계용 응답스펙트럼의 적합성 검토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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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S 결정(개발)

(하나 선택)

설계응답스펙트럼 결정 :
RG 1.60 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형상의 광폭 응답스펙트럼 선정

(GMRS를 포괄하도록 선정)

설계응답스펙트럼 결정 :
GMRS로부터 평활한 형상의 

응답스펙트럼 결정

각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대해 설계응답스펙트럼
에 상응하는 기초 깊이에서의 스펙트럼 계산

예 아니오

(하나 선택)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내진해석에 사용

그림 1.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적합성 평가 절차

기초 깊이에서의 스펙트럼 
> 최소요구응답스펙트럼

(MRRS)

두 세트의 
응답스펙트럼 
사용(검토 
필요)

MRRS를 
포괄하는 

응답스펙트럼 
사용(허용)

설계응답 
스펙트럼 
허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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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1  안전관련 조적벽 평가를 위한 기준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본 부록은 안전관련 조적벽이 안전심사지침 3.8.4 II항에 명시된 허용기준을 만족하

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고려사항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일반요건

   안전관련 콘크리트 조적벽의 설계 및 시공에 관계된 자재, 시험, 해석, 설계, 건설 

및 검사는 UBC(Uniform Building Code)의 적용요건과 부합되어야 한다.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531, ATC-3 혹은 NCMA와 같은 다른 코드의 사용 역시 허용된다.  

그러나 본 기준의 해당조항 보다 보수적이지 못할 때는 그러한 코드의 사용은 사안별

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ACI 530 또는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와 같은 새로운 기준이나 개

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이 승인된 기준의 안전성과 동등인지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다. 

   발전소를 신축할 경우, 보강하지 않는 조적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하중 및 하중조합

   하중 및 하중조합은 정상운전하중, 심한환경하중, 극한환경하중, 비정상하중을 포함한다.  

    가. 일반하중 상태

      1) D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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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 + L + E

      3) D + L + W

      To와 Ro에 의한 온도응력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다

      1가) D + L + To + Ro

      1나) D + L + To + Ro + E

      1다) D + L + To + Ro + W

   나. 극한환경상태, 비정상상태, 비정상/심한환경상태, 비정상/극한환경상태

      4) D + L + To + Ro + E'

      5) D + L + To + Ro + Wt

      6) D + L + Ta + Ra + 1.5Pa

      7) D + L + Ta + Ra + 1.25Pa + 1.0(Yr + Yj + Ym) + 1.25E

      8) D + L + Ta + Ra + 1.0Pa + 1.0(Yr + Yj + Ym) + 1.0E'

      6), 7) 및 8)의 하중조합에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지 않으면 Pa, Ta, Ra, Yj, 

Yr 및 Ym의 최대값에 적절한 동적 하중계수를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

중조합 5), 7) 및 8)에서는 하중조합 5)에 있는 토네이도 비산물하중과 조합 7), 

8)의 Yr, Yj, Ym을 제외시켜도 관련 구조적 허용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

한 집중하중을 고려할 때 안전관련 계통의 기능상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국부

적으로 단면강도를 초과할 수 있다.  활하중(L)이 가장 큰 값을 갖거나 전혀 없

을 경우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3. 허용응력

   ACI-531에 있는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가. 풍하중이나 지진(OBE)하중이 하중조합에 적용될 때 허용응력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특별한 검사범주에서의 허용응력은 규제기관의 검사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모든 인장응력은 철근이 받는다.

    라. 극한환경상태, 비정상상태, 비정상/심한환경상태, 비정상/극한환경상태의 하중

조건에서 허용응력은 다음 표에 보여지는 계수를 곱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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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력 구분                                      계        수

축 혹은 휨 압축                                        2.5

지압(Bearing)                                           2.5

철근응력(전단 제외)                       2.0 (단, 0.9 fy를 초과하지 않음)

전단철근, 볼트                                         1.5

Bed Joint에 평행한 조적 인장력                         1.5

조적물이 받는 전단                                     1.3

보강조적의 Bed Joint에 직각인                           0

조적 인장력                                      

       주) 앵커볼트가 사용될 경우에는 조적벽의 전면파괴(facial spalling)가 방지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설계 및 해석상의 고려사항

    가. 해석은 적절한 공학적 관행을 고려해야 하며 정립된 공업역학의 원리를 따라

야 한다.

    나. 사용된 가정과 모델링 기법은 경계조건, 단면의 균열 및 조적벽의 동적거동 

등을 타당하게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다. 동적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은 Regulatory Guide 1.61에서 철근콘크리트에 적용

된 것과 같아야 한다.

    라. 내진해석에서는 질량 및 재질 그리고 사용된 변수들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 해석은 면내 및 면외 작용하중 모두를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층간 상대변위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 신축발전소의 경우, 비보강조적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콘크리트 조적벽

의 모든 그라우트는 진동으로 다져져야 한다.

    아. 조적 전단벽에서는 ACI-531의 최소 철근요건을 따라야 한다.

    자. 특별한 시공법(다층, 복합 등)이나 코드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기타 항목들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

    차. 신청자는 가능한 한 검토자들의 검토를 위해 품질보증/품질관리에 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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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 품질관리/품질보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적 구조물이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자에 의하여 사전 

승인된 시험계획이 이행되고 검토자에 의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카. Yr, Yj, Ym 하중에 의해서 야기되는 전면파쇄(spalling)나 후면파쇄(scabbing)의 

방지가 요구되는 조적벽의 경우, 안전심사지침 3.5.3의 요건이 적용된다.  안전

심사지침 3.5.3의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5. 기준의 개정

   기준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적절히 개정될 수 있다.

    가. 검토중에 얻어진 경험

    나. 시험과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구자료

  6. 참고 문헌

    가. ACI 530,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Masonry Structures."

    나. ACI-531-79,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Concrete Masonry Structures.” 

and Commentary ACI-531R - 79.    

    다. ATC 3-06, “Tentative Provis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ismic Regulations 

for Buildings-Applied Technology Council.”

    라. International Building Code

    마. Regulatory Guide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바.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Load-Bearing Concrete 

Masonry- NCMA August, 1979.

    사. Trojan Nuclear Plant Concrete Masonry Design Criteria Safety Evaluation 

Report Supplement - November, 1980.

    아. Uniform Building Code - 1979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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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2 구조설계감사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1. 개  요

   10 CFR 50, 부록 B는 설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내용을 검토하거나, 대

안으로 간략계산을 하거나, 적절한 시험계획의 이행 등 설계관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록은 구조설계 감사의 이행을 위한 요건과 지침을 제공

한다.

2. 목  적

   다음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가. 신청자가 시설의 설계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가 이행

되었는지를 조사한다.

   나. 주요 구조설계 계산이 타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다. 안전심사지침에서 권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구조물이 설계되고 해석된 부

분에 대하여는 안전 중요도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예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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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획은 감사총괄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관심분야를 포함한 감사일정 

및 항목은 감사담당자에 의해 준비되고 최소한 감사 30일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4. 감사의 수행

   가. 발전소 설계의 개괄적 검토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한 것과 상이한 부분을 포함하여 개요, 가

정사항, 모델기법 및 설계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 각 구조물의 개괄을 제시

해야 한다.

   나. 설계계산에 대한 감사

      감사담당자는 신청자의 설계보고서를 검토하는 중 확인하였던 구조물의 설계 계산

을 검토한다. 구조모델 작성, 해석, 부재 제원의 결정 및 전산작업에 관한 의문점

에 대하여는 감사 참여자들이 서로 토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신청자가 추가로 공

학자료를 제시하거나 추가해석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정한 추가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5. 감사종료회의

   감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종료회의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지적사항, 설계에 관련

된 일반적 문제점, 특정한 보완사항 및 보완 항목의 해결을 위한 일정을 토의하고 요

약한다.

6. 감사 회의록

   감사총괄자는 감사 회의록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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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후 회의

   보완사항에 관한 신청자의 대응조치 검토결과에 따라 감사자와 신청자간의 추가회

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8. 안전심사보고서에의 삽입

   감사는 검토과정에 있어서 필수분야이다.  기타 안전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감사

에 따른 보완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이 검토자의 안전심사보고서 작성 준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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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8.4-3 설계보고서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1. 목  적

   설계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검토자에게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것보다 더 세부적

인 설계 및 공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조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검토를 위하여 자료는 실제 설계계산의 범위와 최종설계 결과를 보

여주는 정량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보고서는 설계내용과 실제 건설과

정에서의 상태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설명과 형태

  가. 구조적 형태 및 제원

  나. 주요 구조요소

  다. 층 슬래브 배치도 및 입면도

  라. 주변조건 및 지지상태

  마. 특별한 구조적 특징

3. 구조재료의 요건

  가.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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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축강도

    2) 탄성계수

    3) 전단탄성계수

    4) 포아송비

  나. 철근

    1) 항복응력

    2) 인장강도

    3) 신장률  

  다. 구조강

    1) 등급

    2) 극한인장강도

    3) 항복응력

  라. 프리스트레싱 계통

    1) 시스템의 형태(생산자)

    2) 텐돈의 설명

    3) 과하중의 설명

    4) 텐돈과 쉬스관의 배치

    5) 돔의 프리스트레싱

  마. 기초지반

    1) 개요

    2) 단위중량

    3) 전단탄성계수

    4) 내부마찰각

    5) 점착력

    6) 지내력

  바. 특별 고려사항

4. 구조적 하중

  가. 사하중 및 활하중의 층슬래브별 분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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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도하중 및 동적하중의 결정

  다. 기기하중에 대한 제작자 자료

  라. 환경하중

  마. 비틀림 효과

5. 구조해석 및 설계

  가. 위험부위의 구조요소에 대한 설계계산

  나. 안정성 계산

  다. 연결부위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라. 독특한 특징 및 문제점 해결책에 대한 토의

6. 결과 요약

  가. 소요단면

  나. 실제 설계단면

  다. 각 하중의 기여도 결정

  라. 여러 파괴양상(휨, 전단, 축방향 하중)에 따른 단면의 저항능력과 요구되는 단면 

능력과의 비교

  마. 제공된 안전 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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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8.4-4 사용후연료 저장대에 대한 규제입장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사용후연료 저장대는 KEPIC MNF, "지지물“에 따라 내진범주 I급 구조물로 분류된

다. 본 부록의 목적은 사용후연료 저장대 및 관련 구조물이 안전심사지침 3.8.4절의 II항

에 명시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사용후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 설명

   저장조, 저장조 라이너, 저장대의 안전기능 수행을 위해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주요 

구조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후연료 저장 구조물에 대한 입면도 및 단면도 를 

포함한 발전소 구조물에 대한 설명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저장조 라이너, 저장대를 

포함한 사용후연료 저장조의 주요 안전기능은 지진, 사용후연료 캐스크의 충격, 사용후

연료 집합체 및 기타 중량물 낙하와 같은 모든 환경조건 및 사고상태에서도 사용후연료 

집합체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토되어야 할 주요 구조요소 및 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아래와 같다.

