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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국내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검사는 시설 안전성 검사

(시설검사)와 성능 안전성 검사(성능검사)로 구분되며, 이들을 통칭하여 원자력발

전소 사용전검사라 정의한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 

27조 및 29조에서 사용전검사의 합격기준 및 검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국내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시설 및 설치 분야 사

용전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 요령서/지침

서 시설(KINS-G-010)”을 1993년에 발간한 바 있다. 이후 2001년에 “경수로형 원자

력발전소 시설검사 지침서(KINS/GI-N010, 개정 1판)”을 발간하였고, 2005년에는 

“국제협력을 위한 원전의 사용전검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일부 

사용전검사 항목에 대한 지침서를 추가하거나 개정, 보완하여 ‘개정2판 초안’을 

개발 후 2011년에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개정2판’을 발간하였다.

금번 개정 작업은 개정1판(2001년), 개정2판 (2011년) 이후 관련 고시 및 기술기

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축적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지침서의 내용을 보완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사용전(시설)검사 지침서는 규제 검사원이 원자력 발전소 시설물의 건설 및 

설치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작성된 문서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의 규제검사 입장을 피규제자에게 예시하기 위한 문서이기도 하다.

본 검사지침서는 일반사항, 건설 확인 검사, 시설 설치 검사 및 건설 종합시험 

검사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 일반사항에는 검사원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수칙과 검사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기술하였다. 2장 및 4장에는 사용전검사 고시

(원자로.027) 별표1(구조물 등의 검사의 시기)에 제시된 구조물 분야 검사 항목 및 

건설종합시험 분야 검사 항목을 기술하였다. 3장에는 동 고시 별표5(설치검사의 

시기)에 제시된 검사 대상 시설 별 설치·용접·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에 대한 검

사 항목을 기술하였다. 1장을 제외하면 각 항목별 검사지침서들은 검사개요, 검사 

대상, 주요 기능, 안전설계 사항, 검사 중점사항, 검사 유의사항, 판정 기준, 첨부 

자료 및 참고 문헌 순으로 기술하였으며, 각각에 기술된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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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 검사 개요

검사개요에는 검사 대상시설의 설계목적, 계통 구성 및 검사요건 등을 기술하였

으며, 검사대상시설과 타계통과의 연계성을 기술하였다.

◦ 검사 대상

검사대상에는 시설검사 기간 중 설치 상태 또는 설계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설

비 또는 시설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 주요 기능

주요 기능에는 발전소 정상운전 또는 사고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검사 대상시설

의 기능 또는 운전 내용을 기술하였다.

◦ 안전 설계사항

안전설계사항에는 검사 대상 주요설비 및 시설의 설계요건, 규제요건 또는 기술

기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며, 필요시 상세수치 및 공사/설치 시

방서 요구내용을 기술하였다.

◦ 세부 검사 내용

세부 검사내용에는 검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을 기술하였

다.

◦ 검사 중점 사항

검사중점사항에는 검사 과정별 또는 검사 대상시설별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과거 검사기간 중 문제시 되었던 내용과 기타 현장공

사 또는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취약점 등을 기술하였다.

◦ 검사 유의사항

검사 유의사항에는 검사 과정별 또는 검사 대상시설별로 중점적으로 확인되어

져야 할 사항 중 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기술하였다. 이외

에도 과거 검사 현안 등을 기술하였다.

◦ 판정 기준

판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술기준 및 지침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



- iii -

원의 규제입장을 기술하였다.

◦ 참고 문헌

참고문헌에는 관련 요건, 지침 및 기술기준의 제목, 해당 절 및 내용 등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기타 검사에 필요한 현장 점검 절차서 및 관련 도면을 기

술하였다.

◦ 검사점검표

검사점검표는 검사원들이 현장 검사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사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금번 발간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시설) 검사지침서는 원자력발전소 

규제 검사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적용 시 검사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지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 검사자가 상위 법령 및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독

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지침서는 향후 규제 환경의 변화 또는 필요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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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1.1절 검사원 일반수칙 

1. 전문지식의 확보

검사원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각자가 다루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완화 또는 예

방하기 위하여 고려된 안전계통의 설계, 운전 및 비상절차서 기술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하

여 검사원은 사업자의 운전경험에 대하여 익숙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원전 

사고분석보고서를 포함하여 원전 운전자료 분석보고서와 각종 기술정보자료 등

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2. 최신 규제정보의 숙지

검사원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및 운전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규제지침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초기에 이러한 지식은 신규 검사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제지침의 수정 및 신규제정이 이루어지므로 검사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제지침

의 개정 및 제정, 현장 검사 절차서의 개정 및 제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3. 검사기간의 효율적 활용

검사 소요기간의 설정은 검사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

나 검사원은 상급자에 의하여 승인된 검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검사원은 사전에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검사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원전 사업자가 행하는 업무를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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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부여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사 소요

기간은 검사원의 능력과 경험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

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4. 업무수행의 객관성 유지

검사원이 현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전 사업자에 대한 개인적 또

는 조직적 호감 또는 비호감 등 선입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검사원은 검사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견 없는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원은 검사항목 또는 문제점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논리를 전개해야 하며 사업자에 대한 호감여부에 따라 자

료를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

5. 검사결과 판단의 독립성 유지

안전상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사업자의 계획이나 조치사

항이 적절한 지 결정하는 과정에는 검사원 스스로의 독립적인 판단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하여 검사원은 모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사실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근거하여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무리한 가정이나 이론 또

는 원전 사업자가 특정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행할 것이라는 추측,

대상 시설에서 어떠한 상황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다는 추측 등으로 결론을 내

려서는 안 된다.

6. 소속 검사원과의 협조체제 유지

검사원은 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조직의 한 구성원

으로서 검사 목적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사원은 소

속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점이나 사실에 관하여 소속 조직의 구성원들

과 적기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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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전 사업자 업무에 대한 고려

검사원은 검사과정 중에서 사업자와의 면담, 관련 기록의 요구, 발전소의 특

정 설비에 대한 안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 내용은 원전 종

사자와 사전에 계획하고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검사 일정을 준수할 수 없다면 검사원은 해당 실무자와 접촉하여 새로

운 시간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원은 사업자의 종사자와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의 담당자가 검사원과 보낸 시간은 그들의 직책에 따른 주요 업

무를 수행할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원은 그가 

찾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

업자의 종사자들의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8. 적절한 언어의 사용

사업자의 대표자와 검사 지적사항에 관하여 토의를 하는 경우에도 검사원은 

그가 밝힌 사실과 이러한 사실이 안전계통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어떻게 방해하

고 또는 인체에 대한 방사선의 과피폭을 얼마나 가져온다는 등의 안전성 관점

에서의 문제점만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실은 원전 종사자나 발전

소 보호의 관점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원자력규제 관련 요건에 

위반된다는 사실만을 설명하여야 한다.

9. 검사결과의 조치권한

검사원은 시정조치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으며 또한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도 소속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검사원은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안전성 측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권한만

을 가지고 있으며 원전 사업자에게 제기된 문제에 의한 안전성저해 가능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허용되어있다. 그러므로 검사원은 그의 판

단이 예비적인 사항으로서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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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자 자문 및 조언 금지

어느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원자력 법규 또는 규제기관의 방침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어느 특정한 문제점을 안전 운전과 관련하여 해결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원의 책임이 아니고 사업자의 책

임이다. 검사원은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규제방침을 전달할 수 있

으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토의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

시해서는 안된다.

11. 검사원의 행동 규범 

검사원은 규제업무 수행 시 원전 사업자와 국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과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책임감 및 사명감에 대하여 행동으로 모

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원은 규제 법규와 규제요건 등을 해석할 때에

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시설 및 활동에 대하

여 독립성을 가진 관찰자로서 공무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자와 결탁하

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비쳐질 수 있는 상황이나 행동을 조심하여야한다.

12. 사업자에 대한 약속의 준수

사업자와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토의하는 과정에서 검사원은 그가 인편으

로 서류를 보낸다거나 어느 문제점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하는 등 여러 형태의 

약속을 할 수 있으나 만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에

게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방법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3. 업무수행 취득정보의 보호

검사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이 특정 사업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또는 비 승인자에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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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사원은 기관의 재산권으로 분류된 정

보와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계약자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종사

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정보로 판명되는 경우에 이러한 업무 정보를 검사

보고서 내용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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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1.2절 검사 준비 및 수행 

1. 검사계획의 수립

검사원은 발전소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검사 계획 수립은 검사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검사원은 상급자에 의하여 승인된 검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의

무를 지닌다. 검사 계획의 수립내용은 검사원의 능력, 경험 및 현장 상황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현장 진행상태, 검사 대상설비, 검사범

위 및 대상설비의 안전등급 분류내용 등을 고려하게 된다.

2. 검사계획의 통보

검사원은 사전에 수립된 검사계획을 현장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서 원전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만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가

능한 통신방법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통보내용에는 검사목적, 예상 소요기간, 검사대상, 검사 참여자 

및 협조 요청사항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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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서류의 검토

검사원은 부여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출발 이전에 

관련 문서 및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 문서 

및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 성격에 따라 검토 대상 내용의 조정이 

가능하다.

1) 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안전성 평가보고서

2) 발전소 계통설명서 및 설계기준서

3) 발전소 사용전 검사지침서 및 참고자료

4) 선행호기 검사기록 및 행정조치 사항

5) 기타 관련 검사기록 및 행정조치 사항

6) 관련 원자력 법규, 규제지침 및 기술기준

7) 현장 설치/시험 절차서 및 관련자료

4. 검사원의 복장 및 수행용품

검사원이 입고 있는 의복보다 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원은 

근무에 필요한 의복을 적절하게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장 검사

의 경우 또는 여타 물리적인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편한 작업

복을 착용하는 것이 권고되며 사업장의 관리계층과 회합하는 경우에는 평상복

을 착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외에도 검사원이 검사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장비를 지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장비의 성능을 점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의 기록 및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각종 양식 및 서류를 준비하여야한다.

5. 검사계획의 변경

검사계획의 수립 내용은 소속기관 상급자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이므로 검사

일정 또는 검사대상과 같은 주요 내용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이를 신속히 소

속기관 상급자에게 통보하여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검사계획의 변

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별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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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은 현장상황 종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수립된 검사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기타 검사기록의 검토 등으로 

대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 내용은 추후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설명

하여야 한다.

6. 현장검사 수행단계

검사원은 수검자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검사의 수행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검

사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1) 현장 상황점검

2) 관련 서류 및 기록 검토

3) 현장 시설 설치내용 확인

4) 현장 담당자와의 면담

5) 검사결과에 대한 내부의견 조정

6) 검사결과 정리 및 처리방안 수립

7) 현장 출발회의 자료작성

7. 검사 지적서/권고서 발부

검사원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

며 문제점의 내용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 법규 또는 규

제지침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심각성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첨 1, 2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사 지적서 또는 검사 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7.1 검사 지적서

원자력 법령, 안전성분석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적용 기술기준 및 기술

지침서 내용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

지 않고서는 관련 계통 및 설비의 성능이 보장되지 않거나 발전소의 안전운전 

또는 방사선 방호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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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검사 권고서

원전 사업자의 작업 수행내용 또는 현장 조치상태가 기술적인 문제점을 발생

시킬 가능성은 없으나 제도, 절차, 방법 또는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별 첨 1

검사지적사항표

①관리번

호
- -

②검사종

별
- ③지적유형

④수검기

관

⑤원자로분

류

⑥검사대

상
⑦검 사

자
(서명)

⑧검사일

자
. .

⑨발급일

자
. .

⑩수 검

자
(서명)

⑪요구일

자
. .

⑫종결일

자
. .

⑬ 제

목

⑭지적내용

⑮지적근거

⑯시정요구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검사지적사항표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지적사항표 (계속) ①관리번호 - -

⑬제 목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 첨 2

권고사항표

①관리번호 - - ②검사종별 -

④수검기관 ⑤원자로분류
⑥검사대

상

⑦검 사 자 (서명) ⑧검사일자

⑩수 검 자 (서명) ⑨발급일자

⑬제 목

⑭미비점 및 권고내용

⑮권고근거(기술적 배경 또는 참고자료 등)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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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1.3절 검사기록의 관리 및 보존 

1. 검사기록 관리범위

검사원은 검사기간 중 작성한 기록 및 문서를 사업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이들 서류를 일정기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사업 

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검사기록 및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계획서 및 검사점검표

2) 현장 검사전 회의록 및 현장 검사후 회의록

3) 검사 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

4) 검사지적에 대한 시정조치 검토서

5) 검사 요약보고서 및 상세 검사보고서

6) 검사관련 대 정부 및 사업자 공문서 

7) 원내 협조전 및 관련 기술검토서

8) 기타 검사 관련 사업자 제출 문서

2. 검사기록 구분

사업 책임자는 검사원으로부터 제출된 검사 기록을 검사원 소속 부서의 협조

를 받아 일반공개 허용자료와 일반공개 금지자료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중 일

반공개 금지자료의 경우에는 ‘대 외 비’로 표시하고 안전기술원 보안관리 규정

에 따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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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공개 금지자료 범위

검사 기록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성격의 자료는 일반공개 금지 자료로 분류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일반공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

2) 규제기관의 규제입장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검사원의 규제판단이 보류되어 

일정기간 상세 내용의 공개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자료

3) 원전 사업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추가검토 또는 관

련 전문가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자료

4)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현장 담당자, 정보 제공자 또는 사고 피해자

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됨으로서 관계자의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들 신상에 관한 자료

5)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일반공개 금지 요청이 있는 자료 

6) 기타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일정기간 일반공개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자료

4. 검사결과 통보

검사원은 검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관련 부서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거나 원전 사업자의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과 

사업 책임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해당 검사결과를 관련 부서 또는 수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검사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검사 진행사항을 소속 부서 상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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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결과 보고서 제출

사용전 검사 사업 책임자는 전반적인 검사진행 및 수행결과를 종합 검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종합 검사 결과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 수시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로 구분되며, 각각의 주요 

기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중간 보고서 기술내용

1) 분기별 및 년도별 검사 진행현황

2) 검사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 및 조치내용

3) 검사 지적서 및 권고서 발급현황

4) 기타 문제점 및 건의사항

5.2 수시 보고서 기술내용

1) 정부의 별도 요청에 의거 수행된 검사결과

2) 긴급 발생 안전성 현안 또는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3) 검사결과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4) 기타 정부의 단계별 인허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

5.3 최종 보고서 기술내용

1) 검사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 및 조치내용

2) 검사 지적서 및 권고서 발급현황

3) 정부의 인허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검토의견

6. 검사기록의 보존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발생된 검사기록 및 관련 서류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 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사업책임자는 이를 체

계적으로 분류 및 제본하여 문서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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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검사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목적

사용전 검사보고서의 작성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를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고 원전 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2)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정 진행에 따른 현장 주요 시설물 설치 내용과 이

에 대한 검사결과를 문서화하기 위함이다.

3) 검사원이 수행한 검사내용 및 검사 결과를 정부 및 소속기관 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함이다.

4)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활동 및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2.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검사보고서는 검사원이 수행한 검사활동의 최종 결과물이며, 원자력안전기술

원의 규제입장을 나타내는 공식문서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검사보고서의 기술내용은 소속기관의 검사 관계자 또는 외부 기관의 이해 관계

자에 의하여 검사내용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원은 검사보고서의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만을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기록하여서는 안된다.

3. 보고서 작성 형식

일반적으로 검사보고서의 문체나 기술내용은 검사원의 문장력과 개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보고서의 성격이 규제기관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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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서라는 관점에서 보고서의 작성형식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야 하며, 기

술내용은 상급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지침

검사원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전 검사업무처리 세부규정’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결과를 검사반장의 검토를 거쳐 검사총괄자에게 제출한

다. 검사총괄자는 제출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보고서 제출기한

검사결과는 가급적 검사 종료 후 현장 상황에 대한 검사원의 기억이 명확한 

상태에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원이 작성한 검사결과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전 검사업무처리 세부규정’에 따라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검

사총괄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건설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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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절 기초굴착 및 지반처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건설허가를 위한 부지조사(지표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시추조사, 트렌치

조사 등) 단계에서는 원자로시설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대한 지질 및 지질구조

적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및 실내시험을 통하여 기초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결

정하게 된다. 부지조사 단계에서 결정된 기초지반의 특성은 건설허가 이후 기

초굴착 단계에서 최종 확인하게 되며, 연약한 기초지반의 공학적 특성 등이 

부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특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시

설 구조물의 기초지반은 암석 및 토양으로 구성된다.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제2항에는 원

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

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견고한 암석으

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발파에 의하여 굴착이 이루어지게 된다. 발파에 의한 

굴착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파의 충격으로 인하여 기초지반의 특성과 인근 원

자로시설 구조물 및 기기 그리고 진행 중인 공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발파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시험발파를 통하여 사전에 영향 정도 및 범

위를 평가한 후 본발파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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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구조물 기초지반의 굴착작업은 건설허가를 득하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평가 활동을 통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굴착에 

따른 지반의 특성은 굴착방법, 굴착장비, 굴착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기초지반 구성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가급적 손상을 입지 않는 방법

으로 굴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굴착이 끝나면 기초로 이용될 지반을 깨끗이 청소하여 지질도를 작성하여

야 하며, 암석의 종류, 균열상태, 연약지반의 존재 및 분포범위, 지반의 불균질

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실내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 공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연약지반의 보강 또는 암반 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에 나공상태로 

있는 모든 시추공을 적절하게 되메움하여야 하는데, 특히 지하수 피압상태의 

시추공은 영구지하수 배수설비의 설계에 포함되도록 하며 이로 인한 지반안정

에의 영향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질

조사와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내시험과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대의 특성, 분포범위, 보강방법

의 타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연약지반을 개선하여야 한

다. 연약지반이 모두 개선되면 마지막으로 암반보호를 위하여 노출된 암반에 

대해 콘크리트로 피복 타설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시설 구조물의 기초굴착 및 지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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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검사대상 공정은 원자로시설 구조물을 구성하는 단위공사이므로 일괄적으

로 정의할 수 없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시설 구조물의 기초지반은 상부의 정하중 및 지진과 같은 외부 동

하중으로부터 안정하여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지반은 균질한 지질상태 또는 공학적 특성이 유사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침하 또는 부등침하로 인하여 관련 시설물이 과도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

도록 기초지반은 전체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을 수 

있는 공학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다.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지반물질은 치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보강하

여야 한다.

라. 굴착이 끝난 기초지반의 최종면은 풍화에 오랜 시간동안 노출되지 않도

록 암반보호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암반을 보호하여야 한다.

마. 암반보호용 및 연약지반 보강용 콘크리트는 적절한 강도특성을 지녀야 

한다.

바. 원자로시설 구조물 기초굴착시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기초암반의 공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는데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암반의 공학적 

특성값이 발파 후에도 최대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원자로시설의 안전성과 공사 중인 작업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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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지 않도록 진동 및 소음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최종 기초지반의 지질도 확인

1) 작성된 지질도는 기초지반의 상태와 잘 일치하는가?

2) 기초지반 지질도는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지질도

와  일관성을 갖는가?

3) 지질도는 암석의 종류, 연약대의 종류 및 분포범위 등 지질 및 지질공학

적 특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

4) 지질도는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서 작성되었는가?

나. 기초지반 상태 및 연약지반의 확인

1) 기초지반 구성 암석의 구분은 지질 및 지질공학적 특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며 그 특성은 적절하게 구하여졌는가?

2) 연약대의 분포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3) 연약지반으로 판정하기에 적합한 변수를 이용하였는가?

4) 연약지반의 분포범위가 안정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5) 절리 또는 단층과 같은 불연속면의 존재, 우수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불

안정해질 수 있는 굴착사면은 없는가?

6) 기초지반으로서의 적합성은 연약대 분포범위, 지반의 강도특성 그리고 

전단파 속도분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암반보호 및 연약지반처리(보강)의 타당성

1) 연약대의 범위가 지질조사 및 시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가?

2) 연약대의 양상 및 분포범위에 따라 보강책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

3) 암반보호용 또는 연약지반 보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지반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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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포하는 암편은 완전히 제거되고 청소가 이루어졌는가?

4) 암반보호용 또는 연약지반 보강용 콘크리트의 강도특성이 관련기준에 

적합한가?

라. 원자로시설 구조물 기초지반 굴착 시 발파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

에 대한 중점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발파절차서와 굴착계획서에 따라 굴착발파의 사전 준비가 적절히 이루

어졌는가?

2) 발파절차서에 따라 굴착발파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 검사 유의사항

원자로시설 구조물 기초 하부에 피압상태의 시추공이 처리되지 못하고 존

재할 경우 부력을 발생시켜 구조물에 부양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영구지하

수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부지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모든 시추공은 되메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을 경우, 지하수의 빠른 이동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시 핵종을 빠르게 전

달시키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시추벽체의 붕괴 가능성으로 지반의 국부적

인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굴착 중 대기 중에 노출된 암반은 풍화의 진행, 우수 침투에 따라 강도가 

급속히 약화될 수 있으므로 암반보호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암반 표면을 보

호하여야 한다.

발파진동 제한값은 인근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안전관련 구조물을 건설하

기 위하여 타설한 양생중인 콘크리트 그리고 암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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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발파진동 제한값이 설정되면 이 제한값을 만족시키

기 위한 거리 및 발파패턴에 따른 장약량을 정하여야 한다. 장약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화약량 및 거리에 따른 진동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 후 부지의 

지질조건 특히 불연속면의 분포특성, 부지에서 있을 수 있는 발파패턴 그리고 

인근 원자로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보수적으로 거리별 장약량을 정하여야 한다. 발파에 이용되는 화약과 뇌

관 그리고 케이블 등은 시험발파 시 이용한 것들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하며 

진동측정 장비는 측정범위가 적합하여야 하며 요건에 따라 교정되어 있어야 

한다.

발파 후 허용기준값이 초과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부

지 지반조건에 적합한 거리별, 발파패턴별 장약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문헌

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나.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양형식 역, “발파진동학,” 전남대학교 자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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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기술자를 위한 응용발파기술,” 강대우, 심동수 역, 구미서관

마.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1,2 및 3,4 호기 암반검사절차서

바.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Chap. 2.5.4, KINS

사. Reg. Guide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아. Reg. Guide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and Rock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자.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1,2 및 3,4 호기 발파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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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초굴착 및

지반 처리

1. 기초지반의 지질도 확인

가. 작성된 지반지질도와 실

제 지반조건과의 일치여

부

나. 지반지질도와 지표지질조

사 및 시추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지질도와 일관성

을 갖는가

다. 지질도는 암석의 종류,

연약대의 종류 및 분포범

위 등 지질특성과 공학적

특성을 잘 판단할 수 있

도록 작성되었는가

라. 지질기술자에 의하여 지

질도가 작성되었는가

2. 기초지반 상태 및 연약지반

의 확인

가. 기초지반 구성 암석의 구

분은 지질 및 공학적 특

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

며 그 특성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나. 연약대의 분포범위가 명

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다. 연약지반으로 판정하기에 

적합한 변수를 이용하였

는가

라. 연약지반의 분포범위가 

안정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된 내용과 일관성을 갖는

가 

◦지반지질도 작성후

◦현장점검 및 지질도

검토

◦지반지질도 작성 후

◦현장점검 및 지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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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초굴착 및

지반 처리

마. 절리 또는 단층과 같은 불

연속면의 존재, 우수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굴착사면은 없는가

3. 암반보호 및 연약지반처리(보

강)의 타당성

가. 연약대의 범위의 설정이 현

장의 지반 상태를 근거로 

적절히 평가 되었는가 

나. 연약대의 양상 및 분포범위

에 따라 보강책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

다. 암반보호용 또는 연약지반 

보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

기 전에 지반표면에 분포하

는 암편은 완전히 제거되고 

청소가 이루어졌는가

라. 암반보호용 또는 연약지반 

보강용 콘크리트의 타설 계

획이 적절한가 

◦기초 보강공사 전

◦보강도면, 암반검사절

차서 및 강도시험자

료 검토

◦현장입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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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초굴착 및

지반 처리

4. 발파가 적용될 경우, 점검사

항

가. 발파절차서와 굴착계획서

에 따른 굴착발파의 사전 

준비 적절성

나. 발파절차서에 따른 굴착

발파의 적절성

◦발파 전,

관련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발파 후,

관련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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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2절 영구지하수 처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 주요 구조물 및 시설의 전면기초 하부에 지하수 수두차에 의한 정수

압이 작용한다면 구조물 기초의 부양현상을 초래하여 지진발생시 구조물의 전

도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발전소 운영중에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영구 지하수 처리설비는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 구조물에 작용하는 정수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영구지하수 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지므로 지표면 이

하에 위치한 구조물의 방수 결함부위를 통한 지하수 유입 가능성을 줄이는 효

과를 준다.

지하수의 처리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크며 배수가 잘되는 조립상의 골재를 

충진하여 배수대를 만들고, 유공관을 매설하여 이 관속에 흘러든 지하수가 유

공관의 자연 경사를 통하여 집수정으로 모이면 펌프나 배수 설비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하게 된다.

부지의 지질특성과 지하수 유동 특성 즉 수리전도도, 영향(집수) 유역, 지배

적인 지하수 흐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유공관, 집수정 및 펌프의 용량 등을 설

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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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및 관련시설에 대한 영구지하수 처리시설 공사의 타당성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영구지하수 처리시설은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 구조물에 작용하는 정수압 

감소 및 지표면 이하에 위치한 구조물의 방수 결함부위를 통한 지하수 유입 가

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발전소 주요 구조물에 지하수에 의한 과대한 부양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피하고 지하수위를 낮추어 지표면 이하 구조물 내부로의 누수 가능성을 

줄인다.

나. 영구 지하수 배수설비는 부지의 기상, 수문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4. 검사 중점 사항

가. 배수설비 공사 계획 및 절차서 내용의 타당성 확인

나. 공사대상 구조물 기초 및 공사전 공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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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확인

다. 배수설비의 용량 적합성 확인

5. 검사유의사항

유공관의 level 및 경사도, 집수정의 level이 도면과 일치하는지에 유의하여

야 하며 배수대에 오염물질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야 한다.

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 중점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지질 및 지진) 및 제12조

(방호시설의 설치 등)

나. 10 CFR 100, App.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Chap. 2.4.12 및 2.5.4”, KINS

라. Reg. Guide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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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마. Reg. Guide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and Rock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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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영구 지하수

처리시설 공사

1. 유공관 설치기준 및 시공 타

당성

가. 유공관의 재질, 형태, 길

이, 직경확인

나. 유공관의 배치, 경사,

level 및 유공관 주위의 

배수대 타당성 확인

다. 유공관 주위 뒷채움재의 

특성 및 다짐기준 확인

2. 집수정 설치기준 및 시공 타

당성

가. 집수정의 재료, 크기, 위치 

및 level 확인

나. 집수정과 관망의 접촉부 

확인

다. 배수펌프용량

시공전 및 시공시 

설치 검사보고서 및 측

량성과 보고서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점검)

시공전 및 시공시 

설치 검사보고서 및 측

량성과 보고서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점검)

건설기술시

방서(CP-A

1)

구매시방서

작업절차서 

건설기술시

방서(CP-A

1)

작업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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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분류번호 : 2.3

제 목 : 구조물 뒤채움 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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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3절 구조물 뒤채움 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구조물 기초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의 결과로서 생겨난 빈 공간은 적절한 채

움재를 이용하여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뒷채움재는 지진력에 의한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준에 적합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다짐기준에 따라 다져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굴착부 뒷채움재에 

대한 강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뒷채움은 안전관련 구조물에 대한 뒷채움과 일반구조물에 대한 뒷채움으로 

구분되며, 내진범주 Ⅰ급 및 Ⅱ급 굴착부와 매립지 및 매립사면들의 수평 및 

수직범위를 도면과 단면도로 나타내어야 한다.

구조물 뒷채움 공사에 이용될 재료의 특성 조사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품질

관리방법 및 품질보증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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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굴착부 뒷채움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검사대상 공정은 원전 구조물을 구성하는 단위공사이므로 일괄적으로 정의

할 수 없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주요 구조물의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

채움재는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뒷채움재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밀도 및 다짐특성을 지녀야 하며 단단하

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4. 검사 중점 사항

가. 적용기술기준 요건에 따라 시공절차서 및 품질검사 내용의 타당성을 확

인한다.

나. 뒷채움을 위한 주요 구조물 기초지역과 평면도 및 시공단면도가 일치하는

가?

다. 뒤채움재에 대한 시험성토결과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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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뒤채움재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결과는 타당한가?

마. 뒤채움공사와 관련하여 다짐장비, 및 상대밀도 측정장비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적합한가?

바. 뒤채움층의 다짐기준은 적합하며 현장에서의 확인방법과 확인주기 등이 

확립되어 있는가?

5. 검사유의사항

가. 뒷채움재의 현장밀도시험 등 다짐작업을 위한 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

으며, 다짐장비가 적합한 지에 유의한다.

나. 다짐도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밀도시험 결과는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모래의 밀도시험 결과에 따라 다짐도 계산결과의 변동이 크므로 유의하

여야 한다. 또한, 표준사관리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뒷채움 재료의 입도 변경시 test fill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 중점사항

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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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나. 10 CFR 100, App.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Chap. 2.5.4”, KINS

라. Reg. Guide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마. Reg. Guide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and Rock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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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뒷채움공사 1. 다짐관련 시공절차서 및 품

질관리 절차에의 적합성

2. 뒷채움재의 특성 및 시험성

토에 대한 적합성

3. 뒷채움 층의 다짐기준에 대

한 타당성 

4. 뒤채움 작업에 대한 준비,

재료포설, 다짐 등 시공상태

의 적합성 

5. 관련 부적합사항 처리의  적

합성 

시공 20일 전

관련 절차서 검토

시공 20일 전

부지조사보고서비교 검

토

시공 20일 전

관련 절차서 검토

뒤채움 시공중 

현장입회점검 및 검사

보고서 검토

뒷채움 시공중

현장입회점검

관련도면 및 절차서

준수여부 점검

시험최종보고서 평가

관련절차서

설계기준서

ASTM

관련절차서

설계기준서

ASTM

관련절차서

설계기준서

ASTM

관련절차서

설계기준서

ASTM

관련절차서

설계기준서

A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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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분류번호 : 2.4

제 목 : 시설물 방수처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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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4절 시설물 방수처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우수, 해수 또는 지하수와 접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저장수조의 경우, 구

조물 표면을 통해 수분이 침투하게 되면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내부공극을 따라 

누수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장기적으로 누수와 함께 콘크리트의 수화생성물 및 

유리석회가 누출되어 콘크리트를 다공화시켜 중성화현상을 촉진시키고 균열을 

유발․진전시킴과 동시에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원전 안전성관련 구조물의 설계수명 확보를 위해서는 수분침투에 의

한 열화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콘크리트 표면에 수분침투를 억제하기 위한 방

수작업이 필수적이다.

원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는 ASTM D 41에 따라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방수부위의 특성에 따른 여러층의 방수시트(sheet)를 부착시킴으로써 

누수에 대한 차단막(membrane)을 형성시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방수작업이 요구되는 위치에 관련 시방서에 따른 방수재료의 사용 

및 작업절차 준수, 적절한 양생을 실시하여 방수막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누수에 따른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부식 등의 열화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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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방수공사의 타당성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전 안전성관련 구조물의 설계수명 확보를 위해서는 수분침투에 의한    

열화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콘크리트 표면에 수분침투를 억제하기 위한     

방수작업이 필수적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원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는 ASTM D 41에 따라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방수부위의 특성에 따른 여러 층의 방수시트를 부착시킴으로써 누수

에 대한 차단막을 형성시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방수작업에 사용되는 방수재료에 대한 시험 및 제조자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방수작업이 요구되는 위치에 적절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에 준수해야 할 각종 시방규

정에 따라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엄격히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 후 유해한 균열 

및 손상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방수막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

써 누수에 따른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부식 등의 열화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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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중점 사항

가. 적용 기술기준인 ACI 515.1R 및 ASTM D 41 등의 각종 기술기준 및 안

전성분석보고서, 법령 등의 규제요건에 따라 방수공사에 관련된 기술시방

서, 작업절차서 및 관련도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사용재료의 품질인증절차 및 보관상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 방수 시공계획 및 준비상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라. 방수 시공방법 및 양생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방수 시공상태를 검토한다(누수여부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도면 등이 기술적인 개정이

유에 의해 개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하며,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나. 선행호기 및 당해 공사의 사용전검사 시 기지적되어 시정조치 요구된 사

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기록 등을 확인하

여야 한다.

다. 사업자의 Trouble Record(NCR, FCR, QDN 등)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

은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

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검토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하고,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방수작업 전 무근 콘크리트(mudmat)로 새어나오는 물이나 방수작업 후 

방수층 밑에 고인 물에 대한 방수작업 전 또는 보호모르타르 타설 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마. 방수시트 부착시 겹침이음 길이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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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 중점사항

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나.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1,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

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마. ACI 515.1R, A Guide to the Use of Waterproofing, Dampproofing, Protective, and

Decorative Barrier Systems for Concrete

바. ACI 515, Guide for the Protection of Concrete Against Chemical Attack by

Means of Coatings and Other Corrosion Resistant Materials

사. ACI 210, Erosion Resistance of Concrete Institute

아. ASTM D 41, Asphalt Primer Used in Roofing, Dampproofing, and Waterproofing

자. ASTM D 2643, Prefabricated Asphalt Reservior, Pond, Canel, and Ditch

Liner (Exposed Type)

차. KS F 4911, Roofing Sheets of Synthetic Polymer

카. KS F 4917, Polymer-modified Bitumen Waterproofing Sheets

타. KS F 3211, Roof Coatings for Waterpr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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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KS F 3203, Hard Fiberboards

하. ACI 304R, Guide for Measuring, Mixing, Transporting and Placing Concrete

거. ACI 305R, Recommended Practice for Hot Weather Concreting

너. ACI 306R, Recommended Practice for Cold Weather Concreting

더. ACI 308, Recommended Practice for Curing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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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시설물

방수공사

1. 방수 및 Coating 재료의
적절성

2. 방수재료의 수령, 취급 및
저장

3. Coating 재료의 수령, 취급
및 저장

4. 방수처리 부위의 적절성

5. 방수처리가 필요한 수평 및
경사 콘크리트면의 양생시간
적합성

6. 방수처리공사의 적합성
- 토사나 자갈로
되메움되는 벽체의
방수공사
- 콘크리트로 되메움되는
곳에 대한 방수처리면
보호방법의 적절성
- 수평면 및 경사면의
방수막 보호 방법의
적절성

7. 수직부분 방수처리면에 대한
분리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확인

8. Coating재 배합 및 Coating
작업 시 주위 환경요건(온도,
습도)의 적합성

9. 손상된 방수막, Coating
처리면에 대한 보수작업의
적합성

공사전, 중, 재료변경시

구매요구서 및 재료시

험성적서, 인수검사보고

서 검토

공사중, 시공기록 검토 

및 현장확인

CP-A1, C3,

C4,

ASTM D

41, D26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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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5절 철근의 가공 및 설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철근은 원전 구조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구조물

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필수 요소로서,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인 인장에 대해 

취약한 이방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장과 전단 및 비틀림에 저항

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철근설치공사 목적을 적절히 

달성할 수 있는 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규격에 따른 

철근 구조세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철근 재료 인증

나. 철근의 가공 및 설치

다. 철근상세

라. 시험 및 검사

Ⅱ. 검사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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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인 인장에 대해 취약한 이방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장과 전단 및 비틀림에 저항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콘크리트와의 구조적 일체를 형성하여 구조부재로서 하중에 대해 저항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토록 한다.

나. 소요철근량은 외부하중을 저항하도록 콘크리트 단면설계 과정에서 산정

한다.

다. 철근의 종류는 주인장 및 압축응력을 저항하는 주철근, 전단저항 철근,

비틀림 저항 철근, 구조부재의 주응력에 의한 횡방향 체적변화 영향을 

저항하기 위한 횡방향철근(띠철근 및 원환방향 철근) 등이 있다. 콘크리

트 부재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고 열응력 및 체적변화에 의한 균열을 방지

하기 위한 최소 및 최대 철근의 규정이 설계과정에 적용된다.

