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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배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에서는 발전용에 이어 2007년에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심사지침서를 별도로 개발한 바 있다. 

2007년에 발간된 기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안전심사지침서1)는 미국 NRC의 비발전

용 원자로 심사지침서2)를 많은 부분에서 참고하였다. 그러나 연구용 원자로의 규제감

독, 안전성 관리, 부지 평가, 설계, 운전 및 해체에 관한 IAEA 안전요건인 NS-R-4 3)의 

적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통합 허가로 진행되어 왔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가 분리허가로 변경되는 등, 국내법령의 개정사항 또한 반영할 필요

가 있어, 심사지침서의 전면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개정 과정에서 발전용 원자로와

는 다른 연구용 원자로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IAEA 안전지침 SSG-20 4)에 따라 

심사지침서의 장⋅절을 재구성하였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이 종사자와 일반 대중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건설 및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2항 

및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을 상세하게 설계하고 

안전성을 분석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기술원의 검토자는 신청

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같은 조 제3항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해당 검토 분야에 관한 규제요건과 허용 기준, 안전기술원 내부

의 검토 절차 및 규제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서를 활용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해당 규제요건과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판

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는 해당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대안

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

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강제 규정이 아니며, 모든 

유형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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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자가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일부 내용이 특정 원자로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검토자는 연

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심사지침서 구성 체계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20개의 장과 9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에는 검토자가 

검토하여야 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절에 대하여 검토 분야, 허용 기준, 검토 절

차, 그리고 평가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절의 세

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Ⅰ. 검토 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20개의 장과 9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에는 검토자가 

검토하여야 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절에 대하여 검토 분야, 허용 기준, 검토 절

차, 그리고 평가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절의 세

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Ⅱ. 허용 기준

국내 규제요건과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외국 규제요건 및 기술기

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에 기술하였다. 안전심사

지침의 일부 절에 기술된 ‘검토 주관부서의 기술적 입장’은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

는 지침 및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Ⅲ. 검토 절차

검토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이 충

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밝히고 있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검토 결과를 안전성평가보고서에 기술

하여야 한다. 

1. 출처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기술기준 및 규제요건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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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기준 및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청자가 제안한 방법론을 요약한다.

3. 신청자의 신청 내용이 실제로 기술기준 및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검토

자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검토자는 안전성평가보고서에 기술된 검토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확

보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해당 검토 분야의 내용이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결론

을 제공하고 이를 안전성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검

토 업무를 어떤 측면에서 수행하였고 어떤 면을 강조했었는지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추후 해결되어야 할 사항 및 미해결사항, 설계자 또는 신청자의 계획사

항 중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안전심사지침에 위배된 

사항의 근거 등을 포함한 검토 업무에 대한 설명이 수록된다.

Ⅴ. 참고 문헌

안전심사지침서의 각 절 마지막 부분에는 참조된 문서, 기술기준, 그리고 기타 보고

서에 대한 참고 문헌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일반 사항

“연구용 원자로”란 연구를 목적으로 중성자 및 전리방사선의 생산 및 이용에 사용

되는 원자로를 말한다. IAEA 안전요건 NS-R-4에 따라, 고온⋅고압 루프, 냉중성자 선

원, 고온중성자 선원 등과 같은 실험장치를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발전

용 원자로 기술기준 또는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교육용 원자로”란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되는 원자로를 말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에 대한 기본 정보와, 시

설이 안전하게 건설 및 운영될 수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고려사항과 근거를 포함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논의되는 사항은 최대 가상사고와 그 사고결과를 완

화하는 데 사용되는 공학적 안전설비 및, 가상사고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가정과 방법

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대 가상사고는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 또는 핵연료가 장전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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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시설에 대해 격납건물(원자로건물)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가정하는 

것으로, 사고해석 시 발생 가능한 사고 결과로 제한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신규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 출

력 증강, 초기 반응도 증강, 노심 구성 변경, 그리고 기타 변경허가를 포함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계속운전을 신청할 경우 신청

자는 시설의 최초허가 이후 시행된 변경 사항과 새롭게 제기된 규제요건을 다루기 위

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언급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는 모든 안전 현안사항이 적절히 명시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모든 안전 현안사항이 언

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시설의 핵연료 또는 노심에 축적되는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열출력에 비례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경우, 발전용 원자로시설에 비해 열

출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핵연료 또는 노심에 축적되는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의 양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설계특성상 저

온⋅저압 상태에서 운전되므로, 발전용 원자로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 대책과 요건

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의 규제요건이 연구용⋅교육

용 원자로시설에 적용되더라도 그 적용 수준은 원자로시설의 설계특성에 따라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지침서”, KINS/GE-N10, 2007
2) USNRC,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Standard Review Plan and Acceptance Criteria” NUREG-1537 Part 2, 
1996

3) IAEA, “Safety of Research Reactors”,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4) IAEA,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Safety Analysis 

Report”,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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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시설 개요

제 1.1 절 개요

검토주관: 심사 담당PM

Ⅰ. 검토 분야

본 검토 분야에는 신청자 및 신청 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신청서에 관한 정보

2. 원자로시설의 목적 및 용도

3. 지리적 위치

4. 원자로형 및 출력

5. 고유 및 피동 안전설비 특성

6.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특정 설계특성(unique 

design features), 예를 들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 연료설계

Ⅱ. 허용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신청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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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위치, 목적 및 용도를 개략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인허가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영향을 주는 시설의 기본 특성을 개략적으

로 기술하여야 한다.

5. 안전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언급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설계 및 위치 특성

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이전에 승인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과 차별되는 특정 안전설계특성을 강조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신청자 및 신청된 시설이 규제기관의 규제 범위 내에 있으며, 서식 및 내용에 관한 

본 심사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신청자가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시설의 상세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결과 및 결론

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 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서론에 대한 이 절의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서론에서는 신청자 및 평가되어야 할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다. 

신청 및 보완 날짜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를 정리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검토 목적을 명시하고 검토에 적용되는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V. 참고 문헌

1.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 USNRC, NUREG-1537 Part 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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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일반 설명

검토주관: 심사 담당PM

Ⅰ. 검토 분야

시설의 일반 사항 요약 내용에 대하여 검토자는, 시설 설계에 관한 신청자의 기술사

항이 1.5절에 제시된 안전기준 및 안전성 고려사항의 이행 방법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술된 일반 사항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을 이해하고 있는 사

람이 시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정량적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시설의 일반 사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도면, 

표, 사진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검토자는 심사 대상 시설과 공유 계통 또는 시설 사이에 안전성 영향 및 관계가 기

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유된 기기 또는 기능에는 공기조화계통, 전력공급, 

냉각 및 공정 냉각수, 위생처리, 압축공기,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처리, 다용도실, 냉각

탑 등의 설비가 포함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이들 공유 기기 및 기능에 관

한 상세 사항 및 안전성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규 시설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경우, 검토자는 신청서와 신청자의 이력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의 이력사항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 기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과 관련된 경험이 포함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계속운전 신청의 일부로서 제출된 경우, 검토자는 신청 날짜 및 

목적과 함께 허가 변경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자력안전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변경사항에 대해 평가

하여야 한다.

본 검토 분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시설 위치 및 부지 핵심 특성

2. 원자로와 이에 관련된 계측제어계통 및 전력계통의 기본적인 설계특성, 운전특성 

및 안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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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두치를 포함한 원자로의 열출력 준위와 출력을 제거하고 분산시키는 계통

4. 설계에서의 기본적인 실험 특성 및 성능

5. 방사선 누출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공학적 안전설비

6. 방사성폐기물계통 또는 대책 및 방사선방호의 설계특성

7.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시설과 다른 시설 사이에 공유되는 시설 및 기기에 대

한 개요 및 기술 내용

8. 모든 중요한 시설의 개조사항, 개조로 인한 원자로 운전의 영향 및 비제한 구역으

로의 방사성 유출물 방출에 대한 영향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 기준)

2.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3.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연구용 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체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 7 -

1. 신청자는 주요 건물 및 기기의 일반 배치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평면도 

및 정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신청자는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될 안전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부지, 격납건물, 원자로의 새로운 설계 또는 고유한 실험시설의 특성을 

강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안전특성의 저하 없이 공유시설의 모든 사용 또는 

오작동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오염이 공유시설 또는 기기에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상기 4, 5에 기술한 2가지 기준 요건을 만족함을 보이기 위한 방벽을 간략하게 제

시하여야 한다.

7. 이 절에서 적용되는 시설 보완 및 이력에 대한 허용 기준으로 신청자는 완전한 시

설 이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시설 개요 및 해석의 전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각 세부 절에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의해 공유되는 모든 시설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인허가심사 대상 

시설의 정상운전 시 사용과 오작동이 다른 시설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였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유시설이 검토 대상 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타 절에 제시된 기술사항 및 분석 결과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신청 내용의 완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시설 보완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시설에 비치된 서류에 있는 정보와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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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공유시설은 명확하고 완전하게 제시되었으며 다른 사용자도 확인되었다. 신청자는 

이러한 공유시설의 오작동 또는 기능 상실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자로나 원자로의 안전정지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었다.

2. 공유시설의 정상운전 또는 기능 상실 시,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비제한구역

으로 유출되지 않으며, 만일 유출되는 경우에도 16장 사고해석에서 방사선 피폭을 

분석한 결과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3. 계속운전을 위한 정보가 완전하며 원자력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공식적인 인허가 

서류와 일치한다.

4. 본 신청이 계속운전에 관한 것이거나 신청자가 원자력 관련 경험을 보유하였을 경

우, 제공된 정보는 시설의 이력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하였다.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2666호, 시행 2014.11.22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7호, 시행 2014.11.22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9호, 시행 2014.11.2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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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다른 연구용 원자로와의 비교

검토주관: 심사 담당PM

Ⅰ. 검토 분야

신청자는 원자로 설계에 있어 다른 원자로의 정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토

자는 제출된 정보를 참조된 시설의 설계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음 부분들은 유사시설과 비교 또는 참조의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다.

1. 핵연료 성능의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5장 및 16장

2. 노심의 임계, 크기 및 구조의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5장 및 16장

3. 사고 완화계통의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7장

4. 원자로 정지계통을 포함한 계측 및 제어의 다중성 및 다양성의 허용 기준과 관련

해서는 8장

5. 허용 가능한 기술적인 성능을 입증하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규제기관에서 수용가능

한 특정 인허가 조건(이전에 허가된 유사 사례로서, 열출력, 핵연료 종류, 부지 조

건을 지닌 시설)

Ⅱ. 허용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다른 시설과의 유사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인용한 다른 시설과의 설계 유사성과, 인용한 시설의 안전 선

례 및 사례 이력이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유사 시설에 대한 비교 시, 신청된 시설이 유사 시설의 안전성 확인 범위를 벗어

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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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에 대한 방사선 피폭이 규제요건 및 신청된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의 지침

을 초과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된 시설과 비교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특성이 유사하고 관

련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언급한 시설의 운전 이력이 시설의 안전운전, 사용 및 대중의 보호와 일관

성이 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유사한 핵연료 종류, 열출력 및 부지 조건을 지닌 시설들에 대하여 설계

기준 및 안전성 고려사항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운전 이력은 안전

운전을 입증하므로 허용 가능하다.

2. 신청자가 제시한 시설의 설계는 이전에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유사 시설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해당 설계에 따라 건설될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3. 기기를 설계함에 있어 신청자는 유사 시설에서 적용된 실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기기를 보유하고 실제 사용 중인 시설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에 

근거해 볼 때 시설은 설계대로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다.

V. 참고 문헌

1.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 USNRC, NUREG-1537 Part 1, 1996

2.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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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절 운영자 및 계약자

검토주관: 심사 담당PM

Ⅰ. 검토 분야

규제기관이 부과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수명 전체에 걸친 원자로 안전에 대한 

운영 조직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원자로에 관한 모든 안전 측면의 책임은 운영

자에게 있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소유자, 운영조직, 건설사, 주계약업체 및 자문기

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검토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로시설의 소유자, 운영조직, 건설사, 주계약자 및 자문기관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의 소유자, 운영조직, 건설사, 주계약자 및 자문기관의 능력, 신뢰도, 자

원, 조직 구조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여기에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경험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운영자 및 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원자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신뢰도, 자원, 조

직 구조 및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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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가 명시한 원자로시설의 소유자, 운영조직, 건설사, 주계약업체 및 자문기관

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자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신뢰도, 자원, 조직 구조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 

V. 참고 문헌

1.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 USNRC, NUREG-1537 Part 1, 1996

2.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3.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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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절 안전성 특성 및 운영

검토주관: 심사 담당PM

Ⅰ. 검토 분야

시설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중의 방사선 피폭에 대하여,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

고서에 모든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절에 대하여 신청자는 방

사선 피폭의 유형 및 잠재적인 크기, 그리고 규정된 허용준위 이하로 방사선 피폭을 

제한하고 제어하는 설계특성을 요약 및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 특성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위치 및 설계에 영향을 주는 

정상운전 및 사고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허가

된 최대 출력으로 운전을 지속하지는 않으며, 다양한 출력으로 운전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즉 허가된 출력으로 매일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지⋅보수, 핵연료 재배치, 

실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지하면서 운전을 지속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원자로의 운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토자는 원

자로가 지속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가정하여야 한다. 원자로의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에

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세부 절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 시

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본 검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가 제안한 안전기준

2. 시설설계의 안전성 관련 핵심사항

3.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방사선학적 사고 결말 및 이에 대한 방호 방법

4. 고유 설계특성의 안전에 관한 기술사항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안전성 요약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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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대중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 정상운전 시 방사선 피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선량한도 요건을 만

족시켜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규정과 시설에서 운영하는 ALARA 프로

그램의 지침에 의해, ALARA 원칙을 만족하도록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사고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야 한다.

4. 심각한 방사능 유출 및 대중의 피폭을 초래하는 운전 및 사건의 모든 유형을 기술

하여야 한다.

5.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의 지리적 위치

나. 부지의 주요 특성

다. 핵심적인 설계기준, 운전특성 및 안전계통

라. 공학적 안전설비

마. 계측제어계통 및 전력계통

바. 원자로냉각재 및 보조계통

사. 방사성폐기물계통 또는 대책 및 방사선방호

아. 실험시설 및 성능

6. 신청자는 주요 건물 및 기기의 일반 배치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평면도 

및 정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신청자는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될 안전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8. 신청자는 부지, 격납건물, 원자로의 새로운 설계 또는 고유한 실험시설의 특성을 

강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9. 신청자는 신청된 원자로 운전이 원자로 건전성 및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을 포

함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사용된 가정사항과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10. 신청자는 신청된 원자로 운전이 설계 및 안전성분석에 보수적으로 고려되었음 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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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속운전을 위해 신청된 원자로 운전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사용된 가정 사 항

과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신청자가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입

증하기 위하여 명시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약에 대한 논의 및 기술사항은 대중

을 보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제한구역, 방사능 누출을 제어하기 위한 격납용기 또는 격

납건물, 핵연료 및 피복재의 설계용량에 비해 보수적인 열수력 인자에 따른 운전, 계측

제어계통의 다양성 및 다중성, 그리고 기타 심층방어 특성과 같은 안전성 고려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에 제시된 상세 분석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의 다른 절을 검토하면서 이 절의 일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신청자가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된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허용 기준을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더라

도, 검토자는 이를 유사 원자로시설의 현행 운전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된 원자

로 운전을 요약하고, 신규 허가 시에는 유사 시설, 계속운전에서는 기존 운전과 이 내

용을 비교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속운전의 경우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규정된 대로 시설을 운전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자로의 운전에 대하여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자는 제한 사항이 허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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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원자로 운전조건 및 일정은 이전에 허가받은 유사 시설의 해당 사항 및 신청

된 시설의 설계특성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안된 원자로 운전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대한 해당 조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정사항과 일치한다. 제

안된 운전 출력준위 및 일정은 신청된 인허가 조건을 준수한다.

1. 원자로 구조물과 정상운전 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시험 및 성능은 

적절히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의 안전운영은 합리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청자의 관리조직은 대중 및 종사자에게 심각한 방사선학적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보장하며,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

분하다.

3. 신청자는 다양한 가상 사고의 예측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 상실을 유발하는 사고들에 대하여 유의하였고, 가상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가장 심각한 사고에 대하여 보수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열출력 10 MW 이하이고,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로시설 부지 외부에서 예측된 잠재적인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일반인에 대한 유효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열출력 10 

MW를 초과하거나,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4-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제한 구역에서

의 선량지침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가.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핵연료 시험목적의 냉각재 순환루프를 갖

춘 원자로

 나.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단면적이 16 in2를 초과하는 핵반응과 관

련된 실험설비를 노심내부에 갖춘 원자로

4.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 및 폐기물의 양은 규제요건에 의해 규정된 제한

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최소의 피폭선량

(ALARA)이다.

5.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가정 및 분석에 준하여 시설

이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성을 주기에 충분하다.

6. 특수 핵물질을 물리적으로 방호하는 프로그램은 10 CFR 73의 요건들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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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절 원자로 이용계획

검토주관: 심사 담당PM

Ⅰ. 검토 분야

원자로 이용의 준비, 수정 작업 및 실험 등의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다. 특히 수립된 절차에 따라 원자로 관리자가 참여해야 하는 원자로 활용이나 원자

로 설계변경 사업은 운영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주된 이용 계획에서 이

용 목적과 추진 구조, 관리자의 약속사항, 책임 소재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자원의 적절

한 배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자로 이용과 수정 작업 및 실험에 대한 안전성 분

석은 16장에서 다룬다.

Ⅱ. 허용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로 이용, 수정 작업 및 실험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제안된 원자로의 이용과 수정 작업 및 실험에 대한 안전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원자로의 이용과 수정 작업 및 실험에 대하여,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공공 및 환

경을 고려한 적절한 예방조치와 제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원자로의 이용과 수정 작업 및 실험의 준비와 수행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안전요

건과 기준이 만족되는 품질 보증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5. 원자로의 이용과 수정 작업 및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적절히 훈련되고 자

격을 갖추었으며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만약 신청자가 건설허가 발급을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면, 검토자

는 상기 변경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기타 적절한 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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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예를 들면, 원자로노심에 대한 변경은 4장을 사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 및 신청된 시설이 규제기관의 규제범위 내에 있으며, 시설의 상세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평가 결과 및 결론에서 언급될 것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하

는 충분한 정보가 이 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원자로의 이용과 수정 작업 및 실험에 대한 안전성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적절한 

예방조치와 제어 방법이 적용되었다. 

2. 원자로의 이용과 수정 작업 및 실험의 준비와 수행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안전요

건과 기준이 만족되는 품질 보증이 모두 적용되었다.

3. 원자로의 이용과 수정 작업 및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훈련, 자격 및 경험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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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안전목표 및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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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안전목표 및 설계요건

제 2.1 절 개요

검토주관: 심사 담당PM

Ⅰ. 검토 분야

본 검토 분야는 신청자 및 신청 시설의 안전목표 및 설계요건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는 별도의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않는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 및 신청 시설에 대해 이 장에 기술된 내용이 안전목표 및 설계요건

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서론에 대한 이 절의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으며 본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안전성평가보고

서의 1.1절로 대신한다.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서론에서는 신청자를 확인하고 평가되어야 하는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 및 보완 날짜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를 정리 및 기록하며 공

개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검토 목적을 명시하고 검토에 적용되

는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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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참고 문헌

1.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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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안전목표 및 설계요건

검토주관: 심사 담당PM

Ⅰ. 검토 분야

신청자는 이 절에서 정상운전 요건, 예상되는 운전 과도 및 설계기준사고를 고려한 

안전목표, 그리고 원자로 설계에 따른 일반적인 설계요건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안전

목표와 사고 완화를 위한 설계요건도 포함해야 하며, 사고 조건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비책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장에 기술해야 한다. 설계에 사용한 

원칙 및 원자로에 대한 요약 설명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에 포함된다.

검토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대중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절에 대하여 신청자는 방

사선 피폭의 유형 및 잠재적인 크기와 규제요건에 명시된 허용수준 이하로 방사선 피

폭을 제한하고 제어하는 설계특성을 요약 및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 고려사

항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위치 및 설계에 영향을 주는 정상운전 및 사고 

시나리오의 범위가 포함된다.  

본 검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안한 안전목표, 안전기준

2. 시설 설계의 주요 안전성 관련 고려사항

3.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방사선학적 사고 결말 및 이에 대한 방호 방법(방사선 비상

계획 프로그램 포함)

4. 고유 설계특성의 안전에 관한 기술사항

5. 사고에 대한 논의 결과

6. 자격, 면허 및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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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안전성 요약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대중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특성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2. 정상운전 시 방사선 피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과 해당 시설

에서 운영하는 ALARA 프로그램의 지침에 의해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사고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심각한 방사능 유출 및 대중의 피폭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운전형태 및 사건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를 포

함하는 모든 정보를 신청자가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입

증하기 위하여 명시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논의 및 기술 사항 요약에서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제한구역, 방사능 누출을 제어하기 위한 컨파인먼트 또는 격

납건물, 핵연료 및 피복재의 설계용량에 비해 보수적인 열수력 인자에 따른 운전, 계측

제어계통의 다양성 및 다중성, 그리고 기타 심층방어 특성과 같은 안전성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절에 제시된 상세 분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의 다른 절에 대한 검토의 일부로서 이 절의 일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이 절에 대한 별도의 평가 결과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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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가보고서 상의 이 절에는 검토자가 결정한 바에 따른 주요 안전 고려사항들에 대

한 요약과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전체에 대한 검

토자의 분석으로부터 요약되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1장에 제공된 정보만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허가 발급 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요약 및 각 세부 절

의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야 한다. 인허가 변경 신청 등의 경우, 검토자의 결론은 초기 

신청 시의 것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1. 원자로 구조물과 정상운전 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시험 및 성능

은 적절히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은 안전목표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청자의 관리조직은 대중 및 종사자에게 심각한 방사선학적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보장하며,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

분하다.

3. 신청자는 다양한 가상 사고의 예측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 상실을 유발하는 사고들에 대하여 유의하였고, 가상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가장 심각한 사고에 대하여 보수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열출력 10 MW 이하이고,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로시설 부지 외부에서 예측된 잠재적인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일반인에 대한 유효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열출력 10 

MW를 초과하거나,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4-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제한 구역에서

의 선량지침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가.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핵연료 시험목적의 냉각재 순환루프를 갖

춘 원자로

 나.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단면적이 16 in2를 초과하는 핵반응과 관

련된 실험설비를 노심내부에 갖춘 원자로

4.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 및 폐기물의 양은 규제요건에 의해 규정된 제한

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최소의 피폭선량

(ALARA)이다.

5.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는 시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가정 및 분석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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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성을 주기에 충분하다.

6. 특수 핵물질을 물리적으로 방호하는 프로그램은 10 CFR 73의 요건들을 준수한다.

7. 원자로 운전원에 대한 교육절차서와 운전원의 자격면허 관련 교육계획은 충분 하

며, 원자로가 면허를 소지한 운전원에 의해 운전됨을 보증한다.

8. 신청자는 비상계획 프로그램이 비상사건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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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절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내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그

리고 계측 및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등급 분류와 관련한 사항을 이 절에서 검토해

야 한다. 등급 분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원자력 및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해석과 설계에 활용된다. 검토 범위에는 등급 분류의 기준, 방법, 그리고 기준

에 따라 분류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은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

한 자연 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적용한다.

4. 규제기준 제3장 설계공통, 3.2절(등급 분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3조를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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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및 기기의 안전등급 분류, 내진등급 분류, 품질등급 분류에 따라 적절히 

등급이 분류되어야 하며,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해당 등급에 규정된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내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계측 및 제어

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함)를 먼저 지정⋅기록하고, 안전 기능과 안전 중요도에 따라 각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분류해야 한다. 이때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등급 기준

이 명시되어야 하며, 설계요건 및 품질보증 요건은 안전등급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외에 다른 측면에서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도 가능하다. (예시: 

내진분류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 중요도를 분류하는 방법은 결정

론적 방법에 근거해야 한다. 단, 결정론적 방법은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 기능과 

안전 기능 실패 결과를 고려한 확률론적 방법 및 공학적 판단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다양한 등급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 사이에는 적절한 설계 연계가 제공됨으로써, 안

전등급이 낮은 설비 부품에서 발생한 고장이 안전등급이 높은 설비의 고장 원인이 되

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내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에 대한 

기준 및 방법, 그리고 기준에 따라 분류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목록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 2.5절 “규격 및 기준” 및 2.6절 “기기 검증” 등에 제

시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규격 및 기준이 안전등급 분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4장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기술된 설계요건이 구조물⋅계통 및 기

기의 등급 분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이 절

에 기술된 등급 분류에 따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

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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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내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선정에 대하여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였고, 기술 및 안전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각각의 안전 기능 

및 안전 중요도를 기술하였으며, 안전 중요도 분류 시 고려한 방법과 분류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등급 분류 기준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

으며,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고유의 안전 기능 및 안전 중요도, 안전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다. 신청자는 안전등급 분류 시 구조물⋅계통 및 

기기 사이의 설계 연계를 적절히 고려하였고, 안전등급이 낮은 설비 부품의 고장이 

높은 안전등급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3. 안전등급 이외의 다른 측면(예시: 내진등급, 품질등급 등)에서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 기준과 방법, 그리고 기준에 따라 분류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

의 등급 분류 목록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등급 분

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2.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원자로.15), 시행 2014.11.22

3. “설계공통,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제3장”, KINS/RS-N03, 2011.07.01

4.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Standard Review Plan and Acceptance Criteria”, USNRC, 

NUREG-1537 Part 2, 1996

5.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6.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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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절 외부 사건 설계기준

검토주관: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바람, 토네이도, 수위, 항공기를 포함한 내⋅외부 비산물에 대

한 방호, 지진, 화재 또는 폭발, 비, 눈, 얼음 등 외부 사건의 하중에 대한 구조물⋅계

통 및 기기의 설계 기준이 기술되어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기상재해, 수해, 지진 등 외부 사건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6호(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기준)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3호(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

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관련 허

용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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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는 시설 부지에서 심각한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

다. 또한 수해, 지진,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외부 사건 상황 하에서도 원자로가 안전

하게 운전되며,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해당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사건의 발생 가능성 및 설계 기준을 

검토하여야 하며,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관련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 사건에 대한 설계기

준이 사고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해당 장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원자로시설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이 원자로의 지속적인 안전운전, 원자로의 안전

정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외부 사건 발생 시에도 방사성물질 및 방사

선 피폭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

로 입증한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2.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시행 2014.11.22

3.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6호(원자로.30), 시행 2014.11.22

4.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3호(원자로.37), 시행 2014.11.22

5.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 USNRC, NUREG-1537 Part 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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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8.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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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절 규격 및 기준

검토주관: 기계해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본 검토 분야는 필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 및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사항들에 대한 규격 및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안전운전

2.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안전 상태의 지속

3. 예상과도 상태에 대한 대응

4.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5장, “사고분석”에서 분석되는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대응

5.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제12장 “방사선방호” 에서 

언급되는 방사성물질의 제어

6. 응력 분석과 파괴역학을 포함하는 기계 설계

7. 구조 설계

8. 내진 설계

9. 자재 선정

10. 장비와 기기 제작

11. 제작 설치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사

12. 열수력 및 중성자 설계

13. 전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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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측제어계통 설계

15. 차폐 및 방사선 방호

16. 화재 방호

17. 설계와 관련된 유지보수, 주기점검 및 검사

18. 핵연료 설계와 생산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규격 및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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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규격 및 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운전 또는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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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기준에는 적용 가능한 최신의 기술기준 및 규격에 대한 근거들이 포함 되

어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서 언급된 설비들에 

대하여 규격 및 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원자로 정상운전 조건의 설정 범위에 대한 설계

나. 예상과도 상태 및 잠재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설계

다. 원자로 보호 및 안전계통의 단일고장조건에 따른 불안전 상태를 방지하기 위

한 설계 다중성

라. 검사, 시험 및 보수가 용이한 설계

마. 화재, 폭발 및 기타 잠재적 인적 오류의 가능성 및 사고 결과를 제한하는 설

계

바. 안전 기능 및 잠재 위험도에 상응하는 품질 표준

사. 바람, 물, 지진에 의한 원자로 계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설계기준

아. 계통 및 기기의 기능 분석, 신뢰도 및 내구성

3.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적용 가능한 규격 및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사용이 

등급 분류에 부합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항목에 다른 규격 및 기준이 사용되었다

면, 그 사이의 일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4. 확립된 규격 및 기준이 없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해서는, 유사한 장비의 규

격 및 기준으로부터 접근하거나, 규격 및 기준 없이 경험적 결과, 시험, 분석 또는 

그 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신청자는 기능, 운전모드, 위치, 동작방식,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관리 

측면에서의 상대적 중요도, 적용 설계기준, 그리고 특정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적

용되는 설계기준을 포함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장⋅절의 기준들에 따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장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각각 적용 가능하다고 제안 분석된 규격 및 기준과 원자로의 정상운전, 예상과도 상태

에 대한 대응 방안과 사고조건의 결과를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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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원자로시설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규격 및 기준은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 

지침, 규격 그리고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에 

따라 요구되거나 설계대로 만들어지고 작동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2. 설계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

호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2. “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 Test and Calibration”, ANSI N323, 1978

3. “Quality Control for Plate-Type Uranium-Aluminum fuel Elements”, ANSI/ANS 

15.2-1990

4. “Criteria for Reactor Safety Systems for Research Reactors”, ANSI/ANS 

15.15-1978

5.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Research Reactor”, ANSI/ANS 

15.8-1986

6.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 USNRC, NUREG-1537 Part 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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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절 기기 검증

제 2.6.1 절 내진 및 동적검증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기계 및 전기 기기는 진동, 동적 효과, 기계 하중, 열

팽창, 방사선 조사취화, 압력, 습도, 화학작용 등과 같은 환경 요인에 견디도록 설계되

어야 하며, 이러한 설계의 적절성 및 타당성은 시험적 방법, 해석적 방법, 경험적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기계 및 전기 기

기는 지진에 의한 영향, 즉 내진범주 요건 및 기타 사고 관련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검토자는 정상 및 사고하중(지진하중 포함) 하에서 기계 및 전기 기기(계측

⋅제어기기 포함)의 작동성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적⋅해석적⋅경험적 검증 방법 및 결

과가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절에서 검토되는 기계 및 전기 기기는 안전과 관련된 부품 및 기기로서, 원자로 

비상정지, 격납건물 격리, 원자로 노심냉각, 격납건물, 그리고 원자로의 열을 제거하거

나 방사성물질의 심각한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통에 필수적으로 연관된 기기를 포함

한다. 또한 상기 안전 기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기기, 상기 안전 기능이 운전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동되는 기기, 파손 시 상기 안전 기능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 못

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계통에 포함되는 기계 기기의 예로는 펌프, 밸브, 팬, 밸

브구동기, 방진기 등이 있다. 전기 기기의 예로는 축전지와 축전지 랙, 계측기기와 계

측기기 랙, 제어조작반, 전기 캐비닛, 전기 판넬, 밸브 구동 모터, 솔레노이드 밸브, 압

력스위치, 수위전송기, 계전기, 전기관통부, 펌프 및 팬의 모터 등이 있다.

단,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지반과 지지물 포함)의 등급 분류 관련사항은 

안전성분석보고서 2.3절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 계통 및 기기의 시험 및 

해석 관련사항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4.3절 “설계방법”, 안전 관련 기계 및 전기 기기

의 내환경검증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2.6.2절 “내환경검증”에 기술되어야 한다.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동적 및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내진 및 동적검증 기준: 검증 방법의 선택을 위한 결정인자, 지진 및 그 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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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하중의 입력운동 정의 시 고려사항, 검증 프로그램의 타당성 입증 등

2.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및 작동성: 정상 및 사고하중 하에서의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시험적⋅해석적

⋅경험적 검증 방법 및 절차 

3. 지지물: 기계 및 전기 기기 지지물의 시험적⋅해석적⋅경험적 검증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지진 및 동적 조건 하에서 진동거동(진폭 및 진동수 특성)의 가능한 증폭을 

고려하는 데 사용된 절차

4. 경험 데이터베이스: 경험에 근거한 검증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경험 데이터베이

스 상의 상세 내용(검증 대상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

하는 데 적용 가능한 이행 절차를 포함) 및 근거 문서를 통해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및 작동성 유지 여부 입증이 가능해야 함.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안전에 중요한 부품 및 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

음과 같다.

규제요건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은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및 제21조(원자

로냉각재 압력경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수행될 안전 기능에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 및 동적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

에 중요한 부품 및 기기는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지진과,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지진

의 영향의 조합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



- 41 -

호: 안전에 중요한 부품 및 기기는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

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원자로시설 

부품 중 원자로의 가동 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은 그 성

능을 경험에 의한 방법, 해석에 의한 방법, 또는 시험에 의한 방법 중 적절한 방법

으로 검증한 후 원자로시설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기준에 따라 기기를 검증하는 데 관련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설계관리): 적절한 시험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특정한 설계특징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시험 프로그램에는 가장 불리한 설계조건에서의 원형 기기에 

대한 적절한 검증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규제기준 제3장 설계공통, 3.5절(기기검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기검증이 요구되는 원자로시설의 기기

에 대하여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8. 규제지침 제3장 설계공통, 3.2절(원자력발전소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검증):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규제기준 3.5.3(기계⋅전기 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검

증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적절히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기계 기기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하중 조합 방법 및 동적응답 조합 방법은 안전심사지

침 4.3절 “설계방법”에 정의되며, 동일한 기준을 전기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

의된 하중 상태에서 기기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해석 절차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전기 기기 및 전기 기기 지지물의 검증은 KEPIC-END 2000(전기 1급 기기 내진 

검증)의 요건 및 제안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KEPIC-END 2000의 요건 및 제안사항

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며, 기계 기기의 검증을 위해서도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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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 및 동적검증을 위해 수행된 해석 또는 시험은 KEPIC-END 2000에 제시된 절

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안전등급 1E의 기기의 내진 및 동적시험은 IEEE Std 

323-1974(IEEE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의 6절, “Qualification Procedures and Method”에 제시된 절차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 기기는 지진에 의한 영향, 즉 내진범주 요건 및 기타 사고관련 하중

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정상 및 사고하중 하에서 기기작동성과 구조적 건전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계 및 전기 기기의 작동성 및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의 모든 정적 및 동적 하중을 고려한 시험 및 해석

이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에 필요한 기능적 작동성이 구조적 건전성만으로 보

증된다면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해석만 수행하는 것도 검증을 위한 근거로 허용 가

능하다. 완전한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시험과 해석의 혼용 방법도 허용

될 수 있다.

4. 모든 기계 및 전기 기기 지지물은 구조적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석 또는 시험

되어야 한다. 시험 및 해석에 고려된 지진 및 동적 입력운동은 기기 설치 위치에서

의 입력운동을 대표해야 하며, 지지구조물의 조합된 응력은 안전심사지침 4.3절, 

“설계방법”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지물은 기기가 설치된 상태 또는 

동등한 기기 관성 질량 효과와 지지물에 대한 동적 연계를 재현한 모조품이 설치된 

상태로 시험되어야 한다. 만약 지지물 시험에 있어서 기기가 비가동 모드로 설치되

었을 경우 별도로 기기의 작동성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이 시험에서 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입력운동은 지지물 시험으로부터 측정된 응답의 진폭 및 진동수 성분보다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5. 만일 신청자가 경험에 근거한 검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경험 데이터베이스

의 상세사항(검증 대상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포함)을 통하여 정상 및 사고 하중 조건 하에서도 기기의 구조

적 건전성과 작동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

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를 통하여, 그 기기가 기타 관련 동하중 및 정하

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

생 중과 발생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제84조(품질보증기록)의 기록 

요건에 따라, 신청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기기검증 관련 

기록을 지정된 보존 장소에 유지⋅보관해야 한다. 기기검증 기록 문서에는 기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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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대상 계통, 기기 및 기기 지지구조물 목록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심사지침의 

기준 만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기에 사용된 검증 방법을 충분히 상세

하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기기 각 부분(각 계통의 기계 및 전기적 부품)에 대한 검

증을 요약한 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기가 교체되거나, 추가적인 시험⋅검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기기검증 기록을 갱신시켜 유지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는 비정상적 누출의 확률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설계, 제작, 설치, 시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분인 

밸브에 대한 검증프로그램은 요구되는 하중 하에서 밸브가 누출을 일으키지 않거

나, 누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 혹은 시험과 해석을 포함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4장,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제시된 배

관장착기기의 지진 및 동적 입력운동의 정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2.3절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에 따라 내진 및 동적검증 대상 기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대상 기계 및 전기 기기(계측⋅제어 기기 포함)가 내진 및 동적 

검증 프로그램과 내진 및 동적 검증시험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을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본 심사지침의 허용 기

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검증 방법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수학적 모델을 

생성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기기의 경우, 해석 절차와 그에 상응하는 설계가 충분히 

보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동적응답에 중요한 모든 모드

가 해석에서 고려되거나 시험에서 가진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및 해석에 

의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방향에서의 입력운동이 응답 스펙트럼 

또는 시간이력 요구입력을 포괄하는지를 확인하고 기기 지지물의 적절성 또한 검토

한다. 만일 신청자가 검증을 위하여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토자는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가 기기 관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

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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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더불어 시험 및 해석결

과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는 내진검증보고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제2.3절,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된 계통목록과 신청자의 계통목록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검증을 위하여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토자는 건설허가 단계에 포함

되지 않은 검증 대상 기계 및 전기 기기에 대하여 구조적 건전성과 작동성을 입증

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포함된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상세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에 대한 근거 문서가 기기 관

련 동하중 및 정하중과 함께 조합된 5회의 운전기준지진과 동등한 영향에 추가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 작동성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기기가 본 지침

의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기기검증 요약문서철

을 감사하고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현장 방문에 앞서 6주 전에 내진검증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해도 좋다. 만약 검토자가 과거 승인 때 신청자의 검증문서철을 검토했

다면, 신청자에게 내진검증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기기검증 요약

문서철만을 감사해도 좋다.

3. 전술한 절차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운전기준지진이 안전정지지진의 1/3 이하로 설

정된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진하중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 5회의 1/2 안전정지지진 사건과 이에 뒤따르는 1회의 안전정지지진 사건에 

대해 기기의 내진검증을 수행한다.

나. KEPIC-END 2000의 부록 D에 따라 안전정지지진 부분지진 사이클을 사용할 

경우, 5회의 1/2 안전정지지진 사건과 이에 뒤따르는 1회의 안전정지지진 사

건에 상당하는 안전정지지진 부분지진 사이클을 적용하여 내진검증을 수행한

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기계 및 전기 기기의 내진 및 동적검증에 대한 충분한 자료

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 및 계

산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기계 및 전기 기기의 설계기준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계통 및 기기가 원

자로의 안전한 운전과 정지를 보장하고, 설계대로 작동함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안된 감시 활동은 기계 및 전기 기기의 안전 

관련 기능이 운전 가능하며, 대중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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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보장한다.

2. 신청자의 기기검증 프로그램은 허용 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장 제4절의 해당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3. 기계 및 전기 기기에 대해 이행될 검증 프로그램은 KEPIC-END 2000의 요건 및 

권고사항을 만족하며, 안전정지지진, 가상사고, 냉각재 상실사고에 의해 가해진 하

중을 포함한 모든 부과된 설계 및 가동 중 하중 하에서 기기가 적절하게 기능함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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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절 내환경검증  

검토주관: 계측전기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 2.6절에 기술된 정보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항목의 

기기(기계, 전기, 계측제어 및 디지털 계측제어 포함)가 정상 환경 조건, 예상운전과도

(AOO), 사고 및 사고 후 환경 조건에서 설계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

리는 데 충분해야 한다.

이 검토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정비, 시험, 설계기

준 사건과 관련한 환경 조건의 영향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는지를 검토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설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26조(원자

로 보호계통), 제70조(설계관리), 제78조(시험관리)의 요건을 포함한 다른 관련 규제요건

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가혹한 환경에 있는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금속 부품 

및 기기가 가상된 설계기준 환경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 설계기준을 만족한 것

으로 평가한다.(해당되는 경우 적용)

온화한 환경에 있는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관련 

환경 조건을 기기명세서 등 설계공정에 적절히 반영함을 확인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환경설계기준을 만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세부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및 

제40조(성능검증 부품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내환경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는 기기

는 다음과 같다. 검토자는 이들 기기가 II.절의 허용 기준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도

록 설계 및 검증되었는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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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기준사고 시 원자로 안전정지 및 정지 상태 유지,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

출 방지 및 사고 완화에 필요한 안전 관련 기기

나. 위의 1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기로서 고장 발생 시 위의 1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기의 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기기

다. 사고 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2. 안전성분석보고서 2.6절(2.6.2)의 검토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모든 기기에 요구되는 

환경설계와 검증이 적절하게 입증되었는지 또는 입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환

경검증은 공통원인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가 설계기

준사고(DBA)에 의한 심각한 환경 스트레스(즉,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전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설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환경설계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모든 기기

에 대하여 온화한 환경이나 가혹한 환경 모두에 적용된다.

3.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환경설계 및 환경요건에 대한 만

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적인 설계사항을 검토한다.

가. 상기 I.절, 항목 1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계, 전기, 계

측 및 제어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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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시

험 및 해석내용에 대한 문서요건

라. 환경 설계 및 검증의 적합성 확인 

4.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신청자의 환경검증계획 및 이행 결과를 검토한다.

나. 이 절에서 언급하는 모든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에 대한 환경 설계와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파일의 자료 검토를 포함한 사업자의 기록물을 확

인한다. 검토자는 (1)건설허가 단계에서 설정된 기준의 적절한 이행과 (2) 이 

절에서 언급된 모든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에 대한 적절한 환경 설계 

및 검증 내용을 검토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 적용되는 환경검증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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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

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위의 환경 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 보호계통) 제2항: 보호계통

은 최악의 가상환경 조건(예,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압력, 물, 증기 또는 방사선 등)

에서도 고장안전 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성능검증 부품 사용): 원자로시설의 

부품 중 원자로의 가동 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은 그 성

능을 경험에 의한 방법, 해석에 의한 방법, 또는 시험에 의한 방법 중 적절한 방법

으로 검증한 후 원자로시설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설계관리)제3항: 사업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험계획에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최악의 설계조건에서의 검증시험을 포함

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일반 요건

가. 검토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에 중요한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

는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과 그 이후의 환경 등 안전 기능의 

수행이 요구되는 환경 조건 하에서 수명기간 동안 의도된 안전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나. 안전에 중요한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기기에 관한 내환경검증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가혹한 환경 조건을 만드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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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혹한 환경에서 검증되어야 할 기기의 목록

(3) 설계기준사건 시에 안전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계통 및 기기의 목록

(4) 기기가 정상운전 및 사고 진행 중에 견디어야 할 환경 조건 및 기간

(5) 전기 기기의 성능요건을 보장하기 위한 전압, 주파수, 부하 및 기타 전기

적 특성

다. 안전에 중요한 전기 및 계측제어 기기의 내환경검증에 관하여는 규제지침 3.3

(안전 관련 계측 및 전기 기기에 대한 내환경검증)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2. 내환경검증 조건

내환경검증 대상 기기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상운전 및 사고 시 환경 조건 하

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가. 온도 및 압력: 가장 심각한 설계기준사고(DBA) 발생 시 검증 대상 기기가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기의 설치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압력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습도: 설계기준사고 동안의 습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화학재의 영향: 적용이 되는 경우, 검증시험에 사용되는 화학재의 합성은 가

장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인하여 조성된 것과 같은 가혹한 화학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방사선: 방사선 환경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장 심각한 설계기준사고

로 인한 방사선 환경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방사선 핵종

        기기의 설치 수명기간에 걸쳐서 정상운전 중에 받게 될 총 방사선량

(2) 기기가 의도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간 또는 그 이후에 방사선 및 방사

선량에 따른 영향

마. 경년열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기기 중 경년열화가 예상되는 기기

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설치수명 말기 조건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가속)으로 열화하여 사전 모의

하여야 한다.

(2) 사전 모의에는 기기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현실적으로 설치수명 말기 조건까지 사전 모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기기는 

단축 지정된 수명까지만 사전 모의될 수 있다. (이 경우 기기에 대한 검증

의 진행 중에 지정된 수명보다 더 연장된 수명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밝

혀지면 그 기기는 지정된 수명 말기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바. 침수: 만약 기기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면 침수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시너지 영향: 시너지 요인에 의한 영향이 기기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 여유도: 제작 공정의 변동 사항과 시험계측기의 부정확도 등과 같은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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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여유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의 기기검증 (해당되는 경우 적용)

 가.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의 검증 대상 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1) 가혹한 환경 조건(예: 원자로건물 내부) 하에 설치되는, 안전에 중요한 모

든 기기 및 그 위치

(2) 원자로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경우, 비산물 차폐지역

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나.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의 기기검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NUREG-0588의 환경설계 및 검증요건

(2) KEPIC-END-1100/IEEE-323의 검증 원칙과 기준

(3) 방사선원 및 선량: NUREG-0588, NUREG-0737의 II.B.2항, NUREG-0718 에 

제시된 방사선원과 방법

 다.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의 기기검증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기기의 유기물 성분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결정에는 베타 및 감마 방사

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

(2) 원자로건물 외부에 설치된 기기에 대한 방사선 환경의 경우, 원자로건물 

누설률, 기상의 확산 및 기기의 운전 등 방사선원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고려한다.

(3) 원자로건물 내부의 기기에 대해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인하여 

조성된 것과 같은 가혹한 화학재 합성물 및 pH를 확인한다.

(4)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기기, 즉 유체계통에 사용되는 금

속성 부품 또는 기기는 검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4. 온화한 환경 조건에서의 기기검증

  온화한 환경에 위치하는 기기의 내환경검증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심각한 경년열화 메커니즘을 갖지 않는 기기는 검증수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나. 기기검증의 입증에는 공학적 관행 및 제작자 권고에 따른 설계 및 구매시방

서가 요구되며, 이 시방서는 특정한 환경지역의 정상 조건과 공기조화계통 

상실 등으로 인한 비정상 환경 조건에서의 기능 요건들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 보수 및 감시 활동이 예방정비 계획과 적절히 연계되어 이행된다면, 설계 

및 구매 시방서를 만족하는 기기는 설계수명기간 동안 검증되는 것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라. 보수 및 감시 계획에는 기기의 설계수명이 정상운전 조건에 의한 마모 및 

예상운전과도로 인한 열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장하는 자료와,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 기기가 심각한 경년열화 메커니즘(예, 열, 방사선, 마모, 진동)을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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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내진검증 시험 수행 전에 경년열화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전자기파 적합성 검증

가. 적용 범위

  전자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전 관련 디지털 기기 또는 아날로그 소

신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 장해(EMI/RFI), 고에너지 서지, 전기적 과도현상

(EFT), 정전기 방전(ESD) 등의 전자파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일반 요건

  검증 대상 기기에 포함되는 안전 관련 디지털 및 아날로그 소신호 검증 대상 

기기는 입ㆍ출력 처리 기능의 고장, 부적절한 복구 기능, 입력 전압과 주파수의 

변동, 확실한 동시 최대 신호변화량, 전자파 장해(EMI/RFI), 정전기 방전(ESD) 등

의 내ㆍ외적인 모든 영향을 받더라도 의도된 안전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설계,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다. 전자파 환경 조건 및 장해 메커니즘

(1) 전자파 환경은 다음 사항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

야 한다.

- 안전 관련 기기와 그 설치 지역의 전자파 방사체의 종류 및 세기

- 극초단파 발생원의 위치와 방향

- 다른 기기의 위치와 영향

(2) 전자파 장해원(source)의 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연속적인 고주파 방사체

- 연속적인 저주파 전도체

- 연속적인 고주파 전도체

- 비연속적인 과도적인 고에너지 서지

- 빈번한 과도적인 저에너지 임펄스

(3) 전자파 장해 메커니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도성 결합

- 방사성 결합

- 유도성 결합

- 용량성 결합

- 정전기 방전(ESD)

라. 전자파 적합성(EMC) 검증 방법

  검증 대상 기기에 포함되는 안전 관련 디지털 및 아날로그 소신호 검증 대상 

기기의 전자파 환경 적합성 검증은 전자파 장해 제한 설계관행(예, 접지, 차폐, 

분리 등)이 만족되었을 때 규제지침 3.9(안전 관련 계측 및 전기 기기의 전자파 

장해에 대한 검증) 또는 EPRI TR-102323의 시험 방법과 수준을 이용하여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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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험한다.

Ⅲ. 검토 절차

상기 I.절에 열거한 각 검토 분야에 대한 검토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 검토 절차에

서는 상기 Ⅱ.절의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허용 기준과 다른 경우 검

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 기준의 규제 관련 요건들을 어떻

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 기기의 환경 설

계 및 검증을 위해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기술한 계획을 검토한다. 이 계

획은 상기 II.절에 열거한 허용 기준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자에게 특히 중요한 

사항은 시험 및 해석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기기가 시험할 수 있는 

크기이거나 부분적인 형식시험 자료가 해석상의 가정 및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합

하지 않다면 기기를 시험해야 한다. 환경설계 및 검증 계획은 정상운전, 예상운전

과도, 사고 및 사고 후 환경 조건, 필요한 운전 시간, 화학적인 특성, 침수, 경년열

화, 여유도 및 시험 결과에 대한 허용 기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기술한 계

획을 다시 검토하며, 그 외에도 시험 및 해석 결과를 포함한 환경설계 및 검증계획

의 체계적인 이행에 대한 문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사업자가 나열한 계통과 계통 

각각에 관련한 기기 목록이 상기 I.절, 항목 1에 기술한 계통 및 기기와 일치하는가

를 확인한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완벽한 형태의 문서, 즉 모든 기계, 전

기, 계측 및 제어 기기에 대하여 여기서 언급한 요건에 적합함을 상세하게 기록한 

환경설계 및 검증 방법에 관한 문서들이, 확인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에 잘 보관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문서들이 기기의 교체, 시험 또는 다르

게 검증될 때 개정 및 유지될 것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기기가 상기 Ⅱ.절의 요

건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설계 및 검증 서류와 기록을 확인

하고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선정된 기기에 대한 시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며, 

기기의 배치 및 설치를 확인하고, 참조된 시험 혹은 해석이 설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만약 검토자가 이전의 신청서에서 신청자의 환경설계 및 검증파일

과 기록을 검토하였다면, 신청자에게 모든 검증 요약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환경설계 및 검증파일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검토자는 환경검증계획이 적합하게 기술되고 이행 일정이 명시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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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검증계획 및 이행 일정이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 장⋅절에 포함되

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계획이 인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경우 이의 이행을 추후 

확인한다.

Ⅳ. 평가 결과

신청자로부터 환경검증에 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환경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는 대상 기기, 검증기준, 환경검증 계획 및 이

행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내용은 환경검증 관련 규제요건, 규제기준, 규제지

침 및 산업표준을 만족한다.

2. 안전에 중요한 기계, 전기, 계측제어 기기의 환경설계 및 검증이 적합하고, 이들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사고 등의 영향에 견디며 소정의 안전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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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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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지 특성

제 3.1 절 지리 및 인구

검토주관: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과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분포 특성이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지리

적 특성에 관한 자료 검토 시 발전소의 위치(위도 및 경도 그리고 유티엠(UTM) 좌표

계), 운영구역, 부지경계,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 도시 및 농경지의 분

포, 비상계획구역, 공공시설 및 기타 방사능물질의 누출 및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형지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부지반경 

10 km 이내 지역의 현재의 인구 및 발전소 운영 기간 매 10년 단위로 추정되는 인구

의 분포 특성이 도면과 함께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가장 최근

에 조사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평가 방법에 의해 도출되었

는지 검토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지리 및 인구 통계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가. 원자로시설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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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지는 방사선 비상사고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다수기 건설):

가. 동일한 부지 안에 2기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자로

시설이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

여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원자로시설에 따른 제한구역의 범위는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 지역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별표 2항(원자로시설의 위치 제한에 관한 지

침)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로시설과 그 위치에 대한 지리 및 인구 분포 특성에 관한 기술 내용은,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에 제시된 분석에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리 및 인구 분포 특성은 제안된 원자로의 운

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시된 정보가 소유권 및 행정 관할을 충분하게 

정의하며 신청자가 시설 경계의 전 지역에서 필요한 방사선 관리를 충분히 안정적

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원자로시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매우 잘 계획되어 있어 대중에 대한 잠재적인 방사선 위

험도가 합리적 신뢰수준으로 분석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토지 이용에 관한 기존의 또는 추정된 정보에 인구 분포, 인구 밀도 그리고 기타 

관련 특성들이 포함되어 추정된 선량이 제한구역경계 등의 위치 기준에서 설정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및 부지의 설계에 고려된 지리⋅인구 특성 및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

에 대해서 운영 전, 운영 중 및 해체 단계의 부지 감시와 주기적 평가 계획이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5. 지리 및 인구와 관련한 항목별 조사범위는 부지반경 10 km 이내지역을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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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현상에 대해서

는 보다 넓은 조사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Ⅲ. 검토 절차

이 절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은 다른 장에서 수행된 평가를 위한 기초가 된다. 그

러므로 검토자는 부지 관련 정보들이 제안된 원자로 부지 주변의 인구분포와 연계된 

현안들의 계속적인 분석에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발전소의 위치, 운영구역, 부지경계,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 

도시 및 농경지의 분포, 비상계획구역, 공공시설 및 기타 방사능물질의 누출 및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형지물에 관한 사항 등 부지 및 부지주변의 지리 및 인구특성에 

관한 검토 시 안전성분석보고서 제3.3절 ‘기상’, 제3.6절 ‘비상계획에 대한 부지 적

합성’, 제12장 ‘방사선 방호’ 및 제16장 ‘안전해석’에 대한 심사결과와 연계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거리를 확인하고 구역경

계, 도로, 철로, 수로, 주요 바람 및 지역의 주요 특성에 대한 거리-방향 간의 연관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축척도면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중인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는 해당 부지의 물리적 특성과 인접 지역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추가하여 

현장정보를 수집하게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석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러한 현장 조사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초기 검토가 완료되고 추가 정보요청

이 신청자에게 통보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제시된 정보에는 원자로시설 주변 지리의 정확한 기재사항이 충분히 자세하게 기

술되어 있다.

2.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신청된 원자로의 부지 선정 및 운전으로 인하여 대중에게 미

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사선학적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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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다.

3. 제시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리 및 인구 분포 특성에 관한 정보는 신청된 부지가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적합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4. 원자로시설 부지에서의 지리 및 인구 특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대한 감시

계획은 허용 기준과 감시 대상의 고유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으므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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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절 인근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

검토주관: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예상수명기간 동안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근(부지반경 8 km 이내를 의미하나, 군사시설과 공항에 대해서는 16 km 이내를 

의미함. 또한 지정된 부지반경 외곽에 위치한 시설이나 활동이라 하더라도 원자로시설

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더 확대

하여야 함.)의 기존 및 예정된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잠재적인 재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인 재해에는 폭발, 화재, 폭발성·가연성·인화성·부식

성·유독성 또는 방사성 구름의 유출, 지반진동, 항공기 충돌을 포함한 비산물의 생성 

및 충돌, 항공기 추락 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재해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의 안전운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인근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

다.