  가. 사용후연료 저장대의 지지대

사용후연료 저장대 수평 및 수직 지지부의 전체적 배치 및 주요 특징을 제시하

여 저장대 하중이 저장조 벽체 및 바닥 슬래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후연료, 저장대, 저장조 벽체 등 사이의 모든 간격

과 미끄럼 충돌(sliding contacts)이 설명되어야 한다.  새로운 저장대 설치시 기

존의 저장조 벽체 및 바닥 슬래브와의 연계범위가 설명되어야 한다.(연계하중, 

응답스펙트럼 등)

저장대가 저장조 벽체 및 바닥에 연결되어 있다면 저장조 라이너가 관통될 수도 

있으므로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냉각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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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사용후연료 취급

낙하사고에 대한 가정과 낙하변수의 정량화 담당부서는 핵연료 취급과 관련된 

기준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핵연료 취급시 가상사고에 대하여 저장조라이너

를 포함한 저장조 및 저장대의 구조건전성 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토에 필

요한 핵연료 취급계통에 대한 상세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적용코드, 표준규격 및 시방서

   시공자재는 KEPIC MNF(지지물)를 만족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핵연료 저장조내 

환경에서 부식과 갈바닉 효과(galvanic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

다. 스테인레스 강을 이용한 사용후연료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KEPIC MNF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지진 및 충돌하중

   FRS(Floor Response Spectrum) 또는 GRS(Ground Response Spectrum)와 같은 동적 

입력자료가 없을 경우 본 지침 3.7절(내진설계)의 규정에 따라 동적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응답스펙트럼 및 감쇠값은 각각 Regulatory Guide(이하 “RG") 1.60 및 1.61

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동적 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새로운 저장대 계통의 해석 및 

설계는 이와 같은 기존의 입력자료와 그 당시 사용되었던 감쇠값을 적용하거나, RG 

1.60 및 1.61에 따른 새로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입력자료와 RG 1.61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감쇠값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저장대 계통 설계를 위해서는 3축 방향의 지진입력이 동시에 작용되어야 

한다. 

   각 방향에서의 최대응답은 RG 1.92에 따라 SRSS 방법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수직

방향과 하나의 수평방향에 대한 응답스펙트럼만이 있을 경우, 또 다른 수평방향에 대

한 응답스펙트럼은 기존의 수평방향 응답스펙트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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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submergence)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이 수중효과 각각의 경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연료집합체와 가이드 튜브(guide tube) 벽체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가상지진 발생

시 충돌하중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충돌효과에 의한 추가하중은 연료집합체의 동

력학 에너지를 추정하여 결정될 수 있다.  연료집합체의 최대속도는 수중 연료집합체

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응답스펙트럼 속도(spectral velocity)로 구해질 수 있다. 이

렇게 산정된 하중이 저장대 벽체 및 지지구조대(framework)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와 

국부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반작용으로 연료집합체에 작용되는 하중이 연료 

손상을 야기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다른 가상 충돌사건으로 인한 하중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충돌물체의 질량, 충돌시점의 최대속도, 동력학적 에너지 흡수

를 위한 충돌 대상물질의 연성비와 같은 변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4. 하중 및 하중조합

   사용후연료 배치 재조정으로 인한 온도분포 변화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중 및 

하중조합에 저장조 벽체 및 바닥에서의 최대온도 분포로 인하여 야기되는 온도하중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후연료가 있는 셀과 없는 셀 사이의 부등 열 효과로 인하

여 발생되는 저장대 구조물에서의 온도경사가 저장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저장

대 설계 및 저장조 바닥 해석시 크레인 사용 경우에 발생되는 최대 인양하중이 고려

되어야 한다. 

   저장조 슬래브, 저장조 라이너를 포함하는 저장 구조물과 저장대 평가시 사용후연

료 캐스크의 충돌, 중량물 및 연료봉의 최대높이에서의 낙하사고로 인한 사고하중조합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서의 허용한계(변형률, 응력)는 각각의 경우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각 부품

의 구조적 건전성 및 기능이 유지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중조합 및 허용한계로 본 

지침 3.8.4 Ⅱ.3과 본 부록의 표 1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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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및 해석절차

   사용후연료 저장대의 설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N210-76에 기술되어 있다. 

   중요 변수의 산정과정 및 해석모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상세내용이 제시되어야 한

다. 저장대 사이의 간격 모델링 방법, 연료봉과 가이드 튜브 사이의 간격 모델링 방법, 

연료봉과 가이드 튜브의 집중질량 모델링 방법, 저장조 벽체에 작용하는 저장수의 슬

러싱(sloshing water)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 연료봉 및 저장대의 질량 및 질량분포, 유

효감쇠값에 미치는 저장수의 수중효과(submergence)가 제시되어야 한다.  

   본 지침의 3.8.4절, II항에 따른 설계 및 해석절차는 타당하다. 간격, 저장수 슬러싱, 

수중작용으로 인한 유효질량 및 감쇠값 증가 효과는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만약 연료 저장대가 벽체나 바닥이 지지되지 않는 경우의 저장대의 응답은 저장대

의 활동, 회전, 비틀림, 연료집합체와 연료 셀간, 저장대와 저장대간 및 저장대와 벽체

간의 충격을 포함한 복합적인 거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내진해석은 비선형 시간이력해

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NUREG/CR-5912는 지지되지 않는 저장대(free standing rack)

에 대한 설계 및 해석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장대 상부가 저장조 벽체에 수평방향으로 구속되어 있을 경우, 저장조 벽체의 유연

도가 결정되고 벽체가 해당하중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조 벽체가 유연하면(고유

진동수가 33Hz 미만), 저장대 상부 구속위치에서의 FRS가 저장조 바닥에서의 FRS 보다 

크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2개의 독립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 상부, 하부 위치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간에 중요한 최대진동수 이동(peak frequency 

shift)이 없을 경우, 상부 지지점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 저장대 계통의 응

답스펙트럼해석

   나. 지지점간의 최대 상대변위를 고려한 저장대 계통의 정적해석

   상기 두 개의 해석결과로 얻어지는 응력은 절대합 방법으로 더해져야 한다. 

   저장조 벽체의 유연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Biggs, John M., "Introduction to 

Structural Dynamics," Mcgraw-Hill Book Co., NewYork, 1964에 기술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구해진 등가질량 및 강성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장조 벽체의 고유진동

수가 33Hz 이상이면 저장조 벽체 및 저장대 수평 지지점에서의 응답이 바닥슬래브에

서의 응답과 동일하다고 가정될 수 있다. 



부록3.8.4-4 개정 4 – 2014. 12- 5 -

6. 구조적 허용기준

   구조적 허용기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설계에 좌굴하중이 고려될 경우에 구조적 

허용기준은 ASME Sec. III, Div. 1, Appendix XVII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충돌하중 해석에 있어서 인장, 휨, 압축, 전단 모드에 있어서 동력학적 에너지를 흡수

하는데 사용되는 연성비는 정량화되어야 한다.  지진하중 영향 고려시 모든 발생 가능

한 사용조건하에서 저장대의 활동 및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본 지침 3.8.5 Ⅱ.5항을 따

라야 한다.

가. 전도에 대한 안전율이 본 지침 3.8.5 Ⅱ.5항에 명시된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상세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하여 활동의 양이 매우 적고, 저장대간 또는 저장

대와 저장조 벽체 사이의 충돌이 방지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활동 및 기울어짐 운동(tilting motion)이 열효과를 고려한 설계간격(thermal 

clearance)과 같은 기하학적 구속조건내에 머물게 되고 충돌영향이 고려되었

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용후연료 저장조 구조물은 새로운 또는 고밀도 저장대 설치로 인해 증가된 하중

이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하며, 연료저장조 라이너의 기밀성이 유지되거나 또는 저장조

의 기능에 문제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7. 자재, 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자재, 품질관리절차 및 특수건설공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핵연료저장대의 

설치순서, 시공단계에서 기 저장된 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이 제시되

어야 한다. 저장대와 저장조 라이너 사이가 용접 연결될 경우, 용접절차 및 용접사는 

적용코드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사용후연료 저장대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될 경우 재료 물성에 관한 지침은 참고문

헌 “차”, “카”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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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중조합 및 구조적 허용기준

하중조합 허용한계

D + L

D + L + TO

D + L + TO + E 

D + L + Ta + E 

D + L + TO + Pf 

D + L + Ta + E' 

D + L + Fd 

Level A 사용한계

Level B 사용한계

Level D 사용한계

저장대의 기능유지 입증

한계상태해석

1.7 (D + L)

1.3 (D + L + TO)

1.7 (D + L + E)

1.3 (D + L + E + TO)

1.3 (D + L + E + Ta)

1.3 (D + L + TO + Pf)

1.1 (D + L + Ta + E')

ASME, Sec. III, Appendix XVII, 
Article 4000

주) (1) 상기 표에서의 약자는 참고문헌 2의 3.8.4절 Ⅱ.3. 가항에 명시되어 있음.  다만, 

Ta는 가상 비정상 설계조건에서의 최대온도임.