라. 철근이 배근되는 구조부재는 그 크기가 가변적이므로 콘크리트와 철근이 

일체를 유지하여 구조부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

설계사항이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1) 철근의 품질, 형상, 치수는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갈고리와 구부림은 요건을 준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 철근은 허용오차 이내로 배근되어야 하며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일체를 

위하여 최소철근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의 보호 및 철근이음의 실효성을 위하여 철근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최소피복두께 요건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과피복에 의한 

단면의 저항력 감소 및 표면균열발생을 방지하도록 철근설치 공차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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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야 한다.

5) 구조적 일체성 유지를 위해 구조물 외곽부(perimeter)에 위치한 보에는 

지지부에서 요구되는 부모멘트 인장철근의 1/6 이상을, 지간의 중앙에서 

요구되는 정모멘트 철근의 1/4 이상을 연속적으로 배근하여야 하며, 폐

스터럽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6) 철근이음은 연속되는 철근의 저항력 및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건

에 따라 연결되어야 하며 정착부는 이음에서 적용되는 공학적 판단기준

에 준하는 요건에 따라 정착되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재료

1) 주철근은 이형철근으로 한다. 다만, 나선철근은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하는 철근은 도면에 명기하고, 사용하는 용접방법도 지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품질, 형상, 치수는 각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4) 이형철근은 항복응력(fy)이 60,000psi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나선철근으로 사용하는 원형철근은 ASTM A 82에 따라야 한다.

6) 원자로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철근은 KEPIC SNB-2300의 요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나. 철근가공

1) 표준 갈고리

표준 갈고리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180o로 구부린 반원형 갈고리는 반원 끝에서 철근지름의 4배(4db)이상

이되 최소 2.5인치 이상을 더 연장

나) 90o로 구부린 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

다) 스터럽과 띠철근의 갈고리

∙#5 이하 철근의 90o 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

∙#6 에서 #8 철근의 90o 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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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하 철근의 135°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

2) 최소 구부림 지름

철근의 안쪽에서 측정한 구부림의 지름은 표 1의 값 이상으로 한다.

표 1 최소 구부림지름

철근 크기 최소 구부림지름 

#5이하의 스터럽과 띠철근의 갈고리 4 db

#3 ～ #8 6 db

#9 ～ #11 8 db

#14, #18 10 db

3) 철근 구부림

가) 담당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린다.

나) 콘크리트에 일부분 매설되어 있는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담당기술자가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구부려서는 안 된다.

4) 철근의 표면조건

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먼지나 기름, 또는 

비금속성의 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철근의 표면조건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정도의 녹 및 

쇠비듬은 허용된다.

다. 철근배근

1) 철근배근

가) 철근, 프리스트레스(PS) 텐던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정

확하게 배치되고 충분히 지지되어야 하며, 그 변위는 다음 나)에서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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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차 안에 들어야 한다.

나) 담당기술자에 의해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배근오차는 다음 허

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 유효깊이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보의 밑면까지의 순거리

에 대한 허용오차는 -0.25 인치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

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 이하이다.

유효깊이(d)의

허용오차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의 허용오차

d ≤ 8 인치

d ≤ 24 인치

d > 24 인치

± 3/8 인치

± 1/2 인치

± 1 인치

- 3/8 인치

- 1/2 인치

- 1/2 인치

∙ 길이방향 위치에 대한 철근의 구부림 및 철근단부의 허용오차는 

±2 인치이다.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의 오차는 ±1/2 인치이다.

2) 철근의 간격

가) 1단 배근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최소 순간격은  db이며 최소 1인치 이

상으로 한다.

나) 평형철근이 2단 이상으로 배근되어 있을 경우 단과 단 사이의 순간격은 

1 인치 이상으로 하고 상단의 철근은 하단 철근의 바로 위에 놓이도록 

한다.

다)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 기둥에서 길이방향  철근사이의 최소 순간격은 

1.5db이며 최소 1.5 인치 이상으로 한다.

라) 철근 사이의 순간격 제한은 접촉 겹이음과 이웃하는 이음 또는 철근에

도 적용한다.

마) 콘크리트 장선구조(joist construction) 이외의 벽체 및 콘크리트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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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철근 간격은 벽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하되 18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바) 다발철근 

∙여러 개의 평행철근을 다발철근으로 만들 경우 한 다발은 철근 갯수를 

4개 이하로 한다.

∙다발철근들은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야 한다.

∙보에서는 지름이 #11보다 더 큰 철근을 다발철근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휨부재의 지간 안에서 끝나는 한 다발 안에 있는 개별 철근은 최소한 

40db씩 어긋나게 끝나도록 한다.

∙철근의 간격 제한과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의 규정을 철근지름 db

로 나타낼 경우, 다발철근의 단위지름은 동일 면적의 단일 철근지름으

로 본다.

3) 철근피복두께

철근을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다음 값(단위 인치)

이상으로 한다.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적으로 흙속에 묻히는 콘크리트  -- 3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6 이상  ------------------------------------------ 2

#5 이하  ------------------------------------------ 1.5

∙외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

#14, #18 ------------------------------------------ 1.5

#11 이하  ------------------------------------------ 3/4

보, 기둥;

주, 띠철근 , 스터럽, 나선철근 ------------------ 1.5

쉘, 절판 (folded plate)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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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  ------------------------------------------- 3/4

#5 이하  ------------------------------------------- 1/2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관리 조건하의 제품)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벽체;

#14, #18 ------------------------------------------ 1.5

#11 이하  ------------------------------------------ 3/4

기타 부재;

#14, #18 ------------------------------------------ 2

#6 이상  ------------------------------------------ 1.5

#5 이하  ------------------------------------------ 1.25

∙외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

#14, #18 ------------------------------------------ 1.25

#11 이하  ------------------------------------------ 5/8

보, 기둥;

주철근  --- 철근지름(db) 이상, 다만, 5/8이상이고 1.5보다 크지 않아도 됨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 3/8

쉘, 절판 부재;

#6 이상  ------------------------------------------- 5/8

#5 이하  ------------------------------------------- 3/8

다) PS 콘크리트

∙아래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PS 부재 및 일반철근, 덕트, 단부정착부

의 피복두께는 다음 값(단위 인치) 이상으로 한다.

-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적으로 흙속에 묻히는 콘크리트 -- 3

-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  ------------------------------ 1

기타부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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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  ---------------------------- 3/4

보, 기둥;

주철근 ------------------------------------------------- 1.5

띠철근 , 스터럽, 나선철근 ----------------------- 1

쉘, 절판 (folded plate)부재;

#5 이하  --------------------------------------------- 3/8

#6 이상  -------------- 철근지름(db) 이상, 다만 3/4이상

∙흙이나 외기 또는 부식의 우려가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PS 콘크리트 

부재로서 콘크리트단면의 최외부 인장응력이 허용 인장응력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두께를 50% 이상 증가시킨다.

∙공장관리 조건하에서 제작된 PS 콘크리트 부재에서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나)의 요건에 따른다.

라) 다발철근

다발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다발 철근의 등가지름과 같아야 하나 2인

치 이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흙에 접하는 경우에는 콘크

리트 피복두께를 3인치 이상으로 한다.

마) 부식환경 

콘크리트가 부식환경이나 다른 극심한 외기상태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밀실하게 그리고 공극이 없도록 하여 콘크리트를 보호해야 하며, 또한 

다른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바) 노출철근에 대한 보호 

장래 연장될 목적으로 표면에 노출된 철근, 인서트 및 철판 등은 부식

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기둥배근에 관한 철근상세

가) 절곡연결철근(offset ben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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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주철근이 길이 방향으로 절곡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절곡연결철근의 절곡부에서의 기둥축에 대한 경사는 1/6을 초과해서

는 안된다.

∙ 절곡부분의 상, 하부는 기둥축에 평행해야 한다.

∙ 절곡된 위치에서의 횡방향 지지는 수평 띠철근, 나선 철근, 또는 바닥

구조의 일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횡방향 지지는 절곡철근의 경사부분

에서 계산된 외력의 수평분력의 1.5배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수평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구부린 지점에서 6 인

치를 초과하지 않는 위치에 배근해야 한다.

∙ 절곡철근은 제위치에 배근하기 전에 절곡시켜야한다.

∙ 연결부에서 상, 하부의 기둥면이 3인치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길이방

향 철근을 절곡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철근을 

길이방향 철근에 겹이음하여야 한다.

5) 접합부(?)

가) 보, 기둥과 같은 구조부재들의 접합부에서는 접합부 내에서 연속되는 

철근의 이음과 끊어지는 철근의 정착을 위하여 둘레보강(enclosure)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접합부에서의 둘레보강은 외부 콘크리트나, 내부 폐쇄형 띠철근, 나선

철근 또는 스터럽으로 한다.

6) 원자로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철근의 배근은 KEPIC SNB-3530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정착

1)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부재 각 단면에서의 철근은 매입길이, 갈고리, 기계적인 장

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계산된 철근의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발

휘될 수 있도록 단면의 양측에 정착되어야 한다. 갈고리는 인장력만을 받

는 철근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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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는 KEPIC SNC 12.2에 따른다.

3)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KEPIC SNC 12.3에 따른다.

4) 기계적 정착, 용접철선망의 정착, PS 스트랜드의 정착, 휨부재 및 복부의 

정착은 KEPIC SNC 12.6에서 12.13의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하며 이중에서 

검사의 주요관점은 다음과 같다.

가) 단순지간의 지지부와 캔틸레버의 자유단은 제외하고, 휨철근은 휨을 

저항하는 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부터 부재의 유효높이

(춤)와 12db 중 큰 값 이상의 구간에까지 연장시켜야 한다.

나) 연속되는 철근은 굽히거나 끊은 인장철근이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부터 정착길이 ld 이상의 매입길이를 가져야 

한다.

다) 정모멘트 철근 중, 단순부재에서 1/3 이상, 연속부재에서는 1/4 이상의 

철근을 같은 측에 연하여 지지부내에 연장해야 한다. 보에서는 이러한 

철근을 6인치 이상 지지부내에 연장해야 한다.

라) 연속되거나 구속된 부재, 캔틸레버 부재 또는 뼈대의 어느 부재에서나 

부모멘트 철근은 매입길이, 갈고리 또는 기계식 정착장치에 의하여, 지

지부재의 내부 또는 지지부재를 지나서 정착한다.

마) 지지부에서의 부모멘트에 대한 총 인장철근량의 1/3 이상은 부재의 유

효높이 이상, 철근지름의 12배(12db), 또는 순지간의 1/16 중 큰 값 이

상의 매입길이를 변곡점을 지나 연장하여야 한다.

5) 원자로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철근의 정착은 KEPIC SNB-3530의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1) 일반사항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담당기술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이음을 할 수 있다.

나) 겹이음

∙단부지압이나 기초에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11을 초과하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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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겹이음을 할 수 없다.

∙다발철근의 겹이음은 다발 내의 각 철근이 요구하는 겹이음 길이를 기

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다발철근의 정착거리 조항에 준하여 길이를 

증가시킨다. 다발내의 각 철근의 겹이음은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휨부재에서 서로 접촉되지 않은 겹이음(noncontact lap splice)으로 이

어진 철근간의 횡간격은 겹이음 길이의 1/5 이하이고 6 인치 이하이어

야 한다.

2)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

가)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철선의 겹이음 최소길이는 다음 값 이상이고 

최소 12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A급 이음    --------------------------------------- 1.0 ld

B급 이음    -------------------------------------- 1.3 ld

여기서, ld는 수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항복강도 fy에 대한 인장 정착길이

나)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이나 철선의 겹이음은 B급 겹이음을 한다. 다만,

다음 두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는 A급 겹이음을 할 수 있다.

∙사용된 철근의 단면적이 겹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해석에 의해 요구되

는 단면적의 2배 이상 

∙총철근의 1
2 이하가 요구되는 겹이음길이 이내에서 이음이 되었을 경우

3)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 기둥철근 등 기타의 이음은 ACI 349-01, 12.16에서 

12.19에 따라야 하며, 압축을 받는 부재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겹

이음할 때의 이음길이는 굵은 철근의 정착길이와 가는 철근의 이음길이 

중 큰 것으로 한다. #11을 초과하는 철근도 그 이하의 철근에 겹이음할 수 있다.

4) 원자로 격납건물에 사용되는 철근의 이음은 KEPIC SNB-4300의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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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된 철근의 QVDL(Quality Verification Documentation List) 및 

CMTR을 포함한Mill Test Certification에 대한 검토하여 철근의 마디 형

상, 화학성분, 인장 및 굽힘 시험결과가 관련 ASTM 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철근가공

- 갈고리 철근의 구부림 각도별, 철근 크기별 최소연장길이를 확인한다.

- 철근의 크기별 최소 구부림 지름을 확인한다.

- 특별한 검토 및 승인이 없는 한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린다.

- 콘크리트에 일부분 매설되어 있는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담당기술자가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구부려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먼지나 기름, 또는 

비금속성의 이물질이 묻어있어서는 안된다.

- 띠철근(tie bar)의 Hook 상태 확인

다. 철근배근

- ‘검사중점사항’의 철근배근 허용오차와 철근의 간격요건 준수여부를 확

인한다.

- 철근의 최소피복두께요건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철근배근 허용오차와 

연계).

- 기둥철근의 절곡요건(슬래브내 절곡부위 위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부재들의 접합부에 대한 둘레보강 요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기둥 주철근의 배치상태 및 임의 절곡여부를 확인한다.

- 철근설치 허용오차가 관련 시방서 및 절차서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철근의 이음

- 단부지압이나 기초에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11을 초과하는 철근

은 겹이음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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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원자력구조-격납구조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C 원자력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다. ASME Code Sec. , "Concrete Reactor Vessel Containment Structure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라. ACI 349-01,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 Related Concre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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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철근 설치공사 1. 재료의 적합성

가. 철근의 규격 및 CMTR의 요

건 준수여부

2. 철근가공의 적합성

가. 철근의 가공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3. 철근배근의 적합성

가. 철근 배근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나. 현장 절곡된 철근이 있을 경

우 절곡 작업의 적절성 검토

4. 철근의 이음의 적합성

가. 겹이음된 철근의 경우 겹이

음 위치의 적절성

나. 겹이음 철근의 최소이음길이

만족 여부

◦시공 초기단계

◦시공 초기단계 및

각 검사시

◦시공 초기단계

◦시공 초기단계 및

각 검사시

◦시공 초기단계 및

각 검사시

◦철근 배근도면/

현장 비교

◦시공 초기단계

◦시공 초기단계 및

각 검사시

KEPIC SNB

KEPIC SNC

ASME

CC-2300

ACI 349

KEPIC SNB

KEPIC SNC

ASME

CC-4300

ACI 349

KEPIC SNB

KEPIC SNC

ASME

CC-3530

ACI 349

KEPIC SNB

KEPIC SNC

ASME

CC-3530

ACI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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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6절 철근의 기계적 이음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철근의 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이음방법중 추가적인 기계적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겹이음을 제외한 철근의 이음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11을 초과하는 

철근에 대해서는 기계적이음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관련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콘크리트 단면의 block out이나 계획되지 않은 시공과정에서 겹이음길이

가 부족하거나 철근의 밀집지역에서 철근의 순간격 확보를 위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기계적이음의 종류에는 채움금속이음(CAD-Weld), 변단면 나사이음 및 압착

이음, 이형철근 나사이음, 냉간 전조 평행나사 이음 등이 있다.

2. 검사 대상

가. 기계이음 재료 및 인증시험

나. 기계이음 작업자의 인증

다. 기계이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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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계이음의 주기 시험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철근은 원전 구조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구조물

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필수 요소로서,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인 인장에 대해 

취약한 이방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장과 전단 및 비틀림에 저항

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철근의 기계적이음은 콘크리트 내에서 철근의 연속성이 유지됨으로써 설계

하중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설치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기계적이음은 다음의 검사 주요요건에 제시된 바와 같이 품질

승인과 기록 및 식별 표식, 기계적이음 계통의 품질승인 요건, 현장제작 기계

적이음의 절차에 대한 요건, 초기 품질승인시험, 현장제작 기계적이음의 추가 

성능시험, 인장시험 결과의 기록, 충격요건 등을 만족하여야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품질승인, 기록 및 식별 표식

1) 요구되는 품질승인

시공자나 제작자는 그의 작업원이 수행한 이음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

음절차와 이음작업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아래에서 요구하는 시

험을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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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의 유지와 보증

시공자나 제작자는 자격을 부여한 이음작업원에 관한 기록과 사용한 이음

절차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시험날짜 및 결과와 각 

이음작업원에게 지정해준 식별표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3) 자격부여 이전의 이음

이음작업원은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만 작업을 할 수 있다.

나. 기계적이음 계통의 품질승인 요건

1) 일반요건

기계적이음 계통 제작자는 이음 계통에 대한 품질승인을 위해 일련의 성

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성능시험을 위한 재료

기계적이음의 성능시험은 실제 이음에 사용하려는 것과 같은 재료를 사용

하여 실시하여야한다. 사용한 모든 시험시편의 재료와 제원을 문서로 기록

하여야한다.

3) 성능시험의 형식과 횟수

가) 정적 인장시험

철근 크기와 기계적이음 형식마다 각각 6개의 이음 시편에 대해 인장

시험을 하여야 한다. 압착이음에 대해서는 시험대상인 각각의 철근치

수에 대해 세가지의 상이한 마디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의 실제 

인장강도를 정하기 위해 기계적이음 시편의 철근과 같은 연속되는 

철근에 대해 인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기계적이음의 평균 인장강도는 

철근의 실제 인장강도의 90%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최소 인장강도의 

100% 보다 작어서도 안된다. 개개의 이음부의 인장강도는 철근의 최소 

항복강도의 125% 보다 작어서는 안된다. 이음이 있는 시편과 없는 시

편 모두에 대한 각각의 시험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해야 한

다.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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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장량

∙최소 2% 변형률에 도달할 때까지의 하중-신장 곡선

기계적이음이 있는 시편과 없는 시편의 한 쌍에 대한 게이지 길이는 

똑 같아야 하고, 슬래브 이음 길이에 철근의 양단에서 철근 지름보다

는 크고 철근지름의 3배 보다는 적게 연장길이를 더한 길이와 같아야 

한다. 변단면 나사형 이음에서는 이음 시편 중 하나를 이 시험에서 요

구하는 온도 또는 그보다 낮은 온도로 시험하기 전 약 24시간 동안 냉

각시켜 두어야 한다. 위험나사단면에서의 시험온도는 20oF(-7oC) 이하

여야 하며 시편이 항복수준의 하중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시험온도

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반복 인장시험

철근의 각 치수마다,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적이음 형식마다 3개의 시

험시편에 대하여 저주기 인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각각의 시편은 철

근의 규정된 최소 항복응력의 5%에서 90% 범위로 변하는 응력을 100

주기 동안 견디어야 한다.

4) 기본적인 변경

성능시험은 아래사항 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행하

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이음 슬래브의 재료나 등급의 변경

∙이음 슬래브의 단면적의 감소

∙철근의 연결길이의 감소

∙철근 등급의 증가

나) 채움금속이음의 경우 채움금속의 변경

다) 압착이음의 경우 

∙압착력의 변화

∙압착기 압착면의 기하학적 형태변화

∙스터드 재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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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이나 외경의 변화

∙가열 이음에 대해서 압착시에 요구되는 슬래브의 최소 온도의 변화

와 슬래브가 가열오븐 속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최대 시간 및 온도의 

변화

다. 현장제작 기계적이음의 절차에 대한 요건

모든 현장제작 기계적이음은 적어도 상기의 성능시험 절차에 아래의 사항

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채움금속이음

가) 철근단부 손질

나) 청결요건

다) 철근단부 위치의 공차

라) 이음되는 철근단부 간의 허용 가능한 틈새

마) 채움금속의 허용공극

2) 압착이음

가) 청결요건

나) 압착에 사용하는 장비의 형식과 방법

다) 요구되는 압착력, 측정방법, 압력의 허용오차 및 유압계통에 대한 보정

빈도 

라) 양쪽 철근의 연결과 최종 줄맞추기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마) 철근 단부 손질(준비)

바) 한 슬래브 당 압착작업의 최소 횟수 및 최대 횟수

사) 슬래브를 전 길이에 걸쳐 압착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아) 다이(die)의 마모한계와 검사 빈도

자) 가열하는 슬래브는 가열주기의 기간 및 온도와 압착시의 슬래브 온도

에 대한 제한 사항과 이를 계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차) 압착슬리브에 스터드가 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하

는 방법



제2.6절     개정 4 - 2013. 4- 6 -

3) 냉간전조평행나사이음

가) 철근나사가공

나) 단면가공

다) 전조가공

라) 이음부 시공전검사

마) 조임방법

바) 이음부 시공 후 체결길이 검사

사) 커플러 체결검사

라. 초기 자격인증시험

각각의 기계적이음 작업원은 작업할 철근 중에서 가장 큰 치수의 철근으로 

2개의 자격인증시편을 준비해야 한다. 철성분의 채움금속이음과 압착이음

은 각각의 이음위치(수평위치, 수직위치, 경사위치)에 대해서도 자격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인증용 이음은 구조물에서 사용될 것과 같은 철근을 사

용하여야 한다. 완성된 자격인증용 이음의 인장시험결과는 표 1에 규정된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표 1. 채움금속이음과 아크 용접이음을 갖는 슬래브에 대한 인장요건

철근 재료특성 이음강도요건

시방서 등급
최소항복강도

psi

최소인장강도

psi

최소 평균

이음인장강도

psi

최소 단일

이음인장강도

psi (주1)

ASTM A615

ASTM A615

40

60

40,000

60,000

70,000

90,000

70,000

90,000

50,000

75,000

주  <1> 항복강도의 125%에 해당하는 값

마. 현장제작 기계적이음의 추가 성능시험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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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작 기계적이음이 인장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공

중 일련의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표본이음

시험표본이음은 ‘마. 3)’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현장에 있는 철근으로부터 

직접 잘라낸 현장 제작 이음이나 현장 제작 이음과 같은 조건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운반 가능한 직선형 동종이음이어야 한다.

3) 시험 빈도

시험표본이음은 다음에서 각 이음 계통에 해당하는 요건에 따라 인장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철 성분의 채움금속이음을 갖는 슬래브나 압착이음은 수평철근, 수직철

근과 경사철근마다 각각 별도의 시험주기를 설정해야 한다. 반원형으로 

구부린 철근의 현장제작 이음 시험표본과 구조용 강재나 라이너에 아

크용접하는 슬래브 시험표본은 직선으로 된 동종이음 시험표본으로 대

체할 수 있다.

∙철성분의 채움금속이음을 갖는 슬래브에서는, 각각 100개의 현장제작 

이음마다 하나의 이음에 대해 시험을 해야 한다.

∙압착이음에서 시험주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

- 현장제작 이음만을 시험한다면, 표본추출빈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처음 10개의 현장제작 이음중 1개의 이음  

. 다음 90개의 현장제작 이음중 1개의 이음        

. 그 다음 100개의 제품마다 2개씩

- 현장제작 이음과 동종이음에 대해 시험한다면, 표본추출빈도는 다음

과 같아야 한다.

. 처음 10개의 현장제작 이음중 1개의 현장제작 이음  

. 그 다음 90개의 현장제작 이음중 1개의 현장제작 이음과 3개의 동종이음

. 그 다음 100개의 현장제작 이음마다 현장제작 이음이든 동종이음이

든 3개의 이음. 다만, 시험을 행한 총수의 1/4은 적어도 현장제작 

이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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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장시험요건

시험표본이음은 SA 370에서의 재하율을 사용하여 인장시험을 하여야 한

다. 모든 변단면 나사형 이음의 시험표본은 20oF(-7oC) 이하의 온도에서 

인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시험표본의 인장강도는 표 1의 항복강도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속적인 15개의 시험표본으로 묶은 각각의 평균 인장강도는 표 1의 최

소 평균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을 행한 시험표본이 위의 가) 또는 나)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마. 5)’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5) 기준 이하의 인장시험 결과

가) 시험시편이 표 1의 강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철근의 단면이 파단되

면, 시공자나 제작자는 철근의 파손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마.

3)’에 따른 시험을 계속하기에 앞서 이음표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필

요한 시정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사용한 어느 한 이음이 표 1의 강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철근은 파단되지 않았다면, 2개의 표본을 추가로 시험해야 한다. 이들

의 재시험 중 어느 것도 표 1의 강도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이음 

형식은 사용이 중지되어야 한다. 파괴원인을 보완하고 해결할 때까지 

이 이음 형식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 연속적인 15개의 표본들의 평균 인장강도가 표 1의 강도요건을 만족하

지 못한다면 이 이음 형식은 사용이 중지되어야 한다. 시공자나 제작자

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라) 이 이음 형식이 다시 사용될 경우 시험은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되어야 

한다.

바. 인장시험 결과의 기록

라. 와 마. 항의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인장시험에 관한 모든 결과는 기타 

관련된 자료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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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접

부품에 슬리브이음을 용접하는 작업은  KEPIC-SWS 이나 KEPIC-MQW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용접사와 용접절차를 사용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아. 충격요건

철근 또는 기계적이음을 충격시험이 요구되는 재료에 용접하려고 할 때에

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용접채움금속은 철근을 부착시킬 재료에 관한 요건에 따라 충격시험을 행

하여야 한다.

2) 충격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재료의 합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품질승인과 기록 및 식별 표식

- 작업자의 인증 및 관리가 철저히 준수되는지 여부 확인

나. 기계적이음 계통의 품질승인 요건

- 기계적이음의 성능시험이 실제 이음에 사용하려는 것과 같은 재료를 사

용하여 실시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정적인장시험, 반복인장시험 요건 준수여부 및 품질 승인후 변경사항 발

생여부 확인

- 강재플레이트 양면에서 실시되는 기계적이음의 승인절차

다. 현장제작 기계적이음의 절차

- 모든 현장제작 절차서가 상기의 검사주요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이음

부 청결상태, 철근단부 공차, 허용공극등이 절차서에 준하여 설치되는지 

여부 확인

- Cadweld 시공 후 공극, 철근매입길이 등 검사절차의 관련 기술시방서 및 

절차서 명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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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기 자격인증시험

- 기계적이음 작업원은 작업할 철근 중에서 가장 큰 치수의 철근으로 2개

의 자격인증시편을 준비해야 함.

- 철성분의 채움금속이음과 압착이음은 각각의 이음위치(수평위치, 수직위

치, 경사위치)에 대해서도 자격인증을 취득해야 함.

- 구조물에서 사용될 것과 같은 철근을 사용하여 자격인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마. 현장제작 기계적이음의 추가 성능시험

- 시험표본이음의 추출 및 제작의 적합성

- 인장시험 빈도 만족여부

- 시험표본이음 인장시험시 재하율 및 강도 만족여부

- 인장시험 불만족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 모든 기계적이음에 대한 육안검사 수행여부 확인

바. 인장시험 결과의 기록유지 여부

사. 개구부 주위 기계적이음의 설치상태 적합성

- Staggering, 최소간격 등

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

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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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문헌

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원자력구조-격납구조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C, 원자력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code case SN-C-048(2005), 철근의 기계적

이음

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code case SN-C-114(2012), 냉간 전조 평행

나사 이음 인장시험 요건의 온도 조건(KEPIC-SNB 4333)

마. ASME Code Sec. III, Div. 2, Subsec. CC-Concrete Containments, 1998 ed.

바. ACI 349-01,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 Related Concre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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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철근의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 계통 품질승인 결

과의 적합성

가. 성능시험용 재료와 현장 사

용 재료의 일치 여부

나. 이음재별 성능시험 실시 여

부 및 결과의 적합성

다. 성능시험 후 설계변경 여부

2. 작업자 인증결과의 적합성

가. Cadweld 이음 작업자 자격

인증

나. BMS 이음 작업자 자격인

증

3. 현장제작 기계적 이음에 대한 

관리시험의 적합성

가. 시험표본이음의 추출 및 제작

의 적합성

나. 인장시험 빈도 요건 준수  여부

다. 시험표본이음 인장시험결과 

강도 만족 여부

라. 인장시험  불만족시 처리내용

의 적합성 여부

마. 모든 기계적이음에 대해 육안

검사가 실시되고 결과가 시공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시공 초기단계 및 

계통의 기본적 사양

에 변화가 있을 시

◦시공 초기단계 및 각 

단계별 검사시

◦각 검사시

KEPIC SNB

및 SNC

KEPIC

적용사례(S

N-C-048,

114)

ASME CC

-4300

KEPIC SNB

및 SNC

ASME CC

-4300

KEPIC

SNB 및 

SNC

KEPIC

적용사례(S

N-C-048,

114)

ASTM A576

ASME CC

-4300

건설기술시

방서(C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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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7절 콘크리트 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로 격납건물 및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은 모두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

어져 있으므로, 제출되어 검토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적용된 각종 규제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건설되어 구조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는 철근 및 텐돈 쉬스, 각종 매설물의 배치, 거푸집 설치, 콘

크리트의 생산, 운반, 타설, 다짐, 양생 등의 많은 공정을 거쳐 구조체 콘크리

트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 있는 각종 품질변동요인이 최종적인 콘크

리트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른 분야의 시공과는 달리 100% 현장

에서 이루어지므로 콘크리트 자체의 시공조건은 물론, 시공당시의 기상조건,

현장의 작업조건, 작업자의 의식 및 숙련도 등 구조물의 품질에 미치는 요소

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공장 및 현장에서 개별적인 기기 또는 구성된 계통에 대한 최종적인 

성능확인이 가능한 기계ㆍ전기공사와는 달리 완성된 구조물 자체의 건전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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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능확인 방법이 거의 없으며, 일단 시공된 후에는 철근의 배근상태, 내부

결함유무 등 내부에 대한 확인 및 수정작업이 매우 어렵다. 또한 콘크리트 구

조물은 건설 후 각종의 자연력 및 인위작용을 받아 시간경과와 함께 물리적ㆍ

화학적으로 변질되고 성능저하가 진행되어 손상이 발생하며, 특히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재료의 사용 및 부적절한 배합ㆍ설계ㆍ시공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조기에 열화ㆍ손상을 일으켜 구조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기능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설계서, 시방서, 적용된 각종 규제요건 및 관련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유해한 것을 제거하며, 품질변동을 

허용범위 이내로 최소화하고 이상원인을 조사․규명하여 조치함으로써 경제적

이고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철저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며, 사용전검사 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

다.

2. 검사 대상

가. 원전 안전관련 시설 콘크리트 재료 및 품질관리

나. 콘크리트 배합설계

다. 콘크리트 생산, 운반, 타설, 양생

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건전성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격납건물 및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은 지진, 홍수 등의 자연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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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 비산물 충돌과 같은 우발적 사고 및 발전소 설비 자체의 사고 등 여

러 가지 사고에 대하여 안전관련 주요 기기 등을 안전하게 지지․수용하여야 

하며,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대상 공정은 원전 구조물을 구성하는 단위공사이며, 다양한 단위공사가 

합쳐져 구조물을 구성하므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 격납건물은 설계 시 고려된 콘크리트의 설계특성 (강도, 탄성계수,

프와송비, 건조수 축 및 크리프 변형특성 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배합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 중 및 타설 후에 준수해야 할 각종 시방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공되어야 하며, 구조물에 유해한 균열, 내부공동(Void),

Honeycomb 및 Cold Joint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철근, 포스트텐셔닝 계통 및 내부 매설물들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각종 적용 기술기준 및 표준규격의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법령 등의 

규제요건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에 관련된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관

련도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콘크리트 공사 전 구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행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 사용재료의 선정, 승인 및 관리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 

2) 콘크리트 배합설계 및 강도시험결과에 의한 배합조정결과의 타당성 

3) 콘크리트 생산설비의 적합성(믹서 균일성, 재료별 계량기기 검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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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운반트럭 및 타설장비의 적합성

5) 거푸집 설계의 타당성

6)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7) 콘크리트 시험요원 및 검사자의 자격인증 여부 등

8) 관련 절차서의 적합성 등

다. 콘크리트 타설 계획 및 타설 준비상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시공이음부 설치위치 및 처리상태의 적합성

2) 철근배근, 텐돈 쉬스 설치 및 매설물 설치상태

3)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상태

4) 타설계획의 적합성 등

라. 콘크리트 시공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부재치수별 콘크리트 생산온도

2) 콘크리트 타설방법 및 절차

3) Cold Joint 발생 여부

4) 양생방법 등

마. 콘크리트 타설 상태를 검토한다.

1) 균열발생 여부

2) Honeycomb 및 Void 등 결함발생 여부

3) 설계재령에서의 콘크리트 설계강도 발현 여부 등  

4) 공사측량결과와 도면(기타 시설물과의 Interface 여부)의 비교ㆍ검토  

바. 현장 콘크리트 시공기록(CIP, Surveillance Check Report) 및 사업자의 

Trouble Record(NCR, FCR, QDN 등)을 검토하여 콘크리트 공사의 타당

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도면 등이 기술적인 개정이

유에 의해 개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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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며,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선행호기 및 당해 공사의 사용전검사 시 기지적되어 시정조치 요구된 사

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기록 등을 확인한

다.

다. 사업자의 Trouble Record(NCR, FCR, QDN 등)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

은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검토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지진발생시 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내진간극(Seismic

Gap)의 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내진간극을 채우는 충전재(Sealant)

의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다.

마.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결과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 및 철근 피복두께 등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한다(특히 해수와 접촉하거나 해수 비말의 영향을 받

는 구조물).

바. 콘크리트 균열저감을 위해 요건(부재크기별 최대 타설온도 등)이 기술시

방서와 관련 절차서에 적절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시공이음부의 위치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음부 작업시 이물질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이음부의 처

리 적합성, 슬래브 및 보에서의 이음부 위치 적합성을 확인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 중 및 타설 후에 대한 점검요건의 적절성을 확인

한다.

자. 합성구조물의 거더 및 데크 부분, 대형개구부 슬리브 하부, 텐돈정착부 

및 철근 밀집지역 등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시공대책 및 사후 점검방안을 확인한다.

차. 기둥, 벽체 등의 단면변화 부위에 배근되는 Off-set Bar의 Off-set 부분이 

슬래브층 내에 매입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또한 벽체 수직철근의 절

곡위치가 시공이음부 면에서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최소 순간격을 확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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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기둥, 벽체 등의 수직부재와 슬래브가 일체로 타설되어 접합부에 구조건

전성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슬래브와 보, 거더가 

일체로 타설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타. 콘크리트 잔골재 선정 및 승인시험 과정에서 관련요건(ASTM D 1411 등)

이 준수되고 시험시료의 대표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에 대한 시험이 충분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파. 격납건물 타설용 콘크리트에 대한 크리프 시험이 RG 1.35.1의 요건을 만

족하는지 확인한다.