규제요건

인근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에 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원자로시

설은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 준용할 외국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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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1.3 : 부지주변의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

2.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1.2 : 원자로시설의 인위적 사건에 의한 영향평가

3. 원자로시설 인근에서 산업, 군사 및 교통시설의 위치와 이격거리가 안전성분석보

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제공된 자료가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구한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인근에서 처리, 저장, 사용 또는 운반될 수 있는 생산품이나 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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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에 대한 잠재적인 재해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에 대

한 충분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부지 내부 또는 주변 지역에서의 발생 확률이 10-7/년 이상인 사고로

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잠재적 중대성을 가

진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정한다. 만약 발생 확률을 정확히 예측할 정도의 자료가 

취득가능하지 않을 경우, 발생 확률이 10-6/년 정도라도, 실제 발생 확률은 이보다 

더 낮음을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보일 수 있다면, 이러한 발생 확률은 적합하다.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유리하지 않은 물리적인 특성들이 존재하는 부지라도, 발견

된 결격사항들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공학적 안전설비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제안된 부지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인근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근무자, 대중 및 환경에의 잠재적 방사능 위

험을 평가할 정도로, 원자로시설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가 충분히 설명되고 

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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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 운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인근의 모든 인공시설과 활동을 기술

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의 정상운전이 원자로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2. 인근의 기존 및 예정된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잠재적인 재해가 원자로

의 안전한 정지를 방해하지 않으며, 대중과 환경 또는 운전원에 대하여 과도한 방

사능 위험이 예상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의 잠재적인 결과는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제16장 “안전해석”에서 분석된 적절한 사고로 제한되거나 그 범

주 내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자는 인근의 기존 및 예정된 산업, 교통 및 군사시설로

부터의 잠재적인 재해로 인해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전을 위한 부지가 부적합하게 

되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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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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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절 기상

검토주관: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신청자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부지 선정 및 안전설계 건설 운전

을 위해 제출한 다음의 기상특성 정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 기후

가. 기단의 종류, 종관기상특징(고기압계, 저기압계, 전선계), 기류 형태(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수(강우, 강설, 종관규모 대기과정과 국지 기상 조건 사이의 상호 

관계 등에 관한 해당 지역의 일반적 기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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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대기오염 발생 가능성 등 이상 기상 현상의 계절별, 연도별 발생빈도

다.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

(1) 안전 관련 구조물의 지붕에 대한 설계 적설하중 및 결빙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100년 빈도 적설량 및 48시간 동계 가능최대강수량

(2) 최대 증발량, 순환수의 표류손실량 및 최소 냉각순환수량 등 최종 열제거

원(냉각탑, 냉각지 등) 설계 및 운영 조건 평가에 사용된 기상조건

(3) 토네이도 변수(병진속도, 회전속도, 발생기간 중 최대 기압강하 포함)

(4) 100년 빈도 최대풍속 및 순간최대풍속

(5) 100년 빈도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6) 시간당 최대강우량 및 24시간 최대강우량

(7) 기타 발전소 설계 및 가동기준으로 사용된 기상조건 및 대기질 조건

2. 국지 기상

가. 기상요소의 평균 및 극값, 국지풍, 풍향지속도, 기온, 습도, 강수, 대기안정

도, 혼합층, 대기질 등 국지 기상

나. 발전소 및 부대시설의 건설 ․ 가동이 국지 기상에 미치는 영향

다. 부지경계선,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등을 포함한 발전소 구조물에 의해 변경

된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형

3. 부지 기상 관측 계획

  정상가동 시 및 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 비상계획 수립 및 비상 대응조치를 위

해 필요한 부지 기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상 관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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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

제한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경계, 비상계획구역 경계, 최인접 주민거주지역 경계에

서의 사고 시 대기확산인자 

5. 정상가동 시 대기확산인자

제한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경계, 비상계획구역 경계, 최인접 주민거주지역 경계를 

포함한 반경 10km 까지의 적정거리별 정상가동 시 대기확산인자 

6. 사고 시 시설 내 대기확산인자

사고 시 주제어실 거주성 평가를 위한 시설 내 대기확산인자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기상특성 분석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기상특성 분석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기상조건): 

① 원자로시설은 태풍⋅폭설⋅폭우 또는 회오리바람 등의 기상 현상을 조사⋅평가

하여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

다.

② 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
희석되는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방사선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1항 10목: 원

자로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풍향⋅풍속⋅대기안정도⋅강우량 및 기온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5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평
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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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1.4(기상)

2.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1.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 및 대기확산 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3. 부지 지역의 일반적 기후와 국지적 기상 상태에 관한 정보가 잘 문서화되어 있어 

원자로 안전 및 운전에 대한 기상학적 영향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지 기상 관측 자료와 기상청의 인근 기상관측소 관측 자료 또는 기타 기상 관측 

기관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국지 기상 자료의 역사적 기록을 요약 제시하여야 한다. 

5. 부지 및 국지 기상 조건에 대한 정보가 원자로에서의 방사성물질 대기 방출에 의

한 대기확산인자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정

상가동 시 주변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는 제12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며, 사고 시 주변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는 제16장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 지점은 추정 피폭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포함하여 반경 10km까지 적정거리별 대기확산인

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상 정보는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극한 기상을 안전하

게 견딜 수 있는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원자로 부지의 기상학적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록정보들이 잘 문서화되고 정리되어 제공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

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유출에 적용되는 단기적인 조건과 원자로 정상운전  시 유출

되는 장기적인 평균조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극한 기상조건의 예상 재현 빈도 및 강도가 문서화되어 있는지를 검

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

심사지침 2.3(기상)의 검토 절차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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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원자로의 안전설계 및 부지 선정에 필요한 지역 기후 조건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5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

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기준)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자로 부지로 적합하고, 원

자로의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 등이 각각의 지역 기상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됨을 확인하고 입증한다. 부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특성, 대기질특성 및 지형 특

성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부지의 적합성 판단에 관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부지 기상 관측 계획 및 그 계획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기상 

관측 절차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20조, 원자력시설 등

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요구하는 부지 기상 관측자료에 적

합하게 제공되었다. 또한 부지 기상 관측 자료는 정상운영 시 또는 설계기준 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 ․ 희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5호(원자로시

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평가기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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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절 수문

검토주관: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에 대한 설계기준, 성능요건 및 운영 기준과 관련한 모든 수문학적 특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발생 가능한 수문학적 사건과 그 원인, 과거와 미래의 예측 빈

도 그리고 원자로시설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2장 “방사선 

방호” 및 제16장 “안전해석”과 연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특성을 이용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의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절의 내용은 제3.6절 “비

상계획에 대한 부지 적합성”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수문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조건은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6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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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로시설은 발생 가능한 수문학적 사건에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범람원, 댐의 하류 지역, 해안에 인접하며 해수위에 대해 여유고가 충

분하지 않은 지역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신청자는 극한 기후조건이나 상류의 댐 및 저수지의 파괴와 같이 수문학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들이 원자로시설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음을 보여

야 한다.

3.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은 예상되는 수문학적 사건들로 인해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 

및 정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이들 사건이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에는 예상되는 수문학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도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방출을 완화 또는 방지하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의 

잠재적인 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6장, “안전해석” 에서 분석되는 사고에 

의해 고려되거나 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은 지하수로의 일차냉각재 누설 또는 손실, 지하수의 중성자 

방사화, 그리고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지표수 침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영 및 정지와 관련된 수문학적 특성과 의도되지 않은 방사

성물질의 방출과 관련된 지표수와 지하수 특성에 대한 감시는 전 주기에 걸쳐 이루

어져야 한다.

7. 방사선 비상계획은 수문학적 사건에 대해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국지 또는 원거리 지진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원인에 의한 수문사건 및 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자가 원자로시설의 부지를 선정하였는지 검증하여야 한

다. 또 시설 설계에 반영된 설계기준이 예상되는 수문학적 사건과 일차냉각재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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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또는 누설 그리고 지하수나 지표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문학적 특성에 대한 감시 계획이 적절한지, 방사선 비

상계획이 수문학적 사건 발생 시 이행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부지 선정 시 발생 빈도 및 결과를 신뢰할 만한 수문학적 

사건들을 고려하였으며, 선정된 부지에서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수문학적인 재해

가 예상되지 않는다.

2.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 개발 시, 수문학적 사건으로 인한 시설의 심각한 

손상을 완화하거나 방지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 및 정지에 문제가 없도록, 

발생 가능한 수문학적 사건들을 모두 고려하였다.

3. 신청자는 발생 가능한 수문학적 사건으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방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 영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6장, “안전해석”의 분석 

범위에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도록 부지특성 및 시설 설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4.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이 일차냉각재의 부주의한 유출 및 누설, 중성자 

방사화 및 대기 중 방출로 인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오염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였다.

5. 발생 가능한 수문학적 사건의 영향을 원자로, 공공, 환경, 원자로시설 근무자에 미

치는 잠재적 결과를 포함하여 폭넓고 상세하게 고려하였다.

6.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영, 정지와 관련된 수문학적 특성과, 의도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 그리고 이에 관련된 지표수와 지하수 특성에 대한 전주기 감시 계획

이 수립되었다.

7. 방사선 비상계획이 수문학적 사건에 대해 이행 가능함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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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자는 예상되는 수문학적 사건이나 상태로 인하여 원자

로의 운전이나 안전정지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부지가 부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주의한 유출 및 누설, 중성자 방사화 및 대기 중 방출로 인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오염이 환경 및 공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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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절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

검토주관: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원자로시설의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특성과 

이들이 원자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으

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의 수준 및 상세도가 관련 허용 기

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부지에서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현상에 따른 잠재

적 효과에 대한 정보는 제4장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가.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되거나 함몰될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가. 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초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

지반의 개량,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별표 1항(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

에 관한 조사⋅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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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로시설의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지질 및 지질공학적 특성은 원자로 구조물

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부지가 일부라도 지구조운동에 기인한 지표 단층 작용의 영향 범

위에 포함될 경우, 지표 변형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학적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지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원자로의 예상수명기간 동안 부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아

니하여야 한다.

4. 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활동 특성이 원자로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설

계기준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규명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기초지반 물질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 토양 및 암반의 지진

에 대한 응답특성, 지반의 속도구조 모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지반의 지지력, 침하량, 액상화 잠재성 등 기초지반의 안

정성 평가 결과는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6. 붕괴 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 사면, 제방 또는 댐 

등의 경우, 안전성 분석을 위한 물성자료 및 분석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의 공사 중 배수, 굴착사면 처리, 뒷채움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을 품

질관리 방법과 함께 제시하며 시설의 운영 중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인자에 대해서 감시계획을 품질관리/보증 자료와 함께 제시

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제시된 정보들의 출처가 신빙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 정보들과도 일치함을 확인하

여야 한다. 검토자는 질의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안전

성 분석 결과가 타당하며 보수적인지 확인한다. 또한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

학적 특성이 제4장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에 고려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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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상세

하며, 구조물⋅계통, 그리고 원자로 운전특성에 대한 설계기준으로 통합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는 원자로 예상수명기간 동안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활동이 원자로 부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

우 낮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방사선학적 

영향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6장에서 분석된 범주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원자로시설 부지에서의 지질, 지진 및 지질공학적 재해 요소에 대한 부지 감시 

계획은 허용 기준과 감시 대상의 고유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으므로 적합하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3호, 시행 

2011.11.11 

2.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시행 2014.11.22

4. “원자력발전소의 기초에 대한 부지조사”, USNRC, Reg. Guide 1.132

5. “원전의 공학적 분석 및 설계를 위한 토양의 실험조사”, USNRC, Reg. Guide 1.138

6. “품질보증계획요건(설계 및 건설)”, USNRC, Reg. Guide 1.28

7.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8.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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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절 비상계획에 대한 부지 적합성

검토주관: 방재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절에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련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됨을 확인하고, 이 

정보들을 고려해 비상계획의 타당성이 입증됨을 검토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비상계획에 대한 부지 적합성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비상계획에 대한 부지 적합성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제5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초로 하여 원자력 사

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와 협의 후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인구 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나. 당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

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원자로시설

의 부지는 방사선 비상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신청자는 다음 항목의 정보들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한 비상계획의 타당성을 입증

하여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 주변 지역의 인구 분포와 예상 인구 변화



- 77 -

나. 해당 지역의 현재 및 예상 토지이용과 용수사용

다. 잠재적 방사선원항, 방사선 작업장에서의 직접피폭선량, 공기 중 방사능 물질 

및 물을 피폭 경로로 하는 선량

라. 먹이사슬을 통한 잠재적 오염

마. 부지 요원의 잠재적 피폭

바. 국경, 특수시설(병원 등), 특수한 지리적 특징(섬 등), 대피 경로와 대피용 보호

시설의 가용성 및 통신과 교통

2. 그밖에도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비상계획에 대한 부지 적합성은 10 CFR 

50, App. E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10 CFR 50.47(b) (planning standards), NUREG-0849 (비발전용 원자로 

안전심사지침(NUREG-1537)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part 1)의 부록 12.2, 

연구용 및 시험용 원자로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준심사 계획)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비상 절차 및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비상계획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로부터 비상계획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V. 참고 문헌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6호, 시행 

2014.11.22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3. “Emergency P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 78 -

Facilities”, USNRC, 10 CFR 50 App. E

4. “Planning Standards”, USNRC, 10 CFR 50.47(b) 

5.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Emergency Plans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USNRC, NUREG-0849, 1983

6.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7.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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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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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

제 4.1 절 개요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기상재해, 수해, 지

진 등 외부 사건을 포함,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 ‧ 외
부 사건에 따른 장해를 견디기 위한 설계 내용의 개요를 기술하여야 한다. 개요는 내

부 및 외부 사건에 대해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및 안전 기능을 유지하기 위

한 일반적인 설계기준 및 설계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세한 설계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4.2절, 설계에 사용된 구체적 방법은 안전성

분석보고서 제4.3절, 기상재해와 같은 외부 사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안전성분석보고

서 제4.4절, 안전한 원자로 운전과 정지를 위하여 기능수행이 요구되는 계통 및 기기의 

일반적인 설계기준은 제4.5절에 각각 기술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기능, 위치, 관리 측면

에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표준 및 기준을 만족하도록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설계되었음을 합리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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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절 설계기준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과도상태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과도상태는 원자로의 운전상태 및 사고조

건, 설계요건 및 변수 제한치, 운전모드 등과 관련된 모든 예측 가능한 조건 및 사건을 

포함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은 이러한 원자로 설계 과도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승인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고 이러한 과도 상태를 견뎌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설계기준에 명시되어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

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

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

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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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1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기

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따

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설계기준사고) 제1항: 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 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이 원자력안

전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신뢰성):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구

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충분히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1 호 : 구조, 작동원리, 수행하는 안전 기능을 고려하여 다중성·다양성·

독립성 및 물리적 격리성을 갖출 것

제 2 호 : 단일전력·단일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제2항: 원자로시설의 설

계에는 운전 시 인적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제1

항: 원자로시설에는 운전제한조건과 안전의 설정치 및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설계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운전 또는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설계기준에는 적용 가능한 최신의 기술기준 및 규격에 대한 근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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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안전심사지침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설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계기

준이 규정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 정상운전 조건의 설정범위

나. 각각의 원자로 운전상태 및 설계기준사고와 관련한 모든 변수에 대한 설계

제한치 

다. 예상과도 상태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건 및 심층방어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설계

라. 원자로 보호 및 안전계통의 단일고장조건에 따른 불안전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다중성 

마. 원자로에 대한 초기시험,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 설비에 대해 안전의 중요도

에 따라 초기시험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정기적인 검사, 시험 및 

보수가 용이한 설계

바. 부식, 침식, 피로, 또는 기타 경년열화의 영향을 받는 설비의 상태 점검을 

위한 비파괴시험 기법을 사용한 일상 가동중검사가 용이한 설계 

사. 화재, 폭발, 내부 홍수, 비산물 생성, 배관 휩, 고장난 계통 또는 부지 내의 

다른 설비에 의한 제트 유동 충격 및 유체 분사 등과 같은 내부 재해가능

성, 기타 잠재적 인적 오류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사고 결과를 제한하는 

설계

아. 안전 기능 및 잠재 위험도에 상응하는 품질 표준

자. 잠재적 기상재해, 수해, 지진 상황 하에서도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지속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차. 운전원에 부과되는 부담과 인적 오류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운전원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하는 설계

카. 최종적인 해체가 용이한 설계

타.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 신뢰성 및 내구성 분석

이 절에서 신청자는 기능, 운전모드, 위치, 동작방식,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관리 

측면에서의 상대적 중요도, 적용 설계기준에 따라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특정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 설계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장 및 절을 명기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하고 분석한 원자로의 정상운전, 예상과도 상태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각 장에서 명시한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적용되는 사고조건에 따른 결과들을 규정된 설계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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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원자로시설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은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 지침, 

규격 그리고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서 요구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되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

고 있다. 또한, 설계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대중

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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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절 설계방법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절에서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검토한다.

1.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 및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과도상태

2.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해석에 사용되는 모든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입

증자료

3. 이론적인 응력해석 방법 대신에 사용되는 실험적 응력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4.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탄소성 응력해석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

5. 발전소 설계수명기간 동안에 모든 안전 관련 기기들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제1항: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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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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제1항: 원자

로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 ‧ 제작 ‧ 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제1항: 원자로냉

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 ‧ 제어계통 ‧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도를 가

져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설계관리)제1항: 사업자는 품질보증

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

‧ 도면 ‧ 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신청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하는 기기의 설계 및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과도상태의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그 목록에는 각 과도상태에 대한 사건 발생 횟

수와, 각 사건 및 사건조합에 대한 하중 및 응력 주기 발생 횟수가 포함되어야 한

다.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속한 기기에 대한 설계시방서에는 비상 및 회복 조건, 

전환 운전(switching operations;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냉각재 루프의 시동 또는 정

지), 제어계통 또는 다른 계통 작동 불량, 기기 작동 불량, 단일 운전원 실수에 의

한 과도상태, 출력준위 변화, 가동중 수압시험, 지진사건, 그리고 설계기준사고 등

과 같은 모든 과도상태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기기의 구조 및 기능상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동적해석 및 정적해석에 사용되

는 전산 프로그램의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 범위 

및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저자, 원본, 버전,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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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설명, 적용 범위, 제한

다. 예제 문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의 해석 결과가 아래 (1)에서 (4)까지의 어느 

하나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수계산

(2) 문헌에 보고된 해석 결과

(3) 인증할 수 있는 실험결과

(4)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유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 결과

       

(1)에서 (4)까지의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그래프 또는 표 형태로 요약 ‧ 비
교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3. 기기의 구조 및 기능상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석적 방법이 적용된 경우, 설

계시방서 요건대로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

다.

4. 기기의 구조 및 기능상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석적 방법 대신 실험적 응력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Ⅲ. 검토 절차

1.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과도상태 목록, 발생 횟수 및 과도상태 발생 횟수를 결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이 절에 규정된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야 한

다. 

2.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각각의 전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특정 기기와 프로그

램에 사용된 해석 방법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전산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제에 대한 계산 결과를 실험 해와 비교 ‧ 검토

하여, 대체적으로 오차범위가 5% 이내이면 해당 전산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기기의 구조 및 기능상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석적 방법 대신 실험적 응력

해석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실험적 응력해석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안전성분

석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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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원자로시설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사용된 설계방법 및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설

계 품질관리 방법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적용성 및 타당성을 만족함을 합

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또한, 지진사건을 포함하는 설계 과도상태, 하중, 하중조합, 

그리고 설계 및 운전한계가 원자로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조건 및 사건에 대해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만족하여 적

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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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절 건물 및 구조물

검토주관: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바람, 토네이도, 수위, 지진, 화재 또는 폭발, 비, 눈, 얼음 등 

외부 사건의 하중에 대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와 항공기를 포함한 내⋅외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기술되어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기상재해, 수해, 지진 등 외부 사건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26호(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기준)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3호(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

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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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관련 허

용 기준을 준용한다.

2.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발생 가능한 기상재해, 수해, 지진 등 외부 사건 상황에

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안전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3. 발생 가능한 외부 사건의 결정에는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기상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의 설계는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며 안전조건을 유지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5. 신청자는 지진에 의한 잠재적 사고 결과가 사고 분석에서 고려되었고, 제한되는 

허용치 내에 있어 대중의 안전이 지진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에 놓이지 않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내진설계입력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설계지진동, 감쇠값, 내진범주 I급 구조

물 지지매체에 대한 기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내진계통 해석과 관련하여 내진해석 방법, 고유진동수 및 응답, 해석모델링 

절차,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구조물 응답스펙트럼 작성,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모

드응답 조합, 내진범주 I급 구조물⋅계통 및 기기와 비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상호작용, 

변수의 변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비틀림효과 

고려 방법, 응답의 비교, 감쇠에 대한 해석 절차, 내진범주 I급 구조물 지진 전도모멘트 

및 활동력 결정에 대한 기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내진부계통해석과 관련하여 내진해석방법, 지진 사이클 수의 결정, 해석모

델링 절차, 진동수 채택 근거, 감쇠에 대한 해석절차, 지진운동의 세 방향 성분, 모드응

답 조합, 내진범주 I급 계통과 기타 계통의 상호작용, 상이한 입력을 받는 다중지지 기

기 및 부품의 내진해석방법, 등가수직정적계수의 사용, 편심질량의 비틀림효과, 내진범

주 I급 매설배관⋅도관 및 터널의 내진해석방법, 내진범주 I급 콘크리트 댐의 내진해석

방법, 지상탱크의 내진해석방법에 대한 기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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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격납건물,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이외의 모든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내진범

주 I급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안전 관련 구조물 및 기초와 관련하여 구조물 개

요, 적용코드⋅표준 및 시방서,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 및 해석절차, 구조적 허용 기

준, 자재⋅품질관리 및 특수공법, 시험 및 가동중 점검요건, 조적벽에 대한 기술 내용

을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내⋅외부 사건으로 인한 하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계는, 원자로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의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조건을 유지・달성하고 방사성물질과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언

급된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지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계는 원자로시설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이 안

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되고 분석된 필수 안전 기능들을 수행함을 합리적으로 입증한

다. 또한, 발생 가능한 지진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사고 분석의 결과에 의해 고려되거

나 제한됨으로써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이 보호됨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운영기술지침

서에 제안된 감시 활동은 지진사건으로 인한 사고 결과를 완화하거나 대처하는 데에 

요구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 관련 기능들이 유지됨을 합리적으로 입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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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절 계통 및 기기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절에서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내에서 안전한 원자로 운전과 정지를 위하여 

기능수행이 요구되는 계통 및 기기의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 또는 다른 절에 기술되어 있다.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계통 및 기기는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 이외에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

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제

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제1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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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분석되어 있는 과도상태 및 잠재적 사고조건에 대

한 대처방안을 포함, 원자로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통 및 기기에 요구되

는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통 및 기기에 대해 중요한 조건의 예로는 동적 및 

정적 부하 ‧ 하중, 사이클 횟수, 진동, 마모, 마찰, 재료 강도, 그리고 방사선 및 온도

를 포함하는 운전 환경의 영향이 있다.)

2. 적용 가능한 유사시설 설계와의 비교가 포함될 수 있다.(예: 유사설계 원자로시설 

내 계통 및 기기가 설계수명 동안 당초 의도한 기능을 수행함.)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 또는 다른 절을 통하여 안전한 원자로 상태를 보

장하는 데 필요한 계통 및 기기가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와, 계통 및 기기의 운전조건이 

그 기능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설계기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계통 및 기기의 설계기준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

의 안전한 운전과 정지를 보장하고 설계대로 작동함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

2.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된 감시 활동은 계통 및 기기의 안전 관련 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대중의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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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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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로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이 장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원자로에 대한 기술 내용과 안전성분석에서 가정된 

운전조건이나 가상사고로부터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전되고 정지될 수 있는지를 보장하

는 설계특성뿐만 아니라, 그 기능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장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장들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계통

과 기능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계통은, 노심 및 원자로 탱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원

자로의 핵설계와 노심 및 관련 냉각계통 전체에 대한 작동 방법이 다루어져야 한다.

신청자는 이 장에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적절한 운전이 이루어짐

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장, “사고 해석”에서

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 장은 설계기준사고가 발생되더라도 그 결과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허용된 수준 이상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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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절 개요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은 원자로의 설계 개요와 중요한 운전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자로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 고려사항과 원자로시설의 

설계원칙이 이들 고려사항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 절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상

세한 논의, 평가 및 분석은 다음 절들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항목 및 이에 대한 기술사

항으로는 요약, 요약표, 도면 그리고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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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절 핵연료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일반적으로 상용 핵연료 개발에 

사용되는 개발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되고 시험된다. 따라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적

용된 핵연료 개발 프로그램과 원자로의 운전특성 및 제한 특성이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핵연료에 대한 설계기준은 안전성분석에서 가정된 모

든 조건(원자로 노심 내에서의 조건뿐만 아니라 취급ㆍ수송 시의 조건을 포함) 하에서 

핵연료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건전성 상실이란 핵분열생성물이 핵연료 피복재 

또는 밀봉재(ensulation)와 같은 일차 방벽으로부터 방출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신청자

는 핵연료의 건전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와 해석을 바탕으로 제한조건

을 설정해야 하며, 검토자는 이러한 제한조건이 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핵연료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서 5.2절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내

용을 포함해야 한다. 운전조건에 대한 제한사항은 충분한 자료와 해석으로 뒷받침되어

야 하며, 이러한 제한사항들은 핵연료 계통의 건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

서에는 핵연료의 사용, 취급 및 수송 중 핵연료에 작용하는 기계적인 힘 및 응력, 피복

재의 부식 및 침식, 수력학적 힘, 열적 변화 및 온도 구배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과 핵분열생성기체 방출에 의한 영향분석이 기술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영향이 정

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핵연료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핵분열밀도와 핵분열 

반응률을 포함하는 방사선 효과에 대한 분석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

은 안전성분석보고서 다른 절 및 운영기술지침서에서 핵연료와 관련된 설계기준 또는 

안전제한치의 일부로 적용되어야 한다.

Ⅱ. 허용 기준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적용되는 핵연료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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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핵연료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원자로의 노심 등): 원자로의 노심

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예상되는 압력ㆍ온도ㆍ방사선 등에 

의한 각종 조건과 지진의 영향에 의한 조건 하에서도 원자로 안전정지 및 노심냉각

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제2

항: 핵연료집합체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각재의 순환ㆍ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제2항: 

핵연료의 설계에는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지진과,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지진의 영

향의 조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핵연료의 설계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핵연료 설계 및 기능은 해당 설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핵연료의 사용, 취급 및 수송 중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설계 목표이다.

2. 핵연료 성분은 화학적, 물리적, 금속학적인 특성이 서로 간에 그리고 예상되는 환

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3. 핵연료의 농축도는 10 CFR 50.64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 핵연료 설계는 열용량 및 열전도율, 용융ㆍ연화ㆍ기포생성(blistering) 온도, 냉각재

에 의한 침식 및 부식, 기계적인 혹은 수력학적인 힘(내압 및 베르누이 힘)에 의한 

물리적인 응력, 핵연료 연소, 방사선에 의한 핵연료 및 피복재(혹은 방사선 격납 구

조물)의 손상, 핵분열생성물의 잔류 등과 같이 핵연료의 건전성을 제한할 수 있는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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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 설계는 작은 중성자 흡수단면적 및 최소 불순물을 갖는 구조재, 중성자 반

사체, 가연성 독물질과 같은 원자로 노심의 핵적 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핵연료의 개발 및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내용이 있어야 한다.

7. 신청자는 핵연료가 안전성 관련 설계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사(irradiation) 조건, 예

상 최대 변형 또는 팽창, NUREG-1537 Part 1의 제14장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

구하는 제한치(technical specifications)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험 결과 및 조사경

험(irradiation experience) 자료를 통해서 제시된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8. 핵연료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9. 핵연료는 모든 운전 상태에서 규정된 허용 설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

어야 하며, 이 설계제한치에는 불확실도와 공학적 허용 오차에 대한 여유도가 포

함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핵연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해

야 한다. 안전성 관련 변수들은 본 심사지침서의 다른 부분들, 특히 노심 열수력 설계

(제5.5절)에서 운전특성 산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핵연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각 구성품에 대한 설계제한치를 포함하여 상

세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설계제한치에 대한 안전 관련 및 기술적 근거를 명

확히 제시하고 있다.

2. 신청자는 핵연료 각 구성품에 대하여 구성 성분, 재료, 부품 및 제작에 관한 설계

사양서를 기술하고 있다. 모든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설계사양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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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는 것은 균일한 거동 특성과 설계기준 및 안전 관련 요건 만족을 보장할 것

이다.

3. 신청자는 핵연료 개발프로그램을 기술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자로의 안

전운전에 중요한 모든 핵연료의 특성 및 변수들을 조사하였다. 설계제한치들은 운

영기술지침서의 설계기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4. 핵연료의 설계 및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핵연료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자로에서 안전하게 연소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2. “Limitations on the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HEU) in domestic 

non-power reactors”, USNRC, 10 CFR 50.64, Feb. 25, 1986

3.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 USNRC, NUREG-1537 Part 1, 1996 

4.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Standard Review Plan and Acceptance Criteria”, USNRC, 

NUREG-1537 Part 2, 1996 

5.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6.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7. “Interim Staff Guidance on The Streamlined Review Process for License 

Renewal for Research Reactors”, USNRC, Oct. 2009



- 105 -

제 5.3 절 중성자 감속재 및 반사체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 노심에 있는 감속재와 반사체 및 그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노심은 금속 핵연료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의 중성자 반사체로 구성된다. 고체의 중성자 반사체가 

핵특성과 물리적 특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몇몇 수조형 원자로(예를 

들면, TRIGA)에서는 핵연료가 중성자 감속재와 반사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 5.2절에는 핵연료와 감속재의 상관성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

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경우, 중성자 감속재 및 반사체 용도의 물이 제 6장

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냉각재로도 사용된다. 원자로를 운전하는 동안 감속재 혹은 냉

각재 그리고 반사체 내에서 방사성물질의 축적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2장 “방사선 

방호”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이 절에 관한 검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하학적 구조

2. 재료

3. 운전조건과의 적합성

4. 구조 설계

5. 방사선 가열 및 손상에의 반응

6.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하거나 교체될 수 있는 능력

핵특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 5.5절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Ⅱ.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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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중성자 감속재 및 반사체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원자로의 노심 등): 원자로의 내부

구조물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예상되는 압력ㆍ온도ㆍ방사

선 등에 의한 각종 조건과 지진의 영향에 의한 조건 하에서도 원자로 안전정지 및 

노심 냉각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

항: 감속재ㆍ반사체는 일차냉각재 또는 이차 냉각재의 순환ㆍ비등 등에 따라 발생

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2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에는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

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지진과,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지진의 영향의 조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감속재 밀봉처리와 같은 핵설계 이외의 설계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핵설

계 기준은 간략하게 요약되어야 한다. 핵설계 이외의 설계 고려사항은 감속재와 반

사체가 필수적인 핵설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설계에서는 감속재와 반사체가 화학적, 열적, 기계적 및 방사선 환경에 친화적임

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시방서에는 냉각수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피하거나 

기체들이 누출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피복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원자로의 냉각수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 피복재가 

손상된다면, 피복재를 수리 또는 교체할 때까지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음

을 보이거나 혹은 피복재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전까지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음

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설계에서는 감속재나 반사체의 오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 손상에 의한 부

피 변화와 열적 팽창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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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에는 감속재가 속해 있는 전체 실험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속재로 인하여 다른 노심 기기가 손상되지 않으

며 원자로의 안전정지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5. 운전 고려사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고체 감속재 또는 반사체의 기기 및 계

통을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감속재 시스템의 설계와 작동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감속재에서 발생하

는 열 계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감속재 냉각 시스템의 주 구성품에 대한 

설계와 성능 특성을 표로 작성하고, 시스템의 흐름도와 계측도 및 주 구성품의 도

면을 포함해야 한다. 구성품을 제작한 재료를 지정해야 하며, 조사와 부식의 영향

을 포함한 경년열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운영기술지침서는 NUREG-1537 Part 1의 14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시해야 

하며, 여기에 중요한 설계관점과 운전제한조건 및 검사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시된 운영기술지침 중 감속재 및 반사체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 절에서 그 타당성

을 입증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중성자 감속재와 반사체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는 계통을 완전하게 기술하

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핵특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5.5절에 제시

되어 있어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감속재 및 반사체는 노심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주요 핵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5.5절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설계에는 감속재 또는 반사체가 원자로의 환

경 조건에 미치는 상호 영향이 고려되어 있다. 그리고 감속재나 반사체의 성능 저

하 정도가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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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비제한구역으로 누출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2. 흑연 감속재나 알루미늄 피복재 등을 사용하는 반사체에 냉각재가 침수하는 경우 

중성자 산란 및 흡수단면적에 변화를 야기하므로 노심 반응도가 변할 수 있다. 따

라서 냉각재의 누설이 일어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 밖

의 냉각재 침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냉각재 침투가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을 

간섭하지 않고 원자로의 안전한 정지를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3. 감속재 또는 반사체는 화학적으로 불활성 재료로 구성되었고, 크기 및 모양을 유

지할 수 있으며, 모든 예상되는 물리적 힘과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건한 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로의 안전운전 또는 안전정지를 방해하는 어떠한 

계획되지 않은 변화도 감속재나 반사체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신청자는 감속재와 반사체에 대한 적절한 설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그리고 감속

재와 반사체에 대한 점검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운영기술지

침서에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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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절 제어봉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제어봉은 노심 내 또는 근처에서 중성자 흡수재(또는 

핵연료)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반응도를 조절하도록 설계된다. 제어봉은 그 기능에 따

라 조절봉, 정지봉, 흡수봉 및 과도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로를 긴급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제어봉이 중력과 스프링 작동의 도움을 받아 노

심 내로 낙하하거나 혹은 노심 외부로 이탈될 때, 일반적으로 음의 반응도가 피동적으

로 그리고 급격하게 더해지게 된다.

제어봉이 완전히 핵연료처럼 제작된 경우에는 제어봉은 노심 바닥 이상으로 낙하하

게 된다. 제어봉은 제어와 안전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제어 및 안전계통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의 긴급정지는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며 원자로에 관련된 계통

이나 기기에 과도한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절에 관한 검토 분야는 NUREG-1537 Part I에 제시된 사항들을 따른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제어봉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제어봉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제1항: 원자로시

설에는 적합한 반응도 제어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제어봉에 의한 제어계

통은 운전 중에 어떠한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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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상 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

를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효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4항: 제어재는 정상운

전 시의 압력⋅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필요한 물

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제어재구동장치)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 보호계통) 제2항: 원자로시

설의 보호계통은 안전 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제어봉, 날개, 부가 제어봉(사용될 경우), 그리고 지지계통은 기계적, 수력학적 및 

열적 힘과 화학적 및 방사선 환경 조건의 영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응력

과 위협 요소에 견딜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제어봉은 “단일고착 제어봉” 기준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개수 및 반응도 값을 가

져야 한다. 즉,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최대의 반응도 값을 

갖는 제어봉이 고착되더라도 최소한의 정지여유도를 가져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또한 제어봉은 설계된 모든 운전모드에서 원자로를 제어하고 어떠한 운

전조건에서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다

중성 및 다양성에 대한 설계기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3. 제어봉은 어떠한 운전조건이나 고장 시에도 원자로를 신속하고 안전한 상태로 정

지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려되는 운전조건에는 정상전력이 상실된 경우를 포

함하여야 한다.

4. 원자로를 긴급정지시킴에 있어서 제어봉은 그 자체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다른 원자로계통의 건전성 및 운전과 작동을 위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제어봉은 그 배치가 재현 가능하며 모든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위치 판독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제어봉의 구동 및 제어계통은 한 개의 제어봉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제

어봉의 삽입이나 인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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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어봉의 구동 속도와 긴급정지 시간은 기계적인 마찰, 수력학적 저항 그리고 전

자기시스템을 고려한 원자로의 동특성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8. 제어봉은 운전요건과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에 따라 교체 및 조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9.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 제17장 “운영기술

지침서”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중요한 설계 관점과 운전제한조건 및 검사요구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어봉과 관련된 사항들은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본 절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신청자가 제어봉의 설계기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특성들을 정의하고, 그

것들을 완전히 기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제어봉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의 제어 및 안전 기능의 제어봉 계통을 기술하고 있으며, 원자로

의 계획된 운전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설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어봉 설

계에 있어 요구되는 모든 기능 및 안전 관련 설계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2. 신청자는 제어봉의 재료, 구성요소 및 제작사양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술하

고 있으며, 제어봉이 설계기준을 따르고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정지시킬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3. 검토자는 제어봉의 긴급정지와 관련된 설계 정보를 평가하였으며, 그 정보를 유사

한 운전특성을 갖는 다른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와 비교하였다. 그 결

과, 이 원자로의 긴급정지 특성은 핵연료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대중의 건강 및 안

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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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펄스형 원자로의 경우, 과도제어봉 계통에 대한 설계 및 기능은 펄스가 재현 가능

하며 열수력 분석에 의해 결정된 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값으로 제한될 수 있

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5. 제어봉 설계는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의되고 규정된 대로 허용 정지반응도 및 여

유도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자로의 계획된 초과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반

응도 값을 포함하고 있다.

6. 제어봉의 삽입 및 인출로 인한 반응도 변화는 허용 가능하다. 반응도에 대한 평가 

결과에는 최대낙하시간과 계통 고장에 의해 나타나는 최대 정반응도를 포함하고 있

다.

7. 신청자는 제어봉에 대한 적절한 설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그리고 점검요구사항

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하고 있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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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절 핵설계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신청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이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운전되고 

정지될 수 있는 원자로를 구성하는 계통들의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

동특성을 결정하는 노물리 변수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원자로는 정상 또는 

펄스 출력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원자로계통은 원자로에 손상을 주지 않으

면서 과도상태를 종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에 대한 운전특성과 분석 방법을 결정하는 노심 

설계특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사고해석 등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핵연료 장전, 제어봉 반응도 값 그리고 제어봉의 개수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운전과 명확히 구별되는 잠재적인 

사고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분석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에는 반응도가 변하는 동안에도 중성자가 상존할 수 

있도록 중성자 기동선원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원자로를 정지 상태에서 

기동할 때에 중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선원계통의 기능 및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핵반응 종류, 중성자 에너지스펙트럼, 선원 세기, 사용 중인 선원 및 선원용기

의 화학적⋅열적 및 방사선 환경영향, 선원의 기능 건전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는 설계

특성, 운영기술지침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핵설계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핵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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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1항: 원자로의 노

심⋅냉각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 연료허용손상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원자로의 고유보호): 원자로의 노심 

및 관련 냉각계통은 출력운전 범위 안에서 원자로의 보호를 위하여 원자로의 급격

한 반응도 증가가 자연적으로 억제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

어): 원자로의 노심냉각계통⋅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

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거

나 이를 적절하게 탐지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정상운전・예상

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 핵분열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계통을 감시하고 이들을 설정된 운전 범위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

측・제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3항: 원

자로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방사선조사 손상에 의한 재료의 물성변화가 구조적 건전

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시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부에 감시시험편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 보호계통): 예상운전과도 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응도 제어계통이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하

며, 사고 시 안전계통이 자동 작동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다양성보호계통) 제1항: 원자로시설

에는 원자로가 정지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정지되지 아니하는 과도상태가 발생할 가

능성에 대비하여 원자로정지, 비상보조급수 작동 및 터빈정지 기능들을 구비한 별

도의 보호계통(이하 “다양성보호계통”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다양

성보호계통은 작동조건을 감지하는 장치의 출력 부분부터 최종작동기의 구동장치까

지 원자로 보호계통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계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제1항: 원자로시

설에는 적합한 반응도 제어계통(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 및 액체제어재의 주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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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차 냉각재의 유량조정 등에 의한 반응도를 제어하는 계통을 말한다)을 설치하

여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원자로의 노심 등): 원자로의 노심

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예상되는 압력ㆍ온도ㆍ방사선 등에 

의한 각종 조건과 지진의 영향에 의한 조건 하에서도 원자로 안전정지 및 노심냉각

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노심이 안전하며 운전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어봉은 

예상되는 모든 잉여반응도를 안전하게 제어하며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유

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반응도에 대해서는 개별 제

어봉 및 전체 제어봉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 노심 구성 기기들의 예상되는 재정렬에는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의 우라늄 연소, 

플루토늄 누적, 핵분열생성물, 그리고 설계에 의해 추가된 것을 포함한 독물질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장의 운영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s)에서 요

구하는 제한치 이상으로 핵연료나 반응도가 추가될 수 있는 공간을 노심 내에 가지

고 있어서는 안 된다

3. 분석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배치에 대하여 초기 및 변화 중의 반응도 조건, 제어 

봉 반응도 값, 그리고 핵연료, 반사체 및 실험시설과 같은 노심 내 기기들의 반응

도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이상의 양의 반응도와 분석된 안전한 양 중에서 큰 

값의 반응도가 삽입될 수 있는 부적절한 움직임을 방지하는 행정적인 관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는 노심 기기들의 이동, 침수 그리고 노출(voiding)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4. 계측 및 제어계통의 동적 반응도 변수들과 함께 원자로의 동특성 변수 및 거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제어계통이 핵적 과도상태로 인해 핵연료의 

건전성이 상실되거나 제어되지 않는 추가 반응도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것임

을 입증하여야 한다.

5. 노심 내 실험시설이 침수되거나 노출되더라도 제어계통이 원자로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분석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6. 원자로 노심 및 제어봉의 모든 가능한 배열 또는 계획된 배치에 대하여 노심 반응

도의 계산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 단지 한 개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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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구성을 사용한다면 신청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양한 노심 배치를 사

용하는 원자로의 경우, 신청자는 가장 조밀한 노심과 가장 높은 중성자속 밀도를 

가지는 최고의 제한적인 배치를 분석을 통해 제시하여야 하며, 동 결과는 안전성분

석보고서 제5.5절의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7. 계산 가정 및 방법은 입증되어야 하며, 그 개발 및 검증 결과는 검증 가능하여야 한

다. 또한 그 결과를 다른 유사한 시설의 계산 결과와 이전의 실험 측정치와 비교하여

야 한다. 유효성 및 정확도의 범위를 밝혀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8. 분석에서의 불확실도를 밝혀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9. 중성자 수명, 유효 지발중성자분률 그리고 원자로 주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

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결과와 비교하여야 한다. 그 결과들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도 추정치 이내에

서 일치하여야 한다. 

10. 온도, 기포 그리고 출력에 대한 반응도계수들은 원자로의 운전 범위의 상당 부분

에 걸쳐 모두 음이어야 한다. 그 결과에는 정확도 추정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

일 어떤 변수가 신뢰할 만한 원자로의 운전 범위에 따른 오차한계치 이내에서 음

의 값이 아니라면, 반응도계수의 조합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6장에서 논의되는 원자로 과도상태로부터 원자로의 손상 및 대중에 대한 위험

을 방지하는 데 충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11. 노심 구성, 출력준위 및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궤환계수의 변화는 원자로 방호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적용 가능하더라도 펄스형 출력을 포함하여 

원자로의 정상운전에 대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무효로 하지 않아야 한다.

12. 잉여반응도에 대한 모든 운전요건을 규정하고, 분석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

한 사항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들과 관련이 있다.

가. 반응도 온도계수

나. 재장전 또는 정지 사이의 핵연료 연소도

다. 기포계수

라. 제논 및 사마리움 제어

마. 만약 위에서 열거된 항목들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응도의 전체 출력계수

바. 실험

13.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주의한 잉여반응도 삽입에 의해 원자로나 핵연료가 손상되

어서는 안 된다. 동 사고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5.4절 및 제5.5절 그리고 제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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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14.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보장하는 전체 제어봉 반응도 값의 최소량이 제시되어야 한다.

15. 계측 기기의 오작동이 가장 활발한 반응 영역에서 최대 반응도를 가진 제어봉을 

지속적 램프모드에서 인출하도록 가정하는 과도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동 과도

분석은 이동식 실험설비의 발생 가능한 고장에 근거할 수도 있다. 분석 결과를 통

해 원자로는 손상되지 않으며 핵연료 건전성도 상실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사

고조건 하에서의 반응도 삽입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5장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16. 원자로는 최대 허용조건에서 운전되고 있는 상태, 정상전력이 상실된 상태, 그리

고 최대 반응도 값의 제어봉과 모든 비정지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된 상태를 유지

한다고 가정하여 반응도를 평가하는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조치 없이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고, 평형온도에 도달한 상태 이후 그리고 제논과 

같은 독물질이 감소된 후 그리고 이동식 시험설비가 가장 반응이 활발한 위치에 

있을 때에도 핵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미임계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음

을 해석결과로 보여야 한다.

17. 열수력 분석에서 안전제한치 및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에 대한 근거로서, 계획된 

핵연료에 대해 가능한 최대 출력밀도를 갖는 노심 배치가 분석되어야 한다. 필요

시 정상출력 및 펄스운전에 대하여 한계 노심 배치가 설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

여 노심 배치는 다른 노심 배치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18. 선원 및 선원용기는 심각한 성능 저하 없이, 노심 내 그리고 저장기간 동안 환경

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19. 선원에서 중성자를 방출할 수 있는 반응의 종류는 허가된 다른 원자로와 유사 하

거나, 사용되는 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

에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20. 선원의 자연적인 방사성 붕괴율은 운전기간 또는 24시간 동안 상당한 정도로 반

감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낮아야 한다. 

21. 선원 및 선원용기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으며 선원의 점검 및 교정이 가능 하

게 하여야 한다.



- 118 -

22. 정상운전 동안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 및 감마 방사선은 선원 및 선원용기에 

열, 핵분열 또는 방사선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23. 만일 선원이 원자로 운전에 의해 재생산된다면, 설계 및 분석에서는 그 선원이 

원자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성자 기동선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야 한다. 

24. 운영기술지침서는 NUREG-1537 Part 1의 제14장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

는 사항들에 따라 신청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을 기

술하고 있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노심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유효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원자로의 설계특성과 변수에 대한 계산 결과의 의존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계산방법 및 분석 결과가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불확실성 및 오차의 

유도 과정과 그 결과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중성자 기동선원 및 선원용기에 대한 정보가 구성요소 및 기능을 완전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동선원 특성이 기동 관련 계측

설비에 필요한 출력 신호를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핵설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1. 신청자는 고려하고 있는 초기 노심 배치를 기술하고 모든 반응도 조건을 분석 하

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 계획된 다른 가능한 노심 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된 가정 및 방법이 입증되어 있다.

2. 핵연료 연소, 플루토늄 누적 그리고 적용될 경우에 한하여 독물질 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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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 및 기하학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3. 반응도 분석에는 핵연료, 제어봉, 반사체 그리고 실험시설로서의 노심내 및 반사

체내 기기와 같은 노심 기기들에 대한 반응도 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된 가정 

및 방법이 입증되어 있다.

4. 분석에서는 원자로의 정상 출력운전과 동특성 거동을 다루고 있으며, 제어봉 및 

계측설비의 동적 반응이 원자로의 제어되지 않는 과도상태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5. 분석에서는 침수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노심 내 기기들도 핵연료 손상이나 

다른 원자로 손상을 방지하는 계측 및 제어계통의 성능을 초과하는 과도상태를 야

기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6. 분석에서는 계획된 핵연료로 가능한 최소 크기의 한계 노심을 다루고 있다. 노심 

배치가 최대의 출력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원자로의 한계 열수력 특

성을 결정하는 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5.6절에서 이를 사용한다.

7. 이 절에 제시된 분석 결과 및 정보는 원자로 노심계통이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허용 가능한 것을 초과하는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계 ․ 건설 ․ 운전될 수 있음을 밝히

고 있다.

8. 신청자는 최소 운전조건에 대한 적절한 운전제한조건과 점검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하고 있다.

9. 중성자 수명, 유효 지발중성자 분율 및 반응도계수는 유사한 원자로에서 검증된 

방법과 실험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10. 원자로 노물리 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의 핵연료 연소도와 

원자로 운전특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11. 원자로 노물리 변수들의 수치는 원자로의 설계특성에 좌우되지만, 제공된 자료 

들은 원자로의 운전 분석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2. 신청자는 원자로 노물리 변수에 대한 적절한 설계제한치, 운전제한조건과 점검 

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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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청자는 원자로가 즉시 운전 가능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잉여반 응

도 인자들을 기술하였으며 그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신청자는 또한 정상운전조건  

하에서 이러한 잉여반응도가 충분히 제어됨을 보장하는 제어계통의 설계특성을 고

려하였다.

14. 잉여반응도 제한치는 원자로에 반응도를 추가하게 되는 최대 반응도를 가진 제어

봉의 인출이나 발생 가능한 다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핵연료의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반응도의 양은 정상운전 시 유용하면서도 과도상

태에서는 대중에게 허용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15. 정지여유도는 정상전력 상실을 포함한 어떠한 원자로 조건에서도 원자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어봉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음의 반응도로 정의된다. 최대 반응

도를 가지는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된 위치에서 부적절하게 고착되어 있고 비정지 

제어봉은 최대 반응도 위치에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에서는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음의 반응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신

청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지여유도를 보수적으로 제안하였고 그 타당성을 입

증하였으며, 해당 정지여유도는 측정과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6.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모든 노심 배치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첨두출력밀도에 

대한 계산 값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산 값은 허용 가능하며 원자로의 안전제한치

와 안전계통제한설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열수력 분석에 사용

되고 있다.

17. 중성자 기동선원은 규제기관에 의해 이미 허가된 유사한 원자로에서 신뢰성 있게 

사용되어 온 중성자 방출반응을 사용하였거나, 설계 내용이 완전히 제시되고 분석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선원은 해당 원자

로에 대해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8. 선원은 원자로의 운전기간 동안 방사선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방사선 준위가 심각하지 않으면 원자로가 고출력 상태에 있을 때

에는 방사선 피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원이 인출되지 않을 것이다.

19. 선원용기는 그 사용되는 환경에서 중성자 흡수 및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무시할 

만큼 작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또한 방사선에 의해 가열되더라도 선원용기의 

온도는 주위의 물 온도 이상으로 심각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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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원의 세기는 원자로의 기동 관련 계측설비에서 허용 가능한 계수율을 생산 하

며, 모든 운전조건에서 감시가 가능한 원자로의 기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1. 신청자는 기동선원에 대한 적절한 운전제한조건과 점검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입증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하고 있다.

22. 선원과 선원용기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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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절 열수력 설계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본 안전심사지침의 내용을 통해 검토자는 사고를 포함한 어떠한 원자로 상태(출력진

동 포함)에 대해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냉각조건 제한치를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력에서 운전하는 대다수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 핵연료의 온도는 핵

연료가 손상될 수 있는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유지되므로, 해당 원자로의 열수력 

분석 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핵심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높은 핵연료 온도나 높

은 출력밀도에서 운전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해당 원자로에 대한 열

수력 분석 결과가 원자로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고 가장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열수력 설계에 사용된 실험데이터와 상관식이 검토 대상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강제대류 및 자연대류 냉각 운전조건에서 개별 노심 구성품 

및 노심 전체의 수력적 특성(예: 평균 및 국부 냉각재속도, 냉각재 압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NUREG-1537 Part 1의 동일한 절에 본 검토 분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Ⅱ. 허용 기준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적용되는 열수력 설계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열수력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1항: 원자로의 노

심⋅냉각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료허용손상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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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 

원자로의 노심냉각계통⋅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는 상

태를 유발할 수 있는 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거나 이

를 적절하게 탐지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신청자는 사고를 포함한 모든  원자로 상태(해당 시 출력진동 상태를 포함하여)에

서 핵연료의 건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원자로 안전운전 기준에 근거

하여 적절한 기준 및 안전제한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의 결과와 

선택된 대체방안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준으로는 다

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어떠한 핵연료 채널에서도 냉각재의 유동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아 핵연료 

냉각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나. 어떠한 핵연료 채널에서도 핵비등이탈률이 2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NUREG-1537 Part 1의 제14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전제한치는 앞에서 언급한 

열수력 분석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 제 5.5절의 분석 결과 및 그밖의 필요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안전제한치에는 불확실성이나 허용 오차의 영향이 보수적으로 

고려되어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전제한치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3. NUREG-1537 Part 1의 제14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전계통제한설정치는 앞에

서 언급한 열수력 분석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 제 5.5절의 분석 결과 및 그밖의 

필요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정치는 안전계통에 의한 보호조치가 

안전계통 제한설정치에 의해 보수적으로 개시될 때 핵연료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4. 강제순환 원자로는 핵연료 손상 및 원자로 안전정지에 대한 위험 없이 자연대류 유

동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전력 상실 시에도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출력진동 원자로의 경우, 진동크기 및 과도제어봉 특성에 관한 제한치를 두어 핵

연료가 출력진동 운전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치는 열수력 

분석에 근거하여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출력진동 운전에 영

향을 주는 정상 출력운전 상태의 핵연료 특성 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며  연소도, 수

소 이동, 피복재 산화 및 가연성 독물질 감소와 같은 요소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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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원자로 열수력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열수력 분석을 통해 

유동, 온도, 압력, 출력밀도 및 첨두치와 같은 핵심 인자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현안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검토 절차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결과

를 심사하는 것이지만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결과 또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적

인 계산을 수행할 수도 있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원자로에 대한 열수력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신청자는 

열수력 분석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분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2. 일차냉각재의 수력학적 조건 및 핵연료의 열적 조건은 동 원자로에 대해 고유하게 

수립되었으며 열수력 분석 결과는 핵연료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수력학적 열적 특성

에 관한 제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3. 안전제한치 및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열수력 분석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들 수치

들의 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들이 근

거로 삼고 있는 열수력 분석은, 원자로의 운전 또는 운전 중 발생 가능한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과열로 인하여 핵연료의 건전성이 상실되거나 대중의 건강 및 안전

을 위협하는 방사선 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있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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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절 원자로 재료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및 기기는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수행하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및 시험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 관련 

구조물 및 기기의 제작을 위해 선정된 재료가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적절한 성

능을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및 기기의 안전 기능 수행 능

력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손상을 비롯한 경년열화의 영향과 잠재적 경년열화 관련 성

능저하가 정비 및 정지 기간을 포함한 모든 운전상태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검토 

대상 구조물 및 기기는 다음과 같다.

1. 노심 지지 및 홀드 다운 구조물

2.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3.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원자로 용기(또는 원자로탱크) 및 관련 부속기기

4. 원자로 용기, 안전 관련 계측기기, 조사 시설, 빔 튜브 등에 대한 지지구조물

상기 구조물 및 기기 관련 소재 및 안전 규격,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측한 원자로 수

명 말기의 소재 특성을 검토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한 재료의 선정, 제작, 가공 및 관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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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

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

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1항: 원

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

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설계관리) 제1항: 사업자는 품질보

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

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 2

호: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부품‧장비 및 공

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 검토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설계관리) 제2항: 사업자는 설계검

토‧계산 또는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설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2호: 재료의 적합성과 가동중 검사·유지 및 보

수를 위한 접근성 확인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구조물 및 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KEPIC-MN 및 MD를 만족해야 한다. 

Regulatory Guide 1.84 “Design and Fabrication, and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는 상기 규격과 함께 허용 가능한 재료를 제시한다. KEPIC에 규

정되지 않은 재료의 경우, 기계적 성질, 용접성, 재료의 물리적 변화를 포함한 자료

를 통해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Regulatory Guide 1.44 “Control of the Processing and Use of Stainless Steel”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입계부식 방지를 위한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

다. 입계 부식 방지를 위해 예민화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작 전 재료의 시

험 및 용접 시 예민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기 지침서를 따라야 한

다. Regulatory Guide 1.36 “Nonmetallic Thermal Insulation for Austenitic Stai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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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은 오스테나이트강 기기의 입계 부식 방지를 위한 단열재의 불순물에 대한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기의 제작 및 세정관

리가 염화물 및 불화물 이온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입

증해야 한다.