    (2)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변형한계를 만족하여야 하며, 변형한계는 연료봉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함.

    (3) ASME Sec. III, Div. 1, Subsec. NF 3231.1 조항은 참고문헌 5의 C.2, C.3, C.4의 

요건으로 수정되어야 함.

    (4) Fd는 최대 중량물의 최대 높이에서의 낙하사고에 의한 하중이며, Pf는 가상 연

료 고착사고로 인한 저장대 인양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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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 특정 운전하중조합을 받는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물에 대한 응력한계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개요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1,2,3 기기 및 지지물은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 자연현

상, 가상사고 및 부지관련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하중조합을 받는다. KEPIC-MN, “원자

력기계”에는 이러한 하중을 받는 기기 및 지지물의 압력유지기능 또는 구조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Service Stress Limit)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은 열성층 유동, 열성층 띠(Thermal Striping), 열적 사

이클 효과(Thermal Cycle Effect) 그리고 배관 및 기기에 작용하는 공간 혹은 시간적 

응력이 포함된다. 영향을 받는 배관의 응력해석과 피로평가에서 고려되지 않고 확인되

지 않은 이러한 조건들은 허용되지 않는 응력, 배관 움직임, 변형 및 피로파괴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주급수 배관, 주급수 노즐, 가압기 밀림관, 가압기와 감

압밸브 사이의 배관,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비교적 차가운 유체를 포함하

는 잔열제거계통이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연결배관에서와 같이 간헐적인 누수가 있는 

지점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코드에 명시된 설계 및 응력 한계 그 자체는 기기 및 지지구조물의 안전기능 수행

을 보증하지 못한다. 하중의 조합, 각각의 하중조합에 적합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의 선정, 그리고 작동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코드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붕괴 

및 변형 한계를 포함한 기능 수행능력에 대한 고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코드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항들은 설계자가 평가해야 하며 설계 시방

서 및 다른 참고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 설계기준사고, 자연현상, 부지관련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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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하중 및 하중조합과 관련된 허용할 만한 설계 및 운전 응력 한계의 선정에 대한 지

침이 필요하다. “설계조건”, “발전소 운전조건”, “계통 운전조건” 및 이전의 “기기 운전

조건”과 현재의 4종류 운전응력한계 등의 용어사이의 관계 및 적용이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발전소 또는 계통의 사고조건에서(즉,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내에서 냉

각재상실사고에 의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발전소의 안전정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

간까지 운전되고 유량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발전소 조건은 사고 상태이지만 

작동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내의 기기는 특정한 발전소 가상사고로 발생되는 운전하

중 하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가 가상사고에서 이러한 응력 한계

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계통의 운전조건 D 운전응력한계는 계통 운

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정당화되지 못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적은 주요 기기 및 기기 지지물에 적용되는 하중조합 선정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일관성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소 가상사건,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 기기 및 기기 지지물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 기능수행 능력

(Functionality Capability), 그리고 작동성 사이에 허용할 만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다.

II. 논의  

   발전소 설계에 대한 검토에서 만족할 만한 설계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1.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와 발전소 가상사건,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 하중 및 하중조합 

사이의 관계

  2.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허용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와 기기 작동성 보증, 기능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

   코드는 설계 및 운전 하중에 적용되는 5 범주의 한계(설계, 운전조건 A, 운전조건 

B, 운전조건 C, 운전조건 D)를 제시하고 있다. 코드 규정은 기기와 지지물의 압력유지

경계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기기 작동성과 기능수행 능력에 대



부록3.9.3-1 개정 5 - 2015. 12- 3 -

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기기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하중의 종류는 코드에 명

시되어 있지만, 가상사고와 발전소 및 계통 운전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하중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며 특별한 하중조합에 대한 응력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은 코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각 기기 및 지지구조물에 대해서 코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 시방서에 위의 사항을 결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설계자의 책임이다.

III. 규제입장

   코드는 모든 등급의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응력 한

계, 4종류의 운전 응력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주 검토자는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

심 지지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하중 또는 그 하중조합에 사용될 수 있는 최대 허용 

설계 및 운전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자에게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 설계 하중과 한계의 고려

  2. 가상사건으로부터 기인하는 운전하중 조합에 대한 고려와 허용 운전한계의 설정

  3. 가상사건으로부터 기인하는 운전하중 조합 하에서의 배관 기능수행 능력과 능동 

펌프 및 밸브의 작동성에 대한 고려

  4.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의 적용과 지침을 

따르기 위한 절차

IV. KEPIC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1. 설계 하중 및 설계 한계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본 안전심사지침

의 요건과 압력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KEPIC 코드 적용시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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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로.15)“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

하는 바와 같이 코드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기 지지물은 설계 시

방서에 명시된 변형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하중은 설계 시방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된 설계하중은 코드상

의 해당 설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피로 평가는 모든 코드 등급 1 기기에 대해 요구된다. 열적 반복 효과

(Thermal Cycle Effect)나 동적 반복하중을 받는 KEPIC 코드 2, 3 기기 및 기

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로 평가의 범

위, 방법 및 결과는 검토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기기 및 기기 지지물의 피

로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와 해석을 검토하고 이를 코드의 지침과 비교하

여야 한다. 기기 및 기기 지지물의 피로평가에 필요한 부수적인 해석은 발전소 

수명기간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KEPIC 피로설계 곡선에 포함되어 있는 여유도

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누적 효과를 갖는 환경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피로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응력뿐만 아

니라 온도성층(Temperature Stratification) 혹은 온도변동(Temperature 
Oscillation)에 의하여 응력을 받는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격리되지 않은 배

관 부위는 여러 가지 하중과 운전 시 고려되어야 할 최악의 시간 및 공간적인 온

도분포에 의해 발생되는 조합 응력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Bulletin 88-08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된 배관의 열응력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Bulletin 88-11에는 가압기 밀림관 열성층 유동과 혹은 열성층 띠에 대하

여 기술하고 있다. 
         열성층 혹은 온도 변동에 의해 응력을 받는 배관(누수되는 밸브로 인한 열성

층 혹은 온도 변동에 민감한 배관을 포함)은 이러한 응력들을 고려하여 설계되

고 확인되어야 한다.
         코드 등급 1,2,3 배관의 피로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2절을 따른

다.

   2. 운전하중 조합

         개별적인 하중(즉, 지속하중, 계통운전 과도상태에 의한 하중, 운전기준지진, 
안전정지지진, 냉각재상실사고, 설계기준 배관파손, 주증기관/주급수관 파손 및 그

에 의한 동적효과 등)의 확인과 이러한 하중의 적절한 조합은 3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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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하중들의 적절한 조합방법은 안전규제지침 4.3, “계통, 요소, 기기의 설계

하중 및 하중조합”(또는 NUREG-0484 "Methodology for Combining Dynamic 
Loads")을 따라야 한다. 운전기준지진 사용에 대한 규제 요건의 예외가 허용되었

고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 설계 시 운전기준지진 사용에 대해 허

용된 대체방법이 안전심사지침 3.9.3절 III.1항에 기술되어 있다.

   3. 운전조건

     가. 운전한계 A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정상 발전소/계

통 운전 중에 발생하는 지속하중을 받을 때 운전조건 A의 운전한계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나. 운전한계 B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1) 지속하중, 

(2) 명시된 발전소/계통 운전 과도상태, 그리고 (3) 운전기준지진에 의한 하

중의 조합을 겪을 때 운전조건 B의 운전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운전한계 C
        1)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1) 지속하중과 

(2) 설계기준 배관파손에 의한 하중의 조합을 받을 때 운전조건 C 운전한

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설계기준 배관파손에는 가상배관파단에 의한 하중은 물론 가상배관파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련계통 과도상태 또는 동적효과가 포함된다.

     라. 운전한계 D
        1)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은 (1) 지속하중, 

(2) 설계기준 배관파손, 주증기배관/주급수배관 파손, 또는 냉각재 상실사

고, 그리고 (3) 안전정지 지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의 조합을 받을 때 

운전조건 D 운전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설계기준 배관파손, 주증기배관/주급수배관, 그리고 냉각재상실사고에는 가

상배관파단에 의한 하중은 물론 가상배관파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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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과도상태 또는 동적영향이 포함된다. 가압경수형 원자로 일차계통에 작

용하는 비대칭 취출부하는 NUREG-0609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V. 작동성과 기능수행 능력

  1. 능동펌프와 밸브

        안전심사지침 3.10절에서는 지지구조물에 의해서 지지되는 펌프 또는 밸브가 

명시된 운전한계에 제한된 응력상태에서 정해진 하중조합을 견딜 수 있으며 그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입증될 수 있도록 검토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펌
프 또는 밸브가 정상운전 하중, 안전정지지진 및 다른 하중의 조합을 받는 경우, 
밸브 몸체와 펌프 케이싱에 작용하는 응력은 특정 재료의 탄성한계로 제한되어

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펌프와 밸브가 손상없이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신을 준다. 자유단 변위 및 앵커 위치 거동 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도 포함

되어야 한다.
        능동펌프와 밸브의 기능설계와 품질 및 작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동 중 프

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기술되어 있다.
 
  2. 방진기

        검토자는 안전성 관련 계통에 설치된 기계식 및 유압식 방진기에 대하여 명

시된 작동성 요건을 검토한다. 방진기가 사용될 때에는 그 필요성이 분명히 설정

되어야 하며 설계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방진기의 작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동 중 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3.9.6절

에 기술되어 있다.
 