하. 격납건물 고급 콘크리트 검사자(Level III)의 자격인증이 적합하고, 수행업

무가 절차서에 적절히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나.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원자력구조-격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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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C, 원자력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마.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1,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

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사. ASME Sec.Ⅲ, Div.2,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아. ANSI/ASME NQA-1,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자. ANSI/ASME NQA-2, Part 2.5,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Structural Concrete and Structural Steel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차. ACI 349,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 Related Concrete Structures

카.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

타. ASTM Sec.4, Vol. 04.02, Concrete and Mineral Aggregates

파. ACI 301,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Concrete for Buildings

하. ACI 117, Standard Specification for Tolerance for Concrete Construction

and Materials

거. ACI 211.1, Standard Practice for Selecting Proportions of Normal, Heavyweight

and Mass Concrete

너. ACI 304R, Guide for Measuring, Mixing, Transporting and Placing

Concrete

더. ACI 305R, Recommended Practice for Hot Weather Concreting

러. ACI 306R, Recommended Practice for Cold Weather Concreting

머. ACI 308, Recommended Practice for Curing Concrete

버. ACI 309R, Recommended Practice for Consolidation Concrete

서. ACI 318,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Reinforced Concrete

어. ACI 347R, Guide to Formwork for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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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용 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확인 시험항목 및 시험빈도

재     료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초    기 현장 적용후

시   멘   트

표준 화학적 성질 ASTM C 114 매 1200 ton 마다 매 1200 ton 마다 

분 말 도 (Fineness) ASTM C 204
or C 115

매 1200 ton 마다 매 1200 ton 마다 

Autoclave Expansion ASTM C 151 매 1200 ton 마다 매 1200 ton 마다 

압 축 강 도 ASTM C 109 매 1200 ton 마다 매 1200 ton 마다 

응 결 시 간
ASTM C 266

or C 191
매 1200 ton 마다 매 1200 ton 마다 

혼
화
재
료

AE 제
균 등 성 (적외선 분광,

pH, 고형분)
ASTM C 260

반입할 때 마다

or 생산 로트별 

반입할 때 마다

or 생산 로트별 

광  물  질 
혼  화  재

플라이애쉬 
및  포졸란

강 열 감 량 ASTM C 311 매 400 ton 마다 매 400 ton 마다

알 칼 리 량 ASTM C 311 매 2000 ton 마다 매 2000 ton 마다

분말도 (No.325체 분석) ASTM C 311 매 400 ton 마다 매 400 ton 마다

비    중 ASTM C 311 매 400 ton 마다 매 400 ton 마다

시멘트 알칼리와의 반응성 ASTM C 441 매 2000 ton 마다 매 2000 ton 마다

화학혼화제
균 등 성〔적외선 분석,
비중(액체 자체), 절대건
조에 의한 잔분〕

ASTM C 494
반입할 때 마다

or 생산 로트별 

반입할 때 마다

or 생산 로트별 

그 라 우 트 
유 동 화 제

물 리 적  성 질 ASTM C 937
반입할 때 마다

or 생산 로트별 

반입할 때 마다

or 생산 로트별 

골        재

입    도  ASTM C 136 콘크리트 1000 yd3 당 콘크리트 2000 yd3 당 

함 수 량 (습 분) ASTM C 566 1일 2회(생산중)
No. 200체 통과 미립분 ASTM C 117 콘크리트 1000 yd3 당 콘크리트 2000 yd3 당

유 기 불 순 물 ASTM C 40 콘크리트 1000 yd3 당 콘크리트 2000 yd3 당

편  장  석 CRD C 119 1개월 마다 6개월 마다

연 질 석 편 ASTM C 142 1개월 마다 6개월 마다

경 량 입 자 ASTM C 123 1개월 마다 6개월 마다

비 중  및  흡 수 율
ASTM C 127

or C 128
1개월 마다 6개월 마다

LA 마 모 시 험
ASTM C 131

or C 535
6개월 마다 6개월 마다

염 화 물  함 유 량 ASTM D 1411 6개월 마다 6개월 마다

암 석 학 적  시 험 ASTM C 295 6개월 마다 6개월 마다

물  및  얼 음
압축강도에 미치는 효과 ASTM C 109 6개월 마다 6개월 마다

염 화 물 함 유 량 ASTM D 512 1개월 마다 1개월 마다

콘 크 리 트

믹서 균등성 ASTM C 94 최초 및 6개월마다 최초 및 6개월마다

압 축 강 도
ASTM C 39
or C 943

매일 최소 1세트,
100 yd3당 1세트      

(실린더 공시체 2개)

50yd3이상 타설일마다 
200yd3 당 1세트      

(실린더 공시체 2개)

슬  럼  프 ASTM C 143
매일 타설되는 첫 
배치와 50 yd3 당

매일 타설되는 첫 
배치와 100 yd3 당

공  기  량
ASTM C 173

or C 231
매일 타설되는 첫 
배치와 50 yd3 당

매일 타설되는 첫 
배치와 100 yd3 당

온      도 -
매일 타설되는 첫 
배치와 50 yd3 당

매일 타설되는 첫 
배치와 100 yd3 당

단위용적중량 ASTM C 138 매   일
압축강도용 실린더 

1세트 마다 함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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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사 용 재 료

및 콘크리트

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선
정 및 승인결과의 적합성

2. 콘크리트 재료 및 콘크리트
에 대한 관리시험의 적합성

3. 실험실 공인시험기관 인증
결과의 적합성

4. 시험장비에 대한 검교정 
결과의 적합성

5. 콘크리트 검사자 및 시험
요원의 자격인증결과의 적
합성 

6.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조치사항의 적합성

ㅇ공사전, 사용재료  변
경시, CMTR, 콘크리
트 재료 선정 및 승
인시험 결과 검토

ㅇ공사중, 시험 관련 절
차서 및 관리시험결
과 검토

ㅇ초기 공사전, 공인시
험기관 인증결과 검토

ㅇ공사 전·중, 시험 관
련 절차서 및 시험장
비 검교정결과 검토

ㅇ공사 전/중, 시험 관
련 절차서 및 자격인
증서류 검토

ㅇ공사 후, 관련 시험 
기록 및 CIP 검토,
현장확인

KEPIC SNB
2200 및 

SNC 3장

KEPIC SNB
5200

KEPIC QAP

KEPIC QAP
/SNB 5130

KEPIC SNB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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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콘크리트 배합

콘 크 리 트 
생 산 설 비

콘 크 리 트
타 설 준 비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절차 
및 결과의 적합성 

2. 콘크리트 강도시험결과에 
의한 배합조정 및 시험주
기 변경의 적합성 

3. 골재의 함수상태를 고려한 
콘크리트 시방배합의 을 현
장배합 조정결과의 적합성 

1. 콘크리트 배치플랜트(B/P)
의 인증 

2. 콘크리트 B/P 믹서 균일
성시험 및 계량기기의 검
교정 결과의 적합성

3. 서중/한중 콘크리트 생산
을 위한 설비의 적합성 

4. 콘크리트 재료의  저장 및 
관리 상태의 적합성 

1.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설치
위치 및 처리상태의 적합
성

2. 콘크리트 타설계획의 적합
성 

3. 거푸집 설계 및 설치상태,
동바리 설치상태의 적합성

4.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 장
비의 성능평가

5. 철근, 텐돈 쉬스 및 각종 
매설물 등의 설치위치

ㅇ공사전/배합변경 시,
배합설계 자료 검토

ㅇ공사중, 강도 관리시
험결과, 배합조정 및 
시험주기 변경결과 
검토

ㅇ 공사중, 골재 함수시
험결과 및 현장배합 
조정결과 검토

ㅇ초기 공사전, B/P 인
증결과 검토

ㅇ공사전ㆍ중, 믹서 균
일성 시험 및 검교정 
자료 검토

ㅇ공사전ㆍ중, Ice Plant,
Chiller, 보일러 등 
운영상태 확인

ㅇ공사전ㆍ중, 현장확
인, CIP 확인

ㅇ공사전, 시공계획 검
토

ㅇ공사전, 시공계획 검
토

ㅇ공사전, 거푸집 설계
계산서 검토

ㅇ공사전, 성능시험결과 
확인

ㅇ공사전, 현장확인

KEPIC SNB
2230/SNC 5장,
ACI 211.1/301

KEPIC SNB
2233 및 5000

KEPIC SNB
2232

KEPIC QAP 및 
ASTM C 94

KEPIC QAP 및 
ASTM C 94

ACI 305R/306R

ACI 301/304R

KEPIC SNC 6.5
ACI 301/304R

KEPIC SNC,
ACI 301/304R

ACI 347R

ACI 304R 및 
ASTM C 94

KEPIC SNB
5300/5400 및  
SNC 6,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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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배치티켓 관리의 
적합성 

2. 부재치수별 콘크리트 타설
온도의 적합성 

3. 콘크리트 타설방법 및 절
차의 적합성 

4. 콘크리트 타설 중 배관폐
쇄시 후속조치의 적합성 

5. 철근밀집부, 합성구조 거
더 및 데크 부분, 대형개
구부 주변에 타설된 콘크
리트 배합 및 다짐작업의 
적합성 

6. 콘크리트 타설 중 Cold
Joint 발생여부 및 발생시 
후속조치의 적합성 

7. 수직부재-수평부재 일체
타설시 수직부재 타설 후  
수평부재 타설시기의 적
합성  

8. 콘크리트 타설중 강우 시 
후속조치의 적합성 

9. 서중 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대책의 적합성

ㅇ공사 중, 배치티켓 검
토

ㅇ공사중, CIP 검토 및 
현장입회

ㅇ공사중, 현장입회, 시
험기록 검토

ㅇ공사중, 현장입회, 시
공기록 검토

ㅇ공사전ㆍ중ㆍ후, 시공
기록 검토

ㅇ공사중, 현장입회

ㅇ공사중, 현장입회

ㅇ공사중, 현장입회

CP-C2, D.7
ACI 304R/305R
및 306R 참조

CP-C2, D.7

KEPIC SNB
5200

ACI 304R

CP-C2, D.7

ACI 304R

KEPIC SNC
6.4.5

ACI 305R,
30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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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콘크리트 양생

콘 크 리 트
시공후 관리

1. 콘크리트 양생방법의 적합
성 

2. 거푸집 존치기간의 적합성 

3. 양생기간 중 과도한 하중
재하 여부 

1.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만족 
여부 및 불만족시 후속조
치사항의 적합성 

2. 콘크리트 내·외부의  균열,
Honeycomb 및 공극 등의 
결함발생 여부 

3. 균열, Honeycomb 등 결
함부위에 대한 조사, 원인
분석, 보수 등 후속조치사
항의 적합성

4.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결
과의 적합성 

5. 콘크리트 시공기록 관리의 
적합성 및 Feed-back 여부 

ㅇ공사 중, 시공기록
검토

″

″

ㅇ공사중ㆍ후, 시험보고
서 검토

ㅇ공사후, 현장입회

ㅇ공사후, 현장입회 및 
보수관련 기록 검토

ㅇ공사후, 현장입회 및 
NCR, FCR 검토

ㅇ공사후, 현장입회 및 
FCR, QCN 등 검토

ACI 308

″

″

KEPIC SNB
5200

ACI 117, 351

〃

KEPIC QAP
Ⅱ.15,16

KEPIC QAP
Ⅱ.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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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8절 그라우트 작업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시 주요 기계 및 기기기초의 경우 가동

중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ㆍ저항할 수 있도록 일반 콘크리트보다 견고해야 하

며, 관통구 주위와 같이 철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곤

란하므로 그라우트로 시공되고 있다.

원전 구조물의 경우에도 기계 저판(Base Plate) 또는 앵커슬리브(Anchor

Sleeve) 등의 주요 지지부 기초공사, 관통부(Penetration)주변의 보강공사, 부착

식(Bonded Type) 포스트텐셔닝 시스템 및 콘크리트 결함부위 보수공사 등에 

그라우트가 사용된다. 이러한 그라우트 작업에 사용되는 그라우트에는 무수축 

그라우트(Nonshrink Grout)와 시멘트 그라우트(또는 드라이팩 그라우트 ; Dry

Pack Grout)가 있다.

무수축 그라우트는 그라우트가 건조할 때 건조수축에 따른 체적변화를 없

애기 위해 특수 혼화제를 첨가한 것으로서, 어느 곳에서나 바로 사용할 수 있

는 프리믹스(Pre-mixed) 제품이며, 고강도, 무수축성 및 유동성이 요구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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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기계의 설치공사 및 토목ㆍ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그라우트이다. 또한 시멘

트 그라우트는 Dry Packing에 의한 경화, 일반적인 변형 및 수축을 최소한으

로 유지하기 위해 물, 모래, 시멘트를 잘 조합시킨 된배합의 시멘트계 혼합물

로서, 주로 콘크리트의 보수공사에 사용된다.

이와 같이 무수축 그라우트와 드라이팩 그라우트는 사용재료는 물론, 시공

과정이 상이하므로 시공조건, 작업자의 의식 및 숙련도 등에 따라 그라우트의 

품질에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품질변동을 허용범위 이내로 최소화하여 설계서, 시방서, 적용된 각

종 규제요건 및 관련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그라우트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시공 

전반에 걸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2. 검사 대상

가. 그라우트 재료 및 품질관리

나. 그라우트 배합설계

다. 그라우트 생산, 운반, 타설, 양생

라. 그라우트 시공상태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격납건물 및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은 지진, 홍수 등의 자연현상이

나 화재, 비산물 충돌과 같은 우발적 사고 및 발전소 설비 자체의 사고 등 여

러 가지 사고에 대하여 안전관련 주요 기기 등을 안전하게 지지, 수용하여야 

하며,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대상 공정은 원전 구조물을 구성하는 단위공사이며, 다양한 단위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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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져 구조물을 구성하므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2. 안전 설계사항

원자로격납건물 및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은 지진, 홍수 등의 자연현상이나 

화재, 비산물 충돌과 같은 우발적 사고 및 발전소 설비 자체의 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하여 안전관련 주요 기기 등을 안전하게 지지, 수용하여야 하

며,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요 기기기초의 경우 가동중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관통구 주위의 철근밀집부위에 내부 결함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요 기기기초, 관통부 주위 및 콘크리트 보수에 사용되는 그라우

트 작업시 그라우트 작업전에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에 대한 시험 및 

공장시험성적서(CMTR)를 검토하여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배합의 

그라우트를 사용하여 타설 전, 중 및 후에 준수해야 할 각종 시방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 후 유해한 균열 및 내부결함 등의 결함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적용 기술기준인 KEPIC SNB 2000 및 5000, KEPIC SNC 및 ACI 301,

351, 305R, 306R, CRD C 621 등의 각종 기술기준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법령 등의 규제요건에 따라 그라우트 공사에 관련된 기술시방서(CP-A1,

C4, E1, M1, M5, P1), 작업절차서 및 관련도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그라우트 작업전 구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행조건의 적

합성을 확인한다.

1) 사용재료의 선정, 승인 및 관리시험 결과 또는 CMTR에 대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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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라우트 배합설계의 타당성 

3) 생산설비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4) 공사투입요원의 자격인증 여부 등

다. 그라우트 시공방법 및 양생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라. 그라우트 시공상태를 검토한다.

1) 균열, Honeycomb 및 Void 등의 결함발생여부

2) 공사측량 결과와 도면(기타 시설물과의 Interface 여부)의 비교ㆍ검토

4. 검사 유의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도면 등이 기술적인 개정이

유에 의해 개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하며, 개정전 및 개정후의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나. 선행호기 및 당해 공사의 사용전 검사시 기지적 되어 시정조치 요구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기록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의 Trouble Record(NCR, FCR, QDN 등) 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

은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

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검토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하고,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주요 기기 지지부 설치에 사용된 무수축 그라우트는 시공 후 균열, Honey-

comb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므로 시공상태의 타당성이 확인

되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Ⅱ.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Ⅱ.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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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 관한 규칙

나.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C, 원자력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라. KEPIC QAP-1,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

마.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요건

바. ACI 349,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 Related

Concrete Structures

사. ANSI/ASME NQA-1,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아. ANSI/ASME NQA-2, Part 2.5,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Installa-

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Structural Concrete and Structural Steel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자. ACI 351, Grouting for Support of Equipment and Machinery

차. ACI 301,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Concrete for Buildings

카. ACI 304R, Guide for Measuring, Mixing, Transporting and Placing

Concrete

타. ACI 305R, Recommended Practice for Hot Weather Concreting

파. ACI 306R, Recommended Practice for Cold Weather Concreting

하. ACI 308, Recommended Practice for Curing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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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ACI 318,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Reinforced Concrete

너. Sec.4, Vol. 04.02, Concrete and Mineral Aggregates

더. CRD C 611, Test Method for Flow of Grout Mixtures(Flow Cone

Method)

러. CRD C 613, Method of Test for Expansion of Grout Mixtures

머. CRD C 616,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Grout Fluidifier

Test Mortars

버. CRD C 621, Specification for Non-shrink Gr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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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재     료

배합

그라우트

작업 준비

1. 시멘트 그라우트 재료(시멘
트, 잔골재, 혼합수 및 혼화
제)의 적합성

2. 무수축 그라우트재  증결과
의 적합성 

3. 시멘트 그라우트 및 무수축 
그라우트에 대한 

4.시험장비 검교정 결과의 적
합성 

5.시험요원 자격인증의 적합성

6.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조치결과의 적합성 

1.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설계
의 적합성 

2. 골재의 함수상태를 고려한 

시멘트 그라우트의 현장배

합 조정결과의 적합성 

3. 무수축 그라우트 배합의 

적합성 

1. 그라우트의 시공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2. 콘크리트 표면처리상태 및 

앵커볼트 구멍 청소상태의 

적합성

3. 기둥 Base Plate 등의 구조

부재 설치작업의 적합성

공사전 및 재료변경시,
CMTR 및 관리시험결
과 검토

공사 전, 제조자 매뉴
얼 검토

공사 전, 시험관련 절
차서 검토

공사 전, 검교정결과 
검토

공사 전, 자격인증서류 
검토
공사 후, 관리시험 기
록 및 CIP 검토, 현장
확인

공사전 및 배합변경시,
배합설계자료 검토

공사전 및 배합변경시,
배합설계자료 검토

공사 전, 제조사 매뉴

얼 검토

공사 전, 시공계획 검

토

공사 중, 시공기록 검

토 및 현장확인

공사 전, 측량보고서,

자재인수검사보고서 

등 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 전, 제조사 메뮤

얼 검토

KEPIC-
SNB 2220,

KEPIC-
SNC

CP-C4, D.3

〃

KEPIC-
SNB 5000
사용전검사 
지침서 “2.7
콘크리트 
공사” 참조

“

KEPIC-
SNB 2230,

KEPIC-
SNC

KEPIC-
SNB 2230,

KEPIC-
SNC

ACI 211.1
및 301
KEPIC-
QAP-2

Subpart
2.5

ACI 301,
304R

ACI 304R,
351

CP-C4, D.5

및 ACI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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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그라우트

작업

그 라 우 트

작업후 관리

1. 시멘트 또는 무수축 그라

우트 품질의 적합성 

2. 그라우트의 주입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3. 작업중 시공 및 품질관

리의 적합성

1. 끼움쇠, Shim Plate 및 쐐

기 제거후 공극에 대한 

보수작업의 적합성 

2. 압축강도 관리시험의 적

합성 

3. 그라우트 내·외부 또는 기

기기초 사이의 균열,

Honeycomb 및 공극 발

생 여부 

4. 균열, Honeycomb 및 공

극 등 결함부위에 대한 

조사, 원인분석, 보수등 

후속조치사항의 적합성 

5.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결

과의 적합성 

6. 그라우트 작업기록관리의 

적합성 및 Feed-back 여

부 

공사 중, 시공기록 검토

및 현장확인

〃

공사 중, 현장확인

공사 중·후, 시공기록 

검토

공사 중ㆍ후, 시험보고

서 검토

공사 후, 시공기록 검

토 및 현장확인

공사 후, 현장확인 및 

보수관련 자료 검토

공사 후, 현장확인 및 

NCR 검토

공사 후, 현장확인 및 

FCR, QCN 등 검토

CP-C4, D.5

CP-C4, D.5

및 ACI

347R, 351

CP-C4,
D.5

CP-C4, D.5

KEPIC-

SNB 5000

ACI 117,

351

〃

〃

〃

KEPIC

QAP

Ⅱ.15,16

KEPIC

QAP Ⅱ.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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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검사등급 비 고

그 라 우 트

작업후 관리

1. 끼움쇠, Shim Plate 및 

쐐기 제거후 공극에 대한 

보수작업의 적합성 

2. 압축강도 관리시험의 적

합성 

3. 그라우트 내·외부 또는 기

기기초 사이의 균열,

Honeycomb 및 공극 발

생 여부 

4. 균열, Honeycomb 및 공

극 등 결함부위에 대한 

조사, 원인분석, 보수 등 

후속조치사항의 적합성

5.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적합성 

6. 그라우트 작업기록관리의 

적합성 및  Feed-back 여

부

공사 중·후, 시공기록 

검토

공사 중ㆍ후, 시험보고

서 검토

공사 후, 시공기록 검

토 및 현장확인

공사 후, 현장확인 및 

보수관련 자료 검토

공사 후, 현장확인 및 

NCR 검토

공사 후, 현장확인 및 

FCR, QCN 등 검토

CP-C4, D.5

KEPIC-

SNB 5000

ACI 117,

351

〃

〃

〃

KEPIC

QAP

Ⅱ.15,16

KEPIC

QAP Ⅱ.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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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9절 포스트텐셔닝 제작 및 설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에서는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조건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

을 유지하도록 설계 및 건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프리스트레스계통은 격납

건물 내부에서의 사고압력에 의해 콘크리트 단면에 허용값을 초과하는 인장응

력 및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다. 격납건물의 프리스트

레스 계통은 포스트텐셔닝 방식으로서 텐돈의 부식방지를 위해 쉬스와 텐돈 

사이에 투입되는 체움재의 재료에 따라 부착식과 비부착식으로 구별되며, 이 

방식에 따라 설계, 시공 및 검사요건에 차이가 발생한다. 설계사와 제작사의 

설계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의 주요 공정에는 정착부와 쉬스의 설치, 텐

돈의 설치, 긴장력 도입, 채움재 투입 및 정착부 보호 등이 있다.

2. 검사 대상

가. 포스트텐셔닝 계통 구성재료의 인증 

나. 정착부 및 텐돈 쉬스 설치

다. 텐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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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텐돈 긴장작업 

마. 채움재 주입 및 정착부 보호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포스트텐션닝 계통은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사고압력에 의해 콘크리트 단면

에 허용값을 초과하는 인장응력 및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

전에 구조물 내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한 공사이며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막응

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발생하는 인장력에 저항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텐돈의 크기, 배

치 및 정착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설계 수명기간 동안 발생가능한 텐돈 인장응력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설계수명 기간동안 격납건물 텐돈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

적인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프리스트레스 계통의 재료

1) 개요

격납구조물에서 사용되는 부착식 및 비부착식 프리스트레스 계통 재료

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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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스트레스 강재는 KEPIC SNB의 부록 I, 표 I-1.2에 기술된 종류로 

사용이 제한된다. 프리스트레스 요소에 대한 모든 기계적인 시험은 실

제와 같은 시험시편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ASTM 규준에 따라 생산된 재료는 그 규준의 요건에 따라 시편을 추출

하고 시험하여야 하며 인장강도, 항복강도, 신장률과 기타 관련 자료는 

재료 시험성적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프리스트레스 요소의 응력이완 특성은 재료공급자가 ASTM E 328에 따

라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의 보고규정은 KEPIC SNB-2424의 요건

을 만족하여야한다

3) 지압판, 앵커헤드 조립체와 쐐기 블록, 쐐기와 앵커너트 등의 정착장치

에 대한 재료특성, 시험 및 허용기준은 KEPIC SNB-2430의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4) 텐돈덕트, 형강, 나팔관과 부식방지용 채움재 및 영구적인 코팅 등 하중

을 받지 않는 재료 및 부속물은 KEPIC SNB-2440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정착부와 연결부 및 텐돈조립체의 성능은 KEPIC SNB-2450의 요건을 만

족하여야한다.

6) 프리스트레스 텐돈 및 정착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은 KEPIC SNB-2460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7) 프리스트레스 재료의 표식과 식별

프리스트레스 계통의 재료는 제조와 운반 및 저장과정에서 재료 시험성

적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

프리스트레스 손실, 텐돈 정착부 철근보강, 곡선배근텐돈에 의한 방사방

향 인장보강 등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설계는 KEPIC SNB-3540의 요

건을 만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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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리스트레스 계통의 제작 및 설치

1) 재료의 인수, 저장 및 취급

시공절차서에는 제작 공장과 시공현장에서 재료가 인수되고, 저장되고,

다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여야 한다. 시공자, 제작자 혹은 재료공

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는 재료의 식별과 분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 한다.

2) 텐돈 제작

지압판-나팔관 조립체와 기타 정착 구성품 및 텐돈 조립을 포함한 텐돈

의 제작은 KEPIC SNB-4430과 ASME Sec. IX 의 요건이 만족되도록 수

행되어야 한다.

3) 텐돈의 식별

텐돈의 제작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텐돈번호로서 텐

돈을 식별하여야 한다. 텐돈의 재료는 그들의 품질을 결정하는 시험에

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4) 텐돈 설치

텐돈 덕트와 채널을 포함한 텐돈 설치는 KEPIC SNB-4450의 요건에 만

족되어야 한다.

5) 포스트텐션 절차 

감독, 응력을 가하는 순서, 정렬, 하중 및 신장의 계측, 프리스트레스의 

손실 등 포스트텐션을 가하는 절차는 KEPIC SNB-4460의 요건에 만족

되어야 한다.

6) 영구적인 부식 방지

부착식 텐돈의 영구적인 부식방지는 KEPIC SNB-4470의 요건에 만족되

어야 한다.

라. 프리스트레스 계통의 검사

1) 일반사항

텐돈의 제작, 설치, 텐돈의 긴장작업, 덕트와 지압판의 설치 및 부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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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의 사용 등과 같이 계통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요구되는 검사

가) 일반사항

프리스트레스 계통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시공 시방서에 따라야 한

다. 시공 시방서에는 텐돈의 길이, 뒤틀림, 임시 보호용 피복, 정착장

치, 제작자 지침서와의 일치여부, 말기 및 포장에 대한 요건, 처리, 운

송 및 보관절차 등의 관리와 검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지압판

∙설치전

칫수의 정확도, 정방형여부 및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가 시공 시방서

에 명기된 허용기준과 일치하는가에 대해 검사되어야 한다.

∙설치후

설치된 후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지압판이 적절한 위치와 방향으로 

설치되었는지 검사되어야한다. 설치위치의 허용오차는 시공 시방서에 

따라야한다. 지압판의 방향이 콘크리트 타설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방서에 지압구역에 있는 콘크리트의 적합성을 검사할 수 있는 

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텐돈 덕트 

∙설치전

텐돈 덕트는 형식, 지름, 두께 등이 시공 시방서에 부합함을 보증하기 

위해 검사되어야 한다. 검사회수는 시공 시방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설치후

텐돈 덕트는 KEPIC SNB-4452에 따라 위치와 줄 맞추기에 대해 검사

하며 설치후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덕트는 구멍과 균열을 포함한 손

상 그리고 요구되는 최소 구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철에 대해 육안검

사를 하여야 한다. 육안검사의 합격기준은 시공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과 후에 최소구경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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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덕트들을 검사하여야 한다.

라) 프리스트레스 강재

∙모든 텐돈이 적정한 수의 구성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검사하여야 한

다. 구성요소가 적합한 지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시공시

방서에 명기된 회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 구성요소의 노출된 표면은 운송, 인수시기와 설치 전에 

흠집과 구부러짐 같은 결함이나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

지 않았는가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합격기준은 시공 시방

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텐돈 다발의 묶음과 꼰 것이 현장도면과 일치

하는가 검사하여야 한다.

마) 정착용 부품

∙정착용 부품은 치수, 나사, 표면상태 등에 대해 검사하여야 한다. 검

사회수는 공차와 기타 합격기준과 같이 시공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긴장 작업후 모든 정착 조립체는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철선, 스트랜드 및 봉강의 총수는 KEPIC SNB-4465에 명기된 허용값

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바) 긴장 작업

텐돈의 긴장작업은 문서화한 절차서에 부합하는지 검사되어야 한다.

검사회수는 시공시방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프리스트레스 계통의 구성요소에 대한 재료 및 계통 관련요건 만족여부 

확인

∙ 텐돈 스트랜드 응력완화 특성시험 결과 등

나. 전 설치 단계에서 덕트 설치 공차 만족여부 확인 

다. 곡선배근 구간의 정밀한 측량성과 유지여부 확인

라. 시공중 정착부 및 쉬이스를 외기 영향으로부터 차단

마. 마찰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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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체움재 투입이 밀실한지 여부

사. 텐돈 단부 정착 보강철근의 적합성

아. 각 시공 단계별 요건 준수 여부

자. 대형관통부 주위 덕트 설치오차, 곡률 준수 여부

차. 그리스 주입량 측정설비 적합성

카. 텐돈 정착부의 부식방지 조치의 적합성

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 중점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문헌

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원자력구조-격납구조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C, 원자력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다. 안전규제지침 4.7 “비부착식 텐돈이 설치되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가동중 검사”

라. 안전규제지침 4.7 “부착식 텐돈이 설치되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

물의 가동중 검사”

마. 안전규제지침 4.16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검사를 위한 유효

응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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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포스트텐션닝

계통

1. 포스트텐션닝 자재의 적합

성

가. 포스트텐션닝 자재의 

인수보고서 검토

나. 텐던 재료의 적합성

다. 지압판 및 쐐기 재료의 

적합성

2. 자재 저장상태의 적합성

가. 자재의 저장 및 보관 

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3. 설치공사의 적합성

가. 포스트텐션닝 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나. 텐돈 긴장작업의 

적합성에 대한 현장 점검

다. 포스트텐션닝 시스템 

설치 후 채움재의 누유 

여부

ㅇ시공 초기단계 및

설치전

ㅇ 설치 전, 중, 후 

ㅇ 설치 전, 중, 후 

SNB-2424

ASTM E 328,

SNB-2400

KEPIC QAP

SNB-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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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0절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설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 내부 표면에 두께 6mm (1/4 inch)의 라이너플레이트가 설치된

다. 라이너플레이트는 방사능물질의 외부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밀성(Leak

Tightness) 유지를 위해 설치되며 건설단계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

집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라이너플레이트는 격납건물 내부의 기초슬래브 

바닥, 벽체, 돔부분에 모두 설치되며 콘크리트와의 정착을 위해 앵글(Angle),

채널(Channel), 스터드(Stud)와 같은 정착부분으로 구성되며 배관, 전기관통부

를 위한 슬리브(Sleeve)는 용접에 의해 부착된다. 또한 슬리브 외에 각종 부

착물 설치를 위해 보강용 인서트 플레이트(Insert Plate)를 부착하여 용접 및 

각종 하중에 의한 응력집중 현상에 대비한다.

라이너플레이트는 공장에서 제작된 몇 개의 부분품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벽체는 링의 형태(Ring By Ring 공법)로 설치하며 돔의 경우는 하부와 상부 

또는 돔 전체를 수직으로 2분하여 설치하는 등 다양한 공법이 적용된다.

라이너플레이트는 역학적 하중을 받는 구조부재로 설계되지 않으며 다만 

압력, 콘크리트의 수축, 온도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라이너플레이트와 정착물의 

변형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제2.10절                                                     개정 3 - 2013. 4- 2 -

2. 검사 대상

가. 라이너플레이트의 재료 및 인증시험의 적합성

나. 라이너플레이트 용접

다. 설치상태 (허용공차의 만족, 결함의 여부 등)

라. 누설저항성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는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가상사고시 방사능 물

질의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누설차단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라이너플레이트는 콘크리트의 타설하중(콘크리트 압력), 풍하중, 자중 및 

건설시의 각종 활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라이너플레이트 정착부 및 용접부는 누출방지를 위한 충분한 강도를 유

지하여야 한다.

다. 라이너플레이트 및 정착부는 발전소 가동중 예상되는 모든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라이너플레이트와 콘크리트와의 정착을 위한 정착부는 각 방향별 하중(전

단, 인발)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관통부의 슬리브는 라이너 정착부 및 보강강판과 함께 압력하중, 배관 반

력 등 역학적 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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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너플레이트 재료 및 부착물 재료에 대한 인증결과의 적합성을 점검

한다.

나. 용접과 관련한 다음 주요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 용접절차서(WPS)의 타당성 

2) 용접사 및 용접검사자의 자격인증

3) 현장 용접상태

4) 용접부 및 모재의 손상

5) 용접부 비파괴검사자의 자격인증

다. 라이너플레이트 제작 및 설치과정중 과도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

의 수립여부

라. 라이너 설치후 허용설치 공차의 만족여부

마. 임시 부착물의 처리상태

4. 검사 유의사항

가. 인양 중 변형/용접부 열영향 변형

라이너플레이트 현장제작 및 설치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형에 대한 대

비가 철저히 되어있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제작용 Vault에서의 용접

시에는 변형이 발생치 않았으나 Ring과 Ring, Ring과 돔 라이너간의 용접

시, 설치후 개구부 절단 및 부착물 용접시 열 영향으로 과도한 변형이 발

생 가능하며, 제작물의 인양시 부착 중량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치 않아 변

형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풍하중에 대한 벽체 라이너 Free-standing 요건 준수여부에 유의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높이나 과도한 다짐으로 인한 국부적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후 라이너 변형점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벽체라이너의 반경방향 허용오차와 폴라크레인 레일 설치오차 차이로 인

한 라이너와 크레인 거더간에 적정간격이 유지되지 못하여 크레인 거더가 

벽체라이너 또는 비상살수계통 수직방향 배관과 접촉한 사례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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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후 인접물과의 간섭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의 스터드 용접에 대한 성능시험(KEPIC SNB

4534)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 라이너 설치 허용공차와 관련된 측량절차가 라이너의 변형상태 확인에 적

절한지 검토한다.

바. 대형관통부 주위에서 공극 유무를 확인한다.

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EN, 비파괴검사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QW, 용접인정

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원자력구조-격납구조 

마.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C, 원자력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바. ASME Code Sec. Ⅲ Div. 2, “Concrete Reactor Vessel Containment

Structure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사. ASME Code Sec. V, "Nondestructive Examination," American Soc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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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Engineer.

아. ASME Code Sec. XI,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자. ACI 349-01, “Code Requirement for Nuclear Safety Related Concrete

Structure,” American Concret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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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라이

너플레이트

(CLP)

1. 라이너플레이트 재료 및 구

성자재의 적합성

가. 라이너플레이트 모재

나. 허용 외장판

다. 영구 부착물

라. 라이너플레이트 정착 

구조물

2. 라이너플레이트 용접 작업

의 적절성

가. 용접절차시방서

나. 용접절차인정기록서

다. 용접검사 기록 등

라. 라이너플레이트의 용접상

태 현장점검

마. 영구부착물의 용접상태 

현장점검

3. 라이너플레이트 용접사 및 

비파괴검사자의 자격인증서

류 적합성

가. 용접사 자격인증서

나. 비파괴검사 자격인증서

4. 용접부 비파괴검사 적절성

가. 비파괴검사 방법

나. 누설시험 방법 및 결과

5. 라이너플레이트 설치공사의 

적절성

가. 라이너플레이트의 

반경방향 설치 허용 오차

나. 라이너플레이트의 수직도

다. 콘크리트 타설 후 

라이너플레이트의 영구 

변형 현장 점검

◦라이너플레이트 시공

초기에 인수검사결과 

확인

◦각 재료의 CMTR과 

재료시방서의 요건 

비교

◦현장 입회 또는 용접 

전/후 관련 서류 검

토

◦용접 전/후 또는 현

장 검사 시 확인

◦공사전, 중, 후

◦현장입회 또는 비파

괴검사 후 서류검토

◦공사전, 중, 후

◦측량보고서 또는 품

질검사보고서 확인

KEPIC-SNB

2500, 2600

◦KEPIC-SNB

2500

◦KEPIC-MQW

2000

KEPIC-SNB

4530, 5500

KEPIC-MQW

3000

KEPIC-SNB

5500

KEPIC-SNB

4522, 5500

SNB 부록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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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1절 강재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강재는 보조건물 및 복합건물의 합성구조와 터빈건물의 주구조재 등으로 사용되며,

주요 골조 체계 내지 횡하중을 지지하는 체계에 사용되는 모든 강판, 보, 기둥, 연결부

품 및 가새부재를 포함하고 또한 기둥받침부, 거트(Girt), 중도리(Purlin)를 포함한다.

강재구조물과 관련한 구조물 검사 시에는 재료, 인수, 취급, 저장, 제작, 설치, 검사 

및 시험 등이 전력산업기술기준 및 관련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강재구조물의 재료 및 인증시험의 적합성

나. 강재구조물 인수, 취급 및 저장의 적절성

다. 강재구조물 제작 및 설치의 적절성

라. 강재구조물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제2.11절                                                     개정 2 - 2013. 4- 2 -

강재구조물은 전달되는 각종 하중에 저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설계사항

가. 설계 시 고려된 강재의 설계특성을 갖도록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강재는 전달되는 각종 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작, 설치 및 설치 후에 준수해야 할 각종 시방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공되어야 

한다.