3. 노심 지지구조물, 원자로 내부구조물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물 및 기기의 재료가 원자로냉각재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

다. 이와 관련해 마르텐사이트 스테인리스강 및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은 시효처리 

온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기타 재료에 대하여도 적합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열처리와 제작 관리를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스테인리스강 기기에 사용된 용접 공정 및 관리는 KEPIC-MN 및 MQ와 Regulatory 

Guide 1.31 “Control of Ferrite Content in Stainless Steel Weld Metal”, 

Regulatory Guide 1.43 “Control of Stainless Steel Weld Cladding of Low Alloy 

Steel Components”, Regulatory Guide 1.71 “Welder Qualification for Areas of 

Limited Accessibility”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일 만족할 수 없다면 적절한 근

거 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설계 단계에서 재료의 사용수명 말기에 예상되는 물성을 반영한 적절한 안전여유

도가 채택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적절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재료 검사 및 정

기시험에 관한 적합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결론

들이 적절한 주기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6.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및 기기의 안전 기능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경

년열화의 영향과 잠재적 경년열화 관련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여유도가 

설계에 반영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년열화의 영향은 정비 및 정지 기

간을 포함한 모든 운전 상태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7. 경년열화의 영향을 검출, 평가, 방지 및 경감시키기 위한 감시, 시험, 표본 채취 

및 검사에 대한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 신청자는 구조물 및 기기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각각의 기기가 수행

하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및 시험되었으며, 가

동 환경에 따른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 평가하여 기기 및 구조물이 관련 규정을 만족

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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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조물 및 기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선택, 공정, 시험 및 제작과 공정 중의 검사, 재료의 열화 및 부식 민감도에 관한 사항, 

원자로냉각재 환경에 대한 적합성,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이 상기 안전심사지

침의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과의 차

이점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검토자는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 및 기기에 사용되는 재료시방을 KEPIC-MD 

및 MN의 허용규격과 Regulatory guide 1.84 “Design and Fabrication, Code Case 

Acceptability, ASME Section III”의 허용 기준과 비교‧검토한다. KEPIC 재료시방과 

상이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근거를 검토하고 허용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운전경험에 의하면 Ni-Cr-Fe 합금 중 일부(예:Alloy 600)는 응력부식

균열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i-Cr-Fe 합금이 사용되는 경우 부식 및 응력

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조물 및 기기 용접에 적용된 용접방

법 및 관리가 KEPIC MN 및 MQ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며, 만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검토자는 신청자가 비파괴검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가 KEPIC MN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검토자는 구조물 및 기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원자로냉각재 환경에 적합하게 선택

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검토자는 적절한 실험 측정 결과 및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구조물 및 기기에 사용

되는 재료가 경년열화의 영향 하에서 적절한 안전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었는지 검

토하여야 한다.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필수 물성을 검증하

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 프로그램(주기적 시험 및 공인검사)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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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원자로시설의 구조물 및 기기에 사용된 재료는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 지침, 규격 그

리고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조물 및 기기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설계, 제작 및 검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 적절하게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재료의 선정, 제작방법, 

시험 및 검사절차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 및 기기가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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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절 원자로 구조물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내의 원자로 구조물에는 일차수 냉각재 경계를 구성하는 

원자로 용기(reactor vessel 또는 tank) 또는 수조(reactor pool) 외 관련 부속기기, 노심 

지지구조물(core support structures), 안전 관련 내부구조물(safety relevant reactor 

internals) 및 지지구조물, 안전 계측장치(safety instrumentation) 등을 지지하는지지구조

물 등이 포함된다. 원자로를 구성하는 모든 내부 기기 간의 상대적 위치는 원자로가 

제어된 연쇄 반응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자로 구조물은 견고하고 정

밀하게 설계, 제작,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 운전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기들을 배치하고 핵

검출기와 제어봉을 포함한 계측 및 제어계통의 반응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핵연료의 건전성이 예측 가능하려면, 안정적이며 재생 가능한 핵연료 기기와 

냉각재의 유동 패턴이 필요하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노심은 밑에서부터 지지되

며, 일부에서는 위에 매달려 있거나 이동식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제어봉은 노심의 상부에 위치하며 원자로를 정지시킬 경우에 중력에 의한 자

유낙하를 통해 노심반응도를 급격히 변화시킨다. 또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원자로 용기 또는 수조는 충분한 냉각수를 보유하고 있는 일차냉각재계통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노심 지지물, 빔 포트(beam port) 및 다른 실험시설에 설치된 계통 및 기기

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절에 관한 검토 범위에는 원자로 구조물과 관련된 설계기준과 그 상세 설계사항

(수치, 재료, 설계하중, 지지위치 등이 표시된 설계도면 등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

토자는 설계하중이 원자로 구조물에 예상되는 모든 하중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설

정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부 기기 간의 상대적인 위치가 허용 오차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원자로 구조물에 사용된 관련 재료 목록, 재료의 안전

사양(safety specification) 및 주요 재료물성의 원자로 수명 말기 시 보수적 예측값 등

의 재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안전심사지침서 5.7절 “원자로 재료”에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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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항: 원자로 구

조물은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항: 

원자로 구조물은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그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항: 원자로 구조물은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원자로 구조물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여유도

를 갖게 설계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제1항: 원자

로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 ․ 제작 ․ 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심 지지구조물은 원자로 용기 또는 수조의 물에 의한 부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하여 노심에 관련된 모든 내부 기기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보수적으

로 설계되어야 한다.

2. 노심 지지구조물은 무시할 만큼 매우 작은 편향 및 이동을 가지며 예상되는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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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유동에 의한 모든 수력학적인 힘을 보수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노심 내부 기기들, 즉 핵연료, 반사체, 제어봉, 실험설비 그리고 냉각재계통이 노

심 지지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동에 

따른 허용 오차와 재생 가능한 배치를 포함한다. 허용 오차의 경우, 예상되는 변동

치가 반응도에 대한 설계기준, 냉각재 설계기준, 안전제한치 또는 운영기술지침서

의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노심 지지구조물은 노심 이외의 원자로 내 기기에 의한 힘 또는 응력이 고장을 야

기하지 않고, 원자로의 안전운전 또는 정지를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노심에 관련

된 기기들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5. 이동식 노심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원자로 운전을 보장하는 설계특성을 포함하

고 있어야 한다. 배치에 있어서의 허용 오차는 이동식 노심의 반응도 및 냉각 능력

을 포함한 모든 설계제한치 이내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원자로 운전을 보장하

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가 임계 상태이거나 강제냉각 상태일 때 노심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연동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자로를 정지하는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원자로 용기 치수에는 두께와 구조 지지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작 방법도 제시

되어야 한다. 원자로 용기는 수명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계적 및 수력학적

인 힘과 응력에 견디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7. 원자로 용기 치수 및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그리고 원자로 용기 내에서의 노심의 

배치는 수명기간 동안 원자로 용기에 가해지는 방사선 손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

어야 한다.

8. 원자로 용기 재질 및 각종 처리는 접근이 불가능한 원자로 용기의 외부 지역에 부

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절하여야 한다.

9. 냉각수 수위 이하, 특히 노심 상부의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설치된 원자로 용기

의 모든 관통부 및 부착물은 자체적인 고장과 냉각재 상실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10. 원자로 용기의 모양 및 체적은 부적절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작업자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 내의 냉각재가 고체 방사선 차폐물을 보강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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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작업자 방사선량에 대한 설계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제12장, “방사선 방호”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은 제

12.4절, “방사선 안전 설계”를 포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양한 절에서 도

출되어야 한다.

11. 냉각재는 열수력 해석(thermal-hydraulic analysis)에서 가정된 냉각재 유량 및 압

력을 보장하도록 노심 상부 위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12. 운영기술지침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서 제17장,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따라 신청되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

항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서 운영기술지침서의 정

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설계기준이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며, 상세 설계 내

용이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과 허용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과 상세 설계사항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

으며, 이는 원자로 및 노심 설계의 계획된 운전특성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모든 

기능적 및 안전 관련 설계기준이 설계를 통해 구현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로 구

조물의 설계특성은 예상 수명기간 동안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

하지 않도록 그 신뢰성과 건전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2. 원자로 구조물은 원자로의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를 방해하는 냉각재 상실이나 다른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건전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모든 기계적 및 수

력학적 힘과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냉각재 상실사

고에 대한 사항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 “안전해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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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는 원자로 구조물 설계 시 일차냉각재가 지하수를 포함한 비제한구역으로 

누설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방사능물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

을 방지하는 예방조치를 포함하였다.

4. 원자로의 수명기간 동안 긴급정지, 냉각재 유량 변화, 노심 이동과 같은 모든 예

상 상태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재생 가능한 노심 상태를 보장하도록 원자로 구조물

이 설계되어 있다.

5. 작업자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충분히 차폐하도록 원자로 구조물의 

모양 및 치수를 설계에 고려하였으며, 고려사항에는 분석된 조사선량 및 허용 가능

한 차폐 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6. 원자로 구조물은 과열에 의해 핵연료의 건전성이 상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선 손상, 냉각수 침식 및 부식, 열 

연화 그리고 과도한 중성자 흡수에 저항력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7. 신청자는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운전제한조건과 점검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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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원자로냉각계통 및 
연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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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원자로냉각계통 및 연결계통

검토자는 이 장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대한 설계기준, 계통설명 

및 기능적 분석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주요 목적은 핵연

료로부터 발생한 핵분열 및 방사성붕괴에 의한 열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있다. 검토

자는 이 장에서 원자로의 모든 중요한 열원에 대해 검토하고,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로

에서 발생한 열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일차냉각재는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효과적으

로 제거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차냉각재는 원자로 및 핵연료 저장시설뿐

만 아니라 실험시설 및 실험장치에 대한 방사선 차폐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방 

수조형 원자로의 경우 일차냉각재는 유일한 수직 방향의 차폐재이다. 많은 연구용·교

육용의 설계에서 일차냉각재는 노심 감속재 및 반사체의 역할도 한다. 이와 같은 일차

냉각재의 다양한 역할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계통은 열출력 수준, 연구 수행능력, 가용

한 핵연료 유형, 원자로 노물리 요건 및 방사선 차폐와 같은 선별된 상호 종속적인 매

개변수에 근거하여 설계된다.

정상운전 중 심각한 온도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매우 낮은 출력의 원자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기술된 노심의 잔열 제거의 적

합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모든 정상운전 범위에 대해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설계

기준은 5장에서 수립된 허용 가능한 원자로 조건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상 사고에 대

응하거나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노심냉각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의 특성은 

16장 “사고해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설계특성을 간략히 

요약하고, 7장 “공학적 안전설비”에서는 이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자는 사고분석 결과를 요건에 대한 근거로 사용한 기술지침서를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검토자는 일차냉각계통 또는 이차냉각계통의 열 부하에 사용 및 기여하는 

모든 보조계통 및 부속계통에 대해, 기술된 사항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다

른 냉각원의 냉각수를 사용하는 보조계통에 대해서는 10장 “보조계통”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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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절 개요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원자로냉각계통의 주요 특성을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1. 일차냉각재의 유형: 액체, 기체 또는 고체(주위 구조물로 열을 전도) 

2. 일차냉각계통의 유형: 대기에 개방 또는 폐쇄

3. 일차냉각계통의 냉각재 유동 유형: 강제대류, 자연대류 또는 둘 다

4. 이차냉각재계통(존재하는 경우)의 유형과 환경으로의 열 제거 방법

5. 허가된 전출력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열 제거 용량

6. 독특하거나 시설에 고유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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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절 일차냉각재계통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여러 개의 상호 연관되는 변수들을 조합하여 설계하여

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는 요구되는 중성자속 밀도와 발생하는 열출력을 적절하게 

절충함으로써 진행되며, 최종적인 설계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목표 하에 원자로의 사용 

목적, 가용한 자원 그리고 시설 소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일차냉각재계통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능을 지녀야 한다. 

1. 원자로 운전 시에 핵분열 에너지 및 붕괴열을 핵연료로부터 제거하고 정지 시에 

붕괴열을 제거하는 기능

2. 환경으로 방출되는 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차 측으로 열을 전달하는 기능

3. 핵연료 피복재, 제어봉 및 정지봉, 원자로용기 또는 냉각수조, 그리고 다른 필수 

기기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을 유지하는 기능

4. 노심과 빔튜브 및 핵연료 저장시설과 같은 다른 기기의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능

5. 노심에서 중성자를 감속하고 반사하는 기능

6. 오염된 냉각재가 비제한 환경으로 누설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이러한 기능에 대한 기본 요건들은 일반적으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들에서도 

도출되고 분석되는데, 이 장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냉각재계통의 

역할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분야는 NUREG-1537 Part 

1-1996,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의 6.2절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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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일차냉각재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일차냉각재계통은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2.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연구용 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운영기

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

가서(제3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

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건설ㆍ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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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

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

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

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

고서와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부

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30조 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1)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하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

이라 한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영허

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적용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2조의

2 제5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는 제1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

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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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

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격 외의 것은 그 

적용성⋅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動的)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제1호의 환경 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핵연료집합체⋅감속재⋅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배관⋅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

각재의 순환⋅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① 원자로의 노심⋅냉각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

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에 의하여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물성(物性)이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폐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① 원자로시설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

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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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직접 계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1) 노심의 중성자속(中性子束) 밀도

  (2) 제어봉의 위치 및 액체제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도

  (3) 1차 냉각재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방사성물질 및 불순물의 농도

    (나)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의 압력⋅온도 및 유량

  (4)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기를 포함한다)의 내부 및 증기

발생기의 내부의 수위

  (5) 증기발생기의 출구에서의 2차 냉각재의 압력⋅온도 및 유량과 2차 냉각재중

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6) 격납용기의 압력, 수소 농도 및 방사성물질의 농도

  (7) 배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8)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9)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방사선량률

  (10)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풍향⋅풍속⋅대기안정도⋅강우량 및 기온

  (11) 원자로시설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량률

② 원자로시설에는 제1항의 관련 변수와 계통들을 설정된 운전 범위 이내로 유지

시키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정

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①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

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②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설비와 

가능한 한 누설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① 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

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

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②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의 체적변화 및 누설 등을 고려하여 정상운전 및 예상

운전과도 동안 설계조건에 적합하도록 냉각재의 압력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질조건을 규정된 운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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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이하로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자로냉각계통은 연계계통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고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① 원자로시설에는 핵연료 설계제한치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

되지 아니하도록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을 포함한 원자로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잔열제거설비는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 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다중성⋅누설탐지 및 격리기능 등의 안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①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

⋅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 기능의 중요

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주기적인 시험⋅감시⋅검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

기는 예상 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원자로시설에 속하는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펌프 및 주요밸

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압시험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설계기준사고) 

① 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 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②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발전소 설계에는 설계여유도를 포함한 보수적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신뢰성)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충분히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 작동원리, 수행하는 안전 기능을 고려하여 다중성⋅다양성⋅독립성 및 

물리적 격리성을 갖출 것

   (2) 단일전력⋅단일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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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6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1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

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5장은 핵연료의 건전성 보장에 필요한 냉각재 매개변수들과 

함께 노심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핵연료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제한치와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를 도출하여야 하고 운

영기술지침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계통 제한설정치가 수립되어야 하는 냉각재

계통의 매개변수로는 자연대류 유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열출력, 최대 냉각재

온도, 최소 냉각재유량, 노심내 냉각재의 최소 압력, 및 노심 상부 최소 수조가 있

다. 이 절에 제시된 분석에서는 일차냉각재계통의 기기 및 기능 설계가 원자로의 

정상운전 영역에서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임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는 강제대류 유동이나 자연대류 유동이 다루어져야 하며, 이들 두 유

동 모드에 대하여 허가된 원자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동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 

모든 강제유동 비출력원자로에 있어서, 강제유동에서 자연대류 유동으로의 피동전

환 또는 고장-안전(fail-safe) 전환이 합리적으로 보장됨과, 핵연료 건전성이 지속적

으로 보장됨을 설계를 통해 밝혀야 한다. 잠재적 사고 시나리오를 포함한 원자로의 

모든 조건에서 원자로의 안전정지와 붕괴열의 제거가 핵연료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에 충분함을 기능설계가 보여야 한다. 유량상실 및 냉각재상실을 가상하는 시나리

오들이 16장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이 절에서 요약 기술되어야 한다. 일

차냉각재는 열수력 분석에서 가정된 냉각재 유량 및 압력을 보장하도록 노심 상부 

위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 냉각재 유량 감시, 안정적인 냉각재 유량 확보, 원자로 출력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냉각기능 상실사고 시 즉각적인 원자로 정지를 위해 충분한 계측기기, 냉각재 

변수 감지기 그리고 제어계통이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방사선 준위의 변화

를 통하여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 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차냉각재의 

방사선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냉각재의 총 방사능에 대한 

일상적인 시료 채취와, 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와 농도를 파악하기 위한 간

헐적인 방사능 스펙트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능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는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148 -

3. 일차냉각재는 핵연료 피복재, 제어봉의 표면, 원자로용기 또는 냉각수조 그리고 

기타 필수 기기들의 부식을 제한할 수 있는 화학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높

은 출력밀도에서 운전되는 알루미늄 피복재의 핵연료에는 열전도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산화물 피막이 생성될 수 있다. (Griess et al., 196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5장

에는 수질 및 다른 인자가 산화막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

여야 한다. 수질에 대한 다른 요건들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제

시된 전도도 및 pH 기준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운전경험을 보면 양

호한 시설관리와 성능이 우수한 여과기 및 탈염설비를 통해 5 ìmho/cm 이하의 전

기 전도도와 5.5에서 7.5 사이의 pH를 가지는 고수질의 일차냉각재를 얻을 수 있다. 

냉각재의 화학적 조건은 이  안전심사지침서의 제6.5절에서 논의한 바대로 유지되

어야 한다.

4.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노심은 대부분 수조나 탱크 등 일차냉각재 용기 

또는 냉각수조 안에 잠겨 있다. 물은 노심의 중성자와 감마선으로부터 원자로실과 

비제한구역의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조의 라이너, 빔

포트 개스킷, 수조 내 납차폐체 및 콘크리트 차폐체와 같은 원자로 기기들의 잠재

적 중성자 방사화 또는 방사선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5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여야 한다. 일차냉각재 용기의 설계가 허용 가능함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5장에서 논의되는 재료의 조사 제한치와 12장에서 논의되는 

종사자 피폭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

설에 적용되는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일차냉각재 내에서는 N-16 및 Ar-41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이 생성될 

수 있다. 또 냉각재 내 불순물 오염물질의 중성자 방사화와 핵연료로부터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로 인하여 방사능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종사자의 방사능 위해

를 제한하는 설비는 냉각재 방사능으로부터의 잠재적 피폭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요건 미만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시설에 적용되는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여야 한다. N-16을 제어, 차폐, 격리하는 설비나 기기가 허용 가능함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피폭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초과하지 

않고 시설에 적용되는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여야 한다. N-16 제어계통은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6.8절에서 논의된다. Ar-41은 비출력용원자로에서 생성되는 흔한 

방사성 핵종이다. Ar-41은 정상운전 중 환경으로 방출되는 주된 핵종이기 때문에 

안전성분석보고서 12장에서 동 핵종의 생성과 그 결말을 특별히 분석 및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일차냉각재계통의 특별한 설계 또는 운전특성으로 Ar-41로부터의 

피폭이 완화하거나 제한된다면, 이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 



- 149 -

검토를 통해 Ar-41의 방출을 완화하는 일차냉각재계통의 설비나 기기가 종사자의 

피폭을 12장에 주어진 값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폐쇄계통에서

는 냉각재와 접촉하는 공기 공간에 수소가 생성될 수 있는데, 연소가 가능한 농도

까지 수소 생성이 일어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세정계통과 

수소농도감시기가 필요할 수 있다. 이들 계통들은 10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6. 일차냉각재는 핵연료 냉각 및 방사선 차폐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 

계통은 제어되지 않는 냉각재 방출이나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특성에는 일차냉각재계통 기기들을 노심보다 높게 설치하며, 수조 또는 

탱크 내의 배수구나 밸브를 노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고, 일차 용기 또는 

수조에 연결되는 배관에는 사이폰 차단기를 설치하며, 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설비들의 설계 및 위치는 노심 노출을 유발할 수 

있는 냉각재 상실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연순환냉각을 위해 플래퍼1) 또는 그와 동등한 계통을 사용하는 원자로계통과, 자연

순환냉각 모드가 안전계통의 일부인(혹은 공학적 안전설비로 간주되는) 계통에 대

해, 단일고장 기준의 적용 시, 기능의 발휘를 입증하고 원자로 보호계통에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다중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급격한 냉각재 상실사

고에 대해서는 16장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이 절에서는 그 내용이 요약 기술되어야 

한다. 중수계통에서는 냉각재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능 위해 때문에 

추가적인 설계특성이 필요하다. 미미한 누출이라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중수가 계통으로부터 상실되더라도 감금되어 환경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일차냉각재계통으로부터 오염된 냉각재가 상실된 경우에도, 종사

자의 피폭 및 비제한 구역으로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량이 사고해석을 통하여 도출

된 방사선량 결말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설계와 해석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오

염된 냉각재에 따른 방사선학적 결말은 12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 절에서는 그 

내용이 요약 기술되어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감시설비가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

되어야 한다.

7. 신청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운전제한치, 설계변수 및 점검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1) 플래퍼(flapper)는 유량이 설정치 아래일 때 강제유동 상실 시 자연순환회로의 생성을 허용하기 위해 
열리는 피동형 밸브이다. 



- 150 -

검토자는 일차냉각재계통의 기능설계 및 운전특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장과 다

른 관련 장에서 제시한 설계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일차냉각재계통 설계는 심사 중

인 특정 시설설계를 고려한 상기 허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이 절에는 검토자의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될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결론들을 뒷받침

하는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1. 일차냉각재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모든 유관 해석을 통해 도출된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2. 일차냉각재계통 및 관련 기기들의 설계특성은 가능한 모든 원자로 조건에서 핵연

료의 건전성을 합리적으로 보증한다. 계통은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안전계통 제

한설정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모든 허가된 운전이 가능하게 핵연료로부터 발생되

는 핵분열에 의한 열을 충분히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일차냉각재계통 기기들의 설계 및 위치는 핵연료 손상, 제어되지 않은 과도한 방

사능 누출, 또는 안전계통이나 실험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냉각재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정되어 있다. 중수계통은 중수의 누출을 즉각 감지할 

수 있으며 환경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일 핵연료의 건전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이 필요하다면,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검토와 

연계하여 이를 평가한다. 신청자는 일차냉각재가 지하수를 포함한 비제한구역으로 

누설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제어되지 않은 방사능물질의 누출

을 방지하는 예방설비를 하였다.

4. 강제대류의 냉각재 유동으로 운전하도록 허가된 원자로의 경우, 일차냉각재계통은 

핵연료 건전성 상실 방지에 충분한 자연대류 유동으로의 전환이 피동 또는 고장-안

전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 특성은 원자로 설계 및 사고에 대한 

검토와 연계하여 평가한다.

5. 일차냉각재는 핵연료의 계획된 사용기간 동안 핵연료 피복재 (또는 기타 핵분열생

성물의 방출을 방지하는 일차 방벽), 조절봉 및 정지봉의 피복재, 원자로용기(또는 

수조) 내벽, 및 일차냉각재계통의 다른 필수 기기들의 부식을 제한할 수 있는 화학

적 품질을 유지한다. (폐회로의 일차냉각재계통에 대해서) 수소농도가 연소 한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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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계통이 설치되어 있다. 일차냉각재 용기 또는 냉

각수조의 외부 표면은 수명기간 동안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서 부식이 발생하지 않

도록 설계되고 처리되어 있다. 

6. 일차냉각재 용기 또는 냉각수조의 크기와 형태는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이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에서 규정하는 제한치 미만이 되도록 방사선을 

차폐하며 예상되는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열 저장조의 역할을 한다. 

7. 일차냉각재계통의 계측 및 제어기기는 제반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운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어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8.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원자로 운전을 위해 필요한 일차냉각재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보증한다. 

9. 일차냉각재계통의 설계기준은 대중의 건강 및 안전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음을 합

리적으로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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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절 이차냉각재계통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이차냉각재계통은 원자로의 열을 일차냉각재계통으로

부터 환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는 연속 운전하는 이차냉각

재계통을 갖추거나, 필요 시 운전하는 이차냉각재계통을 갖추거나, 이차냉각재계통을 

갖추지 않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부분의 허가된 원자로에서는 허가된 

출력 수준에서 연속운전을 위해 냉각재계통을 설계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로의 이차 

냉각재계통은 열을 연속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저출력에서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 운전하도록 

설계 및 허가되어 있어서 이차냉각재계통을 연속 운전하지 않고도 일차냉각재계통이 

열을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다. 또 이차냉각재계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구용⋅교육

용 원자로도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서 신청자는 어떻게 필요한 열제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

여야 한다. 이 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NUREG-1537 Part 

1-1996,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의 6.3절에 제시되어 있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이차냉각재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이차냉각재계통은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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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2.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연구용 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운영기술

지침서,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

가서(제3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

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이하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

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

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

고서와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부

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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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0조 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1)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이라 한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적용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2조의

2제5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는 제1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 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

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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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動的)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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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제1호의 환경 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핵연료집합체⋅감속재⋅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배관⋅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

각재의 순환⋅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 

① 원자로의 노심⋅냉각계통,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연

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여유도를 갖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에 의하여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물성(物性)이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폐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① 원자로시설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상

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예상되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변수 및 계통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계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1) 노심의 중성자속(中性子束) 밀도

  (2) 제어봉의 위치 및 액체제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도

  (3) 1차 냉각재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방사성물질 및 불순물의 농도

    (나)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의 압력⋅온도 및 유량

  (4)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기를 포함한다)의 내부 및 증기

발생기의 내부의 수위

  (5) 증기발생기의 출구에서의 2차 냉각재의 압력⋅온도 및 유량과 2차 냉각재중

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6) 격납용기의 압력, 수소 농도 및 방사성물질의 농도

  (7) 배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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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9)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방사선량률

  (10)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풍향⋅풍속⋅대기안정도⋅강우량 및 기온

  (11) 원자로시설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량률

② 원자로시설에는 제1항의 관련 변수와 계통들을 설정된 운전 범위 이내로 유지

시키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정

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자동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① 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

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분

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②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의 체적변화 및 누설 등을 고려하여 정상운전 및 예상

운전과도 동안 설계조건에 적합하도록 냉각재의 압력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질조건을 규정된 운전제

한치 이하로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자로냉각계통은 연계계통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고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① 원자로시설에는 핵연료 설계제한치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

되지 아니하도록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을 포함한 원자로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잔열제거설비는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누설탐지 및 격리기능 등의 안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① 원자로시설에는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하중을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최종 열제거설비는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다중성⋅상호연결 및 격리능력 등의 안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①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

⋅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 기능의 중요

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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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기적인 시험⋅감시⋅검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

기는 예상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원자로시설에 속하는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펌프 및 주요밸

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압시험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설계기준사고) 

① 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 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②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발전소 설계에는 설계여유도를 포함한 보수적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신뢰성)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충분히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 작동 원리, 수행하는 안전 기능을 고려하여 다중성⋅다양성⋅독립성 

및 물리적 격리성을 갖출 것

     (2) 단일전력⋅단일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 별 규격에 관

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이차냉각재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차냉각재계통에 요구되는 운전특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6.2절에 제시되어야 

한다. 6.3절에 제시되는 분석과 검토는 일차냉각재계통이 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

하는 데 필요한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차냉각재계통이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야 

한다. 분석은 두 가지 유동 모드인 강제유동 및 자연대류유동 모두에 대하여 운전

이 인가된 원자로에 대해서는 강제대류, 자연대류 또는 이들 두 가지 모드로 운전

되는 일차냉각재계통을 기술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한 대로, 모든 

잠재적 원자로 상태에서 모든 필요한 핵분열 생성열 및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차냉각재계통이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

2.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에서는 허가된 전출력에서 원자로의 연속운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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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이차냉각재계통이 설계된다. 이와 같은 원자로 설계는 열 제거 성능과 

최대 수조 온도와 같은 운전제한조건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되어 있고, 이들 

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일차냉각재는 보통 방사성 오염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차냉각재계통을 거쳐 제한

되지 않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 누출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과 시설에 적용되는 ALARA 프로그램 지침을 초과할 만한 잠재적 공공피폭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체 냉각재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 가능한 모든 조

건에서 열교환기에서의 일차냉각재계통 압력이 이차냉각재계통보다 낮거나, 이차냉

각재계통이 폐쇄되어 있거나 방사선 감시 및 효과적인 교정 능력이 제공되도록 설

계되어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차냉각재계통은 제한되지 않은 환경으로 통제되지 

않은 방사능의 누출을 방지하거나 적절히 줄일 수 있어야 하고, 이차냉각재 시료의 

주기적 방사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치수준과 요구되는 조치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이차냉각재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장 및 16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공학적 

안전설비의 운전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사고 조건에서 부과되는 열 부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차냉각재계통은 열교환기의 부식 혹은 기타 열화를 제한하고 화학적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학적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신청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는 운전제한치, 설계변수 및 점검 요구사항 등

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일차냉각재계통에서 이차냉각재계통으로의 열전달을 필요로 하는, 가상사고

를 포함한 모든 원자로 조건들이 검토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차냉각재

계통이 핵연료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열과 열출력을 제거하고 방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차냉각재계통의 고장이 원자로의 안전성, 핵연료의 건전성 그

리고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분석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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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이 절에는 검토자의 안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될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결론들을 뒷받침

하는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1. 이차냉각재계통 및 기기의 설계특성은 가능한 모든 원자로 조건에서 일차냉각재계

통으로부터 필요한 원자로 열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차냉각재계통 기기들의 위치 및 설계사양은 동 계통의 고장이 원자로의 손상, 

핵연료의 손상 또는 환경으로의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초래하지 않음

을 보장한다.

3. 이차냉각재계통 계측 및 제어 기기들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제어실에 운전 상

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4. 이차냉각재계통은 일차냉각재 상실사고와 일차냉각재계통에서의 냉각재 강제유동

상실과 같은 가상사고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5.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정상적인 원자로 운전에 필요한 

이차냉각재계통의 운전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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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 절 중성자 감속재 및 반사체 계통

검토주관 :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감속재와 반사체 계통의 설계와 작동을 자세히 기술하

여야 한다.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1. 감속재 및 반사체에서 발생하는 열 계산 자료

2. 감속재 및 반사체의 주 구성품에 대한 설계와 성능 특성

3. 계통의 흐름도와 계측도 및 주 구성품의 도면

4. 구성품을 제작한 재료 및 조사와 부식의 영향

5. 경년열화 영향 

Ⅱ. 허용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노심 및 핵연료 설계 시, 적절한 중성자, 열수력, 기계, 재료, 화학 및 조사

(irradiation)에 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하기 위한 분석은 의도된 조사 상황과 한계조건(핵분열 밀도, 수명말

기의 총 분열, 시적분 중성자속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핵연료의 과도한 변형이

나 부어오름(swelling)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가능한 변형의 

예상 상한이 실험과 조사 경험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3. 모든 운전조건과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유도하고, 미임

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 반응도(negative reactivity)가 확보되어야 

한다. 계통의 설계 시, 마모 및 조사 효과(전소, 연료의 소모, 물리적 성질의 변화 

및 기체 생성 등)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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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용 가능한 정 반응도가 구체적으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되고, 그 한계값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중성자 감속재와 반사체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는 계통을 완전하게 기술하

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핵설계에 대한 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5.5절에 제시

되어 있어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감속재 및 반사체는 노심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요 핵설계에 

대한 평가 결과는 5.5절에서 제시되어 있다. 설계에는 감속재 또는 반사체가 원자

로의 환경 조건에 미치는 상호 영향이 고려되어 있다. 그리고 감속재나 반사체의 

성능 저하 정도가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

해하지 않으며, 비제한구역으로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야기하지도 않

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2. 신청자는 감속재와 반사체에 대한 적절한 설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그리고  감속

재와 반사체에 대한 점검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V. 참고 문헌

1.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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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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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 절 일차냉각재 정화계통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음용수를 추가적으로 정화시키지 않고 원자로의 일차냉각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

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고체

의 핵연료는 일차냉각재에 잠겨 있다. 또한 높은 출력밀도에서 운전되는 알루미늄 피

복재의 핵연료에서는 산화물이 생성되어 열전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운전경험

을 통해 알려져 있다. 산화물의 생성률은 냉각재의 pH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운전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내용이 일차냉각재 순도요건에 영향을 준다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5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 절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일차계통 냉각재의 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1. 핵연료 피복재, 노심 출력 제어 및 정지용 제어봉 피복재, 원자로용기 또는 냉각

수조 그리고 일차냉각재계통 내의 기타 필수 기기들의 화학적 부식 제한

2.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방사화될 수 있는 입자 또는 용존 불순물의 농도 제한

3. 일차냉각재 내에 잠겨서 운전 및 사용되는 기기들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냉

각재의 투명도 유지

이 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NUREG-1537 Part 1의 5.4절

에 제시되어 있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일차냉각재 정화계통에 대한 규제요건 및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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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일차냉각재 정화계통은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

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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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제1호의 환경 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파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핵연료집합체⋅감속재⋅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배관⋅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

각재의 순환⋅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① 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

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②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의 체적변화 및 누설 등을 고려하여 정상운전 및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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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과도 동안 설계조건에 적합하도록 냉각재의 압력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질조건을 규정된 운전제

한치 이하로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자로냉각계통은 연계계통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고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일차냉각재의 수질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5장, 12장에 제시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2 MW를 초과하는 고출력 원자로의 일차냉각재 수질에 대

한 분석은 알루미늄 피복재에 생성되는 산화물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

다. 운전경험에 의하면 양호한 시설관리와 성능이 우수한 여과기 및 탈염설비를 통

해 전기 전도도가 5 μmho/cm 이하이고 pH도가 5.5~7.5의 수질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 허용 가능한 다른 수질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통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방사능에 오염된 수지 및 여과기는 12장에 제시된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재생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피폭선량과 비제한구역 방출량은 원자력안

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여

야 한다.

3. 정상운전 및 사고에 대하여 수질정화계통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대중 및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사고 시 방사

선학적 영향을 주는 선량제한치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그 위치를 정

해야 하며, 수질정화계통에 대한 차폐 및 방사선 감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4. 수질정화계통 기기들에 대한 위치 및 기능 설계는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계통의 고장이나 누설이 제어되지 않은 일차냉각재의 상실이나 방출을 초래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자의 피폭 및 방사능 방출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

을 초과하지 않으며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신청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운전제한치, 설계변수 및 점검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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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일차냉각재 수질에 대한 설계근거와 일차냉각재 정화계통이 요건을 만족하

는 데 요구되는 설계근거를 비교하여야 한다. 비교에는 동 계통의 성능사양, 개략도 및 

기능 특성에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설계특성이 계통의 누설 및 고장

으로 인해 원자로의 손상이나 작업자의 피폭이 초래되지 않음을 보장하는지 여부와 방

사성 여과기 및 제염기 수지의 통제 및 처분 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

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일차냉각재 정화계통의 설계기준 및 기능에 대해 기술한 사항은 요구되는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일차계통 냉각재 정화계통의 설계는 핵연

료 피복재 및 동 계통의 기타 주요한 기기에서 생성되는 부식 및 산화물이 핵연료 

제작사가 제공하는 허용 제한치 또는 권고사항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운전경험에 의하면 일차냉각재의 pH는 알루미늄 피복재의 핵연료의 산화물 생성

률에 영향을 준다. 일차냉각재의 pH와 신청한 일차냉각재 정화계통은 핵연료로부터 

열전달에 미치는 산화물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3. 일차냉각재 정화계통 및 기기들은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정되고 설계되어 있

다. 어떠한 고장이나 누설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이나 ALARA 

프로그램을 초과하는 작업자의 피폭선량 및 환경으로의 방사선 누출을 초래하지 않

는다.

4. 정상운전 및 예상되는 사고의 결과로 일차냉각재 정화계통 기기에 생성되는 방사

능의 제어와 처리에 대한 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과 사고 시 방사선학적 영향을 주는 피폭제한치를 충족시킨다.

5.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의 정상운전 시 필요한 

일차냉각재 정화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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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절 일차냉각재보충계통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는 정상운전 동안 일차냉각재를 교체하거나 새로 보

충하여야 한다. 개방수조 형태의 원자로에서는 증발에 의해서, 또는 방사성분해, 계통

으로부터의 누설 및 기타 운전상의 활동에 의해서 냉각재가 손실될 수 있다. 비록 연

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예상되는 운전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냉각재 보충수

계통이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지만, 일차냉각재 재고량을 즉각 모두 교체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다. 이 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NUREG-1537 Part 1의 5.5절에 제시되어 있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일차냉각재 보충계통에 대한 규제요건 및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일차냉각재 보충계통은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

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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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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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

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②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의 체적변화 및 누설 등을 고려하여 정상운전 및 예상

운전과도 동안 설계조건에 적합하도록 냉각재의 압력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질조건을 규정된 운전

제한치 이하로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자로냉각계통은 연계계통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고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① 원자로시설에는 핵연료 설계제한치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

되지 아니하도록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을 포함한 원자로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잔열제거설비는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누설탐지 및 격리기능 등의 안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일차냉각재 보충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상되는 원자로의 운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차냉각재 재고량의 손실을 검토하

여야 한다. 보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 또는 방안은 이와 관련된 운전요구조건들

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만일 일차냉각재계통의 설계기준에 따라 수처리된 보충수의 저장이 요구된다면 냉각

재 보충계통이나 보충 방안은 요구되는 보충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시설 내 음용수 공급설비를 원자로에 직

접 연결하는 기기를 통하여 보충수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용

수 공급설비를 원자로에 직접 연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냉각재 보충계통이나 보

충 방안에는 오염된 일차냉각재가 음용수계통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나 관리조치가 수립되어야 한다.

4. 냉각재 보충계통이나 보충 방안은 일차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손실이나 방출을 방지

하기 위한 설계특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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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각재 보충계통이 비상노심냉각계통과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만일 기능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가용성 및 운전 가능성

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냉각재 보충수계통이나 보충 방안은 일차냉각재계통의 누설이나 고장 상태를 나타

내는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보충수의 사용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

여야 한다.

7. 신청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운전제한치, 설계변수 및 점검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냉각재의 양 및 수질, 일차냉각재를 제거하는 활동이나 기능, 그리고 냉각

재를 보충하기 위한 계통이나 절차를 포함하여 일차냉각재의 보충에 대한 설계기준 및 

기능요건을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일차냉각재의 과도한 충수, 비방사

성 용수 배수계통을 통한 일차냉각재의 상실, 일차냉각재가 보충수계통을 통해 음용수 

공급설비로 역류되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예방조치에 중점을 두고 검토

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일차냉각재 보충계통의 설계기준, 기능에 대한 기술사항 및 절차는 요구되는 수질 

및 양의 보충수가 공급됨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2. 일차냉각재 보충계통의 설계 및 운영 절차는 원자로 냉각재가 과도하게 충수되거

나 일차냉각재 보충계통이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

4호의 요건 및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을 초과하는 오염된 일차냉각재의 방출 또

는 상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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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차냉각재 보충수계통의 설계 및 운영 절차는 오염된 일차냉각재가 냉각재 

보충계통을 통해 음용수계통으로 역류되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합

리적으로 입증한다.

4.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의 정상운전에 필요

한 일차냉각재 보충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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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 절 일차냉각재 사용 보조계통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일차냉각재는 원자로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것 이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조기능 중 과열된 기기를 냉각하는 기능은 일차냉각재계통의 열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선 차폐기능은 일차냉각수의 열부하에 기여하지는 않고, 노심 냉

각에 관계되지 않는 부계통으로 전환되어 분배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기능을 위해 일차냉각재를 사용하는 것은 일차냉각재의 주된 기능인 핵

연료 냉각재로서의 가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조계통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는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절에서 제시되어야 하지만, 냉각재계통에 대한 보조계통의 영

향은 이 절에서 요약되어야 한다. 일차냉각재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계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실험 장치 냉각

2. 실험설비 냉각

3. 실험설비 차폐

4. 생물학적 차폐체 냉각

5. 열적 차폐체 냉각

6. 핵연료 저장시설의 냉각 및 차폐

이 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NUREG-1537 Part 1의 제6.7

절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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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일차냉각재 사용보조계통은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

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

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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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제1호의 환경 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동적)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

의 파단(파단)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핵연료집합체⋅감속재⋅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 

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배관⋅펌프 및 밸브는 1차 냉각재 또는 2차 냉

각재의 순환⋅비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① 원자로냉각계통과 그와 관련된 보조계통⋅제어계통⋅보호계통은 정상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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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운전과도 동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

분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②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의 체적변화 및 누설 등을 고려하여 정상운전 및 예상

운전과도 동안 설계조건에 적합하도록 냉각재의 압력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냉각계통은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질조건을 규정된 운전제

한치 이하로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자로냉각계통은 연계계통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고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일차냉각재를 사용하는 보조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보조계통은 냉각되는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보조계통은 일차 노심냉각계통의 요구되는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보조계통의 예상되는 어떠한 고장도 일차냉각재의 제어되지 않은 상실을 초래하거

나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일차냉각재를 사용하는 차폐계통은 작업자의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

조 제4호의 요건 및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요소

들을 갖추어야 한다.

5. 보조계통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 및 시설의 ALARA 프로그램

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이나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6. 신청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운전제한치, 설계변수 및 점검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잠재적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온도가 상승하거나 과도한 방사선 피폭을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기들(노심 제외)에 대하여 일차냉각재를 사용하는 보조냉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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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폐 기능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원

자로 노심 부근에 위치한 기기에 대한 방사선 가열의 잠재성이 있다면 검토자는 열원, 

온도 상승, 열전달 메커니즘 및 열제거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차냉각재로 차폐하는 방사선원에 의한 잠재적인 작업자 피폭선량이 분

석되었으며 냉각재가 제공하는 방호요소가 검토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노심냉각 이외의 다른 기능을 위해 일차냉각재를 사용하는 보조 계통을 

기술하고 분석하였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에서 설계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신청자는 노심 부근의 고방사선 지역에 위치한 기기에 대해 원자로 노심 또는 

해당 기기의 고장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가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신청자는 해당 기기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수립하였다. 이들 계통의 냉각재는 노심 냉각에 대한 허용 가

능한 성능기준 이하로 일차냉각재계통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정화된 일차

냉각재계통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2. 신청자는 일차냉각재가 작업자를 과도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자로 기기 및 보조계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냉각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며, 예상되는 방호 요소들은 피폭선량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

조 제4호의 요건 및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발생가능하고 

예상된 보조냉각계통의 고장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 및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에 의해 제한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일차냉각재의 제어되지 않은 

상실, 방사선 피폭 또는 비제한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로 전개되지 않음을 합

리적으로 입증한다.

3. 시험 및 점검 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의 정상운전 시 필요한 

보조냉각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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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 절 N-16 제어계통

검토주관 :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중성자 감속 및 냉각을 위해 경수나 중수를 사용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서는 O-16의 속중성자-양성자 반응에 의해 N-16이 생긴다. N-16은 대략 7초의 반감기

를 가지며 고에너지의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수냉식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

설의 강한 방사선 발생원으로서, 주로 일차냉각재에 용해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자의 

피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N-16의 양과 농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단, 이는 비교적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냉각재를 차폐구역 내에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방사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N-16에 대한 작업자 피폭선량의 저감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2장에 제시된 N-16

에 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총 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N-16 제어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N-16 제어계통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안전계통제한설정치를 초과할 정도로 냉각 효율성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2)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냉각재의 제어되지 않는 방출이나 상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 원자로의 안전정지와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붕괴열 제거를 방해하

여서는 안 된다.

2. 신청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운전제한치, 설계변수 및 점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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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거나 검토함으로써 N-16에 의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N-16 제어계통의 설계기준 및 기능요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시된 출력준위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의해 예상된 N-16의 양과 

직접방사선 및 공기 중 N-16에 의한 피폭을 포함한 작업자의 피폭선량

2. N-16 제어계통의 형태와 피폭선량률의 저감 효과

3. 원자로의 모든 정상운전조건에 따른 N-16 제어계통의 영향

4. 원자로의 안전, 원자로의 안전정지, 그리고 오염된 일차냉각재의 방출에 대한 

N-16 제어계통 고장의 영향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N-16 제어계통의 설계기준 및 설계특성은 동 계통이 제시되어 있는 대로 제 기능

을 수행하며 작업자의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초과

하지 않으며 시설의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방사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2. N-16 제어계통의 설계 및 기능상 운전은 예상되는 원자로의 운전조건에서 원자로 

냉각을 방해하지 않으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4장에 논의된 열수력 성능에 관한 

허용 기준 이하로 노심 냉각을 저하시키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3. N-16 제어계통의 설계특성은 N-16 제어계통의 고장이 일차냉각재의 제어되지 않

은 상실이나 방출을 초래하지 않으며,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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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4.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의 정상운전에서 필 요한 

N-16 제어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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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공학적 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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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공학적 안전설비

제 7.1 절 개요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에 있는 모든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완화 조치가 없을 경우에 허용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 

가상 사고에 대하여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특정한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통해 각 공학

적 안전설비의 필요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상세한 사고해석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

장 “사고해석”에 기술되어야 하며,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성분

석보고서 제7.2절 이하에 기술되어야 한다. 이 절의 요약에는 설계기준, 성능기준 그리

고 사고 조건을 포함하여 설비 또는 계통이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 모든 범위의 원자

로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컨파인먼트 시설, 격납건물 그리고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

한 평가절차 및 기준은 다음 절 이하에 기술되어 있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공학적 안전설비 위치, 기본 기능 및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간

단한 블록 다이어그램 또는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절의 요약에는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기능 및 상관관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

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특정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상세 도면, 개념도 그

리고 데이터 및 분석 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7.2절 이하에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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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절 원자로건물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원자로건물은 NUREG-1537 Part 1 및 각 시설의 과압대처 능력 유무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컨파인먼트와 격납건물로 정의할 수 있다. 

컨파인먼트는 전체 원자로시설(예, 원자로실)을 포함한 구조물로서, 제어되거나 정의

된 경로로 구조물 내부와 외부 환경과의 유출물 교환을 제한하기 위해 설계된다. 컨파

인먼트는 충분한 내부 부압을 유지하여 누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예, 컨파인먼트 외부

로 제어되지 않은 누설의 방지)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의 직접적인 방사선원으

로부터 외부 환경을 차폐하거나 내부의 정압을 지원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컨파인먼트 내부의 공기 이동은 외부 환경으로 배출하는 굴뚝이나 배기, 여과기, 송풍

기, 댐퍼를 포함한 공기조화계통에 통합될 수 있다.

격납건물은 외부유입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부압 유지, 유출물의 환경 방출 제어, 그

리고 특정 분석 사고들의 결과 완화를 위해 설계된 시설이다. 격납건물은 격납건물 경

계의 정의된 압력차를 유지하기 위해 밀봉되도록 설계되고, 누설에 대한 정의된 상한

치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상기의 두 가지 설계조건들은 시험 가능하다.

비발전용 원자로에서 격납건물이 필요한 사고 시나리오는 내부의 직접적인 방사선원

으로부터 외부 환경을 차폐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정상상태 또는 비정상상태시 내

부의 정압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개별적으로 포함하거나, 상기 두 가지 조건 모두를 

포함한다. 외부 굴뚝, 배기, 입자 여과기, 활성탄 여과기 또는 배관은 격납건물의 제어

된 배기를 위해 제공될 수 있으며, 설계에서 정상과 비상운전 모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격납건물은 시설의 공기조화계통 및 액체폐기물 계통과 통합하여 설계될 수 있다.

사고해석에서 가정된 사항에 따라 제7.2.1절 컨파인먼트 또는 제7.2.2절 격납용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185 -

제 7.2.1 절 컨파인먼트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만일 컨파인먼트와 관련된 공기조화계통과 공기배출계통 또는 액체배출계통이 제16

장에서 분석된 사고의 대응조치로 배열 또는 운전모드를 변경시키고, 그 영향으로 사

고 결과를 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동 설비들은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

비로 간주되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정상운전 중에 적은 양의 방사성물질을 방출한다. 그러

나 비록 생성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크지 않더라도 신청자는 환경으로의 방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경계에서 방출되는 방사

성핵종인 Ar-41은 원자로건물로부터 연속적으로 방출되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분산

된다. 신청자는 이러한 제어된 방출 과정에서 대중 및 시설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량이 

규제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컨파인먼트와 공기조화계통의 이러한 

기능은 공학적 안전설비의 기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일 유출물 제어계통이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상운전에 요구되는 

계통으로서 동 계통의 설계기준 및 설계 내용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4장 “구조물⋅계

통 및 기기의 설계”와 제10장 “보조계통”에 기술되어야 한다. 제한 및 비제한된 환

경에서의 공기 중 방사능의 확산 및 분산에 관한 사항은 제12장 “방사선방호”에 기

술되어야 한다.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다음 사항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고 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컨파인먼트의 공학적 안전설비에 요구되는 사고 완화 

특성에 대한 설계기준 및 기능

 

2. 다음을 포함하는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중요한 설계에 대한 도면, 

개념도 및 표와 운전 변수 및 기술시방서

가. 밀봉, 개스킷, 필터 및 관통부 (즉, 전기, 실험, 공기 및 냉각수를 위한 관통부)

나. 컨파인먼트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필수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



- 186 -

다. 필수 및 안전성 관련 기기에 대한 제작시방서

3. 제16장에서 분석된 컨파인먼트의 기능을 알 수 있는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도면,

그리고 정상운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5장 “원자로”, 제12장 “방사선방호” 등 

다른 장들을 상호 참조

4. 센서, 판독기, 모니터 및 격리 기기의 위치 및 기능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제어 

및 안전 계측 기기들에 관한 사항 (기기의 설계특성은 사고 환경 조건에서 운전 가

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유출물의 환경 방출 요건에 관한 사항

6.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운전 가능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점검 방법 및 주기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컨파인먼트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컨파인먼트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컨파인먼트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컨파인먼트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 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사고해석 및 방사선 피폭 선량분석에서 가정된 사항에 해당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설계기준사고 시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선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분열생성

물의 농도 저감 수단과 컨파인먼트의 건전성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컨파인먼트 

내부로 유출되는 가연성 기체 제어 수단을 구비할 것

②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조건 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③ 제한치 이상으로 방사능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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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게 컨파인먼트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을 것

단, 상기의 각 호는 해당기능이 사고해석 및 방사선 피폭선량 분석에서 가정되지 않

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 피폭을 방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선방호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① 종사자가 방사선구역 및 오염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관리 

설비를 갖출 것

②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

출 것

③ 운전상태 및 사고상황시 방사선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

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④ 벽⋅바닥 그 밖에 방사성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으로 평

탄하게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게 할 것

⑤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염설

비를 갖출 것

⑥ 오염된 공기를 환기하고 공기 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

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추고, 오염된 공기는 방사성오염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흐르게 하며, 방사성오염구역은 그 외부에 비하여 낮은 압력을 유

지하며 누설되거나 역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상기의 각 호는 해당기능이 사고해석 및 방사선 피폭 선량분석에서 가정되지 않

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설계기준사고): 

① 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 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②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발전소 설계에는 설계여유도를 포함한 보수적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①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

⋅기능 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 기능의 중

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주기적인 시험⋅감시⋅검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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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예상 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① 원자로시설에는 운전제한조건과 안전의 설정치 및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제한조건은 발전소의 운전조건이 설계기준 및 안전해석 결과를 만족하도록 

초기시험기간 동안 설비의 운전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공학

적 안전설비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고 시나리오의 결과를 완화하는 설계특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컨파인먼트뿐만 아니라 공기조화계통과 같은 어떠한 공학적 안전설비도 정상운전

이나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공학적 안전설비는 사고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요구될 경우 이용 가능하고 운전 

가능함을 보장하는 설계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최소한 사고 시 대중 및 시설 작업자의 잠

재적 방사선 피폭선량을 규제제한치 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잠재적 방

사선 피폭선량을 규제제한치 이하로 추가 감소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하다

면, 이와 같은 사항이 설계목표가 되어야 한다.

5. 컨파인먼트는 시설 작업자의 잠재적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해 방사성물질에 의한 과도한 위험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계측 및 제어계통은 기본적으로 고장이 발

생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계통은 사고 시나리오로 

도출된 환경을 포함하여 모든 잠재적인 운전조건에 대하여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될 운전제한치, 설계변수, 점검사항 그리고 점검주기가 논

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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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신청자는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

고로부터 예상되는 방사선학적 피폭 및 방출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을 보여야 한다. 검토자는 중대한 방사선 피폭 또는 방사성물질 방출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의 모든 사고 시나리오 분석에 대하여 검토하고,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의하여 사고 결과가 충분히 완화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 및 기능에 대한 기준들이 사고 

분석으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 “공학적 안전

설비” 및 제16장 “사고해석” 에서 논의한 공기 중 방사성핵종의 분산 및 확산에 대

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 “실험시설 및 이용” 및 제12장 “방사선방호”에 기

술된 방법과 비교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모든 잠재적인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대중, 시설 

작업자 및 환경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잠재적 방사선 피폭이 발생할 수 있

는 사고에 대해 컨파인먼트 계통에 의한 사고 완화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내 분석에

서 제시되었다.

2. 검토자는 사고에 의한 결과가 제16장 “사고해석” 결과에 의해 도출된 허용 가능

한 수준 이하로 제한됨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 및 기능을 확인하였다.

3.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 및 기능은 정상운전 중에 이루어지는 

방사선 피폭 또는 방사성물질 제어가 공학적 안전설비에 의해 저해되지 않음을 합

리적으로 보장한다.

4. 사고에 따른 대중, 환경 및 시설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학적 결과는, 컨파인먼트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의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되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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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달성 가능한 규제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잔여선량을 줄일 수 있는 추

가 요인을 고려하였음을 보장한다. 이때, 열출력 10 MW 이하이고,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제한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규정된다.  열출력 10 MW를 초과하거나,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제한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의 규정을 따른다.

 가.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핵연료 시험목적의 냉각재 순환루프를 갖

춘 원자로

 나.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단면적이 16 in2를 초과하는 핵반응과 관

련된 실험설비를 노심내부에 갖춘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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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2 절 격납건물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만일 격납건물과 관련된 공기조화계통과 공기배출계통 또는 액체배출계통이 제16장

에서 분석된 사고의 대응조치로 배열 또는 운전모드를 변경시키고, 그 영향으로 사고 

결과를 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동 설비들은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로 

간주되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경우 사고에 따른 대중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은 일반

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 원자로시설은 정상운전 또는 사고 완화를 위한 격납건

물이 요구되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분석에서는 

컨파인먼트가 충분히 사고를 완화시키지 못하며 격납건물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출력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들은 운전특성 또는 원자로 위치에 따라 정상운

전 모드에서 격납건물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완화 기능이 없을 경우 잠재적인 

사고 또는 최대의 가상사고가 대중에 중대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격납건

물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분석 결과를 통해 컨파인먼트가 허

용할 수 있는 공학적 안전설비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보수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격납건물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들은 정상운전 중에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적다. 그

러나 신청자는 환경으로의 방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원자로 경계에서 일반적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핵종인 Ar-41은 원자로건

물로부터 연속적으로 방출되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분산된다. 신청자는 제어된 방출

과정에서 대중 및 시설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량이 규제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격납건물과 공기조화계통의 이러한 기능은 공학적 안전설비의 기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유출물 제어계통이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상운전에 요구되는 계

통으로서 동 계통의 설계기준 및 설계 내용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4장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와 제10장 “보조계통”에 기술되어야 한다. 제한 및 비제한 환경에서의 공

기 중 방사능의 확산 및 분산에 관한 사항은 제12장 “방사선방호”에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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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에 제시된 잠재적인 사고 시나리오의 가정 및 진

행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사고분석에서는 이들 가상사고가 대중, 시설 작업

자 및 환경에 중대한 방사선 피폭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

고가 이와 같은 피폭을 가져올 수 있다면, 분석에서는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

비가 환경으로의 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의 급격한 방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와 같

은 설계특성이 잠재적인 피폭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야 한다.

사고 시 공학적 안전설비 기능을 하는 격납건물이 필요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

설에서는 동 설비를 정상운전 중에 배기 구조물로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용도에 대한 조건과 비상 모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신호 및 기기를 제시하

여야 한다. 정상운전 중의 배기 구조물로서의 격납건물 설계 정보는 제한 및 비제한 

환경에서 공기 중 방사능의 확산 및 분산에 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제4장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제10장 “보조계통” 및 제12장 “방사선방호”에 기술하여

야 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고 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격납건물에 관하여 공학적 안전설비에 요구되는 사

고 완화 특성에 대한 설계기준 및 기능

2. 다음을 포함하는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중요한 설계도면, 개념도 및 

표와 운전변수 및 기술시방서

가. 체적 및 과압에 대한 대처 능력

나. 밀봉, 개스킷, 필터 및 관통부 (즉, 전기, 실험, 공기 및 냉각수를 위한 관통부)

다. 격납건물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필수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 

라. 필수 및 안전성 관련 기기에 대한 제작시방서

3. 제16장 “사고해석”에서 분석된 격납건물의 필요성에 대한 구조물의 기능을 알 

수 있는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도면(정상운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5장 “원자

로”와 제12장 “방사선방호” 등 다른 장들을 상호 참조)

4. 센서, 판독기, 모니터 및 격리 기기의 위치 및 기능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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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 계측 기기들에 관한 사항 (설계특성은 사고 환경 조건에서 운전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유출물의 환경 방출 또는 누설에 대하여 요구되는 제한사항 및 직접 방사선에 대

비할 수 있는 차폐방호 요소에 관한 사항

6.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운전 가능성 및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된 운전조건, 점검 방법 및 주기

Ⅱ. 허용 기준

격납건물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

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 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설계기준사고 후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급속히 감소시키고 허용 가능한 낮

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격납건물 열제거 수단을 구비할 것

② 설계기준사고 시 외부환경으로의 방사선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분열생성물

의 농도저감 수단과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격납용기 내부로 

유출되는 가연성기체 제어 수단을 구비할 것

③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조건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누설률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격납용기 설계기준사고 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 

⑤ 격납건물 압력경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격납건물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

비하여 그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파열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유도를 가질 것

⑥ 제한치 이상으로 방사능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

성 있게 격납건물을 외부환경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을 것 

원자로격납용기 및 이에 접속하는 용기와 이들 용기 안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

성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용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밀시험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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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 피폭을 방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선방호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① 종사자가 방사선구역 및 오염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관리 

설비를 갖출 것

②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출 것

③ 운전상태 및 사고상황 시 방사선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

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④ 벽⋅바닥 그 밖에 방사성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으로 평탄

하게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게 할 것

⑤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염설

비를 갖출 것

⑥ 오염된 공기를 환기하고 공기 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

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추고, 오염된 공기는 방사성오염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흐르게 하며, 방사성오염구역은 그 외부에 비하여 낮은 압력을 유

지하며 누설되거나 역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설계기준사고): 

① 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 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②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발전소 설계에는 설계여유도를 포함한 보수적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①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

⋅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 기능의 중요

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주기적인 시험⋅감시⋅검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

기는 예상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① 원자로시설에는 운전제한조건과 안전의 설정치 및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제한조건은 발전소의 운전조건이 설계기준 및 안전해석 결과를 만족하도록 

초기시험기간 동안 설비의 운전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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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격납건물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고 시나리오의 결과를 완화하는 설계특성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최소한 사고 시 대중 및 시설 작업자의 잠재

적인 방사선 피폭선량을 제한치 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잠재적 방사선 

피폭선량을 규제제한치 이하로 추가 감소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하다면 이

와 같은 사항이 설계목표가 되어야 한다.