  3. 등급 1,2,3 배관의 기능수행 능력

       코드 등급 1,2,3 배관 설계에는 기능수행 능력 보증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

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지구조물에 의하여 지지받는 배관기기가 운전조건하에서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험, 해석, 또는 시험과 해석의 조

합에 근거를 둘 수 있다. 기능수행 능력 보증 프로그램은 NUREG-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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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Capability of Piping Systems"의 9절에 기술된 결론과 일치하여야 한

다.
       배관계통의 기능성은 안전심사지침 3.12절에 따라 검토한다.

VI. 표

  1. 표 1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지침이 요약되어 있다. 표 1에는 발전소 사

건, 계통 운전 조건, 운전 하중조합, 그리고 운전 응력한계가 예시되어 있고 본 

안전심사지침의 본문 내용과 연관시켜 사용되어야 한다.
  2. 표 2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에 사용된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VII. 요건 준수 절차

  1. 설계 시방서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가. 코드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에 대한 코드상의 설

계선택과 설계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코드에서 명시된 관련 설계기준이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상세히 요약되어 있어서 본 안전심사지침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

다.
     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시된 각각의 하중조합에 대한 모든 설계 및 운

전하중, 조합방법, 적절한 설계 및 운전 응력한계의 설정(1차 및 2차 응력, 
피로에 대한 고려, 압력에 대한 특별고려가 포함됨), 그리고 기능수행에 대

한 대책이 고려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1, 2항이 기준이 어떻게 이행

되었는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설계확인 검토 절차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가 안전심사지침 3.9.3의 III과 Ⅳ에 제공되어 있다.
     라. 검토자는 설계기준, 해석방법, 및 기능수행 능력이 본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를 입증하기 위해서 코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 시방서, 설계보고서, 하중

용량 데이터 시트, 또는 관련자료 혹은 관련 자료의 일부 등 설계문서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에는 기기 및 지지물 제작자에게 송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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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로부터 제시된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설계문서의 제출 대신에 검토자

가 신청자 또는 제작자의 사무실에서 관련자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

  2. Regulatory Guide(이하 “RG")와의 사용

    본 안전심사지침 부록 3.9.3-1은 코드 등급 1 선형, 판 및 원형 기기 지지 구조물

에 대한 지침인 안전규제지침 4.4, “안전등급 1 기기 및 배관 지지물의 운전한계 

및 하중조합”(또는 RG 1.124 및 1.130)의 내용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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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EPIC 등급 1,2,3 기기 및 기기 지지물과 노심 지지구조물의 운전하중 조합에 

대한 허용 운전 응력한계

발전소 사건2  계통 운전조건 운전하중 조합1,4  운전 응력한계

 1. 정상 운전 정상상태 지속하중 A

 2. POT/SOT + OBE 이상상태  지속하중+SOT + OBE B3

 3. DBPB 비상상태 지속하중 + DBPB C3

 4. MS/FWPB 고장상태  지속하중 + MS/FWPB D3

 5. DBPB 또는 MS/FWPB
    + SSE

고장상태
지속하중 + DBPB 또는 

 MS/FWPB + SSE
D3

 6. LOCA 고장상태 지속하중+ LOCA D3

 7. LOCA + SSE 고장상태
 지속하중 + LOCA + 

SSE 
D3

주 : 
     1. 본 안전심사지침 IV.2항을 참고하여 조합방법이 검토평가 되어야 한다.
     2. 표 2에 제시된 용어정의를 참고한다.
     3. 주어진 하중조합에 대해서 명시된 운전 응력한계가 만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작동성과 기능수행 능력이 본 안전심사지침 V항과 안전심사지침 3.9.3, 
3.10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입증되어야 한다.

     4. 하중 및 적용가능한 응력 한계를 설계 시방서에 명시해야 하고, 배관 응력해

석 및 배관 지지물 설계 시, 설계 시방서에 명시된 운전 하중 조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설계 시방서 작성시, 수격 현상(Water Hammer) 혹은 증기 해

머(Steam Hammer)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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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용어 정의

능동 펌프 및 밸브(Active Pump & Valve) :

발전소를 정지 또는 가상사건의 영향(Consequence)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계적 움직

임(Mechanical Motion)을 수행해야 하는 펌프 또는 밸브.

기기 및 지지물의 기능(Functionality) 및 기능수행 능력(Functional Capability) :

기기(기기 지지물 포함)가 설계하중 및 운전하중과 이들 하중으로부터 유발되는 응

력 및 변형률을 받을 때 유로 단면적 등의 치수 안전성(Dimensional Stability)을 유

지하여 정격 유량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기기 및 지지물의 작동성(Operability) :

능동기기(능동 기기의 지지물 포함)가 운전제한조건 및 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안전 

기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계적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설계기준 배관파단(Design Basis Pipe Break, DBPB) :
냉각재상실사고 또는 주증기관/주급수관 배관파단 이외의 가상배관파단. 등급 1 분
기관(Branch Line)에서 냉각재보충계통의 능력(Capability)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로 

원자로냉각재 상실을 야기하는 가상배관파단을 포함한다. 본 조건은 가상배관파단으

로부터 발생하는 하중, 관련 계통 천이하중 및 동적효과를 포함한다.

설계 한계(Design Limit) :

KEPIC-MN, “원자력기계”에 제시된 설계 하중에 대한 한계.

설계 하중(Design Load) :

기기에 대하여 설계기준으로 선택된 압력, 온도 및 기계적 하중.

기능 계통(Functional System) :

기기 환경(Configuration of Component)은 KEPIC 코드 등급 선정 및 조합과 무관

하게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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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상실사고(Loss-of-Coolant Accident, LOCA) :

10 CFR 50, Appendix A에 “원자로냉각재 상실로부터 발생하는 가상사고”로 정의.

주증기관/주급수관 배관파단(Main Steam/Feedwater Pipe Break, MS/FWPB) :
주증기관 및 주급수관에서 발생하는 가상배관파단.

운전기준지진 (Operating Basis Earthquake, OBE) :
10 CFR 50, Appendix S의 3장에 “지역 지질학, 지진학, 지역 지표 밑의 물질 특성

을 고려하여 발전소 운전수명 동안 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

진”으로 정의.

배관 기기(Piping Component) :

  KEPIC-MN, “원자력기계”에 따라 제작된 배관 계통 품목(Item) - 티(Tee), 엘보우

(Elbow), 밴드(Bend), 배관(Pipe), 튜브(Tubing) 및 분기 연결관(Branch Line 
Connection) 

가상 사건(Postulated Event) :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발전소 설계 시 고려되는 가상 자연 

현상(즉, OBE, SSE), 가상 부지 재해(즉, 근거리 폭발), 가상 발전소 사건(즉, DBPB,

LOCA, MS/FWPB).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 :
10 CFR 50, Appendix S의 3장에 “지역 지질학, 지진학, 지역 지표 밑의 물질 특성

을 고려하여 최대 지진 잠재크기(Potential) 평가에 따른 지진”으로 정의.

운전 한계(Service Limit) :

  KEPIC-MN, “원자력기계”에 제시된 운전하중의 4가지 한계.

운전 하중(Service Load) :

설계 시방서에 제시된 압력, 온도 및 기계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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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운전 과도상태(System Operating Transient, SOT) :

발전소 또는 계통 운전의 동적 사건에 따라 발생하는 천이하중 및 그에 따른 기계

적/열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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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9.5-1 잠재적 유해유동효과에 대한 검토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규제측면에서의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중에는 발전소 계통 및 기기에 유동유발 진동과 음향공진으로 

인한 유해유동효과(adverse flow effects)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발전소 기기의 경우,

그 자체는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기에 유해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금속파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

다. 또한, 유해유동효과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건설, 출력증강 신청 및 대규모 변경(증기발생기 교체와 같은)을 추진중인 발

전소에 대해서는 유해유동효과의 고려사항을 검토하며, 정상운전, 이상, 비상 및 사고 

조건하에서의 발전소 기기에 대한 설계입력변수, 설계기준 하중, 하중조합의 고려사항

을 검토한다. 또한, 검토자는 발전소 기기의 평가를 위하여 하중 정의방법, 해석 및 측

정 절차에 포함된 불확실성 및 편이오차(bias errors)를 비롯하여, 해석방법, 가정, 전산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발간년도를 검토하며, 평가된 응력값을 코드 허용값과 비교한

다. 허용기준은 아래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

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는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 영향과 지진 영향의 조합에 의

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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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술적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는 유체탄성 불안전성,

와류유발 진동, 유동유발 음향공진 및 난류충돌과 같은 다양한 유동 가진 메카니즘

(flow excitation mechanism)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유동유발 진동 및 음향공진 현상은 

발전소의 배관 및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급수 및 복수계통의 샘플링 탐촉자 또

한 유해유동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검토자는 건설중이거나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신청자가 평가한 유해유동효

과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출력증강과 같은 운영허가조건 변경이나 증기발생기 교

체와 같은 대규모 변경시에 신청자가 평가한 유해유동효과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 및 사업자가 제시한 발전소 기기에 미치는 잠재적 유해유동효과 해

석 프로그램과 발전소 기동 및 전출력운전중에 유해유동효과가 없음을 보이기 위한 

발전소 데이터 감시, 현장점검, 검사를 포함한 유동유발진동 기동시험 프로그램을 검

토한다.

유동유발 음향 및 구조공진으로 인한 유해유동효과는 배열, 설계, 크기 및 운전 조건

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므로, 비원형원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유해유동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거의 동일한 원

자력발전소일지라도 이러한 심각한 유해유동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운전조건의 경미한 변경일지라도 작은 유해유동효과를 본질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석 및 측정으로 이러한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은 안전규제지침 5.2,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종합진동 평가계

획”(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0)을 참조할 수 있다.