라. 또한 부재들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 검사중점사항

가. 2항에 기술된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

나. 강재공사에 관련된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관련도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 자재의 인수, 취급 및 저장이 전력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토한다.

라. 강재공사 현장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마. 현장수정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바. 현장접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사. 고장력볼트 접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 설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자. 용접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차. 현장 보수도장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카. 비파괴 검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타. 열전단면 비파괴검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파. 현장검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검사유의사항

가. 각종 적용 기술기준 및 표준규격의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법령 등의 규제

요건에 따라 강재공사에 관련된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관련도면의 타당성

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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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재의 인수, 취급 및 저장이 전력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토한다.

다. 강재공사 현장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시공방법과 장비의 승인 여부

2) 그라우트는 철골설치 전에 주입하고, 현장접합을 하기 전에 구조물 각 부분을 

정렬하여야 한다. Fitting-up 볼트와 Drift pin은 허용오차 이외에 조립된 부재

와 각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잘못된 작업을 수정하기 위한 패킹, Shimming

또는 Wedging은 한수원(주)의 서면승인 후 실시되어야 한다. 완성된 Frame에 

있는 부재들은 굽힘, 뒤틀림이나 불완전한 접합 없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철골작업은 정해진 기준선과 지반면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완료된 모든 

작업의 편차는 CP-A1, 설계도면, AISC 및 전력산업기술기준 SND의 요구조건

에 부합되는 허용오차내의 수평도, 수직도이어야 한다.

4) 기둥받침부는 허용오차 ±1/16″(1.6mm)내의 규정된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동

일한 허용오차 이내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용접을 하기 위한 모재의 철골표면 및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전력산업

기술기준 SWS 5470에 따라야 한다.

6) 용접을 하지 않은 철골의 가장자리 열절단부의 보수 및 허용거칠기는 AISC

"Quality Criteria and Inspection Standards"의 Chapter 1 Section Ⅲ. A에 따

라야 한다.

7) 철골작업 시 임시 용접된 보나 거더에는 반드시 타 작업 금지표식을 설치하고 

본 용접 및 볼트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배관을 비롯한 부착물 또는 중량이 

가해지는 어떠한 연관 작업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라. 현장수정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잘못 가공된 부재와 부적합한 부재의 현장수정은 다음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

다.

가) 볼트구멍을 달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Reaming 기구를 사용해서 확장한다. 플레임절단은 금지되어야 한다.

나) 잘못 배치된 부재나 연결물은 AISC “Code of Standard Practice for Steel

Building and Bridges” 와 “Quality Criteria and Inspection Standard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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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보의 접합용 절단(Beam Cope) 부분과 용접작업구(Weld Access Hole)는 

인접한 표면과 접촉면이 노치(notch) 및 절단부가 없이 매끄러운 면 상태

로 되어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공장도면상의 상세는 한수원(주)이 조정해야 한다.

마. 현장접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접합은 설계도면 또는 한수원(주)이 승인한 시공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면상 특기사항이 없는 한, 현장접합은 명시되고 규정된 규격 및 형태의 

고장력볼트로 실시해야 한다. 설계도면상 규정된 경우 거트, 도리, 문 및 창틀 

등에는 ASTM A307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ASTM A307볼트는 1차 조임

(Snug-tight)상태까지 조여야 한다.

3) 현장용접접합은 도면상 명시된 곳 또는 한수원(주)이 승인한 곳에 한하여 허용

된다. 현장용접접합은 아.항 및 일반 용접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4)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는 설계도면 또는 한수원(주)이 승인한 시공상세

도의 명시된 곳에 전력산업기술기준 SWS 7000 및 스터드 용접작업절차서의 요

구조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바. 고장력볼트 접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고장력볼트의 설치 및 검사는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전력산업기술기준 

QAP-2 Ⅱ.5, 8.4절 및 AISC “Allowable Stress Design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Joints Using ASTM A325 or A490 Bolts”에 따라야 한다.

2) 고장력볼트는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ASTM A325는 직경 7/8 in(22.2 mm)

를 사용하고 A490은 직경 11/8 in(28.5 mm)로 한다.

3) 철골 고장력볼트의 체결 및 검사는 설계도면상 특기사항이 없는 한, 마찰접합

(Slip Critical Type Connection)으로서 아래에 준한다.

가) 조정렌치방법(Calibrated Wrench method) 사용 시

① 일반 충격렌치(Impact Wrench) 및 자동토크조절 충격렌치(Auto

Torque Control Impact Wrench) 및 ENR(Electric Nut Runner)를 사

용할 경우

- 매일 작업 시작 전 렌치를 1회 검교정해야 하며, 체결 렌치값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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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은 필요 축력값까지 조이는데 필요한 렌치값을 각 직경 및 

길이, 등급, 로트별 3개의 볼트를 시험하여 구한 후 가장 큰 값을 적

용한다.

<표 1> 볼트 규격별 필요 축력값 단위 : kips(괄호안 kN)

볼트규격(inch) 1/2 5/8 3/4 7/8 1 11/8

볼트

종류

A325
12.6

(56.0)

19.95

(86.7)

29.4

(130.8)

40.95

(182.2)

53.55

(238.2)

58.8

(261.6)

A490
15.75

(70.1)

25.2

(112.1)

36.75

(163.5)

51.45

(228.9)

67.2

(298.9)

84

(373.7)

- 일반 충격렌치(Impact Wrench) 사용할 경우 볼트 검사

검사 토크값은 볼트를 각 길이별 체결하지 않은 5개의 샘플을 선정

하여 요구되는 축력값까지 조이는데 필요한 값을 구한 후, 가장 큰 

값과 작은 값 이외의 3개의 평균값을 검사 토크값으로 구한 후, 각 

접합부별로 2개 이상, 최소 10%를 검사한다.

- 자동토크조절 충격렌치 및 ENR을 사용할 경우 볼트 검사

볼트검사는 검사자가 체결된 볼트 중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때 실시한다.

나) 너트회전방법(Turn of Nut) 사용 시

① 작업시작 전 볼트의 직경, 길이 및 등급별로 3개의 볼트 세트를 선정하

여 1차 조임 후 <표 1>과 같은 필요 축력값이 나올 때까지의 추가 회

전의 양을 평가한다.

② 볼트체결은 1차 조임 후, 검사자가 실제 볼트의 회전을 검증할 수 있도

록 너트와 돌출된 볼트 위에 일치표기(Match Mark)를 해야 한다.

③ 모든 볼트는 일치표기를 완료한 후 다음 표에 따라 추가 조임을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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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길이
(볼트 머리밑부분
에서 끝부분까지)

볼트 체결된 부분의 가장 바깥 면에 대한 배열상태

볼트축에 대해서 양면
모두정상적인상태

볼트축에 대해서 한쪽 면은
정상, 한쪽면은1/20이하의경사

볼트축에 대해서 양면
모두가1/20이하의경사

호칭경의 4배 이하 1/3 회전 ± 30° 1/2 회전 ± 30° 2/3 회전 ± 45°

호칭경의 4배
초과, 8배 이하 1/2 회전 ± 30° 2/3 회전 ± 45° 5/6 회전 ± 45°

호칭경의 8배 초과,
12배 이하 2/3 회전 ± 45° 5/6 회전 ± 45° 1 회전 ± 45°

다) T.S볼트 타입(Torque Shear Bolt type) 고장력볼트 사용 시

① 체결전 검사(인수검사 시)가 해당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

다.

② 현장체결이 해당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

③ 검사가 해당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

4) 마찰접합에 기 사용된 ASTM A325 및 A490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5) 철골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된 볼트는 제거 후 폐기해야 한

다.

6) 모든 너트는 설치된 볼트가 최소 1/4″(6.3mm) 돌출되도록 맞물려야 하며 전

단면에 나사산이 위치해서는 안 된다.

7) 와셔를 절차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8) 기둥 및 보, 거더에서의 볼트머리의 위치는 각각 플랜지의 바깥쪽 그리고 플랜

지의 위쪽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따라 볼트를 설

치할 때 간섭이 발생되는 경우, 한수원(주)의 승인 하에 기둥 플랜지의 안쪽 또

는 보 플랜지의 아래쪽에 볼트머리를 설치할 수도 있다.

9) 접합할 때 볼트, 너트, 와셔를 포함한 접촉면에는 단단한 산화피막(Tight Mill

Scale)을 제외하고 막이 없어야 하며 또한 먼지,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10) 모든 볼트의 조임은 주요 부재의 점검과 정열이 끝난 후에만 시작해야 한다.

11) 접합은 최소 2개 이상의 볼트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슬로트 홀(Slotted Hole)의 접합은 특별히 지시된 곳에만 사용하고, 슬로트 홀

의 폭은 볼트 직경보다 1/16 in(3 mm) 더 넓어야 하며 길이는 최대 볼트 직경

의 2.5배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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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슬로트 홀은 볼트구멍을 충분히 덮을 크기의 두께 5/16 in(8 mm)이상의 플레

이트 와셔(Plate Washer)나 Continuous Bar를 사용하여 구멍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 경화된 와셔(hardened washer)는 플레이트 와셔나 Bar의 외측에 위치한

다.

14) 숄더볼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슬로트 슬라이딩(Slotted Sliding) 접합에만 체결

해야 한다. 숄더볼트는 볼트마다 3/4 in(18.9 mm)직경의 Heavy Hex Nut 2개

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한다. 첫 번째 너트로는 숄더볼트를 단단하게 죄어야 하

고, 두 번째 너트는 첫 번째 너트가 밀리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

하게 죄어야 한다. 각각 볼트에는 볼트머리 아래에 한개, 첫 번째 너트 아래에 

한 개씩 하여 2개 와셔를 장착하여야 한다.

15) 가조립용 볼트는 현장반입 시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본조임 볼트와 구분이 

되도록 하고 사용 후 용도 폐기하여야 한다.

16) 체결이 완료된 볼트 중 콘크리트에 매입되지 않는 볼트는 볼트 표면에 이물질 

및 녹 등을 완전히 제거 후 Touch-up coating을 바로 실시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 설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철골은 다음 층을 세우기 전에 기둥이 고정된 층의 수평 트러스 또는 전단벽에 

연결되도록 세워야 한다.

2) 거트 시스텀(Girt System)이 해당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아. 용접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모든 용접은 CP-A1 및 전력산업기술기준 SWS의 요건과 아래의 추가요건에 일

치해야 한다.

가) 두께 2 in(50.8 mm)를 초과하는 철판(가설재 포함)에는 완전한 용입용접을 

위해 다음 요건을 적용한다.

① 350 ℉(177 ℃)이상의 예열처리를 해야 한다.

② 이음부재에 용착되는 모든 용착금속(Weld Metal), 임시 용접, Root pass

및 subsequent pass에 대한 처리방법은 notch-touch 합성융착금속의 보

증을 위해 적합해야 한다.

③ 만약 용접 탭(Tab)과 Steel Backing을 사용할 시에는 용접공정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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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거하고, 표면은 연마하여 매끈하게 한다.

나) 용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용접 접합부의 사이즈는 전력산업기술기

준 SGC 그림 Ⅳ5160-2 “용접 작업구와 접합용 절단의 형태”에 따른다.

다) 용접되는 두 부재 중 어느 것이라도 외부표면 반경이 1/2 in(12.7 mm)이상

일 때는 GMAW(Gas Metal Arc Welding) 방식을 플레어 V-그루브(Flare

V-Groove)용접을 만드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전력산업기술기준 SWS 2000, 3000, 4000 그리고 5000의 규정요건을 만족하는 

용접절차시방서는 자격이 기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자격부여를 위한 

인증시험은 면제한다. 기타요건은 전력산업기술기준 SWS 4000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3) 용접은 전력산업기술기준 SWS 4300 및 용접사 인정 절차서에 따라 자격이 부

여된 용접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4) 용접 스터드가 부착된 보 상단 플랜지의 도장된 면을 포함한 모든 면은 현장용

접을 하기 전에 도막을 제거해야 한다.

5) 전력산업기술기준 SND용접과 SNB용접이 접하는 부분의 용접은 전력산업기술

기준 SNB를 따라야 한다.

자. 현장 보수도장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철골의 현장 보수도장은 CP-A1 D.18 과 도장작업 관련 절차서, 샵 프라임 코팅 

및 터치업 작업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차. 비파괴검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비파괴검사 시험방법은 방사선투과시험(RT), 초음파탐상시험(UT), 자분탐상시험

(MT) 또는 액체침투탐상시험(PT)을 포함한다.

2) 모든 용접은 NCIG-01 “Visual Weld Acceptance Criteria for Structural

Welding at Nuclear Power Plants, Rev.2(Sep. 1987)”에 따라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전력산업기술기준 SWS 6000에 따라 육안검

사를 실시하도록 도면상에 지시된 용접은 제외된다.

3) 보, 기둥, 기둥 기준선에 따라 접합된 부분 그리고 모든 플레이트 거더(Plate

Girders)에서의 모든 완전용입용접(Penetration Splice Weld)은 RT로 100% 검

사하거나, RT가 불가능한 곳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한수원(주)의 승인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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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와 MT를 이용하여 100% 검사되어야 한다.

4) 두께 2 in(50.8 mm)를 초과하는 철판(가설재 포함)에서의 완전 용입되는 모든 

용접은 RT를 이용하여 100% 검사하거나, 방사선 투과가 실행불가능한 곳은 특

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한수원(주)의 승인 하에 UT와 MT를 이용하여 100% 검

사하여야 한다.

5) 수직 가새, 수평 가새, 지붕트러스 등 주요 인장부재에서 두께 1/2 in(12.7 mm)

이상 2 in(50.8 mm)이하 부재사이의 모든 완전용입용접은 RT를 이용하여 50%

를 검사하거나, RT가 불가능한 곳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한수원(주)의 승인 

하에 UT와 MT를 이용하여 50%를 검사한다.

6) 품질등급 Q의 모든 완전용입용접은 4)항과 5)항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RT나 UT로 10%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검사는 모든 용접부 검사일 때는 10%를 

검사해야 하거나 10개 중 1개를 검사할 때는 100%를 검사해야 한다.

7) 품질등급 Q인 보, 기둥 및 기둥선과 평판보의 접합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분

용입용접은 MT 또는 PT로 100% 검사해야 한다.

8) 품질등급 Q의 모든 부분용입용접은 7)항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MT나 

PT로 10%검사해야 한다. 이 검사는 모든 용접부 검사일 때는 10%를 검사해야 

하거나 10개 중 1개를 검사할 때는 100%를 검사해야 한다.

9) 안전관련 구조물 자재는 전력산업기술기준 SND와 부합해야 한다.

10) 전력산업기술기준 SND용접과 SNB용접이 접하는 부분의 용접 비파괴검사는 전

력산업기술기준 SNB 5500를 따른다.

카. 열전단면 비파괴검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열절단을 11/2 in(38.1 mm)이상 복부두께를 가진 용접형강에서 보의 접합용 절단

과 용접작업구를 위해 사용할 경우 :

1) 열절단을 하기 전에 절단부위를 150 ℉(65 ℃)로 예열해야 한다.

2) 열절단 후, 열절단면을 밝은 금속색이 나도록 연마해야 하고, MT 또는 PT시험

으로 검사해야 한다. 보의 접합용 절단 또는 용접 인접구멍의 곡선변이부분

(Curved Transition Portion)이 기 천공되었거나 톱에 의해 구멍이 형성된 경우

에는 그 부분은 연마할 필요는 없으나 검사해야 한다.

타. 현장검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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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 담당자는 현장 용접, 볼트 체결 및 현장 보수도장의 검사와 수직도,

직각 상태를 포함하여 철골 조립작업과 마무리를 검사해야 한다.

2) 현장검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정 및 시험장비는 측정 및 시험 장비 관리 절

차서에 따라 검·교정된 것이어야 한다.

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

인결과가 관련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3.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D, 원자력구조-강구조

4.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1,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

5.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6. ANSI/ASME NQA-1,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7. ANSI/ASME NQA-2, Part 2.5,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Structural Concrete and Structural Steel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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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강구조물 설치 
공사 

1. 사용재료의 적합성
가. 강재의 재료적 적합성
나. 연결을 위한 볼트, 너트,

와셔의 적합성

2. 구조용 강재의 인수, 저장,
취급 작업의 적절성

가. 인수 보고서의 적절성
나. 구조용강재의 저장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3. 볼트 및 용접재료의 인수,
저장, 취급은 적절성

가. 볼트 및 용접용 재료의 
저장상태에 대한 현장 점
검

나. 각종 재료의 창고 반출입 
현황 및 관리 상황

4. 강재구조물 이음 작업에 대
한 적합성 

가. 볼트 체결용 토크렌치 검
교정 상태 점검

나. 볼트의 재사용 여부 확인
다. 가체결과 본체결 사이의 

시간

5. 설치 완료한 각 구조물에 
대한 검사 여부의 적절성

가. 강재의 수직도 점검 여부
나. 연결부에 대한 육안검사 

여부 및 현장확인

공사전·중 서류검토 

공사전·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전·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전·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KEPIC-S
ND 1300

KEPIC-S
ND 1000
KEPIC-Q
AP
CP-A1

KEPIC-S
ND 1000
KEPIC-Q
AP
CP-A1

KEPIC-S
ND 8000
KEPIC-Q
AP
CP-A1

KEPIC-S
ND 8000
KEPIC-Q
AP
C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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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2절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 설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 수조 및 공동(Reactor Pool & Cavity), 핵연료 저장수조 및 이송계

통 구조물(Fuel Storage Pool & Transfer Canal) 등에는 저장용수의 누설방지

와 강재의 부식방지를 위한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가 설치된다. 아울러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 후면에는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저장수가 구조물 

외부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누설검지계통(Leak Chase System)이 설치된다.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는 설치방법에 따라 건설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으로도 사용되나 역학적 하중을 받는 구조부재로 설계되지 않으며 다만 

압력, 콘크리트의 수축, 온도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라이너플레이트와 정착물의 

변형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 공법은 Form Type과 Wall Paper

공법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 및 공법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Form Type 공법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SSLP)를 모든 Embed와 함께 사전에 일체로 

조립하여 설치위치에 고정시키고, 이를 거푸집으로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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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P 조립체는 콘크리트 타설압력에 견디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강성

을 확보해야 하므로 강재 앵글(Steel Angle) 또는 채널(Channel) 등의 보강

재 및 일정간격으로 폼타이(Form Tie)가 추가되거나 또는 견고한 지보공이 

사용되어야 하며, 라이너플레이트 자체 두께도 충분히 두꺼워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기 사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과도한 변형(Bulge-out) 등이 생긴 경우 보수작

업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수한 부위의 라이너플레이트는 이미 Form

Type을 채택한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2) Wall Paper Type

Embed 및 추후 라이너플레이트를 용접 부착하기 위해 필요한 Back-up

Bar(격자 형태로 설치)들을 철근 조립 후 철근 및 거푸집을 이용하여 해당 

설치위치에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거푸집 제거 후, 미리 제

작된 라이너플레이트 조각(Back-up Bar 격자 크기)을 묻어둔 Back-up Bar

및 Embed에 용접 부착하는 방식이다.

벽면에 종이를 붙이듯이 콘크리트에 묻어둔 Back-up Bar와 Embed에 라

이너플레이트를 용접 부착하므로, Form Type의 경우와 같은 콘크리트 타설

압력에 대한 조처가 불필요하여 시공이 쉽고, 상대적으로 라이너의 두께도 

얇다.

반면,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표면상태는 라이너의 용접 부착이 용이하

도록 충분히 평탄해야 하며, Embed 및 Back-up Bar의 설치위치 및 상태도 

양호해야 하므로,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시공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 검사대상

가. 원자로격납시설 및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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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핵연료 저장수조는 저장수조내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 누출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누설부위의 추적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단

이 도입되어야 한다.

2. 안전설계 사항

가. 스테인레스 라이너 정착부 및 용접부는 누출방지를 위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라이너플레이트 및 정착부는 발전소 가동중 예상되는 모든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스테인레스 라이너 재료 및 부착물 재료에 대한 인증결과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공장제작분의 비파괴시험(VBT)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한

다.

나. 용접과 관련한 다음 주요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 용접절차서(WPS)의 타당성

2) 용접사 및 용접검사자의 자격인증

3) 현장 용접상태 및 용접결함

4) 용접부 및 모재의 손상

5) 용접부 비파괴검사자의 자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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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테인레스 라이너 설치를 위한 Back-up Bar의 과도한 변형여부

라. 라이너 설치 후 변형상태

- 전반 및 국부 변형

마. 누설검지계통(Leak Chase System)의 적합성

- 수직 Drain이 바닥 Drain과 적절히 연결되는지 여부 

바. 저장수조 수압시험

4. 검사 유의사항

가. 용접부 열영향 변형

Form Type 공법에 의한 SSLP 조립체는 콘크리트 타설압력에 견디도   

록 하기 위해 충분한 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강재 앵글 또는 채널 등의 

보강재가 추가되거나, SSLP 자체 두께도 충분히 두꺼워야 한다.

따라서 라이너플레이트 현장설치 과정중 용접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므로 

변형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변형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높이나 과도한 다짐으로 인한 국부적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후 라이너 변형점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 과도한 진동기 사용이나 타설속도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라이너의 변형이나, Back-up Bar의 과도한 변형사례가 확인되었으므

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2.12절                                                     개정 3 - 2013. 4- 5 -

다. 1992년 이후 고리 1호기 및 영광 1,2호기의 경우 핵연료 저장수조의 저  

장수의 누설이 확인되었으며, 누설 원인이 라이너 플레이트 용접부의 부식

이나 결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되므로 SSLP 용접시공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III.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

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첨부 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A, 원자력기계 일반요건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 원자력 기계 기술기준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원자력 구조-격납구조

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EN, 비파괴검사

마.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QW, 용접인정

바. ASME Code Sec. III-NCA, "General Requirements for Division 1&2",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1992

사. ASME Code Sec. Ⅲ Div.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1992

아. ASME Code Sec. Ⅲ Div. 2, "Concrete Reactor Vessel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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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1992

자. ASME Code Sec. V, "Nondestructive Examination,"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1992

차. ASME Code Sec. XI,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1992

카. ANSI/ANS-57.2 “Design Requirement for LWR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at NPPs",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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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참조)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

트

1.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 

재료 및 구성자재의 적합성

가. 라이너플레이트 모재

다. 영구 부착물

라. 라이너플레이트 정착 

구조물

2.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 

용접 작업의 적절성

가. 용접절차시방서

나. 절차인정기록서

다. 용접검사 기록 등

라. 라이너플레이트의 용접상태 

현장점검

마. 영구부착물의 용접상태 

현장점검

3. 라이너플레이트 용접사 및 비

파괴검사자의 자격인증서류 적

합성

가. 용접사 자격인증서

나. 비파괴검사 자격인증서

4. 용접부 비파괴검사 적절성

가. 비파괴검사 방법

나. 누설시험 방법 및 결과

5. 스테인레스 라이너플레이트 

설치공사의 적절성

◦라이너플레이트 시

공초기에 인수검사

결과 확인

◦각 재료의 CMTR과 

재료시방서의 요건 

비교

◦현장 입회 또는 용

접 전/후 관련 서

류 검토

◦용접 전/후 또는 

현장 검사 시 서류

검토

◦공사전, 중, 후

◦현장입회 또는 비

파괴검사 후 서류

검토

◦공사전, 중, 후

◦측량보고서 또는 

품질검사보고서 검

토

◦KEPIC-MDF

◦KEPIC-SNB

2500, 2600

◦KEPIC-SNB

2500

◦KEPIC-MQW

2000

KEPIC-SNB

4530, 5500

K E P I C - M Q W

3000

KEPIC-SNB

5500

CP-M1 또는 작

업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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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3절 콘크리트 앵커볼트 설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콘크리트에 기기 및 배관 등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구

조물에 사용되는 앵커시스템(Anchorage Systems)은 기기 및 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 설계는 KEPIC SNC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앵커시스템은 강재와 콘크리트의 복합구조이

기 때문에 거동이 복잡하고 해석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현장 시공

상태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앵커 설치 작업시 기술시방서 규정

의 준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검사대상

가.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정착용 앵커

나. 안전관련 강재 구조물의 정착용 앵커

Ⅱ. 검사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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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기능 

지진 등 설계하중조건에서 안전관련 기기, 계통 및 구조물이 각각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착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안전설계사항

가. 안전관련 기기, 계통 및 구조물의 정착에 사용된 콘크리트 앵커볼트는 

그 성능이 검증된 것이라야 한다.

나. 현장에 시공된 앵커볼트의 설치상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

여야 한다.

다. 볼트에 가해진 사전긴장력은 설계도면 및 절차서에 명시된 값에 따라야 

한다.

라. 앵커볼트가 정착된 부위의 콘크리트는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작업 착수전 일반사항을 확인한다

자재의 사양, 시공업체 수행능력, 작업관련자의 교육 상태, 작업관련 장

비 및 검사용 장비

나. 작업착수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한다.

1) 현장 시공 환경

2) 자재의 저장 및 취급상태

3) 품질 성능시험 및 관리시험 결과

다. 작업중 확인사항

1) 사용자재의 적정성

2) 설치시 간섭 사항(철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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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앵커 구멍의 위치 및 수직도

4) 볼트 설치 및 토오크 상태

5) 양생 및 보수

라. 작업후 시험 및 검사

1) 앵커볼트 하중시험 및 시험 횟수

2) 검사용 토크 렌치의 교정

3) 손상된 콘크리트의 보수

4) 검사보고서 확인

4. 검사 유의사항

가. 규정 준수 및 작업자 교육

현장 시공상태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앵커 설치 작업시 기

술시방서 규정의 준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앵커볼트 설치에 관계된 시공자는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시공절

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받은 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받은 자가 작업절차서에 위배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재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나. 자재의 확인

동일 형상의 자재라도 제조사에 따라 그 성능이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며,

동일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치작업자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재에 대한 자재 성능시험 및 품질 관리시험 결과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시험도 주의 깊게 

수행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확장형 앵커는 설치 시 콘크리트 내에 매설된 철근이나 매설철

물과의 간섭으로 매입깊이나 설치간격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

의하여야 한다.

라. NSSS 앵커볼트의 단면이 ASTM 해당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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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자료

가. 검사점검표 

Ⅴ. 참고문헌

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C, 원자력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나. Reg. Guide 1.199, Anchoring Components and Structural Supports in

Concrete

다. ACI 349-01, Code Requirement for Nuclear Safety Related Concrete

Structures, Appendix B - Anchoring to Concrete

라. ACI 355.2-00,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Post-Installed Mechanical Anchors

in Concrete

마. CEB Design Guide, Design of Fastenings in Concrete, Comite Euro-

International Du Beton, 1996

바. ASTM E 488-96, "Test Methods for Strength of Anchors in Concrete

and Masonry Elements".

사. CRD C 621, “Specification for Nonshrink Grouts”

아. ASTM C 109-9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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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Cement Mor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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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콘크리트

앵커 공사

1. 사용자재 성능 및 품질의 적

합성

가. 자재 시방서

나. 성능성적서 

다. 품질관리용 시험성적서

라. 자재저장 및 취급상태

2. 앵커볼트 설치공사의 적합성

가. 시공업체 수행능력

나. 콘크리트 천공의 적정성(위

치, 크기, 깊이, 수직도, 청

소 상태 등.)

다. 철근이나 매설물 절단의 

적정성

라. 앵커볼트 설치상태(토크,

돌출정도, 유효깊이, 간격 

등)

마. 부적합사항 조치의 적정성

(콘크리프 파괴, 부적합 앵

커 등)

3. 채움재(Grouting, Dry Pack)

가 필요할 시 작업의 적정성

가. 채움재의 온도/습도영향

나. 경화제 사용 및 배합비율

다. 자재의 교반상태 및 시간

라. 보호 및 양생을 위한 조치

4. 앵커볼트 설치 후 시험 및 

검사의 적합성

가. 설치 후 외관상태(채움재의 

밀실여부)

나. 작업 및 검사보고서

다. 검사결과의 적합성(검사용 

토오크 렌치 교정, 앵커볼

트 하중시험 및 시험횟수)

라. 후속 마무리, 양생조치 및 

청소상태

마. 작업구역에 대한 격리조

∘작업 개시 전

∘콘크리트 처리작업시

∘설치작업 중, 후

∘작업 후

◦건설기술시방

서(CP-A1)

◦ACI 355

◦ACI 355

◦건설기술시방

서(CP-A1)

◦ASTM C109

◦건설기술시방

서(CP-A1)

◦CRD C621

◦ASTM C109

◦건설기술시방

서(C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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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콘크리트

앵커 공사

3. 채움재(Grouting, Dry

Pack)가 필요할 시 작업의 

적정성

가. 채움재의 온도/습도영향

나. 경화제 사용 및 배합비율

다. 자재의 교반상태 및 시간

라. 보호 및 양생을 위한 조

치

4. 앵커볼트 설치 후 시험 및 

검사의 적합성

가. 설치 후 외관상태(채움재

의 밀실여부)

나. 작업 및 검사보고서

다. 검사결과의 적합성(검사

용 토오크 렌치 교정, 앵

커볼트 하중시험 및 시험

횟수)

라. 후속 마무리, 양생조치 

및 청소상태

마. 작업구역에 대한 격리조

치

∘설치작업 중, 후

∘작업 후

◦ASTM C109

◦건설기술시방

서(CP-A1)

◦CRD C621

◦ASTM C109

◦건설기술시방

서(C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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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4절 콘크리트 조적조 제작 및 설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콘크리트 조적조는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중공형 시멘트 불록을 이용하여 

구성된 구조물을 말하며, 시멘트 블록은 보강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중공)을 

갖고 시멘트 블록 바깥 벽체로 힘을 부담하며 보통 모양과 치수, 품질 및 수밀

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모양 및 치수에 따른 구분

- 기본블록 :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

트 블록

- 이형블록 : 용도에 의해서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

의 총칭

- 중공블록(Hollow Concrete Block) : 속빈 콘크리트 블록이라고도 하며 

블록 중간에 속이 비어 공간이 형성된 블록

- 비중공블록(Solid Concrete Block) : 속이 비어있지 않은 콘크리트 블록

- 시멘트 벽돌(Cement Brick) : 콘크리트로 제작된 표준형 크기의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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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에 따른 구분

- A종 블록 : 기건비중 1.7미만, 압축강도 4.0 N/㎡ 이상의 블록

- B종 블록 : 기건비중 1.9미만, 압축강도 6.0 N/㎡ 이상의 블록

- C종 블록 : 압축강도 6.0 N/㎡ 이상, 흡수율 10% 이하의 블록

2. 검사 대상

가. 조적조 재료 및 배합의 적절성

나. 조적조의 물성인증 시험

다. 조적조의 시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격납건물 및 기타 안전관련 구조물은 지진, 홍수 등의 자연현상이나 

화재, 비산물 충돌과 같은 우발적 사고 및 발전소 설비 자체의 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하여 안전관련 주요 기기 등을 안전하게 지지, 수용하여야 하며,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

대상 공정은 원전 구조물을 구성하는 단위공사이므로 다양한 단위공사가 합쳐

져 구조물을 구성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2. 안전 설계 사항

콘크리트 블록 조적조는 경수로 원전의 안전관련 구조물 내에 사용되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중수로형 원전의 경우는 서비스건물 및 터빈건물 등 안전

관련 구조물의 주요 내력벽으로 강재구조와 복합구조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

로 내압과 지진에 대하여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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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사용자재의 품질 및 성능확인

-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 흡수율, 규격 및 치수 시험

- 접합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설계, 모르타르 현장강도 시험

- 보강철근 시험성적서

나. 조적조의 물성인증 시험

- 접합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설계, 모르타르 현장강도 시험

다. 조적조의 시공 

- 온도, 습도의 영향

-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방법 및 시간

-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가사시간 준수여부

- 시공상태의 설계도면 일치 여부

- 방습층 및 단열재의 시공여부

- 철근의 조립, 가공설치의 적정성  

- 조적조의 양생, 보호상태

4. 검사 중점 사항

가. 적용 기술기준인 ACI 530.1의 요건에 따라 설치작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

나. 작업착수 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주요 관련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1) 블록, 모르타르, 그라우트, 철근 등 사용자재의 품질 및 성능확인

2) 현장시공 환경

3) 자재의 저장 및 취급상태

4) 품질시험 결과의 확인

다. 작업 중 관련 기술기준 및 절차서의 내용에 따른 시공 적합성을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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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접합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빔상태

2) 중공 채움용 그라우트의 배합 및 물성 확인

3) 시공시 온․습도 조건 및 양생조건

라. 작업결과의 평가

현장 시공상태, 도면과의 일치여부, 작업 검사보고서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압축강도의 평가

규정된 양생이 끝난 후 7일 이상 보존된 것을 시험체로 하며, 반드시 2

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압축강도를 시험한다.

이때 흡수율에 의한 강도변화는 상당히 크며, 시험하중은 전체 단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시편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외관 및 치수 검사

겉모양, 치수 검사에 대하여는 1 Lot(3000개)에 대해 10개의 시멘트 블록

을 샘플링하고, 10개 모두 합격일 때 그 Lot를 합격으로 한다.

다.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품질관리

모르타르는 최소한 5분 이상 믹서로 혼합해야 하며, 배합수량의 조절 및 

가사시간이 모르타르의 품질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라우트는 최소한 5분 이상 기계비빔을 해야 하며, 손비빔은 허용되지 

않는다.

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4항의 검사중점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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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ACI 530.1, "Specification for Masonry Structures"

2. CAN3-A165.1-M85 "Concrete Masonry Units"

3. KS F4002-1990 "속빈 시멘트 블록“

4. ASTM C 90 "Hollow Load-Bearing Concrete Masonry Units"

5. ASTM C 91 "Masonry Cement"

6. ASTM C 140 "Concrete Masonry Units, Sampling and Testing"

7. ASTM C 144 "Aggregate for Masonry Mortar"

8. ASTM C 145 "Solid Load-Bearing Concrete Masonry Units"

9. ASTM C 270 "Mortar for Unit Masonry Grout"

10. ASTM C 404 "Aggregate for Masonry Grout"

11. ASTM C 476 "Grout for Maso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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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콘크리트 

블록 조적조 

공사

1. 품질보증요건 이행여부 확인

가. 시공수행능력

나. 작업관련 장비

다. 재료저장 및 취급상태

(시멘트 등 흡습재료)

2. 사용 자재의 품질 및 성능

확인

가. 콘크리트 블록

나. 접합모르타르 및 그라우

트

다. 보강 철근 시험성적서

3. 기초에 모르타르의 접착을 

방해하는 레이턴스, 느슨한 

골재 및 기타 이물질이 제거

여부

4. 작업 준비상태, 작업방법 및 

절차의 적합성

5. 작업 결과의 적합성

∘공사 착수 전

∘공사 착수 전

∘공사 작업 중

∘공사 작업 후

◦ACI 530.1

◦건설기술시방

서(CP-A1)

◦ASTM C 140

◦ASTM C 476

◦건설기술시방

서(CP-A1)

◦ASTM C 476

◦건설기술시방

서(C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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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5절 안전관련 기기 내진검증

검토주관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내진검증’이라 함은 지진하중을 받는 대상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및 작동성을 확인

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대상은 (1) 안전관련 전기기기와 안전관련 기계기기, (2) 파손될 경우 안

전관련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비안전관련 기기 등 두 가지 범주의 

기기들이다.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계기기의 예로는 펌프, 압축기, 냉각기, 공

기조화장치, 팬, 송풍기 등을 들 수 있다.