3.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는 정상운전이나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이 요구될 경우, 격납건물이 이용 가능하고 운전 가능함을 

보장하는 설계특성 및 점검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격납건물은 시설 작업자의 잠재적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의 건강 및 안전 에 

과도한 방사선학적 위험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계측 및 제어계통은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더

라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계통은 사고 시나리오로 도출된 환경을 포함

하여 모든 잠재적인 운전조건에 대하여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될 운전제한치, 설계변수 및 점검요구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사고 시나리오,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해 적용 가능한 설계

기준, 동 설비의 설계 및 기능적 특성, 그리고 평가된 방사선학적 결과를 완화하는 효

과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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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되는 총 방사선 피폭선량은 설계의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출력 10 

MW 이하이고,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

설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열출력 10 MW를 초

과하거나,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해서

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

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한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핵연료 시험목적의 냉각재 순환루프를 

갖춘 원자로

  나.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단면적이 16 in2를 초과하는 핵반응과 

관련된 실험설비를 노심내부에 갖춘 원자로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격납건물이 없을 경우에 대중에 대하여 예상되는 피폭선량이 허용 제한

치보다 클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최대 가상사고를 확인하였다.

2. 제시된 격납건물의 설계 및 기능 특성들은 방사선 피폭선량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되며,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규제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

으로 잔여선량을 줄이는 추가 요인을 고려하였음을 보장하였다. 이때, 열출력 10 

MW 이하이고,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

설의 제한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규정되고, 열출력 10 MW

를 초과하거나,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제한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중에 대한 

최대의 예상 선량은 분석된 모든 사고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 “사고해

석”의 분석 결과로부터 결정된다.

  가.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핵연료 시험목적의 냉각재 순환루프를 

갖춘 원자로

  나.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단면적이 16 in2를 초과하는 핵반응과 

관련된 실험설비를 노심내부에 갖춘 원자로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험, 점검 규정 및 주기, 그리고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는 격

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이용 가능성 및 운전 가능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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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건물에 관한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는 원자로 운전 및 정지를 방해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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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절 비상노심냉각계통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경우 정상운전 시에는 핵연료로부터 나오는 열만을 제

거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열을 핵연

료로부터 제거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6장 “원자로냉각계통 및 연결계통”에 제시되는 

냉각재계통에 의해 수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일 사고로 인해 냉각재가 상실된다면,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는 붕괴열이 커서 핵연료 및 핵연료 피복재의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이 필요할  수 있다.

냉각재 상실사고는 시설 작업자, 대중 및 환경에 잠재적인 방사선학적 영향을 포괄하

는 사고로 정의될 정도로 최대의 가상사고일 수 있으며 신청자는 동 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 16장 “사고해석”에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가상의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하여 사고 시나리오 진행에 따른 비상노심냉

각계통의 설계기준 및 성능요건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 적용되는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은 예상운전과도로 인하여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노심 냉각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도록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1조의 요건은 비상노심냉각계

통이 핵연료와 피복재의 손상 시에도 충분한 노심 냉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하며, 중요한 기기들에 대한 적절한 주기적 검사와 기능시험이 수행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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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설계기준 및 성능요건은 안전성분석보고서 16장 “사고해석”에 제시되는 냉각재 

상실사고 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2. 설계특성은 사고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요구시간 동안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적절한 

냉각수 주입유량을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특성은 정상 및 비상 

전원과 냉각수와 같은 모든 필요 설비들이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이용 가능함을 보장

하여야 한다.

3.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정상운전 또는 원자로정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비상노심냉각계통에 의해 완화된 냉각재 상실사고 시 방사선학적 영향은, 열출력 

10 MW 이하이고,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

로시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선량한도를, 열출력 10 MW를 

초과하거나,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제한치보다 훨씬 낮

아야 한다.

  가.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핵연료 시험목적의 냉각재 순환루프를 

갖춘 원자로

  나.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단면적이 16 in2를 초과하는 핵반응과 

관련된 실험설비를 노심내부에 갖춘 원자로

5. 필요한 경우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시나리오 및 그 결과를 파악하고 동 사고로 인한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 또는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 상실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 “사고해석”에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제시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검

증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가 허용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비상노심냉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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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상세 설계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설계 및 성능 요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방사선학적 영향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선량한도 또

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 상세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중대한 핵연료의 손상 또는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 상실과 허용 수준을 

벗어나는 방사선학적 영향을 야기하는 잠재적 또는 최대의 가상적인 냉각재 상실사

고를 확인하였다.

2. 신청자가 제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6장 “사고해석”에서는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을 포함하고 있다.

3.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정상운전 및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는다.

4.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오염된 일차냉각재를 포함,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

을 야기하지 않는다.

5. 비상노심냉각계통은 그 운전 가능성 및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 으

며, 주기적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들이 운영

기술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다.

6.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사고해석에서 결정된 요구 유량 및 시간을 만족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또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정상전력 및 냉각수원, 그리고 필요할 경우 대

체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7. 설계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은 원자로시설의 냉각재 상실사고 시 대중, 환경 

또는 시설 작업자에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방사선학적 피폭을 주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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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계측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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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계측제어계통

제 8.1 절 개요

검토주관: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계측제어계통은 원자로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를 완화

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는 감지기, 전자회로, 표시기 및 구동장치로 설

계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계측제어계통은 노심 중성자속 밀도, 핵연료 온도, 

냉각재 유량, 온도 및 수위를 측정하는 신호검출 채널과 원자로시설 내부의 방사선 준

위 및 환기상태와 같은 운전변수를 감시, 지시 및 기록하는 설비들로 구성되며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2종류의 하부계통들(Subsystems)로 분류된다.

1. 정상 상태의 전 범위에 대해 원자로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원자로 제어계통, 연동 

장치, 그리고 방사선 감시계통

2. 발생 가능한 사고, 오동작, 운전원 실수, 방사성물질 누출과 같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계측제어계통에 추가되는 안전계통 

가. 원자로정지계통(Reactor Trip System)

나.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 (ESF: Engineered Safety Feature)

다. 방사선 안전 감시기(몇몇 기기들은 하부계통의 일부일 수 있음.)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의 검토 목적은 (1) 계측제어계통 설계가 연구용⋅교육용 원자

로시설이 정상운전 및 사고 상태에서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

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2)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들이 적절히 구

분되어 요구되는 신뢰도 수준을 유지하며 (3) 안전 관련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들의 주기

시험과 보수 내용이 관련 시험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에서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계측제어계통 설계에 대한 

개략적 요약으로 계통 구성 블록선도, 논리 도면, 다양한 하부계통들 간의 제어 흐름도 

및 결선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계측제어계통 안전성, 설계 철학 

및 설계 목적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설계 다중성, 다양성 및 신호 격리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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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측장치 설계 형태 – 계측장치들의 설계 형태(아날로그 방식, 컴퓨터 기반 디지

털 방식 및  혼합형)를 기술하여야 한다. 만일, 혼합형 설계가 사용된 경우는 아날

로그 설계 부분과 디지털 설계 부분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이들 간의 상호 연

관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계통 설계등급 –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들은 수행 기능(원자로 보호계통, 원자로 

제어계통, 방사선 감시계통 및 기타제어계통 등)에 따라 범주별로 구분하여 기술하

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에 제시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고유의 계측

제어계통 설계가 유사한 원자로시설에서 승인된 내용들(감지기 채널, 안전 신호처리채

널 및 제어소자 구성 등)과 동일하게 다중성 및 다양성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으며, 8.1절 개요에 기술된 작성서식 및 내용이 본 지침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허용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계측제어계통 설계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하부계통들의 범주별 설계등급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

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는 계측제어계통은 다음과 

같은 5개의 하부계통으로 분류된다. 

1. 본 지침서에서 원자로 보호계통은 원자로 정지계통과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을 

포함한다. 원자로 정지계통은 원자로시설의 사고 발생 조건에서 노심에 제어봉을 

신속하게 삽입하기 위한 회로 및 장치들을 의미하며,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은 

사고 기간 중 노심의 열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가동하거나 원자로시설 외부

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물리적 방벽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회로 및 

장치들을 의미한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8.2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2. 원자로 제어계통은 원자로시설의 예상운전과도 조건이나, 안전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이후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시설의 공정변수들을 

제어하는 회로 및 장치로서, 정상운전 중에 사용된다. 원자로 제어계통은 안전성분

석보고서 8.3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3. 기타 계측제어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및 연동계통을 포함한다. 안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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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계통은 원자로시설의 정상운전 및 사고 발생 기간 중에 원자로를 안전하

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은 정해진 사전조

치가 없을 경우에 원자로 제어봉 구동을 방지하고, 특정 사고 발생 조건에서 작업

자 보호 또는 안전계통의 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작동시킨다. 기

타 계측제어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8.4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4. 방사선 감시계통은 원자로시설 정상운전 및 사고 발생 기간 중 시설 내부의 방사

선 준위를 측정, 지시 및 기록하기 위한 설비로서 측정된 방사선 준위가 허용 설정

치를 초과하는 경우 원자로시설 운전원에게 경보를 발생시키는 회로 및 장치이다. 

방사선 감시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 8.5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5. 제어실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을 운전하기 위한 제어반과 다양한 계측 및 

제어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다. 제어실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설비들이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제어실 설계와 관

련된 사항은 안전성분석보고서 8.6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Ⅱ. 허용 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9조(원자로 출

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제26

조(원자로 보호계통),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및 제38조(경보장치 등) 규제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IAEA에서 제정한 관련 규제요건 및 규제지침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NS-R-4, SSG-20, SSG-22, SSG-24, NS-G-4.2를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 규제위원회(NRC) 규제지침 NUREG-1537 Part 1&2, Reg. Guides 1.22, 1.53, 1.75, 

1.89, 1.22, 1.152 및 1.170 권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력산업기술기준위원회의 기

술기준 IEEE Std. 603-1998, KEPIC ENB-1100 및 ENB-6100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안전계통으로 분류되지 않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들의 품질과 신뢰성은 안전계

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EEE Std. 603-1998, KEPIC 

ENB-1100 및 ENB-6100 표준은 비안전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는 설계 요건은 아니지

만, 기능적 신뢰성 목표를 제시하는 데 유용한 개념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표

준은 검토자가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설계 개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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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에 대한 검토는 아래에 열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1.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이 8장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반

적으로 안전성분석보고서 8장에는 안전심사지침 8.1절의 검토 분야에 포함된 주요 

계측제어계통을 다루게 된다.

2.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 기준들이 각각의 계통

에 적절하게 명시되었는지를 확인 및 검토한다. 

3.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이 개별 계통에 적절

한 지침으로 명시되었는지를 확인 및 검토한다. 

4. 신청자가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에 대해서 다른 이의

를 제기할 때 검토자는 이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를 확인 및 검토한다. 

5.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계통을 신청자가 제안하는 경우에 검토자는 참고 문

헌 6항에 제시된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에 대한 추가지침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6. 본 검토에는 이미 검토되어 승인된 바 있는 계통들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

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도 포함한다. 이들 계통에 대한 평가는 사전 승인 내용(특

정기술주제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며, 사전 승인 내용과 다른 기술 및 평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었음

을 확인해야 한다.

7. 신청자가 제안한 계통이 이전에 검토되어 허용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경

우에는 검토자는 검토를 진행하기 이전에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기술을 확인

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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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8.1절에 안전에 중요한 계

측제어계통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내용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2. 신청자는 8.1절에 제시한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설계

요건 및 설계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명시한 계통에 적용 가능한 규제지침 및 산업기

술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신청자가 제시한 계측제어계통 설계요건 및 설계기준의 이행은, 수행되어야 할 안

전 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한 품질 표준에 따라 설계, 제조,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한

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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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절 원자로 보호계통

검토주관: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원자로 보호계통의 일차적 기능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핵연료 손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운전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제어봉을 삽입시

킴으로써 빠른 시간에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제어봉의 자동 삽

입은 운전원의 수동 조작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감시되어야 할 운전변수들로는 노심 중성자속, 핵연료 온도 (TRIGA 설계에 주로 

해당), 일차냉각재 유량 및 온도, 냉각재 수위 및 방사능, 그리고 원자로 지역 방사선 

준위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일반 대중 또는 환경에 허용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방사능 위험도를 나타내는 수준으로 설계 및 운전될 수 있다. 원자로 제어계통

과 원자로 보호계통은 서로 유사한 하부계통, 기기 및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원자로 운전과 관련된 방사능 위험도를 고려하여 원자로 제어계통과 

원자로 보호계통 간의 물리적 격리 및 독립성 설계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 결과, 원자로 제어계통과 원자로 보호계통이 결합되어도 원자로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 계통을 상호 분리하거나 

독립 또는 격리 설계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원자로 제어계통에 원자로 자동정지

신호를 제공하여 제어봉을 낙하시키는 하부계통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안전채널을 추가

함으로써 원자로시설의 원자로 보호기능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허가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왔다. 본 검토지침서는 이

러한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허용 가능함을 기반으로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경우는 설계 목적 및 원자로시설의 운전과 관련된 방

사선 재해 위험도에 따라 계측제어계통 구성 및 기기 설계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만약,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운전과 관련하여 종사자, 대중 및 환

경에 미치는 방사선 재해 위험도가 심각하다면, 원자로 정지계통과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은 각각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방사선 재해 영향이 매우 작고 경미한 경우에는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설계가 생략될 수 있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설계가 생략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경우,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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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검토 단계에서 공학적 안전설비 설계 내용과 사고 조건에서 사

고 완화를 위해 요구되는 안전 관련 설비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Ⅰ. 검토 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 8.2절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검토자는 원자로 보호계통을 구성하는 

신호감지기, 신호처리기, 격리장치, 바이스테이블, 논리 매트릭스,  컴퓨터 기반 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원자로 트립 및 제어 신호우회(Bypass) 및 연동(Interlocks), 전

원공급기 및 구동장치가 원자로를 정지(Shutdown) 시키기에 적합한 설계인지와 이러한 

장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어봉을 신속하게 자동 작동시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 8.2절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에 적용된 설계기준, 허용 기준 및 규제지침

2. 원자로 상태를 감지하여 원자로 정지 또는 원자로 보호조치를 개시하는 데 사용되

는 계측장치, 컴퓨터 기반 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기 및 전기-기계적 장

치들의 설계 내용을 설명하는 논리도 및 배선도

3. 원자로 안전 기능 수행을 위한 설계 적합성 분석 결과의 설계기준, 허용 기준 및 

규제지침 부합 여부

4. 원자로 정지에 사용되는 검출기 채널의 설계 적합성 분석 내용(본 검토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타분야 검토와 연계하여 수행)

5. 안전제한치(Safety Limits), 안전계통설정치(LSSS) 및 운전제한조건(LCO)에 대한 안

전성분석보고서 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원자로 보호계통의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와, 제안된 원자로 정지 설정치, 시간지연(Time Delay), 정밀도 요건 및 구동설비 

응답이 원자로 “운영기술지침서” 기술사양에 일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내용 

6. 컴퓨터 기반 원자로 보호계통을 구성하는 하부계통 컴퓨터 기반 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확인 및 검증(V&V) 프로그램

7. 원자로 보호계통 설비가 부여된 안전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설정된 주기시험 및 점검 주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 내용(본 검토는 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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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침서 검토와 연계하여 수행)

8. 원자로 보호계통이 단일고장 상태에서도 고유의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내

진 및 내환경검증,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요건에 만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안

전성분석에서 고려된 내용

Ⅱ. 허용 기준

이 절에 적용되는 원자로 보호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 보호계통)제1항: 원자로시설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원자로출력의 현저한 상승이나 노심냉각 능력의 현저한 감소 등 예상운전과도에 

의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검출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반응도 제어계통과 관련 계통을 자동적

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사고조건을 사전에 감지하여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 보호계통)제2항:원자로시설

의 보호계통은 안전 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

하여야 한다.

① 안전 기능에 적합한 기능적 신뢰성과 운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단일고장에 의하여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호계통의 운전 허용신뢰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단일 기기 또는 채널을 운전에서 제거하더라도 요구되는 최소 다중성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의 운전중 발생 가능한 고장 및 다중성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채널에 대한 시험능력을 포함한 주기적 시험능력을 가져야 한다. 

② 다중채널(multiple channel)에 미치는 자연현상의 영향, 점검⋅보수⋅시험을 포함

한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등의 영향에도 보호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 

③ 파손, 전력⋅계기용 공기 등의 에너지원 상실 또는 최악의 가상환경 조건에서도 

고장안전 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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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에 기술한 상태에서도 다중성⋅독립성 및 신뢰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건전한 

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계통으로부터 분리할 것. 

  1. 단일 제어계통 기기 또는 채널 고장

  2. 제어 및 보호계통의 공용기기 또는 공용채널 고장

  3. 단일 채널의 운전중 제거

⑤ 우발적인 제어봉 인출 등 반응도 제어계통의 단일 오동작시에도 연료허용손상한

계의 초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 

⑥ 예상운전과도 상태에서도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⑦ 운전조건에 따라 정지 또는 작동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 

⑧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지털 기기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통유형고

장이 발생하더라도 요구되는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동기능을 포함한 심

층방어 및 다양성 설계기법을 사용할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로 보호계통은 자동 작동되어야 하고 다른 계통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수동 원자로 불시정지 신호가 원자로 보호계통에 입력신호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원자로 보호계통은 가상 초기사건 전 범위에 대해서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자동으

로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 부품의 가능한 고장(단일고장)이 이러한 보호기능

의 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원자로 보호계통은 필요한 자동조치들이 일단 시작되면 수동조치에 의해 방해를 

받거나 또는 중지될 수 없으며 어떤 수동조치도 사고 이후의 짧은 시간 동안에 필

요치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 보호조치들은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일단 

자동 개시되면 완료될 때까지 진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 보호계통은 우발적 단일고장 또는 오동작에도 요구되는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검출기 채널 및 제어 인

자들은 다중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고장-안전 거동과 다양성 기법과 같은 설

계기술들이 원자로 보호계통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한다.

5. 원자로 보호계통에 공통원인고장(예: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노후화 및 

인적요소에 의한 고장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보호계통은 원자로가 안전한 상

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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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은 원자로 제어계통의 기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모

든 기기들은 고유의 안전 특성을 쉽게 시험, 검증 및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은 안전성분석보고서 분

석 결과에 근거하여야 한다.

7. 안전계통 설정치 및 안전운전 제한조건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원자로 보호

계통의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 작동성 점검 및 교정에 대한 주기 및 범위에 대한 

요건이 운영기술지침서에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요건에는 적용 범위, 운전주

기 및 허용 가능한 운전한계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전주기에 대한 

내용에는 초과되지 않아야 할 최대 평균 시간간격이 제시되어야 한다. 

8. 원자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과 같이 모든 운전모드와 상태에서 보

호기능을 갖추고 운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로 저출력 운전조건에서 부주의

한 과도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작업종사자 또는 원자로의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주기 정지(Reactor Period Scram) 기능이 요구될 수 있다.

9. 감지기(검출기) 채널의 운전영역은 원자로 정상 및 과도 출력(임펄스 또는 구형파) 

조건에도 감시 대상 변수들의 예상되는 변화 영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충분하

게 설정되어야 하며, 채널 민감도는 해당 변수가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정밀도 및 정확도 수준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10. 자동 원자로 출력감발(Runback) 또는 원자로 정지 하부계통은 오동작 또는 전원

상실 조건에서도 고장안전작동(Fail-to-Safe)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피동적

(Passive) 설계로서 작동이 개시되면 안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된 응답시간 제한치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11. 원자로시설 운전원은 수동 정지 스위치 또는 연동(Interlock) 장치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수동 정지 및 연동 기능들에 대해서는 우회(Bypass) 가능

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 시 안전에 중요한 연동과 수

동 정지 기능이 부주의하게 우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원자로 보호계통 채널의 작동 개시 상태를 나타내는 경보 기능을 갖고, 원자로 

운전을 재개하는 경우 경보를 초기화(Reset)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3. 원자로 정지계통은 운전원의 추가적 조치가 없어도 최소한 제4장 및 운영기술지

침서에서 정의된 정지여유도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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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14.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응답시간은 모든 원자로 운전영역에서 적어도 최소한

의 방어 기능이 작동되는지를 시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5. 원자로 보호계통 검출기 또는 감지기 장치는 독립적인 채널들에 의해서 원자로가 

안전제한치 이내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계통 제한

설정치 및 운전제한조건 설정치는 분석을 통해 수립된 실험으로 검증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16. 원자로 보호계통이 컴퓨터 기반 계통으로 설계되는 경우, 컴퓨터 기반 계통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는 IEEE 7-4.3.2-2003 및 Reg. Guide 1.152  지침을 만족

하여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의 경우 ANSI/ANS 10.4-1987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ANSI/ANS 15.15-1978 기준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계측 및 제어계

통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일반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기준과 원자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또는 적기

의 보호조치로 원자로 또는 종사자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방지하거나 완화될 

수 있는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 및 계획된 운전 기능은 이 절에

서 제시한 설계기준 및 허용 기준과 비교되어야 한다. 

검토는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의 복잡성을 평가하는 데 충분한 정도로 상세히 이루어

져야 하며, 원자로 운전 중 오동작 또는 운전기능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한다. 

검토자는 제출된 원자로 보호계통 논리 및 설계특성을 운전이력이 유사한 원자로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컴퓨터 기반 설비의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내용이 

요구되는 기술기준(예, IEEE Std. 7-4.3.2-2003 등)에 따라 충분한 품질을 갖도록 설계되

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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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 보호계통에 제시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 

원칙을 분석하였다. 보호채널 및 작동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된 안전제

한치, 안전계통 제한 설정치, 또는 원자로 보호계통 관련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원자로 보호계통 설비는 이 지침의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 가능한 설계 관례

에 따라 고품질 기기들로 구성하였으며 설계 시 고려된 운전조건에서 계통 시험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원자로 보호계통은 다른 하부계통의 고장 또는 오동작에도 안전성분석보고서 분석 

결과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격리 및 독립성을 충족하는 설계임을 확인하였다. 

4. 원자로 보호계통은 계통 내부의 우발적인 단일 오동작 사건 발생에도 부여된 기능

을 유지하거나 또는 원자로를 안전정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원자로 보호계통은 모든 정상운전 영역에서 대중, 종사자 또는 환경에 미치는 방

사선 위해도(Risk)가 심각하지 않도록 원자로 사고를 방지하고, 방사선 재해를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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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 절 원자로 제어계통

검토주관: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원자로 제어계통은 원자로시설의 사고 조건에서 안전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원자로시설의 운전 중 노심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원자로 기동, 출

력 변경, 출력 유지 및 원자로 정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운전변수들을 제어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설계에서 원자로 제어계통은 단기간 동안 노심 반응도를 

급작스럽게 변화시켜 고출력 펄스(Pulse) 파형을 발생시키거나 구형파(Square Wave) 출

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원자로 제어계통은 일반적으로 핵계측설비, 공정계측설

비, 제어장치 및 연동(Interlock)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핵계측설비(Nuclear Instruments)는 원자로 전 출력영역에 대한 원자로 내부의 중

성자속을 감시한다. 일부 원자로 설계에서 핵계측설비는 원자로 기동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자로주기(Reactor Period)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핵계측설비에는 

선형 및 대수형 중성자속 채널이 갖추어져 있으며, 적어도 하나의 선형 중성자속 

채널은 원자로 열출력 대비 교정이 이루어진다.

2. 공정계측설비(Process Instruments)는 원자로냉각재 유량, 온도 및 수위와 원자로 

제어실의 공기 순환 상태와 같은 원자로시설 운전변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에서 이와 같은 정보는 원자로 보호계통으

로 전달되기도 한다.

3. 제어장치(Control Elements)는 일반적으로 운전원이 원자로 상태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원자로 제어봉의 위치를 변화시켜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이들 장치는 아날로그 제어방식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디지털 제어방식

으로 설계된다.

4. 연동(Interlock)은 정해진 사전 조치가 없을 경우에 원자로 제어봉이 구동되지 않도

록 방지하는 장치로 보호(Protection) 연동 및 억제(Inhibit) 기능이 있다. 연동의 기

능은 작업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관련 계통의 원하지 않는 작동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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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분야

원자로 제어계통에 대한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로 제어계통의 설계에 적용된 설계기준, 허용 기준 및 규제지침 

2. 전체 계통구성 및 하부계통 설계와 관련한 논리도, 개략도 및 기능도에 대한 설명

3. 원자로 출력, 출력변화율 및 펄스운전 정보에 관한 설계기준 부합성

4. 원자로 운전 제어를 위한 공정변수 정보에 관한 설계기준 부합성

5. 정기점검 및 주기를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 기준 개발을 위하여 적용한 기능 설계 및 분석

6. 원자로 보호계통 안전 기능 수행 또는 원자로 안전정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자

로 제어계통의 고장모드 분석 결과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원자로 제어계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에는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어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 8.3절 검토에 적용되는 원자로 제어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감지기(검출기) 채널의 작동 범위는 원자로 정상운전 또는 과도운전(펄스 또는 구

형파 운전) 시에 감시 대상 변수들의 예상되는 변화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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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한다.

2. 미임계 준위에서 허가된 최대 원자로 출력에 도달할 때까지 중성자속을 연속적으

로 지시하여야 한다. 연속적인 지시는 특정 검출기 채널에서 다른 검출기 채널로 전

환되어 관측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계측 영역이 서로 중첩(One Decade 이상)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원자로 제어계통 감지기 채널의 감도는 원자로 제어에 요구되는 충분한 정밀도와 

정확도를 지녀야 하며 원자로 정상운전 전 영역에 요구되는 공정변수들의 상태 및 

크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원자로 제어계통 중성자 검출기(또는 감지기) 채널은 원자로 출력준위 및 출력 변

화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원자로 제어계통은 펄스운전을 포함하여 모든 원자로 운전모드에 대해서 노심 반

응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과잉 반응도(Excess Reactivity) 및 정지 여유도

(Shutdown Margin) 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원자로 제어계통은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수행 또는 원자로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허가된 출력 영역에서 원자로 출력상태를 다채널 설비로 

지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디지털 제어방식의 경우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IEEE 7-4.3.2 기준과 Reg. 

Guide 1.152(개정3) 지침을 참조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ANSI/ANS 10.4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ANSI/ANS 15.15-1978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일반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9. 원자로 제어계통을 구성하는 하부계통 및 기기들은 설치 위치에서 예상되는 정상

적인 환경 영향에서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쉽게 시험이 가능

하고, 정확하게 교정될 수 있어야 한다.

10. 원자로 제어계통 정기점검 및 교정주기를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은 안전성

분석보고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야 하며 검출기 채널, 제어인자 및 제어장치들의 

가용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1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경우, 원자로 제어계통은 원자로 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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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임계진입 상태, 정상 출력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자로 주기(Reactor 

Period) 또는 반응도 증가율(Startup Rate)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12. 중성자 기동 선원의 위치 및 중성자 방출율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자로 

기동채널의 위치 및 감도가 원자로 정지 시에도 노심의 반응도 변화를 정확히 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13. 연동을 갖는 기동채널은 원자로 중성자속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노심 내

에 충분한 중성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자로 기동(반응도 증가)을 하지 말아야 한다.

14. 기동 및 저출력 영역 검출기채널은 노심의 중성자속 밀도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 출력운전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노심에 존재하는 감마선이 

분리 ․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15. 사전에 설정된 원자로 출력준위까지 적어도 하나의 중성자속 측정 채널이 중성자

속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에 대한 안전제한치가 있는 원자로의 경우,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채널의 측정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출력에 대한 안전제한치가 없는 원자로의 경우, 현재 출력이 허

가된 출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게 측정 채널의 측정 범위가 설정

되어야 한다.

16. 자동 및 수동 제어봉 흡수체, 구동기, 표시계통은 원자로 주기, 출력진동 및 출력

준위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4장의 원자로 동적해석 결과에서 제시된 허용치 이내

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수동 운전 및 연동을 위하여 제어봉 및 구

동기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7. 펄스운전 또는 구형파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원자로에 대해서는 과도상태에

서의 제어봉 및 구동장치, 연동기, 모드 스위칭, 검출기 채널, 기타 관련 계기 및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가 핵연료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으며, 작업자 위해도가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8.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분석된 운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제

어봉, 구동기 및 표시기 또는 연동 설비를 주기적으로 교정, 검사 및 시험하기 위

한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19. 신청자는 정상운전 전 범위에서 작업자 위해도 및 계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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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연동에 관한 내용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시험 및 우회설비

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에 제시된 하부계통들에 대한 연동 설계 내용

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과도 제어봉 구동기

나. 출력준위 또는 원자로 주기 기록계

다. 기동 중성자 계수기

라. 제어봉 집합 운전장치

마. 냉각재 유량 또는 온도 상태

바. 빔 포트

사. 열중성자 칼럼 통로 (Thermal column access)

아. 조사 챔버

자. 공기식 또는 유압식 조사기

차. 고방사능 영역

카. 격납계통

타. 실험장비 및 빔 라인

파. 특수 경보기 또는 정보계통

Ⅲ. 검토 절차

원자로 제어계통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토자는 제어계통을 구성하는 부품 또는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원자로 상태가 안

전성분석보고서 15장에 기술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지 않는지를 평가하여

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8.1절에서는 전체 원자로 설비에 대한 모든 정상기능 및 변수들

에 적용되는 계측 및 제어 하부계통들의 설계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

성분석보고서 다른 장에 포함된 모든 원자로시설 기능과 계통에 대한 계측제어 정보가 

8.1절에 모두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로 제어계통은 다양한 하부계통들로 구성되므로, 앞서 검토 분야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다른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

음을 예상하여야 한다. 각 하부계통들에 대하여 8.3절에 나열된 모든 요소들을 기술하

여야 하며, 원자로 정상운전 시에 원자로 제어계통의 기능 수행을 위한 하부계통들 간

의 연계성, 연동 방법 및 위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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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모든 설계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설계 자체가 관련 설계 기준 및 

허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디지털 기반계통 설계의 경우에 설계 내용이 요구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설

계되어 충분한 품질이 보증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원자로 제어계통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 정상운전 시의 운전특성을 적절히 분석하였으며 분석 내용에는 

원자로 정상상태 열출력준위, 펄스운전 기능(해당되는 경우), 원자로 이용계획이 포

함되었다. 또한, 신청자는 원자로 제어계통의 기능과 원자로 정상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하부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2. 원자로 제어계통 기기 및 장치들은 허용 가능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니고 모든 

설비의 운전변수들을 감지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응답시간 이내에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현장 제어설비들은 원자로 동적특성에 부합하도록 설

계되었다.

3.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종사자에 대한 위해인자를 제한하고 단일 기기의 고장 시에

도 다른 하부계통 및 기기들 간의 연동으로 운전정보 및 제어기능의 완전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내용에서 충분한 연동, 다중성 및 다양성을 갖추었음을 입

증하였다.

4. 원자로 제어계통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설계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의 단일기기 

고장 시에도 원자로 보호계통 기능 수행 또는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이 저해되지 않

도록 설계되었다.

5. 주기시험, 점검 및 교정에 관한 사항과 정기점검 주기에 관련된 운영기술 지침서 

기준은 원자로 제어계통이 설계된 기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신청자는 실험장치가 원자로에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험장치들에 대한 설치된 연동기능 또는 피드백 제어 기술 사항들을 적절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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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향후 실험에 적용 가능한 연동기능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하였다. 

7.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로 제어계통 설계분석 내용 및 적용 설계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 정상운전 시에 원자로 보호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

험이 계획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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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절 안전에 중요한 기타 계측제어계통

검토주관: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안전에 중요한 기타 계측제어계통은 제어반, 지시설비, 경보설비 및 제어설비를 포함

한다. 이들 설비들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운전의 핵심 요소이다. 운전원은 제어

반에 설치된 지시설비 및 경보설비를 통하여 원자로시설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

으며 필요시 제어설비를 사용하여 원자로의 출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

검토자는 제어반에 설치된 지시설비 및 경보설비들의 설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운전원들이 제공되는 정보를 숙지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 제어반에 지시설비, 경보설비 

및 제어설비가 통합되어 집적화된(Integrated) 설계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 기능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에 비하여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지시하는 데 매우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제어반, 지

시설비, 경보설비 및 제어설비의 설계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점진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검토자는 디지털 신호처리, 정보지시 및 제어기능에 대

한 효과성 평가에 추가하여 디지털계통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V&V) 활동을 평가

하여야 한다.

Ⅰ. 검토 분야

제어반은 정보처리, 논리회로, 자동 개시, 지시설비 등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회로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어반에 대한 평가에서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 8.4절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자로 및 기타 계통 공정변수를 감시하기 위한 계측장치 출력신호 설계 및 이들 

신호들 간의 상호 상관성

2. 원자로시설 감시변수 각각에 대한 신호처리 및 제어방식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 

그림 또는 사진 등

3. 원자로 제어계통 및 원자로 보호계통 입∙출력 설계 내용(지시기, 특정 운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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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계, 경보창 및 경보기 설계 등)

4. 인원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연동(Interlock) 설계 내용

5. 원자로 및 기타계통 공정변수 운전정보를 조합하여 운전원에게 보여주는 아날로그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내용

이외에도 원자로 안전제어와 관련한 운전 편의성 및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어반, 지시설비, 경보설비 및 제어설비 설계에 적용된 허용 기준,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2. 안전에 중요한 기타 계측제어계통 설비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논리도, 

기능 제어도, 개략도 및 기기 위치 도면 등

3. 원자로 안전운전에 요구되는 제어조치, 보호조치, 정보관리기능, 저장기능 및 표시

기능 등에 대한 적절성 분석 결과

4. 원자로 안전운전 관련 계통의 제어입력 및 표시변수들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하여 

연계분야 검토자 검토 내용

5. 계측장치 및 기기들이 설계 시 의도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주기시험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운영기술지침서 내용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안전에 중요한 제어반, 지시설비, 경보설비 및 제어설비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에는 안전관련 기기의 기능상실 또는 잘못된 조작 등에 의하여 원자로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한 때 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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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동항제

9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방사선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을 감

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와 일차 냉각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련

되는 주요 기기들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안전에 중요한 기타 계측계통 평가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어반 계기 및 표시 설비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을 갖는 적용 가능한 계통

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제어반 계기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보호계통의 안전 기능 수행 또는 원자로 안전

정지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3. 제어반, 지시설비 및 기기들은 용이하게 시험이 가능하고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여

야 한다.

4.  개별 계측장치들의 측정범위는 원자로 운전 중 감시 대상 변수들의 예상 변화 범

위를 충분히 포함하여야 한다.

5. 안전성 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 제어반 계기 및 기기들은 전원상실 시 안전한 상

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거나, 주요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비상전원이 

높은 신뢰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제어반 계측장치의 정기점검 및 주기시험을 포함하여 운영기술지침서의 기술적 근

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 8.4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7. 원자로 상태를 표시하는 출력 및 표시장치는 원자로 제어 및 수동 보호 시스템에

서 운전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조절봉, 정지봉 및 과도봉 위치 표시와 제한값 지시등은 제어반에 설치되어 운전

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노심 반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운전원이 계속적으로 원자로 출력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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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내에 유지하도록 감시해야 하는 중요 변수들과 관련된 기타 제어기 및 표시

설비들 또한 운전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제어반의 경보창 또는 경보 내용은 조작 중인 계통, 연동 여부, 설치된 실험장치, 

공기식 왕복 삽입장치, 방사선장 및 방사능 농도, 그리고 차폐 상태와 같은 계통

들의 운전 상태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1. 안전등급 디지털기반계통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IEEE Std. 7-4.3.2 및 Reg. 

Guide 1.152 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은 IEEE Std. 

1012를 만족해야 한다. 비안전등급 디지털기반계통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IEEE Std. 7-4.3.2 및 Reg. Guide 1.152, 그리고  IEEE Std. 1012를 참조할 수 있다. 

이외에도 ANSI/ANS 15.15-1978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계측 및 제어계

통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12. 제어반의 잠금장치(Key) 또는 운전에 필수적인 입력(Password)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로 운전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Ⅲ. 검토 절차

제어실에 설치된 제어반, 지시설비, 경보설비 및 제어설비들은 원자로시설의 수많은 

주요 계통 및 하부계통들과 상호 연계되어 운전되므로,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다

른 장의 검토자와 8.4절 검토를 공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타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준 및 기능요건을 다른 연구용⋅
교육용 원자로시설 설계기준 및 기능요건과 비교 ․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제어반 기기 

배열 설계 내용이 운전원이 단시간에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조치를 이행하는 데 효과적

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전변수 표시설비, 제어장치 및 제어실의 공간적 배열도 병

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전산계통의 설계가 요구되는 기술기준(예, IEEE Std. 7-4.3.2-2003 등)에 따

라 충분한 품질을 갖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디지털 정보지시계통 또는 

운전원 지원설비가 이들 지침에 따라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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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모든 핵계측 변수 및 공정변수

들을 제어반에 표시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표시장치는 원자

로 제어반 운전원이 변수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즉시 인지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제어반 및 운전원 인터페이스는 원자로 운전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제어반에 출력되는 계측기기 및 제어기기 들의 운전 가능성 확인, 시험신호 입력, 

검교정 수행, 트립설정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의 사용은 

제어반 장치와 하부계통들이 설계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였다. 

3. 제어반에 변수 표시설비가 없을 경우에도 제어반에 설치된 경보창 및 경보장치들

을 통하여 안전한 원자로 운전에 중요한 계통들의 운전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 제어반의 잠금시스템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원자로를 작동시키지 못하도

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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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 절 방사선 감시계통

검토주관: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신청자는 이 절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노내 중성자속(flux)을 측정하기 위한 핵계측

기를 제외하고, 방사선 세기 또는 방사능을 감시하고 측정하기 위한 모든 기기, 장치 

및 계통들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 절의 내용들은 종사자 또는 환경 방사선 피

폭을 평가, 검토 및 제어하기 위한 방사선 감시계통을 다루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방사선방호”의 검토 분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검토되어야 한다.

 

피폭 및 선량 결과 해석과 관련된 방사선 감시계통의 상세 정보는 “방사선방호”에 

기술되어야 하며, 이 절에서는 방사선 감시계통의 계측제어 부분에 대한 조작원리, 설계 

및 기능수행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에서의 방사선 측정은 원자

로 진단 또는 안전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관련 기기들은 해당 절에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 감시계통과 관련된 기능으로 원자로냉각재 수위 감시, 냉각재 방사능 감

시, 핵연료 재고량 감시, 격납 또는 격납건물의 동작 및 실험 측정이 있을 수 있다.

검토자는 다음 기기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 검출기 및 시료채취 기기

2. 신호처리 기기

3. 시료채취, 검출, 신호처리 및 논리 제어를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4. 전원공급기

5.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작동시스템

계측제어계통이 방사선 측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계통 설계를 위한 허용 기준, 설계기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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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상의 조작 방법, 계기 논리도 및 개략도를 포함한 상세 정보

3. 설계 내용이 해당 계통의 기능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적절성 분석 및 

설계 기준, 제한치 및 지침의 적합성 분석

4. 정지/경보/알람 설정치, 시간 지연, 정확도 요건 및 작동 기기 응답 특성이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관련 분석 결과 및 운전제한조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5. 감시 대상 변수 설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 검토와 협조

6. 계통 및 기기의 운전성과 신뢰성 있는 기능 수행 확인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주기

가 적절히 설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검토사항과 협조

7. 본 계통의 단일고장 보호기능, 내진 및 내환경 보호기능, 다양성 고려사항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방사선 감시계통에 대한 설계 및 운영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제3호: 운전상태 

및 사고상황 시 방사선 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제1항 

제4호: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는 정해진 주

기마다 검정⋅교정을 실시할 것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58호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 ․ 교정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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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적용되는 방사선 감시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경우 해당 계통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원자로 제어계통 또는 원자로 보

호계통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원자로 보호계통의 안전 기능 수행 또는 원자로 안전

정지가 방해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본 계통 및 기기는 쉽게 시험이 가능하고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본 계통 및 기기는 이들 설비의 작동이 요구되는 환경 조건에서 신뢰성 있는 운전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계기의 감시 영역은 정상운전 영역 및 사고 조건에서 감시 대상 변수들의 예상 변

화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6. 분석 결과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되는 정밀도 및 정확도에 부합되도록 각 계통의 

감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7. 정기점검 및 주기를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의 기술 근거는 해당 계통이 운전가능

하고 설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8. 컴퓨터 기반 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IEEE 7-4.3.2 및 Reg. Guide 1.152 

Revision 2의 지침을 참고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계통에 적용되는 ANSI/ANS 10.4-2008의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ANSI/ANS 

15.15-1978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계측 및 제어계통 설계, 운영 및 평가

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방사선 감시계통 및 계측제어 기기의 설계 기준이 여러 감시 지역과 원자

로 유출 유로에서의 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신뢰성 있게 감시하도록 하는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통의 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다른 부분에서 논의된 기능 수행을 위한 감시 계통 및 기기들이 충분히 포함되었음

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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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해당 계통의 기기, 설계 및 기능을 설계기준 및 허용 기준과 비교 ․ 검토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산계통의 설계가 요구되는 기술기준(예, IEEE Std. 

7-4.3.2-2003 등)에 따라 충분한 품질을 갖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방사선 검출기 및 감시기의 계측제어 관련 설계 및 운영 원칙이 기술되었고 본 원

칙이 예상되는 방사선원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검토자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사선 및 방사선원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적절히 

기술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방사선원을 검출하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기, 계통 및 장치들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방사선 감시계통은 설비의 선량률 및 방사성물질 유출

량을 적합하게 검출, 측정할 수 있으며 허용 가능할 정도로 종사자, 환경 및 일반

인들에 대한 건강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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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6 절 제어실

검토주관: 계측분야 담당부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제어실은 운전조건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

고조건에서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비상시 운전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 이외에 분리되고 기능적으

로 독립적인 원격제어실을 갖추어야 한다.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건설

단계와 운전단계에서 신청자가 제출하는 제어실 (1) 설계 원칙, (2) 설계 공정, (3) 설계  

산출물의 인간공학적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제어실에 대한 설계 평가 단계에서 검토자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어실 설계에 적용된 허용 기준, 설계기준, 표준 및 지침.

2. 제어실 설계 공정 및 각 공정별 주요 수행업무

3. 제어반과 계통의 설계 관련 개략도 및 기능도에 대한 설명

4. 운전원들이 원자로시설의 운전조건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표시기, 제어기, 경보 및 기록 장치 등의 제어실 구비에 대한 설명

5. 제어실 운전원이 설치된 계측기 및 제어설비로 원자로시설의 운전을 안전하게 수

행할 수 있음을 확인 또는 입증한 시험결과

6. 원자로시설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조 구성, 절차서 및 교육훈련의 개발 계획과 결과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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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 설계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종사자와 인간⋅기계의 연계와 관련된 제어실 설계에는 인적 요소가 

설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2. 원자로 제어실에는 원자로시설의 운전 중 인적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안전에 중요한 변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원의 판단을 용이

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방지

나.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정정하거나 보상하는 수단을 제공

다. 운전원에게 의사결정 및 조치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

3. 필요에 따라 설치된 원격제어실은 주제어실과 물리적⋅전기적으로 분리되고 기능

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 정보와 시설 및 주변의 방사능 상황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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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8.6절 제어실에 대한 검토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제어실 설계에 승인된 인간공학 원칙,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였다.

2. 신청자는 제어실 설계에 인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NUREG-0711 

(Rev.3)에 명시된 설계공정별 업무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신청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인간-시스템 연계설비를 제어실에 제공

하였는지 제시하였다.

4. 신청자는 제어실 운전원이 제어실 설비와 절차서를 이용하여 원자로설비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있음을 확인 또는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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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신청자는 제어실의 작업공간 및 작업 환경, 경보계통, 제어기, 시각표시기, 음향신호

계통, 명판 및 인식보조물, 공정컴퓨터, 제어반 배치, 제어기-표시기 통합 등 인간-시스

템 연계설비와 관련 인간공학 표준 및 지침, 설계요건, 기본 및 상세설계 결과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제어실 설계에 적용된 인간공학 원칙, 표준 및 

지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제어실 설계공정에서 체계적인 설계방법론을 적용하여 인

간공학적 적합성을 만족시켰는지 평가한다.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인간-시

스템 연계설비를 제어실에 갖추고 있는지 또 제어실에 구비된 설비와 절차서로 안전운

전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설계일정, 이행상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제어실이 

인허가 신청자의 계획에 따라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기술기준 및 표준에 근거하여 설

치되고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감사를 

수행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어실 설계에 대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제어실 설계에 승인된 인간공학 원칙,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였다.

2. 신청자는 체계적인 설계공정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다. 또 설

계 과정에서 도출된 인간공학 설계결함에 대해 개선조치를 이행하였다.

3. 신청자는 제어실 작업공간 및 작업환경, 경보계통, 제어기, 시각표시기, 음향신호

계통, 명판 및 인식보조물, 공정컴퓨터, 제어반 배치, 제어기-표시기 통합 등 인간-

시스템 연계설비를 인간공학적으로 적합하게 설계하여 제어실에 제공하였다.

4. 신청자는 제어실 운전원이 제어실 설비와 절차서를 이용하여 원자로설비를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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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운전할 수 있음을 확인 또는 입증하였다.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2.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NUREG-0711, Rev.03, 2012

3.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NUREG-0700, Rev.02, 2002 

4. “Safety of Research Reactor”,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IAEA, 2005

5.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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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전력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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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전력계통

제 9.1 절 개 요

검토주관: 전기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장에서 신청자는 원자로의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교

육용 원자로시설의 전력계통을 기술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모든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정상전력계통을 필요로 한다. 일부 연구용⋅교육

용 원자로시설의 경우, 정상전력계통의 전력이 상실된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16장 

“사고해석”에 분석된 사건의 완화를 위해 충분한 전력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

하고, 원자로 안전에 관련된 명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 및 무정전 전력계통

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능에 대한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비상 및 무정전 전력계

통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과 이들 전력계통의 형태는 사안별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제5장: 원자로, 제6장: 냉각재계통, 제8장: 계측제어계통, 제10장: 보조계통, 제

11장: 실험시설 및 이용, 제12장: 방사선 방호, 제16장: 사고해석)에 제공된다. 이 장에 

포함되는 설계 및 기능에 대한 정보는 정상전력계통, 비상전력계통, 무정전 전력계통 

및 케이블 및 포설(배치) 4개의 절로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원자로시설 외부전력망과 스위치야드 또는 인입스위치기어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정상전력계통에 관한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검토

하며, 정상전력계통의 상실과 비상전력계통(안전등급으로 설계된 경우) 및 무정전 전력

계통 내 기기의 단일고장 시 설계기준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비상 및 

무정전 전력계통이 공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상기 계통의 설계에 적

용될 허용 기준 및 지침을 검토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전력계통 개요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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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안전에 대한 전력계통의 관계와 전력계통의 신뢰성을 강조하여 정상, 비상 및 무

정전 전력계통에 포함된 교류 및 직류 전력공급계통을 요약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은 적절한 개요도 또는 단선도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전력계통(정상전력계통, 비상전력계통, 무정전 전력계통, 케이블 및 포설) 설계, 설

치 및 시험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9.1절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즉, 원자

로시설과 외부전력망과의 연결을 포함한 외부전력망에 관한 간략한 설명, 원자로시설 

내의 전력계통(정상, 비상, 무정전 전력계통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전력계통

의 설계에 적용될 설계근거, 설계기준, 표준,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등과 이들의 적용 

범위에 대한 기술 내용, 각 기준에 따른 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기술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외부전력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와, 원자로시설과 외부전력망과의 상호 연결이 

명백하게 규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기술된 시설이 현존하는지 혹은 계획되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계획되었다면 각각의 설치 완료 일자가 명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술된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 9.1절 이외의 다른 절의 

내용과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원자로시설내의 전력계통에 대한 설명이 9.1절에는 간략하게 기술되고, 9.2절에서 

9.5절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한 정보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3. 전력계통의 설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기준 및 지침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전력계통의 개요 설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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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9.1절에 외부전력망과 원자로시설 간의 인입연결부를 

포함한 정상전력계통에 관한 간략한 설명, 원자로시설 내 교류 및 직류 전력계통 

등에 관한 간략한 일반적인 설명, 전력계통 설계 시 적용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전력계통 설계가 적용 가능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 설계

기준, 표준, 규제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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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절 정상전력계통

검토주관: 전기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정상전력계통은 시설의 구조물 ․ 계통 ․ 기기의 정상운전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으로서 외부전원(소외전원)을 포함한다. 이 계통은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 정지 및 원자로에 고유하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전력계통의 검토 분야는 이러한 기능과 설계기준(design bases)

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소외전력(외부전원)이 상실되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에는 정상전력계

통에 적용한 규정, 기술기준 및 표준, 지침에 따라 상업 ․ 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기 

및 케이블 중 고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분야는 안전심사지침서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 

(NUREG-1537 Part 1)의 8.1절을 참조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정상전력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정상전력계통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1항: 정상전력계통

은 예상운전과도(AOO)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가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사고(DBA) 시

에도 노심 냉각과 다른 필수기능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량과 능

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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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3항: 정상전력공급

계통은 운전중, 설계기준사고,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 시에도 고장가능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4항: 정상전력계통

은 소외전력(외부전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또는 비상전력공급원의 전력공급중

단이 나머지 전력공급원의 중단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정상전력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정상전력계통 설계 및 기능 특

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에서 도출한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정상전력계통은 원자로의 안전정지가 방해받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

록 전용 변전설비(개폐설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공유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정상전력계통은 소외전력(외부전원)이 상실되거나 전력 공급에 방해를 받는 경우

에도 원자로의 안전정지가 가능하고 방사성물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정상전력계통 공급회로(선로)는 안전 관련 계측제어설비의 기능 수행에 전자기적인 

간섭(EMI)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들 회로(선로)로부터 충분히 격리되어야 한다.

5. 정상전력계통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 정지를 위한 전력공급 요건에 부합

되게 운전 가능성을 보장하고 방사성물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

록 작성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정상전력계통의 설계기준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5, 6, 8, 10, 11, 12, 16장 

등에 제시된 요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정상전력계통의 설계특성 및 기기들이 규정된 

전력공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운전과 안전정지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전력계통 공급설비의 발생 가능한 고장, 전력공급 

중단 등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상전력계통 공급회로(선로)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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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와 다중성(적용되는 경우)이 원자로의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를 보장하고 방사성물

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을 막는 데 충분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정상전력계통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

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정상전력계통의 설계기준 및 기능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전력계

통은 요구된 모든 기기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정상전력계통의 설계는 이 계통의 전력 상실이나 전력 공급 중단과 같은 사건 발

생 시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3. 정상전력계통의 전기회로(케이블)와 안전 관련 계측제어회로 간의 의도하지 않은 

전자기적인 간섭(EMI)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회로(케이블)를 설계하고 배치하였다.

4. 정상전력계통의 설계는 이 전력계통의 사용이나 고장, 그리고 실험을 위한 제어가 

원자로 손상을 초래하거나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보장

하고 있다. 

5.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정상전력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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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절 비상전력계통

검토주관: 전기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 제5장에서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유지하고, 제7장 및 제16장에서와 

같이 요구되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운전을 지원하거나, 제12장, 제13장 및 제16장에서와 

같이 방사성물질의 방출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전력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면 비상전력계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원자로시설에서는 제11장 

실험시설의 손상을 막기 위해 비상전력계통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능과 

관련된 감시 및 감지채널에서도 비상전력이 필요하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의 비상전력계통은 정상전력계통이 이용 불가능한 상

황에서 한시적인 대체 전력수단(전력공급원)으로 정의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에서 비상전력이 앞서 제시된 것 이외 다른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기능을 설명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핵연료의 건전성 상실이나 방사성물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과 같은 안전하지 못한 원자로 상태로부터 공공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에 검토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정상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

지되도록 설계된다.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는 잔열 제거와 같은 원자로

의 안전정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을 필요로 하며, 또 연구 또는 이용시설의 운

전 중단을 피하기 위해 비상전력을 사용한다. 검토자는 이 절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서 도출한 설계기준과 이를 비상전력계통 설계에 적용한 설계 내용 적합성에 관한 사

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상전력계통의 안전 관련 설계특성 검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신청자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정상전력의 공급 중단에 따른 원자로계통의 응동(반

응)과 그 영향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핵연료 손상이나 환경

으로 방사성물질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비상전력계통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영향이 크지 않는 사건과 이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비상전력계통의 설계를 평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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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비상전력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비상전력계통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1항: 비상전력계통

은 안전성분석 등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정상전력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예상운전과도(AOO)로 인하여 연료허

용손상한계가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또한 설계기준사고(DBA) 시에도 노심 냉각과 다른 필수 기능들을 안

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량과 능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항 및 제5항: 

비상전력공급원(비상발전기)을 포함한 비상전력계통이 안전성분석 등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단일고장 사건 발생 시에도 그들의 고유한 안전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

중성, 독립성, 시험성(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 및 기기검증요건을 만족하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비상전력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비상전력계통의 기능 특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도출한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상전력계

통의 최소요건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확보 및 유지하고, 방사성물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2. 비상전력공급원(비상발전기)은 안전성분석보고서 분석에 의해 요구된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력공급원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고,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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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4. 비상전력계통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5. 정상전력계통에 의해 원자로가 운전하는 동안 비상전력계통에서 오동작이 발생하

더라도 원자로의 정상운전이나 안전정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비상전력계통의 비안전 관련 기능은 동 계통에 대한 안전 관련 기능의 성능에 영

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운영기술지침서는 사고해석에 근거하며,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비상전력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안

전성분석보고서는 최소 설계요건, 최소요구 기기 그리고 요구되는 운전시간 및 전

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비상전력계통의 설계기준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5, 6, 8, 10, 11, 12, 16장

에 제시된 비상전력계통에 대한 요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때 서로 간의 양립성 확인

을 위해 설계 및 기능 특성을 설계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비상전력계통을 갖추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 계통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전력계통이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에

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전력계통이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하

는 경우에는 안전등급 전력계통에 요구되는 다중성, 독립성, 시험성, 신뢰성 및 단일고

장기준과 기기검증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6절 기기검증, 9.4절 무정전전력계통, 9.5절 케이블 및 포설에 대한 허용 기준, 검토 

절차 등 해당 내용 참조) 그리고 기동 방법, 발전기 연료공급원 및 정상전력공급계통과

의 격리 방법을 포함하여 비상전력계통의 가용성(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상전력

계통의 설계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비상전력계통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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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

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비상전력계통의 설계기준 및 기능 특성을 제시하며, 제시된 전력계통은 안

전과 관계된 시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비상전력공급원(비상발전기)의 설계 및 운전특성은 요구되는 가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3. 비상전력계통은 원자로의 정상운전 중 오동작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의 안전정지

를 방해하거나 원자로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4. 안전등급 비상전력계통은 요구되는 다중성, 독립성, 시험성, 신뢰성 및 단일고장기

준과 기기검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당되는 경우)

5.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계통의 운전 가능성과 가용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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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 절 무정전 전력계통

검토주관: 전기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 제5장에서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유지하고, 제7장 및 제16장에서 요

구되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운전을 지원하거나, 제12장, 제13장 및 제16장에서 방사성물

질의 방출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면 비상전력계통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기능과 관련된 감시 및 감지채널에는 

무정전 전력이 필요하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논리도, 배관 및 계기

도면, 전기단선도, 표, 배치도 및 전기상세도면을 포함한 서술적인 정보, 분석 내용 등

을 검토하여 무정전 전력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

급설비)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성, 독립성, 시험성 및 단일고장기준 등의 요건을 만

족하고 발전소의 정상운전, 사고 및 비상교류전력상실 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검토 목적이다.