아래 항목은 신청자 및 사업자가 발전소 계통 및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

해유동효과를 평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1. 발전소 계통의 압력변동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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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신청하거나 출력증강과 같은 운영허가조건 변경,

증기발생기 교체와 같은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출력까지의 유

동조건에서의 압력변동 및 진동을 평가해야 한다. 압력변동 및 진동은 발전소 계통 

유체유동조건에서의 유동박리, 유동유발진동 및 유동유발 음향공진 등과 같은 다양

한 가진 메카니즘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신청자/사업자는 발전소 계통의 압력변동 

및 진동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을 보여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전산유체역

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은 별도의 보완해석이 없이는 불안정 

압력 하중에 대한 충분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축소모델시험 및 

해석은, 편이오차 및 불확실성이 적절히 반영된다면, 수력학적 및 음향적 압력하중

을 포함한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전산유체동력학 해석과 보완

해석으로부터 구한 압력하중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동적해석 방법, 전산유체

역학 해석, 축소모델 시험 및 발전소 기동시험을 포함한 발전소 계통 및 기기의 평

가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와 허용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9.2절의 II.3 및 II.4를 

참조할 수 있다. 신청자/사업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전소 배관 및 기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동유발 음향공진 및 유동유발 진동을 제시해야 하며, 가능하다

면, 그러한 음향공진과 진동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

는 운영중인 발전소에 대한 출력증강 혹은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압력변동 

및 진동의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축소모델 시험, 구조 및 음향해석 그리고 전산유

체역학 해석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발전소 고유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출력증

강을 하는 경우,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를 반영하는데 필요한 상세해석 및 시험을 결

정하기 위하여 출력증강의 범위가 고려될 수 있다.

2. 가압경수로형 발전소 증기발생기 응력 및 설계 여유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증강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증기발생기 내부구조물에 대한 동적응답,

응력 및 설계 여유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증기발생기 세관다발, 습

분분리기, 증기건조기, 주증기배관 및 안전밸브에서 유동유발진동 및 음향공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유동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압경수로형 발전소 증

기발생기 내부구조물의 응력에 대한 적절한 설계여유도를 평가하는데 과거 운전경

험과 해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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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발전소 기기에 대한 평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증강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소 전출력 운전조건까지의 유동조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 냉각계통, 증기·급수 및 복수계통을 포함한 발전소계

통 배관 및 기기에서의 압력변동 및 진동으로 인한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를 평가해

야 한다. 이러한 발전소 기기는 안전방출밸브, 동력구동밸브 및 샘플링 탐촉자를 포

함한다. 경험에 따르면, 외팔보 형태의 배관 및 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예를 들면, 안전밸브 수직관 개구부로의 유동 및 샘플링 탐촉자 주변의 급

수유동은 밸브, 증기건조기 혹은 배관과 같은 관련 기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향공진이나 유동유발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신청자/사업자는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상기 기기의 구조적 성능을 증가시키거나 압력변동 및 진동의 크기를 줄

이기 위한 발전소 배관 혹은 기기의 변경을 수행해야 한다.

4. 출력상승 데이터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증강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출력상승 및 승인된 전출력 운전조건동안

의 발전소계통 및 기기에 대한 잠재적 유해유동효과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청자/사업자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출력 

상승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가. 출력상승 중의 특정 입회점 및 입회기간

나. 입회기간중에 수행할 업무내역

다. 감시할 발전소 변수 및 적용가능한 한계곡선

라. 입회기간중의 증기, 급수 및 복수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사 및 현장점검

마. 발전소 변수 추적을 위한 방법

바. 발전소 변수의 감시 및 추적, 현장점검 및 검사 수행을 위한 허용기준

사.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아. 입회점 및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특정 시점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발전소 데

이터, 평가, 현장점검, 검사 및 출력상승 이전 및 동안의 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

공. 추가적인 출력상승 및 계속적인 전출력운전 이전에 안전현안을 해결하기 위

하여 상기의 정보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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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사업자는 발전소 기동 및 출력상승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을 원자로 임계도

달 후 90일 이내에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90일 이내에 총 인허가출력

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사업자는 총 인허가 출력에 도달한 이후 30일 이내

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결과 및 발전소 경험에 따라 검토기간이 연장

될 수 있다.

5. 잠재적 유해유동효과 감시

Quad Cities 및 Dresden 발전소와 같은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에 의하면, 초기 기

동이나 출력상승 이후 상당기간동안 유해유동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따

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증강

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유해유동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

이기 위하여 발전소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유해유동효과 감시 프로그램을 충분한 기

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해유동효과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출력상승 및 전출력 운전조건동안 위험지역에 설치한 진동센서, 현장점검 및 검

사를 통한 발전소 데이터의 감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재장전 및 

연장된 정지기간동안 수행할 검사 및 현장점검(ALARA를 만족하는)을 포함해야 한

다. 발전소 기동 및 출력상승 이후 이 프로그램의 적용기간은 해당 발전소 및 다른 

발전소의 운전경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가 결정한다. 정지기간동안의 검사

방법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피로 및 입계응력부식균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검증되

어야 한다.

결론

검토자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 혹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출력

증강이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승인된 전출력 운전조건까지의 출

력 상승중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계통에 대한 잠재적 유해유동효과를 고려했는지 검

토한다. 안전심사지침 3.9.2절 및 안전규제지침 5.2(또는 RG 1.20)의 검토절차 및 허용

기준을 토대로, 검토자는 신청자/사업자가 발전소 계통, 배관 및 기기에 발생할 수 있

는 유해유동효과가 출력상승 및 발전소의 장기운전기간동안 관련 규제요건을 지속적

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는지 판단한다. 검토자는 승인된 전출력조건까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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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운전이 잠재적 유해유동효과 측면에서 허용 가능함을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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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3.10-1 내진검증보고서 검토지침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개  요

원전의 안전관련 기기는 지진발생중 또는 그 후에도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 또는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의 공급업자는 발

전소 사업자가 요구하는 지진입력을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합당한 내진검증을 수행하

고, 그 전과정 및 결과를 일정한 형식에 맞도록 기술한 소위 내진검증보고서(Seismic

Qualification Report, 이하 “SQR”)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 사업자는 

제출된 SQR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여타 품질보증용 자료와 함께 발전소 현

장에 비치하여, 규제기관의 검사 및 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및 

보수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규제기관에서는 발전소의 착공전과 가동전 또는 가동 중 필요시에 내진검증

보고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진검증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그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서는 내

진검증 수행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는, SQR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기준 및 기

술현황을 만족하는 다양한 내진검증기술에 의한 SQR을 대상으로, 그 검토절차 및 검

토항목과 관련 세부검토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II. 검토절차

내진검증보고서의 검토에서는 대상기기가 구매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된 입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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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지진시 또는 그 발생 후에 기기 원래의 기능 및 

구조적 건전성을 발휘 또는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개념적인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검증대상 기기는 구매시방서에서 명시한 기기인가?

- 검증에 사용된 입력운동은 원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

- 선택된 검증방법은 대상기기에 합당한 것인가?

- 각 단계별로 적용된 기술내용은 타당한가?

- 검증결과 이용(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작동성 확인) 과정은 타당한가?

- 검증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은 정해진 규준을 만족하는가?

이상과 같은 검토항목을 확인해가는 과정, 즉 내진검증보고서의 검토절차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그림 I.1과 같다. 각 항목별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기술지침은 

다음 항에 기술하였다.

III. 일반검토지침

II항에서 기술한 내진검증보고서 검토절차에 따른 각 항목별 검토지침은 다음과 같

다.

가. 검토항목 ① : 기기특성 및 기술요구사항 검토

대상기기의 기능, 중요도, 위치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발

전소 사업자가 제시한 구매시방서의 기술내용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후에 수행될 모든 검토항목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기의 구매시방서 번호

- 검증기기의 제작자 및 모델명 : 실제 공급기기와 일치 여부

- 기기의 고유기능

∘ 기기가 속해 있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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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분류 (예 : 능동, 수동)

- 기기의 중요도 

∘ 안전등급

∘ 품질등급

∘ 내진등급

- 기기의 설치 위치 및 환경

∘ 설치 건물

∘ 설치 층바닥, 벽체

∘ 선상(배관 또는 덕트) 장착 여부

∘ 설치 방향 (예 : 기기 축과 발전소 방위와의 관계)

∘ 여타 하중 (예 : 진동하중, 온도하중, 압력하중 등)

- 기기의 설치/정착방법 (예 : 용접/볼트, 지지프레임 설치 여부 등)

- 기술시방서 요구사항 : 구매시방서에서 내진검증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하

는 사항

나. 검토항목 ② : 선택된 검증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현행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추천되는 기기의 내진검증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 해석에 의한 방법

- 시험에 의한 방법

-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

- 경험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대상기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기 네가지 방법중 임의의 방법을 사용해서도 검증

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기기의 구조 및 기능상의 특

성이나 기존의 경험자료, 해석용 전산프로그램, 진동시험설비의 유무 및 그 제한

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 항목에서는 대상기기의 검

증에 사용된 검증방법의 종류 및 그 선택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음과 같은 각 

방법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해석에 의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 기기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수학적인 해석모델의 작성이 용이한 경우

∘ 구조적 건전성의 확보만으로도 기기의 원래 기능 유지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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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위한 관련기술 및 전산프로그램 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시험에 의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

∘ 기기의 구조가 복잡하여 효과적인 해석모델 작성이 곤란한 경우

∘ 구조적 건전성만으로는 기기의 고유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별도 

부품의 기능성이 기기 전체의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 시험을 위한 관련기술 및 설비 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다.

∘ 기기 자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는 경우)

∘ 기기가 수학적 모델이 불가능한 주요 기능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해석모델의 별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유사한 기기의 검증결과를 확대 적용(extrapolation)하는 경우

∘ 시험 결과만으로는 내진성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 시험전 응답을 예상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경험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한다.