내진검증 검사 시에는 기기의 설치상태, 기기 정착부 상태, 인접시설과의 간섭 가능

성, 축전지 설치상태 등이 적절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기기 정착부 앵커볼트의 너트와셔 설치상태

나. 기기 정착 용접부 상태

다. 기기 정착부 기초콘크리트 상태

라. 지진발생 시 인접 시설과의 간섭 가능성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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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검증 대상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및 작동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안전설계사항

가. 내진검증 시험 시 정착부 설치상태와 실제 설치상태가 동일하여야 한다.

나. 기기 정착부가 기기에 전달되는 각종 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지진발생 시 인접시설과의 간섭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3. 검사중점사항

가. 2항에 기술된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

나. 기기 정착부 앵커볼트의 너트와셔 설치상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다. 기기 정착 용접부 상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라. 기기 정착부 기초콘크리트 상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마. 지진발생 시 인접시설과의 간섭 가능성을 검토한다.

4. 검사유의사항

가. 기기 정착부 앵커볼트의 너트와셔 설치상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볼트, 너트, 와셔의 누락 여부

2) 볼트 나사산의 충분한 돌출 여부

3) 정착판 및 콘크리트 표면과 너트의 밀착 여부

4) 볼트 크기의 적정 여부

나. 기기 정착 용접부 상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정착부 용접 상태

2) 정착부 용접 규격

다. 기기 정착부 기초콘크리트 상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유해한 균열 또는 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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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 정착용 앵커가 콘크리트 단부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여부

라. 지진발생 시 인접시설과의 간섭 가능성을 검토한다.

1) 지진발생 시 충돌가능성 있는 설비 유무

2) 기기 상부에 지진발생 시 낙하가능성 있는 설비 유무

3) 지진발생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 조적벽 유무

4) 캐비닛/패널류의 경우 연속하여 설치된 캐비닛/패널간의 볼트 연결 여부

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

인결과가 관련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3. IEEE Std 344-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NY, US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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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내진검증 1. 기기 정착부 앵커볼트의 너
트와셔 설치상태
가. 볼트, 너트, 와셔의 누락 
여부
나. 볼트 나사산의 충분한 
돌출 여부
다. 정착판 및 콘크리트 표
면과 너트의 밀착 여부
라. 볼트 크기의 적정 여부

2. 기기 정착 용접부 상태
가. 정착부 용접 상태
나. 정착부 용접 규격

3. 기기 정착부 기초콘크리트 
상태
가. 유해한 균열 또는 손상 
여부
나. 기기 정착용 앵커가 콘
크리트 단부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여부

4. 지진발생 시 인접시설과의 
간섭 가능성
가. 지진발생 시 충돌가능성 
있는 설비 유무
나. 기기 상부에 지진시 낙
하가능성 있는 설비 유무
다. 지진시 영향을 줄 수 있
는 인접 조적벽 유무
라. 캐비닛/패널류의 경우 
연속하여 설치된 캐비닛/패
널간의 볼트 연결 여부

5. 조적벽에 기기 정착용 앵커
의  설치 여부

6. 축전지와 설치대 사이에 간
격이 있는지 여부

공사후 현장확인

공사후 현장확인

공사후 현장확인

공사후 현장확인

공사후 현장확인

공사후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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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6절 내방사성 도장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실

지원부서 : 해당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로건물에 적용되는 방호도장은 설계기준사고인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주증기관 파단(MSLB) 사고시에 발생하는 고온, 고압 및 방사능의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들 가상사고시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위해 가동

되는 격납용기 살수계통(Containment Spray System)의 작동중 도막이 손상 또는

박락되어 집수정의 여과스크린(Sump Screen)을 막음으로써 순환수의 흐름을

어렵게 하는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순환수의 흐

름을 어렵게 하는 원인중 도막 손상 및 박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서 안전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국내외 원전보유국에서는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인 규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내방사성 도장공사는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어 안전성관

련 품목(품질등급 Q Class)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

국에서와 같이 Reg. Guide 1.54(Rev. 0)에 근거하여 관련 기술기준인 ANSI

101.4. ANSI 101.2 및 ANSI 5.12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US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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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00년에 그간 원전 운영과정에서 방호도장의 열화 문제를 인지하고 품

질요건을 강화시킨 개정판인 Reg. Guide 1.54(Rev. 1)을 발행하였으며, 국내에

서도 동 내용이 발전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력산업기술(KEPIC)

에 도입하고 국내 원전에의 적용을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이전의 Reg. Guide 1.54(Rev. 0)의 연계 기술기준인 ANSI 101.4, ANSI

101.2 및 ANSI 5.12 등의 기술기준에는 도장공사의 특성인 특수공정(Special

Process)에 대한 요건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는 있으나 작업자 및 검사자 인정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기

준의 제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사항을 산업기술기준을 제정하는 ASTM으로 이

관하고, Reg. Guide 1.54를 개정하여 원전의 내방사성 도장공사의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욱 강화시켰다.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도장공사를 시행하는 도장

공 및 도장 검사자에 대한 관리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방호도장의 유

지보수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이다.

2. 검사 대상

가. 도장재료의 인증 및 물성 확인

나. 도장작업자 및 검사자의 자격인정 사항

다. 도장면 표면처리 및 시공 관리

라. 도장 시공부 결함 등 최종 시공상태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전에 적용되는 방호도장은 일반 건축구조물에 적용되는 미관측면에서의

도장(Painting)이나 산업 플랜트에 적용되는 방청(Corrosion Protection)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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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식 도장(Industrial Coating)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능적으로는 크게 부

식방지, 방사성 물질의 제염, 기계적 마모로부터의 표면 보호, 미관 등을 목적

으로 사용되나, 역기능 측면에서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다.

방호도장재로는 주로 에폭시계열의 도료가 사용되는데, 에폭시 도료는 에폭

시수지와 경화제 및 침투성이 좋은 용제로 구성되며, 일단 경화되면 여러가지

의 우수한 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근자

에는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무용제 타입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안전 설계사항

LOCA 사고를 포함한 설계기준사고(DBA)시 원자로건물 내에 발생하는 고

온, 고압 및 방사선조사 환경조건과 비상냉각수의 살수로 인한 박락으로 순환

수 집수정의 여과스크린(Sump Screen)을 막아 재순환을 방해하여 원자로 안

전정지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환경을 모사한 성능실증시험에 합

격한 자재만을 사용하여 하며, 특수공정(Special Process)으로서의 제반사항(작

업절차서, 작업자 및 검사자 인정, 품질보증 활동 등)이 철저히 확인되어야 하

며 시험 결과가 요건에 만족되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도장 작업 착수 전 일반사항을 확인한다

공사 개요, 도장사양, 시공업체 수행능력, 작업관련 장비, 검사장비, 자재

저장 및 취급상태

나. 작업 착수 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1) 사용자재의 성능 및 품질확인

2) 현장 시공환경

3) 설계 및 제작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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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시험 결과의 확인

다. 표면처리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1) 철재 : 연마재의 적합성, 공기 오염도, 기후조건(대기온도, 습도, 이슬점),

주변 환경, 이물질 잔존여부, 표면처리 규격, 세정도 및 조도, 용

접 이물질 제거.

2) 콘크리트 : 양생기간(28일), 함수율, Ph, 평활성, 레이턴스 잔존 여부,

3) 비철금속 : Etching Agent 사용 여부 및 사용후 수세 여부,

Wash Primer 적용 여부, 이물질 잔존 여부 

라. 도장작업 전, 중, 후, 확인사항

1) 작업전 확인사항 : 도료 확인(종류, 수명, 배치번호), 표면처리 후 시간,

이물질 잔존 여부, 기후조건, 도료의 상태, 희석제 종

류 및 부피, 숙성시간, 가사시간, 도장시 기후조건

2) 작업중 확인사항 : 층간오염, 습도막 두께, 재도장 간격, 도료 소요량

3) 작업후 확인사항 : 도막 외관, 경화상태, 부착력 시험, 건조 도막두께, 도

장장비 관리, 잔여 도료의 보관, 작업보고서

4. 검사 유의사항

가. Service Level I, III에 해당하는 방호도장 공정은 KEPIC SNE 5144에 

의거 특수공정(Special Process)으로 분류되어 있어 품질보증계획서의 

규정된 요건에 따라 승인된 절차서를 사용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에 의

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준하는 품질보증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수공정(Special Process)으로서 필수요건(작업절차서의 적합성,

작업자 및 검사자의 자격인정, 품질관리 활동 등)들이 적합하게 준수되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상태

도장을 위한 표면처리는 도장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

으로, 부여된 도장 조건에 따라 결정 시행되어야 한다. 도장될 표면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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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깨끗하고 마른 상태로 적합하게 처리된 소지가 될 때까지 세심

하고 정확하게 작업/보호되어야 한다.

다. 재료의 혼합 및 시공

혼합된 재료의 반응시간은 실내 온도의 고저에 따라 가속되거나 지체되

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 가사시간 및 작업 제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 재료의 확인

내방사성 도장재는 LOCA 등 설계기준사고(DBA)시 원자로건물 내에 발

생하는 고온 고압 및 방사선조사 환경조건과 비상 냉각수 살수로 인한 

박락에 의해 순환수 집수정의 여과스크린(Sump Screen)을 막아 재순환

을 방해하여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

고환경을 모사한 열화특성 시험에 합격한 자재와 도장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 중점사항

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기술시방서 CP-A3, 내방사성 도장공사 관련 기술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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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E, 원자력발전소 방호도장 

다. Reg. Guide 1.54(Rev. 1), Service Level I, II, and III Protective Coatings

Applied to Nuclear Power Plants

라. ASTM D 3843, Standard Practice for Quality Assurance for Protective

Coatings Applied to Nuclear Facilities

아. ASTM D 3911,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ng Coatings Used in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s at Simulated Design Basis

Accident(DBA) Conditions

바. ASTM D 3912, Standard Test Method for Chemical Resistance of

Coatings and Linings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s

사. ASTM D 4082, Standard Test Methods for Effects of Gamma Radiation

on Coatings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s

아. ASTM D 4227, Standard Practice for Qualification of Coating Applicators

for Application of Coatings to Concrete Surfaces

자. ASTM D 4228, Standard Practice for Qualification of Coating Applicators

for Application of Coatings to Steel Surfaces

차. ASTM D 4286,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Coating Contractor

Qualification for Nuclear Powered Electric Generation Facilities

카. ASTM D 4537, Standard Guise for Establishing Procedures to Qualify

and Certify Inspection Personnel for Coating Work in Nuclear Facilities

타. ASTM D 4541, Standard Test Methods for Pull-off Strength of Coating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

타. ASTM D 5144, Standard Guide for Use of Protective Coating Standard

in Nuclear Power Plants

파. ASTM D 5163, Standard Guide for Establishing a Program for Condition

Assessment of Coating Service Level I Coating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하. ASTM D 5498, Standard Guide for Developing a Training Progra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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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Work Inspector in Nuclear Facilities

거. EPRI Topical Report No. 1019157, Guideline on Nuclear Safety-Related

Coatings

너. SSPC -SP1, Solvent Cleaning

더. SSPC -SP2, Hand Tool Cleaning

러.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머. SSPC -SP5, White Metal Blast Cleaning

버. 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서. SSPC -SP10, 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어. SSPC -SP11,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저. SSPC -PA2, Measurement of Dry Coating Thickness with Magnetic Gages

처. SSPC -Vis1, Visual Standards for Adhesive Blast Cleaned Steel(Standard

Reference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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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내방사성

도장 공사

1. 시공업체의 경험정도 및 

작업자 인증상태 확인

- 업체의 자격인정

- 도장작업자 자격인정

2. 품질보증요건 확인

- 품질보증요건 이행상태

- 도장검사자 자격인정

- 재료 저장상태

3. 사용자재 품질 및 도장 시스

템의 적합성

확인

- 성능시험성적서 확인

- 품질관리용 시험성적서 확인

4. 콘크리트 및 강재 표면처리 

작업의 타당성

5. 도장작업의 적합성

- 환경조건

- 도료의 혼합, 교반 및 가사

시간 

- 사용도료의 적합성

- 도장 표면의 결함 및 이물질 

오염 여부

- 재도장 간격

- 도막두께 및 부착력시험 결

과의 적합성 

- 보수도장작업의 적합성

∘도장작업 시공전

∘도장작업 시공전

∘도장작업 시공전

∘표면처리 작업시

∘도장 작업 중/후

SNE 4286

SNE 4227

SNE 4228

SNE 3843

SNE 4537

SNE 5498

SNE 5139

◦제조사 

사용지침서

◦기술시방서

(CP-A3)

◦SSPC

◦기술시방서

(CP-A3)

◦사용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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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7절 개구부 및 관통부 밀폐재 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개구부 및 관통부 밀폐재는 개구부나 관통부의 주위 및 관통부 재와 개

구부 사이를 밀폐시키는 자재로써 방사능 차폐, 화재방호, 액체누설 방지, 가

스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2. 검사대상

가. 원자로시설 및 기타 원자로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안전성관련 개구부 및 

관통부 밀폐재 공사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개구부 및 관통부 밀폐재는 개구부나 관통부의 주위 및 관통재와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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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를 밀폐시키는 자재로써 관통부를 통한 방사능, 화재, 액체, 유해가스 및 

연기 등의 확산방지 및 구획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되는 자재는 무수축 

그라우트, 고밀도 그라우트, 고밀도 실리콘 및 저밀도 실리콘 등이 일반적이

다.

밀폐재의 각 기능과 요구되는 재료 특성은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서 기  

술한 바와 같으며, 특히 고밀도 실리콘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자재 물성중  

단위중량 유지 여부와 방사선 내구성 평가가 핵심사항이고, 공사 중에 특별

히 확인해야 할 것은 밀폐재의 밀실 시공 여부이다.

2. 안전설계사항

밀폐재의 각 기능과 요구되는 재료 특성은 앞 절에 기술한 바와 같으   

며, 특히 고밀도 실리콘 밀폐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자재 물성중 단위중량  

유지 여부와 방사선 내구성 평가가 핵심사항이고, 공사 중에 특별히 확인  

해야 할 것은 관통부의 밀실한 시공 여부이다.

가. 방화 밀폐재(Fire Seal) : 개구부, 관통부재의 내부, 관통부재의 환상 주위 

및 관통부재와 개구부 사이를 밀폐시키기 위하여 ASTM E119 또는  

ASTM E814와 IEEE 634에 의해 규정된 시간과 조건에 의해 화염, 열, 연

기 그리고 고온 개스 등의 차단성 시험을 거친 자재

나. 방사능 밀폐재(Radiation Seal) : 개구부, 관통부재의 내부, 관통부재의 환

상 주위 및 관통부재와 개구부 사이를 통한 방사능의 누출을 감소 또는 

감쇄시키기 위한 자재로서 가동중 예상되는 조사선량보다 보수적인 조건

에서 내구성시험을 거쳐 그 건전성이 입증된 자재

다. 액상물질 밀폐재(Flood Seal) : 지정된 액체표면 이하에 설치 계획된 개구

부, 관통부재의 내부, 관통부재의 환상주위 및 관통부재와 개구부 사이를 

밀폐시키거나 지정된 액체의 흐름이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

라. 환기부 밀폐재(Ventilation Sea) : 설계 기준 도면에 계획된 환기 차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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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 상이한 압력 유지를 위해 설치된 환기 목적의 개구부, 관통부재의 

내부, 관통부재의 환상 주위 및 관통부재와 개구부 사이를 밀폐시키기 위

한 자재

마. 구획 가압 밀폐재(Compartment Pressurization Seal) : 주 에너지 계통의 

파괴나 누출에 의한 내부 및 외부 압력에 견디기 위해 개구부, 관통부재

의 내부, 관통부재의 환상 주위 및 관통부재의 개구부 사이를 밀폐시키기 

위한 자재

3. 검사 중점사항

가. 밀폐재 작업 착수전 공사개요, 재료의 사양, 작업관련 장비 및 검사용 장

비 등 일반사항을 확인한다.

나. 작업착수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한다.

1) 사용자재의 성능 및 품질확인

2) 현장 시공 환경

3) 자재의 저장 및 취급상태

4) 품질시험 결과의 확인

다. 작업전 현장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

1) 기후조건, 이물질 잔존여부

2) 손상이 예상되는 파이프나 도관에 대한 보호조치

라. 작업중 확인사항

1) 표면처리 및 거푸집 설치

2) 재료의 혼합

3) 설치 및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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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생 및 보수

5) 품질관리시험 결과

4. 검사 유의사항

가. 표면처리 상태

시공을 위한 표면처리는 도장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부

여된 시공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타설될 개구부의 콘크리트면은 콘크리트와 채움재의 접합이 잘 되도록 청

결해야 하며 경화에 방해가 될 이물질 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및 시공

그라우트 자재의 비빔은 기계 비빔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의 작업일 경우 

손 비빔을 한다. 혼합된 실리콘 자재의 반응시간은 실내 온도의 고저에 따

라 가속되거나 지체되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 주

입시간 및 작업 제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관통재와 관통재,

관통재와 개구부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III.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

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첨부 자료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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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STM E84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나. ASTM E119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다. ASTM E814 “Fire Tests of Through Penetration Fire S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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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참조)

개구부 및

관통부 밀

폐재 공사 1. 사용자재의 성능 및 품질 

확인

가. 성능성적서 확인

나. 품질관리용 시험성적서 

확인

다. 재료저장상태

2.표면처리작업의 타당성(콘   

크리트) 확인

가. 콘크리트 양생기간

나. 콘크리트 표면건조상태 

다. 콘크리트 표면처리 여부

3. 거푸집 설치상태

4. 밀폐재 시공의 적합성
가. 환경조건 
나. 도료의 혼합, 교반 및 가

사시간 
다. 자재의 적합성 

5. 작업결과의 적절성
가. 밀폐재 타설상태
나. 밀폐재 양생의 적절성
다. 거푸집 제거 후 표면상태
라. 밀폐재 관리시험의 적절

성

∘작업 개시전

∘표면처리 작업시

∘표면처리 작업시

∘작업 전, 중

∘작업 후

ASTM E84

ASTM E119

ASTM E814

ASTM E1027

IEEE 634

CRD C621

기 술 시 방 서

(CP-A2)

ASTM E84
ASTM E119
ASTM E814
ASTM E1027
IEEE 634
CRD C621
기술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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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8절 수중 취수/배수 터널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건설허가를 위한 부지조사(해저 지표지질 및 지형조사, 지구물리탐사, 시추 

조사 등) 단계에서는 수중 취수 및 배수 터널의 지반에 대한 지질 및 지질공학

적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및 실내시험을 통하여 터널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결

정하게 된다. 부지조사단계에서 결정된 터널 지반의 특성은 건설허가이후 터널

굴착단계(터널막장 mapping 포함)에서 최종 확인하게 되며, 연약한 지반의 공

학적 특성 등이 부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특성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지질 및 지진) 제2항에는 원

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

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견고한 암석으

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발파에 의하여 굴착이 이루어지게 된다. 발파에 의한 

굴착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파의 충격으로 인하여 지반의 특성과 인근 원자로

시설 구조물 및 기기 그리고 진행 중인 공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따라

서 발파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시험발파를 통하여 사전에 영향 정도 및 범위를 

평가한 후 본발파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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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지반의 굴착작업은 건설허가를 득하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평가 

활동을 통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굴착에 따른 지반의 특성은 

굴착방법, 굴착장비, 굴착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지반 구성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가급적 손상을 입지 않는 방법으로 굴착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굴착이 끝나면 기초로 이용될 지반을 깨끗이 청소하여 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암석의 종류, 균열상태, 연약지반의 존재 및 분포범위, 지반의 불균질성

을 조사하며고, 필요시 실내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 공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연약지반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대의 특성, 분포범위, 보강방법의 

타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연약지반을 개선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이 모두 개선되면 마지막으로 암반 보호를 위하여 노출된 암반에 대

해 콘크리트로 피복 타설한다.

터널공사는 천공 및 암반의 발파, 버력처리 및 환기, 숏크리트(shotcrete), 록

볼트(rockbolt), 강지보재 설치, 콘크리트 라이닝(concrete lining), 그라우팅

(grouting) 등의 많은 공정을 거쳐 터널 구조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모든 공정의 

각종 품질변동요인이 최종적인 터널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터널공사는 다른 분야의 시공과는 달리 100% 지하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므

로 지보재 설치(숏크리트, 강지보재, 록볼트), 콘크리트 라이닝, 그라우팅의 시

공조건은 물론, 시공당시 현장 작업조건, 작업자의 의식 및 숙련도 등 구조물의 

품질에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

공장 및 현장에서 최종적인 성능확인이 가능한 기계ㆍ전기공사와는 달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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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구조물 자체의 건전성 또는 성능확인 방법이 거의 없으며, 일단 시공된 

후에는 구조물 내부결함 유무 등 내부에 대한 확인 및 수정작업이 매우 어렵

다. 또한 지하터널은 건설 후 각종의 자연력 및 인위작용을 받아 시간경과와 

함께 물리적ㆍ화학적으로 변질되고 성능저하가 진행되어 손상이 발생하며, 특

히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재료의 사용 및 부적절한 배합ㆍ설계ㆍ시공방법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열화ㆍ손상을 일으켜 구조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기능성

이 저하된다.

따라서 설계서, 시방서, 적용된 각종 규제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유해한 것을 제거하며, 품질변동을 

허용범위 이내로 최소화하고 이상 원인을 조사․규명하여 조치함으로써 경제적

이고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철저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며, 사용전검사 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검사 대상

가. 수중 취수 및 배수 터널의 굴착 및 지반처리

나. 취수 및 배수 터널공사

다. 침매함 제작 및 설치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검사대상 공정은 수중 취수 및 배수 터널을 구성하는 단위공사이므로 일괄적

으로 정의할 수 없다.

2. 안전 설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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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중 취수 및 배수 터널의 기초지반은 상부의 정하중 및 지진과 같은 외

부 동하중으로부터 안정하여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반은 균질한 지질상태 또는 공학적 특성이 유사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침하 또는 부등침하로 인하여 터널이 과도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

반은 전체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을 수 있는 공학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다. 부적합한 지반물질은 보강, 치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라. 굴착이 끝난 지반의 최종면은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마.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기초암반의 공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는데 부지적

합성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암반의 공학적 특성값이 발파 후에도 최대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바.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원자로시설의 안전성과 공사중인 작업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진동 및 소음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 터널은 지반의 거동특성과 지보재의 지보력이 상호 연합하여 일체가 되

게 거동함으로써 터널의 안전성이 설계수명기간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터널은 지하수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터널 굴착시 지하수가 유

입되는 곳은 그라우트 주입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자.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붕괴)에 대하여 터널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차. 침매함은 인양 거치 후에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위치 확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최종 기초지반의 지질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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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된 지질도는 지반의 상태와 잘 일치하는가?

2) 지반지질도는 부지특성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지질도와 일관성이 있는가?

3) 지질도는 암석의 종류, 지질구조, 연약대의 종류 및 분포범위 등 지질과 

지질공학적 특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

4) 지질도는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서 작성되었는가?

나. 터널 암반평가 관련 절차서 검토 및 준수 확인

1) 터널 암반평가 관련 절차서가 타당하게 마련되고 암반평가 시 이를 준수

하고 있는가?

다. 지반 상태 및 연약지반의 확인

1) 지반 구성 암석의 구분은 지질과 공학적 특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며, 그 

특성은 적절하게 구하여졌는가?

2) 연약대의 분포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3) 연약지반으로 판정하기에 적합한 변수를 이용하였는가?

4) 연약지반의 분포범위가 안정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관성이 있

는가?

5) 절리 또는 단층과 같은 불연속면의 존재, 해수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불

안정해질 수 있는가?

라. 암반보호 및 연약지반처리(보강)의 타당성

1) 암반등급평가에 사용된 암반검사보고서가 통용되는 암반분류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2) 암반검사보고서가 현장의 지질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3) 암반등급(터널형)이나 연약대의 특성(침매형)에 따라 적합한 보강방법이 

적용되었는가?

마. 발파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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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파절차서와 굴착계획서에 따라 굴착발파의 사전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2) 발파절차서에 따라 굴착발파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바. 각종 적용 기술기준 및 표준규격의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법령 등의 

규제요건에 따라 터널내 지보재 설치와 관련된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관련도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숏크리트(shotcrete)

가) 숏크리트 배합설계의 적합성(시멘트, 강섬유, 골재, 혼화재의 품질)

나)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다) 숏크리트 타설 두께 

라) 숏크리트 관리시험결과(압축강도, 휨강도, 강섬유 혼입량, 리바운드량 

등)

2) 강지보재

가) 사용재료의 적합성

나) 설치작업(위치, 간격, 지보재와 지보재의 이음 등)의 적합성

3) 록볼트(rockbolt) 및 케이블볼트(cable bolt)

가) 사용재료의 적합성 

나) 설치작업(위치, 매입길이, 인발력, 축력 등)의 적합성

4) 라이닝 콘크리트(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가)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사용전검사 지침서 “2.5 철근의 가공 및 설치”

및 “2.7 콘크리트공사” 에 따름)

나) 라이닝 측면과 상부의 다짐 여부

다) 숏크리트 면과 라이닝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보수방법 적합성 확인

5) 그라우팅

가) 그라우트 작업전 선행조건의 적합성 확인

나) 그라우트 시공방법의 적합성

다) 뒷채움 그라우팅(backfill grouting)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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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촉 그라우팅(contact grouting)의 적합성 

6) 터널 내 방수

가) 방수재의 재료선정 적합성

나) 방수시설의 설치 적합성

7) 계측

가) 계측계획서에 따른 계측의 사전 준비 적절성

나) 계측절차서에 따른 계측 및 사후관리 적절성

바. 침매함 제작 및 설치 

1) 침매함 제작(사용전검사 지침서 “2.5 철근의 가공 및 설치” 및 “2.7 콘크

리트공사” 에 따름)

2) Rubber Gasket 설치

3) Embeded Plate 설치

4) Box 인양 및 거치

5) Bulk Head 제작, 설치 및 해체

4. 검사 중점 사항

가. 2항에 기술된 안전 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발파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발파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한다.

다. 지반상태, 연약지반의 확인 및 처리(보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라. 최종 작성된 지질도는 지반의 상태와 잘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마. 터널 보강을 위한 지보재(강지보재, 숏크리트, 록볼트)는 설계기준과 시공 

상태를 평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한다.

바. 라이닝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 침매함 제작 및 시공은 관련규격 및 설

계도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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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터널 부지 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시추공의 경우, 터널구조물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터널공사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영향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굴착에 따라 노출된 암반은 풍화의 진행, 해수 침투 등에 따라 강도가 급

속히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암반 표면을 보호하여

야 한다.

다. 발파진동 제한값은 인근 원자로시설의 안전성과 암반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발파진동 제한값이 설정되면 이 제한값

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리 및 발파패턴에 따른 장약량을 정하여야 한다.

장약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화약량 및 거리에 따른 진동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 후 부지의 지질조건 특히 불연속면의 분포특성, 부지에서 있

을 수 있는 발파패턴 그리고 인근 원자로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적으로 거리별 장약량을 정

하여야 한다. 발파에 이용되는 화약과 뇌관 그리고 케이블 등은 시험발파

시 이용한 것들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하며, 진동측정 장비는 측정범위가 

적합하여야 하며 요건에 따라 교정되어 있어야 한다.

발파 후 허용기준값이 초과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부지 지반조건에 적합한 거리별, 발파 패턴별 장약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도면 등이 기술적인 개

정이유에 의해 개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

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마. 터널공사의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설치 등의 활동은 지하에서 이루

어지는 작업의 특성과 안전상의 문제를 감안할 때 현장입회검사는 제한

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검사활동은 서류검토를 주로하고 주요 

공사구간에 대한 현장입회검사를 적절히 병행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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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류검토 구간에 대해서 사업자는 수검에 필요한 모든 서면 자료(검사보고서 

및 현장의 상태를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계측자료,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며, 검사기관은 이들 자료에 대해서 현장입회검사 시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사. 현장입회검사 대상은 주요 구조물 설치구간 및 기타 검사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정하여 전체 검사일정과 세부계획

을 세운다.

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4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질 및 지진"

2. 10 CFR 100, Appendix A,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및 지질학적 부지 선정 기준"

3. 사용전검사 지침서, “2.1 기초굴착 및 지반처리”, KINS, 2010

4. 신고리 3,4호기 수중취수구조물 축조공사 터널 암반평가 절차서, 2009, 벽산

엔지니어링(주)

5. 건설교통부, 터널설계기준, 1999

6. 건설교통부, 터널표준시방서, 1999

7. ASCE, Use of Shotcrete for Underground Structural Support,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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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Foundation Conf. 1973

8. Barton, N. Recent Experiences with the Q-system of Tunnel Support

Design, 1976

9. ACI 506R, Guide to Shotcrete

10.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C, 원자력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11. T.D. O'Rourke, Guidelines for Tunnel Lin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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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굴착 및

지반 처리

1. 지반의 지질도 확인

가. 작성된 지반지질도와 실제 

지반 조건과의 일치여부

나. 지반지질도와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조사를 통하여 작성

된 지질도와의 일치여부

다. 지질도는 암석의 종류, 연약

대의 종류 및 분포범위 등 

지질특성과 공학적 특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

었는가?

라. 지질기술자에 의하여 지질

도가 작성되었는가?

2. 지반 상태 및 연약지반의 확

인

가. 지반 구성 암석의 구분은 

지질 및 공학적 특성을 나타

내기에 적합하며 그 특성은 

적절하게 구하여졌는가?

나. 연약대의 분포범위가 명확

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다. 연약지반으로 판정하기에 

적합한 변수를 이용하였는

가?

라. 연약지반의 분포특성이안정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

과 일관성이 있는가?

마. 절리 또는 단층과 같은 불

연속면의 존재, 우수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굴착사면은 없는가?

◦지반지질도 작성후

◦현장점검 및 지질도

검토

◦지질도 작성후

◦현장점검 및 지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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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굴착 및
지반 처리

3. 터널 암반평가 관련 절차서 
검토 및 준수 여부 확인

4. 암반보호 및 연약지반처리(보
강)의 타당성

가. 암반등급평가에 사용된 암
반검사보고서가 통용되는 암
반분류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나. 암반검사보고서가 현장의 
지질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
는가?

다. 암반등급(터널형)이나 연약
대의 특성(침매형)에 따라 
적합한 보강방법이 적용되었
는가?

5. 발파가 적용될 경우, 점검사
항

가. 발파절차서와 굴착계획서에 
따른 굴착발파의 사전 준비 
적절성

나. 발파절차서에 따른 굴착발파
의 적절성

◦보강공사 전
◦보강도면, 암반검사절
차서 및 강도시험자
료 검토

◦현장입회점검 및 암
반검사보고서 검토

◦굴착발파 전
◦발파절차서 및 굴착
계획서 검토
◦필요시 현장 입회점
검

◦발파결과기록서 검토
◦현장 입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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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숏크리트

강지보재

록볼트 및 

케이블볼트

1. 숏크리트의 최소두께는 사용  

목적, 지반조건, 단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2. 숏크리트 재료 및 배합설계

는 적합한가?

3. 시험장비의 검교정  확인

4. 숏크리트 관리시험결과(압축

강도, 휨강도, 혼입량, 리바

운드량) 확인

5. 숏크리트 타설 두께 확인

1. 사용재료의 적합성

2. 설치작업(위치, 간격, 지보재

와 지보재의 이음 등)의 적

합성

1. 사용재료의 적합성 

2. 설치작업(위치, 매입길이, 인

발력, 축력 등)의 적합성

◦공사 전,

관련서류 검토

◦공사 전,

관련서류 검토

◦공사 전,

관련서류 검토

◦공사 중, 관련서류 

검토, 현장입회

◦공사 후, 관련서류 

검토, 현장입회

◦공사 전,

관련서류 검토

◦공사 후,

협장입회

◦공사 전,

관련서류 검토

◦공사 중ㆍ후,

현장확인 및 관련서

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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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라이닝 
콘크리트

그라우트

1.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의 적
합성 등

2.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의 적합
성

3. 철근 설치작업의 적합성

4.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작업의 
적합성

5. 숏크리트 면과 라이닝 콘크리
트 사이의 공극 보수방법 적
합성 확인

◦공사 전
관련서류 확인

◦공사 전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전ㆍ후, 관련서
류 확인, 현장입회

◦공사 전ㆍ후, 관련서
류 확인, 현장입회

◦공사 후,
관련 서류 확인

사용전검사 
지침서, “2.7
콘크리트공
사” 참조

〃

사용전검사 
지침서, “2.5
철근의 가공 
및 설치” 참
조

사용전검사 
지침서, “2.7
콘크리트공
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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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시기 및 방법 비 고

그라우트

방수공사

계측관리

1. 사용재료의 적합성 

2.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

3. 그라우트 배합의 적합성 

4. 그라우트 작업의 적합성 

5. 그라우트 작업 후 강도 확인

1. 방수재의 재료선정 적합성

2. 방수작업의 적합성

- 개구부 및 마감 끝면 마무리

의 적합성

- 쉬트 겹침 넓이

- 쉬트 보호재 설치

(라이닝콘크리트 접촉부)

- 쉬트 봉합시험 결과

1. 계측계획서에 따른 계측의 사

전 준비 적절성

2. 계측절차서에 따른 계측 및 

사후관리 적절성

◦공사 전,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전,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전,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전,
관련 서류 확인

◦공사 후,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전,

관련 서류 확인 

◦공사 후, 관련 서류 

확인, 현장 확인

◦계측 전,

관련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입회

◦계측 전ㆍ중ㆍ후,

관련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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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19절 1차기기 냉각해수 취․배수용 콘크리트 배관(PCCP) 설치 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1차기기 냉각해수 취․배수용 콘크리트 배관(PCCP, Prestressed Concrete

Cylinder Pipe) 설치공사는 공장에서의 PCCP 제작 이외에는 PCCP 설치를 위

한 뒷채움작업 및 되메우기, Bedding 콘크리트 및 부속 구조물 공사 등이 현

장에서 이루어지므로 PCCP 자체의 품질은 물론, 기상조건, 현장의 작업조건,

작업자의 의식 및 숙련도 등 PCCP 관로의 건전성에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

양하다.

또한 PCCP는 지중에 매설되어 설치되므로 일단 PCCP가 설치되고 뒷채움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결함유무 등에 대한 확인 및 수정작업이 매우 어려우

며, 가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체작업이 곤란하거나 교체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제출되어 검토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적용된 각종 규제요건 및 관

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PCCP가 설계․시공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PCCP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사용전검사 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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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PCCP 설치를 위한 지반처리공사 또는 뒷채움작업 

나. PCCP 설치작업

다. PCCP 관로 수압시험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1차기기 냉각해수 취․배수용 콘크리트 관로는 발전소 정상운전 중은 물

론, 설계기준사고 및 각종 요인에 의한 불시정지사고 시 1차기기를 냉각하는

데 필요한 필수냉각수(ESW, Essential Service Water)를 공급 및 배수하는 계

통이므로, 지진, 홍수 등의 자연현상이나 발전소 설비 자체의 사고 등 여러 가

지 사고에 대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PCCP는 소요의 설계수명 기간 중 수압에 견디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PCCP의 제작, 운반 및 설치작업 시 PCCP의 변형, 내․외부 콘크리트의 

손상, 이음부 손상, 외부 에폭시 코팅 손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PCCP는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PCCP 이음부는 설계요건에 따라 적절히 연결된 후 보강되어야 하며, 각 

배관은 전기방식을 위해 이음부에 전선이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

마. PCCP 설치 후 수압시험을 통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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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종 적용 기술기준 및 표준규격의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법령 등의 

규제요건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에 관련된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관

련도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PCCP 설치공사를 위한 암반굴착 및 뒷채움작업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

며, 암반굴착 및 뒷채움작업의 적합성은 각각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사

용전검사(시설) 지침서 “2.1 기초굴착 및 지반처리” 및 “2.3 구조물 뒷채

움 공사“에 따른다.