무정전 전력계통은 설계기준사건 동안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계측 및 제

어설비에 전력 공급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신뢰성 있는 전력(교류 및 직류)을 공급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정전 직류전력계통은 안전 관련 기기의 작동 및 제어전

원을 공급하는 직류전원과 직류배전계통, 그리고 보조지원계통 등을 포함한다. 축전지 

및 충전기는 직류전력계통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무정전 교류전력계통에 사용되는 인버

터는 직류배전계통의 직류전원을 교류 무정전 필수전원으로 변환시키는 데 사용한다.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주요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의 다중성

무정전 전력계통의 기기와 부속계통이 다중성 요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 전원공급 선로(회로), 배전반 배치, 각 모선의 부하 및 무정전 전력계통의 계측제

어설비용 전원을 포함한 무정전 전력계통의 구성을 검토한다.

2. 단일고장기준 및 독립성

무정전 전력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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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계열의 독립성을 평가한다.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전원과 관련 배전계통의 전기적, 물리적 독립성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다중모선, 모선

과 부하, 모선과 전원사이의 상호 연결, 다중 스위치기어와 전원공급장치의 물리적인 

배치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3. 기기용량 등

축전지 및 충전기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졌는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직류전원으로서의 축전지와 충전기 그리고, 계측제어 필수전원을 위해 직

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용량 등의 적합성을 설계 자료 및 분석을 통하여 검토한

다. 여기에는 각 부하의 설계요건과 특성, 각 부하에 필요한 시간, 최악의 운전상태에

서 축전지와 충전기에 걸리는 부하의 총합, 축전지와 충전기의 전압회복 특성, 연속 및 

단시간 부하정격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무정전 전력계통에 비안전부하를 연결하는 

설계가 있을 경우, 이러한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량 여유분과 신뢰도의 저하에 

대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보조지원 계통⋅설비

보조지원계통⋅설비의 계측제어회로와 부하 연결에 대하여, 이 계통이 보조하는 안전

등급 부하와 전원계통에 적용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여기에

는 보조지원계통 기기의 다중성 검토, 계측제어 및 부하에 대한 전원공급 배열, 부하의 

제어, 기동회로 등에 대한 설계 기준과 근거를 검토한다.

5. 점검 및 시험 

계통의 운전 상태 감시 방법과 주기적인 시험 능력을 검토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

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제1항: 무정전 전력계

통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상태에서 요구되는 부하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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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사고(DBA) 시에도 노심 냉각과 다른 필수기능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

는 데 필요한 용량과 능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제1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1호의 환경 조건에 의한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할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제2항: 축전지설비

를 포함한 무정전 전력계통은 단일고장 사건 발생 시에도 그들의 고유한 안전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중성, 독립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제5항: 무정전 전

력계통은 그 계통들의 연속성과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시

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원자로

시설의 부품 중 원자로의 기동 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

품은 그 성능을 경험에 의한 방법, 해석에 의한 방법, 또는 시험에 의한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한 후, 원자로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무정전 전력계통의 기능 특

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에서 도출한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축전지 등과 같은 전력원은 안전성분석보고서 분석에 의해 요구된 시간 동안 전력

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무정전 전력계통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4. 정상전력계통에 의해 원자로가 운전하는 동안 무정전 전력계통에서 오동작이 발생

하더라도 원자로의 정상운전이나 안전정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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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정전 전력계통의 비안전 관련 기능은 동 계통에 대한 안전 관련기능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운영기술지침서는 사고해석에 근거하며,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무정전 전력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7. 직류배전계통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안전등급 직류배전계통은 동 계통의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부하를 기동하고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

다.

나. 안전등급 직류전력 부하는 2개 이상의 다중 부하그룹/채널로 분리되고, 부하

그룹/채널들 간은 물리적․전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다중 안전등급 

부하그룹/채널들 간에는 자동절체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각 안전등급 직류 부하그룹/채널은 각각 정상 및 비상전력계통으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한 개의 축전지와 한 개의 충전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다중 안전등급 부하그룹/채널들은 설계기준사고 하에서도 동시에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각 안전등급 부하그룹/채널과 관련된 보조장치는 어느 한 부하그룹/채널이 

전력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부하그룹/채널의 기기가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

도록 각각 동일한 부하그룹/채널의 모선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바. 안전등급 전력계통에서 비안전등급 전기부하로 연결된 간선회로에는 안전등

급 구조물에 위치한 안전등급 격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축전지설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안전등급 축전지군은 경년열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소허용충전용량으로, 

비상교류전원이 요구된 비상전력을 공급할 때까지, 필수 직류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나. 안전등급 축전지군은 정상운전 중에는 완전충전 상태로 유지하면서, 교류전

력 상실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다중 안전등급 축전지군들은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라. 축전지실은 폭발성 가스 농축을 허용 제한치(예: 수소 농도 2%) 이하로 유

지 및 감시하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수소농도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안전등급 전력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9. 충전기설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안전등급 충전기는 교류전력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축전지를 완전충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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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복 또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발전소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에서 필요한 

모든 직류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안전등급 충전기는 축전지 설계기준으로 제시된 허용시간 내에 최소충전 상태에

서 완전충전 상태로 축전지를 충전하면서, 동시에 발전소의 모든 조건에서 요구

되는 정상 부하들 중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하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다. 다중 안전등급 충전기들은 물리적 ․ 전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라. 안전등급 충전기의 교류입력 간선회로와 직류 출력회로에는 각각 차단장치

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무정전 필수교류전원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원자로 보호계통 등에 무정전 교류전력을 공급하는 안전등급 무정전 필수교

류전원(UPS)은 무정전 필수교류전력을 필요로 하는 연속운전 부하와 정상운

전 또는 사고 시 요구되는 부하들을 합한 최대 부하에 무정전 필수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안전등급 무정전 필수교류전원 및 부하는 2개 이상의 다중 부하군/채널로 

분리하고, 부하군/채널들 간은 서로 물리적 ․ 전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다. 각 안전등급 부하군/채널은 직류-교류변환기(예: 정지형 인버터 등), 조정변

압기, 배전계통 간에 자동절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안전등급 직류-교류변환기 또는 조정변압기는 무정전 배전계통이 요구되는 

가용도와 신뢰도를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정지형 인버터가 사용되는 경우 인버터 자체의 고조파 성분뿐만 아니라 비

선형 부하들의 고조파 성분이 관련 계통 또는 부하의 기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무정전 전력계통의 설계기준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5, 6, 8, 10, 11, 12, 16

장에 제시된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요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서로 간의 양립성 

확인을 위해 설계 및 기능 특성을 설계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검토의 주요 목적은 무정전 전력계통이 상기 II.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발전소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시 요구되는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상기 II. 허용 기준이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은 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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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의 다중성

전원 및 해당 배전계통과 관련한 배전계통을 포함한 무정전 전력계통 설계에 다중성 

요건이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단선도와 배관 및 계기도면, 그리고 전기상

세도면을 포함하는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다중 안전부하는 다중 배전계통을 통

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단일고장기준 및 독립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 요건에 따라 무정전 전력계통

은 계통에서 단일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안전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연결부하를 포함한 다중전원과 배전계통은 전기적 격리와 물리적 이격에 의한 단

일고장기준의 만족 여부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통의 다중부분의 독립성을 검토

한다. 전기적 독립성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기준, 분석 내용, 논리회로, 전기

단선도, 전기상세도면에 기술된 설계가 IEEE Std. 308(KEPIC ENB-6210) 및 384(KEPIC 

ENB-2000) 요건과 Reg.Guide 1.6(규제지침 9.2) 및 1.75(규제지침 9.7)의 요건을 만족하

는가를 검토한다. 무정전 전력계통에 포함된 케이블에 대한 물리적 독립성 만족여부에 

대해서는 9.4절(케이블 및 포설)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검토한다.  안전등급 배전모선과 

비안전 관련 부하의 연결 및 차단에 관하여는 IEEE Std. 308(KEPIC ENB-6210) 및 

Reg.Guide 1.75(규제지침 9.7)에 의거 검토한다. 비안전등급 부하와 안전등급 모선간의 

상호연결이 안전 관련계통의 기능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등급  모선의 

제어회로 및 연결을 포함한 직류전원을 비안전 관련 부하에 공급하는 격리장치는 안전

등급  요건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3. 기기용량 등

무정전 전력계통에 포함된 기기(축전지, 충전기, 인버터 등)는 배전계통 부하에 필요

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제1항과 IEEE Std. 308(KEPIC ENB-6210)의 요건

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상세도면에 기술된 설계기준 및 근거, 분

석 내용 등을 검토한다. 직류전원의 공급 용량이 설계부하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기 위

하여 전기배전도면에 확인된 부하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명시된 명판 용량을 확인한다.

4. 보조지원계통 ․ 설비 

안전 관련 부하 및 계통의 운전에 중요한 보조지원계통을 검토한다. Reg.Guide 

1.153(규제지침 8.14)에서 언급한 IEEE Std. 603(KEPIC ENB-1100)은 보조지원계통과 설

비의 계측제어 및 전기부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다. 여기에는 보조 안전계

통과 똑같은 기준 만족을 위해 보조지원계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을 포함한다. 

보조지원계통 ․ 설비의 계측, 제어 및 전력계통의 설계가 이 계통이 보조하는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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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보조지원계통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

토 절차는 무정전 전력계통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검토자는 먼저 배관 

및 계기도면(P&ID)에 기술된 기기배치를 포함한 각 보조지원계통⋅설비의 운전 및 목

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계통⋅설비의 설계가 안전등급 계통에 대한 허

용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제어 및 전기 기기의 설계기준, 분석 내

용, 기술 내용 및 설계 구현 내용을 평가한다.

이 밖에 보조지원계통의 다중 계측제어 기기 및 부하는 같은 다중 배전계통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5. 계통의 시험 및 점검 

안전 관련 무정전 전력계통(축전지, 충전기, 인버터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능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제2항 및 제5항, Reg.Guide 

1.32 및 1.118의 내용 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무정전 전력계통

에 대한 운전 중 종합적인 시험능력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무정전 전력계통의 설계기준 및 기능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전력

계통은 안전과 관계된 시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무정전 전원계통(축전지, 충전기, 인버터 등)의 설계 및 운전특성은 필요로 하는 

가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안전등급 무정전 전력계통은 요구되는 다중성, 독립성, 시험성, 신뢰성 및 단일고

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계통의 운전 가능성과 가용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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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절 케이블 및 포설

검토주관: 전기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전력계통(정상전력계통, 비상전력계통, 무정전

전력계통)에 대한 전기단선도, 배관 및 계기도면(P&ID) 및 전기 상세도면을 포함하는 

기술 내용 및 분석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이들 계통에 설치된 케이블 및 전선로(케이블

트레이 또는 콘듀이트 등)의 설계 및 설치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성 및 독립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안전등급 전력계통의 다중성 및 독립성은 안전등급 기기의 다중화는 물론 기기에 전

력을 공급하고 제어신호를 보내는 케이블이 다중그룹/채널 간에 물리적 이격요건을 만

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 있을 경우 만족된다. 이 검토에는 다중 안전등급 전

력계통에 사용된 케이블의 설치기준과 근거의 적합성 확인이 포함된다.

또한 발전소 안전성 관련 설비로서 케이블, 전선로 및 단말장치를 포함한 전력계통 

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케이블 화재 방호 차원에서 케

이블의 배치 적합성을 검토한다. 

세부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의 다중성

안전등급 전력계통의 기기와 부속계통이 다중성 요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전원, 전원공급 선로(회로), 부하센터 배치, 각 모선의 부하 및 안전등급 전력계통의 

계측제어설비용 전원을 포함한 안전등급 전력계통의 구성을 검토한다.

2. 케이블 및 전선로 독립성

안전등급 전력계통이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다중 안전등급 계열/채널의 독

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 전원과 관련 배전계통의 물리적 독립성을 검토한다. 여

기에는 다중모선, 모선과 부하, 모선과 전원 사이의 상호연결, 다중 스위치기어와 전원

공급장치의 물리적인 배치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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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블, 전선로 및 단말장치 식별

검토자는 전력계통의 케이블, 전선로 및 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구성기기의 식별을 위

해 제안된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다중 안전등급  계통, 다중 안전등급  구역에 설치된 

연계회로, 비안전등급계통, 그리고 이들 계통과 관련된 케이블 및 전선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체계를 검토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케이블 및 포설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케이블 및 전선로에 대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항: 안전등급 다

중 전력계통에 사용된 케이블 및 전선로는 단일고장 사건 발생 시에도 그들의 고유

한 안전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중성 및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케이블 및 전선로에 대한 설계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케이블 및 전선로의 설치

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에서 도출한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다중 안전등급 전력 및 계측제어 부하는 2개 이상의 다중 부하그룹/채널로 분리되

고, 부하그룹/채널들 간의 케이블 및 전선로는 물리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3. 다중 안전등급 부하그룹/채널들은 설계기준사고 하에서도 동시에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공통원인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안전등급 전력 및 계측제어계통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명확한 표식이나 라벨 

등을 이용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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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전력계통에 사용된 케이블 및 전선로의 종류와 배치 및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케이블 및 전선로에 대한 검토의 주요 목적은 전력계통에 사용된 케이블 및 전선로

가 상기 II.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발전소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상기 II. 허용 기준이 만족하는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수행한다. 

1. 계통의 다중성

안전등급 전원 및 해당 배전계통과 관련한 케이블과 전선로의 설계 및 배치에 다중

성 요건이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단선도와 배관 및 계기도면, 그리고 전

기상세도면을 포함하는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다중 안전부하는 다중 배전계통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케이블 및 전선로 독립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 요건에 따라 안전등급 전력계

통은 단일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연결부하를 포함한 다중전원과 배전계통은 물리적 이격에 의한 단일고장기준의 만

족 여부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통의 다중부분의 독립성을 검토한다. 물리적 독립

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예비 혹은 최종 물리적 배치도면에 나타나 있는 케이블 

및 전선로를 포함한 다중 설비의 물리적 분리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고, 설계 배치가 

IEEE-384(KEPIC ENB-2000)의 요건과 RG 1.75(규제지침 9.7)의 규제입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이 지침과 기술표준은 안전 관련 전력계통에 포함되거나 또는 관련된 회로 

및 전기 기기의 분리에 관한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중 케이블 설치의 독립성이 

IEEE-384(KEPIC ENB-2000)의 요건과 RG 1.75(규제지침 9.7)의 규제입장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자는 케이블 용량 감소율(derating), 전선로 채움, 주제어실 및 다른 

밀집지역에서 케이블 포설, 비안전 관련 케이블 혹은 동일 계통이나 다른 계통의 케이

블과 전선로 공유, 전선로 내에서의 케이블 이음 금지, 제어반, 패널 및 계전기반 내에

서의 안전 관련 전력계통과 관련한 전력선과 제어회로 및 기기 간의 간격 유지 등을 검

토한다. 그리고 다중 전선로들 간의 방화벽 설치 및 분리와 같은 기준을 포함한 안전 

관련 케이블 및 전선로의 분리에 관해 제안된 설계기준 및 설계 내용을 검토한다.

 

3. 케이블, 전선로 및 단말장치의 식별

검토자는 발전소의 안전 관련 케이블, 전선로, 단말장치와 제어반 내부배선에 적용한 

식별방식이 RG 1.75(규제지침 9.7)에서 언급한 IEEE-384(KEPIC ENB-2000)의 요건에 적

합한가를 검토한다. 이는 (1) 다른 채널이나 계열의 안전 관련 케이블, 전선로와 단말장

치, (2) 안전등급 전선로에 포설된 비안전 관련 케이블. (3) 안전등급 다중계열/채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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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비안전 관련 케이블 등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케이블 및 전선로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전선로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였

으며, 케이블 및 전선로 배치에 대한 설계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2. 다중 안전등급 케이블 및 전선로는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물리

적 이격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전력계통에 사용된 케이블 및 전선로의 설치 상태가 물리적 이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식별표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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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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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조계통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검토자는 이 장에서 인허가를 신청한 원자로시설의 보조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보조계통은 안전운전과 원자로의 정지 및 대중, 작업자 및 환경의 안전성에 중요하지

만,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에서 충분히 기술되지 않은 계통이다. 검토자는 신청된 

모든 보조계통에 대해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 특성, 방사선 피폭 및 방사성물질의 

제어 또는 방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에 중심을 두어, 계통의 설계 및 기능을 관

련 허용 기준 및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각 보조계통에 대해 검토자는 원자로 운전의 건전성 또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성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설계된 바와 같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조계통의 성능이 정상운전 및 원자로 사고조건에 대해

서 입증됨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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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 절 개요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이 장에서는 원자로시설의 보조계통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보조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나, 원자로의 안

전한 운전 및 정지, 작업자, 대중 및 환경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계통이

다. 보조계통이나 그 하위계통에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원자로와 대중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검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연

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모든 보조계통의 설계 및 기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보조계통의 안전성 확인은 원자로 및 그 안전특성, 안전정지 또는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 피폭을 제어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전 및 이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보조계통도 매우 다양하다. 신청자는 각 보조계통의 성능이 모든 운전조건에 대하여 원

자로의 안전한 운전이나 정지를 위협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작동함을 설명하여야 하며, 

분석된 사건 발생 조건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보조계통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장에 제시한 보조계통에 대한 정보는 해당 안전심사지침서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의 서두에 제시되어 있다. 요구되는 보조계통을 완벽하게 제

시하지는 않더라도 대표적인 보조계통들은 이 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어떤 

보조계통들이 다른 장들에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의 세부 

절에서는 안전심사지침서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의 제9.1절에서 제9.7절까지 제시

된 보조계통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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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 절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계통

검토주관: 안전해석/계통/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신핵연료 및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 및 세정,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내 핵연료 이송 시 냉각 및 취급 관련한 계통에 관련한 사

항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 범위에는 저장된 핵연료의 양과 미임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핵연료가 원자로 노심에 장전되기 전과 인출된 후, 즉 핵연

료가 원자로 노심에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핵연료 취급, 보호 및 저장에 관련된 사

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절의 검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핵연료 인수에 필요한 기기, 계통, 방법 및 행정 절차

2. 구매시방서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핵연료의 검사 및 입증 방법

3. 시설 내 핵연료의 운반, 물리적 제어 및 저장을 위한 계통 및 방법

4. 핵연료의 저장 및 운반 시 모든 감속상태 하에서 중성자의 유효증배계수가 0.90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핵연료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방법, 분

석 및 계통(경우에 따라서는 10 CFR 70.24의 임계사고요건을 만족하는 임계감지기

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5. 핵연료를 원자로 노심에 삽입하고 제거하기 위한 기기, 계통 및 방법(단, 허가를 

받은 작업자에 의해서만 핵연료가 취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및 행정

적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6. 핵연료를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제거하고 원자로시설 내에서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동안에 방사선을 차폐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계통, 기기 및 방

법(열적, 기계적 손상에 대한 분석이 기술되어야 함. 원자로냉각계통이 저장된 사용

후핵연료 냉각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 냉각에 대한 사항을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제6장 “원자로냉각계통 및 연결계통”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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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절에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7. 사용후핵연료 또는 손상된 핵연료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붕괴율, 핵연료 연소이력, 

재장전주기, 검사 및 저장요건 등)

8. 적용 가능한 요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소외로 반출하기 위한 준비와 운송에 사

용되는 계통, 기기 및 방법(동 기능에 대해서는 원자로 해체 전까지 핵연료를 보관

하는 시설에 대한 분석이 기술되어야 함. 단, 검토자는 신청자가 향후 몇 년 이후

의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

려해야 함.)

9. 취급, 저장, 시험 및 감독 등의 핵연료 제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운영기술지침서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계통에 대한 설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계통에 대한 설계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방사선 피폭선량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과 관련하여 핵연료의 붕괴열을 제거하고 임계도달 및 방사능 물질의 

누설이 방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핵연료 저장설비는 충격, 과도한 응력 

및 부식으로부터의 핵연료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제1

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에는 지진⋅태풍⋅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

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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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요건): 핵연료의 취급, 운반 및 저장을 위한 모든 계통, 기기 및 방법은 원

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2에 제시된 원자력시

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신핵연료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저장 및 취급계통은 다음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

계 되어야 한다.

가. 적절한 기하학적 형상 및 고정식 흡수체 등의 물리적 수단을 활용한 의도치 

않은 임계의 방지

나. 정기 검사 및 시험의 수행 허용

다. 핵연료의 상실 또는 손상가능성의 최소화

라. 핵연료 위로 의도치 않은 중량물의 낙하 방지

마. 손상 또는 손상 의심 핵연료 요소의 저장 허용

바. 방사선방호 대책의 제공

사. 저장 매질의 화학조성 및 방사능에 대한 관리수단의 구비

아. 도난 및 파괴행위에 대한 물리적 방호 제공

자. 핵연료 요소에서의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응력 방지

차. 개별 핵연료 요소들의 식별

2. 원자로 노심 밖에서 핵연료를 취급, 운반 또는 저장하는 계통, 기기 및 방법에 대한 

설계는 모든 가능한 조건 하에서 중성자의 유효증배계수(keff)가 0.90을 초과하지 않

음을 신뢰성 있게 입증하여야 한다. 단, 0.90을 초과하는 유효증배계수를 사용하는 것

은 규제기관에 의해 사전에 검토되고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다. 운반용기

의 중성자 증배계수에 관한 요건은 운반용기 별 특정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계통은 운전상태 및 설계기준사고 시에 적절히 열제거가 허용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충분한 수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핵연료 저장 및 취급

계통을 설계한다. 특히,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야 할 가능

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저장과 관련한 대책은 노심관리 계획과 원자로

시설로부터의 핵연료 제거계획을 따라야 하며, 열제거 요건, 안전운전제한조건, 운

전제한치 및 조건, 정기시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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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에 핵연료를 삽입하고 인출하는 것을 포함한 핵연료의 취급, 운반 및 저장

을 위한 모든 계통, 기기 및 방법은 핵연료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기계

적 손상과 핵분열생성물을 방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 노심 밖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과도한 온도에서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핵연료의 취급, 운반 및 저장을 위한 모든 계통, 기기 및 방법은 시설 작업자와 

대중이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되고, 방사선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제시된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으며, 시설의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핵연료의 취급, 운반 및 저장을 위한 모든 계통, 기기 및 방법은 원자로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제16조 등과 같은 적용 가능한 요건에 따라 특

수 핵물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핵연료 유용 및 도난에 관한 논의

사항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보안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8. 운영기술지침서는 핵연료의 미임계를 입증하고, 열손상을 방지하며, 핵분열 및 방

사선원으로서의 잠재적인 위험가능성을 고려하여 핵연료 또는 특수 핵물질을 행정

적 및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저장 조건에 대한 제한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및 저장에 사용되는 계통 및 방법을 평가

하여야 하고, 설계기준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 특히 5장 “원자로”, 12장 

“방사선방호” 및 16장 “사고해석”에 제시된 요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핵연

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방사선을 제어하며 임계 방지를 위한 설계특성에 주안

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계통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

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신핵연료 도착 시 인수, 검사 및 기록하는 계획에 대하여 모든 특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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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고려하여 합리적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고, 핵연료가 구매 사양을 만족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2. 신청자가 제시한 분석 결과는 핵연료 저장특성이 미임계를 보장함을 입증하고 있

다. 최적의 중성자 감속 및 반사 상태에서도 최대 중성자 유효증배계수는 0.9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계속운전의 경우,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최대 중성자 유효

증배계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임계도 감시가 요구되는 경우, 임계도 감시관련 

10 CFR 70.24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신청자의 계획은 적절하다.

3. 핵연료를 원자로 노심에 삽입하거나 인출하는 도구와 절차는 핵연료의 손상을 피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핵연료 취급 기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은 허가를 받은 작업자만이 핵연료를 삽입 또는 제거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4.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과 잠재적인 피폭선량률을 평가하는 방법은 작업자의 과도

한 피폭을 방지하기에 적절하다.

5. 사용후핵연료의 차폐, 냉각 및 저장 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가. 작업자의 잠재적인 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제시된 

피폭선량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으며, 시설에 대한 ALARA 프로그램과 일치

한다.

나. 사용후핵연료를 시설 내에서 운반하고 저장하는 동안 핵연료의 건전성이 상

실되거나 부식에 의한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냉각기능을 입증

한다.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2666호, 시행 2014.11.22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7호, 시행 2014.11.22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9호, 시행 2014.11.2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법률 제12665호, 2014.11.22

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6호, 시행 

2014.11.22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8호, 시행 



- 276 -

2014.11.24

8. “Criticality Accident Requirements”, USNRC, 10 CFR 70.24, 39 FR 63130, Nov. 

12, 1998

9. “Exemptions for Certain Quantities and Kinds of Special Nuclear Material”, 

USNRC, 10 CFR 73.6, 40 FR 34250, Jun. 7, 2013

10.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11.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 277 -

제 10.3 절 공기조화계통

검토주관: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공기조화계통은 조절된 공기를 제공하여 시설 내 대기

환경이 작업자의 활동과 기기 작동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절의 검토 

분야는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한 공기조화계통의 운전특성을 포함한다. 

공기조화계통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방사능 수치를 제한하고, 비제한구역으

로 공기 중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건 발

생의 결과를 완화하도록 설계된 운전모드나 기능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7장, “공학적 

안전설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12장, 방사선방호에는 공기조화계통의 설계 시 고려

되는 모든 방사성 선원(선원 및 공기 중 방사성물질)이 식별 가능하도록 목록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

이 절의 검토 분야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기 중 방사성물질이 없는 경우에 대한 공기조화계통의 설계특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

2.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에 의해 원자로시설 내 공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선원, 그리고 이러한 방사성물질의 분포 및 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공기

조화계통의 설계특성

3.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해 제한구역에서의 작업자 피폭을 제한하기 위한 공

기조화계통의 설계특성

4. 공기 중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실 외곽구역 및 비제한구역으로 부주의하게 또는 제어

되지 않은 상태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기조화계통 및 관련 건물의 설계특성

5.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 동안 원자로시설 내 대기를 제어하기 위한 공기조화계통

의 설계특성 및 운전모드

6. 원자로시설 내부의 작업자 거주성 및 작업환경과 기기 작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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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계통의 설계특성

7. 시험 및 점검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운영기술지침 및 그에 대한 기술적 근거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공기조화계통은 별표1에 제시된 방사선 피폭선량 

상한값이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공기조화계통의 설계에 따른 온도, 상대습도 및 공기교환율이 작업자 및 기기에 

대한 설계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내 공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선원을 언급하여야 하며, 

작업종사자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선량한도 요건을 초과

하지 않고 ALARA 프로그램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 공기조화계통을 통하

여 방사성물질이 희석되고 변환되거나 여과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실로부터 공기 중 방사성물질이 부주의하게 확산되거나 또는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공기조화계통의 공기흐름 및 상대압력이 설계되

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공기조화계통은 원자로시설 내 공기 중 방사성물질이 비제한구역 환경으로 제어되

지 않은 상태로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공기조화계통 운전에 대한 분석 결과, 비제한구역 환경으로의 계획된 공기 중 방

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대중의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선량

한도 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ALARA 프로그램을 만족하는지를 보여야 한다. 방사

선방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2장에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6. 공기조화계통의 고장은 원자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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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기조화계통의 설계기준이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내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격리 및 감금을 요구할 경우, 공기조화계통의 설계 및 분석에서는 

이들 조건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보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 “안전해

석”에서 논의된 사고 시나리오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기조화계통의 기능들이 적용

되었다면, 이를 제7장 “공학적 안전설비”에 기술하여야 한다.

8. 제17장에 기술된 운영기술지침서 및 그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통해 공기조화계통

의 운전 가능성이 입증 가능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한 공기조화계통의 운전 및 기능을 평가하여

야 한다. 또한, 동 계통의 설계기준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들, 특히 4, 7, 8, 12 

및 16장에서 도출된 요건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기조화계통 설계가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한 허용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공기조화계통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공기조화계통의 설계기준, 기능 및 안전특성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여기에는 공기조화계통에 대한 설계제한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설계제한치에 대

한 기술적 근거 및 안전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2. 신청자가 제시한 공기조화계통의 설계기준, 기능 및 안전특성은 원자로의 모든 운

전조건에 대하여 관련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원자로시설 내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데 적절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신청자는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하여 원자로실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모든 선원들을 제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공기조화

계통에 의해 제어되고 부주의하게 원자로실 밖으로 방출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원자로시설 안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분포 및 농도는 공기조화계통의 운전에 의

해 제한됨으로써, 원자로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한 작업종사자 피폭선량 제12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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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신청자는 비제한구역 환경으로 원자로시설 내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구의 높이 및 

유량 계산 시 제12장에서 도출한 설계기준 선량률을 고려하여 비제한구역 환경에서

의 인원에 대한 최대 피폭선량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5. 공기조화계통은 원자로시설의 컨파인먼트의 일부분이다. 컨파인먼트의 설계 및 운

전 분석 결과는 정상적인 공기 중 방사성물질을 이 장, 제12장에서 분석된 정도로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잠재적인 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

호의 선량한도 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자로시설에 대한 ALARA 프로그램과 일

치함을 입증한다.

6. 제17장에 제시된 시험 및 점검 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의 모

든 운전조건에서 필요한 공기조화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2666호, 시행 2014.11.22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7호, 시행 2014.11.22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9호, 시행 2014.11.24

4.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USNRC, 10 CFR 20, FR 39904, 

Jul. 6, 2012

5.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Standard Review Plan and Acceptance Criteria”, USNRC, 

NUREG-1537 Part 2, 1996

6.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7.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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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절 화재방호계통 및 계획

검토주관: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절의 검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화재의 잠재적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

2. 화재가 확대되는 사건에 대한 심층방어를 포함한 화재의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 사

용되는 화재방호계획 및 방호 기기에 관한 사항

3. 화재방호계획의 목적을 제시하는 목록 및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방법 

및 기기에 대한 검토 결과

4. 화재가 지속되는 사건 하에서 원자로의 안전정지나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특성을 포함하여, 화재의 결과를 제한하기 위한 모든 피동 설

계 또는 계획된 방벽에 관한 사항

5.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소방대 자원 및 훈련과 시설비상계획 상에서 소내 

소방대원 및 외부 소방대에 대해 보다 상세히 검토한 결과에 대한 요약

6. 화재방호에 적용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화재 및 건축 기술기준

에 대한 준수 여부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화재방호계통 및 계획에 대한 규제요건 및 허용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화재방호계통 및 계획은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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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발전용 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법 제26조 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7)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9)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10)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

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

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화재방호계획): 발전용 원자로 운영

자는 영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예방⋅감지 및 진화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야 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7호(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8호(화재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화재방호계획은 가연성 물질의 유형 및 양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화재방호계획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통제하며 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청된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보장하고 제어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재방호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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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잠재적 화재에 대한 검토 결과

2. 건물 내 직원이 상주 유무와 관계없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대책

3. 화재를 격리하고 진압하고 소화하는 방법

4. 화재의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 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피동적 특성

5. 시설비상계획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은 대응조직의 소방훈련 및 가용성

6. 화재 사건 시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보증할 수 있는 원자로계통의 설계

7. 소방 활동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의 대중, 작업자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방사선학적 결과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화재방호계획은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화재 및 건축 기술기준을 만

족함을 보증한다.

2.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도록 설계된 계통은 어떠

한 시점에서도 제 기능을 수행하며 화재에 의한 손상 및 결과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비상계획 및 제13장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작업자의 소방훈련계획은 화

재방호를 위한 훈련을 적절하게 계획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4. 화재에 따른 잠재적인 방사선학적 결과는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으며, 

화재와 관련된 방사성물질의 방출이 비제한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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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상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5. 화재의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방출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한

계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초래하지 않는다.

6. 화재방호와 관련하여 허용 가능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신청하고 이를 정당화하였다. 

운영기술지침서에는 화재감지 및 방호 기기의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점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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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 절 통신계통

검토주관: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통신계통에 대한 검토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정상운전, 과도상태, 화재 및 사고, 

비정상적인 사건 발생 기간 중에 시설 내부 및 외부와 교신하는 통신계통으로 한정한

다. 검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정상운전 및 소외전원 상실을 포함하여 원자로 

과도상태, 화재 발생 및 사고기간 중에 효과적인 통신능력 확보와 관련된 설계에 대해

서 검토한다.

Ⅰ. 검토 분야

이 절의 검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지역들 간에 

통신하는 방법

2. 비상계획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평가자에 의해 평가된 비상통신 계통의 요약 내용

3. 정상 및 비상 운전조건에서 원자로 제어실과 원자로시설 내의 다른 지역들 간에 

쌍방향으로 통신하는 방법

Ⅱ. 허용 기준

원칙적으로 통신계통의 허용 기준은 해당 통신계통에 의해서 지원되는 계통의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설계는 다중의 통신계통을 구성할 수 있

으며, 이런 경우에 개별 계통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절에

서 적용되는 통신계통의 규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은 안전 기능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 조립, 건설, 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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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은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은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안전 기능 수행능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은 소내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 9.4절 통신계통 검토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통신계통은 원자로가 작동 중인 어떤 시간에도 근무 중인 원자로 운전원이 근무 

중인 운전감독자, 보건물리요원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종사자들

과 교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통신계통은 운전원이나 다른 지정된 종사자에게 원자로 부지 내에 비상상황이 발

생하였음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계통은 제어실과 원자로 핵연료 장전지역 사이, 또는 제어실과 원자로실험 지역 

사이와 같은 모든 운전 공간들 사이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통신계통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되어져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이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

라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 설계 내용이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이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안전 기능 수행능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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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이 소내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원자로 제어실과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다른 모든 지역들 사이에 쌍방향 통

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통신계통 기능은 근무 중인 원자로 운전원이 근무 중인 운전감독자 및 보건물리 

요원과 교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통신계통을 사용하여 필요시 시설 내 전 지역에 비상경보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통신계통은 비상계획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대로 비상지원 종사자를 소집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시설의 통신계통에 관련된 모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적합하고 최소한으로 요구 되

는 통신기능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 모듈 및 부품이 안전 기능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2.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 설계 내용이 요구되는 다중성 및 독립성 설계특성을 적절

히 반영하고 있다.

3. 안전에 중요한 통신계통이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안전 기능 수행능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소내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 원자로시설 통신계통은 원자로 제어실과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다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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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 사이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5. 원자로시설 통신계통은 근무 중인 원자로 운전원이 근무 중인 운전감독자 및 보건

물리 요원과 교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6. 원자로시설 통신계통은 시설 내 전 지역에 비상경보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원자로시설 통신계통은 비상계획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대로 비상지원 종사자를 소

집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8. 통신계통에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적합하고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통신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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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절 용수계통

검토주관: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이 장의 앞 절에서 기술한 보조계통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갖추어진 대

표적인 계통이다. 이 장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많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에서는 별도의 보조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시설 고유의 계통을 가질 

수도 있다. 모든 가능한 계통들이 본 안전심사지침서에서 충분하게 언급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용수계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 및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다음에 제시된 5개의 검토항목을 신청자가 기술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설계기준

2. 주요기기와 세부 구성품의 재질에 대한 도면과 사양을 포함하는 계통설명

3. 운전분석 및 안전 기능

4. 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 “계측제어계통”에 설명되지 않은 계측제어 요건들

5.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와 기술기준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용수계통에 대한 규제요건 및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용수계통은 다음의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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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설비에 필수냉각을 제공하는 용수계통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안전 기능 수

행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

전 관련 설비에 필수냉각을 제공하는 용수계통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 정

상운전, 시험, 이상조건 또는 사고조건 동안 격납건물의 소내⋅외 비산물 영향, 중

⋅고 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초래되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 조건의 영향, 유동 불

안정과 하중(예를 들면, 수격현상)에 관련된 동적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용수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부하를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안전 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중 검사를 허용하는 설계규정이 있어야 한다. 안전 관련 계통 

및 기기의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기 위한 설계규정이 있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기술

된 용수계통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안전 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자연현상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용수계통의 설계, 기능 및 잠재적인 고장은 원자로 사고나 

방사성물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수계통의 운전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건에 대한 잠재적인 방사선 

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용수계통의 작동이나 오작동은 원자로의 안전정지 기능을 저해하거나 억제하여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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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수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부하를 최종 열제거원

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동 계통에 적용 가능한 운영기술지침과 기술기준을 제공하

여야 하며, 계통의 설계 및 기능은 그 설계기준에 만족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용수계통의 설계 및 기능을 설계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의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 원자로 안전계통에 대한 영향 및 방사성물질의 제어되지 않

은 누출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계통의 가능성에 관점에서 해당 기능

이나 고장에 대한 논의 및 분석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용수계통은 설계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원자로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 및 잠재적인 고장이 계통의 설계 에 

고려되어 있다. 분석된 기능이나 고장은 원자로의 사고 발생을 초래하지 않으며,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거나 방사성물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을 초래하지 않

는다.

3. 운영기술지침서 및 기술기준은 설계기준에 의해서 요구되는 바대로 계통의 운전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4. 용수계통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로 이차 냉각계통, 순

수 공급계통, 중수 공정계통,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사용후 연료저장 및 냉각계통, 

화재방호계통, 압축공기계통, 부속 시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 고유 노형별로 요

구되는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기술되어야 하며, 이러한 설비들과 관련한 

용수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안전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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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절 기타 보조계통   

    (폐쇄일차냉각재계통의 상부충전가스 제어)

검토주관: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에서는 대기로부터 밀봉된 일차계통의 일부

분으로서 반사체 냉각 및 정화계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자로의 일부에서는 감

속재, 반사체 및 냉각재로 중수를 사용한다. 대기중의 수증기와 섞이거나 자체로 손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른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에서는 일차계통이 대기압 또는 대기압보다 높은 조건에서 경수를 사용하여 운전된다. 

이러한 계통에서는 물의 방사능분해로 인해 수소-산소 혼합체가 형성되어 이를 제어하

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절의 검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계통에 담겨져 있고 제어되는 가스의 종류를 다루는 폐쇄계통의 설계기준

2. 외부 대기와 냉각재계통 사이에 요구되는 압력차를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통

3. 담겨져 있는 가스의 요구되는 순도나 농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통

4. 담겨져 있는 가스를 순환시키고, 처리하고, 정화하고, 회수하고 저장하기 위한 방

법 및 계통

5. 냉각재의 방사능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 및 산소가스를 평가하고 재결합시키기 

위한 방법

6. 다수를 차지하는 가스의 종류와 소수를 차지하는 가스의 농도를 포함하여 혼합 가

스의 특성이 변하는 경우에 대한 원자로의 안전 및 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적용 가능한 경우, 상부충전가스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 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 및 그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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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폐쇄일차냉각재계통의 상부충전가스 제어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기타 보조계통은 다음의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①원자로시설에

는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하중을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과압방지)  내압을 받는 원자로시

설의 기기 및 계통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압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①원자로시설에는 기

기의 기능상실이나 잘못된 조작 등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한 때 또는 제2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동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때에 이들을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

와 1차 냉각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련되는 주요 기기들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①원자

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기능수

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 기능의 중요도에 따

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주기적인 시험․감
시․검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기는 예상가능한 고장

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에 속하는 압력용기(보조보

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펌프 및 주요밸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내압시험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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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 시에는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운영 중 받게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

이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상부충전가스계통은 설계기준에 따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상부충전가스계통은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원자로의 안전

정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누설의 제어 및 감지가 확인될 수 있는 설계이어야 한다.

3. 상부충전가스계통은 원자로 및 작업자의 안전성이 보증되도록 상부충전가스를 처

리하거나 재결합 시키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상부충전가스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요구되는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 및 기술기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5. 동 계통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냉각계통이 제공되어야 하며 냉각

기능 상실에 대비한 온도기준 및 원자로 보호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 동 계통의 수질관리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7. 내압을 받는 시설의 기기 및 계통에는 과압에 대처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일차냉각재계통이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상부충전가스 계통 또는 반사체 냉각 및 정화계통에 대하여 다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2. 주요기기와 특정 구성재질에 대한 도면과 사양을 포함하는 계통설명

3. 운전분석 및 안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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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분석보고서 제7장 “계측제어계통”에 설명되지 않은 계측제어 요건들

5.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와 기술기준

그리고 계통설계를 설계기준 및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원자로는 폐쇄일차냉각재계통으로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상부충전가스 제

어계통의 설계는 그와 같은 기능을 지원한다. 상부충전가스제어계통은 방사성물질

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을 방지하고 원자로의 안전운전이나 정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상부충전가스 제어계통은 요구되는 가스의 종류, 구성성분의 허용 농도 및 설계 

기준압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3.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뿐만 아니라, 방사능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스의 처리, 

저장 및 재결합을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4. 대중의 건강 및 안전과 원자로의 안전운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운영기술 지침서 

및 설계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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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절 부산물, 선원 및 특수 핵물질의 소유 및 사용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폐기물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을 위한 운영허가는 원자로의 소유 및 운전과, 원자로의 

운전으로 얻게 되는 부산물인 모든 방사성물질의 소유를 포함한다. 또한, 인․허가는 원

자로운전에 관련된 부지내의 공간 및 지역을 지정한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요건

에 따라 부여되는 인․허가에서는 연구 및 개발 목적을 위해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다른 

특정 부산물이나 특수 핵물질의 소유를 허가할 수도 있다. 부산물은 사업자의 시설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 밖으로 반출될 수도 있다. 만약 이들 물질

들이 사업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된다면, 동일 규제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제기관으로 

이관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요건에 따라 취급되는 물질이나 시설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

다. 이들 시설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보조 원자로계통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 절의 검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허가된 방사성핵종의 종류 및 양

2. 사용될 건물, 공간, 장비 및 절차

3. 연구 및 개발과 같은 용도, 처리 그리고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

4. 액체 및 화합물을 위한 배수나 기체상 물질의 배기를 위한 공기배기 후드를 포함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대책, 그리고 이에 관한 ‘방사선방호’

분야에서 도출된 설계기준

5. 차폐체와 방사선 감시방법을 포함하는 방사선방호를 위한 대책 및 그에 관한 설계기준

6. 관련 보조시설의 설계와 시설보안 및 비상계획 간의 관계

7. 시험 및 점검요구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술지침서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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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110조의 모든 조항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내지 제66조의 모든 조항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15조의 모든 조항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9조의 모든 조항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부산물, 선원 및 특수 핵물질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허용 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공간 및 기기의 설계 및 절차는 시설로부터 고체, 액체 및 기체와 같은 방사성물

질의 제어되지 않은 누출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설계 및 절차는 체내흡입 및 호흡을 포함한 작업자의 직업상 피폭방사선량이 원자

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제12장에서 설명한 바대로 시설

의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절차는 10 CFR Part 30 및 70을 고려하되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모든 

규제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보조시설에 대한 운전절차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허가되지 않았다면, 원자로에 

의해 생성된 방사성 부산물만이 허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보조시설에 관한 비상계획, 시설보안계획 및 화재방호 대책이 언급되어야 한다.

6. 이들 보조시설을 다루는 운영기술지침서는 일반인의 건강보호 및 원자로 사용자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가된 부산물 및 특수 핵물질의 관

리 및 통제가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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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원자력안전법령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

자로에서 생성된 부산물, 선원물질이나 특수 핵물질의 소유 및 사용에 관련된 보조계

통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검토자는 계통의 설계기준 및 절차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다른 장들, 특히 제11장, 

제12장 및 제13장에서 개발된 요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자는 다른 시설 및 

연구소에서 방사성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한 경험에 비추어 설계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허용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들 물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은 운영허가 서류 및 방사선안전관

리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비록 실제적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검토

자는 절차의 기술기준과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3장에 제시된 시설 운영절차의 승인 및 

검토 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검토의 일환으로 특정한 절차를 추출

하여 검증해 볼 수도 있으며 건설 및 시운전 검사절차의 일부 또는 기존 시설의 가동

중검사의 일부로서 검사자가 절차서를 선택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보조시설 및 계통은 원자로에 의해 생성된 부산물,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

선원 및 특수 핵물질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의 설계기

준은 제11장 및 제12장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원자력안전법령의 제반요건을 준수하여 

잠재적인 작업자의 피폭을 제한하며 시설의 ALARA 프로그램과 일치함을 입증한다.

2. 방사선 피폭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계특성 

및 허가 조건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보조시설에서의 소유나 사용을 위하여 허가된 

방사성핵종의 양에 관한 최대 취급량 상한치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자는 이

들 물질의 사용을 위한 허가된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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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특성 및 절차는 일반 환경으로의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발생하

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4. 설계특성 및 절차는 원자로에 의해 생성된 부산물,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

선원 및 특수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이들 물질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비상계획, 시설보안계획 및 화재방호계획에서 다루고 있음을 

입증한다.

5.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에 의해 생성된 부산물,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원 및 특수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이들 물질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이 

일반인, 사용자 및 환경상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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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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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실험시설 및 이용

제 11.1 절 개요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이 절에서 신청자는 원자로와 관련된 실험시설 및 방사선 조사시

설의 주요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실험계획 범위를 기술

하고 실험에 관한 고려사항을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신청자는 실험 장

치에 대한 점검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고려한다. 이러한 운전은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허용 가능하다. 원자로의 정상운전 시 실험이 양립가능하며, 이런 경우 원

자로의 안전정지와 핵연료의 적절한 냉각이 서로 간섭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사선학, 의학, 재료시험, 교육 등과 같은 실험 계획에서의 일반적인 중점 사항

2. 실험시설

3. 노심내부, 열기둥, 외부 빔 등과 같은 방사선에 조사될 실험장치의 기본 형태 

4. 반응도나 성분과 같은 제한된 실험특성

5. 실험의 감시, 관리 및 실험과 원자로 제어 및 안전계통 사이의 상호작용

6. 실험에 대한 설계요건과 검토 및 승인 절차

신청자는 제시된 모든 실험시설에 관하여 기술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원자로

에 잔존하는 각 실험시설간의 위치, 기본 기능 그리고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단한 

배치도와 도면을 이용할 수 있다. 본 개요에서는 실험시설의 기능과 실험 검토 및 승인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검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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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 절 실험시설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실험시설의 설계에서 몇몇 상호의존 변수의 선택이 요구된다. 최종설계에서 신청자는 

일반인, 방사선작업종사자 그리고 수시출입자에 대한 위험도가 허용 가능함을 입증하면

서 최적의 중성자속 또는 감마선속에 대한 실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험시설의 설계

가. 부적절한 일차냉각재 누설 또는 시설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 압력파, 

온도 변화, 또는 반응도 영향을 수용하거나 견디는 시설 설계 측면

나. 시설에 사용된 재료와 예측된 방사선 조사 및 화학적 조건과의 융화성

다. 모든 규격을 포함한 실제 크기

라. 보다 복잡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단순화된 설계도면 및 개략도

2. 주요 설계, 운전변수 및 사양을 포함하는 노심내/반사체내 실험시설

가. 노심, 안전계통, 노심지지물, 중성자 검출기, 냉각재계통의 기기 그리고 다른 

수조 내 구조물과 관련한 시설의 위치

나. 이러한 시설물들의 반응도 효과

3. 원자로의 안전정지 또는 적절한 노심 냉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실험 시설의 특성

4. 실험시설의 설계 및 이용과 관련한 방사선학적 고려사항

가. 시설관련 기술지침서와 관련하여 Ar-41을 포함한 방사성기체의 생성, 핵분

열생성물 또는 다른 방사성오염물의 누출, 그리고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작업자 피폭

나. 실험시설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사선 흐름 및 대기산란 방사선의 선샤인 효과

다. 실험 방사선의 감지 및 작업자 감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배치된 방사선 

감시기

라. 실험시설과 관련한 방사선구역의 출입 제한에 사용되는 임시 또는 영구적으

로 설치된 물리적인 통제장치, 차폐체, 빔 포획장치 또는 빔 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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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안전계통 및 원자로 보호계통과의 기능 연계

가. 감지기, 판독장치, 비상정지 또는 연동장치의 용량 그리고 영구적으로 설치

한 모든 계측기기 및 제어계통의 위치 및 기능을 포함한 실험시설의 안전계

측기기

6. 실험 냉각 및 냉각재원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관련한 의존성 또는 상호작용

가.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제6장 원자로냉각계통 및 연결계통을 참조한다.

7. 실험시설에 대해 신청된 기술지침서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97조의 모든 조항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제49조의 모든 조항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내지 제29조의 모든 조항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실험시설 설계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에 대한 안전제한치, 안전계통제한설정치 및 운전제한조건은 이 절 및 해당

되는 장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원자로시설의 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

분석보고서 해당 절에서의 분석은 실험시설의 기기 및 기능 설계가 정상운전 중에 

원자로의 안전계통제한 설정치 및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사고 시에

도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반응도, 열출력

준위, 핵연료 온도, 압력 및 노심상부 수조 깊이의 모든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갑자기 기포가 생성되거나 침수될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16장에서 분석된 

것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물리적 체적이 정해져야 한다. 실험시설은 

다른 적용 가능한 장에서 분석된 값 이상으로 안전 신호, 첨두 중성자속 또는 출력

밀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중성자속 분포가 급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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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시설의 벽의 두께 및 용접강도는 최대 가상펄스압력 또는 일정 압력에 의한 

변형이 주변 핵연료에 손상을 입히거나, 실험시설의 건전성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원자로 안전 및 제어계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실험시설의 내

부와 외부 환경에 대해 부식, 침식, 산화에 대한 취약성과 융화성, 강도를 포함하여 

재료의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4. 실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기계적 수단은 실험시설이 부적절하게 이동할 수 없다

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볼트, 슬리브, 칼라(Collar)와 같은 확실

한 조임 방법과 재료가 요구된다.

5. 방사선구역에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실험시설에 설치되는 물리적 방벽 및 차폐

물의 위치, 규격 및 재료가 실험자, 원자로운전원, 그리고 기타 작업자의 피폭선량

을 선량한도 이하로 제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실험 중에 생성

된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안전성분석보고서 12장에서의 분석과 부합하여야 한다. 실

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잠재적 피폭은 16장에서 분석된 수치 이내의 값을 가져야 

한다. 실험에 사용한 특수 방사선 감지기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8장 또는 제12장 

또는 실험 계획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6.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실험 및 시설 냉각은 주변 원자로 감속재 또는 냉

각수와의 대류 열전달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험시설 냉각은 원자로 또는 실험의 모

든 운전조건하에서 시설의 고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열수력 분석을 통해 입

증하여야 한다. 실험 냉각과 원자로 냉각계통 간의 상호의존은 적절한 핵연료 냉각

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원자로 안전정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원자로 일차냉각 계

통으로부터 독립된 특수냉각계통을 필요로 하는 실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평가의 

고려사항은 기본적으로 원자로냉각계통에 관한 실험시설과 동일하여야 한다. 본 안

전심사지침의 제6장에 제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7.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빔 포트가 수조 수위 아래에 위치하고 원자로 용기

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16장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신청자는 

실험시설의 설계가 냉각재 상실사고를 일으키는 새로운 기구를 도입하지 않으며, 

실험시설 고장으로 인한 냉각재 상실사고의 잠재적 영향은 16장에서 분석된 허용범

위 이내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실험시설의 설계에 의해서 또는 실험 및 

실험시설의 고장에 의해 초래되거나 영향을 받는 냉각재 상실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핵연료 건전성이 상실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8. 실험시설의 안전계통에 관하여 그리고 실험시설 안전계통과 원자로 보호계통간의 기



- 309 -

능 연계에 관하여, 신청자는 실험시설의 예상 오작동 사고로부터 안전계통이 실험자, 

그리고 일반인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9. 큰 규모의 방사선 조사 시설에 관한 설계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가 방사선 조사실에 있는 경우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 

나.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 제어

다. 거주지역에서의 허용 가능한 생물학적 차폐 유지 

라. 실험 변화로 인한 반응도 영향을 조사실 내에서 허용 가능한 수치로 제한

마. 운전 중 원자로 또는 차폐체의 균열이나 이동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의 자동정지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실험 계획을 위한 원자로시설의 목적 및 예상용도

2. 유사한 공학적 전문기술과 안전 주안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시설 및 관련 원자로계통

3. 실험시설의 고장 형태와 원자로, 작업자, 실험자 및 일반인에 대한 사고영향

4. Ar-41을 포함한 방사성물질의 생성 및 방출과 정상운전, 또는 사고 기간 동안 실

험시설이 원자로, 작업자, 그리고 일반인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의 분석. 검

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2장 검토의 일부로서 실험시설로부터 생성된 방사성유

출물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가상적인 원자로 사고가 실험시설 및 실험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계획된 실험시설의 운영 및 이용이 정상운전 하에서 원자로시설에 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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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건의 안전계통제한설정치 또는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실

험시설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기술지침서를 신청하고 그 적절성을 입증하였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 및 기능정보는 실험시설이 모든 예상운전 및 가상사고 

중에 필요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절히 보호됨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또

한 수조 수위에 대한 시설의 위치는 설계에서 설명되었으며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

한 분석은 설비 고장이 동 사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3. 실험시설의 급격한 침수, 기포발생 또는 실험시설의 기타 오작동에 의한 반응도 

삽입은 허용 제한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한치의 급격한 반응도 삽입으

로부터 초래된 원자로 거동은 허용 가능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다.

4. 방사선학적 관리는 종사자 및 일반인의 예상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에 부합한다.

5. 실험 계측 및 제어계통은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실험 제어계통과 원자로 보

호계통의 연계 기능은 원자로, 실험 그리고 일반인을 보호한다. 

6. 실험계통의 오작동 또는 고장 영향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6장의 안전해석에서 다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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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절 실험 및 이용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다양한 실험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운

영상의 관리는 일반인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보호를 보장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신

청자가 실험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1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지

고, 제13장에서 요약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실험에 대한 안

전성분석을 위한 요건과 실험검토 및 승인방법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험검

토와 승인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한편, 방사성의약품의 생산 등 의학 분야에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사용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성자 빔에 의한 뇌종양 치료인 붕소중성자포획치료요법

(BNCT)의 제한적 시도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BNL과 MIT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전망이 없어 보여 이후 붕소중성자포획치료요법을 이용한 

인간에 대한 조사는 중단되었다. 종양 세포 내의 붕소를 농축시키는 약들의 발전과 고

열 광선의 사용이라는 광선기술의 발전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붕소중성자포획치료요법

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의학적 이용을 다시 고려하게 하였다.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신청자가 실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승인을 얻기 위한 방법론과 절차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성 검토위원회 구성, 검토 및 승인 기준, 승인기관

2. 실험 설계요건 및 등급 분류의 방법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실험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

부와 적절한 안전성 검토 및 분석 승인을 포함하는 행정관리

4. 허용 가능한 캡슐 재료, 실험재료 그리고 구조 성분 및 유형

5. 방사선 가열 및 기타 방사선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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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 위험 및 관리를 포함하는 실험시설 및 실험의 고장 모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의학치료는 두 가지 규제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

소는 환자에 대한 치료 사업자와 치료계획서 및 지시서의 준비, 붕소 약품의 투약 및 

환자에 대한 중성자 빔의 조사, 환자에 대한 조사 및 장비의 감독, 환자의 몸에서 치료

의 결과로 형성되는 부산물의 제어 등과 관계된다. 이에 대한 규제요건은 인허가 담당

자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의학적 치료시설을 추가적인 사용분야로 등재하여

야 하는 것 이외에 이 절에서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원자력안전

법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인허가와 관련된다. 연구

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구성요소는 의학적 치료시설, 중성자 빔의 생성, 환자에게 조

사되는 중성자 빔의 물리적 특성, 중성자 빔과 관련된 모든 보건 물리학, 방사능 오염, 

의학치료실 및 내부기물의 방사화, 치료수행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유지 등을 포함한다.