∘ 유사한 기기의 내진검증자료가 있고, 대상 기기의 특성 및 입력의 유사성

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 유사한 기기의 실제 지진시 거동에 대한 경험자료가 있고, 대상 기기와 

경험기기 간의 기기특성 및 입력운동의 유사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 유사한 기기의 여타 동적하중에 대한 경험자료가 있고, 대상 기기와 경험

기기 간의 기기특성 및 입력운동의 유사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다. 검토항목 ③ : 선택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현행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추천되는 내진검증을 위한 해석방법에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정적해석방법

∘ 정적계수해석법(방법1)

- 동적해석방법

∘ 응답스펙트럼해석법(방법2)

∘ 시간이력해석법(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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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기의 강체 여부, 입력운동의 형태, 예상되는 안전여유치의 정도, 2차부품의 

별도 검증 여부, 감쇠값의 신뢰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이 선택되었

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시 각 방법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

한다.

- 정적계수방법은, 사전에 임의의 방법(시험 또는 해석)에 의하여 대상 기기의 

공진진동수를 확인한 결과 “강체”로 확인된 경우에 선택한다. 이 때 “강체”

란 기기의 첫 번째 공진진동수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최소 영주기가속도 진

동수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 정적계수방법은 동적해석방법에 비하여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상기기의 예상 안전여유치가 큰 

경우에 주로 선택된다.

- 대상기기가 연성기기(flexible equipment)인 경우에는 동적해석방법 즉 응답

스펙트럼해석법이나 시간이력해석법 중 한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은 최대 응답만 계산되므로 기기 자체의 구조적 건전성 

및 작동성만 확인해야 할 경우에 주로 선택되는 반면에, 시간이력해석법은 

응답의 시간이력이 계산되므로 좀 더 정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즉, 기기의 

안전여유치가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기나 2차부품의 별도 검증이 필

요한 기기에 주로 적용된다.

라. 검토항목 ④ : 선택된 시험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현행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추천되는 내진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입증시험(proof test)

- 포괄시험(generic test)

- 파괴한도시험(fragility test)

- 기타시험

∘ 탐사시험(exploratory test)

∘ 부품시험(device test)

∘ 조립체시험(assembly test)

위 시험방법중 기기 자체의 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 작동성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시험방법은 처음 세 가지 시험방법이다. 기타시험중 탐사시험은 일반적으로 내진

검증 요건의 일부는 아니나 기기의 동적 특성, 유사성 규명, 해석방법의 검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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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부품시험은 계전기, 모터, 센서 등과 같은 부품(device)에 대해 수행하는 

내진검증시험이며 조립체시험은 제어반과 같은 복잡한 조립체에 대해 수행하는 내

진검증시험이다. 이 두 가지 시험에서는 전술한 본격적인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내진검증을 수행한다. 검토자는 대상기기의 설치수량, 설치장소, 기기특성 등과 

관련하여 합당한 방법이 선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선택된 시험방법이 다음

과 같은 고려사항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한다.

입증시험이란 대상기기가 가동시 예상되는 특정한 예상 진동을 받는 경우에 그 구조

적 건전성 및 기기작동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특정한 기술시

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일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할 경우에 선택되는 방법이다.

포괄시험이란 입증시험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일기기가 서로 다른 

건물이나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 다수의 상이한 입력운동 하에서도 그 원래의 구

조적 건전성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이다.

파괴한도시험은 대상기기의 극한내진능력을 결정하는 시험으로서 특정한 입력운동

이 아닌 임의 형태의 입력운동을 사용하여 그 크기 및 특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

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포괄하여 둠으로써 향후 기기가 설치될 위치의 입력운

동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표준설계된 원전의 기기에 대하여 선택

되는 방법 또는 기기 제작업자가 가능한 한 다수의 원전에 공급할 목적 등으로 사

전에 실시되는 검증에 선행하는 방법이다.

마. 검토항목 ⑤ : 선택된 혼용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기기 자체 또는 입력운동의 특성상 검토항목 ③이나 ④에서 명시한 해석 또는 시

험만으로는 기기의 내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두 방법상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방법 즉,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 방

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특성의 검증

- 특성시험 결과를 유사한 기기에 확대 적용

- 복수캐비넷조립체(multicabinet assembly)의 내진검증

- 주 기기와 동특성이 다른 부품의 작동성 확인

- 시험도중 발생된 이상 현상의 설명

- 시험전 동적응답 크기의 예측

상기 목적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시험과 해석을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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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자는 선택된 방법이 상기 항목중 하나이거나 또는 기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선택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된 해석과 시험방법이 시도한 목

적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바. 검토항목 ⑥ : 선택된 경험자료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는 기기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적 특성이, 전술한 세가지 방법중 한 가지

를 이용해서 이미 내진검증이 완료된 기기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의 내진검증관

련 경험자료를 확대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경험자료

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현행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추천되는 경험자료

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이전의 내진검증과정중에서 사용된 해석 및 시험관련 자료

- 기 설치되어 가동 중 경험한 지진응답자료

- 기 설치되어 가동 중 경험한 지진 이외의 동적하중에 대한 응답자료

검토자는 대상기기 및 경험기기의 특성, 유사성 확인방법, 기 확보되어 있는 경험

자료의 종류 및 이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경험자료가 선택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사. 검토항목 ⑦ : 검증과정의 각 항목별 기술내용 검토

전단계(검토항목 ③～⑥)에서 선택된 검증방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

고 후속되는 이 검토항목에서는 선택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각 세부단계별 기

술항목의 적합성, 합리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검토내용은 

해석 또는 시험에 사용된 입력운동, 해석모델, 시험방법, 해석 또는 시험과정, 해석 

또는 시험결과의 평가 및 응용방법, 기기작동 평가방법 등이 있다.

이 항목의 검토는 기존의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의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단순 비

교․평가하는 “단순검토방법”이나 검증과정에 이용된 해석 또는 시험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독립검토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세부검토를 위한 지침

은 “IV. 세부검토지침”에서 선택된 각 방법별로 기술하였다.

아. 검토항목 ⑧ : 검증보고서의 형태 및 내용 검토

검토자는 제시된 내진검증보고서가 규제기준 및 기술현황상 요구되는 내용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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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수명기간동안 대상기기의 내진안전성 유지관리에 충분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 대상 주요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내

용이 규제기준 및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한다.

1) 일반검토항목

- 기기 자체의 특성

기기의 기능, 안전등급, 설치위치 등을 포함한 내진검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특성의 포함 여부. 또, 이와 관련된 도면, 물량표, 절차서 등의 포함 여부

- 구매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응답스펙트럼(Required Response Spectrum, 이하 

“RRS”)

- 상세한 검증과정, 결과, 중간 및 최종 결과의 처리방법

중간 결과란 시험중 발견된 기기 고장 및 손상이나 중간 결과에 따른 기기의 

보강내용 등을 말함. 이 항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5)항에서 별

도 기술함.

- 검증수행결과 얻어진 결론

- 검증수행일자와 수행책임자의 서명

2) 해석과정에 대한 검토항목

- 고려된 파괴모드

- 기기의 지지 및 경계조건

- 입력 및 출력

- 해석모델 및 검증내용

- 사용 전산프로그램 및 검증내용

3) 시험과정에 대한 검토항목

- 시험에 사용된 대상기기의 명세

- 시험시설관련 내용 : 위치, 장비 등

- 시험방법 및 각 작동성 확인

- 시험기기의 설치/정착 관련 내용

- 모든 시험관련 자료(시험응답스펙트럼(Test Response Spectrum, 이하 “TRS”),

시간이력, 파워스펙트럼밀도(Power Spectral Density, 이하 “PSD”), 상관관계자

료, 시험입력 지속시간 등)

- 시험결과 및 결론

4) 해석 및 시험 혼용과정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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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방법의 종류 및 목적

- 해석관련 자료

- 시험관련 자료

5) 경험자료 활용과정에 대한 내용

경험운동에 해당하는 시험 또는 기록자료 및 경험운동 하에서 또는 그 후에도 대

상기기가 그 기능을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정리․제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험입력운동 : 측정방법, 측정횟수, 측정축의 수, 경험응답스펙트럼(Experience

Response Spectrum, 이하 “ERS”) 및 계산방법 등

- 대상기기 : 지지 및 경계조건 포함, 유사성 입증자료 등

- 기기작동성 : 대상기기의 작동성 입증자료

자. 검토항목 ⑨ : 현장확인검토

운영허가를 위한 SQR 검토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기기의 설치상태 및 주변상황

이 SQR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현장방문시 확인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설치 기기와 SQR의 기기와의 일치 여부

- 주요 치수 및 예상 무게중심 위치

- 지지조건, 지지 또는 연결상태, 경계조건의 타당성, 기초 또는 지지층의 상태, 횡방

향변위 가능성

- 부속부품의 상태

- 주변기기와의 간섭 여부

IV. 세부검토지침

“III. 일반검토지침”의 검토항목 ⑦에 해당되는 “검증과정의 각 항목별 기술내용 검

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네가지의 서로 다른 검증방법별로 구분하여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가. 해석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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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SQR이 검토에 적용되며 세부 검토절차는 

그림 I.2와 같다.

각 항목별 검토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검토”와 “독립검토”방법 중 택일 또

는 혼용하게 되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검토항목 ① : 입력운동 검토

입력운동의 검토는 검증에 사용된 해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하

여 검토한다.