다. PCCP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Bedding concrete) 공사의 적합성은 경

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시설) 지침서 “2.5 철근의 가공 및 설

치”와 “2.7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라. PCCP 설치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자재 인수검사 결과

2) PCCP 설치작업의 적절성

- Bracing 및 PCCP 보호상태

- PCCP 이음부 접속상태 및 보강상태

- 전기방식을 위한 전선 연결상태 

- 이음부 내면 그라우팅상태

- 이음부 보강 후 외부 에폭시 방식도료 도포 상태 등

마. PCCP 설치공사 후 수압시험 결과를 검토한다.

1) 압력게이지 검교정 상태

2) 충수 및 흡수 시간, 가압과정의 적정성 

3) 가압 전·중 및 최대 시험압력에서의 PCCP 외관 결함 및 이음부 누수 

여부 

4) 결함 또는 누수 발생 시 조치결과의 적합성

바. PCCP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며, 되메우기 작업

의 적합성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시설) 지침서 “2.3 구조

물 뒷채움 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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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CCP 설치 공사 및 수압시험 기록과 사업자의 Trouble Record(NCR,

FCR, QDN 등)을 검토하여 PCCP 설치공사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도면 등이 기술적인 개정이

유에 의해 개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며, 개정 전 및 후의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선행호기 및 당해 공사의 사용전검사 시 지적되어 시정조치 요구된 사항

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기록 등을 확인한다.

다. 사업자의 Trouble Record(NCR, FCR, QDN 등)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

은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

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검토된 기술적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공사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PCCP 설치 후 유해한 균열, 변형 및 손상 등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이음부에서 허용누수량 이상의 누수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므로 시공상

태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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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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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시설) 지침서, “2.5 철근의 가공 및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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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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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지반처리 또는 

뒷채움작업

기초(Bedding)
콘크리트 공사

PCCP 설치

PCCP

수압시험

되메우기

1. PCCP 설치를 위한 지반  

처리 또는 뒷채움작업의 

적합성 

1. PCCP 설치를 위한 기초

(Bedding) 콘크리트 공사의 

적합성 

1. PCCP 자재의 적합성 

2. PCCP 설치작업의 적합성 

- Bracing 및 보호상태

- 이음부 접속상태

- 전기방식을 위한 전선 연

결상태

- 이음부 보강 및 보강 후 

에폭시도료 도포상태

- 이음부 내면 그라우팅상태

1. 압력게이지 검교정상태 

2. 충수·흡수 시간, 가압과정

의 적합성 

3. 가압 전·중 및 최대 시험

압력에서의 PCCP 외관 

결함 및 이음부 누수 여부 

4. 결함 또는 누수 발생 시 

조치결과의 적합성 

1. PCCP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의 적합성

ㅇ공사 전ㆍ중, 현장 확

인, CIP 확인

ㅇ공사 전ㆍ중, 현장 확

인, CIP 확인

◦공사 전․중, 현장 확

인, 자재 인수검사보

고서 검토

◦공사 중, 현장 확인,
CIP 확인 

ㅇ공사 전ㆍ중, 검교정 

자 검토

ㅇ공사 중, CIP 확인

◦공사 중, 현장 확인,

CIP 확인

◦공사 중, 현장 확인,

CIP 확인

◦공사 중, 현장 확인,

CIP 확인

사용전검사 지

침서, “2.1 기초

굴착 및 지반처

리” 또는 “2.3
뒷채움 공사”
참조

사용전검사 지

침서, “2.5 철근

의 가공 및 설

치” 및 “2.7 콘

크리트공사” 참

조

ANSI/AWWA
C 304

ANSI/AWWA
M 9 매뉴얼 및 

설치도면

KEPIC QAP

-

AWWA M 9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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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2.20절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사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잡철물은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매입플레이트 및 파이프슬리브 등과 철골부재와 접

합되는 종류 등으로 구성된다.

잡철물과 관련한 구조물 검사 시에는 재료, 인수, 취급, 저장, 제작, 설치, 검사 및 

시험 등이 전력산업기술기준 및 관련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대상

가. 잡철물의 재료 및 인증시험의 적합성

나. 잡철물 인수, 취급 및 저장의 적절성

다. 잡철물 제작 및 설치의 적절성

라. 잡철물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잡철물은 전달되는 각종 하중에 저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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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설계사항

가. 설계 시 고려된 잡철물의 설계특성을 갖도록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잡철물은 전달되는 각종 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작, 설치 및 설치 후에 준수해야 할 각종 시방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공되어야 

한다.

라. 또한 부재들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 검사중점사항

가. 2항에 기술된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

나. 잡철물공사에 관련된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관련도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 자재의 인수, 취급 및 저장이 전력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토한다.

라. 잡철물 공장제작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마. 현장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바. 슬라이드 베어링 부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사. 파이프슬리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 앵커볼트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자.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용 매입물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차. 현장수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카. 접합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타. 고장력볼트 접합이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파. 용접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하. 도장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거.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검사유의사항

가. 각종 적용 기술기준 및 표준규격의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법령 등의 규제

요건에 따라 잡철물 공사에 관련된 기술시방서, 작업절차서 및 관련도면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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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한다.

나. 자재의 인수, 취급 및 저장이 전력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토한다.

다. 잡철물 공장제작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잡철물의 제작, 오차 및 세부사항 등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한 품질등급 

Q는 KEPIC SND 및 KEPIC SGD Steel Structures-LRFD, 품질등급 T, S는 

AISC S335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잡철물의 재질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ASTM A36을 적용하며 품목

의 대체 및 설계상세에 대한 수정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

다.

3) 부품조립, 볼트체결 및 용접이음 등은 설계도면이나 승인된 공장도면에 따라야 

한다.

4) 조립 및 설치 시 치수, 위치, 정확도 및 허용오차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공장에서 가조립하여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5) 노출면은 기계절단 또는 전단절단을 해야 하며, 끝이 날카롭거나 모서리, 가장

자리 등 거친 부위는 연마하여 끝이 날카롭지 않고 면이 매끄럽도록 처리해야 

한다.

6) ASTM A325 또는 A490 볼트를 사용한 구조적 접합이음은 AISC S329의 요건

에 따라야 한다.

7) 미조립 품목 및 부분조립 품목은 정확한 현장조립이 가능하도록 각 부재에 식

별표시를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8) 잡철물의 제작이 완료된 후 공사담당자는 “잡철물 제작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매입물은 “잡철물 제작검사보고서” 및 “철재면 도장검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고, 콘크리트 타설 검사계획서에 매입물 설치

검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한수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핸드레일(Handrail) 파이프, Toe Plate, Splices, 강판, 앵커볼트, 너트, 지지 앵글 

및 기타 부품 등은 최신발행 설계도면 및 승인된 공장도면에 적합해야 한다.

공장용접 연결부는 수동 아크용접이나 발주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용접

된 표면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매끈한 환봉으로부터 머리가 없는 형태로 제작하며, 크기, 굽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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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나사부, 머리부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공장도면에 따라야 한다. 앵커볼

트 부품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공장도면에 따라 식별표기가 되어야 한다.

11) 매입철판

-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볼트구멍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철판은 공장도면 및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절단계획에 따라 소요치수로 절단

한다.

- 절단된 철판위에 드릴작업을 위한 볼트구멍 표시를 하고, 이 표시에 따라 드

릴작업을 한다.

- 드릴작업과 탭(Tap) 작업이 완료된 매입철판이 PWR(Pipe Whip Restraint)

매입철판과 같은 용접이 필요한 경우 일반용접 절차서에 따라 용접한다.

- 부착물 용접 시 매입철판의 가장자리에서 1/2 in(12.7 mm)이내에 용접을 해

서는 안 된다.

- 앵커볼트는 단단히 당겨서 매입철판 면에 대고 임시용접을 한다.

- 스터드의 용접은 KEPIC SWS 7000에 따라야 하며, 그 검사결과를 “스터드 

용접 검사 보고서”에 기록한다.

13) 파이프 슬리브의 제작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공장도면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4) 철골, 철판 및 강봉

- 제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압연자재는 ASTM A6의 허용오차 이내로 곧게 

펴진 상태여야 하며, 만약 곧게 펴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한정된 국부가열이

나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열절단 방법에 의해 가열된 부분의 측정온도는 담금질(Quenching) 및 뜨임

(Tempering)에 의해 제작된 강재에 대해서는 1,100 ℉(593 ℃)를 초과하고,

그 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1,200 ℉(649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작자재(원자재)의 두께 및 크기는 공장도면 및 설계도면에 따라 검사하여

야 한다.

- 모든 Piece, 철판, 강봉 및 강재는 공장도면 및 설계도면에 따라 측정 및 표

시를 하고 나서 기계절단을 해야 한다.

- 표준구멍의 공칭직경은 볼트의 공칭직경보다 1/16 in(1.6 mm)가 더 커야 한

다.

- 압연형강 대신에 용접형 철골을 사용하는 것은 압연형강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특별히 승인된 곳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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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용접형 철골의 용접부는 균열 및 결함에 대해 검사하여야 한다. 플랜지

와 복부 사이의 이음용접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Full Penetration Butt

Weld) 또는 완전용입 경사용접(Full Penetration Bevel Weld)으로 해야 한다.

라. 현장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모든 잡철물은 설치 시 정확하게 제 위치에 노여지고 안전하게 체결되어야 하

며, AISC S303, KEPIC SND 8460 및 CP-A1 D.14의 허용오차 및 요건에 따라 

설치될 수 있도록 수평도 및 수직도 등을 검사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내에 설치되는 잡철물은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이탈

방지를 위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며 간섭사항은 관련 절차서의 간

섭사항 해결방안에 기술된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철골부재와 접합되는 잡철물의 현장접합은 그 접합에 필요한 구멍을 승인된 공

장도면 및 설계도면에 따라 뚫어야 한다.

4) 공사담당자는 필요시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

표에 따라서 설치작업을 하며, 설치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7) 잡철물 설치는 기술시방서 CP-A1 D.14.9, C3 D.12.9 및 C4 D13.9의 (Field

Operation)에 따른다.

8) 잡철물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공사담당자는 잡철물 설치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는다. 단, 매입물은 콘크리트 작업절차서의 콘크리트작업 검사보고서

에 따르며, 측량보고서를 첨부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마. 슬라이드 베어링(Slide Bearing) 부재

1) 슬라이드 베어링 부재는 정확하게 제 위치에 놓고 지지판과 유동부분에 택 용

접을 해야 한다.

2) 베어링 미끄럼 면(Sliding Surface)은 손상방지를 위해 운송, 조립 및 용접 중에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3) 테프론 슬라이드 베어링 부재는 설계도면 상에 표기된 이동 시의 최소 마찰저

항력을 낼 수 있도록 지지판 및 유동부재(Moving Component)에 부착해야 한

다.

4) 최대 설계미끄럼 지지압력은 800 psi 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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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부재는 가열양생된 에폭시 면에 1/4 in(6.4 mm)의 얇은 철판이 붙어 있는 

두께 3/32 in(2.4 mm)이상의 TFE 합성물로 보강된 유리질 물질로 구성되어 있

다.

6) 슬라이드 베어링 부재는 소요마찰 계수를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 불충분 요소를 

제거한 아주 평평한 표면을 생산하기 위해 연마를 하거나 적당하게 기계가공

을 해야 한다.

바. 파이프 슬리브

파이프 슬리브는 설계도면 및 승인된 공장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사.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된 

위치의 정확도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나 타설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타

설 전후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현장에서 앵커볼트를 굽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열을 가해서는 안 되지만, 나사

산강봉(threaded rods)이나 헤드 볼트(headed bolts)용 너트는 콘크리트 속에 

매입되는 플레이트 와셔에 택 용접할 수 있다.

3) 앵커볼트의 나사부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손상된 앵커볼트는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4) 철골모재의 표면처리와 용접부 끝단 처리는 KEPIC SWS 5470에 따른다.

5) 용접작업을 하지 않을 철골의 표면 거칠기와 열절단 단부 보수의 허용치는 

AISC S323에 따른다.

아.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용 매입물

1) SSLP 설치작업을 위한 매입물은 Back-up Bar(Wall Part) 및 Leak Chase

Channel(Floor Part)로서,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요건은 CP-A1 D.11

Stainless Steel Lined Concrete Surfaces의 허용오차 요건을 적용한다.

2) 벽체부의 Back-up Bar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밀착 고정하여 평활한 면이 유지

되어야 한다.

3) Leak Chase Channel 설치 후 Channel 내부는 이물질 없이 깨끗해야 한다.

4) 용접작업은 용접절차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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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폭은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균일한 폭과 크기를 가져야 한다.

자. 현장수정

잘못 제작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어려운 부재에 대한 현장수정작업은 다음과 같

이 실시한다.

1) 볼트구멍에 대한 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잘못 제작되거나 설치된 부재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며, AISC S303과 

S323을 참조하도록 한다. AISC S323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볼트구멍 불일치는 Reaming 으로 수정하며 Drift pin은 사용할 수 없다.

3) 매입철판 및 파이프슬리브의 간섭사항 해결방안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가) 매입물 설치 중 스터드 간섭사항 발생 시에는

① 한수원(주) 감독자에 통보 및 승인 하에

② 아래의 현장수정방법에 따라 현장수정을 시행하며

③ 굽힘각도 불만족 또는 임의 절단 시에는 즉시 한수원(주) 감독자에게 보

고되어야 한다.

나) 굽힘에 의한 방법

① 스터드는 두개의 인접한 스터드 두부 사이의 거리가 원래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30° 굽힐 수 있다.

② 나사산강봉 두개의 인접한 스터드 두부 사이의 거리가 원래 굽히지 않

은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15° 굽힐 수 있

다.

③ 이형와이어 앵커(Deformed Wire Anchor)는 중심간 최소 간격이 3 in

이상일 때에는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15° 굽힐 수 있다.

④ 이형와이어 앵커의 직선철근 길이는 5번 철근의 갈고리(Standard 90°

Hook)의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Hook 정착길이는 최소 11 in 이

상이어야 한다.

⑤ 스터드, 나사산강봉 및 이형와이어 앵커는 굽히기 전에 예열해야 한다.

굽힘부위는 균열에 대한 육안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결과 육안으로 보이

는 균열결함을 가진 앵커는 불합격시킨다.

다) 재설치에 의한 방법

① WPS(수동용접)의 최소 필렛용접 크기를 반드시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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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터드 용접 후 스터드 기능에 장애가 되는 불연속 또는 이물질이 없어

야 하고,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형성해야 한다.

③ 스터드를 이설 및 추가설치한 후,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거나 용접품질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매설철판은 폐기하고 신규 제작된 매설철

판에 상기 항과 같은 요건에 따라 스터드를 설치한다.

④ 나) 굽힘에 의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라) 스터드 용접 재설치 시에는 스터드 용접검사 결과(위치도 및 상세도를 포

함한 스터드 용접검사보고서)를 '매입물 설치검사보고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차. 접합

1) 접합부는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공장도면에 따라야 한다.

2) ASTM A307 볼트는 가조임 상태까지 죄어주어야 한다.

3) 현장 용접접합은 설계도면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곳에만 한다.

4) 설계도면 상에 접합재(Fastener)의 형태, 규격, 기타 ASTM 명시가 없다면 직경 

7/8 in(22.2 mm)인 ASTM A325 고장력볼트를 사용하여 AISC N형(전단판에 

포함된 나사산을 가진 Bearing Type)으로 접합해야 한다.

5) 볼트 체결 시 너트는 볼트의 끝단이 최소한 1/4 in(6.4 mm)이상 너트위로 돌

출되도록 충분히 결속되어야 한다.

카. 고장력볼트 접합이음

1) ASTM A325 또는 A490 볼트의 이음부 설치 및 검사는 KEPIC QAP-2, Ⅱ.5.8.4

및 AISC S329에 따라야 한다.

2) 지압접합 타입의 접합볼트는 AISC M016에 규정한 대로 가조임 상태까지 죄어

야 한다.

3) 마찰접합 타입(Slip Critical Type)의 접합볼트는 AISC S329에 규정한 대로 너

트회전법이나 교정렌치법으로 조인다.

4) 발주자의 승인 하에, 너트회전법이나 교정렌치법 대신, ASTM A325 및 ASTM

A490 볼트에 DTI와셔(Direct Tension Indicating Washers)가 사용될 수도 있다.

5) 일반 고장력볼트 대신에 Torque shear Type 고장력볼트("Twist off" type

tention control structural bolts)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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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DTI 와셔나 Torque shear Type 고장력볼트의 검사 및 설치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6) 볼트를 가조임한 후, 너트와 볼트의 돌출부분에 표시를 하여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죌 때 검사원이 실제 너트의 회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고장력볼트용의 모든 너트는 결속하는 볼트의 끝단이 최소한 1/4 in(6.4 mm)

이상 너트 위로 돌출되도록 충분히 결속되어야 한다. 모든 구조접합은 설계도

면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AISC N형(전단면을 포함한 마찰접합타입)으로 한

다.

8) 조립품의 수직도 및 설치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핀을 사용하여 각 연결부위

의 구멍에 삽입한다. 이러한 핀은 볼트가 체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9) 와셔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가) ASTM A325에 사용되는 강화 평와셔(Hardened Flat Washer)는 체결 시 

회전하는 너트 또는 볼트머리 밑에 사용해야 한다.

나) ASTM A490에 사용되는 강화 와셔(Hardened Washer)는 결속시키는 너트

와 볼트머리 밑에 사용해야 한다.

다) 경사(Beveled) 와셔는 AISC S329에 규정된 대로 사용해야 한다.

10) 마찰접합면(Slip Critical Connection)에 사용된 ASTM A325 나 A490 고장력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사용한 자재는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타. 용접

용접은 일반용접절차서 및 용접재료 관리절차서 등의 용접관련 절차서에 따르며,

자격이 인정된 용접사에 의해 수행하고, 그 검사결과를 “용접검사 기록서”에 기

록하여야 한다.

파. 공장 프라임 코팅 및 터치업 작업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하. 검사 및 시험

1) 도장작업에 따른 검사 및 시험은 기술시방서 CP-A1 D14.10 및 CP-A3에 따른

다.

2) 모든 용접은 도면상에 KEPIC SWS 6000에 따라 검사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것

을 제외하고 NCIG-01 “Visual Weld Acceptance Criteria for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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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at Nuclear Power Plant” Rev.2 에 따라 100 % 검사하여야 한다.

3) 두께가 1/2 in 초과 2 in 이하인 주요 인장부재, 즉 수직가새, 수평가새, 지붕트

러스, 기타부재의 완전용입이음 용접부는 50 % 방사선투과시험을 한다. 방사선

투과시험이 비실용적인 부분에는 발주자가 승인한 방사선투과시험 및 자분탐

상시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50 %를 검사한다.

4) 두께가 2 in를 초과하는 강판의 모든 완전용입용접은 방사선투과시험을 100 %

사용하여 검사하거나 방사선투과시험이 비실용적인 부분에는 초음파 및 자분 

탐상시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100% 검사해야 한다.

5) 3)항 및 4)항에 포함되지 않는 품질등급 Q의 완전용입용접은 방사선투과시험 

및 초음파시험으로 10 %를 검사한다. 검사는 각 용접부의 10 % 혹은 용접 10

개당 1개에 대해 100 %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6) 품질등급 Q의 모든 부분용입용접 부위는 자성입자시험이나 액체침투법으로 10

%를 검사를 한다. 검사는 각 용접부의 10 % 혹은 용접 10개당 1개에 대해 100

%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7) 복부의 두께가 11/2 in(38.1 mm) 초과인 용접 Built-up 형상의 보의 접합용 절

단이나 용접작업구에 사용하는 가열절단에 대해서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가) 가열절단 이전에 절단부 주변에 대해 150 ℉(65.6 ℃)의 예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가열절단 후, 그 표면은 연마 후 자분탐상법이나 안료투과법으로 검사한다.

보의 접합용 절단이나 용접작업구에 곡면변이가 predrill 이나 sawed hole

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연마 및 검사가 필요치 않다.

8) 순환 냉각수 파이프의 가동시험

맞대기 용접 Joint를 가진 냉각수 파이프는 75 psig에서 수압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압력은 최소 10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수압시험은 “누수수압시험절차서”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누수 시에는 누수되는 부위에 대하여 완벽히 

보수하여야 하며, 용접 후 수압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III. 판정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

인결과가 관련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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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잡철물 설치 
공사 

1. 사용재료의 적합성

2. 자재의 인수, 저장, 취급의 
적절성

3. 볼트 및 용접재료의 인수,
저장, 취급의 적절성

4. 용접작업의 적절성

5. 설치 및 이음 작업의 적합
성

6. 설치 완료한 각 구조물에 
대한 검사의 적절성 

7. 부적합 사항 처리의 적절성

공사전·중 서류검토 

공사전·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전·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전·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사중·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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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1절 기기 인양 및 취급

주관부서 : 전부서

지원부서 : 해당 없음

I. 검사 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이 지침서는 특별한 취급을 요하는 원자력 발전소 기기가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인양 및 취급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사대상

가. 인양 등급별 기기

기기 인양에 따른 등급 분류는 기기의 부피 및 무게 등 외형적인 특성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며, 각 기기에 대한 상세 취급 요건에서는 발전소

안전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중요도를 감안한다.

1) 등급 A

등급 A 기기는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관계로 인양 및 취급시 특별

한 설비가 필요한 기기로서 아래 기기가 해당된다.

- 원자로 용기

- 증기발생기

- 원자로용기 내부 주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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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계통 가압기

- 사용후 핵연료 수송용기

-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부속구조물

2) 등급 B

등급 B 기기는 통상의 취급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손상 가능성을 예방

하기 위해 주의 깊은 취급이 필요한 기기로서 아래 기기가 해당된다.

- 원자로 용기 헤드

- 원자로 냉각재펌프와 중간 냉각펌프, 그 내장품

- 지정된 계기 및 캐비넷 제어반

- 제어봉 구동장치

- 헬륨 순환기

- 핵연료 취급장비

- 정화장비

- 노심부품(소형)

3) 등급 C

등급 C 기기는 통상의 취급장비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등급 A 및 B

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 장비 및 발전소 영구부품이 이에 해당된다.

나. 인양장비 및 장구

1) 인양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들은 제작자 지침서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점검

을 수행하며, 장비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크레인

나) 트럭과 트레일러

다) 지게차

라) 임시설치 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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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양장구

가) 슬링(Sling)류

나) 와이어 로프(Wire Rope)

다) 스프레드 바아(Spreader Bar)

라) 훅크(Hooks)

다. 인양 및 취급 자격자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인양장비는 원전 주요 기기 및 장비를 인양시 운송장비로 이용하며 기기의 

설치 및 점검, 수리에 사용된다.

2. 안전설계 사항

기기의 인양 및 취급시 인양장비의 안전설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사 

전에 확인되어야 하며, 각 사항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하여 인양

장비가 적절하게 설치, 검사, 시험되는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기 인양장비는 원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류를 이송하는 장비로서, 등급

별 기기에 대한 하중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특별한 인양작업을 위해 인양장비의 재검사시 정격하중의 110%이상을 초과

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검사중점 사항

기기의 인양 및 취급에 대한 검사에서는 발전소 주요 기기의 인양 및 취급에 

대한 작업절차, 하중시험 그리고 인양장구 및 부품에 대한 검사활동을 확인

하고, 사양서 및 작업시 작성된 서류 검토 등 다음 분야에 대한 검사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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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되는지 확인한다.

가. 인양될 기기의 운반 및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1) 기기가 인증된 절차에 따라 운반 및 보관되었는지 확인.

2) 기기의 인양 및 취급이 특별 요건 및 주의사항을 포함한 관련 사양서 및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

나. 인양장비의 건전성 및 지반상태를 확인한다.

1) 인양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들의 제작자 지침서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여부 

확인.

2) 인양 장비가 지정된 것과 같고 요구되는 인양 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가) 발전소 영구설비(격납건물 천장 크레인, 터빈건물 천장 크레인 등)의 최

초 사용전, 사용용량의 125%로 하중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나) 이동식 크레인(트럭, 링가 크레인 등)에 대해서는 인양등급 A, B 기기의 

취급전, 인양하중의 110% 또는 협의된 인양 하중으로 하중시험이 수행

되었는지 확인.

다) 크레인이 실제 인양작업에 대비해 전 범위에 걸쳐 연습운전이 수행되었

는지 확인.

라) 슬링류에 대해서는 정격하중의 110%로 동적 하중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마) 와이어 로프는 육안검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바) 스프레드 바아는 사용전 굽힘, 비틀림 또는 Buckling 여부가 검사되었는

지 확인하고, 훅크 부착 용접부위에 대하여 자분탐상시험(MT)이나 액체

침투 투과시험(PT)을 1년에 1회 수행하였는지 확인.

사) 훅크는 사용전 손상, 부식, 균열 여부에 대한 검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3) 인양장비가 위치할 지점의 지반상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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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시험 및 인양시 장비가 위치할 지점의 지반에 대한 상태를 지침에 따

라 적절히 검사하고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

다.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한다.

1) 인양과 취급 업무 담당자 자격을 확인.

2) 인양과 취급 전 작업구역 내 간섭물이 있는지를 확인.

라. 기기의 인양 및 취급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검사는 다음 분야에 대해 중점 

수행한다.

1) 인양자료 및 세부처리 지침서 검토

가) 인양자료 기록서, 인양 도식표 및 시공검사 보고서(CIDR)의 요건을 만족

하는지 확인.

나) 장비의 운전 및 절차서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다) 인양장비의 하중시험 확인서 및 절차 확인서에 따라 하중시험이 수행되  

었는지 확인.

2) 작업자, 운전자의 자격 인증 확인

가) 기록은 현재의 것이며 완전한지 확인.

나) 작업자가 주어진 임무와 책임에 대해 적절히 인증되었는지 여부 확인.

4. 검사 유의 사항

가. 기기의 인양 및 취급에 대한 검사는 인양될 기기 및 인양장비가 다양하여 

검사대상 및 범위가 넓고, 또한 인양장비에 대한 각각의 하중시험 및 안전

기준 검토를 포함하는 복잡한 검사이다. 따라서 인양장비에 대한 관련 안

전기준 및 검사절차서를 숙지해야 한다.

나. 기기의 인양 및 취급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

렵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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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

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기기 인양 및 취급과 관련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인양될 기기의 보호 상태는 관련 절차서 요건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인양장비에 대한 하중시험이 적합해야 한다.

다. 인양 및 취급 작업이 특별 요건 및 주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사양서 및 

절차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인양 시험이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기 인양 및 취급에 대한 검사시 서류검토와 관련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인양장비 관련 사양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인양 및 취급 검사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특별한 기기를 취급하기 전에 지침서 및 절차서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러한 지침서 및 절차서에 따라 인양 및 취급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제작자 인증서류에 따라 인양장비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인양 전․후에 표면검사를 수행하여 인양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4) 인양 후 저장, 보관 및 설치 과정에서 취급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 불일치 사항에 대한 처리가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 및 검사자의 자격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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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첨부자료

가. 검사 점검표

IV. 참고문헌

가. KEPIC MCN, “원자력발전소 크레인”

나. NUREG-0554, “Single-Failure-Proof Cranes for Nuclear Power Plant”

다. NUREG-0612, “Control of Heavy Loads at Nuclear Power Plants”

라. ASME B30.2, “Overhead and Gantry Cranes(Top Running Bridge, Single

or Multiple Girder, Top Running Trolley Hoist)”

마. ANSI N14.6, “Special Lifting Devices for Shipping Containers Weighing

10,000 Pounds(4,500 kg) or More”

바. ASME NOG-1, “Rules for Construction of Overhead and Gantry Cranes

(Top Running Bridge, Multiple Girder)”

사. ANSI/ASME NQA-1, Part 2.15(1994 edition),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Hoisting, Rigging and Transporting of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아. Reg. Guide 1.38,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Pack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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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인양등급

별 기기

인양 및 

취급장비

1. 기기가 인증된 절차에 따라 운반 

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인증된 절차

다. 인양될 기기의 상세 취급    

요건 및 절차

2. 인양시 등급별 기기의 보호 및 

주의사항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지는지 확인한다.

3. 관련 품질기록의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1. 인양 및 취급장비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가. 인양 및 취급장비 절차서

나. 인양 시험(하중시험 포함)

1) 격납건물 천장크레인,

터빈건물 천장크레인은 최초 

사용전 사용용량의 125%로 

하중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2) 이동식 크레인(트럭, 링가 

크레인 등)에 대해서는 

인양등급 A, B 기기의 취급전 

인양하중의 110% 또는 협의된 

인양하중으로 하중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인양전, 품질기록 

서류 점검, 상세 

취급 요건 검토.

인양전, 인수, 취급,

보관 관련절차서의 

기록 검토 및 관련 

NCR 검토

취급 중, 기기별 

취급 작업시 보호 

및 주의사항을 

확인, 현장 검사

취급후, 품질보증 

기록확인

인양전, 인양, 취급 

작업 및 인양 시험 

관련 절차서 기록 

검토,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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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2절 기자재 유지 관리

주관부서 : 전부서

지원부서 : 해당 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이 지침서는 원전에 영구 설치되는 기자재가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유지 관리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사대상

가. 유지관리 대상 기기 

1) 펌프 및 모터류

2) 질소 충전된 기기류

3) 모터 구동 밸브류

4) 전기 주요 패널류

나. 제작자 지침에 따라 유지관리가 추가된 대상 기기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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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는 영구 설치되는 기자재의 유지관리 검사에 사용된다.

2. 안전설계 사항

기자재가 KEPIC QAP-2, II.2에 분류된 등급(A, B, C, D)에 따라 적절하게 기자

재가 분류되어야 하며, 그 분류에 따라 적절한 저장등급(Level A, B, C, D)으로 

보관 및 유지 관리되어야한다.

3. 검사중점 사항

기자재 유지 관리는 제작자 매뉴얼이나 지침서에 따라 수행되고, 제작자 지침

서에 언급되지 않은 품목은 KEPIC QAP-2, II.2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가. 저장 장소는 청결해야 하고, 방화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음식물로부

터 격리되고, 동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저장 물품은 정확히 명시되어 분류되어야 하며, 검사가 편리하도록 정리,

정렬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한다. 위험물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중요 기자

재와 격리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방수, 방화 커버는 응축을 방지하도록 배

수와 환기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바람에 의해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야적하는 경우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한다.

특성별 유지 관리 대상 기기는 아래와 같다.

가. 회전기기류

1) 제작자 지침서에 따라 윤활유나 그리스가 점검 교체되는지 확인.

2) 자중에 의한 축 휨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기의 회전과 같은 방

향으로 매 주기 마다 처음위치에서 1¼바퀴씩 회전되는지 확인.

3) 기기의 노출된 부위의 보호를 위해 분무 또는 도장을 이용하여 녹 발생

을 방지하는지 확인.

4) 건조제 비치 여부와 상태 점검, 교체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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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력용기와 열교환기류

1) 제작자 지침에 따라 불활성가스 충전 및 정화되는지 확인.

2) 먼지, 기타 성분,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

3) 충전가스 압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압력이 저하된 경우 압력 저하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과 수리 절차를 확인.

다. 전동기류

1) Level B, C, D에 저장되는 모터류 중 제작자지침에 따라 히터가 설치되

고 주기적으로 점검되는지 확인.

2) 모터의 절연저항시험이 제작자지침이나 매 12주 주기로 시험되고 기록 

유지되는지 확인.

3) 전기기기의 내부 청결상태가 주기적으로 점검되는지 확인.

라. 고압차단기반과 전동기제어반류

1) 저장등급 Level B를 유지하며 제작자지침에 따라 히터가 설치되는지 확

인.

2) 배전반 작업이 필요할 때 이 물질 유입 방지용 덮개 확인.

3) 손상받기 쉬운 기기가 합판, 보호울타리, 비닐로 적절히 보호되는지 확인.

4) 전기기기(고압차단기반, 전동기제어반류 및 PNL류) 내부의 청결상태가 

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점검되는지 확인.

마. 전력케이블류

1) 절단부가 절연 테이프나 열수축 엔드캡으로 보호되고 저장되는지 확인.

2) 옥내 저장되는지, 또는 케이블 드럼을 야적되는 경우 배수가 잘되는 상태

에서 저장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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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기관통부

1) 제작자 지침에 따라 불활성 가스의 규정압력이 유지되는지 확인.

2) 관통부의 품질저하와 물리적 손상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되는지 확

인.

사. 전기모선덕트류

1) 전기모선덕트류 및 절연 케이블 말단부의 밀봉 상태가 주기적으로 점검

되는지 확인.

아. 변압기 및 차단기류

1) 제작자 지침에 따라 히터가 설치되고 주기적으로 점검되는지 확인.

자. 제어반류

1) 제작자 지침에 따라 히터가 설치되고 주기적으로 점검되는지 확인.

2) 건조제 비치 여부와 상태 점검, 교체되는지 확인.

3) 노출된 계기가 합판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되는지 확인.

4) 이물질, 먼지 등의 유입방지를 위한 제반조치 사항 확인.

차. 배터리류

1) 제작자 지침에 따라 전해액 수위, 비중, 온도, 셀 단자 전압이 점검되는지 

확인.

2) 배터리 단자와 셀의 부식 여부가 점검되는지 확인.

3) 제작자 지침에 따라 배터리 충전이 분기별로 수행되는지 확인.

4) 배터리는 흡연, 연소가 금지되고 통풍이 잘 되는 상태에서 저장되는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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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동기구동밸브류

1) 제작자 지침에 따라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2) 주기적으로 밸브 전동기 절연저항이 시험되는지 확인.

타. 디젤발전기

1) 제작자 지침에 따라 유위(Oil Level)이 점검 유지되는지 확인.

2) 제작자 지침에 따라 절연저항 시험이 수행되는지 확인.

파. 계측기류

1) 계기류가 제작자 지침 또는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기 시험실 또

는 Level A 저장시설에 저장되는지 확인.

하. 배관 및 밸브류

1) Spool 및 밸브의 양단에 Cap 또는 Plug로 밀봉되는지 확인.

2) 건조제 비치 여부와 상태 점검, 교체되는지 확인.

거. 화공약품 및 페인트류

1)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물로 구분 관리되는지 확인.

2)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 여부, 혼합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 접근 여

부, 과열 충격과 마찰이 금지되는지 확인.

3) 일반자재와 분리 저장하며 장기 저장 시 수명기간을 고려하여 품질이 저

하되지 않도록 관리되는지 확인.

너. 나사 고정구

1) 공칭직경 1인치 이하 볼트는 재질 별로 분리 저장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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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칭직경 1인치 초과 볼트는 재질 및 안전등급별로 분리 저장되는지 확

인.

설치된 기기는 다음과 같이 보호 조치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가. 기기는 앵글이나 비계틀, 합판 등의 보호덮개를 사용하여 낙하물에 의한 

파손방지 및 화재 예방이 되는지 확인.

나. 건물의 상부 슬래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기가 시멘트에 묻지 않았는

지 확인.

다. 계기, 판넬, 오일 게이지 등 파손되기 쉬운 부품이 합판 등의 보호덮개로 

보호되는지 확인.

라. 모터구동밸브, 제어밸브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덮개로 보호되는지 

확인.

마. 기기의 개구부는 오물, 습기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되는지 확인.

바. 기기 기초위에 설치된 앵커볼트의 오염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 

또는 보호장비를 이용하여 보호되는지 확인.

사. 설치된 기기의 부속품이 후속공정 작업으로 인해 임시로 제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되는지 확인.

1) 제거된 부속품이 저장등급 및 저장시설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

2) 한 부속품의 부품이 여러 부품일 경우 가장 엄격한 저장등급을 적용하여 

저장되는지 확인.

3) 제거된 부속품이 적절하게 저장되고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기자재 유지관리 중 발생된 요건에 불일치 사항(NCR)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불일치 사항의 현재 상태를 확인.

나. 유지관리 과정 중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불일치 사항의 조치사항 혹

은 해결 방안이 적합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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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유지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작업자 및 검사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

토한다.

가. 인증된 작업자만이 저장 지역을 관할하여야 하며, 검사원에 의한 기록은 

현재의 것이며 완전한지 확인.

나. 품질등급(Q, A)에 따라 기자재 유지 담당자와 품질검사자가 주어진 임무

와 책임에 대해 적절히 인증되었는지 확인.