 

만일 주요 변경사항이 원자로 노심이나 구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건설허가의 신청이나 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변경시점에 안전현안을 제기하

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지연이나 추가적인 변경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신청

자는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허가 없이도 의학적 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존

재하는 빔 튜브에 필터를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원자로 내에 추가적

인 빔 튜브를 건설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본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을 포함하여 환자 조사와 관련한 운영 요건

2. 방사선 안전을 보증하는 의학적 치료시설의 설계

3. 방사선 안전을 보증하는 빔의 설계

4. 직원 및 환자의 방사선 안전을 보증하는 방사선 감시

5. 의학적 치료시설 및 중성자 빔의 감독 요건

6. 방사선 및 빔 감시기의 교정 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의학적 이용의 검토 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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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97조의 모든 조항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내지 제66조의 모든 조항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6조의 모든 조항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실험 검토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에 관한 안전성 검토위원회는 원자로 운전, 방사선 방호, 실험수행과 운전 환경

에서의 재료의 기계적, 전기적, 방사선학적 그리고 화학적 거동에 관하여 폭넓은 경

험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능 조직도는 원자로 운전 및 운영 기술진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전달 체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위

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실험자 및 원자로 운영 직원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운영되어야 한다. 안전성 검토위원회는 공식적인 설립규칙에 의거해 활동하여야 하

며,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포함하여 실험승인에 대한 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예상되는 실험을 잠재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실험별 안전요건을 기

술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실험계획 동안 방사선 또는 기타 가능한 위해로부터 시설 작업자 및 일

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관리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분리된 권한과 다른 

작업자에 의하여 원자로 및 실험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기

술하여야 한다. 검토 분야는 실험시설 및 구역으로의 접근, 폐쇄절차, 원자로 운영

요원간의 의사소통 및 경보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는 실험 또는 

실험시설의 고장 이후에 기본적인 보호 및 복구절차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 신청자는 실험재료 및 제한사항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Reg. Guide 2.2와 2.4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재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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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핵분열물질을 포함한 방사성물질, 그리고 방사선장 또는 방사성물질의 방출

에 의한 방사선학적 위험

나. 추적 원소 및 불순물에 의한 중성자 흡수 및 방사화

다. 정 반응도 또는 부 반응도의 영향

라. 폭발성, 부식성 및 반응성이 매우 큰 화학물질

마. 방사선에 민감한 물질

바. 가연성 또는 독성 물질

사. 저온 액체

아. 미확인 물질

자. 실험 고장을 야기할 수 있는 방사선 가열 또는 손상

한편 이 절에서 적용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의학적 이용에 대한 허용 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 노심 또는 구조의 주요 변경을 제시한 모든 신청자는 건설허가를 위한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학적 치료실의 방사선 차폐설계는 원자로가 운전 중일 경우에는 치료실 밖의 방

사선량에 대하여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지 않고 치료실내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치료실 내의 방사선량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또한 설계는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그리고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의 합리적 최소성취 목표 (ALARA)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치료실은 벽, 바닥, 천장 및 실내 기기 등의 중성자 방사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 치료실은 치료 중 출입을 막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출입지역은 차폐된 문과, 차폐

되지 않은 문으로 이루어진 미로,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치료 중 출입을 제한하여

야 한다. 문 또는 입구는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빔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통과 연

동되어야 한다. 

5. 의학적 치료시설은 중성자 빔을 매우 짧은 시간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두 

개의 독립적이고 다중적인 계통을 갖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빔 제어 및 작동방법

은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 기술되어야 한다. 치료실 문 또는 

입구와 계통간의 연동은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 내의 설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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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야 한다.

 

6. 의학적 치료시설의 직원은 의학적 치료시설 제어구역 및 치료실 내부에서 원자로

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직원들은 또한 원자로 제어실 및 

치료실 내부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치료실은 치료실 내부의 방사선 지역을 조사함으로써 빔이 나오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방사선 감시계통이 설비되어야 한다. 감시계통은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보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비상용 전

원공급장치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의학적 치료시설은 환자에게 조사되는 선량을 결정할 수 있는 빔 감시계통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9.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사업자 및 의사로 승인 받은 사용자의 업무분장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기 업무분장에는 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시설에 접근시키는 방법과 치료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짓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10. 의학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기가 고장을 일으킬 경우 환자를 치료실에서 밖으로 

이송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11. 신청자는 의학적 치료시설에서 종사하는 감독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에 대하여 감독 요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독은 치료가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연기될 수 있다. 

12. 치료실 내의 방사선 감시기는 정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중성자 빔 감시기 또

한 정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13. 빔의 교정 확인, 빔 감시기의 기능 확인, 빔의 특성화 등의 작업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치료받은 환자가 없다면, 이러한 확인은 필요가 없다. 또한 

빔이 개조되었거나 수리되었다면, 신청자는 반드시 빔의 특성이 변경되지 않았음

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신청자는 환자에게 조사되는 실제 방사선의 양을 규정치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규제기관은 치료에서 받는 총량이 환자 치료 계획보다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승인하였다. 만일 치료가 여러 번에 걸쳐 실시된다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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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에 30%의 차이만이 인정된다. 만일 치료가 3번 이하로 실시된다면, 총 조사량

은 규정된 양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 신청자는 보고하여야 할 만한 사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실례로 규제기관

은 다음의 사건들을 보고하여야 할 만한 사건으로 승인하였다.

가. 기록된 지시문 없이 방사선 치료가 실시된 경우

나. 기록된 지시문이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치료 후 24 시간 이내에 의료 사업

자에게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문서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다. 조사된 방사선이 주어진 치료단계에서 규정된 양보다 15% 이상 조사된 치료

16. 신청자는 잘못된 운영미숙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전에 규제기관은 다음

의 사건을 운영미숙으로 승인하였다.

가. 환자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치료모드로 또는 잘못된 치료위치에 

실시된 치료

나. 조사량이 위에서 기술된 제한된 양보다 큰 경우의 치료

17. 상기와 같은 운영미숙 사례 발생시 이를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 일정,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 등이 제시되

어야 한다.

18. 신청자는 수리, 보수 및 개조 등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9. 신청자는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 기술된 것을 종합하는 품

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신청자는 원자로와 관련한 치료에 속하는 기타 절차서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1. 이러한 절차서는 혈액 및 세포 내에 존재하는 붕소함량의 측정에 대한 절차를 포

함한다. 적절한 운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기의 교정 및 감독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차 비상정지 방법이 의학적 치료시설 제어구역 내에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

여 신청자는 운전자가 원자로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도록 제어실과 의사소통 할 수 있

는 일시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빔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통의 상태를 

확인하는 1차 방법이 고장이 난 경우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치료실 내의 방사선 감시기가 고장 난 경우에 대하여 신청자는 치료실 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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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을 감시할 수 있는 일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해 일

시적인 대처법은 단기간(예를 들어 10일 이하의 운전 일수) 동안만 사용될 수 있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실험 검토 및 승인에 사용되는 실험 안전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방법론을 

평가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참고 문헌 및 내용을 이용하여 검토

하고 검토 중인 계획과 다른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유사계획을 비교하여 안전

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건설허가 발급에 필요한 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면 검토자

는 상기 변경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본 안전심사지침의 기타 적절한 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로노심에 대한 변경은 제5장을 사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 및 신청된 시설이 규제기관의 규제범위 내에 있으며 시설의 상세 

정보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결과 및 결론에서 언급될 것이라는 결

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이 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실험에 관한 안전성검토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직임을 입증하였고 동 위원

회는 적합한 경험 및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시설에 적용된 절차 및 방법을 통해 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시설 및 

일반인에 대한 모든 잠재적 안전성과 실험의 방사선학적 위험이 자세히 검토되었

다.

3. 행정관리는 실험에 의해 야기된 방사선과 다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운전요원, 실

험자와 일반인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 방사선 피폭의 예상치가 원자력안전법 시

행령 제2조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ALARA 프로그램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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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관리는 신청된 모든 신규 및 변경 실험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검토됨을 보장한다.

5. 실험 검토 및 승인은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허용범위 안에서 수행되었다. 

한편 원자로시설의 의학적 이용분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의료치료시설의 설계는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요건을 준수하며 연구용⋅교육용 원자

로시설의 합리적 최소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중성자 빔을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의학적 치료시설 제어 및 계통의 설계는 신청

자가 중성자 빔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사고에 의한 중성자 빔 

피폭을 막기 위한 연동장치가 존재한다. 치료실의 방사선 감시를 통하여 중성자 빔 

상태를 평가한다. 

3. 중성자 빔의 감시에 대한 검토는 신청자가 중성자속 및 중성자 스펙트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환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성에 대한 근거를 확립

하였다.

4. 치료에 대한 행정상의 요건은 환자 수락에 대한 신청자의 업무분장, 신청자에게 

맡겨진 치료 특성, 치료 시작 및 중단을 위한 상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5. 의학적 치료시설에 관련 있는 종사자의 자격 인증 및 훈련에 관련된 요건은 적합하다. 

6. 종사자 및 환자를 포함한 의학적 치료시설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감시는 적합하다. 

7. 신청자는 적합한 의학적 치료시설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설명하였다.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2666호, 시행 2014.11.22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7호, 시행 2014.11.22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9호, 시행 2014.11.2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 320 -

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4호, 

시행 2014.11.22

6. “Changes, tests and experiments”, USNRC, 10 CFR Part 50.59, FR 6519, Feb. 25, 

1986 

7.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 USNRC, NUREG-1537 Part 1, 1996

8.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9.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10. “Development of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Experiments in Research 

Reactors”USNRC, Reg. Guide 2.2, 1973

11. “Review of Experiments for Research Reactors”, USNRC, Reg. Guide 2.4, 1977



- 321 -

제 12 장

방사선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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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방사선 방호

제 12.1 절 개요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본 절에서 원자로의 방사성폐

기물 관리와 환경감시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방사선방호계획과 그 이행방안의 개요를 

기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방사선방호에 관한 전체적인 범위를 기술하고 이

에 관한 고려사항을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인을 포함한 방사선작

업자와 시설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과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유출관리 및 방사성폐

기물관리가 합리적 최소성취(ALARA)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폐설계를 위한 방사선원과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선원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체, 액체,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처리, 저장, 운반, 처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 공학적 안전계통,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내․외부 피폭방사선량 평가를 위한 선량평가 체계와 선량저감을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

5. ALARA 이행을 위해 최고 경영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발족, 운영, 평가 결과 반

영에 관한 절차와 목표에 관한 사항

신청자는 제시된 모든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에 관하여 기

술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이를 입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간단한 배치도와 

도면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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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2 절 방사선방호계획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작업자와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및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ALARA) 시설의 대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토자는 신청자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신청서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 중 방사선방호 최적화(ALARA)를 보증하기 위한 방사선방호계획에 관한 기술

2. 방침을 수립하는 관리 수준 및 권한 등을 포함하여 상기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방

침에 대한 방법의 기술

3. 모든 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과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합리적으로 최소화 

하기 위한 (ALARA) 계획이 시설 내 모든 활동 영역에서 이행되는 방법에 대한 기술.

또한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여 방사선방호계획의 설계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방사선방호요건에 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을 이행하는 방사선 방호계획

2. 업무의 수준, 권한 및 업무분담, 지위 및 자격부여, 기술표준, 헌장 및 절차, 또는 

조직 내 작업자의 권한, 책무 및 업무분담을 명시하는 기타 문서 등 신청자가 방사

선방호계획을 시행하고 방사선방호를 확인하는 조직의 구조

3. 방사선방호부서와 기타 시설안전부서 및 원자로시설 운전부서의 공유 및 연관성

4. 효율적인 방사선방호를 위한 조직과 방침 및 계획에 관한 설계방법, 그리고 시설

의 대책을 이행하는 행정계획과 절차 등 계획과 정책결정의 업무분담에 관한 방침

5. 문서관리조치를 포함한 방사선방호의 계획과 절차

6. 시설 운전과 이용의 작업자, 방사선방호요원, 비시설 연구원 및 용역 인원, 보안, 

화재 및 기타 비상 요원, 그리고 방문자 등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요구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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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방사선방호 훈련계획

7.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 회의 빈도, 검토 및 감사의 업무 및 범위,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과 요건, 시설 및 부서내 방사선방호를 위한 기타 상시 및 임시 위원회와의 관

계 등 방사선방호에 관한 책임을 가지는 위원회의 목적, 조직 및 기능

8. 방사선방호계획의 모든 기능적 요소에 관한 검토 및 감사를 수행하는 계획으로서 

검토 및 감사의 범위, 검토 및 감사의 일정에 관한 근거, 감사자의 자격과 감사결

과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을 포함

9. 방사선방호계획의 문제 및 사고를 포함하여 경험을 평가하는 체계로서 시설 설계 

및 방사선방호계획을 향상시키고 학습교훈을 개발하며 근본원인을 찾아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데 이용 가능한 경험 

10. 기록보존 기간, 접근성, 검토 및 기록보관, 정확성과 유효성을 위한 방사선 안전

기록에 관한 특별 검토, 경향분석 개발을 위한 기록의 이용, 통지 관리, 방사선관

련 조치의 계획, 규제당국 및 기타 적절한 기관에의 보고 등 방사선방호계획의 기

록보존 과정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제3항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호 가목: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방사선방호계획): ~ 영 제41조 제1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호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① 원자로시설의 운영 중 작업자 및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

기 위하여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평가하는 방사선방호

계획을 수립할 것

② 방사선방호계획은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과 관련하여 방사선방호에 대

한 충분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방사선방호요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

고, 방사선방호요원은 연구용원자로 종사자가 피폭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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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행하여야 할 보호조치를 숙지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할 것

③ 방사선방호계획의 내용 및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위반된 사

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방사선 피폭의 ALARA 보증을 위한 방사선방호계획의 허용 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은 시설의 작업자 및 시설 주변의 일반인들이 받게 되는 

피폭방사선량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ALARA 프로그램에 대해 최상위 책임자의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 

상위 대학 행정기관이 위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은 실제 활동 중인 관리

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작업자에게 명백하게 문서로 명시화되어야 한다. 

3. 감독자는 작업자 피폭의 추세 및 기여 매개변수, 피폭 감소의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

하여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작업자의 피폭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전의 기간, 원자로 운전의 계획 및 이행, 

유지 활동,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 등의 ALARA 활동에 충분한 자원이 제공

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방사선방호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시설 작업자 및 일반인들을 허용되지 않는 피폭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원칙에 명백하게 기반하여야 한다. 

6. 시설 조직표는 방사선방호계획의 관리가 원자로 운전관리와 독립적임을 보여야 한다. 

7. 방사선방호계획은 적용가능한 모든 규정의 준수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8. 방사선방호계획은 상기 모든 검토 분야 및 예상되는 모든 방사선량이 검토되었음

을 명백하게 보여야 한다.

9. 방사선방호계획 절차는 정상 상황 및 비상 상황 하에서 방사선방호의 명백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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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명한 책임 소재를 수립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10. 방사선방호계획에 관한 절차는 운전원과 작업종사자가 적절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방사선방호의 변경이나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절차서의 부록이나 개정 절차서가 발간되어야 한다. 

감독자와 검토 위원회는 절차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선방호에 영향

을 미치는 새로운 절차서 및 개정절차서는 방사선방호요원, 적절한 관리부서 및 검

토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11. 동행자 없이 시설 접근이 승인된 모든 작업자 및 방문자는 그들의 직무, 기능 및 

방문목적에 맞는 방사선 보건 및 방호 계획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운전

원과 감독자를 포함한 인증된 개인은 교실수업 및 직무훈련을 받아야 한다. 방사

선방호 훈련계획은 필요시 개인을 훈련하고 재교육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서 수립, 

유지, 적용되는 훈련계획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12. 방사선방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검토 위원회 혹은 위원들은 어떠한 조치라도 가

능한 고위 관리층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 책임 및 보고 요건 등

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유지해야 한다. 또한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권고사항과 

이후의 조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방사선방호분야에 기술적으로 유능

한 인사들을 위원회의 업무분야에 보유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 및 정기적인 사안

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그룹토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3. 방사선방호계획을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위원들은 필요하다면 종

종 방사선방호계획의 모든 기능적 요소들을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 대상인 

기술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감사는 

방사선방호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작업자 

외부 및 내부 선량측정, 휴대 및 고정 계측기, 방독면 (만약 시설에 사용될 경우), 

오염관리 방사선 감시, ALARA 프로그램, 원자력사고 시 선량측정, 방사선원물질 

관리, 방사선 보건 및 안전성 훈련, 방사선구역의 설정 및 방사선방호계획기록 등

의 분야에 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1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은 주요 방사선위해도의 관리임무에 관한 방사선 

작업허가 및 유사한 계획을 보유하여야 한다. 

15. 방사선방호계획 기록관리 체계에는 ALARA 프로그램 기록, 개인 작업선량 기록, 

감시 및 구역관리 기록, 감시 방법 기록 및 훈련 기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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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이 상기 허용 기준의 만족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방사선장해방지조치”와 같은 규제요건

이 충족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 최소성취 (ALARA) 방침과 대책을 평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토자는 방사선방호부서의 위임된 책임과 권한을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

자는 또한 특정 방사선방호업무에 할당된 개개인이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적절하고 명백하게 정의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방사선방호부서가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

는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업무분담이 방사선방호부서의 것이 아닐 경우, 

원자로운전부서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부서 등 기타 시설 안전성 부서와의 공유 및 연관

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방호를 관리하는 운전 감독자에게 업무분담이 어떻게 

위임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방사선방호부서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받기 위하여 조직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행정계

획과 절차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선방호부서의 구조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인지된 비안전 실행의 금지 및 상위 관리부서와의 대

화 등 방사선방호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됨을 확인한다. 검토자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

행하기 위한 절차서의 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방사선방호 훈련계획과 방사선방호 검토 및 감사 위원회를 검토하여야 한

다. 검토자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위한 기록관리 훈련의 기술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

는 이 장의 끝에 있는 참고 문헌의 규정, 지침, 표준기준 및 보고서 등이 연구용⋅교육

용 원자로시설에 적용되기 때문에 검토 수행 동안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 

목록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문서들이 이용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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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시설의 ALARA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절차서의 방침과 기반은 작업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규제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아울러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최소의 피폭선량 (ALARA)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입통제와 방사선 피폭에 관한 관리와 절차서 (피폭방사선량, 유출물 방출 및 방사

선(능) 경보계통의 조치단계에 사용된 합리적 최소성취 목표 및 기준을 포함하여)가 적

절한 방사선방호계획 요건을 만족하고 환경, 일반인 및 시설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피

폭이 합리적으로 성취가능한 최소의 피폭선량 (ALARA)일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한다. 

방사선방호계획은 조직상 최상위 책임자의 권한하에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

검토자는 명시된 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사선방호계획을 검토하였다. 

본 방사선방호계획의 검토에 포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방사선방호부서의 역할, 업무, 권한, 조직 및 기술진에 관한 평가

2. 방사선방호계획의 검토 및 감사에 책임이 있는 위원회의 역할, 업무, 권한, 기

술진 및 운영에 관한 평가

3. 방사선방호 훈련계획의 효율성 및 포괄성에 관한 평가

4. 방사선방호계획 및 정보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절차 및 관리체

계의 기반에 관한 평가

5. 방사선방호계획의 검토 및 감사에 대한 효율성 및 포괄성에 관한 평가

6. 시설의 문제 및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과정 및 방사선방호계획을 평가하기 위

한 과정의 효율성 및 포괄성에 관한 평가

방사선방호계획과 관련한 기록의 관리에 대한 검토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사선방호계획이 적절한 요건을 준수하며 타당한 신뢰도를 제공함을 확인하고, 모든 

활동 영역에서 방사선방호와 관련한 관리가 시설 작업자와 환경 및 일반인들을 비정상

적인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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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3 절 방사선원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포괄적인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모든 방사선 피폭선원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청자는 모든 방사선(능)원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검

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서식 및 내용에 대해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정보를 평가해

야 한다. 여기에 명시된 대로,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여 모든 기체, 액체 및 고체 선원

을 기술하여야 한다.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제3항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호 나목: 방사선원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방사선원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모든 방사선원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는 원자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 종류 (중성자, 감마선 등), 방사

능의 세기 및 선량률, 에너지 준위, 포장(밀봉 및 개봉), 이용, 저장 조건 및 위치, 

그리고 처분 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계통 및 기기, 그리고 작업자 방호수단 및 예탁선량의 설계 및 평가에 관

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 중 방사성물질 선원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여

야 한다. 

3. 원자로 정상운전의 전 기간 동안 작업자가 체류하는 구역에서 공기 중 방사성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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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상 농도, 위치 및 양에 관한 보수적인 최적 추정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4. 원자로 정상운전의 전 기간 동안 작업자가 거주하고 혹은 접근가능한 구역에서 외

부방사선장의 예상 위치 및 크기에 관한 보수적인 최적 추정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5. 신청자는 제한구역, 관리구역(만일 존재할 경우) 및 비제한구역에서 Ar-41, N-16, 

증기, 에어로졸 및 공기 중 방사성 입자와 같은 방사성핵종으로부터의 공간방사선

량률 및 집적선량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 및 가정을 제시하여야 한

다. 신청자는 (1) 특정 선원의 위치 (예를 들어, 냉각수, 빔튜브, 기체 혹은 공기구동 

왕복기계통), (2) 체류구역에서의 예상 생성률, 방출율 및 농도분포 (3) 원자로시설

의 관리구역에서의 방출 지점, 희석 공기 (양 및 출처), 방출이 예상되는 양 및 농

도, 분산 및 확산, 관심 지점에서의 농도, 평균 대기 조건, 방사능운의 확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고체 방사성폐기물 방사능의 세기와 양에 대하여 추정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시설 내 모든 방사선원이 적절하게 기술되고 본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서 논의된 특정 주제들이 완벽하고 충분하게 기술되는지 결정하여

야 한다. 어떤 정보들은 인허가 과정과 연계하여 부지 방문 시 증명될 수 있으며, 일부 

정보들은 규제기관이 승인한 유사 운전시설과 비교하여 평가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방사성물질 처리과정을 기술한다면 검토자는 처리공정과 연관된 모든 

방사성물질이 식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처리공정에 대한 방사성핵종 재고

량, 질량수지 및 물리·화학적 형태에 대한 기술내용을 적용가능한 유사처리공정과 비

교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작업자 방호조치와 선량 예탁의 설계와 평가에 관한 기반을 제공하고 모든 

방사선원들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술과 논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공기 중 및 액체상의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델

과 방사성핵종 재고량의 물리 및 화학적 형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상기 모델이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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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공정 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나 유사시설로부터 방사성핵종 

자료 (흡입 및 섭취 피폭 자료 또는 농도 및 재고량 자료)가 입수 가능할 경우 검토자

는 방사성핵종 농도의 최적 추정치에 대한 보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액체 

및 공기 중 방사성핵종 농도 분포 및 선량평가치와 측정 자료를 비교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또는 측정된 방사성핵종에 의한 작업자 및 

일반인의 방사선량에 관련한 신청자의 요약보고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정상운전, 이용, 유지,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운반과 연관된 모든 

주요 방사선학적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 내 모든 고체 방사선원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고 논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방사선의 출처(예를 들어, 원자로 노심 및 방사선 빔), 예상 피폭량, 출입관

리, 선원 관리 및 보관을 위한 대책, 임시 및 최종 처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방사성물질의 재고량,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 방사성물질의 위치, 그리고 기타 시설의 방사선 및 운전변수들을 포함하

여 잠재적 방사선원 및 관련 선량에 관한 기술을 검토하였다. 본 검토는 잠재적인 방

사선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이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식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이러한 위협요인들을 확인하는 근거와 공정 및 시설에 관한 기술을 서로 비교하였

다. 본 검토 및 평가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가 해당시설에 의한 잠재적 방사선 안전 

위험을 식별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식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방사선방호

계획의 수립과 독립검토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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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절 방사선 안전 설계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주위의 방사선 차폐체는 생물학적 차폐체로 불리며, 작업

자를 보호하고 원자로 구성기기 및 다른 설비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줄이도록 설계되

어 있다. 즉, 생물학적 차폐체는 일차적으로는 작업자와 일반인들을 보호하도록 설계하

되, 허용 가능한 방호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방사선 선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차폐계통은 작업자가 노심 및 방사선 빔포트 주

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차폐체의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고 방호 인자를 향상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은 밀도가 

크고, 감마선에 대하여 원자수가 크며, 중성자에 대하여 수소 농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

하는 것이며, 차폐체를 최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운영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방사선 안전 설계에 관한 사항이 제출되고, 검

토되어야 한다. 

이 절에 관한 검토 분야는 안전심사지침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사항

들을 따른다.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제3항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호 다목: 방사선 방호설계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 피폭을 방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선방호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종사자가 방사선구역 및 오염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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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설비를 갖출 것

2.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

를 갖출 것

3. 운전상태 및 사고상황시 방사선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출 것

4. 벽⋅바닥 그 밖에 방사성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으로 

평탄하게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게 할 것

5.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

염설비를 갖출 것

6. 오염된 공기를 환기하고 공기 중 방사성물질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

과능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추고, 오염된 공기는 방사성오염이 낮은 구역

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흐르게 하며, 방사성오염구역은 그 외부에 비하여 

낮은 압력을 유지하며 누설되거나 역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차적으로 차폐체는 작업지역내의 예상방사선량 및 누적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선량한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한 지침들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차폐체는 방사선 가열과 원자로 기기 및 차폐체 내의 방사화에 의한 손상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손상에 따른 파손가능성이 심각할 수준의 가열과 방사

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모든 운전조건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부터 방호될 수 있도록 탱크 또는 수조, 

냉각재량 그리고 고체 차폐체 재질 등에 대한 설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차폐 재료는 유사한 운전특성을 갖는 다른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입증된 

성능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계산 모델 및 가정은 유사성 비교를 통해 입증

되어야 한다. 새로운 차폐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 개발시험 그리고 

기동단계에서의 생물학적 차폐 시험프로그램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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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에서는 차폐체의 관통부 및 삽입부와 다른 밀도 및 원자번호를 갖는 재료가 서로 

접하는 부위에서의 방사선 흐름 또는 누설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사선 흐름 또는 누설은 운전제한조건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용 중에 있지 않은 빔 튜브와 같은 실험시설에 대한 차폐는 전체 시설에 대한 

차폐요건에 부합하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7. 지지물과 구조물은 차폐체의 건전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차폐체의 제작 및 건설은 

유사한 산업 구조물에 대한 요건을 능가하도록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시설의 설계 (격납건물 및 격납장치)는 정상운전 중 환경 및 작업구역으로의 제어

되지 않은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출입관리설비 (경보, 신호 및 출입구 잠금장치 등)의 설계는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

로 작업자에게 고방사선구역 및 초고방사선구역을 경고하고 구역으로의 비승인 출

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10. 방사선차폐, 환기, 원격취급 및 제염기기의 설계는 방사선량이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최소의 피폭선량 (ALARA)으로 유지되고 규제 제한치 이내가 되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11. 시설에 도입된 작업자 방호장비와 용구 (예를 들어 공기공급형 방호복 등)가 도

입되어야 할 시설의 조건, 이러한 장비들의 사용을 위한 시험, 교정 및 훈련 등이 

기술되어야 하고 적절한 규정 및 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12. N-16 제어계통이 존재할 경우, 이 계통에 의한 작업자 피폭선량의 저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12.3절에 제시된 N-16 선원항 평가 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 

N-16 제어계통에 의한 피폭을 포함한 작업자의 총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ALARA 프로그램과 일

치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차폐체의 설계기준이 일반인 및 시설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을 충분히 방

호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상세 설계 내용이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차폐체의 설계특성, 재료 및 사용된 계산모델을 허가된 유사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과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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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토자는 방사선 안전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장비 설계

2. 방사선 감시 및 경보

3. 격납건물/격납 및 환기 계통과 같은 공학적 관리계통

특히 검토자는 제12.3절에 기술된 각각의 방사선원과 방사성물질들에 대한 방사선방

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공학적 관리계통을 조사하여야 한다. 몇몇 계통 

(격납건물 및 격납, 환기계통)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타 장에서 검토되었다. 상기 평가

들에 본 검토가 참조될 수 있다. 검토자는 방사선방호조치가 방사선원과 방사성물질에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사선 

안전관리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방사선방호 공학관리계통 (차폐설비, 방사선구역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시설 및 

장비의 배치, 격납건물 및 격납장치의 이용, 오염 위험성을 관리하고 방사성물질 

방출을 관리하기 위한 환기계통의 설계, 원격취급계통 설비)가 사용되었다.

2. 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성취가능한 최소의 피폭선량 (ALARA)으로 감소시키는 조

치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공학적 관리계통을 대

신하는 운영관리 이용을 적절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N-16에 의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N-16 제어계통의 설계기

준 및 기능요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즉 제시된 출력준위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의해 예상된 N-16의 양과 직접방사선 및 공기 중 N-16에 의한 피폭을 포함한 

작업자의 피폭선량 및 N-16 제어계통의 형태와 피폭선량의 저감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선량한도와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에서 규정한 지침들을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생물학적 차폐체가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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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와 관련된 방사선원에 의한 피폭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2. 차폐체는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선량한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한 

지침 및 시설의 운전제한조건들을 초과하는 어떠한 방사선 흐름이나 누설이 없도

록 설치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3. 원자로의 기기들은 방사선과 관련된 심각한 성능저하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차폐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검토자는 시설에 도입된 공학적 방사선 피폭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다. 신청자는 상

기 방사선방호설비의 설계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격납건물 또는 격납계통, 방사선차

폐, 환기, 원격취급, 제염장비 및 출입관리장비의 설계에 관한 충분한 정보들을 제

공하였다. 도입된 출입관리장비는 고방사선구역 및 초고방사선구역을 포함한 방사

선구역에 대해 작업자에게 경보하고 방사선구역으로의 진입을 예방하는 데 적절하

다. 격납계통의 설계는 어떠한 예상 정상운전 동안에도 제한구역 외부의 일반환경, 

방사선관리구역(존재할 경우), 제한구역으로의 제어되지 않는 방사선 누출이 일어나

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5. 개인 선량측정, 차폐, 환기, 원격취급 및 제염장비에 대한 방안은 피폭방사선량이 

합리적으로 성취가능한 최소의 피폭선량 (ALARA)과 적절한 규정사항 내에서 유지

된다는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6. N-16 제어계통의 설계기준 및 설계특성은 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 선량한도 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시설의 ALARA 프로그램과 일치

하도록 방사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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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제 12.5.1 절 방사선원항

검토주관: 폐기물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으로 유입되는 방사선원에 관하여 신청자의 안전성분석 보고

서에 기술된 액체 및 기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정보를 검토한다. 

1. 방사선원항의 검토는 다음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파라미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내 각 동위원소의 농도

나. 원자로냉각재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 방사능의 분율

다. 원자로냉각재 내 모든 비핵분열생성물 방사성동위원소들의 농도

라. 모든 잠재적 방사성 수/증기계통에 대한 누설률 및 연관된 유체 방사능

마.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제12.5.2절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제12.5.3절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에서 고려되지 않는 유출물에서 방사성물질의 잠재적인 

출처들

2. 유출물 방출의 평가에 고려되는 선원들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는 기체폐기물(불활성기체, 방사성요오드 및 입자, 

C-14, H-3)

(1) 정상운전 중 및 가동정지 시 일차냉각수로부터 격납건물로의 누설기체 

(2) 노심 중성자조사로부터 누설되는 희유기체 

(3)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탱크와 장비로부터의 커버기체 및 환기

(4) 동위원소생산설비가 설치된 경우 당 설비로부터의 누설기체

(5) 기타 연구설비로부터 누설되는 기체

(6) 필요시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특성에 따라 설치되는 계통으 

로부터의 선원을 고려

나.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는 액체폐기물

(1) 방사성 유체를 포함할 수 있는 장비와 구성기기들을 수용하는 건물로 부

터의 바닥배수 및 장비에 수집된 누설

(2) 수지 배출구, 제염액, 샤워/세탁폐액 등과 같은 원자로 운전으로부터 발생

되는 오염된 액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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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동위원소생산설비 등 연구용설비로부터 발생되는 폐액

(4) 필요 시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특성에 따라 설치되는 계통으로 

부터의 선원을 고려

3.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를 위한 방사선원항의 검토가 이 절에서 수행 된다. 

이 경우에 검토는 안전심사지침서 제12.5.2절,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및 제12.5.3

절,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에서의 계통설계에 관한 검토와 직접 연관된다.

  

4. 검토자가 계산한 액체 및 기체유출물내 방사성물질들의 방출은 안전심사 지침 제

12.5.2절 및 제12.5.3절에서 액체 및 기체폐기물계통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방사선원항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제1항제4호 ALARA 요건: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고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방사선 피폭선량이 합리적으로 성취가능한 최소

의 피폭선량(ALARA)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재계통 등), 제32조 (방

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방사능농도는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가. 제6조 제1항 및 2항, 제16조 1항: 배기 또는 배수에 대한 허용농도 

나. 제16조 제2항: 방사선 위해방지를 위한 제한구역 외부에서 선량의 설계 목표치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이 절의 규제요건에서 기술된 방사성 유출물의 모든 정상 및 잠재적 선원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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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체 및 액체유출물의 환경방출을 저감하는 데 사용되는 소내 제어 수단에 대한 제

염계수는 NUREG-0017 및 Reg. Guide 1.140을 참고할 수 있다. NUREG-0017에 제시

되지 않은 설비의 경우 별도의 제염계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제한구역 경계외부에서 유출물 농도제한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4호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선량평가 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제

16조 제2항에 명시된 제한구역 외부에서 선량에 대한 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5. 선원항평가 및 방사성물질 방출계산에 필요한 다음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나. ALARA 요건에 따라 설치되는 장비의 설계에 관한 기술 

다. 정상운전 중 생성된 액체유출물에서 제한구역 외부로 연간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방사성핵종의 양에 대한 추정치 

라. 기체유출물에서 기체, 할로겐화합물, 입자상의 주요 방사성핵종의 양에 대한 

추정치 

마. 방사성고체폐기물의 포장, 저장, 부지외 이송에 대한 준비와 이에 관한 일반

적인 기술 

6.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 설계기준 방사선원항은 다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가. 설계기준 핵분열생성물 누설준위

나.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내 구성기기들의 운전: 유량률, 방사성핵종 제거 효율, 

운전방식(연속운전, 주기운전 등), 기타 주요 운전특성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특정 사안에 따라 이 절로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토

한다.

1. 검토자는 일차냉각재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주어진 열수

력학적 모델과 변수에 대한 검토와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으로의 누설률 검토 시

에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변수를 기 입증된 모델 및 변수들과 비교한다. 만일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입증된 모델 및 변수들을 적용할 수 없다면, 사용된 변수와 계

산은 유사 원자로로부터의 운전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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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 및 이차냉각재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신청자에 의해 제공된 일차 및 이차냉

각재 농도와 방사성물질들의 누출률 평가 정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사용된 변수

들과 누설률 결과는 실험치 또는 유사 원자로로부터의 운전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검토자는 방사성폐기물계통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제16조 제2항의 

당해 원자로의 선량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심사지침서 제

12.5.2절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제12.5.3절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평가를 위한 입

력으로서 위에서 계산된 냉각재농도, 누설률, 유출물 방출률을 사용한다.

  또한, 이 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를 위한 방사선원항의 평가가 수행

될 경우에는 안전심사지침서 제12.5.2절 및 제12.5.3절의 검토와 연계하여 신청자가 

평가한 설계기준 방사선원항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검토자는 이 절의 I.1에서 확인된 모든 적용 가능한 유출물 방출점에 대한 감 시 

및 제어설비들을 안전심사지침서 제12.5.5절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 감시계통과 

시료채취계통”에서 검토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이 절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보가 신청자에 의해 제공되었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설계변수로 사용된 선원항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자

의 기술 내용은 안전심사보고서 제12.5.2절 “액체폐기물 관리계통”과 제12.5.3절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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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 Design 

objectives for equipment to control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 in 

effluents-nuclear power reactors”, USNRC, 10 CFR 50.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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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2 절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폐기물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분야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단, 액체폐기물계통이 설치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액체폐기물계통 미설치의 타당성만을 검토한다. 

1.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 설계목적, 설계기준, 처리방법, 예상 방출량 및 액체 

유출물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주요 변수들, 배관 및 계

기도면(P&ID), 운전방법을 나타내는 공정흐름도 및 폐기물처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계통연계부분, 우회경로)이 포함된다. 

2. 설비의 설계용량, 예상유량, 핵종농도, 핵종들에 대한 예상 제염계수 및 가능 

한 체류 (holdup) 및 저장시간 

3. 예상유입 유량에 적합한 계통 설계용량 및 계통이 정상폐기물 유량을 처리하

는데 요구되는 시간 

4. 주요 공정설비의 가동정지/불시정지로 인한 폐기물 급증에 따른 가중 처리 요 

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총 계통용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계통간의 연계성 

5. 배관, 설비의 품질등급 분류 및 설계기준의 근거 

6.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일지라도 방출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탱크 넘침에 

의한 액체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예방, 관리 및 수집하기 위한 규정 

7.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부품들의 설계 및 예상온도와 압력 및 구성재료 

8. 장비 및 시설설계에 있어서 누설을 감소하고 Reg. Guide 1.143의 지침에 따라 

운전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조항 

9. 액체폐기물의 유입량 감소 또는 유출물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소하기 위한 설

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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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처리 및 배출)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성핵종의 

수중 최대 허용농도 및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설계목표치와 관련

5. 10 CFR 20.1302: 제한구역에 대한 유출물의 방사능 감시에 관련 

6. 10 CFR  50.34a: 방사성 유출물의 환경방출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계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설계정보가 제출되었는가에 관련 

7. 일반설계기준 60: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계통이 설계되었는가에 관련 

8. 일반설계기준 61: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이 정상 및 가상 사고하에서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확보되도록 설계되었는가에 관련 

9. 10 CFR 50, App.I, II.A 및 II.D: “ALARA” 기준에 부합하는 선량 설계 목적과 

운전제한조건을 위한 정량적 지침에 관련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에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자로에서 제한구역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연간 총 예상량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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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2항의 액

체유출물에 의해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선량이 허용치

인 유효선량 0.03 mSv 또는 결정장기 0.1 mSv 이상의 피폭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제한구역으로 방출되는 액체유출물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의 배수중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은 원자로의 예상 처리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주요 공정설비의 보수(단일고장)를 위한 가동정지 및 과잉 폐기물 생

성기간 중에도 액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량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액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의 내진설계, 품질등급 분류 및 내∙외부 저장탱크로부터

의 누설방지와 수집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

정과 Reg. Guide 1.143의 지침을 따른다. 

4. Reg. Guide 1.143의 지침에 따라 누설을 관리하고 운전/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계통설계는 허용 가능하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특정 사안에 따라 이 절로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토

한다.

1. 모든 폐기물원의 액체용량, 액체폐기물 수집점, 우회유로를 포함하는 액체유로, 

처리방법 및 액체유출물의 환경방출구를 결정하기 위해 배관 및 계기도면(P&ID) 

및 계통공정 흐름도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된 변수들은 예상운전과

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 중 액체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연간 방출량을 계산

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계산 결과에 의거 제출된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는 안

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유효선량, 인체장

기등가선량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1과 2 만족여부는 계산된 선원항을 

사용한 피폭선량 계산에 의거 결정된다.

2.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용량을 검토한다. 

가. 주요 설비의 단일고장시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나. 과잉 액체폐기물 발생을 유발시키는 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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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g. Guide 1.143의 지침에 따라 폐기물계통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를 

비교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내⋅외부의 저장탱크로부터 넘침현상 및 누수현상에 의한 누설의 방지 및 수집

요건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와 Reg. Guide 1.143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Reg. Guide 1.143의 설계지침에 따라 액체폐기물계통 구조물 의 내진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4. Reg. Guide 1.143의 지침에 따라 계통설계, 계통배치도, 설비설계, 운전방법, 누

설예방규정 및 보수의 용이성을 검토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액체폐기물계통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32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원자력안

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의 규정과 일반설계기준 60, 61 및 10 CFR 50.34a에 따

라 액체폐기물중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2.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32조, 10 CFR 20.1302, 10 CFR 50.34a, 일반설계기준 60, 61 및 10 CFR 50 

App.I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검토 결과에 근거한다. 

가. 신청자는 모든 피폭경로를 통한 제한구역내의 개인에 대한 예상 피폭 선량

률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6

조 2항의 설계목표치(유효선량에 대하여 0.03mSv, 특정장기에 대하여 

0.1mSv)를 만족시킨다. 

나. 운전중 노심 내의 핵분열생성물의 일정분률이 일차냉각재로 누출되는 원자 

로 운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제한구역경계에서 액체

유출물들에 의한 방사성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

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의 공기 중 및 수중 최대 허용 농도의 

작은 비율로 만족하였다. 

다. 예상운전과도에 의한 원자로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액체폐기물 처리 계

통의 능력을 고려하여 계통용량 및 설계여유 예상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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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일반설계기준 60 및 61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라. 품질보증 규정, 품질등급 분류 및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검토하였다. 계통 

및 구조물 설계는 Reg. Guide 1.143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부주의에 의한 탱

크 넘침 현상을 관리하기 위한 설계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자가 제시한 

제반 수단은 Reg. Guide 1.143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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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3 절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폐기물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단, 기체폐기물계통(방사능 붕

괴탱크, 지연설비)이 설치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

에 대한 미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 설계목적, 설계기준, 처리방법, 예상 방출량 및 기체

유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들의 방출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들을 검

토한다. 

2. 장치 및 환기계통의 설계용량, 예상유량 및 방사성핵종농도, 예상되는 방사성 핵

종들의 제염계수 및 수용 가능한 저장기간, 설계 및 예상유입량과 관련한 계통설계

용량, 정상적인 폐기물 유입량을 처리하는 데 계통이 필요한 시간, 부계통들 사이

의 상호 연결상태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주 처리장치가 정지했을 때와 

예상되는 운전상의 사고로 인한 폐기물량의 증가 때문에 부과되는 예상요구를 포함

한 전체적인 계통능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3. 배관과 장치의 품질등급 분류 그리고 선택된 설계기준을 지배하는 기초자료들, 설계

와 예상온도 및 압력 그리고 계통에 사용되는 부속장치들의 건설자재들을 검토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과 Reg. Guide 1.143의 지침

에 따른 운전과 보수의 편리를 위한 장치 및 설비 설계와 관련되는 설계항목들을 

검토한다.

5. 기체유출물 내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방출 또는 기체폐기물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한 설계특징을 검토한다. 

6. 폭발성 혼합물의 존재가능성에 따른 폭발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항

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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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

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66조(방사

성폐기물 관리계획)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처리 및 배출)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방사성핵종의 수

중 최대 허용농도와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설계목표치와 관련

5. 10 CFR 20.1302,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유출물의 방사능 관련

6. 10 CFR 50.34a, 환경으로의 방사성유출물의 방출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

에 대한 설계목적이 갖추어야 하는 충분한 설계 정보와 관련

7.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6, 수소와 산소의 폭발성 혼합물의 영향으로부터 기체폐기

물 처리계통의 보호와 관련

8. 일반설계기준 60,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기체

폐기물 계통과 관련 

9. 일반설계기준 61, 핵연료 저장 및 취급지역과 관련된 기체폐기물계통의 방사능 제

어와 관련

10. 10 CFR 50 App. I, Sec. II.B., II.C, 및 II. D, “ALARA”를 만족시키는 운전을 위

한 설계목적과 제한조건에 대한 수치적 지침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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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피폭선량 설계 목표를 만족시킬 능력을 가져야 하며 다음

과 같은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원자로에서 제한구역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년간 총 예상량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2항의 기

체유출물에 의해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연간 공기선량이 감마선에 대하여 0.1 

mGy(10mrad), 베타선에 대하여 0.2 mGy(20 mrad),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

량에 대하여 0.05 mSv(5 mrem), 피부선량에 대하여 0.15 mSv(15 mrem), 방

사성옥소, C-14, 삼중수소와 입자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장기선량이 0.15 

mSv(15 mre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한구역외부로 방출되는 기체유출물중 방사성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의 배기중의 배

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원자로에 예상되는 공정 요건에 맞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폐기물이 과잉 발생하였을 때와 보수를 위하여 주 처리장치가 정지하였을 때(단일

고장개념)를 예상하여 기체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용량 설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예상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을 갖고 있으며, 예상운

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설계 목표치내에서 운전 가능한 계통을 허용한다.

3. 기체폐기물 관리계통과 계통을 보호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부품의 내진 설계와 

품질등급 분류는 Reg. Guide 1.143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연속적인 누설경로들을 

방지하고, 폭발사고 시 유체밀봉의 영구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설계

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누설을 조절할 수 있고, 운전에 편의를 제공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32조 및 Reg. Guide 1.143에 따르는 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계통설계

는 허용된다.

5. 정상 환∙배기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HEPA 필터 및 탄소흡착기의 설계, 시험 및 보

수를 위하여 Reg. Guide 1.140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6. 수소나 산소의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은 수소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자동 조절기능을 갖춘 이중 기체 분석기

가 설치되어 폭발성 혼합물의 형성이나 축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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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특정 사안에 따라 이 절로부터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중점적으로 검토

한다.

1.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에 대한 검토에 있어, 기체폐기물의 모든 발생원, 기체폐기

물의 수집장소, 모든 우회경로를 포함한 계통 내를 통과하는 기체들의 유통경로, 

제공되는 처리설비 및 기체유출물에 대한 환경으로의 방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배관 및 계기도면(P&ID)과 계통공정 흐름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된 변수들은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 기체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의 연간 방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계산 결과에 의거 제출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설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제16조 2항의 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2.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용량에 대한 검토는 다음 두 개의 분야를 포함한다.

가. 단일 주요장치 고장사고에 있어서 기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통 중 

GRS 부분의 능력

나. 핵연료에서 생성되는 설계기준 핵분열 생성물중의 일정분율 기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통 중 GRS 부분의 능력

3. 검토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GRS 부분의 배관과 장치의 품질등급 분류를 

Reg. Guide 1.143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장치와 구조물

보호설비의 지진설계 기준을 Reg. Guide 1.143에 명시된 설계지침과 비교한다.

4. 검토자는 계통설계, 계통배치, 장치설계, 운전방법 및 누설을 감소시키고 운전과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설비들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Reg. Guide 1.143과 비교하여야 한다.

5. 검토자는 HEPA필터와 탄소흡착기에 대한 설계, 시험 및 보수의 기준을 Reg. 

Guide 1.140과 비교한다.

6. 폭발성 산소/수소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통설계와 배관 및 계기 도

면(P&ID)을 사용하여 신청자는 GRS가 폭발의 영향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설계하

거나, 폭발가능성이 있는 혼합물의 축적을 알려주고 방지하기 위한 이중 감시기기

를 설치하고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7. 검토자는 Reg. Guide 1.143에 따라 GRS에 대한 품질보증설비를 검토한다.



- 356 -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2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0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와 10 CFR 20의 20.1302, 10 CFR 

50.34a, 일반설계기준 3, 60, 61과 10 CFR 50 App.I의 요건을 만족시키는가를 결정한다.

1. 신청자는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가 기체유출물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지하

고 조절하는 데 필요한 장치와 기기들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함으로써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조절하는 데 있어 일반설계기준 60과 6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ALARA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10 CFR 50 App.I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App.I의 II.B 및 II.C와 비교하여,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유입에 근거한 예상운전사고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 기체유출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고려하였다. 제출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은 모든 피폭경로를 

통한 제한구역경계에서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

호 제16조 제2항의 설계목표치 이내로 유지되도록 기체 유출물내의 방사성물질 방

출을 유지할 수 있음을 결정하였다.

3. 원자로에서 노심 내 핵분열생성물의 일정분율이 일차냉각재로 누출되는 원자 로 

운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기체 유출물

들에 의한 방사성물질들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별표 3의 공

기 중 최대허용농도에 명시된 제한치를 충족시켰다.

4. 제출된 기체폐기물 관리계통들의 능력은 예상운전 사고 시 예상되는 처리용량을 

충족하였다.

5. 기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품질보증설비들, 계통들의 부품들에 사용한 품질등급 분류, 

계통 및 기체폐기물계통들을 보호하는 구조물들의 설계에 적용된 지진설계를 검토

하였다. 이러한 계통들을 보호하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는 Reg. Guide 1.143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6. GRS에서 수소폭발에 기인한 누출을 제어하기 위한 허가신청자의 설계에 연관 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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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방법은 일반설계기준 3에 따라 폭발을 

방지할 수 있거나, 또는 폭발의 영향을 견딜 수 있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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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4 절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검토주관: 폐기물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

한 설계목적, 설계기준, 성능목표 및 세부 설명내용을 검토한다.

1. 처리 및 취급될 고체폐기물의 예상 및 설계 부피, 처리될 폐기물의 건∙습식 상태, 

폐기물 중에 포함된 방사능 및 예상 핵종분포, 설비의 설계용량 및 고체폐기물계통 

설계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2.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세부내용, 배관 및 계기도면(P&ID), 운전방법을 도시

한 공정유로도

3. 고화 또는 탈수설비가 있을 경우 고화방법의 설명, 탈수방법의 설명, 사용된 고화

제, 그리고 고화물질과 고화제 특성의 적절함 및 완전탈수를 보증할 수 있는 공정

관리계획의 이행

4. 고체폐기물 저장용기의 형태 및 크기에 관한 세부내용 즉, 충전, 취급 및 제거 를 

위한 방사능오염의 감시방법 그리고 제염, 포장 및 저장에 관한 조항

5. 고체폐기물의 소내 저장, 예상 및 설계부피, 예상 핵종농도 및 설계값에 관한 조항

6. 배관 및 설비의 품질등급 분류 및 분류기준

7. 누설감소, 운전 및 보수의 용이성을 위해 설계된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설계 조항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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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법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91조(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제32조(방사성폐

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등),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50호,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60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5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8. 일반설계기준 60,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

물 관리계통이 설계되었는지와 관련

9. 일반설계기준 63과 64, 방사선 준위와 누설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방사성 폐기물 관

리계통이 설계되었는지와 관련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계통의 설계변수들은 유사한 설계의 원자로 운전경험에 의한 핵종농도와 부피에 

근거하여야 한다.

2. 모든 액체 습식폐기물은 공정관리계획에 따라 외부반출 이전에 고화되거나,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54호와 10 CFR 61.56에 의거하여 각 저장용기에는 유리

수가 기준치 이하임(안정화된 폐기물 0.5 % 이하, 고건전성 용기내 폐기물 1 % 이

하)을 입증하는 규정과 유리수 관련 저장용기의 재처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자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적합성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3. 고체폐기물 용기, 수송용기 및 포장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60호 및 

10 CFR 71의 규제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처리 설비는 설계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유입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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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5. 소내 폐기물저장설비는 충분한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6.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기기 및 배관계통과 고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은 Reg. Guide 

1.143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고, 당 계통은 누설을 감소시키고 운전과 보수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다음 검토 절차에서 각 사안에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 검토한다.

1. 검토자는 계통설계, 운전방법 및 설계에 사용되는 변수들(예상 및 설계유량, 방사

성물질의 농도, 핵종분포 및 폐기물준위 분류)을 결정하기 위해 배관 및 계기도면

(P&ID) 및 공정흐름도를 검토한다.

2. 검토자는 고화/탈수설비가 존재할 경우, 고화/탈수에 사용된 방법을 이전의 검토에

서 얻어진 경험 및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의 운전자료와 비교한

다. 공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제안된 고화/탈수방법이 폐기물중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분들을 고화/탈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검토하

여 모든 습식 폐기물이 적절히 고화 또는 탈수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다음

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가. 유리, 유동성 또는 비결합액체(고화의 경우) 또는 과잉유리수(탈수의 경우)를 

감지하기 위한 기술능력

나. 고화처리시 또는 감지된 유리수의 탈수

다. 폐기물 형태의 특성

3. 검토자는 고체폐기물의 포장절차 및 필요시 소외로 수송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

항을 검토하며, 제반 규제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이 제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소외로 수송되는 고체폐기물의 부피 및 핵종농도에 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된 값을 유사시설의 운전자료 및 이전의 허가신청자료와 비교한다.

4.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의 설계용량을 설계기준의 폐기물 부피와 비교함으로써 

예상운전과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부피보다 더 큰 저장용량을 신청자가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5. 검토자는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사용하기 위한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을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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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자는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품질등급 분류를 Reg. Guide 1.143의 지침과 비

교한다.

7.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Reg. Guide 1.143의 지침과 비교한다.

8. 검토자는 고체폐기물계통의 설비배치, 설계특성 및 운전형태를 Reg. Guide 1.143

의 지침과 비교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는 타당하며 원자력안전법제72조, 제91조, 원자력안전

법 시행규칙 제96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66조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50호, 제2014-60호, 제2014-34호, 제2014-54호, 10 CFR 

71, 20.106, 50.34a, 50.36a, 20. 1301, 13026, 61 및 일반설계기준 60, 63, 64의 요건

을 만족시킨다.

2.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이 공정, 포장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설비 및 

계측수단 등의 검토에 근거한다.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의 검토 범위는 계통의 유로

도, 배관, 고체폐기물 관리계통에 대한 세부정보 및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계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

근거 및 설계분석이 검토되었다.  또한 일반설계기준 60에 의거하여 예상운전과도

를 포함한 정상운전 중에 예상되는 폐기물의 형태 및 부피를 처리하는 계통능력을 

검토하였으며, Reg. Guide 1.143에 따라 품질등급 분류 및 내진설계를 검토하였다.

3. 고화/탈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안한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 하였

다. 이 검토에서의 허용근거는 신청자의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제반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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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5 절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 감시계측과 시료채취계통

검토주관: 폐기물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단, 시료채

취계통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통에 대한 미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공정 및 유출물중의 방사능 감시계측 및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설계목적 및 설계기준

2.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 감시계측 및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계통설명으로 다음 사항

이 포함된다. 

가. 다중성, 측정범위, 교정, 민감도, 경보/정지 설정치, 정상-비정상운전 및 가

상사고에 대비한 구성기기들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포함한 방사선 측정기기

와 관련된 기기 및 시료채취장비에 대한 설명

나. 감시기와 판독장비의 위치

다. 시료채취지점과 시료채취장의 위치

라.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시 감시 방사능 농도계산

마. 측정, 분석 또는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전베타-감마농도 또는 특정핵종의 측

정 등)

바. 통보와 경보의 형태 및 위치와 그에 따른 조치내용

사. 시료채취관의 세정, 시료채취주기에 대한 조항

아. 감시기기의 판독, 시료채취분석의 결과와 원자로 운전간에 예상되는 관계

자. 감시기기의 교정, 보수 및 검사를 위한 설명 또는 절차

차. 배치도, 배관 및 계기도면(P & ID) 그리고 공정흐름도면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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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38조(경보장치 등)

3. 방사선 안전 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처리 및 배출)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5. 10 CFR 20.1302, 제한구역 외부로 방출되는 유출물의 방사능 감시와 관련

6. 10 CFR 50.34a,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10 CFR 50 App. I에 제시된 기

준내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기의 설계와 절차 관련

7. 10 CFR 50.36a, 제한구역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방출이 합리적으로 성취가능한 최

소의 피폭선량(ALARA)이 유지되기 위해 10 CFR 50.34a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계통

내에 설치되는 기기와 운영규정 관련

8. 10 CFR 50 App. I, 10 CFR 50.34a의 요건과 제한구역 외부에 방출된 방사성유출

물이 ALARA를 유지토록 규정한 10 CFR 50.36a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목표

에 관한 수치기준 관련

9. 일반설계기준 60,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

물 관리계통이 설계되었는지와 관련

10. 일반설계기준 63과 64, 방사선 준위와 누설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이 설계되었는지와 관련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정상 및 잠

정적 방출경로에 대한 계측감시 또는 시료채취 분석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이 설치된 경우 당 계통에 대한 계측감시 또는 주기/연속 

시료채취 분석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방사성공정물 및 탱크내용물로부터 대표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처리공정 폐기물의 시료는 누설, 넘침 및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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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료를 원래의 계통 또는 적절한 폐기물처리계통으로 반송할 수 있는 배기 

및 배수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필수보조설비에 대한 행정절차 관리, 방사능 공정 및 유출물에 대한 감시, 시료채

취분석을 위한 특수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측, 시료채취 및 감시는 다음과 같

은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빈도, 요구되는 분석항목, 계측기 경보/정지 설정치, 교정, 민감도 

및 저준위 분석을 위한 합성시료의 준비요건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 및 제38조와 Reg. Guide 1.21 및 4.15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Reg. Guide 1.21에 의거 전베타-감마의 측정, 전알파측정, 동위원소 분석 및 기

타의 일상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계측장비 및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Reg. Guide 4.15의 지침에 의거 일상적인 계측기 교정, 유지 및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자동조절기능을 갖춘 격리밸브, 차단밸브 또는 우회밸브는 고장시에 닫힘상

태 또는 안전한 위치가 되어야 한다.