- 정적계수해석법 : 정적계수

- 응답스펙트럼해석법 : 요구응답스펙트럼

- 시간이력해석법 : 요구응답스펙트럼과 인공시간이력

각 입력형태별 검토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적계수 : RRS의 최대 첨두값에 정적계수 1.5를 곱하고 이를 다시 질량에 곱

하여 등가정적하중으로 사용

- 요구응답스펙트럼 : 구매시방서에 제시한 요구응답스펙트럼의 기술적인 변형 

없이 사용

- 인공시간이력

∘ RRS와 부합 : 시험응답스펙트럼(TRS)이 RRS를 포괄(안전심사지침 3.7.1절에 

부합 여부)

∘ 지속시간 및 시간증분 : 안전심사지침 3.7.1절에 부합

∘ 3방향 성분의 독립성 : 상관성함수(coherence function) 값이 0.5 이하 또는 

상관계수함수(correlation coefficient function) 절대값이 0.3 이하

2) 세부검토항목 ② : 해석모델 검토

해석모델의 형태는 대상기기의 구조적 특성, 사용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해석모델의 종류 : 기기의 동적특성 즉 질량, 강도, 감쇠특성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확인 

∘ 일자유도계 모델

∘ 다자유도계 모델

∘ 유한요소모델

∘ 집중질량모델

∘ 프레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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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조건의 처리 : 안전측 결과를 줄 수 있는지 확인

- 고려된 자유도의 수 : 자유도를 추가했을 경우 그 응답의 증가가 10% 이내가 

되는지 확인

- 부품의 모델링 :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3.나. 항 만족 여부 확인

3) 세부검토항목 ③ : 해석방법 및 과정 검토

선택된 해석방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가) 정적계수해석법 사용 시

- 정적계수해석법 사용의 타당성 : 안전측 결과 여부

- 정적계수의 값 : 1.5 이상, 그 이하의 값 사용 시에는 그 타당성 여부

- 가속도 응답의 계산방법 : (RRS의 최대 첨두값)×(정적계수)

- 선택된 RRS의 감쇠값 : 구매시방서에 명시한 값 이하

- 각 부재의 지진응답 계산방법

- 세 방향 지진성분의 영향 고려 여부 및 방법 : SRSS

나) 응답스펙트럼해석법 사용 시

- 선택 RRS의 감쇠값 :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한 값 이하. 또는 별도로 그 타당성

이 검증되어야 함

- 고려한 모드의 수 : 추가 모드 고려시 응답의 증가가 10% 이내, 고진동수 모드

의 고려방법(안전심사지침 3.7.2절, 부록 3.7.2-1 요구조건 만족)

- 세 방향 성분의 조합방법 : SRSS

- 모드응답 조합방법 : 안전심사지침 3.7.2절, Ⅱ.7항 요구조건 만족 여부

다) 시간이력해석법 사용 시

- 입력운동의 작성에 사용된 감쇠값의 타당성

- 해석에 사용된 감쇠값의 타당성 입증 여부 : KEPIC END 2000, 5.3.1 항 만족 여부

- 해석방법의 종류

∘ 모드중첩법 : 선형응답 기기에 적합

∘ 직접적분법 : 비선형응답이 예상되는 기기에 적합

- 해석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의 종류 및 검증 여부

- 모드중첩법 사용 시 고려된 모드수

- 세 방향 성분의 고려 여부 및 고려방법의 타당성

- 반복지진에 의한 피로효과 고려 여부 및 방법의 타당성

4) 세부검토항목 ④ : 구조적 건전성 확인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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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한 지진응답이 계산되면 이를 이용하여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

하는 과정을 검토하며, 이때의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된 기준 또는 시방서의 종류 : 구매시방서 또는 기술현황상 타당성 여부

- 여타 하중과의 조합 여부 및 조합방법

∘ 자중

∘ 압력하중

∘ 열하중

∘ 여타 동하중

- 허용응력의 타당성

- 각 부재의 지진력(응력) 계산방법

- 안전율 또는 안전여유치의 타당성

- 재료특성의 노화에 따른 영향검토 여부

- 지지구조물의 건전성 확인

5) 세부검토항목 ⑤ : 기기작동성 확인방법 검토

기기의 작동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기기작동과 관련된 부재의 처짐량

- 허용처짐량

나. 시험에 의한 방법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SQR의 검토에 적용되며 세부검토절차의 

흐름은 그림 I.3과 같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검토항목 ① : 시험기기의 설치방법 검토

시험기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설치‧시공될 방법과 동일하게 시험대 위

에 설치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상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설치방법의 일치 여부 : 용접, 볼트, 지지용 받침 또는 프레임 등

- 용접방법 및 치수

- 볼트규격, 갯수, 조임 정도(torque)

- 기기에 연결된 배관, 전선, 덕트 등의 상태 및 처리방법

- 기기의 설치방향 : 입력운동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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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 사용된 추가 부착물(interposing fixture)의 종류 및 그 영향

이상 열거한 항목들이 규제기준 및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부합되는지

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그 정당성 

여부가 확인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세부검토항목 ② : 입력운동의 작용축 검토

지진에 의한 지진동은 원래 3차원 성분 즉 직교하는 세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 그러나 검증시험 시에는 반드시 3축의 입력운동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3축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 이는 1축 또는 2축시험이 3축시험에 비하여 안전측 시

험결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기가 설치된 건물 또는 기기 자체의 특성 

등에 의하여 각 방향성분의 상호연계효과가 감소되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단, 1축 또는 2축시험 시에는 기기 자체에 과다한 입력(over testing)이 작용되지

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규제기준에서는 1축시험, 2

축시험, 3축시험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각 방법별 특성 및 선택을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수행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 1축시험

1축시험이 선택된 경우에는 다음중 한 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RRS에 의한 입력운동이 한 방향에 국한되는 경우(예, 판넬등과 같이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구조물에 설치된 기기)

- 기기의 각 방향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즉, 기기 세 방향 동적 특성이 

독립된 경우

나) 2축시험

2축시험은 수직방향 입력과 한 개의 수평방향 입력을 동시에 입력하는 시험

방법이며, 크게 독립 2축시험과 종속 2축시험으로 구분하여 각 방법별로 다

음과 같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독립 2축시험

- 두 방향 입력운동의 독립성 : 상관성함수 값이 0.5 이하이거나 상관계수함수 

절대값이 0.3 이하

- 1단계 시험후 기기설치방향을 수직축에 대하여 90o 회전한 후 2단계 시험 반복

종속 2축시험

- 두 방향 입력운동이 종속인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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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4단계 시험 수행

∘ 두 방향 입력운동의 동일 위상(in-phase) 입력시험

∘ 두 방향 입력운동의 180o 반대 위상(out-of-phase) 입력시험

∘ 기기 90o 회전후 동일 위상 입력시험

∘ 기기 90o 회전후 180o 반대 위상 입력시험

다) 3축시험

1축시험 또는 2축시험이 곤란한 경우 선택되며, 각 방향 입력운동 상호간의 

독립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3) 세부검토항목 ③ : 입력운동의 파형 검토

시험을 위한 입력운동의 파형은 크게 단일진동수 파형과 다중진동수 파형으로 

구분된다. 검토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두 파형간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선택된 

파형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한다.

- 단일진동수 파형 : 지진동이 구조물의 지배적인 동적모드에 의한 여파효과로 

인하여 RRS가 한 개의 탁월진동수를 갖게 되는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진동

수에 의한 공진증폭부가 간섭이 없는 경우, 기기의 공진진동수 또는 감쇠값을 

찾거나 입증하기 위한 시험 등에 선택한다.

- 다중진동수 파형 : 지진동은 원래 33Hz 이하의 다중진동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

는데, 이러한 지진동이 특정한 지반이나 구조물에 의하여 여파됨이 없이 원래

의 진동수 성분 또는 2개 이상의 진동수성분을 가진 층바닥 운동이 그대로 대

상 기기에 전달되는 경우에 선택한다.

이상과 같이 선택된 각 파형 및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단일진동수 파형

① 단일진동수 파형의 종류 확인

- 연속정현파(continuous sine wave)

- 정현맥놀이파(sine beat wave)

- 감쇄정현파(decaying sine wave)

- 변진동수정현파(sine sweep wave)

② 입력운동의 작성

- 입력운동의 첨두값은 RRS의 영주기가속도(Zero Period Acceleration, 이

하 “ZPA”)보다 커야 한다.

- 구조적 건전성 확보만 필요한 기기(정적 전기부품 또는 수동 부품)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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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시험진동수에서의 TRS 값이 해당 RRS 첨두값의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 전체 TRS가 반드시 RRS 전체를 포괄할 필요는 없다.

- 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작동성의 동시 확보가 필요한 기기인 경우 : 시험

진동수에서의 TRS 값이 해당 RRS 첨두값에 일정한 승계수를 곱한 값 이

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승계수는 1.5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사전에 그 값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전체 TRS가 반

드시 RRS 전체를 포괄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시험진동수는 기기의 

모든 공진진동수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옥타브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입력운동의 지속시간이 실제 지진의 강진구간을 초과해야 한다(KEPIC

END 2000 부록 D 만족 여부 확인).

③ 정현맥놀이파 시험시

- 최소 5개의 정현맥놀이파를 사용해야 한다.

- 정현맥놀이파간의 간격은 각 구간응답간의 간섭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 한 구간내의 운동 사이클은 5～10사이클로 한다.

④ 감쇄정현파 시험시

- 최소 5개의 감쇄정현파를 사용해야 한다.

- 각 감쇄정현파의 입력시간 간격은 각 정현파에 의한 응답간의 간섭이 없

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감쇄곡선의 식은 지수곡선으로 한다.

⑤ 변진동수정현파 시험시

- 진동수의 변화율(sweep rate)은 분당 2옥타브 이하로 해야 한다.

나) 다중진동수 파형

① 다중진동수 파형의 종류 확인

- 시간이력파

- 무작위파(random motion)

- 복합파(complex motion)

∘ 정현파와 복합된 무작위파(random motion with sine dwells)

∘ 정현맥놀이파와의 조합(random motion with sine beats)

∘ 복수정현파와의 조합(combination of multiple sinus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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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정현맥놀이파와의 조합(combination of multiple sine beats)

∘ 복수감쇄정현파와의 조합(combination of multiple decaying sinusoids)

② 입력운동의 작성

-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진동수 구간에서 TRS는 RRS를 포괄해야 한다.

- TRS 작성시 사용된 감쇠값은 RRS에 사용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입력운동의 최대값은 RRS의 ZPA보다 커야 한다.

- 지속시간은 설계지진의 강진구간보다 커야 하며, 15초 이상이어야 한다.

- 저 싸이클 피로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하여 KEPIC END 2000 부록 D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입력운동은 강진구간에서의 정상성(stationarity)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KEPIC END 2000 부록 B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입력운동의 PSD는 RRS에 부합되어야 한다.