 다. 품질등급(S)에 따라 기자재 유지 담당자가 주어진 임무와 책임에 대해 적

절히 인증되었는지 확인.

4. 검사 유의 사항  

가. 기자재 유지 관리는 제작자 매뉴얼이나 지침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Code의 일반 요건에 우선하므로 먼저 각 기자재별로 제작자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

나. 기자재의 품질등급과 KEPIC QAP-2, II.2에 분류된 등급(A, B, C, D)에 

따라 적절하게 기자재가 분류가 되었는가 확인해야 하고, 그 분류에 따

라 적절한 저장등급(Level A, B, C, D)으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등급 분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보관 방법에 대한 관련 요건 및 절차서를 

숙지해야 한다.

라. 기자재 유지 관리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렵

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

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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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유지 관리 검사에 따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자재가 해당 제작자 지침 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 점검 되어

야 한다.

나. 특별한 보호 장치나 설비가 필요한 경우 그 보호 장치와 설비가 절차서에

서 의도한 바와 같이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 정해진 주기에 점검과 시험이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기록,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기자재 유지관리에 대한 서류검토와 관련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유지 관리 활동이 관련요건과 제작자 지침에 따라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보관 및 유지 관리 활동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물리적 손상, 훼손,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

2) 주기 요건에 따라 저장된 기자재의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3) 주기적 시험이 제작자 지침이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4) 불활성 가스의 충전, 정화 및 압력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건조제의 주기적 점검과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히터 등 보호장치나 설비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 유지 관리 활동 중 발생한 불일치사항은 조치사항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처리가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 및 검사자의 자격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Ⅳ. 첨부 자료

가.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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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저장 물품

특성별 

유지관리 

기자재

1. 물품의 일반검사 항목

- 명패와 표식

- 보호커버와 Seals

- 코팅과 보존재 상태

- 건조제, 불활성가스 상태

- 물리적 손상과 청결상태

1. 회전기기류(Rotating Equipment)

가. 윤활유, 그리스 종류 확인

나. 점검주기별  1¼바퀴씩 회전여부

다. 녹방지용 분무(Spray) 또는 

도장(Coating) 확인

라. 건조제 상태 점검

2. 압력용기와 열교환기류(Vessel &

Heat Exchanger)

가. 불활성가스 충전 및 정화상태 

확인

나. 충전 가스 압력 유지 상태 및 

유지 활동 확인

3. 전동기류(Motor)

가. Level B,C,D에 저장되는 

모터류에 히터(Space Heater)

설치 확인 

나. 주기적 절연저항 시험 확인

다. 내부청결상태 주기 점검 확인

4. 고압차단기반(Switchgear Load

Center)과 전동기제어반류(Motor

Control Center)

가. 배전반(Cubicle) 작업 확인

나. 저장등급 Level B 유지,

히터(Heater) 설치 확인

다. 보호목적의 합판, 보호 울타리,

비닐 확인

라. 내부의 청결 상태 확인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

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

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

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

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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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특성별 

유지관리 

기자재

5. 전력케이블류

가. 절단부가 절연 테이프로 보호

되는지 확인

나. 저장 상태(옥내, 옥외-깔판 위)

확인

6. 전기관통부(Electrical Penetration

Assembly)

가. 불활성 가스의 규정 압력 유지 

확인

나. 주기적 점검 확인

7. 전기모선덕트류 (Electriccal Bus

Duct)

가. Electric Bus Duct 및 절연 

Cable 말단부의 밀봉 상태 확

인

8. 변압기(Transformers) 및 차단기류

가. 히터(Space Heater) 설치 작동 

확인

나. 주기적 점검 여부 확인

9. 제어반류(Control Panel)

가. 히터(Space Heater)의 설치 및 

주기적 점검 여부 확인

나. 건조제 상태 점검, 교체 확인

다. 손상, 오염 방지 위한 제반조

치 확인

제작자 매뉴얼 검

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점검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

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

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토,

유지 관리카드, 주

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

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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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특성별 

유지 관리 

기자재

10. 배터리(Batteries)류

가. 전해액수위,비중,온도,전압확인

나. 배터리 단자와 셀의 부식 확인 

다. 배터리 충전의 주기 점검 확인

라. 배터리 저장상태 확인

11. 전동기 구동 밸브류 (Motor

Operated and Control Valve)

가. 제작자 지침서에 따라 유지 관

리되는지 확인

나. 밸브전동기(Valve Motor)의 절

연저항 확인

12. 디젤발전기

가. 유위(Oil Level)의 점검유지 확

인.

나. 제작자 지침서에 따라 절연저

항 시험

13. 계측기류(Instrument and Control

Component)

가. 계기 시험실 또는 Level B 저

장시설에 제작자 지침서에 따

라 보관되는지 확인

14. 배관 및 밸브류(Piping Items and

Manual Valve)

가. Spool 및 밸브의 양단에 Cap

또는 Plug로 밀봉보관 확인.

나. 건조제 비치 여부와 상태 점

검, 교체 확인 

제작자 매뉴얼 검토,

유지 관리카드, 주

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토,

유지 관리카드, 주

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토,

유지 관리카드, 주

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

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제작자 매뉴얼 검

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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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특성별 

유지관리 

기자재

품질 

검사자

15. 화공약품 및 페인트류

가. 위험물로 구분 관리 확인

나.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 혼합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

에 접근, 과열 충격과 마찰

이 금지되는지 확인

다. 일반자재와 분리저장, 장기

저장 시 수명고려 품질저하

되지 않도록 관리 유지되는

지 확인

16. 나사 고정구

가. 공칭직경 1인치 이하 볼트는 

재질 별로 분리 저장 되는지 

확인

나. 공칭직경 1인치 이상 볼트는 

재질 및 등급별로 분리 저장

되는지 확인

17. 설치된 기기의 보호 조치 및 관

리되는지 확인

18. 유지관리 불일치사항의 처리 적

합성 확인

18. 기자재 유지 담당자와 품질검사

자의 자격 확인

19. 주기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검교정 확인

제작자 매뉴얼 검

토, 유지 관리카드,

주기점검 기록카드 

등 서류점검, 현장 

검사

유지관리카드와 주

기점검기록카드 확

인

부적합보고서 및 

유지관리문제점 보

고서 등 확인

작업자 자격기록서 

확인

측정기의 교정번호 

및 교정예정일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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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3절 용접검사

주관부서 : 전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이 지침서는 안전관련기기의 용접작업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사항을 규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사대상

가. 안전설계 사항

나. KEPIC 안전등급 기기 용접작업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KEPIC 안전등급 기기는 안전성 관련 계통을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가. 계통의 압력경계를 구성한다.

나. 계통내 유체 및 기체의 이동 경로를 구성한다.

다. 계통의 안전성 및 운전성 확보를 위해 건전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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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설계 사항

KEPIC 안전등급 기기의 안전설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사 전에 확인되어

야 하며, 각 사항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하여 안전등급 기기가 적절

하게 용접되는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각 기기의 안전등급 및 KEPIC 등급 분류를 확인한다.

3. 검사 방법 및 내용

가. (검사방법) 검사는 용접작업 관련 서류검토, 현장검사 등의 방법으로 수

행한다.

나. (검사범위) 검사는 안전관련 기기의 용접부를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수행

한다. 검사를 수행할 용접부는 기기의 안전등급, 위험도, 고응력, 열피로,

고에너지, 침,부식 등의 요소와 검사 일정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다. 참고로 NRC Inspection manual 55050에서는 용접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 대상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1) 용접절차시방서(Welding Procedure Qualification, 이하 “WPS”) 검토

: WPS 중 샘플 검사

(2) 용접작업 현장입회 : 전체 용접부중 30~60 개소

(3) 용접결과 서류검토 : 1, 2, 3등급 및 Core Support Structure에 

대해 각각 최소 30개소

4. 검사중점 사항

가. (서류검사) 기기의 용접작업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적용 요건에 적절한 

지를 확인한다.

(1) (절차서) 기기 용접에 적용하는 관련 용접절차 및 보수용접절차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용접절차시방서 및 절차인정기록서) 기기 용접에 적용하는 모든 용

접절차사양서(WPS) 및 절차서인증기록(PQR)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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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 검토시에는 모든 필수변수(Essential Variables)와 함께 비필수

변수(Nonessential Variables)도 확인하며, PQR 검토 시에는 필수변

수와 모든 기계특성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특히, WPS 변수의 변경

이 있었는지, 또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재료) 모재 및 용접봉의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확인한다.

모재 및 용접봉의 재질이 PSAR(또는 FSAR) 및 설계시방서에서 승

인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특히, 스테인레스강 용접의 경우, 델타 페

라이트 함량이 PSAR 요건을 만족시키는 지를 확인한다. (USNRC

Reg. Guide 1.31)

(4) (용접재료 관리) 용접봉의 식별, 보관, 불출, 이송 등이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지를 확인한다.

(5) (용접사 자격 인증) 용접작업을 수행할 용접사의 자격인증 및 자격

유지를 확인한다. 또한, 용접시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지

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당해 용접사가 접근성 

제한에 따른 별도의 자격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USNRC Reg.

Guide 1.71)

(6) (용접장비 검교정) 용접 관련 장비의 검교정 여부와 유효일을 확인

한다.

(7) (도면) 도면과 용접작업 현장 상태를 보여주는 용접맵 (Welding

map)에서 용접부위를 확인한다.

(8) (부적합사항 확인) 품질관련 부적합사항이 적절하게 발행되고 처리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결함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용접보수 절차에 

따른 보수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9) (용접검사기록 검토) 용접검사기록(WIR: Welding Inspection

Report)에 적용 WPS, 사용 용접봉, 용접조건, 용접사 등이 WPS요

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비파괴검사결과는 이 지침서의 3.1.4에 

따라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나. (현장검사) 기기의 용접작업의 주요 변수가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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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수행되는 지를 확인한다.

(1) (청결 상태) 주위의 청결상태와 기상상태(비, 눈, 바람 등)가 작업조

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용접 시작전 모재표면에 이물질(산화피막,

절단부스러기, 도료, 기름, 구리스, 먼지, 수분 등)이 없으며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재질) 모재와 용접봉 재질이 도면 및 용접절차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이종 금속간 용접의 경우, 모재, 버터링, Safe End,

용접부 등의 재질을 반드시 확인한다.

(3) (용접재료 관리) 용접봉의 불출, 이송(개인용 캐리어) 등이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지를 확인한다.

(4) (개선면 및 정렬) 용접부 홈의 각도, 루트간격, 이음부의 정렬 및 맞

춤이 관련 요건 및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용접 개선면에 대

한 비파괴검사결과(표면검사) 결함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5) (용접방법) 용접 방법 및 용접 자세, 용접 가스가 승인된 WPS를 따

르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용접작업시 퍼이징(Purging)이 절차서 요

건을 따르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가용접(Tack Weld) 여부를 확인

하고, 자격이 부여된 용접사가 가용접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한다.

(6) (접근성) 용접시 인근 설비의 간섭 등으로 인해 접근성의 제한을 받

는 용접부가 있는지 확인한다.

(7) (입열량) 용접입열량이 승인된 WPS와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지를 

확인한다.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용접부의 미세 균열 및 예민화 방

지를 위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지를 확인한다.(USNRC Reg.

Guide 1.44)

(8) (층간온도) 용접 층간온도(Interpass Temperature)가 WPS를 따르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각 Pass의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9) (예열 및 후열) 예열 처리 및 후열 처리를 확인한다.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의 경우, 예열온도 및 후열처리온도가 허용요건에 일치하

는 지를 확인한다.(USNRC Reg. Guide 1.50)

(10) (비파괴검사 및 보수) 용접과정 및 최종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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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함 여부를 확인하며, 결함이 있는 경우 보수방법의 적합성

을 확인한다. 보수작업은 최초에 적용된 작업절차서 및 WPS에 따

라 수행되는 지를 확인한다.

(11) (최종 상태) 용접부의 최종 상태(표면 상태, Weld Re-enforcement,

Offset 등)를 육안점검한다. 또한 영구부착물의 형상을 확인하고,

임시부착물이 제거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12) (인식 표시) 용접부 인식 표시를 확인한다. 용접부에 표시된 용접

번호와 용접사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 사항

가. 용접작업 검사는 여러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관련 요건 및 

절차서의 숙지가 필요하다.

나. 용접작업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

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사(Sample Inspection)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 안전등급 품목에 사용된 용접자재의 구매시방서에 KEPIC MN 요건에 따

라 실제 용접할 부품에 적용되는 예열 및 층간 온도를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접근이 제한적인 용접부에 대한 용접사 자격인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

다.

Ⅲ. 판정 기준

가. 용접은 승인된 안전성분석보고서(Safety Analysis Report, 이하 “SAR”)에 

기술되어 있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 및 MN과 인용 코드

(ASME Code Sec. III & V, IX) 및 요건(USNRC Reg. Guide 등 포함)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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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EPIC 등급 기기의 재질(모재 및 용접봉)은 SAR에서 기술되어 있는 

KEPIC 인용 코드 및 ASME Code Sec. III & II 및 승인된 요건(USNRC

Reg. Guide 등 포함)을 만족해야 한다.

Ⅳ. 첨부 자료

가. 검사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

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

정”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

격에 관한 규정”

마. KINS/GE-N0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20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바. KEPIC QAP 및 MN

사.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 II, III, V, IX

아. USNRC Reg. Guide 1.31, 1.44, 1.50, 1.58, 1.71, 1.85, 1.88

자. 각 발전소의 승인된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차. USNRC Inspection Manual, 55050 "Nuclear Welding General Insp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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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용접 검사 1. 서류검사

1) 절차서 확인.

2) WPS, PQR 확인.

3) 용접재료시험성적서(CMTR) 확인.

- 모재 및 용접봉의 재질이 PSAR(또는 FSAR)

및 설계시방서에서 승인된 것인 지를 확인.

- 스테인레스강 용접의 경우, 델타 페라이트 함

량 만족여부를 확인.

4) 용접봉 식별, 보관, 불출, 이송 만족 여부 확인.

5) 용접사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 확인.

6) 용접 관련 장비 검교정 여부 및 유효일 확인.

7) 용접시 접근성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

9) 부적합사항 발행 및 조치 적합성 확인.

10) 현장 용접부와 도면 일치성 여부 확인.

11) 용접검사기록 만족 여부 확인.

2. 현장검사

1) 청결상태 만족 여부 확인.

2) 재질이 도면 및 용접절차서와 일치 여부 확인.

3) 용접재료 보관, 불출, 이송 상태 만족 여부 확

인.

4) 용접부 홈의 각도, 루트간격, 이음부의 정렬 

및 맞춤이 관련 요건 및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5) 용접방법 및 자세, 가스의 WPS 만족여부확인.

용접 작업 전:

- 서류검사

- 면담

- 현장 확인

작업 후

작업전,중,후: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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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용접 검사 6) 용접시 접근성 제한여부 확인

7) 용접 입열량의 WPS 만족 여부 확인.

8) 용접 층간 온도의 WPS 만족 여부 확인.

9) 예열 처리 및 후열 처리 확인.

10) 용접중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경우, 검사결과 확

인.

- 용접 보수작업이 보수용접 절차서 및 WPS 만족 

여부 확인

11) 용접부의 최종 상태를 육안 점검.

- 영구부착물 형상 확인 및 임시부착물 제거 여부 

확인

12) 용접부 인식 표시 확인.

- 용접번호와 용접사 번호가 실제와의 일치 여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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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4절 비파괴검사

주관부서 : 전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이 지침서는 KEPIC MN(또는 ASME Sec. III, Div. 1) 기기(components)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PT), 자분탐상검사(MT), 방사선투과검사(RT), 초음파검

사(UT), 육안검사(VT)]가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수행되는 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사 대상

가. 안전설계 사항

나. KEPIC MN(또는 ASME Sec. III, Div. 1)기기(components) 기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KEPIC MN(또는 ASME Sec. III, Div. 1)기기는 안전성 관련 계통을 구성하며, 다음

의 기능을 갖는다.

가. 계통의 압력경계를 구성한다.

나. 계통내 유체 및 기체의 이동 경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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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통의 안전성 및 운전성 확보를 위해 건전성을 유지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안전등급 기기의 안전설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사 전에 확인되어야 하며, 각 

사항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하여 안전등급 기기 용접부가 적절하게 비파

괴검사 되는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각 기기의 안전등급을  확인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비파괴검사전 검사

1) (안전설계)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2) (절차서) 침투탐상검사(PT), 자분탐상검사(MT), 방사선투과검사(RT), 초음파검사

(UT), 육안검사(VT) 관련 절차서를 확인한다.

3) (자격)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시험요원의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를 확인한다.

4) (검교정) 비파괴검사 장비의 검교정 여부와 유효일을 확인한다.

5) (보관 및 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기기 및 장비의 보관상태를 확인한다.

6) (유예시간) 용접후, 비파괴검사전에 유예시간(Holding Time)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후열처리와 비파괴검사 시간과의 별도 요건이 절차서에서 

요구되는 지를 확인한다.

나. 비파괴검사 중 검사 

1) (절차 준수)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가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2) (QA) 사업자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 확인한

다.

3) (침투탐상검사 확인사항) 침투탐상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표면 준비 상태 및 청결상태

나) 시험대상 재질, 모양, 크기, 시험범위

다) 침투제, 세척제, 현상제, 유화제의 종류(Type, Designation No.)

라) 세척제, 건조시간 

마) 침투제 적용방법, 침투시간, 표면 및 침투제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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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상제 적용방법, 현상시간

4) (자분탐상검사 확인사항) 자분탐상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표면 준비 상태 및 청결상태

나) 시험대상물, 모양, 크기, 시험범위

다) 자화방법

라) 사용장비

마) 표면 온도

바) 사용자분의 형태(제조회사, 색상, 습식 또는 건식 등)

사) 자화분류(type 및 암페어)

5) (방사선투과검사 확인사항)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표면상태, 시험대상물, 두께범위, 크기

나) 시험범위

다) 사용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최대 관전압

라) 최소 선원-필름간 거리

마) 최대 선원 크기, 노출시간

바) 필름종류(Brand, Type)

사) 증감지 종류 및 두께

아) 시험절차서의 농도 및 투과도계 상질요건에 대하여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6) (초음파탐상검사 확인사항)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용접방법, 형태, 두께, 모재의 재질 및 제조방법

나) Geometry(Weld Crown, Conter Bore 등), 표면상태, 거칠기

다) 접촉매질

라) 탐촉자의 각도 및 모재와의 접촉방법

마) 케이블의 종류 및 길이 

바) 초음파 탐상시험 장비

사) 보정시험편 및 보정방법

아) 주사방향 및 범위

7) (육안검사 확인사항) 육안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표면 준비 상태 및 청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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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대상물, 모양, 크기, 시험범위

다) 조도 확인

라) 접근성 확인

라. 비파괴검사후 검사

1) 검사 결과 확인) 비파괴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2) (불만족 사항 확인) 검사결과, 불만족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되었는 지를 확

인한다. 특히, NCR 등과 같은 품질관련 부적합사항들이 적절하게 발행, 처리되

었는 지를 확인한다.

4. 검사유의사항

가. 비파괴검사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안

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사(Sample Inspection)를 수행

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III. 판정기준

가. 비파괴검사는 KEPIC MN 및 ME(ASME Code Sec. III 및 V)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D, MN, ME, MQ, MI

2.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 II, III, V, IX,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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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NRC Inspection Manual 57060 "Liquid Penetration Testing Examination"

4. USNRC Inspection Manual 57070 "Magnetic Particle Testing Examination"

5. USNRC Inspection Manual 57080 "Ultrasonic Testing Examination"

6. USNRC Inspection Manual 57090 "Radiographic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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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
고

비파괴검사 1. 비파괴 검사전 검사

1) 안전설계 사항 확인.

2) 침투탐상검사(PT), 자분탐상검사(MT), 방사선투과

검사(RT), 초음파검사(UT), 육안검사(VT) 관련 절

차서 확인.

3) 시험요원의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 확인.

4) 비파괴검사 장비의 검교정 여부와 유효일 확인.

5) 비파괴검사 관련 기기 및 장비 보관상태 확인.

6) 용접후, 비파괴검사전에 유지시간 준수 여부 확인.

- 후열처리와 비파괴검사 시간과의 별도 요건이 절

차서에서 요구되는 지 확인.

2. 비파괴 검사중 검사

1) 침투탐상검사 확인사항:

가) 표면 준비 상태 및 청결상태

나) 시험대상 재질, 모양, 크기, 시험범위

다) 침투제, 세척제, 현상제, 유화제 종류

라) 세척제, 건조시간 

마) 침투제 적용방법, 침투시간, 표면 및 침투제 온도

바) 현상제 적용방법, 현상시간

2) 자분탐상검사 확인사항:

가) 표면 준비 상태 및 청결상태

나) 시험대상물, 모양, 크기, 시험범위

다) 자화방법

라) 사용장비

마) 표면 온도

바) 사용자분 형태(제작자, 색상, 습식 또는 건식 등)

사) 자화분류(type 및 암페어)

비파괴검사전:

- 서류검사

- 면담

비파괴검사중: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비파괴검사중: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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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비파괴검사 3) 방사선투과검사 확인 사항:

가) 표면상태, 시험대상물, 두께범위, 크기

나) 시험범위

다) 사용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최대관전압

라) 최소 선원-필름간 거리

마) 최대 선원 크기, 노출시간

바) 필름종류(Brand, Type)

사) 증감지 종류 및 두께

아) 시험절차서의 농도 및 투과도계 상질요건에 

대하여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적합성 확인

4) 초음파탐상검사 확인 사항:

가) 용접방법, 형태, 두께, 모재의 재질 및 제조방

법

나) Geometry(Weld Crown, Conter Bore 등), 표

면상태, 거칠기

다) 접촉매질

라) 탐촉자의 각도 및 모재와의 접촉방법

마) 케이블의 종류 및 길이 

바) 초음파 탐상시험 장비

사) 보정시험편 및 보정방법

아) 주사방향 및 범위

5) 육안검사 확인사항:

가) 표면 준비 상태 및 청결상태

나) 시험대상물, 모양, 크기, 시험범위

다) 조도 확인

라) 접근성 확인

비파괴검사중: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비파괴검사중: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비파괴검사중: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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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비파괴검사 3. 비파괴검사후 검사

1)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

2) 불만족사항 조치 결과 확인.

3) 용접 과정과 결과가 품질보증서류 기록 여부 확

인

비파괴검사중: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지 침 번 호 KINS/GI-N02

분 류 번 호 3.1.5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3.4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분류번호 : 3.1.5

제 목 : 안전 관련 기기 수압시험

주관부서 : 전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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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5절 안전관련 기기 수압시험

주관부서 : 전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이 지침서는 KEPIC MN(또는 ASME Sec. III, Div. 1)기기에 대한 수압시험이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수행되는 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사 대상

가. KEPIC MN(또는 ASME Sec. III, Div. 1)기기 수압시험

나. 다만, 다음의 수압시험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지침서에 따라 검사한다.

1) 공장 수압시험

2)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압시험(CHT) 및  2차계통 수압시험(SHT)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KEPIC MN(또는 ASME Sec. III, Div. 1) 기기는 안전성 관련 계통을 구성하며, 다음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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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통의 압력경계를 구성한다.

나. 계통내 유체 및 기체의 이동 경로를 구성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수압시험전 검사

1) (절차서) 수압시험 절차서를 확인한다. 특히, 수압시험 압력경계를 확인하고 압

력 경계가 적절히 차단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수압시험 압력계산서를 확

인한다. 이때 수압시험 계통의 높이차가 적절히 보정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2) (자격) 수압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요원의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를 확인한다.

3) (검교정) 수압시험 관련 장비, 특히 압력계의 눈금범위, 그리고 검교정 여부와 

유효일을 확인한다.

4) (안전) 수압시험 대신 기압시험을 수행할 경우, 시험과정 중, 기기파손으로 인

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의 Setting값을 확인한다.

6) 재료의 연성취성천이온도(RTNDT)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온을 확인한다.

7) 가압율 및 감압율을 확인한다.

8) 가압매질인 수질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9) (접근성) 수압시험시 누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 지

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명 시설이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10) (표면검사) 수압시험 대상 기기의 표면의 도장 여부를 확인한다. 초벌도장인 

경우, 도막 두께와 수압시험 압력을 확인하여 수압시험 유지 시간을 별도 규

정한다.

나. 수압시험 중 검사

1) (절차 준수) 수압시험 관련 절차서가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2) (QA) 사업자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 확인

한다.

3) (도면) 배관 계통의 P&ID와 Iso Drawing을 확인한다. 가장 최근 개정도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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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수압시험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을 확인한다.

5) 시험 압력 및 압력유지시간, 그리고 검사압력을 확인한다.

6) 압력경계에서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다. 수압시험후 검사

1) (검사 결과 확인) 수압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2) (불만족 사항 확인) 검사결과, 불만족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NCR 등과 같은 품질관련 부적합 사항들이 적절하게 발행, 처

리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3) (QA 서류) 수압시험 과정과 결과가 품질보증 서류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안전관련 기기 수압시험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

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공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공사 착수 전 검사

가)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결되지 않

은 사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QVDL, NCR)

나) 주요 기기의 설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검사자료:제작자 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사

를 해야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검사자료: 수압시

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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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중 검사 유의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 졌는지 확인

한다. (검사자료:CIDR, 현장검사)

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물

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수압시험

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나) 완료된 시설의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다) 안전 방출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와

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라) 펌프의 진동과 펌프 성능이 가동 중 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사한다.

마) 수압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밸브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지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수압시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0), (원자로.21), KEPIC MN의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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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EPIC MN, MI, MD, ME, MQ

2.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 II, III, V, IX, XI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0)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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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수압시험 1. 수압시험 전 검사

1) 수압시험 절차서 확인.

2) 수압시험 압력경계 확인 및 차단 여부 확인.

3) 수압시험 압력계산서 확인:

- 수압시험 계통 높이 차 보정 여부 확인

4) 수압시험 실시요원의 자격 인증 및 자격 유지 

여부 확인.

5) 수압시험 관련 장비, 특히 압력계의 눈금범위 

및 검교정 여부와 유효일 확인.

6) 누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 보장 여부 

확인 및 조명 시설 적절성 확인.

7) 기기 표면 도장 여부 확인.

2. 수압시험 중 검사

1) 수압시험 절차서 준수 여부 확인.

2) P&ID 및 Iso Drawing 확인:

- 최신 개정도면 여부 확인

3) 수질 확인.

4) 시험 압력, 압력 유지시간 및 검사압력 확인.

5) 압력경계 누설 여부 확인.

3. 수압시험 후 검사

1) 수압시험 결과 확인.

2) 불만족사항 조치 확인.

시험 전:

- 서류검사

- 면담

시험 중: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시험 후: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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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분류번호 : 3.1.6

제 목 : 안전 관련 배관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최영환 ‘00.12 정해동 ‘00.12

2
김용윤

신호상
‘05.12 강석철 ‘05.12

3 김석훈 ‘10.07 정해동 ‘10.07

4 이재훈 ‘13.04 이진호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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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6절 안전 관련 배관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이 지침서는 각 배관계통(Piping System)이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설치, 검사, 시험

되는 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검사 대상

가. 배관계통 안전설계 사항

나. 배관계통 용접

다. 배관 용접부 비파괴검사

라. 배관계통 수압시험

마. 다만, 다음의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지침서에 따라 검사한다.

1) 배관에 연결된 기기(압력용기, 열교환기, 탱크, 펌프, 밸브)의 검사

2) 배관 및 기기에 설치된 지지물(support)의 검사[Support, Hanger, Snubber 포함]

3) 배관계통의 수압시험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압시험(CHT) 및 2차계통 수압시험

(SHT)

4) 배관계통의 세정(Fl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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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계통내 유체 및 기체의 이동 경로를 구성한다.

나. 계통의 압력경계를 구성한다.

다. 계통의 안전성 및 운전성 확보를 위해 건전성을 유지한다.

2. 안전 설계사항

배관계통의 안전설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사 전에 확인되어야 하며, 각 사항에

서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이 적절하게 설치, 검사, 시험되는 지

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배관계통의 안전등급 및 KEPIC 등급 분류를 확인한다.

나. 배관계통이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개념이 적용된 것인 지를 확인한다.

다. 배관계통이 특별한 형태의 부식(Corrosion)에 취약한 지를 확인한다. 탄소강 배관

계통의 경우, 침부식(Erosion/Corrosion)에 취약한 부분인 지를 확인한다.

라. 배관계통이 매설배관(Buried Pipe)인지 또는 터널 안에 설치되는 배관(Tunnel

Pipe)인 지를 확인한다.

마. 배관계통이 설치 시에 기울기(Slope)가 요구되는 지를 확인한다.

바. 가동중검사(ISI 및 IST) 수행과 관련된 접근성과 카운터보어(counter bore) 등 특

별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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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중점사항

가. 일반 사항

1) 작업전 검사

가) (검사 대상) 배관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안

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사(Sample Inspection)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

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나) (안전설계) 배관계통의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다) (절차서) 배관 설치, 용접 및 보수용접, 비파괴검사, 수압시험에 대한 절차서

를 확인한다.

라) (자격) 배관 설치,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수압시험을 수행하는 현장요원의 

자격인증 및 자격 유지를 확인한다.

마) (검교정) 배관 설치, 용접, 비파괴검사, 수압시험에 사용되는 장비의 검교정 

여부와 유효일을 확인한다.

바) (보관 및 관리) 배관 스풀, 용접,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관련 기기 및 장비의 

보관상태를 확인한다.

2) 작업중 검사

가) (절차 준수) 배관의 설치, 용접, 비파괴검사, 수압시험의 절차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특별 확인사항) 배관 작업중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배관 계통의 P&ID와 Iso Drawing을 확인한다. 가장 최근 개정도면이 사용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설치되는 배관의 재질과 크기(외경, 두께, schedule 등)가 설계된 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모재 및 용접재의 CMTR과 관

련 성적서를 확인한다.

3) 작업후 검사

가) (검사 결과 확인) 설치, 용접, 비파괴검사, 수압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현장

점검(Walkdown)을 통해 배관이 적절히 설치되었는 지, 설치공차가 요건에 

따르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최종조정부(Final Adjustment Point) 근처

에 단관 사용으로 인한 미확인 용접부(Undocumented Weld)가 있는 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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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나) (부적합사항 확인) 검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검사지적 및 권고사항 ANI의 DNR 및 MEMO, NCR과 비파

괴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보수 작업한 내용과 같은 품질관련 부적합사항

들이 적절하게 발행,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품질보증 서류) 설치작업 과정과 결과가 품질보증서류로 기록되었는지 확인

한다.

라) (특별 확인사항) 배관 작업후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작업후, 최종 표면처리 및 도장 상태를 확인한다.

(2) 최종 현장 상태를 반영하여 최종현장도면(Final As-Built Drawing)이 개정

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3) 기울기가 요구되는 경우 최종 측량보고서를 확인한다.

나. 배관 용접 검사

1) 용접작업전 검사

가) (절차서) 용접 및 보수용접 관련 절차서를 확인한다. 특히 용접절차사양서

(WPS)와 용접사검정기록(PQR)을 확인한다. 또한 용접자재 시험성적서

(CMTR)를 확인한다.

나) (자격) 용접작업에 투입될 용접사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를 확인한다.

다) (보관 및 관리) 용접봉의 보관 및 불출 등 관리를 확인한다.

2) 용접작업중 검사

가) (절차 준수) 배관 용접 관련 절차서가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나) (특별 확인사항) 용접 작업중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주위의 청결상태와 기상상태(비, 눈, 바람 등)가 작업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다.

(2) 용접시작 전 모재표면에 이물질(산화피막, 절단부스러기, 도료, 기름, 그리

스, 먼지, 수분 등)이 없으며 충분히 건조되고, 용접절차에 따라 예열이 되

었는지를 확인한다.

(3) 모재와 용접봉이 자재의 사양이 기술된 도면 및 용접절차서와 일치하는지

를 확인한다.

(4) 용접부 홈의 각도, 루트간격, 이음부의 정렬 및 맞춤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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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접개선면에 실시한 표면검사 결과와 합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6) 용접입열 및 용접자세를 용접절차서와 용접사자격과 비교 확인한다.

(7) 예열 및 후열 처리를 확인한다. 또한 열처리 작업자의 자격인증 및 자격유

지를 확인한다.

(8) 용접중 비파괴검사 수행여부와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3) 용접작업후 검사

가) (검사 결과 확인) 용접 결과를 확인한다.

나) (불만족 사항 확인) 검사결과, 불만족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NCR과 비파괴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재작업한 내용과 

같은 품질관련 부적합사항들이 적절하게 발행, 처리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다) (품질보증 서류) 용접 과정과 결과가 용접검사기록(WIR: Welding Inspection

Report) 등의 품질보증서류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특별 확인사항) 용접 작업후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용접부의 최종 상태(표면 상태 포함)를 확인한다.

(2) 용접부 인식 표시를 확인한다.

(3) 배관의 기울기 및 밸브의 유체흐름방향을 점검한다.

다.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전 검사

가) (절차서) 침투탐상검사(PT), 자분탐상검사(MT), 방사선투과검사(RT), 초음파검

사(UT) 관련 절차서를 확인한다.

나) (자격)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시험요원의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를 확인한다.

다) (검교정) 비파괴검사 장비의 검교정 여부와 유효일을 확인한다.

2) 비파괴검사중 검사

가) (절차 준수)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가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나) (특별 확인사항) 비파괴검사중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피시험체의 표면 상태를 확인한다.

(2) 침투탐상검사 수행시에 피시험체의 온도를 확인한다. 또한 침투시간 및 현

상시간이 적절함을 확인한다.

(3) 자분탐상검사 수행시에 자화자류 및 극간거리가 적합함을 확인한다.

(4) 방사선검사 수행시 노출시간, 기하학적 불선명도(Ug)값을 확인한다.

(5) 초음파검사 수행시 탐촉자의 압전소자 크기와 주사 속도 및 주사각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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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정관계, 교정시편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3) 비파괴검사후 검사

가) (검사 결과 확인) 비파괴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나) (불만족 사항 확인) 검사결과, 불만족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NCR과 비파괴시험결과 불합격 처리된 품목의 수리 및 재검

사현황과 같은 품질관련 부적합사항들이 적절하게 발행, 처리되었는 지를 확

인한다.

다) (품질보증 서류) 용접 과정과 결과가 품질보증서류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배관 수압시험 

1) 수압시험전 검사

가) (절차서) 배관 수압시험 절차서가 관련요건인 KEPIC Code에 부합함을 확인

한다. 특히, 수압시험 압력경계를 확인하고 압력 경계가 적절히 차단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수압시험 압력계산서를 확인한다. 이때 수압시험 계통

의 높이차가 적절히 보정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나) (자격) 수압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요원의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를 확인한다.

다) (검교정) 수압시험 관련 장비, 특히 압력계의 눈금범위, 그리고 검교정 여부

와 유효일을 확인한다.

라) 안전밸브의 setting 값을 확인하며 일부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setting 값의 설

정치를 확인하기 위한 입회검사를 수행한다.

2) 수압시험중 검사

가) (절차 준수) 수압시험 관련 절차서가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나) (특별 확인사항) 수압시험 중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최종 압력, 시험 압력, 그리고 압력 유지 시간을 확인한다.

(2) 수압시험 압력경계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질상태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후 검사

가) (검사 결과 확인) 수압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나) (부적합사항 확인) 검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NCR 등과 같은 품질관련 부적합사항들이 적절하게 발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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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다) (품질보증 서류) 수압시험 과정과 결과가 품질보증서류로 기록되었는지 확인

한다.

라) (특별 확인사항) 수압시험 후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수압시험 package가 적절하게 작성되고 관리되는 지를 확인한다.

마) 배관 내 이물질의 존재 여부 점검을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였는지 확인한

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배관검사는 배관, 밸브, 배관부속물(Accessory) 및 배관지지물까지 포함하게 되므

로 가장 물량이 방대한 검사이며, 설계, 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 수압시험을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검사이다. 따라서 배관 검사를 위한 관련 요건 및 절차서

의 숙지가 요구된다.