마. 가상사고 시 입증된 기체방출 경로에 대한 계측감시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공정 및 유출물의 방사능 감시 및 시료채취계통 검토 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의 목록을 안전심사지침서 제12.5.1절에서 확인된 방출구와 비교

하여 모든 주요 공정 및 방출경로가 정상,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시에도 감시됨을 

보증하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탐촉자(Probe), 검출기,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채취장의 위치와 시료채취 또는 감시

점의 선택을 위한 기준은 ANSI N13.1에 기술된 공기 중 방사능 유효시료채취를 위

한 일반 원칙, 기체/입자 시료채취를 위한 지침과 비교되어야 한다.

2. 대표시료채취를 확보하기 위한 기기, 배관 및 시료채취방법은 Reg. Guide 1.21의 

지침과 비교된다. 

3. 시료채취주기, 분석형태, 감시기기의 민감도 및 측정범위를 Reg. Guide 1.21 및 

1.97에서 권고된 값과 비교한다.

4. 액체와 기체폐기물 처리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검토 시에 방사성물질의 방출구 가 

사전에 정해진 준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방출종료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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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관 및 계장도에 나타나 있는 감시기의 위치를 검토한다.

6. 감시기의 신청된 교정방법과 교정주기를 Reg. Guide 1.21 및 Reg. Guide 4.15 의 

지침과 비교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 결과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의 감시계측 및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38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10 CFR 20. 1302, 10 CFR 50.34a, 50.36a, 50.34(f)(2)(xvii), 50.34(f)(2)(xxvii), 10 

CFR 50 App. Ⅰ와 일반설계기준 60, 63과 64의 제반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2666호, 시행 2014.11.22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7호, 시행 2014.11.22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9호, 시행 2014.11.2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4호, 

시행 2014.11.22

6.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방사선.01), 

시행 2014.11.22

7. “Compliance with Dose Limits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USNRC, 

10 CFR 20.1302

8. “Design Objectives for Equipment to Control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 

in Effluents-Nuclear Power Plants”, USNRC, 10 CFR 50.34a

9.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USNRC, 10 CFR 50.34

10. “Technical Specifications on Effluents from Nuclear Power Reactors”, 

USNRC, 10 CFR 50.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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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ntrol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Environment”, USNRC, 

10 CFR 50, Appenc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0,

12. “Monitoring Fuel and Waste Storage”, USNRC,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on  63

13. “Monitoring Radioactivity Releases”, USNRC,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on  64

14.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USNRC, 10 CFR 50, Appendix I

15. “Measuring, Evaluating, and Reporting Radioactivity in Solid Wastes and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Liquid and Gaseous Effluents from 

Light-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USNRC, Regulatory Guide 1.21 

16.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USNRC, Regulatory Guide 1.97

17. “Quality Assurance for Radiological Monitoring Programs (Inception Through 

Normal Operations to License Termination)-Effluent Streams and the 

Environment”, USNRC, Regulatory Guide 4.15

18. “Guide to Sampling Airborne Radioactive Materials in Nuclear Facilities”,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N13.1-1969,

19.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from Pressurized Water Reactors”, USNRC, NUREG-0017, 1985  

20. “Specification and Performance of On-Site Instrumentation for Continuously 

Monitoring Radioactivity in Effluents”,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N13.10-1974, 

21.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USNRC, NUREG-0737, 1980

22. “Licensing Requirements for Pending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Permits 

and Manufacturing Licenses”, USNRC, NUREG-0718, 1981

23.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USNRC, NUREG-0800, 2014 

24.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USNRC, 

Regulatory Guide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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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 절 정상운영 피폭선량 평가

제 12.6.1 절 주민피폭방사선량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이 주변 일반주민에게 미치는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피폭경로

2. 피폭방사선량 평가

3. 일반주민에 대한 영향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정상가동시 주변 일반주민에게 미치는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허

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 제3호, 제12조 제5항

제2호, 제21조 제3호, 제36조 제3호, 제46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에 맞을 것

2. 그 밖에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환경상의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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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2.5: 방사선환경 영향

2.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2.2: 주민 피폭선량 평가

  3. 동일부지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또는 사업

조직상 동일부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한구역경계가 상호 중첩되거나 방사선비

상계획구역이 상호 중첩되는 주변구역에 존재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경우도 동일

부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다수기 영향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허용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폭경로 분석, 피폭방사선량 계

산 모델의 적용, 가정, 입력자료의 산정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타

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계분야(3.1 지리 및 인구, 3.3절 기상, 3.4절 수문, 12.3 방

사선원) 검토자의 해당분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 제5장(운영

으로 인한 영향)의 검토 절차를 참조할 수 있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연구용 원자로시설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피폭경로, 계산모델, 가정, 

입력자료의 산정 등에 대한 타당성과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피폭방사선량의 허용 기준

치 만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방사선 및 방사성 유출물이 제한구역 외부

의 피폭자에게로 전달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폭경로들 및 해당 부지에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피폭경로들과 그러한 피폭경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토자의 분석에 대한 

간략한 논의, 피폭방사선량 계산에 적용된 계산모델, 가정, 입력변수 등의 타당성 논의, 

예상 방사선원항에 근거하여 계산한 최대개인선량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

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환경상의 위해방지)제2항의 설계기준치와의 비

교평가 등이 포함된다. 검토 결과 주변 일반주민에게 미치는 피폭방사선량이 허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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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치를 만족할 경우, 검토자는 연구용 원자로의 정상 운영으로 인해 주변 일반주민에

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관련 허용 기준치와 비교할 때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V.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2666호, 시행 2014.11.22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7호, 시행 2014.11.22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9호, 시행 2014.11.2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2014.11.22 

5.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4-34호(방사선.01), 

시행 2014.11.22

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

7.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Reviewing Applications for the Licensing of 

Non-Power Reactors: Format and Content”, USNRC, NUREG-1537 Part 1, 1996

8. “Safety Assessment for Research Reactors and Prepara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0, 2012 

9.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10. “Interim Staff Guidance on The Streamlined Review Process for License 

Renewal for Research Reactors”, USNRC, Oct. 2009

11.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Emergency Plans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USNRC, NUREG-0849-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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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2 절 종사자피폭방사선량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검토자는 신청자가 원자로 운영허가를 얻기 위해 제출한 정상가동에 따른 작업자에 

대한 계획적 방사선 피폭 및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 및 

절차서의 설계기준과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을 평가하기 위한 선량측정 및 

방법을 검증하여야 한다. 검토될 주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형식 및 내용 지침에 관한 

절에서 기술된다.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2항 제1호: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나. 수시출입자

다.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3항 제2호: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

는 영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

도록 할 것

2.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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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제1호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4. 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 제1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제

1호: 

1.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조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방사선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하되, 방사선원 표면 또는 

차폐체 표면에서 3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외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구역의 출입구에는 무

단출입을 방지하는 장치와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1.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

도가 유도공기 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69호 “개인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방사선 피폭관리 및 선량측정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방

사선피폭선량에 대한 관리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정상운전 전과정 동안과 가상사고 조건시 피폭관리와 선량측정에 대한 

계획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3. 피폭관리를 위한 적절한 내⋅외부 선량측정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외부피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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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개인선량계의 판독 빈도 및 조치준위의 설정은 적절하여야 하고, 선정

된 개인선량계는 예상 및 관측된 방사선원에 적당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판독프로

그램의 불확실성에 대한 허용치, 피폭준위의 결정, 발급 기준 및 보조 개인선량계

의 정확성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내부피폭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감시 및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4. 신청자는 작업자에 대한 피폭관리기간(5년)을 고려하여 현재 작업자의 피폭량 관리

계획를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규정의 요건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피폭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작업자 및 일반인들에 대한 선량관리 절차서의 기반 및 계획이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고려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작업자, 환경(측정될 경우), 일반인에 대

한 외부 및 내부피폭의 시설 피폭관리 및 선량측정 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작업자 방호장비

2. 선량계 판독의 빈도, 조치단계, 시설에서 예상 및 관측된 방사선원과 관련하여 선

정된 선량측정의 적절성 등 외부방사선감시를 위한 선량측정

검토자는 또한 내부피폭관리에 관한 절차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장비 설계

2. 격납건물/격납 및 환기 계통과 같은 공학적 관리계통

3. 작업자 방호장비

4. 방사선 감시기, 경보기 및 시료채취기(사용될 경우)

5. 생물시료 분석 방법, 빈도 및 조치단계

6. 내부선량 평가를 위해 사용된 모델 및 방법

검토자는 자체 선량제한 체계와 그 근거가 제대로 규명되었는지, 그리고 피폭방사선

량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문서화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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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에 있어서의 방사선량 목표치를 유도하는 데 사용된 시설피폭 조건과 방법들

의 기술을 조사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선량목표치와 근거들이 모든 구성원들 (태아 및 

신고 된 임산부, 미성년자 및 학생)을 고려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목

표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기반들과 목표치가 시행되는 방법을 조사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개개인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조건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록이 보존

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운전이력이 있는 시설의 경우 검토자는 또한 그 추세를 조

사하여야 한다. 작업자에 대한 과거 및 현재 선량의 기록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

표 등과도 부합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최종적으로 방사선 피폭관리가 선량한도를 만족하고 ALARA를 이행하기에 

충분함을 보증하는 방법을 평가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청자는 시설 내 개인 선량측정의 사용에 대한 절차서를 기술하였다. 감시가 요구되

는 모든 개개인에 대한 외부 및 내부 방사선감시의 방안이 마련되었다. 

제안된 선량측정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만족한다. 아울러 원자력안

전법 시행령 제2조의 선량한도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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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절 환경 감시

검토주관: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

이 절의 환경감시 심사는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제2항,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제2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1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지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 제

7장에서 독립적으로 심사가 수행된다. 따라서 검토자는 이 절의 검토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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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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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운 영

제 13.1 절 개요

검토주관: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이 장에서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지

침을 제공한다. 시설의 운영은 운영조직, 종사자 자격 및 훈련, 검토 및 감사, 운영

지시서 및 절차서, 시험, 검사 및 보수, 기록 및 보고서, 운전경험의 반영 등으로 구

성된다. 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절차에는 시설 운영조직, 검토 및 감사, 방사선 안전

의 조직적 측면, 시설 절차서, 보고 요건, 기록 유지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운영기술지침서 제17장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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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절 운영조직

검토주관: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본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구조

2. 개인 및 그룹의 업무분장

3. 원자로 운전을 위한 직원배치

4. 직원의 선별 및 교육

5. 방사선방호의 조직적 측면

6. 본 지침 13.4절에 의한 검토 및 감사 위원회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조직적 측면에 대한요건은 다양한 원자로 설계와 비슷

하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조직에 대하여는 NUREG-1537 Part 1의 제14장, 운

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검토 범위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NUREG-1537 Part 1

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조직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운영조직은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54조(운영 조직)에 규정

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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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

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및 핵연료물

질취급자면허 등의 소지자를 비롯한 유자격 종사자를 확보할 것

3. 비상시 대응을 위한 기능상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발전소 내⋅외의 연락

체제를 수립할 것

4. 운전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신청자는 조직 및 원자로 운전의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개인 및 그룹의 업무 분

장을 명시한 다단계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부서조직과 검토 및 감사

기능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부서 조직과 방사선방호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기술하

여야 한다. 

2. 신청자는 조직도에 기재된 개인 및 그룹의 업무분장을 기술하여야 한다. 시설 운

영 및 방사선방호 업무의 담당자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특히 원자로가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포함하여 원자로시설의 다

양한 운전모드별 직원배치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인력배치 요건은 최소한 원

자력안전법 제26조 제3항, 10 CFR 50.54 (I)-(m)(1)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신청자는 원자로 안전성의 일상 업무를 담당할 직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요건 을 

포함한 직원 선별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감독자의 최소 교육 

요건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에 명시될 수 있다. 대학의 학

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에 관한 요건은 일반 사항에서 기술되어야 하며, 운영기

술지침서의 요건에 명시되지 않는다. 검토자는 최소 허용 가능한 자격요건을 결정

할 때에 ANSI/ANS 15.4-1988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신청자는 직원 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원자로 운전원 교육 프로그램

과 자격요건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원자

력안전법 제106조 제2항,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에 맞는 기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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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는 시설의 방사선안전 기능 조직을 기술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세부사항 

은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12장 “방사선 방호”를 참조할 수 있다. 규제기관의 

검토자는 방사선안전 기능이 원자로시설의 일부분인지, 외부에서 원자로시설에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중 어떤 경우라도, 신

청자는 안전현안에 대한 검토 및 감사 위원회나 대학 및 조직의 고위 관리자에

게 제기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 직원의 능력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안전 책임자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행위를 중지 또는 종결시키기 위한 명

확한 업무분담 및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방사선안전 책임자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시설 감독자, 검토 및 

감사 위원회, 대학 및 조직의 고위 관리자 등이 동의 한다면 방사선안전 책임자

의 결정은 무효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는 이러한 것이 주의 깊게 분석되

고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드문 경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7. 운영조직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에 적합한 관리조직을 수립하고 원자로 운

영에  필요한 모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원자로 운전을 위한 조직은 원자로 

관리자와 운전요원을 포함해야 한다. 운영조직은 검사, 정기 시험, 보수, 방사선 

방호, 품질 보증 및 관련 지원 업무처럼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운영 및 

이용과 관계된 모든 기능이 준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8. 운영조직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

며 이것은 위임될 수 없다. 원자로 관리자는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 운영을 위해 

직접적인 책임과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은 특정 활동을 

금지하거나 재고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사건을 검

토하고 보고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9. 운영조직은 원자로 운영을 위한 조직의 핵심 직위에 대한 기능과 책임을 규정

해야 한다. 특히, 운영조직은 원자로 관리자, 검토 및 감사위원회, 방사선 방호 

그룹, 보수 그룹, 품질보증 요원과 실험자 사이의 명령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 운영조직은 면허나 자격증이 요구되는 종사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규제기관의 

요건에 따라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7.11-7.27절 참조). 특히, 원자로 

관리자, 교대근무 감독자와, 원자로 운전요원은 당국에 의해 발급된 면허나 자

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운영조직은 방사선 피폭이나 잠재적 피폭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7.93-7.107 

절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 감독 및 실행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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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운영조직은 원자로 이용 및 

변경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위험을 방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7.85-7.92절 참조).

12. 운영조직은 초기시험계획을 준비하고 만족스럽게 완료할 총체적인 책임을 져

야 한다. (7.42-7.50 절 참조)

13. 운영조직은 핵연료, 노심 기기, 그리고 기타 조사전 및 조사후 핵분열성 물질

에 대한 구매, 장전, 이용, 인출(unloading), 저장, 이동 및 시험을 위한 시방서

와 절차서를 준비 및 발행하여야 한다. 

14.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운영 단계에서, 운영조직은 해당 원자로 최종 폐로

의 복잡성과 비용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사한 원자로의 폐로 프로젝트

를 숙지하여야 한다. 폐로 이전에 운영 조직은 폐로 동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상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15. 운영조직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정기적

인 요약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 시 이러한 보고서를 검토 및 감사위원

회와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운영조직은 다음을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적합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나. 16.2 초기시험 과정은 설계요건이 만족되며 원자로가 설계 가정에 따라 운

전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다. 방사선방호계획이 개발되며 이행된다;

라. 비상 절차서가 수립되어 있으며 이행된다;

마. 연구용·교육용 원자로는 자격을 갖춘 경험자에 의해 안전요건에 따라 운영 

및 관리된다; 안전 운영과 관련된 책임이 있는 종사자는 적합한 훈련을 받

으며, 훈련 및 재훈련 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 된다 (7.27 및 7.28절 참조);

바. 보고 의무가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사건에 대한 평가 및 취해야 

할 시정조치가 규제기관에 제출 된다;

사. 종사자의 태도와 모든 개인과 조직의 행동 및 상호작용이 안전 운영에 기반

함을 보장하는 안전문화가 해당 조직 내에 육성되어 있다 (2.11~2.14절 참조);

아. 품질보증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다;

자. 원자로 관리진에게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권한과 자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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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구용·교육용 원자로는 운전제한 및 조건과 운영절차서에 따라 운전 및 

유지된다;

카. 이용 또는 생성되는 핵분열성 물질과 방사성물질이 제어된다;

타. 유사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에서의 운전경험 정보를 포함하여 안전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나 징후에 대한 운전경험이 주의 깊게 조사되어 안전

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이 발생하기 전에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재발

이 방지될 수 있다.

17. 원자로의 안전 운영을 위해 운영 조직은 원자로 관리자에게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원자로 관리자의 최우선 의무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

는 것이어야 한다. 원자로 관리자는 원자로의 운영, 검사, 정기 시험 및 보수, 

이용, 수정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18. 원자로 관리자는 운영요원의 의무, 책임, 필요한 경험 및 훈련 요건, 그리고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원자로의 운전 또는 

이용과 관련된 기타 종사자들(예를 들면, 기술지원 요원 및 실험자)의 의무, 책

임 그리고 의사소통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19. 원자로 관리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모든 운전 상태에서 안전운영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종사자확보 요건(staffing requirements)

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는 종사자의 수와 그들에게 부과될 의무도 포

함된다. 원자로 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분명하

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조건을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종사자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이 규정되어야 한다.

20. 원자로 관리자는 원자로 운전을 위해 선정된 종사자가 원자로를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재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훈련과 재훈련이 적절하게 평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운전 상태와 사고조건 

모두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에는 적절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독립적인 방사선방호 요원이 있더라도 기술지원 요원과 실험자를 포함한 운

영요원은 방사선방호를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22. 원자로의 운전과 실험에 대한 상세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원자로 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원자로 관리자는 노심관리와 핵연료취급 그리고 기타 핵분열성 물질 취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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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

24. 원자로 관리자는 실험을 포함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자로 관리

자는 검토 및 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초기시험, 운전, 검사, 정기

시험 및 보수 그리고 원자로 및 실험의 변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안전현안을 

기술고문에게 검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25. 운영요원은 승인된 운전제한 및 조건과 운영절차서에 따라서 시설을 운전해

야 한다. 필요한 운영요원의 수 및 유형은 출력레벨과 같은 원자로의 설계측면, 

교대근무조 그리고 이용에 따라서 좌우된다.

26. 모든 면허소지 또는 인가된 원자로운전원은 안전을 위해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7. 운영 조직은 검사, 정기적 시험과 보수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보수그

룹을 구성해야 한다.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에서는 교대근무 감독자와 원

자로운전원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28. 방사선방호계획을 준비 및 이행하고 원자로 감독자 및 운영조직에게 방사선방호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방호 그룹이 수립되어야 한다. 

29. 운영조직은 훈련 강사, 안전 요원 (safety officer) 및 원자로 화학기술자 등의 

추가적인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30. 운영조직은 필요시 용역을 통해 지원 인력을 확보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31. 원자로 관리자에게 자문을 수행하는 검토 및 감사위원회는 원자로 관리자가 

제시한 안전현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안전위원회는 제안

된 실험 및 변경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며 원자로 관리자에게 필요

한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32. 검토 및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있더라도, 원자로 관리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

각되는 실험 또는 변경에 대해서 수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추가적인 검토를 상부 경영층에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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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NUREG-1537 Part 1에 준하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신청자가 조직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근거를 제시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NUREG-1537 Part 1의 제14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공식 면허소지자부터 원자로 운전 직원까지 전체 시설 조직을 반영 

한 조직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조직 구조에서는 검토 및 감사 기능과 방사선안

전 기능 등 안전성에 중요한 모든 조직적 연관성을 보여준다. 조직은 ANSI/ANS 

15.1-1990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기술지침서 개발”과 ANSI/ANS 15.4-1988 

“연구용 원자로의 직원 선별 및 훈련”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기준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조직구조 내 직원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시설의 안 

전 운전과 직원 및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는 업무를 제시하였다.

3. 신청자는 시설의 안전한 운전과 직원 및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는 것을 

보증하는 직원배치 요건을 제시하였으며 직원 배치는 규정의 요건을 만족한다. 

4. 시설 직원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허용 가능한 최소 자격요건을 만족 

하도록 선별될 것이다. 원자로 운전원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기준과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계획으로 훈련될 것이다. 방사선방호 훈련 및 특수 훈

련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행될 것이다.

5. 신청자는 직원에게 허용 가능한 방사선 안전조직을 기술하였다. 상기 조직은  

필요한 경우, 중요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고위 관리자와 검토 및 감사위원회

에 직접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다. 방사선안전 직원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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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절 종사자 자격 및 훈련

검토주관: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는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원자력안

전법 106조(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 감독 하에 운전하거나 취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6조(교육훈련)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

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

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자격 및 훈련)는 적합한 자격

을 갖춘 자만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자격요건에 직무 수행에 필요

한 교육훈련의 이수를 요구하고 이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의 자격은 운전, 보수, 기술지원, 비상 대응 등의 직

무이행요건을 충족하도록 개발된 교육훈련 계획을 통해 부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 및 보수하고, 인허가 사항 ‧
기술지침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만족하

는 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신청자는 운영허가 이전에 종사자 자격 인증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자로 

운영에 필요한 원자로 운전원 또는 운전감독자는 규제기관에 의해 인증받은 자격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 분야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자격 인증 일정

2. 강의,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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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적응 훈련

4. 비상 절차서

5. 종사자

6. 종사자의 평가 및 교육

7. 자격 인증의 문서화 및 기록

8. 자격 인증의 문서 검토 및 감사

종사자 교육 및 자격 인증계획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보수교육) 및 10 

CFR 55.59(자격 인증)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토 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NUREG-1537 Part 1의 이 절에 제시하였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종사자 자격 및 교육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종사자 자격 및 훈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자격 및 훈

련)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로 운영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 업무에 종사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원자로운영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

2. 원자로운전⋅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

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을 갖춘 자의 지시⋅감독 하에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3. 정상운전 및 사고 시에 운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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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무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

사자⋅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립할 것.

4. 원자로운전원에 대하여 매년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 등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

고, 이상이 없는 자가 원자로를 운전하도록 할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다음에 규정된 훈련요건과 지침을 만족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출되

어야 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

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보수교육)

라.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10)10 CFR 55.41, 55.45, 55.59 

2. 상기 자격 인증 계획의 기간은 24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기 자격 인증 

기간은 선행기간이 끝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3. 미리 계획된 강의는 10 CFR 55.59(c)(2)의 요건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강의 과목은 최소한10 CFR 55.59(c)(2)을 따라야 한다. 

4. 현장적응 훈련은 자격 인증 기간에 실시되어야 한다. 각 운전원이 (1) 시설 조

종에 숙련되도록, (2) 제어 및 조종하는 장비 및 기기들의 작동을 이해하고 운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3) 시설 설계, 절차서, 인허가 등의 변경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4) 모든 비정상 및 비상 절차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10 CFR 55.59(c)(3)(i)-(iv)를 참조)

5. 자격 인증 계획은 운전원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필기시험, 운전원 수행능력의 관찰 및 평가, 비상 또는 비정상 상태의 모의시험 

등을 포함한다. (10 CFR 55.59(c)(4)를 참조)

6. 필기시험은 자격 인증 강의와 비정상 또는 비상 절차서에 관한 운전원의 지식 

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기 위

해서도 사용된다. 필기시험은 시설과 운전원에 적합하도록 10 CFR 55.4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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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에 제시된 항목들의 예시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운전시험은 시설과 운전원에 적합하도록 운전원이 10 CFR 55.45(a)(2-13)에 제

시된 예시항목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숙지하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음을 보이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운전시험은 매년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는데도 이용하여야 한다.

 

8. 자격 인증 계획에는 체계적인 관찰과10 CFR 55.59(c)(4)(iii)에 제시된 운전원 의 

성능 및 자질에 관한 감독자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9. 운전원에 대한 평가는 10 CFR 55.59(c)(4)(iv)에 제시된 비상 또는 비정상 조건

에 대한 모의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운전원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의 허용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운전원은 필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최소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운전시험에 대한 최소 

허용능력은 신청자에 의해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결정되어 문서화되도록 한

다. 

11. 신청자는 성능 평가에 필요할 경우 자격 인증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규정 

이 언급되어야 한다. 본 규정에는 교육 기간 동안의 운전원 신분, 실시될 교육 

형식, 교육을 수료하기 위한 허용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10 CFR 

55.59(c)(4)(v) 참조).

12. 신청자는 10 CFR 55.59(c)(5)의 요구조건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3. 신청자는 운전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

여야 한다. 운전원은 최소한 분기별 4시간 이상 원자로 운전원 또는 원자로 운

전감독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신청자는 비상근직 운전원이 상근직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요구조건에 대하

여 언급해야 한다. 본 요구조건은 최소한 10 CFR 55.53(f)에서 기술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5. 신청자는 적어도 2년마다 시설 검토 및 감사위원회로부터 계획을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 본 감사 요건은 계획서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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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종사자 자격 인증 계획의 내용들이 검토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계획은 10 CFR Part 55의 요건 등을 포함한 상기 기술한 허용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이 특별한 운전모드를 지

니고 있으며 제어, 장치, 운전원의 기술 및 지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기술한 

10 CFR 55.59(c)(7)을 주목해야 한다. 계획은 일반적으로 10 CFR 55.59(c) (1-6)의 요

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나, 동일할 필요는 없다. 검토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에 대한 지식과 판단으로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종사자 자격 및 훈련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였고, 원자력안전법 제84조 

및 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제148조의 2, 제149조, 10 CFR 55.41, 55.45 및 

55.59, ANSI/ANS 15.4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1. 신청자는 종사자 자격 인증 계획, 이들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비상근

직 운전자가 상근직 신분으로 복귀하기 위한 단계들, 계획 관련 기록의 감사를 

위한 요건 등을 명시한 종사자 자격 인증 계획을 제출하였다. 

2. 종사자의 교육과 자격 인증 계획에 대한 신청자의 절차서는 관련 원자력안전법

령 및 10 CFR Part 55의 요건을 만족하고 허용 가능하다. 계획서 및 절차서는 

원자로시설이 숙련된 운전원에 의하여 운전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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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절 검토 및 감사 

검토주관: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

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검토 및 감사 프로그램이 사업자에 의해 

실행 가능하고 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문가에 의한 일반 활동

의 독립적인 검토는 해당 프로그램을 강화시킨다. 독립적인 감사는 사업자로 하여

금 규제기관이 찾아내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검토 및 

감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활동

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

2. 위원회의 약정 및 규칙

3. 검토 기능의 수행

4. 감사 기능의 수행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한검토 및 감사 활동의 요건은 기타 원자로 설계

와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은 안전심사지침서의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의 제14장

에 기술하였다. 이 절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NUREG-1537 Part 1에 상세히 기술

하였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검토 및 감사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검토 및 감사는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운영조직) 

에 규정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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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

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

2. 운전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

을 갖출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신청자는 검토 및 감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하나의 위원

회는 두 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하나의 기능은 두 개의 위원회에 각각 

할당될 수 있다. 검토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시설 감독자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다. 만일 검토 및 감사기능이 격리

된다면 최소한 3명 이상이 검토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최소한 한 명 이상이 

감사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각 전문 집단을 대표하여야 하

며(예를 들어, 원자력 공학, 전기 공학, 기계 공학, 방사선 방호 등) 위원회의 정

확한 구성은 시설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위원회 위원은 최고위 관리층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원자로 소유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으

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청자는 위원회 운영을 관장하는 특권과 권한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위

원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 CFR 

20.1101(c)은 방사선방호 프로그램의 실행과 내용의 연례적 검토를 요구한다) 원

자로의 운영 간부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 의결에 필요한 정

족수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지닌 사람들의 절반 이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위

원회 회합의 의사록은 승인되어야 하며 회합 후 3 개월 이내에 배포되어야 한

다. 투표는 회합에서 이루어지거나 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투표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검토기능의 세부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되는 항목의 최소 목록 

은 ANSI/ANS 15.1-1990과 NUREG-1537 Part 1의 제14장에 제시된 것이어야 한

다. 검토자는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신청자는 감사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되는 항목의 최소 

목록은 ANSI/ANS 15.1-1990에 주어진 것으로, 품질보증계획서와 같은 추가적인 

계획서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에는 조직과 업무분장, 

교육, 원자로 운전, 절차서, 기록, 실험, 보건물리, 운영기술지침서 준수여부, 감

시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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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는 검토 및 감사 위원회에서 연구로 운전의 안전 측면에 대한 검토와 

감사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검토와 감사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위원회 

회의 규칙, 면허, 운전한계와 운전조건, 절차 및 연구로 자체의 변경 등 위원회

가 검토할 항목, 변경, 새 시험, 실험과 절차 및 계획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평

가를 기술해야 한다. 감사할 항목, 감사 간 간격 및 운전에 대한 관리 체계 프

로그램 내에서 연구로 관리에서 다룰 감사 결과를 다루는 방법을 포함하여 위

원회의 감사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ANSI/ANS 15.1-1990의 지침과 NUREG-1537 Part1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 보고서가 검토 및 감사 기능의 운영기술지

침서 요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토 및 감사 기능을 제안하였다. 위원회 위원들

은 적절하게 자격 인증을 받았으며, 전문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였다. 위원회 

위원자격은 대학(또는 조직)의 외부인사에게도 부여되었다. 검토자는 위원회 위

원자격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검토 및 감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합 횟수, 위원회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투표시의 정족수에 관한 요건, 감사 보고서를 배포하는 방법 등을 기술하는 특

권과 권한을 신청자에게 제시하였다. 검토자는 위원회의 특권과 권한이 허용 가

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 신청자는 위원회가 검토할 항목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검토자는 상기 목록이 

종합적이고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신청자는 위원회가 감사할 항목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검토자는 상기 목록이 

완벽하고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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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절 운영절차서

검토주관: 운영분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본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절차서와 관련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상세 정보들

2. 절차서의 검토와 승인을 위한 진행 과정

3. 절차서의 중요한, 사소한, 또는 일시적 변경을 위한 진행 과정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절차서와 관련한 요건사항들은 다양한 원자로설계와 

유사하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절차서에 대해서는 NUREG-1537 Part 1의 

17장에서 기술하였다. 검토 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NUREG-1537 Part 1에

서 상세히 기술되었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운영지시서와 절차서는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운

영절차서)에 규정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전⋅시험 및 보수 등과 관련된 각종 운영절차

서를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할 것

2. 운전절차서는 정상운전절차서⋅비정상운전절차서⋅비상운전절차서로 구성하되 정상

운전⋅예상운전과도⋅설계기준사고 등 설계에 요구되는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할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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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는 절차와 관련된 상세 정보들의 목록을 ANSI/ANS 15.1-1990에 따라 제

출하여야 한다. 만일 원자로 허가를 받은 원자로시설에서 부산물이 이용되고 있

다면, 신청자는 본 부산물의 사용을 다루는 절차서의 요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절차서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원자로 운전, 방사선 방호, 원자로 관리 및 검토위원회의 위원들

에 의해 적절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3. 신청자는 절차서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방안은 안전성 

에 중요하지 않거나 경미한 변경으로부터,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변경 및 운전

을 위한 일시적인 변경 사항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ANSI/ANS 

15.1-1990의 지침과 NUREG-1537 Part 1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운전 절차를 기술하거나 해당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운전 교범의 개요를 제공

해야 한다.

5. 이렇게 작성된 지시와 절차(참고 문헌 [19] 참조)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

야 한다.

가. 원자로 시동, 운전 및 정지

나. 핵연료와 조사된 재료의 장전, 인출 및 이동

다. 안전에 중요한 항목, 특히 안전 시스템의 공인검사와 시험 

라. 안전 의미를 가진 실험의 설정, 시험 및 수행

마. 특히 안전에 중요한 주요 구성품 또는 시스템에 관한 정비

바. 방사선 방호

사. 예상 비정상사건, 시스템 또는 구성품의 고장 및 사고조건에 대한 대응

아. 유출물 감시와 환경 감시

자. 비상사태

차. 물리적 방호(A.13.12 및 A.13.13항 참조)

카. 화재 예방

절차의 중요한, 경미한 및 임시 변경을 수행하는 방법을 안전 분석 보고서에 기

술해야 한다.

6.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원자로시설의 전 수명기간에 걸쳐서 수행될 수도 있는 

모든 안전 관련 운영에 대하여 운영절차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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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기시험

나. 모든 운전상태에서의 운전 그리고 핵연료 요소ㆍ집합체 또는 실험장치를 포

함한 기타 노심 및 반사체 기기의 원자로 내에서의 장전, 인출 및 이동

다.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기 또는 계통의 보수

라.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정기검사, 보정 및 시험

마. 방사선방호 활동

바. 원자로의 안전성 또는 노심의 반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ㆍ보수와 

중성자조사ㆍ실험의 수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

사.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와 실행가능하다면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원자로운전원의 대응

아. 비상

자. 물리적 방호

차. 방사성폐기물의 취급과 방사능 방출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카. 연장된 원자로 정지기간 동안의 원자로 및 보조계통에 대한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요구되는 경우)

타. 이용

파. 변경

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행정적 활동 (예: 방문자 통제)

거. 품질보증

7. 운영절차서는 설계자, 제작자 및 방사선방호 요원을 포함한 운영조직의 기타 

종사자들의 협력 하에 원자로 운영 종사자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운영절차서

는 운전 제한치 및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운전 제한치 및 조건의 준수에 유용해

야 하며, 절차서의 양식, 개발, 검토 및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품질보증절차

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한다. 운영절차서는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예: 안

전검토위원회), 원자로 감독자(reactor manage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운영절차서는 절차서의 사용을 통해 얻어진 교훈에 입각하여 또는 필요 시 사

전에 결정된 내부 절차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운영절차서는 원자로의 특별한 운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해야 한다. 

9. 원자로의 운전 및 사용에 관계된 모든 종사자는 관련 절차서의 사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10. 기존 절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 계획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서가 준

비 및 검토되어야 하며 그 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적절하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서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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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ANSI/ANS 15.1-1990과 NUREG-1537 Part 1 제14장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비교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절차서의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수한 환경 조건이나 비정규적인 이용 계

획은 상기에서 제시된 지침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절차화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의 운영에 적합하고 허용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일련의 절차서를 제시하였다.  

2. 신청자는 절차서의 검토 및 승인 과정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절차서의 중대

한 또는 경미한 변경과 운영을 위한 임시 변경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

였다. 신청자가 제시한 이러한 과정과 방법은 절차서의 운용과 검토에 있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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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6 절 시험, 검사 및 보수

검토주관: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절에서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시험, 검사 및 보수에 대한 허용 기준, 

검토 절차 및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검토자는 원자로 운영자가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 기능 및 성능을 설계 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

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른 관련 절차서를 개발하고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검사 및 보수 계획

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 시험, 검사 및 보수의 대상, 목적 및 관련 요건

2. 시험, 검사 및 보수 활동 기준

3. 시험, 검사 및 보수 주기

4. 시험, 검사 및 보수 활동의 수행 및 평가 시 사용할 기술기준 및 관련 절차서 

5. 안전에 중요한 설비들이 운전제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6. 시험, 검사 및 보수 활동에 참여하는 종사자/소내외 조직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

7. 시험, 검사 및 보수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자격

8. 시험, 검사 및 보수 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요건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시험, 검사 및 보수는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시험

⋅감시⋅검사 및 보수)에 규정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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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에 의하여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 기능 및 성능을 설계 시 가

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약해지는 정도를 감시⋅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원자로의 안전정지⋅정지상태 유지 및 사고결과의 완화에 필요한 주요 펌

프 및 밸브에 대하여 그 성능과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

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중성자 조사(조사)로 인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및 성능이 취약해지는 

정도를 감시⋅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는 정해진 주

기마다 검정⋅교정을 실시할 것

2. 시험⋅감시 및 보수 활동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자격을 갖춘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연구로 장비 및 기기의 정비, 주기적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 이행이 기술되어

야 하며, 이는 참고 문헌 [8]에 제공된 지침에 기초해야 한다. 정비, 주기적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은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검사나 시험되어야 할 계통이나 장비

나. 검사 또는 시험 기준

다. 검사 또는 시험 주기

라. 정비, 시험 또는 검사 책임 요원

마. 정비 작업 승인

바. 정비 후 정상운전 재개

2.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가 설계의도 및 요건에 따라서, 운전 제한치 및 조건을 

준수하면서, 원자로 장기안전 요건에 따라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가 수행되어야 한다. 

3. 안전에 중요한 모든 기기를 포함한 원자로 기기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근거하여 문서화된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단, 이 계

획으로 인하여 이행 기간 동안 안전성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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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 계획은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계통 또는 기기에 대한 모든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는 문서화되고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절차

서는 그 활동의 완료시 형상관리(configuration)으로의 복구에 대한 규정을 명시

해야 한다. 작업 수행 전 및 후의 대조점검에 대한 적절한 절차서를 포함하여, 

품질보증 요건에 따른 작업허가체제가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에 사용되어야 한

다. 이 절차서는 허용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고, 작업의 수행에 대한 검토 및 승

인 체제가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4. 안전에 중요한 계통 또는 기기에 대한 비일상적 검사 또는 시정보수는 특별히 

준비된 계획 및 절차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가동중 검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 설치된 기기에 대한 보수작업의 수행, 보수를 위한 기기의 제거, 또는 보수 후

의 기기 재설치에 대한 결정은 

가. 전적으로 원자로 감독자(reactor manager)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운전제한조건에 명시된 원자로의 안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따라야 

한다. 

6. 개별적인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의 주기는 경험에 근

거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수립된 요건에 따라서 적절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

어야 한다.

7. 주기시험 및 보수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는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확

인 및 관리되어야 한다. 

8. 보수되는 계통은 고의적인 또는 의도하지 않은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수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보수 활동을 위해 설계변경이 요구된다면, 변경

의 이행을 위한 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9. 검사, 주기시험 및 보수에 대한 결과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종사자에 의해 평

가되어야 한다. 평가자는 그 활동이 적절한 절차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수행

되었고 운전제한조건을 준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규제기관은 안전에 중요한 불만족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보수 결과

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보수 활동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그 결과를 검토

하여야 한다. 운전 재개는 보수 활동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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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기술지침서와 안전심사지침서 제17장의 내용을 

비교⋅검토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이용하여 시험, 검사 및 보수 

활동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구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내압계통 및 기기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6호,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동중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등급 펌프 및 밸브류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9호, 안전 관련 펌

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시험, 검사 및 보수 활동 결과의 평가 및 시정조치

4. 시험, 검사 및 보수 계획의 수립 및 이행

5. 기록의 검토 및 문서화

V. 참고 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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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22

3.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6호

(원자로.16), 시행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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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afety of Research Reactors”, IAEA, Safety Requirements No. NS-R-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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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l for Research Reactors”, USNRC, O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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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 절 물리적 방호

이 장의 물리적방호 심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검토자

는 이 장의 검토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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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8 절 기록 및 보고서

검토주관: 품질평가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절에서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기

록 및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허용 기준, 검토 절차 및 검토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검토자는 보고서의 내용, 제출시점 및 배부처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보고서

의 목적은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원자로시설의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연간보고서와 특별보고서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원자로시설의 연간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보고규정에 의한 사고⋅고장 내용

3. 안전제한치 위반 내용  

4. 과도해석이나 안전해석 상의 변경사항 

5. 신청자 변경사항 등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최소 범위와 내용은 안전심사지침서 제16장에서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신규 시설이나 대규모 설계변경 후 재가동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

운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서 제15장에서 제시

하고 있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기록 및 보고서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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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고서는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5조(기록과 비치):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

치하여야 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25조에 따라 기록 비치하여야 할 사항

은 시행규칙 별표7과 같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신청자는 NUREG-1537 Part 1의 이 절에 따라 시설 기록의 종류와 보존 방법

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록의 보존기간은 NUREG-1537 Part 1의 제14장에 명시된 기간과 유사하여야 한다.

3.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종류를 기술하되 보고서의 종류는 이 절과 제17장의 

지침에 따른다.

4. 보고서의 내용, 보고서의 제출시점 그리고 보고서의 배부처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안전에 중요한 기록, 데이터 및 보고서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록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다.

가. 원자로 운전(기록부, 띠도표, 점검목록, 자동 데이터 지시값)

나. 운전 상태(운전 구성품과 정비 중 구성품의 종류와 개수)

다. 정비, 시험과 공인검사 규약(필요 시)

라. 변경 기록

마. 시료와 생성된 방사성핵종에 대한 조사

바. 핵분열물질 이동

사. 방사선 준위

아. 방사선 피폭(외부 및 내부), 요원에 대한 방사선 선량 및 의료 검진 기록

자. 유출물 감시와 환경 감시 결과

차. 안전 관련 구성품의 고장 및 다른 사건

카. 훈련과 재훈련에 관한 문서

6. 기록이 연구로 운전용 관리 체계에 따라 보관되는 최소 시간 간격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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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운영조직은 원자로에 대한 설계, 건설, 초기시

험, 현행 형상 및 운전에 대한 모든 필수적인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원

자로의 운영 단계 전반에 걸쳐서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체 기간 동

안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부지 데이터 및 환경 데

이터, 공급된 기기 및 재료의 상세사항, 준공도면, 변경의 누적된 영향에 대한 

정보, 운전일지, 운전 및 보수 매뉴얼, 품질보증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8.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행정절차서가 기록 및 보고서의 생성, 수집, 보존 및 보

관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운전일지, 점검목록 및 기타 적절한 기록의 정보 

기재사항에는 적절하게 날짜가 기록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9. 불일치사항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준비 및 보존되어야 하며, 규

제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조직은 보존되어야 할 기록과 그 보

존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10. 기록 및 보고서의 보관과 유지에 대한 대책은 품질보증계획을 따라야 한다. 

문서관리시스템은 폐기된 문서가 보관되고 종사자가 각 문서의 최신 버전만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 비상 시 접근할 수 있도록 문

서의 소외보관(예: 비상통제센터)이 고려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상기 내용을 ANSI/ANS 15.1-1990의 지침과 NUREG-1537 Part 1과 비교

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기록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요건의 근거를 제시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기술지침서와 안전심사지침서 제17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본 보고서에 대한 범위, 내용, 제출시점 등 기본지침이 해당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에 의해 보존될 기록의 유형과 중요한 기록이 적절한 기간 동안 보존될 

것임을 보증하는 보존기간을 신청자가 기술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충분

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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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자가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과 보고서의 제출시점, 그

리고 보고서의 배부처에 대해 충분히 기술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통해 해당 시설의 

주요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규제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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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9 절 운전경험의 반영

검토주관: 운영분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

험의 반영)에서는 시설의 운전경험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원자로 운영자가 운

전경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비ㆍ안전성 관

련 기준ㆍ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토자는 최신 운전경험이 시설의 운전 및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

장하기 위한 절차서의 목적에 따라, 운전경험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에 대한 책임규정, 

운전경험 반영을 위한 행정 및 기술 검토 단계의 명시, 운전경험 정보의 수혜자의 확

인 및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 제공, 제공되는 정보의 상세도 및 중요도, 

운전경험반영계획에 대한 감사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건설⋅운영 단계 운전경험의 반영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운전경험의 반영은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운전경

험의 반영)에 규정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운전경험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할 것

2. 운전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비 안전성 관련 기준 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

에 반영할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가. 운전경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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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원 및 기타 종사자에 대한 운전경험 평가 결과의 반영

다. 교육훈련 계획에의 반영

라. 연구로 시설 설비에의 반영

2. 운전경험 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행정 및 기

술 검토 단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 절차서 변경 등)

3. 운전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의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수혜

자(운전원, 정비요원, 방사선방호요원 등)를 확인하고, 그러한 정보가 수혜자의 직무

수행에 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정보와 연관된 종사자가 통상적인 교육훈련 및 재교육훈련을 받지 않고도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종사자가 중요한 정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주거나, 정보를 숙지하는 데 어려

움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보 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정보는 해결책이 강구될 때까지 운전원이나 기타 종사

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운전경험 반영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운전경험 반영을 위한 정보는 국내 및 해외 자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9. 운전 장해 평가, 오동작 추세, 근접 사고, 그리고 연구로 및 기타 핵시설(가능하다면)

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를 포함하여 운전경험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공정

을 기술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상기 내용을 ANSI/ANS 15.1-1990의 지침과 NUREG-1537 Part 1 과 비교

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운전경험을 반영해야 하는 운영기술지침서 요건

의 근거를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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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운전경험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에 대한 책임규정, 운전경험 반영을 위한 행정 및 기술 

검토 단계의 명시, 운전경험 정보의 수혜자의 확인 및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 제공, 제공되는 정보의 상세도 및 중요도, 운전경험 반영 계획에 대한 감사 수행 

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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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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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환경영향

검토주관: 

이 장의 환경영향평가 심사는 방사선 환경영향 이외의 일반 환경영향에 대한 심사로

서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 범위를 벗어나므로, 검토자는 이 장

의 검토를 제외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심사가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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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초기시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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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초기시험계획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장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시 신청자가 규제기관에 제출한 ‘초

기시험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한 신규 원자로의 운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중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운전 가능성의 확인이 요구되는 가동중 원자로에 대해서 작

성한 ‘초기시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전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

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원자로의 운영허가 이전에 주요 시설에 대하여 

실시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를 위한 ‘초기시험계획’의 

내용 및 서식은 NUREG-1537 Part2를 따른다. 또한 ‘초기시험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기본 내용을 준수하거나 

이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한 ‘초기시험계획’의 

내용과 항목, 그리고 분량은 발전용 원자로보다 간단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시험의 항목 및 내용

2.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초기시험’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및 시점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원자력안

전위원회 고시 제2014-24호 등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다

만, 이는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요건을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에 준용하는 규

정이므로 해당 원자로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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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9조(사용전검사의 시기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초기시험)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4호(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

리고 절차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

다.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

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초기시험계획’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핵연료의 인수, 핵연료의 취급 및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 확인, 핵연료의 

장전(임계 시험을 이용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임계 질량(핵연료의 개수)은 대략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임계시험을 통한 체계적

인 방법에 의해 정확히 결정되어야 한다. 

3. ‘미임계 중성자 증배계수’ 측정 시에는 운전 중인 계측설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뢰도가 높은 고성능 중성자검출기가 이용될 수 있다. 

4. (정지 여유도 확인을 위한) 정지 반응도, 반응도 계수, 제어봉 반응도가의 미적분

값, 출력준위 감시기, 원자로정지 및 연동 기능, 핵연료 열제거, 노심 열수력 변수 

등과 같은 운전 중인 노물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노물리변수의 측정값과 설계값은 서로 비교되어야 하며, 그 차이는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6. 정확한 노물리변수의 측정을 위하여 제어봉의 반응도가 교정되어야 하고 초과반응

도는 체계적으로 가해져야 한다.

7. 원자로의 열출력은 허가받은 출력준위와 맥동 특성(pulse characteristics)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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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허가조건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교정되어야 한다.

8. 원자로시설의 방사선준위 상태에 대한 예측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구역에 대

한 방사선감시 및 배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

9. 모든 기기 및 계기는 정상운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10.초기시험계획’에 기술된 모든 계통들은 정상운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험되고, 

운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계통들’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사용 전 검사 대상 시설 중 적용 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초기시험계획’을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초기시험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기타 인허가 조건들, 초기시험계획 및 최종보고서 등과 비교 평가할 

수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 분석에서 계산되고 이용된 주요 핵심 변수들과 조건들이 

적절히 측정되었는지, 측정시험에 대한 허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

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초기시험계획’에 대한 안

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청자는 원자로의 정상운전을 위한 ‘초기시험계획’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내용은 

국내규제요건과 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적합하다 또한, 신청된 

‘초기시험계획’과 시험이 계획대로 수행된다면 XXX원자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되고 분석된 바와 같이 운전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초기시험계획’의 기술 내

용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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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사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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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사고해석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사고해석의 주 목적은 신청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특성, 안전제한치, 안전계통제한

설정치, 운전제한조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공공과 

환경에 허용 불가능한 방사선결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에 있

다. 이러한 해석은 원자로시설에 대한 인허가 검토 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타 장에서는 정상운전에 대하여 설계된 원자로시설의 해석 

및 논의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논의에는 대중, 작업자 및 환경에 대한 

건강 및 안전에의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의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석에는 안전을 입증할 수 

있는 운전영역과 원자로 변수에 관한 제한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의 

기술배경이 개발되어야 한다.

안정성분석보고서의 이 장에서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과 원자로정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 및 운전특성의 검토에 필요한 방법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제한사고를 확인하고, 사고 시나리오의 전개를 해석하고, 사고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해석은 가정된 초기사건으로부터 시작되며, 설계에 고려된 방벽, 보호계통, 운전

원 조치 및 완화설비의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해석의 최종점은 원자로가 안정되

어 있는 상태이며, 대중, 시설 작업자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방사선학적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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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 절 개요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이 절에서는 16.2절의 개별 사고평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일반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Ⅰ. 검토 분야

신청자는 사고의 분류 및 사고해석 허용기준, 사고해석에 사용한 초기조건과 원

자로변수들, 보호 및 사고 완화계통의 동작에 관한 가정, 해석적 방법론(전산코드 

포함), 그리고 방사선원항 및 방사선학적 결과분석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초기조건과 운전허용 경계조건은 17장(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

한조건에 대한 배경이 된다.

다음은 요약 기술되어야 할 주요 노심 변수의 예이다.

- 노심출력

- 노심입구온도

- 핵연료 피복재 온도

- 원자로계통 압력

- 노심 유량

- 축방향, 반경방향 출력분포 및 고온수로계수(hot channel factor)

- 출력첨두계수(power peaking factor)

- 잉여 반응도

- 원자로 동특성 변수들

- 핵연료 반응도계수 및 감속재 온도계수

- 기포 반응도계수 

- 가용한 정지반응도

- 반응도제어 및 안전장치의 삽입특성

검토자는 핵연료 연소도, 재장전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변하는 원자로변수들의 

범위가 적절히 명시되었고, 각 사고 해석 시에는 제한적인 값이 사용되었는지 확인

한다. 사고 전개 특성에 따라 각 변수의 범위를 포괄하는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보

수적으로 사용된다. 계통변수에 대해서는, 허가된 변동 및 불확도를 포함하여 운전

허용 경계가 명시되어 있고, 운전 경계 이내의 가장 제한적인 조건을 과도현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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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초기 조건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모든 보호 및 사고 완화계통 기능의 설정치가 열거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보호 및 사고 완화계통의 기능은 원자로 트립(정지), 격리밸브 닫힘 

및 백업 냉각 제공 등이다. 

사고해석의 출발은 초기사건의 도출로부터 시작된다. 초기사건 리스트는 포괄적

이어야 하며, 특정 초기 사건이 배제될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각의 초기사건은 아래 범주의 하나로 설정되거나, 특정 원자로의 형태 및 특성

에 따라 일관성 있게 분류되어야 한다. 특정 원자로에 대한 정보에서 아래 범주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거나 추가될 수 있다.

1. 최대 가상사고(MHA)

2. 잉여반응도 투입 (선형, 계단, 기동 등)

3. 냉각재 상실

4. 냉각재 유량 상실

5. 핵연료 고장 또는 부주의한 취급

6. 실험장치 오작동

7. 정상전력 상실

8  외부 사건(내부 사건 포함)

9. 설비의 잘못된 취급 또는 오동작(인적 실수 포함)

신청자는 우선 잠재적인 사고결과가 모든 발생 가능한(credible) 사고의 결과를 초

과하고 포괄함(bounding)을 보여 주는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하여 동 사고를 최대 가상사고(Maximum 

Hypothetical Accident, MHA)라고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가장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는 핵분열생성물의 누출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최대 가상사고는 핵연료 또는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Fueled experime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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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시나리오를 갖지만, 시나리오 전체가 모두 발생 가능한 것일 필요는 없다. 

사고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가정된 초기사건의 세부사항보다는 사고 시나리오의 

전개 및 결과의 해석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최대 가상사고에 따른 결과는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credible) 사고들의 결과를 초

과하기 때문에 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최대 가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대 가상사고는 특정 부지에서 운전 중인 원자로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 결과가 허

용제한치 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최대 가상사고는 격납(또는 컨

파인먼트)건물 등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제한하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 시 고려

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최대 가상사고에 적용된 가정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대 가상사고 결과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에 좀 더 현실적인 가정을 사

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전의 원자로 운전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사고해석에서 

사용된 가정들은 원자로시설의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치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에 5시간, 1주일에 5일 운전하는 원자로를 가정하여 사

고해석을 한다면, 이는 운전제한조건이 될 수 있다.

신청자는 상세한 정량적 해석을 위하여 선택된 제한사건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각 

범주의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각 범주의 제한사건은 그 

범주의 모든 다른 사건들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내어야 한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언급될 수 있지만, 발생 확률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

서 기술한 것처럼 최대 가상사고는 시설의 모든 가능한 잠재적인 사고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사고발생가능성 또는 발생 확률(빈도)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기술되

어 있는 예상운전과도와 설계기준사고 체계로 등급을 분류하고 각각의 허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자는 유사한 연구로에서의 운전경험과 사건보고서를 참조하고, 

고장모드 영향분석을 활용한다. 고장수목 개발 및 PSA 분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

만, PSA 분석으로 도출된 발생 확률값은 각 사고의 등급 분류에서 보조적 근거로 

국한되어야 한다. 현재 PSA 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가진 불확실성의 한계가 보

수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각 사고의 등급을 판별할 때 최적의 관점을 배제

하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고등급의 분류를 위하여 발생빈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자로시설을 구성하는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설계에 적용된 요건이 발전용 원자로 수준의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 준하

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사고는 예상운전과도로 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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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해석 허용 기준으로서,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노심냉각성능 유지에 해당되는 

설계제한치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근거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5장

에서 논의된다. 또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허용 기준이 원

자로시설 작업자 및 비제한구역의 대중 각각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사고해석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 및 해석적 방법론은 해당 원자로에 적용 타당성

이 검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기술보고서로 작성되고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참고 문헌 또는 부록으로 수록된다. 방사선원항 및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론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에는 핵분열생

성물 재고량, 냉각재로의 누설, 원자로건물 내부로의 누설, 원자로건물 외부로의 누

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며, 시설 내외부의 방사선장에 의한 외부 피폭도 평가되어

야 한다. 

신청자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사고해석에 적용한 문헌상의 지식이 있다

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6.2절의 맨 뒤에 제시된 참고 문헌 절에는 적용 가능한 

각종 문헌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일반 사항, 방사선학적 영향 및 핵연료 

유형에 따라 열거되어 있다. 

Ⅱ. 허용 기준

이 절 및 16.2절에서 적용되는 사고해석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의 ②항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원자로의 설계)의 ①항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등)의 ③항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 보호계통)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설계기준사고)



- 434 -

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의 2번 (10CFR100.11)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각 초기 사건은 다른 독립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사고등급으로 악화되어

서는 안 된다. 즉 예상운전과도 등급의 초기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설계기준사고 등

급의 사건으로 발전해서는 안 되며, 설계기준사고 등급의 초기 사건은 그 자체만으

로 설계기준 초과사고 등급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다른 독립적인 

사건’에 단일능동고장 또는 단일능동고장에 후속되는 고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각 초기사건은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계통의 성능을 상실케 해

서는 안 된다.

3. 예상운전과도 시에는 핵연료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노심냉각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허용 기준은 열출력 10 MW 이하이고, 다음 가~나 중 어

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

행령 제2조 제4호의 선량한도를 적용하고, 열출력 10 MW를 초과하거나, 다음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제2014-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핵연료 시험목적의 냉각재 순환루프를 

갖춘 원자로

나. 열출력 1 MW를 초과하는 원자로로서, 단면적이 16 in2를 초과하는 핵반응과 

관련된 실험설비를 노심내부에 갖춘 원자로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③항에서는 사고 기간 동안 주제

어실 운전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작업자에 대한 허용 기준은 이를 준용하여 원자력안

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선량한도를 적용한다.

Ⅲ. 검토 절차

1. 검토자는 사고해석 시 고려한 원자로 변수들 및 그 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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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연소도, 재장전 또는 다른 요소에 의해 변하는 원자로 변수들의 범위가 

적절히 명시되었는지 검토하며, 이를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5장과 비교하

고, 사고해석 시 가정한 초기 조건들은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과 부합

하는지 검토한다.