- <TRS의 RRS 포괄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약 5Hz 이하의 공진진동수가 없는 기기의 경우는, 3.5Hz 이상의 진

동수 구간에서만 TRS가 RRS를 포괄하면 된다.

∘ 만약 5Hz 이하의 공진진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공진진동수의 

70%에 해당되는 진동수 이상의 구간에서만 TRS가 RRS를 포괄하면 

된다.

∘ 이상 두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1Hz 이상의 구간에서만 TRS가 

RRS를 포괄하면 된다.

∘ 한 진동수점에서 TRS 값이 RRS 값보다 10% 이하만큼 작은 것은 허

용된다(1옥타브 이상 떨어진 5개 이하의 진동수점에서만 허용). 단, 이 

경우에 1/6옥타브 인접 진동수에서의 TRS 값이 RRS 값보다 커야 하

고 1/3옥타브 인접 진동수에서는 RRS 값보다 10% 이상 커야 한다.

4) 세부검토항목 ④ : 계측방법 검토

기기의 검증시험 중에 사용된 입력운동 및 기기응답을 정확하게 계측했는지 여

부를 확인해야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계측방법과 관련된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계측과 관련된 서술내용의 정도 및 정확성 여부

- ZPA 계측방법 : KEPIC END 2000 부록 A 부합 여부

- 계측된 입력운동에 의한 TRS 작성방법 및 사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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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의 작동성 및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갯수 및 성능을 가진 계측기

기 설치 여부

5) 세부검토항목 ⑤ : 시험중간결과(문제점)의 처리방법 검토

6) 세부검토항목 ⑥ : 시험결과의 평가방법 검토

검증을 위한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시험과정에서 얻어진 각종 시험기록 및 결과

가 구매시방서의 요구한 내용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검토자는 이와 

같은 시험결과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TRS의 RRS 포괄 여부 확인방법 : 상기 세부검토항목 ③ 참조

- 기기 응답에 따른 기기작동성 확인방법

- 시험중 발생한 이상 상태에 의한 영향 확인방법

- 시험기기의 현장설치 여부 및 그 타당성

7) 세부검토항목 ⑦ : 선상장착기기의 검증시험방법

기기의 종류가 밸브 또는 HVAC 댐퍼의 작동기, 계기, 부품 등과 같이 지진 발

생시 작동성이 요구되는 선상장착기기는 별도의 검증시험을 수행하며, 검토자는 

그 내용이 KEPIC END 370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해석 또는 시험 방법만으로는 기기의 내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두 방법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며 기기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세부검토절

차는 그림 I.4와 같다.

상기 내용중 해석방법 및 시험방법은 각 방법의 사용목적 및 보완내용에 따라 유

기적으로 연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각 세부항목별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검토항목 ① : 사용된 해석 및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하는 방법은 상기 3.마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검토자는 대상기기에 적용된 방법이 어떠한 목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 검토항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특성의 검증방법 검토

∘ 동특성의 검증 : 직교모드시험, 전달함수시험

∘ 감쇠값의 검증 : 대수감소율(logarithmic decrement) 방법, 밴드폭(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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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 방법, 곡선맞춤(curve fitting) 방법 검토. 또는 Regulatory Guide

1.61에 제시된 감쇠값 만족 여부검토

- 특정 시험결과를 유사한 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 검토

∘ 기기의 유사성 여부 확인방법

∘ 해석에 의한 두 기기의 동특성 차이 확인방법

- 복수캐비넷조립체의 검증방법 검토

∘ 시험에 의하여 독립된 한 개의 캐비넷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방법

∘ 해석을 통하여 연결부 및 연결에 따른 동특성 변화유무를 확인한 방법

- 주기기와 동특성이 다른 부품의 작동성 확인방법 검토

∘ 부품의 시험에 사용된 입력운동 : “시험에 의한 방법” 참조

∘ 부품의 작동성 확인방법

∘ 주기기 해석모델에서 부품의 모델링방법

2) 세부검토항목 ② : 해석방법 검토

주요 검토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는 상기 “가. 해석

에 의한 방법” 항의 내용에 준하여 수행한다.

- 입력운동

- 해석모델

- 해석방법

- 해석결과의 처리

∘ 구조적 건전성 확인

∘ 기기작동성 확인

3) 세부검토항목 ③ : 시험방법 검토

주기기에는 주로 동특성 확인시험(modal testing)과 감쇠값 확인시험(damping

measurement)이 적용되며, 부품에는 일반기기의 내진검증시험과 유사한 검증

시험이 적용된다. 주기기 시험의 종류는 상기 1)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으며,

부품시험의 종류는 상기 “나. 시험에 의한 방법” 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구

체적인 내용의 검토는 상기 “나. 시험에 의한 방법”항에서 기술한 내용에 준하

여 수행한다.

4) 세부검토항목 ④ : 결과의 평가방법 검토

사용된 해석 및 시험에 의한 결과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

며,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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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결과 얻어진 부품 위치에서의 입력운동 사용 확인

- 시험결과 얻어진 기기 동특성과 해석시 사용된 동특성의 일치 여부 확인

- 해석 결과에 의한 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 작동성 확인 방법

: 상기 “가. 해석에 의한 방법” 항 참조

- 부품 시험결과 평가 방법 확인 : 상기 “나.6)” 항 참조

라. 경험자료 이용 방법

상기한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내진검증이 기수행된 기기와 유사한 형태

를 갖는 기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내진검증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기기에 대

한 내진검증 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검증을 수행한 경우, 즉 “경험자료 이용 

방법”에 의한 검증이 된 경우에는 그림 I.5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다.

각 세부항목별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검토항목 ① : 사용된 경험자료의 타당성 검토

사용가능한 경험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이전의 내진검증과정에서 사용된 해석/경험 관련자료

- 기 설치되어 가동 중 기기가 경험한 지진응답자료

- 기 설치되어 가동 중 기기가 경험한 지진 이외의 동적하중에 대한 응답자료

검토자는 사용된 경험자료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검토한다.

- 입력운동의 정확한 기록 및 재생가능성 여부

- 기기의 동적특성(고유진동수, 감쇠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 여부

- 응답의 정확한 문서화 여부

- 입력운동 하에서 기기가 구조적 건전성 및 기기작동성을 유지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하는 방법의 타당성

2) 세부검토항목 ② : 입력운동의 유사성 확인방법 검토

경험자료의 입력운동과 검증대상기기의 입력운동간의 유사성입증과 관련하여 다

음 항목을 검토한다.

- 입력운동특성의 유사성 : 진동수특성, 지속시간, 작용축, 계측위치 등이 일치하

거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함

- 입력운동의 지속시간 : 강진구간이 최소 15초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그 타당성 입증

3) 세부검토항목 ③ : 기기특성의 유사성 확인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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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료의 기기특성과 검증대상기기의 특성간의 유사입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

목을 검토한다.

- 기기의 제작자, 모델명, 일련번호 등의 비교를 통한 유사성 확인

-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을 통한 동적특성의 유사성 확인 

여부, 즉 기기의 치수, 무게, 하중전달 형태, 강도, 정착 및 경계조건의 비교를 

통한 유사성 확인

-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해석을 통한 유사성 확인

4) 세부검토항목 ④ : 지진응답의 유사성 확인

지진응답의 유사성 확인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검토한다.

- 입력운동의 유사성 확인 결과

- 기기특성의 유사성 확인 결과

- 기기의 파괴모드 및 파괴한계

- 상기내용이 없는 경우 별도의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

5) 세부검토항목 ⑤ : 경험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의 타당성 확인

경험자료의 분석 및 유사성 확인을 통하여 얻어진 검증대상 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한 안전성확보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경험자료의 확대 적용 방법에 대한 타당성

- 부족한 경험자료의 처리방법에 대한 타당성

-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확인방법에 대한 타당성

- 기기의 작동성 확인방법에 대한 타당성



부록3.10-1 개정 4 - 2014. 12- 21 -

*① 기기특성 및

기술요구사항 검토

② 선택된 검증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해석에
의한 방법

시험에
의한 방법 혼용방법 경험자료

이용방법

③ 선택된 해석

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④ 선택된 시험

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⑤ 선택된 혼용

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⑥ 선택된 경험

자료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⑦ 검증과정의 각 항목별

기술내용 검토

⑧ 선택된 검증방법의

종류 및 그 타당성 검토

⑨

현장확인

검토
건설허가시

⑩ 검토보고서 작성

그림 I.1 내진검증보고서의 검토절차

운영허가시

착 수

* O 안 숫자는 검토항목 번호

* * 세부검토지침 참조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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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력운동 검토

② 해석모델 검토

③ 해석방법 및 과정 검토

④ 구조적 건전성 확인방법 검토

⑤ 기기작동성 확인방법 검토

* O 안 숫자는 세부검토항목 번호

그림 I.2 해석에 의한 내진검증 세부 검토절차

착 수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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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기기의 설치방법 검토

② 입력운동의 작용축 검토

③ 입력운동의 파형 검토

④ 계측방법 검토

⑤ 시험중간결과 (문제점 )의 처리방법 검토

⑥ 시험결과의 평가방법 검토

* O 안 숫자는 세부검토항목 번호

그림 I.3 시험에 의한 내진검증 세부 검토절차

착 수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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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된 해석 및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해석방법 검토 ③ 시험방법 검토

④ 결과의 평가방법

* O 안 숫자는 세부검토항목 번호

그림 I.4 해석 및 시험을 혼용한 내진검증 세부검토절차

착 수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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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된 경험자료의

타당성 검토

② 입력운동의 유사성

확인방법 검토

③ 기기특성의 유사성

확인방법 검토

④ 지진응답의 유사성 확인

⑤ 경험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의 타당성 검증 확인

* O 안 숫자는 세부검토항목 번호

그림 I.5 경험자료에 의한 내진검증 세부검토절차

착 수

종 료

유사성 확인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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