2. 검토자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안전계통

의 동작에 관한 가정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안전계통의 동작만이 신뢰되었으며, 

제한적 단일능동고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필요시 공

통원인고장에 의한 영향도 분석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또한 각 보호 및 

완화계통들의 예상되는 작동시간 지연, 계측 불확실도가 보수적으로 고려되었는

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계통들의 정상운전 중 운전 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운영

기술지침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검토자는 해석에 고려된 초기 사건들이 적절히 선정되었고, 위 검토 분야에서 

기술한 각 사건 범주에 따라 분류되었는지 확인한다. 초기 사건들은 원자로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NUREG-1537 Part 1의 Chapter 13. Accident 

Analysis 또는 IAEA NS-R-4의 Appendix에 기술되어 있는 초기 사건의 예를 참

조하여 초기 사건 선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외부 사건 및 내부 사건에 대한 

대처설비가 이에 관한 원자로기술기준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어 설계될 경우 본 

사고해석 장에서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토자는 또한 사고해석 결과의 허

용 기준이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검토한다. 경수로에서처럼 예상운전과도 수준

의 등급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은 과도기간 중 핵연료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

며, 설계기준사고 수준의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노심냉각성능이 보장되어

야 한다. 

4. 사고해석은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보수적으로 수행하며,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검토자는 사고해석에 사용한 전산코드를 비롯한 수학

적 모델 및 해석적 방법론이 해당 원자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

다. 사고해석방법론 및 이의 적용타당성 검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보고서 형

태로 제공되거나, 적용 가능한 문헌이 참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참조한 문헌과 함께 IAEA Safety Report Series No. 55를 비교하여 검

토한다.

5.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방사선원항 및 방사선학적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론

이 적합한지 검토한다. 원자로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선원항 및 평가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보고서 형태로 제공되거나, 적용 

가능한 문헌이 참조될 수 있다. 이러한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참조한 문헌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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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IAEA SSG-20과 비교 검토한다. 방사선학적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의 보수

성은 선량평가 결과에 적용되는 규제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 제2014-10호가 허용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경수로 수준의 보수

적인 방법론(10CFR100.11, TID-14844 등)이 요구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

표1]의 선량한도가 허용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본 심사지침서 제12장(방사

선 방호)에서 요구하는 보수적 방법론이면 허용 가능하다. 10 CFR 100.11의 각

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0 CFR 100.11에 주어진 선량은 참조값이며, 선량 수

치가 사고상태 하에서 대중에 대한 비상 선량 허용제한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들 수치는 매우 낮은 발생 확률 및 대중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낮은 

위험도를 가지는 잠재적인 사고와 관련된 원자로 부지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

는 값이다. 

Ⅳ. 평가 결과

다음의 16.2절의 개별사건 평가에서 심사보고서 작성방법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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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 절 개별 사건 평가

검토주관: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본 검토 분야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및 논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각 사고 범주 내에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

한적인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명백하고 객관적인 경우라면 다른 정량적 분석

의 결과와 비교하는 정성적 분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일단 각 사고 범주의 제한사

건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NUREG-1537 Part 1, Chapter 13(Accident Analysis)에 제

시된 단계를 따라야 한다.

Ⅱ. 허용 기준

16.1절에 기술되어 있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각 사고 해석 내용에 대하여 초기사건 개시부터 안정된 조건으로 될 때

까지의 사건 전개특성을 검토하고, 다음을 확인한다. 이 때 각 사건 범주별로 평가 

대상 사고들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장·절에 기술되어 

있는 원자로시설의 특성을 참조한다. 또한 사고해석 시 가정한 노심특성, 안전계통

들의 설계 및 동작특성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장·절을 참조한다. 방

사선학적 영향분석과 관련한 방법론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적용할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12장을 참조한다.

1. 발생 가능한 사고들이 고려 및 분류되었고, 각 사건 범주에서 가장 제한적인 

사고가 상세 해석을 위해 선정되어야 한다.

2. 초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원자로는 허용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정상운전 

중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초기 사건 발생시점에서의 원자로는 운영기술지침서의 

가장 제한적인 조건에 놓여 있어야 한다.

3. 계측, 제어 및 자동 보호계통은 초기 사건 발생 전에 정상운전 중이거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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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고 발생 시점에서 최대로 허용 가능한 비보수적인 

계측오차가 가정되어야 한다.

4. 초기사건을 발생시키는 단일 오작동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사고 시나리오 동안 정상운전 중인 원자로계통, 보호계통 및 공학적안전 설비

의 작동이 고려되어 있다.

6. 사건의 전개 순서와 사고 시나리오 동안 손상된 계통 및 기기가 명확하게 논

의되어야 한다.

7. 가정, 근사, 검증 및 불확도를 포함하는 수학적 모델 및 해석적 방법론이 명확

히 기술되어야 한다. 

8. 방사선원항이 제시되거나 문헌으로 참조되어야 한다.

9. 시설 작업자 및 대중에 대한 잠재적인 방사선학적 영향이 제시되었으며, 허용 

제한치와 비교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발생 가능한 냉각재 상실사고 또는 유량상실사고 시 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

자로시설에서는 동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비상노심냉각이 요구될 수 있다.

반응도 제한치와 제어 및 안전 관련 계통의 기능 설계는 잉여반응도 투입을 수반

하는 발생 가능한 사고 시 핵연료의 건전성 상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동

할 수 있거나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험장치에 허용되는 반응도의 양이 분석

되어야 한다.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절한 반응도 궤환계수 및 자동 보호조치가 해석

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상전력이 상실되더라도 핵연료의 건전성 상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안전한 원자

로 정지는 정상전력상실에 의해 방해받거나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439 -

본질적으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모든 가능한 사고가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설은 환경, 작업자 그리고 대중의 건강 및 안

전이 보호되도록 설계되고 운전될 수 있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대기조건

에 가까운 일차측 냉각재 온도 및 압력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

한 여유도는 일반적으로 크고, 비제한구역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누출 위험은 거의 

없다.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야기하는 잠재적인 사고 및 최대 가상사고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허용 기준 및 검토 절차가 충분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 가상사고

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사고의 결과, 상세 해석, 평가 그리고 결론은 해당 시설과 분석 

사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각의 주요 사고범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에 제

시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내용은 검토 시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다음의 “xx”라는 표현은 평가 대상 원자로에 대해 알맞은 값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최대 가상사고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가 공공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

였다. 핵연료로부터, 또는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의 고장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이 방출되는 사고이면서, 어떤 발생 가능한 사고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최대 

가상사고가 해석되었다. 

그러나 최대 가상사고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대 가상사고는 원자로 설계 및 출력에 따라 달라진다. 검토자는 아래의 최

대 가상사고의 분류와 다른 최대 가상사고를 평가할 수 있다. 검토자는 다음의 1에

서 5까지 적절한 항목을 선택한다.)

1. TRIGA, PULSAR 또는 SPERT 핵연료에 대하여, xx 개 (합의된 수로서 TRIGA 

또는 SPERT 핵연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이며, PULSAR에 대해서는 세 

개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의 핵연료집합체가 

컨파인먼트 또는 격납건물의 대기 또는 원자로 수조에 있는 동안 피복재 건전

성을 상실한다. 핵연료간극(gap)에 있는 모든 핵분열생성물이 급격히 방출된다. 

핵연료집합체는 허가된 전출력에서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또는 전체 핵연료주기

동안) 노심의 최대 중성자속 위치에서 운전된 후에 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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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MW 이하의 저출력 MTR(Material Test Reactor)의 핵연료에 대하여, 한 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컨파인먼트 또는 격납건물의 대기 또는 원자로수조에 있는 동

안 한 개 핵연료판의 한쪽 면에 있는 모든 피복재가 제거된다. 모든 핵분열생성

물은 방출 과정이 입증된 보수적 해석, 실험값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이 물리적

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급격히 방출된다. 핵연료집합체는 허가된 전출력에서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또는 전체 핵연료주기동안) 노심의 최대 중성자속 위치에

서 운전된 후에 인출된다.

3. 고출력 원자로에 대하여, 핵연료 냉각이 위협받거나 반응도가 원자로에 더해져 

피복재 파손을 야기하는 핵연료의 용융이 발생한다. 핵분열생성물은 원자로 냉

각재로 방출되며, 보수적 해석, 실험 정보 또는 이들 해석 및 자료의 조합에 근

거하여 원자로시설의 대기로 방출된다.

4.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의 고장이 핵연료의 손상보다 큰 결과를 보이는 원

자로에 대하여,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가 원자로 방사선조사시설의 대기 또

는 물에서 고장이 발생함을 가정한다. 이러한 고장은 핵연료의 용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용한 핵분열생성물의 전부 또는 해석 및 실험 또는 이들의 조합

에 의해 입증되는 일정 분율이 컨파인먼트 또는 격납건물로 방출됨을 가정한다. 

핵분열물질의 재고량은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에 대하여 운영기술지침서에

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값의 최대치이며, Reg. Guide 2.2와 일치한다. 본 고장은 

허가된 전출력에서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운전된 후에 발생한다.

5. AGN-201 핵연료에 대하여, 핵분열성물질이 원자로의 방사선조사시설로 유입됨

을 가정한다. 추가된 반응도는 출력의 급상승을 유발한다. 핵연료 파손은 발생

하지 않으며 방사선학적 영향은 원자로 작업자에 대하여 xx mrem의 전신선량

으로 제한된다.

검토자는 다음 부분들을 검토 중인 원자로 설계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컨파인먼트 또는 격납건물과 같은 공기취급 및 여과계통이 설계대로 작동함을 

가정하고, 방사성물질이 일시적으로 원자로실에서 머문 후 원자로건물로부터 방

출된다.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원자로시설 작업자가 외부피폭선량 및 호흡

을 통해 받게 되는 선량예탁을 계산하였다. 비제한구역의 대중에 대한 잠재적인 

선량 및 선량예탁을 계산하기 위하여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

다. 흡입 또는 섭취 (또는 이들 모두)와 공기 중 방사성물질이 퍼져있는 부유물

로부터 감마선의 직접 조사에 의한 선량 계산방법이 적용되었으며, 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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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분석보고서 제12장에서 개발된 방법과 같이 보수적이다. 원자로 작업자 

및 대중에 대한 노출시간은 각각 xx와 xx이다.

2. 최대 가상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계산된 최대유효선량은 다음과 같다.

   외부선량:  작업자에 대하여 xx mrem, 대중에 대하여 xx mrem

   내부선량:  작업자에 대하여xx mrem, 대중에 대하여 xx mrem

3. 이들 선량 및 선량예탁은 xx의 허용제한치 내에 있다. 시나리오의 가정이 보수

적이기 때문에 가상사고는 원자로시설의 수명 동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신청

자는 (적용 가능하다면) 그 정도에 비례하여 최대 선량을 낮추는 운전시간 및 

방출분율에 대한 더 현실적인 가정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시설에서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를 포괄하는 결과를 가지는 최대 가상사고에 대해서도 시설 

작업자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은 보호된다.

잉여반응도 삽입

검토자는 다음의 두 가지 검토 결과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안] 신청자는 잉여반응도가 원자로에 투입되어 출력 급상승을 유발하는 가능한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급격한 반응도 삽입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 의해 시작된다.

1. 핵연료집합체 또는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가 노심내 빈 공간으로 낙하

2. 제어, 안전 또는 과도 제어봉의 제거 또는 인출

3. 실험장치 또는 실험시설의 갑작스러운 오동작, 이동 또는 고장

4. 저온 일차냉각재의 유입(Surge)

5. 반사체 기기의 고장

느린 반응도 삽입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 의해 시작된다.

1. 핵연료집합체 또는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가 노심 내 빈 공간으로 삽입

2. 제어 또는 안전 제어봉 계통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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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원 실수, 특히 원자로 기동 시(부주의한 임계)

4. 원자로 기동 시를 포함한 출력준위 지시기 고장

5. 실험장치 또는 실험시설의 고장, 이동 또는 누설의 지속

6. 반사체 기기의 고장

신청자는 위의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제공하며, 가

능한 결과를 비교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충분한 수의 핵연료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제어봉 및 안전

봉 또는 이들 모두의 부주의한 제거 또는 인출이 방지된다는 것, 즉 미임계를 보장

하는 것이 물리적인 제한사항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허용 가능함을 입증한다. 

제어봉이 미임계를 보장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노심 상부에서 핵연료 또는 핵연

료가 장전된 실험장치의 취급이 방지되는 것이 유사한 통제에 의해 허용 가능함을 

입증한다. 심지어 그와 같은 통제에 의해, 원자로가 임계 상태에 있거나 노심의 외

곽부에 핵연료가 빠져 있는 동안 핵연료 또는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가 취급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핵연료 또는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반응도가와 동일한 

반응도를 투입하면서 부주의하게 공동으로 낙하함을 가정한다. 원자로는 xx% Δk/k

의 반응도에 의해 초임계 상태가 되어, xx msec의 안정된 원자로 출력증가 주기를 

갖는다. 원자로 출력은 빠르게 증가하여, 원자로 주기 정지 및 출력준위 정지에 의

해 트립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제어봉은 과도상태 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한

다. 출력준위 및 핵연료 온도는 검증되고 허용 가능한 방법에 의해 분석된다. 해석

은 노심에서 생성된 증기기포, 또는 핵연료의 음의 즉발 온도계수가 출력 급상승을 

종료하기에 충분하게 반응도를 감소시킴을 보여 준다. 안전제어봉은 요구되는 낙하

시간 내에 삽입을 지속하여 원자로를 미임계상태로 안정화한다. 과도상태 시 xx 

MW-sec/g의 에너지는 핵연료의 최고온점에 축적되어 최대온도를 xx oC로 증가시킨

다. 이 온도는 핵연료 피복재의 안전제한치 온도인 xx oC 보다 낮으므로, 핵연료 건

전성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핵분열생성물도 이 사고에 의해 일차 

방벽으로부터 방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실험장치의 오작동 및 다

른 급격한 반응도 삽입에도 사용될 수 있다.)

과도상태 시 첨두출력준위로 인하여 핵연료 또는 핵연료가 장전된 실험장치를 삽

입하는 운전원은 짧은 시간 방사선에 노출된다. 집적선량은 작업종사자 피폭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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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한치보다 낮은 xx mrem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2안] 안전성분석보고서는 물리적인 제한사항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반응도 

의 급속한 삽입이 발생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 그러나 제어봉 

구동장치의 고장 및 원자로 기동 시 운전원 오류는 제어봉의 부주의한 인출과 계획

되지 않은 원자로 출력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사고 시나리오는 운영기술지침서와 

일치되게 원자로의 핵연료가 최대로 장전되어 있고, 허가된 전출력에서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으며, 제어계통 고장으로 인하여 최대 구동속도로 최대 반응도가의 제

어봉이 인출되는 것을 가정한다. 출력준위 정지 및 원자로주기 정지 모두가 운전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어떤 해석에서는 반응도 삽입을 종료시키는 첫 번째 정지

가 실패하고 두 번째 정지가 사고를 종료시킨다고 가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가

지 정지가 모두 실패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평가 결과가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제어봉의 지속적인 인출은 원자로 주기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원자로 출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트립준위 불확실도 및 연료봉 

낙하 지연의 영향을 포함한 해석에서는 원자로 열출력이 xx MW에 도달하기 전에 

원자로 주기 정지에 의해 출력 증가가 종료됨을 보여 준다. 열수력 해석은 축적된 

에너지 및 순간 출력준위에 의해서도 가장 뜨거운 핵연료에서 첨두 온도가 xx oC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 온도는 핵연료 피복재에 대한 안전제한치 

온도(xx oC)보다 낮으므로, 핵연료 건전성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

법은 다른 느린 반응도 삽입에도 사용될 수 있다.)

냉각재 상실

신청자는 핵연료로부터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일차측 

냉각재의 급격한 상실을 초래하는 가능한 사고를 논의하였다.

 

발생 가능한 사고로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는 초기에 xx l/min으로 

냉각재가 상실되는 (손상된 기기, 일반적으로 빔튜브 또는 일차냉각재배관을 기술한

다) 파손에 의해 시작된다. 시나리오는 원자로가 허가된 전출력으로 운전 중이며, 

핵연료는 핵분열생성물이 평형 농도에 이를 만큼 충분하게 장기간 운전되어 왔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사건 시작 시 붕괴열은 최대로 고려된다. 냉각재가 운영기술지침

서에 규정된 수위에 도달하면 수조수위에 의한 정지신호로 원자로가 정지된다. 냉

각재는 xx 분에 노심 상부에 도달하고, xx 분에 노심 하부에 도달한다. 이때, 붕괴

열은 핵연료 온도를 증가시킨다. 안전성분석보고서 해석에서는 검증되고 허용 가능

한 방법에 의해 핵연료 온도 변화를 계산한다.

검토자는 다음에 기술된 경우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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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에서는 자연순환 공기냉각에 의해 첨두 핵연료 온도가 xx 시간에 xx oC 를 

초과하지 않는데, 동 온도는 핵연료 피복재가 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 이하이다.

2.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설계대로 작동하는 경우 첨두 핵연료 온도는 xx oC 를 초

과하지 않는데, 동 온도는 핵연료 피복재가 핵연료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온도인 xx oC 이하임을 보여 준다.

3. 일차측 냉각재가 누출되고 원자로 노심이 노출됨에 따라 붕괴성 핵분열 생성물

은 수조의 하부 가까이에서 차폐되지 않은 감마선원의 역할을 한다. 이 선원은 

수조 상부에 있는 작업자가 감마선에 직접 피폭되게 하며 원자로실 바닥에 있

는 작업자가 산란 감마선에 피폭되게 한다. 신청자는 비제한구역의 시설 작업자 

및 대중에 대한 잠재선량을 포함하여 위의 두 지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냉각

수가 원자로 수조로부터 누출되는 동안 시설 작업자는 대피할 수 있으며, xx 

mrem보다 큰 선량을 피할 수 있다. 비제한구역에서의 최대 잠재 선량율은 xx 

mrem/hr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필요하다면 어떤 선량도 허용제한치를 초과

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4. 핵연료의 건전성 및 작업자에 대한 최대의 잠재적 결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

청자는 모든 일차측 냉각재가 즉시 상실되는 냉각재 상실사고를 해석하였다. 이

때 적용된 대부분의 다른 가정들은 위에서 평가한 느린 상실사고에 대해서와 

동일하지만, 동 시나리오에 적용된 가정이 위에서 논의한 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 핵연료의 건전성은 입증되어야 하며, 작업자선량은 허용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냉각재 유량상실

검토자는 다음의 두 가지 검토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안] 신청자는 원자로가 운전중인 동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연료 채널을 통 

한 냉각재 유량이 방해 받을 수 있음을 보이는 가능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동 범주

의 가상초기 사건은 펌프 또는 정상전력의 고장에 따른 강제유량 완전상실에서부터 

외부물질에 의한 xx개의 핵연료 채널의 냉각차단까지 다양하다. 시나리오는 원자로

가 전출력으로 운전되고 있으며,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율이 평형상태에 있는 것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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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가 정지되는 경우, 강제유량이 즉시 정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펌프 관성서행을 계산에 고려할 수 있다. 냉각재 유량

에 의한 원자로 정지는 회로 지연 및 제어봉 낙하시간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시간

제한 내에 이루어진다. 

강제유량이 중단되면 원자로는 피동적으로 자연순환유량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되

어 있다. 그러나 자연순환 유량으로 전환되어 붕괴열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과도기

간이 존재한다. 해석에서는 이러한 과도상태를 고려하였으며, 첨두 핵연료 온도가 

허용할 수 없는 값에 도달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대로 발생 가능한 유

량상실사고는 핵연료의 건전성 상실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핵연료의 냉각이 차단된 냉각채널에 대하여 차단 영역 주위에서의 열전달을 분석

하였다. 냉각차단을 감지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사용하였다. 원자

로 계측설비에 의해 차단이 감지되면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열수력 해석

에서는 차단 영역 주위에서의 첨두 핵연료 온도가 허용할 수 없는 값에 도달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냉각채널 차단이 핵연료의 건전성 상실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2안] 신청자는 핵연료 냉각채널의 차단이 핵연료 용융 및 피복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해석에서는 동 사고가 최대 가상사고에 관한 절에서 논의

된 핵연료 손상에 포괄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업자와 대중에 대한 피폭선량이 허

용제한치 내에 있으며, 작업자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이 보호된다.

(최대 가상사고가 핵연료손상사고가 아니라면, 검토자는 이러한 사고의 유형에 대

한 결론을 기술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 최대 가상사고의 핵연료 손상에 대한 결

론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단된 핵연료 냉각채널사고가 최대 가상사

고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기술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핵연료 고장 및 부주의한 취급

1. 신청자는 노심 및 저장조 또는 이들 지역 사이에서 조사된 핵연료가 손상되거

나, 조사된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을 방출할 수 있는 초기 사건들을 논의하

였다. 가장 심각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유발하는 사건들을 분석하였는데, 동 사

건은 xx 이다.

2. 해석에서는 동 사건이 최대 가상사고 시 논의된 핵연료 손상에 의해 제한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작업자와 대중에 대한 피폭선량이 허용제한치 내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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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은 보호될 수 있다. (최대 가상사고가 핵연료 손

상사고가 아니라면, 검토자는 이러한 사고의 유형에 대한 결론을 기술하기 위하

여 위에서 제시된 최대 가상사고의 핵연료 손상에 대한 결론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핵연료의 고장 또는 부주의한 취급사고가 최대 가상사고가 아

님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기술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실험장치 고장

1. 신청자는 인허가 및 운영기술지침서 범위 내에서 원자로에서 수행될 수 있는 

실험의 유형을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들을 유발할 수 있는 사

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실이나 비제한구역으로 누출되는 것이 가능한 실험 재료 

또는 용기의 용융, 누설, 폭발 또는 파손

나. 방사선 세기가 계획된 것보다 더 높은 구역으로의 실험장치의 이동 또는 잘

못된 위치 선정

다. 원자로에 양의 반응도 삽입을 유발하는 중성자 흡수 실험 장치의 부주의한 

이동, 용융 또는 다른 고장

라. 원자로에 양의 반응도 삽입을 유발하거나 오작동에 의해 방사성물질의 누출

을 유발하는 실험 시설의 부주의한 이동, 고장 또는 누설

2. 해석에서는 이들 초기 사건들의 잠재적인 결과가 최대 가상사고에 관한 절 또

는 핵연료 취급사고 시나리오에서 이미 평가된 것보다 덜 심각함을 실험장치의 

유형과 반응도 크기를 제한하는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보증한다. 

(최대 가상사고가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아니라면, 검토자는 이러한 사고의 유형

에 대한 결론을 기술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 최대 가상사고의 핵연료 파손

에 대한 결론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 고장사고가 최대 가상사

고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기술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정상전력상실

신청자는 갑작스러운 정상전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을 논의하였다. 전력

이 상실될 때 원자로는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안전제어봉 또는 제어봉을 삽입하고 

(또는 전력이 요구되지 않고 사용되는 계통을 기술) 핵분열 반응이 정지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또한 자연순환 냉각을 하는 원자로(강제순환 냉각을 하는 원자로는 전력

이 상실되면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연순환 방식으로 피동 전환된다)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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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검토 중인 원자로에 대하여 다음 부분을 적절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은 필요시 이차계통으로 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도 몇 시간 동안 붕괴열을 흡수할 수 있는 대용량의 냉각재 저수조를 보유하고 있

다. 일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경우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 또는 특정한 

계측 및 제어 기능을 위해 비상전력계통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비상전력계통에 대

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9장에서 논의되어 있다. 이들 논의사항에 근거하여 연

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정상전력상실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 사건(내부 사건 포함)

외부 사건(침수, 화재, 폭발, fluid jet, pipe whip 등과 같은 내부 사건 포함)과 외

부 사건에 잠재적으로 관련된 사고들에 대한 대처 설계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2

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원자로시설은 원자로를 정지함으로써 이들 

외부 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

한 위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원자로시설에 손상을 유발하는 지진과 같은 외부 

사건에 의한 손상은 이 장에서 제시된 다른 사고들에 대한 논의 결과에 의해 제한

된다. 따라서 작업자와 대중에 대한 노출은 허용제한치 내에 있으며, 외부 사건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 (핵연료를 손상시

키기에 충분한 손상이 시설에 가해진다면, 외부 사건은 최대 가상사고가 될 수 있

으며, 최대 가상사고에 대한 결론이 적용될 것이다.)

설비의 잘못된 취급 또는 오작동(인적실수 포함)

동 범주의 초기 사건은 원자로에 고유하게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에서 열거한 개별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논의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은 이미 분석한 유사한 사건 또는 최대 가상사고와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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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운영기술지침서

검토주관: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장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시 신청자가 규제기관에 제출한 ‘운

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원자로의 운영허가를 받

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기타 요건들이 명시된 

운영기술지침서가 요구된다. 운영기술지침서는 종사자 및 대중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내용은 ANSI/ANS 15.1-1990과 

NUREG-1537 Part 1을 따르며, 서식은 가압경수로형 표준운영기술지침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의 기술

기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기본 내용을 준수하거나 이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과 항목, 그리고 분

량은 발전용 원자로의 운영기술지침서보다 간단하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운

영기술지침서는 시설의 안전운전과 계통 성능에 근거하여야 하며, 설계 및 안전제한치

를 설정함으로써 대중 및 종사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성능기반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운영기술지

침서의 안전변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한 표준

화가 가능하다.

ANSI/ANS 15.1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

전변수와 운전제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설계

와 운전특성으로 인하여 몇몇 항목들은 모든 시설에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를 해당 원자로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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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 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와 관련한 검토연계 분야 담당부서와 협조

하며 검토 결과를 확인 ․ 조정한다. 검토연계 분야에 대한 허용 기준 및 검토 절차는 안

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운영기술지침서의 각 절별 담당 부서는 심사총

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 각 분야의 담당부서는 신청자에 의해 제시된 원자로 고유특성, 방법론 및 수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2. 심사총괄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 검토 활동을 종합하고, 인 ․ 허가 과정에

서 결함이 확인된 운영기술지침서 사항에 대해서 계통평가 분야 담당부서에 자문한다.

3. 검토지원부서는 수행한 평가 결과를 본 안전심사지침 Ⅳ항에 따라 작성한다.

Ⅱ. 허용 기준

규제요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제2014-9호 등에 규정된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다만, 

이는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요건을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에 준용하는 규정이

므로 해당 원자로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9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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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의 서식 및 내용은 ANSI/ANS 

15.1과 NUREG-1537 Part 1의 내용 및 안전변수들을 적절하게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기술기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9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가압경수형표준운영기술지침서의 서식을 참조

한다.

3. 원자로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전에 관한 제한치와 

제한사항 등이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은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내용에 근거하여야 한다.

4. 타 분야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원자로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제한치가 환경, 대중 및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허가 단계에서 신청자는 예비안전성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운영기술지침서

에 기술되어야 하는 변수, 조건 또는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정당화하여야 한다. 

최종설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단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을 충분히 이른 시기에 확

인하여 주요 변수 및 계통의 중대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운영허가단계에서 제안되는 운영기술지침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안전제한치(Safety Limits)

안전제한치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 방벽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주요 공

정 변수에 대해 적용된다.

나. 안전계통 제한설정치(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안전계통 제한설정치는 중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보호장치의 변수

에 사용된다.

다. 운전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운전제한조건은 시설의 안전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 수준이

다. 운전제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상기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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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라. 점검요구사항(Surveillance Requirements)

점검요구사항은 적절한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는가를 보증하기 위해 계통 및 

기기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마. 설계특성(Design Features)

건설재료나 기하학적인 배치의 경우와 같이 변경 또는 개조되는 경우, 안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측면을 규정한

다.

바.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방사선 방호,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 보전에 관계

된 사항들을 규정한다.

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조직 및 기능, 원자로시설의 순시 점검,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계획서 및 

지침서, 보고사항에 관계된 사항들을 규정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과 서식이 규제요건과 허용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세부 내용을 ANSI/ANS 15.1 등의 내용과 

비교하고, 심사하는 원자로시설과 유사한 설계, 운전특성 및 부지환경 조건과 이용 측

면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존의 허가된 운영기술지침서 및 해당 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

서의 내용과 비교하여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와 그 근거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결과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운영기술지침서가 완벽하고 정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기술 내용을 적절하게 

참조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검토수행 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1.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서는 운영허가 신청 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

나 기술배경서는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의 목적, 조치사항 및 점검요구사항

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제한조건에 따라 작성된 계통 

또는 변수의 기술배경을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운영허가 신청 또는 운영기술지침서개정 시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기 위

해서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사용 및 적용, 형식, 논리연결자, 제한시간, 점검 주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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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한조건 및 점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

성한다.

1. 검토자는 해당 인허가 절차에 따라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였다. 해당 

운영기술지침서는 시설의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특징, 특성 그리고 조건을 정

의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인허가 문서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검토자는 

ANSI/ANS 15.1-1990,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기술지침서 개발”과 NUREG-1537 

Part 1-1996, “비동력 원자로시설의 인허가신청서 검토지침서 (서식 및 내용)”을 

사용하여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 서식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2. 검토자는 제출된 운영기술지침서가 관련 법령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 이내에서 운전된다면, 정상운전으로 야기되는 소외방사선 

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지침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원자로시

설의 기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부합되게 유지됨을 합리적으로 입증하

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운영기술 지침서를 준수함으로써 원자로시설의 고장 가

능성을 줄이고 비정상 혹은 사고 시 대중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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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품질보증

검토주관: 품질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이 절은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제출

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포함된 건

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술 내용을 검토하는 데 적용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3호에는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품질보

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검토자는 동 규칙 및 고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본 안전심사지침서의 해당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

의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 범위에는 부지 선정, 설계, 구매, 제작, 취급, 선적, 인수, 저장, 세정, 조립, 

설치, 보수, 유지, 변경, 검사, 시험 및 운전, 해체 등이 포함된다. 

검토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서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

보증)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3호에 명시된 품질보증기준을 어떠한 방

법으로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건설·운영단계 품질보증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검토 및 감사는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3호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품질보증 조직)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법 제2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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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작업공정에 관계없이 그 사항을 직접 경영층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1) 품질문제의 제기

 (2)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3)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품질보증 계획) 

① 사업자는 원자로의 건설⋅운영 등의 업무개시 전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지침서⋅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

는 주요 조직과 그 기능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내용

③ 제2항 제3호의 업무 및 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별 적절한 장비의 사용

 (2) 청결 상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적 환경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선행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의 충족 기준

 (4) 그 밖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④ 사업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

 (2) 특수작업공정

 (3) 특수시험

 (4) 특수장비

 (5) 공구

 (6) 숙련도

 (7)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 확인

⑤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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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설계관리) 

①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관련 기

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품질기준을 설계서류에 명시하고 당해 품질기준을 위배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의 설정

 (2)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부품⋅
장비 및 공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설계 공유 영역의 확인⋅조정 및 설계참여 조직 간 관계서류의 검토⋅승

인⋅발행⋅배포 및 개정 절차의 확립

② 사업자는 설계검토⋅계산 또는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설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로물리분석⋅응력분석⋅열유체분석 및 사고분석

 (2) 재료의 적합성과 가동중 검사⋅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확인

 (3) 제3자에 의한 설계의 적합성 입증 또는 점검

 (4)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허용 기준의 규정

③ 사업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

용하는 경우 그 시험계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

고,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로부터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가 없어진 경우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다른 담

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

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구매서류관리) 

① 사업자는 자재⋅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기술기준⋅설계기준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자재⋅기기 또는 용역에 관한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자는 공급자로 하여금 구매서류에 제71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적합

한 품질보증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당해 자재⋅기기 또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

증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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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 방법을 지시서⋅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정기준을 지시서⋅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

술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① 사업자는 구매품목 및 용역이 구매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2) 객관적인 품질 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

 (3) 공급자에 대한 검사

 (4) 공급자가 인도한 품목 및 용역의 검사

② 사업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 ⋅ 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

여 당해 시설에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공급자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의 중요도⋅복잡도 및 분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품목의 식별 및 관리) 

① 사업자는 자재⋅부품⋅기기 및 조립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품목의 제작시부터 사용 시까지 제작번호⋅부품번호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품목 자체 또는 그 품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 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재⋅부품⋅기기 또는 조립품 등이 부적

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특수작업의 관리) 사업자는 용

접 ⋅ 열처리 및 비파괴검사 등 특수작업은 해당 규격⋅기준⋅시방서 및 그 밖

에 특수요건에 부합하는 절차서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검사) 

①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따라 수

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검사대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의하여 검사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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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요원은 자재⋅기기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공정마다 시험⋅측정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

검사를 실시하되, 직접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작업방법⋅장비 및 작업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

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서류관리) 

①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절차서⋅도면 등의 

서류의 작성⋅변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부서에 의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작성 승인

 (2) 서류가 당해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류를 변경한 경우 서류의 변경사항을 최초로 검토⋅승

인한 자 또는 부서가 이를 검토⋅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의 변

경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변경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검

토⋅승인을 받을 수 있다.

1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시험관리) 

① 사업자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모

든 시험이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전입증시험

 (2) 가동전시험

 (3) 운전시험

② 사업자는 시험 절차서에 당해 시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선결조건

(2) 시험에 적합한 기기 및 장비의 준비

(3) 시험에 적합한 환경 조건

③ 사업자는 시험 결과와 시험요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사

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계기⋅계측기 그 밖에 

측정 및 시험장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정기적으로 교정⋅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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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취급⋅저장 및 운송) 

① 사업자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저장⋅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

와 검사지시서에 따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특수품목의 취급시 불활성가스환경⋅특정습도 및 온도조건 등 특별

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각 품목의 검사 결과, 시험 및 운전의 상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인⋅꼬리표⋅작업카드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1) 검사 및 시험 합격여부

(2)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운전 상태

1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① 사업자는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부적합품목”이

라 한다)의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적합품목의 식별방안

(2) 문서화

(3) 격리

(4) 처리

(5) 관련 조직에 대한 통보

② 부적합품목은 절차서에 따라 검토한 후 현상태사용⋅폐기⋅수리 또는 재작

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시정조치) 

① 사업자는 고장⋅오작동⋅결함⋅이탈 그 밖에 부적합 사항 등 품질을 저해

하는 상태를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중대한 것인 경우 그 원인을 규

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확인 및 시정조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품질보증기록) 

①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보존하

여야 한다.

(1) 작업 및 운전

(2) 운영 및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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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및 시험

(4) 감사 결과

(5) 작업 감시 결과

(6) 재료 분석 결과

(7) 작업자⋅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② 제1항 제3호의 검사⋅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2)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

(3)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

(4) 합격 여부

(5)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요건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존 기간

(2) 보존 장소

(3) 책임의 소재

1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감사) 

①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 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자

중 감사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감사결과가 문서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필요에 따라 확인감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

1. 연구용 원자로시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및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 제2014-23호에 따라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서 내용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3호

에 규정된 품질보증 기준의 준수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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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허용 기준에서 관계 법규나 규제지침을 준수하도록 언급된 항목이 있으

며 이러한 법규나 지침의 준수에 관한 언급은 허용 기준이나 품질보증계획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적절한 타당성이 제시될 경우에는 이 허용 기준에 대한 면제나 대안의 적용이 

가능하다. 

4. 검토 시에는 요건 준수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대한 기술

이 객관적이고 검사가 가능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3호의 기준에 따라 아래에 열거된 세

부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조직 

가. 책임 

조직의 구조와 책임사항이 명시되고 다음 사항이 서류화되어야 한다. 

(1) 품질은 적절한 책임이 부여된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달성되고 유지되어

야 한다. 

(2) 달성된 품질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나. 권한 

관리 방법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는 작업 지역에 출입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상 독립되어야 한다. 

(1) 품질문제의 제기 

(2)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3) 해결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2. 품질보증계획 

가. 품질보증계획 수립 

(1) 품질보증계획은 품질에 영항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 일정에 따라 가능한 

한 초기에 수립되어야 한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업무 및 적용 범위가 품질보증계획에 명시되

어야한다. 

(3) 품질보증계획의 세부 이행방안은 지시서(지침서), 절차서 및 도면 등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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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 작성되어야 한다. 

(4) 품질보증계획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적절한 숙

련도를 달성,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나. 자격 인증 

(1) 검사자  

- 검사자 및 시험자의 자격 인증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 검사자 및 시험자로 선정된 요원은 관련 업무의 적용 범위, 복잡성, 혹은 

특성 등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거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검사자 및 시험자의 자격 인증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기적으

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2) 품질보증감사자 

-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자와 선임 감사자의 자

격 인증 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감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감사 대상 분야의 업무 범위, 복잡성 또는 업무 

특성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감사자 및 선임감사자의 자격 인증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기

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다. 품질보증계획 이행

(1) 유효성 확인 

품질보증계획 또는 그 일부를 이행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품질보증계획의 유

효성과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관리 

가. 설계입력 

설계 기초, 성능 요건, 규제 요건, 규격 및 기술기준, 품질기준 등과 같이 설

계에 적용된 설계입력 자료는 식별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나. 설계 과정 

(1)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 ․ 부품 ․ 장
비 및 공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적절한 설계 입력을 고려하여 표준화되었거나 입증된 설계의 이용 가능성

과 그 문제점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3) 규정되고 서류화된 설계 입력의 일탈 및 변경의 경우 그 사유가 서류화되

고 관리되어야 한다. 

(4) 설계 공유 영역은 식별 및 조정되어야 하고, 설계 참여 조직 간 관련서류

의 검토 ․ 승인 ․ 발행 ․ 배포 및 개정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5) 설계 개발 또는 설계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램은 출력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서류화되고 확인 및 검증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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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증된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7) 설계자 고유 전산 프로그램의 확인에는 적절한 벤치마킹 시험이 포함되어

야 한다. 

(8) 최종 설계는 설계 확인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서류화하여 설계 입

력과 상호 연관되어야 한다. 

(9) 최종 설계에서는 설계되는 품목의 조립품이나 부품이 식별되어야 한다. 

다. 설계확인 

(1) 설계의 적합성은 설계검토의 수행, 대체계산의 사용, 검증시험의 수행, 또

는 이미 입증된 유사한 계통과의 비교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

되어야 하며, 설계확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원자로물리분석, 응력분석, 열유체분석 및 사고분석 

- 재료의 적합성과 가동중 검사 ․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확인 

-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허용 기준의 규정 

(2) 설계확인은 원 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 조직 내의 제3자도 가능하다. 

(3) 설계확인은 기기, 계통, 구조물 또는 전산프로그램의 가동 전에 완료되어

야 한다. 

(4) 검증시험의 필요성 또는 수행여부는 적절한 합격기준을 포함한 시험 계획

에 명시되어야 하며, 시험계획은 최악의 설계조건하에서 수행의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5) 시험 결과는 서류화되고 시험 요건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책임 조직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라. 설계기록 

설계 및 설계 확인 과정이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설계서류 및 기록은 수

집, 보관되어 안전 관련 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마. 일반규격품 

(1) 안전성 관련 계통에 사용되는 일반규격품은 요구되는 설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2) 일반규격품을 개조하거나, 공급자 제품설명서보다 엄격한 시험 및 검사를 

통하여 선정한 경우, 개조 또는 선정된 일반규격품과 다른 일반규격품과의 

차이점을 추적할 수 있도록 문서화되어야 한다. 

바. 변경관리 

(1) 시설 구조물⋅계통, 기기의 개조 혹은 컴퓨터 코드의 수정은 현재의 설계 

조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설계의 변경사항은 문서화되고 기술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원 설

계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방법에는 구조물

⋅계통, 기기에 대한 설계해석 또는 컴퓨터 코드의 유효성에 대한 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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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3) 설계오류로 인해 중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과정 및 설계확인 

절차가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 시 개정되어야 한다. 

4. 구매서류관리 

가. 구매서류에는 품목이나 용역이 구매자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요건 및 품질보증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안전성 관련 품목의 구매서류는 기준 이하 또는 모조 부품 및 재료의 공급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기술적 요건에는 공급되는 품목과 용역에 적용되는 도면, 시방서, 규격, 기

술기준, 규정, 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라. 구매서류에는 공급자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야 한

다. 다만, 일부 자재 ․ 기기 또는 용역의 특성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불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구매자나 지정대리인 혹은 권한을 위임받는 제3자가 품질보증 감사 및 검사

를 위해 공급자의 시설 출입 및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바. 구매서류에는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

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구매서류에는 구매품목 및 용역 관련 공급자 부적합사항의 보고 및 처리방

안 승인을 위한 구매자의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게 서류화된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서류는 규정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한다. 

6. 서류관리 

가.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 

(1) 품질 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한 서류의 작

성, 발행 및 변경은 정확한 서류가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서류관리 체계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리되어야 할 서류와 배부처 

-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에 대한 책임사항 

- 서류의 승인 및 발행 전에 적합성, 완결성 및 정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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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의 변경 

   서류의 중대한 변경은 원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했던 동일한 조직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다만, 조직의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변경

사항의 검토 ․승인을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

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의 검토 ․ 승인을 받을 수 있다. 

7. 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가. 공급자 선정 

공급자는 구매서류 요건에 따라 품목이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방법과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나. 공급자 업무 관리 

구매자는 공급자의 업무 수행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업무 확인 

(1) 구매품목 또는 용역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품질의 증거를 확인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공급자가 발행한 서류의 관리 취급 및 승인 방안이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3) 기술적 자료, 검사 및 시험 자료 등을 수집 및 처리하고 허용 기준과 비교

하여 평가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이행되어야 한다. 

(4) 구매자는 품목의 복잡성과 안전 중요도에 따라 품질감독, 검사, 감사를 실

시하거나 공급자 부적합사항의 처리, 면제 및 시정조치를 검토하여 공급자 

품목의 품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품목 또는 용역의 판정 

(1) 구매자는 구매 품목 및 용역이 구매시방서와 부합함을 보증할 수 있는 체

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구매자가 구매 품목 또는 관련 용역을 수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공급자 제품인증서, 공장 확인, 인수검사, 설치후시험 중 한 가지 이상이어

야 한다. 

(3) 인수검사는 해당 절차서 및 지시서에 따라 외형, 식별, 청결 등 제품 상태

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운송 중 손상 여부와 위조품 또는 모조품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 사업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 이들이 규격 ․ 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

하여 당해 시설에 이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 473 -

가. 품목의 식별 

(1) 규격, 기술기준 또는 시방서에 식별 또는 추적 요건이 규정된 경우, 품목

의 식별 및 관리 방안이 제공되어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2) 품목의 식별은 초기 인수 단계부터 제작 단계를 거쳐 설치 및 사용에 이

르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나. 물리적 식별 

품목을 물리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물리

적 격리, 절차상의 관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 표시 

(1) 식별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고 판독이 용이한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

야 하며, 품목의 기능이나 가동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품목이 분할될 경우, 품목의 식별표지는 각 부품에 옮겨져야 한다. 

(3) 표시는 다른 식별 방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표면 처리나 도장에 의해 

지워지거나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라. 수명제한 품목 

사용년수 또는 운전수명이 있는 품목은 사용년수나 운전수명이 만료된 후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및 관리되어야 한다. 

9. 특수작업 

가. 관리대상 공정 

작업결과가 공정관리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거나, 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비파괴시험만으로 품질 판정이 용이하지 않은 용접, 열처리, 비파

괴검사 등의 공정은 특수작업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나. 관리방법 

(1) 특수작업은 지시서, 절차서, 도면, 점검표, 작업 공정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한다. 

(2) 특수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은 승인된 절차서 및 공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3) 특수작업 작업자의 자격 인증과 절차서 및 장비의 인증은 규정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특수작업의 판정 기준을 포함한 적용 규격 및 기술기준의 요건이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 명시되거나 참조되어야 한다. 

(5) 특수작업 작업자의 자격 인증과 절차서 및 장비의 인증 기록이 적절히 유

지되어야 한다. 

10. 검사 

가. 검사계획 

구매, 건설, 시설 개조, 유지 보수 및 실험장치 제작에 있어서 품목 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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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이 문서화되어 시행되어

야 한다. 

나. 검사자 

(1) 검사는 검사 대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나 동일

조직 내의 다른 자가 검사할 수 있다. 

(2) 판정을 목적으로 작업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정

된 사람은 자격이 인증되어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3) 정규 훈련 필요 시 검사자 및 시험자에 대해 요구되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훈련에는 실제 검사에 참여하여 검사 실무 경험을 갖출 수 있는 

현장실무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정중 검사 

(1) 완성된 제품의 검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정중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검사자는 자재⋅기기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공정

마다 시험, 측정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직

접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작업 방법, 

장비 및 작업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자

는 이를 공정관리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최종검사 

(1) 최종검사는 품목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계획되

어야 한다. 

(2) 완성된 품목에 대하여는 완결성, 표시, 교정, 조정, 손상 방지 조치, 또는 

품목의 품질과 규정된 요건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데 요구되는 그 외의 특

성이 검사되어야 한다. 

(3) 요구되는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품목만이 사용, 설치 또는 가동되어야 한다. 

마. 기록 

(1) 검사 결과와 품목의 수락 여부는 서류화되어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승

인되어야 한다. 

(2) 검사자는 검사 관련 품질기록의 적절성과 완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사에 사용된 시험 및 측정 장비는 검사 기록에 식별하여 검사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자 자격 인증 기록이 작성 및 유지되어야 한다. 

(5) 검사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자 

- 검사 방법 

-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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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여부 

- 결함 조치사항 

11. 시험 관리 

가. 시험 계획 

(1) 지정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이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성능이 

만족스러움을 입증하거나, 설계 또는 제작에 활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

한 정규 시험 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2) 시험 계획에는 원형 검증시험, 설치 전 입증시험 및 기능시험이 포함되어

야 한다. 

(3) 시험절차서에는 당해 시험 선결조건, 적합한 기기, 장비 준비 및 환경 조

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나. 시험기록 

(1) 시험 결과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시험요건이 만족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도

록 책임자에 의해 평가되어야한다. 

(2) 시험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데이터 기록자 

- 시험 방법 

- 시험 결과 

- 합격 여부 

-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다. 전산프로그램 

운전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램은 승인된 확인 및 검증계획에 따

라 시험되어야 하며, 그 제어 기능이나 공정이 운전 범위 내에서 요구된 성

능을 발휘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가. 관리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기구 및 기타 측정 및 

시험장비는 관리되고, 허용 오차 내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

기마다 교정 및 조정되어야 한다. 다만, 자, 줄자, 수평기 및 기타 기구 등 

일반 상용 장비는 정확도가 유지되는 경우 교정 및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2) 교정 범위를 벗어난 장비는 꼬리표가 부착되거나 격리되어야 하며, 재교정

될 때까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기록 

개별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해 추적 가능한 교정 데이터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476 -

13. 취급, 저장 및 운송 

가. 절차서 수립 

품목의 취급, 저장, 운송은 작업 및 검사지시서, 도면, 시방서, 출하지시서, 

또는 기타 적절한 업무 수행 서류나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어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이 방지되어야 한다. 

나. 특수품목 취급 

불활성가스환경 ․ 특정습도 및 온도조건 등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특수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 방안이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14.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가. 요구되는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

지 않은 품목이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검사와 시험의 결

과가 품목이나 추적 가능한 문서 상에 식별되어야 한다. 

나. 검사, 시험 및 운전 상태는 물리적 장소, 꼬리표나 표지, 작업공정표, 각인, 

검사기록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가. 관리 방안 

(1)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 부주의하게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

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2) 관리 방안에는 부적합품목의 식별, 서류화, 평가, 가능한 경우 격리 및 처

리가 포함되어야한다. 

나. 처리 

(1) 부적합상태는 평가되어 규제기관 보고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2)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부적합품목의 처리 방안

이 제안 및 승인되어야 한다. 

(3) 부적합품목의 처리(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는 확인되고 서류

화되어야 한다. 

(4)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처리된 부적합품목의 기술적 타당성은 서류화되어

야 한다. 설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합품목이 현상태사용 또는 수리

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원 설계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등한 설계관리 방안

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준공기록에는 승인된 일탈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6) 수리 또는 재작업으로 처리된 부적합 품목은 그 처리방안에 별도의 판정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적용 절차서 및 원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시

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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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정조치 

가. 품질위배사항은 즉시 식별되어 가능한 빨리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 

나. 시정조치는 설계요건이 불완전하지 않은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의 조치 결과는 서류화되어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되어

야 한다. 

17. 품질보증기록 

가. 관리체계 

(1) 기록관리 체계는 작업 수행일정에 맞추어 실행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수

립되어야한다. 

(2) 기록관리 체계는 절차서, 지시서 또는 기타 서류에 규정되고 이에 따라 실

행되어야 하며, 기록관리 체계에는 보존 기간, 보존 장소, 책임의 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품질보증 기록은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기록의 분류 

(1) 영구보존 기록은 설치된 특정 품목의 수명기간 동안 시설운영자에 의해 

또는 시설 운영자를 위하여 관리되거나 향후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2) 다음 기록은 영구보존 기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안전운전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 

- 품목 유지보수 재작업, 수리, 교체, 개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 

- 안전성 관련 품목의 사고나 오동작의 원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록 

- 가동중검사에서 요구되는 기준자료를 제공하는 기록 

- 시설 해체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 

(3) 비영구기록은 시설 운영자의 결정에 따라 이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존되

어야 한다. 

다. 설비 

(1) 품질보증 기록들은 습도, 온도, 화재 및 기타 요인으로부터의 손 ․ 망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2) 방사선 투과필름, 사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자기매체 등 특수처리 기

록들이 과도한 노출, 적재, 전자기장, 온도 및 습도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

도록 방지하는 추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공급자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들은 구매자 혹은 시설 운영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1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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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운영자는 설계, 건설 및 운영 중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자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 복잡성 또는 특수성과 관련된 경험이 있

거나 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 감사는 감사 대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감사자에 의해, 절차서 또

는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라. 감사 결과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감사 분야에 책임을 갖는 관리자에 의해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조직의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한

다. 

바. 감사 대상 조직 또는 업무의 관리자는 부적합 내용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시정조치 일정을 수립한 후 감사 조직에 조치 결과 또는 조

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감사 조직은 회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감사기록에는 감사 계획, 보고서, 회신 내용 및 시정조치 완료 기록이 포함

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품질보증계획서의 각 요소는 II항의 허용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변경 내용이 최소한 기존의 승인된 품질보증

계획서보다 미비하지 않다는 점을 보증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시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최근의 규제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검토자의 판단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평가, 다른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하여 최근에 검토한 자료와의 유사성 및 특별한 안전성 문제를 갖

는 사항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 

내용이나 관련 규제지침에 대한 예외 적용, 대안 채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 되었는지와 타당한 승인 근거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한 승인은 다음과 같은 검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1.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술 내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2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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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들의 책임, 권한, 직무를 검토하여 맡은 바 기능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신청자의 품질보증 책임사항에 대한 수행능력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제출된 자료의 검토 

나. 신청자와의 회의 

다.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과 종사자의 능력과 업무 수행을 포함한 현장 활동

에 대한 검토 

4. 품질보증계획의 약속사항, 이들의 이행방안, 조직구성, 품질보증 요건 달성을 

위한 능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다음 IV항과 같은 평가 결과

에 이르게 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및 요원들에 대하여, 비용이나 공정을 직접적

으로 책임지는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품질보증계

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2.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술 내용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23호의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건, 절차서 및 관리 방안이 기

술되어 있다. 

3.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각 요소는 II항의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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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장

해체





- 483 -

제 19 장 해체

검토주관: 폐기물평가분야 담당부서

이 장의 해체 심사는 원자력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어 있는 해체계획

서의 심사를 위한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해체와 관련된 절차 및 기술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체계 내

에 해체 관련 기술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며, 본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해체심사지침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 이전까지는 U.S. NRC

의 NUREG-1537 part 1의 17장 및 appendix 17.1을 준용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484 -



- 485 -

제 20 장

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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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비상계획

검토주관: 원자력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 분야

연구용 원자로에 방사선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고수습 및 사

고확대 방지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적합하게 계획되고, 종사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

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방사선비상계획서에 적합하

게 기술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또한 검토자는 신청자의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3.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사고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자력시설 등에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

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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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용 기준

이 절에서 적용되는 비상 계획에 대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제요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의 비상계획은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다음 검토절차에서 각 사안에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 검토한다.

1. 검토자는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관련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용

되는 원자력시설 및 지역 등이 적합하게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당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

단체장과 적합하게 협의하여 설정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근거하여 설정한 세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설정근거가 기술되고 상세지

도가 비상계획서에 적합하게 첨부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방

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각 구역 및 거리별로 상주하는 주민과 일시 거주하는 주

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와 결과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2. 검토자는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와 관련하여 원자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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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평상시 조직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3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기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하 “비상조

직”이라 한다) 및 그 구성원(이하 “비상요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역할이 방

사선비상계획서에 적합하게 기술되고, 각 비상조직 간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

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각 비상조직 책임자의 임무, 권한 및 책임사항과 책임 

및 권한의 위임체계가 명확히 기술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방사선비상이 장

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직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확보되었고 외부

방재대책기관에 파견할 비상요원이 지정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이외에 방사선비

상의 종류에 따라 비상조직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이 적합하게 기술되

었고, 필요시 타 원자력사업자 및 협력업체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상요원 

및 그 역할에 관하여 적합하게 기술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 검토자는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8조(방사능재

난대응시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방사선비상계획서에 적합하게 기술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환경실험

실이 비상계획구역 내부에 위치할 경우 방사선비상시 환경실험실의 거주성 상

실시를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에 예비환경실험실 지정 및 부지별 이동환

경감시차량의 확보, 방사선비상시 당해 원자력시설 이외의 시설·장비를 이용할 경우

에는 이용계획과 협약서, 환경실험실의 거주성 상실시 이동절차 및 환경감시절차

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이외에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신수단,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통신수단, 비상대응시설간의 통신수단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과 대체수단이 적합하게 확보·운영되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비상

대응활동에 소요되는 운송, 통신, 임시숙소, 식량 및 물, 위생시설, 특수장비 및 

물자 조달방법과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이 평상시에도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시험, 교정, 유지 및 보수 등의 적합성, 방사능재난대응

시설 등의 모든 비치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방사능재난대응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9조(주제

어실), 제10조(비상기술지원실), 제11조(비상운영지원실), 제12조(비상대책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기술기준을 연구용 원자로의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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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획서에 적합하게 반영하여 기술되었는가를 확인한다.

4. 검토자는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에 따라 방사

선비상 세부기준이 사고의 정도와 그 상황에 따라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적합

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

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7조(방사선비상발령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비상발령기준이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 

5. 검토자는 사고초기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정규비상조직이 발족되기 전까지 

사고확대방지 및 긴급조치를 위한 초기비상조직 발족, 비상요원의 소집, 비상조

치수행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사고초기의 보고 및 통보와 관련하여 검토자는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4조(방사선비상 보고 및 통보)에서 규정하는 방사선비상 보고,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내의 주민에 대한 방사선비상 통보에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의 적합성 등 관

련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6. 검토자는 방사능재난등의 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비상발령의 발령 및 해제의 

체계, 보고 및 정보공개의 적합성, 방사선비상 종류별 대응절차의 적합성, 비상

대응조직 운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 또한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5조(사고분석 및 

영향평가)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술기준인 사고 초기 및 사고 전 과정에 걸친 지

속적 사고 분석 및 방사능 영향 평가를 위한 사고 후 시료채취, 방사능 및 유출

물 감시, 옥소 측정 등의 사고평가 활동이 적합하게 계획되어 운영될 수 있는 

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반영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서

에 집결지, 구호소 및 소개경로 등이 표 또는 그림을 통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

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의 방

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6조(주민 및 종업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시설내 

인원의 대피,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및 관련기준, 비상시 출입통제, 주민보호조

치, 주민홍보 활동, 긴급의료체계 등이 적합하게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반영되었

는가를 확인한다. 아울러 긴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비상진료기관과의 의료협

약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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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자는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

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9조(복구 및 재출입)에서 규

정하는 관련기술기준인 복구 및 재출입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오염된 시

설에의 재출입 허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의 적합성, 이러한 절차에 실

제 또는 가능성 있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비상

요원들에게 복구활동의 시작과 복구조직의 운영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적합하

게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8. 검토자는 방사능방재교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원자

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의 담당직무별로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범

위, 교육의 종류, 교육주기를 포함하는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하여 적합하게 기술

되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방사능방재훈련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

시 제2014-82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1조(방사능방재

훈련)에서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효성과 각 비상조직의 방사능재난대비

능력을 시험하는 초기 및 주기적인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적합하게 기술하

고 있는지 확인한다. 

    

9. 그 밖에 원자력시설 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

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방사선비상계획서에 적합하게 기술

되었는지 확인한다.

Ⅳ. 평가 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출된 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원자력시설의 방

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

한 사항,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

부기준에 관한 사항, 사고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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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원자력시설 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

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원

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를 만족하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서에 적

합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결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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