나. RT 구간 Marking이 영구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용접중 층간온도 확인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라. 수압시험 시 가압기록이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마. 배관시공 시 관통부 인근 지지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면에 없는 미확인 

용접부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Ⅲ. 판정 기준

가. 설계사항

1) 배관 계통 설계 및 설치는 기본적으로 KEPIC MN과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배관 계통 설계 및 설치는 규제기관에서 승인된 PSAR 및 FSAR, 그리고 CP

Spec.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나. 용접 

1) 배관 용접은 KEPIC MN 및 MQ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배관 재질(모재 및 용접재)는 KEPIC MN 및 MD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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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파괴검사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는 KEPIC MN 및 ME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수압시험

배관계통의 수압시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2-12호 (과기.원자로.020) 원자로

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의 요건과 KEPIC MN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KEPIC MD, MN, ME, MQ, MI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020)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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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

1) 작업전 검사

가) (안전설계) 배관계통의 안

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절차서) 배관 설치,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수압

시험에 대한 절차서를 확

인한다. 특히 용접절차사양

서(WPS)와 용접사검정기록

(PQR)을 확인한다. 또한 

용접자재 성적서(CMTR)를 

확인한다.

다) (자격) 배관 설치,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수압

시험을 수행하는 현장요원

의 자격인증 및 자격 유지

를 확인한다.

라) (검교정) 배관 설치, 용접,

비파괴검사, 수압시험에 사

용되는 장비의 검교정 여

부와 유효일을 확인한다.

마) (보관 및 관리) 배관 스풀,

용접, 비파괴검사, 수압시

험 관련 기기 및 장비의 

보관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용접봉의 보관 및 관리를 

확인한다.

1) 검사 시기 : 작업전 

2)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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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

2) 작업중 검사

가) (절차 준수) 배관의 설치,

용접 및 보수용접,열처리,

비파괴검사,수압시험의 절

차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특별 확인사항) 배관 작

업중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배관 계통의 P&ID와 Iso

Drawing을 확인한다. 가장 

최근 개정도면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설치되는 배관의 재질과 

크기(외경, 두께, schedule

등)가 설계된 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모재 및 

용접재의 CMTR과 관련 

성적서를 확인한다.

1) 검사 시기 : 작업중

2)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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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

(3) 비파괴검사중 다음 사항

을 특별히 확인한다.

(가) 피시험체의 표면 상태

를 확인한다.

(나) 침투탐상검사 수행시의 

피시험체의 온도를 확인

한다. 또한 침투시간 및 

현상시간이 적절함을 확

인한다.

(다) 자분탐상검사 수행 시

에 자화자류 및 극간거

리가 적합함을 확인한

다.

(라) 방사선검사 수행시 노

출시간 및 불선명도(ug)

값을 확인한다.

(마) 초음파검사 수행 시 탐

촉자의 압전소자 폭과 

주사 속도 및 주사각도,

장비의 교정, 교정시편

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4) 수압시험 중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가) 최종 압력, 시험 압력,

그리고 압력 유지 시간

을 확인한다.

(나) 수압시험 압력경계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1) 검사 시기 :

비피괴검사중

2)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1) 검사 시기 :

수압시험중

2)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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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

3) 작업후 검사

가) (검사 결과 확인) 설치, 용

접,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의 결과를 확인한다. 현장

점검(Walkdown)을 통해 

배관이 적절히 설치되었는 

지, 설치공차가 요건에 따

르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최종조정부(Final

Adjustment Point) 근처에 

단관 사용으로 인한 미확

인 용접부(Undocumented

Weld)가 있는 지를 확인한

다.

나) (부적합사항 확인) 검사결

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적

절하게 조치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NCR 등과 

같은 품질관련 부적합사항

들이 적절하게 발행, 처리

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다) (QA 서류) 설치작업 과정

과 결과가 품질보증서류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1) 검사 시기 : 작업후

2)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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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

라) (특별 확인사항) 배관 작

업후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1) 작업후, 최종 표면처리 및 

도장 상태를 확인한다.

(2) 최종 현장 상태를 반영하

여 최종현장도면(Final

As-Built Drawing)이 개정

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3) 기울기가 요구되는 경우 

최종 측량보고서를 확인한

다.

(4) 용접 작업후 다음 사항을 

특별히 확인한다.

(가) 용접부의 최종 상태(표

면 상태 포함)를 확인한

다.

(나) 용접부 인식 표시를 확

인한다.

(5) 수압시험후 수압시험 

package가 적절하게 작성

되고 관리되는 지를 확인

한다.

(6) 배관 내 이물질 확인을 

위한 행위가 적합한 방법

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확

인한다.

1) 검사 시기 : 작업후

2)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면담

-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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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7절 기기 및 배관 지지물

주관부서 : 전부서

지원부서 : 해당 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일반적으로 안전 등급 1, 2, 3 기기 지지물 검토에는 지지물의 설계 및 구

조적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지지구조물은 1) 평판형 및 쉘형, 2) 선

형(Linear Type), 3) 기기 표준형(Component Standard Type) 등 세 가지 타

입으로 나누어진다. 방진기는 비록 기기 표준형으로 분류될지라도 그 기능 때

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방진기는 발전소 정상 운전 시에는 하중전달 

경로를 제공하거나 힘을 전달하지 않으나, 과도적인 동적 하중 하에서는 강성 

지지구조물의 역할을 한다.

기기 지지물은 하중을 기기의 압력경계로부터 건물 구조물로 전달하도록 

설계된 금속 지지물이다.

배관 지지물은 배관계통의 배치 및 재질 그리고 하중조건 등 여러 가지 특

성을 고려하여 응력 해석을 수행한 결과로써 주어지는 지점에 가장 효율적이

고 적절한 수단으로 배관과 건물 구조물 또는 배관과 배관 지지구조물사이에 

설치되어 배관의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와 같은 기기 및 배관 지지물의 제작, 설치, 검사 및 시험이 설계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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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원전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계통의 건전성 및 기기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지지물

- Support

- Hanger, Strut 등

- Snubber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현장에 설치된 개별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지지물은 해당 기기 및 배관계통

이 안전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배관, 밸브, 플랜지, 기기의 무게 지지

- 열팽창/수축을 하는 계통의 경우에는 설계시방서의 요구범위 내 길이변

화 허용

- 지진시 계통에 안정성(Stability) 유지

- 배관계통에 가해지는 진동의 영향 지지 및 최소화 

2. 안전 설계사항

가. 기기 및 배관 지지물은 모든 하중 조합 하에서 적절한 안전 여유도를 갖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능동 펌프 및 밸브의 지지물은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전 보증 및 내진 검증 계획의 다른 특징과 관련지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 만약 기기 및 배관 지지물의 변형이 지지되는 기기 및 배관의 작동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면, 변형한계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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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운전 보증 및 내진검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기 허용 변형

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지 기초구조물의 변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라. 방진기 운전 보증을 위한 허용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해석 및 계통평가

방진기를 충격 및 진동 완충장치로 사용하는 계통 및 기기에 대해서

는 계통 및 기기와 방진기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

되어야 한다. 방진기는 충격 및 진동 완충장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목적 방진기로서 사용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피로 항복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2) 기계적 성질에 대한 특성 

계통 또는 기기의 구조적 반응을 평가할 때에는 방진기와 지지물 집

합체 탄성강도가 결합된 유효탄성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방진기 탄성

비(spring rate)는 간극(clearance/lost motion), 활성화 준위, 또는 이

완율(release rate)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탄성강도는 

구조적 및 수력학적 탄성특성(compliance)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

며, 온도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방진기 끝단이음간격(end fitting clearance)의 불일치, 활성화와 이

완율의 불일치 및 거동상실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계통 또는 기기에 

대한 선형 해석에 입각하여 방진기의 반발하중 및 응력 계산 시에 고

려되어야 한다.

3) 설계시방서

방진기 설계시방서에는 (가) 일반 기능요건, (나) 운전환경, (다) 적용 

규격 및 기준, (라) 사용 재질 및 유압용 유체와 윤활유에 대한 기준,

(마) NUREG/CR-5416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정격부하용량(rated load

capacity)이 50Kips 이상인 대구경 유압식 방진기의 품질을 지원하는 

동적 품질보증, 시험 및 외삽법을 포함하는 환경, 구조, 및 성능 설계 

입증시험, (바) 제품 성능 입증 시험, (사) 포장, 수송, 취급, 및 보관 

요건, 그리고 (아) 부착 및 설치에 대한 조건의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조달 계획에는 구매자가 검토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방진기 

제작자가 품질보증 및 조립 품질관리 절차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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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야 한다.

4) 설치 및 작동확인

모든 방진기는 가동 전 배관 진동시험과 발전소 초기 가동시험 전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발전소 시운전시험 중에 

배관계통에 대한 육안검사와 열팽창 측정결과는 사용자가 방진기가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그러한 시험 및 계측에 

대한 규정조건은 안전심사지침 3.9.2절에 기술되어 있는 가동 전 배관 

진동시험 및 발전소 가동 시험 프로그램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5) 방진기의 추가사용

방진기를 발전소 건설 중 또는 그 이후에 설치할 수도 있다. 추가되는 

방진기는 설계해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예기

치 못한 배관 진동이나 건설상의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추가 사용되는 방진기의 영향은 발전소 정상운전 및 안전

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

가동중 검사 및 시험은 기계 부품의 운전 보증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

분이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요건에 따라서 방진기에 대한 보수, 가동중 

검사 및 시험, 수리 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

7) 등급분류 및 확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그 지지 계통에 방진기를 사용하는 모든 안

전성 관련 기기가 확인되어야 하며 분류 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

어야 한다.

가) 방진기 사용 기기 및 계통, 개수 

나) 방진기 타입(기계식 또는 유압식)과 제작자, 용도 

다) KEPIC MNF 규정에 따라 설치 여부

라) 방진기 용도(충격, 진동, 또는 이중목적 방진기)

마) 이중목적 또는 진동 완충타입으로 사용될 경우 방진기와 기기에 

대해서 피로평가 수행여부

3. 검사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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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기 및 배관의 제작자 및 설계자가 지지물 설치와 관련된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관련 품질그룹 및 등급 확인 )

나. 기기 및 배관 지지물 설치시의 부적합사항보고서(NCR) 및 설계변경 여

부를 확인한다.

다. 볼트 체결부는 승인된 절차서를 따르는 지와 Torque 값 산출근거와 장

비의 검교정 등을 확인한다.

라. 기기 및 배관 지지물 시공 상태를 타 기기와의 간섭부분 관점에서 확인

한다. (설치 공차관련 근거와 도면의 허용범위 확인)

마. 방진기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출된 목록(사용 기기 및 계통, 개

수, 유형, 제작자, 용도)과 비교하여 차이점 여부를 확인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방진기 추가 사용

1) 방진기를 발전소 건설 중 또는 그 이후에 설치할 수도 있다. 추가 사용

되는 방진기는 설계해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예

기치 못한 배관 진동이나 건설상의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별도로 추가 사용된 방진기는 정상운전 및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2) 이중목적 또는 진동 완충타입으로 사용될 경우 방진기와 기기에 대해서 

피로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한다.

나. 배관지지물의 설계변경

1) 특히, 배관 지지물은 후속 공정에 따른 타 기기와의 간섭의 다량 발생으

로 설계변경요인이 많다. 주요한 설계변경은 다음 사항[(1) 설계 및 도면

상의 오류, (2) Embedded Plate 설치 오류, (3) 배관 지지물 자재 Size

및 재질 변경, (4) 용접지점 중복 및 용접공간 부족, (5) 타 기기와의 간

섭 (6) 현장과 지지물 도면과의 불일치(위치, 높이 등)] 등이 자주 발생되

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확인한다.

다.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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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검증과 관련된 내용은 내진검증 관련 검사지침에 따른 절차 및 점검

표에 의거하여 적절히 수행되는 지 해당분야 검사원과 협의하여 확인한다.

2) 기기 지지부 스터드볼트의 설치높이, 앵커볼트의 설치간격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라. 기기 및 배관 지지물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아래의 사항 중 1개항이 충족될 경우에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4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8항의 검사점검표의 검

사방법에 따른 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4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8항의 검사점검표의 검

사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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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INS-G-0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지침“

나.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Reg. Guide 1.124, "Design Limits and Loading Combinations for Class

Linear- Type Component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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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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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Subsection 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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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ay 6-25, 1985, Nuclear Training Center,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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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기 및 

배관 지지물

1. 일반사항

검사대상 기기 및 배관 

지지물의 제반특성 이해

를 위해 관련 사양서 및 

지침서를 숙지하고, 제작

자/계통 설계가 설치시 

유의 및 고려사항을 제시

하는지 검토한다. (품질등

급 및 분류 확인)

2. 기기 및 배관 지지물 제

작관련 품질기록 확인 

가. 재질, 치수 및 형상, 제

작결함 유무, 표면 및 

외관 검사

나. 용접 및 비파괴 검사   

(해당사항 있는 경우)

다. 수압 또는 공기압 검사  

(해당사항 있는 경우)

3. 인수, 보관, 취급시의 점

검상태 확인 

4. 기기 및 배관 지지물 설

치검사

가. 제작자/계통설계자의 설

치시 유의사항 반영여부 

나. 용접 및 비파괴 검사관

련사항은 제작자 지침

과 승인된 용접절차 준

수 및 비파괴 검사 판

정기준 만족 확인

다. 볼트 체결부의 적정한 

Torque 여부 확인 및 

장비 검교정 확인 

o 기기 및 배관 지지

물 설치전/후 적

정 시점을 선택

o 기기 및 배관 지지

물 제작관련 품질

기록을 이용한 서

류점검 및 확인 

o 관련 인수, 보관,

취급 절차서 검토 

및 NCR 검토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도면상의 위치

와 형태의 일치여

부를 확인

o 현장 확인

- 절차서상의 품질  

검사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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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기 및 

배관 지지물

4. 기기 및 배관 지지물 설

치검사(계속)

라. 최종 지지물 도면을 참

조로 위치/높이 확인(설

치공차 및 도면 허용범

위 확인)

마. 기기와 지지물 간격측정 

결과 확인 

- 계통 설계사양서 요건과 

비교 

바. 기기 충격 완충기/방진

기 (Snubber)

- FSAR의 방진기 목록(위

치, 개수, 유형, 제작자,

용도)과 현장 설치현황 

비교

- 현장 설치 및 조정값 확

인

- 설치 허용각 오차 검사 

결과 확인

5. 가동중 검사 준비 (해당

되는 경우)

가. 가동중 검사시 접근성 

확인 

6. 설치 완료상태 검사 

가. 최종 보존상태 확인 

나. 관련 품질보증기록

다. 검사완료 이후 설계

변경여부 확인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도면상의 위치

와 형태의 일치여

부를 확인

o 현장 확인

- 절차서상의 품질 

검사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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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8절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주관부서 : 전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성능은 해당 계통의 원활한 운전과 완벽

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펌프 및 밸브가 계통내외에서 과도한 

하중으로 인하여 그 일부가 손상되어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운전에 지장

을 초래한다면 전체계통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펌프 및 밸브는 구

조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어 손상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또한 구조적으로 

각 부품의 형상이 기능 및 운전성 유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조건 즉, 펌프 

및 밸브의 용도, 수송유체의 종류, 계통제어의 요구조건 및 안전에 관련된 설계 요구

사항 등에 합당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펌프 및 밸브는 계통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과 

펌프 및 밸브 자체의 기능 및 운전성의 유지 계통의 기능 및 운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검사에서는 원전에 설치되는 안전관련 계통의 펌프 및 밸브의 현장 조립, 설치,

수평 및 축계 평형, 윤활 등이 제출된 설계 및 공사방법 신고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

는 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안전관련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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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 밸브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현장에 설치된 개별 안전관련계통의 펌프 및 밸브는 해당 계통의 기능을 각각 수행

함으로, 일괄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그러나, 밸브에 대한 해석적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통에 대한 능동적 

기기로서 일부 또는 전체 계통을 사고로부터 완화시키거나 정지시킬 때 필요한 부품 

역할을 수행한다. 2) 계통에 대한 기능상의 능력(Functional Capability)으로 밸브의 설

계 또는 사용조건하에서 계통 및 밸브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계통운전이 원활히 

되도록 정격유량을 수송 또는 제어한다. 3) 밸브 자체의 운전성으로 설계 및 사용조건

하에서 규정된 안전기능을 충족하면서 요구되는 기계적 운동을 원활히 수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가동중 시험 관련 펌프, 밸브 및 기타 설계 또는 검증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지

침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설계에는 최대 설계 유량 조건에서 펌프 및 역지밸브의 

전유량 시험을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모터구동밸브 및 동력구동밸브에 대하여, 설계(설계기준 및 요구되는 운전) 조건

하에서 밸브 구동자가 전달할 수 있는 스러스트 및 토크(적용 가능한 경우)의 

적절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조건까지의 차압 및 유량조건 범위에서 크기, 형

식 및 모델 각각에 대한 원형시험(Prototypical Test)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 설계조건에는 유체유량, 차압(배관 파단 포함), 계통압력, 유체온도, 주위온

도, 최소전압(적용 가능한 경우), 공기공급(적용 가능한 경우), 최소 및 최대 

행정시간 요건(적용 가능한 경우)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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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자로부터의 시험자료(즉, 환경검증, 내진검증, 동적검증, 압력시험), 특정 

발전소 현장시험자료, 시험에 의해 지원되는 경험자료, 또는 유사성 등이 

기술자료로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밸브의 검증을 뒷받침하는 

(원형시험과 같은) 유사밸브 시험이 크기, 형식 및 모형 각각에 대한 시험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험자료를 사용하여 용도별로 규정된 밸브가 압력 잠김 또는 열적 고착의 

발생 잠재성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설계(설계기준 및 요구되는 운전) 조건하에서 역지밸브의 적절성을 보증하도록 

설계조건까지의 차압 및 유량조건 범위에 걸쳐 역지밸브의 크기, 형식 및 모형

별 원형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 제작자로부터의 시험자료, 특정 발전소 전용사항에 대한 현장시험자료, 시험

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험자료, 또는 유사성을 기술자료로 정당화시켜야 하

는 경우에는 해당 밸브의 품질인증을 뒷받침하는 유사밸브에 대한 시험(원

형시험과 같은)이 크기, 형식 및 모형 각각에 대한 시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작자가 권고하는 대로 계통유동조건에 기초한 밸브 크기 및 형식의 선정,

난류근원에 관한 밸브 장착 위치, 배관에서 밸브의 정확한 방향설정(즉, 수

직 대 수평)을 포함한 적절한 역지밸브 적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다) 밸브의 설계특징, 재료 및 표면처리는 산업계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명시된 

대로 이용가능한 비관입 진단 시험법의 수용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이라야 

한다. 적절하다면, 밸브를 통한 유량이 설치된 계측설비로부터 측정될 수 있

어야 하며, 비관입 진단법의 사용에 의한 것과 같이 분해하지 않고 밸브 디

스크 위치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밸브 내부 부품들은 정확한 밸브 설치 

보장을 위해 자기-정렬 특징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펌프 및 밸브의 품질기록을 통해 제작검사 사항(공장시험 결과) 등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기술내용에 따라 시험되고, 그 결과 자료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나. 설치절차가 제작자의 유의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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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 시험계획에 반영된 경우, 가동중 시험 수행을 고

려하여, 측정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라. 용접 및 비파괴검사가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별도의 용접 및 비파괴 검사에 대한 검사지침서 참조)

마. 펌프 및 밸브의 연결 배관 및 부착된 부품의 설치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

인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제작자의 설치요령 및 유의 사항 참조

원전에 사용되는 펌프 및 밸브는 설치되는 계통기능에 따라 종류 및 형태가 다양

하므로 설치시 제작자의 설치요령 및 유의 사항이 고려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밸브 설치검사 시 유의사항

1) 밸브(특히, Globe 및 Check 밸브) 설치 시에는 적절한 Flow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2) 최종 설치 시 밸브내부에 과다한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도록 유도한다.

3) MOV 점검절차(Torque Setting 등)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4) 격리밸브의 닫힘시간이 설계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5) 안전등급 밸브의 Tag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6) 밸브의 설치산태가 조작, 관리에 용이한지 확인한다.

다.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

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아래의 사항 중 1 개항이 충족될 경우에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및 4항에 따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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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및 4항에 따른 검

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

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E-N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서 3.9.2절,

3.9.3절, 3.9.6절, 2010

나.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NX-3400 “펌프설계”, MNX-3500 “밸브설계”

라. 한국전력공사, ‘96 울원-단021, “원자력건설 배관 실무”, 1996

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010, "원자력발전소 사용전검사요령서“, 1993

바. KAERI(Nuclear Training Center), Training for Inspection and Test Personnel

in Mechanical Systems and Components, May 6-25, 1985

사. 한국전력기술(주), ASME Section III 밸브설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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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펌프 1. 일반사항

검사대상 펌프의 제반특성 이

해를 위해 관련 사양서  및 

지침서를 숙지하고, 제작자가 

설치 시 유의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는지 검토한다.

2. 펌프의 주요 부품(Casing,

Casing Cover, Seal Housing

등)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 

가. 재료 검사

나. 비파괴 및 용접 검사

다. 수압 또는 공기압 검사

3. 인수, 보관, 취급시의 점검상

태 확인 

4. 펌프 설치검사

가. 제작자의 설치 시 유의사  

항 반영여부 

나. 지지물과 주요 볼트 점검 

기록 확인

다. 펌프의 중심 및 높이 확

인 

라. 예비 및 최종 축계 평형  

및 정렬확인 검사 

마. 용접 및 비파괴 검사 결  

과 확인

o 펌프 설치전/후 적

정 시점을 선택

o 펌프 제작관련 품질

기록을 이용한 서류

점검 및 확인 

o 관련 인수, 보관, 취

급 절차서 검토 및 

NCR 검토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도면상의 위치와 형

태와 일치여부를 확

인

o 현장 확인

-절차서상의 품질 검

사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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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밸브 1. 일반사항

검사대상 밸브종류에 따른 제

반특성(형태, 재질, 연결방식)

이해를 위해 관련 제작자 지

침서를 숙지하고, 제작자가 

설치시 유의 및 고려사항(예,

용접시 최대온도 허용범위,

설치조건)을 제시하는지 검토

한다.

2. 인수, 보관, 취급시의 점검상

태 확인 

가. 설치전 적절한 밸브식별  

확인

나. 밸브 제작관련 품질기록 

확인 

3. 밸브 설치검사

가. 설치시 제작자의 유의 사

항 반영여부 확인     

- protective coating, 임

시장치 제거 등

나. 흐름방향 등 적절한 정렬

과 위치 확인 

o 밸브 설치전/후 적  

정시점을 선택

o 밸브 제작관련 품질

기록을 이용한 서류

점검 및 확인 

o 관련 인수, 보관, 취

급 절차서 검토 및 

NCR 검토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도면상의 위치와 형

태와 일치여부를 확

인

o 현장 확인

-절차서상의 품질

검사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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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밸브 3. 밸브 설치검사 (계속)

다. 밸브 스템의 방향 확인 

라. 용접 및 비파괴 관련사항

은 제작자 지침과 승인된 

용접 및 비파괴 절차를 

따르는지 확인 

마. 밸브 식별번호(Tag) 확인

바. 내/외부의 물리적 손상여

부 육안검사 확인 

사. 밸브 분해 및 재조립 여  

부 확인

아. Sealing(O-ring, Gasket

등) 적절성 확인

자. 연결부 체결(Bolting 등)이 

사양서 준수 확인 

4. 설치 완료상태 검사 

가. 최종 보존상태 확인 

나. 관련 품질보증기록의 완

료상태 확인

o 밸브 설치전/후 적  

정시점을 선택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도면상의 위치와 형

태와 일치여부를 확

인

o 현장 확인

- 절차서상의 품질

검사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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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1.9절 탱크 및 열 교환기

주관부서 : 전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비례

하는 품질기준, KEPIC 코드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탱크 및 열

교환기에 대하여는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을 분류

하며, 관련 자료는 품질등급 분류, 적용 ASME 코드 및 코드등급, KEPIC 코드 및 품

질보증 요건에 따라 표(table)의 형태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지지구조

물, 지지구조물 부착 용접 및 앵커볼트를 포함한 탱크 및 압력용기집합체는 수직 및 

수평가속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검사 대상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탱크 및 열교환기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주요 대상은 아

래와 같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및 가압기는 제외한다.

가. 유출 열교환기(Letdown Heat Exchanger)

나. 정지냉각열교환기 

다. 재생열교환기 

라. 사용후연료저장조 열교환기

마. 안전주입탱크  

바. 체적제어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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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기배수탱크 

아. 붕산수저장탱크 

자. 원자로배수탱크 

차. 재장전수 탱크 

카. 원자로보충수 탱크 

타. 기타 안전관련 탱크 및 열교환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유출 열교환기(Letdown Heat Exchanger)

유출 열교환기는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통(Shell)과 관(Tube)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기냉각수로서 재생열교환기 출구온도로부터 정화계통운전에 적합한 온도까지 유

출수를 냉각시킨다. 크기는 재생열교환기 최대출구온도(450 ℉)로부터 이온교환수지의 

정상운전온도(120 ℉)까지 추출유량을 냉각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정지냉각 열교환기

정지냉각 열교환기는 수평으로 설치된 U-Tube형 열교환기로 외벽(Shell Side)은 한

방향 흐름이 되고 내벽(Tube Side)은 양방향 흐름이 된다. 기기냉각수가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의 튜브 외측벽에 공급되어 튜브내벽을 따라 흐르는 고온 유체를 냉각한다.

기기냉각계통은 원자로용기 또는 연료저장풀에 연료가 존재하는 한 정지냉각계통 열

교환기에 냉각수를 공급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다. 재생 열교환기 

재생 열교환기는 격납건물내에 위치하며, 유출수로부터 충전수로 열을 전달시켜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열에너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예열된 충전유량은 또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유입노즐에 열충격을 최소화하고, 감속재 온도감소에 따른 정반응도 삽

입효과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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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후 연료 저장조 열 교환기

사용후 연료 저장조 열 교환기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을 제거한다.

마. 안전주입탱크  

안전주입탱크는 원자로냉각재 저온관에 연결되어 있다. 재질은 탄소강이며, 표면은 

스테인레스강으로 피복되어 있다. 안전주입탱크는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시 안전주입

펌프에 의한 유량주입에 앞서 신속한 냉각재 주입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안전주입

탱크의 모든 설계인자는 냉각재 상실 사고시 피복재의 반응이나 용융을 방지하고 노

심냉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바. 체적제어탱크 

체적제어탱크는 새로운 붕산농도로 혼합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붕

산농도는 재장전수 탱크와 원자로 보충수 탱크로부터의 붕산수와 순수 혼합으로 조절

되며, 붕산수보충펌프와 원자로 보충수 펌프에 의해 이송되어 체적제어탱크 직전의 혼

합배관에서 혼합된다. 체적제어탱크에서는 이 보충수용액이 추출수와 냉각재누설관으

로 부터의 밀봉누설수와 혼합된다. 또한 이 탱크는 냉각재내의 수소농도를 제어하고 

밀봉누설수를 수용하여 충전펌프 흡입수두를 위한 저수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추

출수를 축적한다. 탱크용량은 정상운전 수위범위(35∼58%)에서 자동보충 운전 없이 전

출력 범위를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공간은 희석운전중에 순수를 수용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탱크에는 수소 및 질소가스 공급관이 연결되고, 기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의 배기관에 의해 수소, 질소, 헬륨 및 분열가스등을 배기시킬 수 있다. 체적제어탱크

에 일정한 수소압력을 유지하여 냉각재의 산소농도를 제어한다.

사. 기기 배수탱크 

기기배수 탱크는 보조건물내에 최저위치에 설치되어, 보조건물에 있는 각종 기기,

밸브 및 배관 등으로부터의 누설수를 수집한다. 이 탱크에는 3 개의 배수모관, 기체폐

기물계통 및 재처리를 위한 배관 등이 연결되며, 고압으로부터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압력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아. 붕산수 저장탱크 

보조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붕산수를 일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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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이며, 노심 수명의 90% 경과시 저온정지로부터 기동 시 발생되는 전 회

수 가능한 붕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에 추가로 더 저장할 수 있는 여유용량을 갖

는다.

자. 원자로 배수탱크

격납용기내에 위치하며, 격납용기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누설수를 수집하는 탱크로

서 가압기 안전밸브의 1회 개방에 따라 방출되는 증기를 응축시킬 수 있으며, 그 이상

의 방출 시에는 파열판이 파열되어 원자로배수탱크의 설계압력 초과를 방지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차. 재장전수 탱크 

이 탱크는 노심말기(90 %)에 5% 미임계로의 저온정지와 재기동을 허용하고, 재장전

수를 충수하며, 안전주입용 최소한의 운전용적에 10%여유를 갖도록 설계되며, 또한 붕

산회수계통의 일부로서 기능을 한다. 안전주입계통의 1차적인 붕산수원이다. 4,000 ～

4,400 ppm의 붕산농도를 유지하는 이 탱크는 모든 제어봉이 인출된 상태에서 저온상

태의 발전소를 미임계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카. 원자로 보충수탱크 

이 탱크는 붕산응축수 이온교환기를 통한 붕산 농축기 증류수, 발전소 순수계통, 붕

산응축수 표본탱크 및 바닥배수응축수 탱크등의 여러 순수원을 보유한다. 이 탱크는 

90% 노심 수명 시 Back-To-Back 정지에 이은 기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희석을 하는

데 필요한 가용체적을 가지고 있으며, 온도계측기로써 온도지시 및 40 ℉에서 저온경

보를 발령하고, 수위계측기는 백분율로 수위를 지시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탱크 및 열교환기는 관련 안전등급, 품질기준, KEPIC

코드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나. 지지구조물, 지지구조물 부착 용접 및 앵커볼트를 포함한 탱크 및 압력용기집합

체는 수직 및 수평가속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각각의 분야별 안전설계사항은 관련계통의 내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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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중점 사항

가. 탱크 및 열 교환기 류에 대한 품질기록을 통하여 제작 공장에서 수행된 용접 및 

비파괴검사결과를 확인한다.

나. 설치시 관련 코드의 요건 및 제작사의 유의사항을 고려한 설치절차에 따라 적절

히 설치여부 및 설치결과를 확인한다.

4.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전 검사

1) 품질기록의 점검을 통해 탱크 및 열교환기류의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제작

공장에서 수행된 용접검사, 비파괴검사 및 수압시험 등이 적용규정에 따라 적절

히 이루어졌는지 및 그 결과가 적용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검사

자료 :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List)

2) 제작사의 사용지침서에 명시된 설치시의 유의사항이 설치절차서 또는 설치작업

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제작자의 사용지침서, 설치절차

서 또는 설치작업계획서)

3) 안전설계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기타 제작공장에서 제작과 관련되어 작성된 품질관련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한

다.

나. 공사중 검사

1) 탱크 및 열교환기류의 설치 위치 및 중심, 기초볼트의 중심과 조임, 용접, 기초

면 및 그라우팅 상태, 기기에 꼬리표 부착상태, 기기보호조치 등이 관련 도면 및 

설치절차에 따라 수행·점검되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시공기록, 현장검사)

2)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

다. 최종검사

1) 검사대상 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설치가 완료되어 적절히 보존되고 있는가를 확

인한다.(검사자료 : 설치절차서 및 설치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관련도면, F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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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및 CAR, 현장검사)

2) 관련 품질보증기록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

라. 탱크 및 열교환기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사가 어렵기 때문

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

다.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 개항이 충족될 경우에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및 4항에 따른 검

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및 4항에 따른 검

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

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한국 표준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2. 한국 표준형 발전소 계통 설명서

3.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 MG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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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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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탱크 및 열

교환기류 -

1. 탱크 및 열교환기류에 대

하여 제작공장에서 수행

된 다음사항에 대한 적합

성 또는 결과를 확인한

다.

가. 재질검사

나. 규격검사

다. 용접검사

라. 비파괴검사

마. 수압시험결과

2. 인수, 취급, 보관시의 점

검 상태를 확인한다.

3. 설치검사

가. 설치절차에 제작자의 

설치시 유의사항 반

영 여부를 확인한다.

나. 기초 및 지지대가 도

면상의 기기위치 및 

기기형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다. 기초볼트가 기기상의 

앵커볼트 구멍과 일

치하는지를 확인한

다.

설치전, 품질기록을 

통해 서류 점검, 제작

공장에서 수행된 결

과의 적합성 확인

설치전, 인수, 취급,

보관시의 관련절차서

의 기록 검토 및 관

련 NCR 검토

설치시 또는 설치후,

설치절차서 검토

검사기록 확인

검사기록확인 및 현

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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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열교환기-

라. 기기의 중심과 높이

가 도면상의 치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

마. 앵커볼트의 조임상태

를 확인한다(적정 

Torque 여부 및 조

임순서등)

바. 용접상태를 확인한다.

사. 그라우팅의 혼합, 타

설 및 양생상태를 확

인한다.

4. 완성상태 검사

가. 보존상태를 확인한다.

나. 관련 품질기록의 완

료상태를 확인한다.

검사기록 확인 및 현

장검사

,,

,,

,,

현장검사

품질보증 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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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1절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 없음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본 사용전(시설)검사에서는 아래의 검사대상 기기가 관련 규정(KEPIC

-MNA, -MNB, -MNF, -MNG, -QAP, -QAI 및 -QAR; 또는 상응하는 참조기준)

을 만족하도록 설치되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헤드 집합체(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BMI Tube 포

함)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다.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

라. 원자로헤드체결 스터드 볼트 및 너트

Ⅱ. 검사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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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헤드 집합체

- 핵연료가 장전되어 연쇄 핵반응이 발생되는 장소이다.

- 핵분열생성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방호벽으로의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 제어봉의 안내 및 지지,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지지 기능을 수행한다.

- 원자로내부구조물과 함께 원자로냉각재의 흐름을 안내하여 노심에서 발

생된 열을 증기발생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 원자로심(핵연료집합체와 제어봉집합체(CEA))을 지지하고 정렬시킨다.

- 제어봉 집합체의 동적 부하를 흡수하고, 이를 포함한 여러 부하들을 원

자로용기의 플랜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원자로내부구조물은 원자로용기 내의 원자로냉각재 흐름을 안내한다.

- 감마선과 중성자로부터 원자로용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원자로헤드체결 스터드 볼트 및 너트

- 원자로용기 플랜지와 원자로헤드 플랜지를 체결하고 밀봉기능을 유지한

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용기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RCPB)로서 모든 운전상태에서 예상

되는 온도 및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응력한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한

다.

나.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은 수명기간 동안 방사선조사 및 부식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이에 적합한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용기는 수명기간동안 방사선에 의한 조사취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와 파괴인성 변화의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2.1.1절     개정 3 - 2010. 7- 3 -

라.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모든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온도 및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원자로심 지지정렬 및 냉각유로형성 기능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

다.

마. 원자로헤드체결 스터드 볼트 및 너트는 모든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온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고 플랜지 밀봉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원자로용기 및 지지구조물 설치 검사

원자로용기 및 지지구조물의 설치 작업에 대한 검사는 원자로용기 및 지지구

조물의 저장, 보호, 보관, 취급, 설치 및 검사 활동을 확인하고 관련 사양서 및 

절차서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한다.

1)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의 설치 점검

가) 원자로용기 및 하부 노내 계측관 지지구조물이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설치되는지 확인

나) 지지패드 고정볼트, 앵커볼트 등의 조임 작업이 정해진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설치되는지 확인

2) 원자로용기의 설치 상태 및 정렬작업 점검

가) 인양 및 취급 작업이 특별 요건과 주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사양서 및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

나) 인양 장비가 지정된 것과 같고 요구되는 인양 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

인

다) 설치 사양서, 도면, 설치 절차서를 근거로 설치된 용기 상태를 확인



제3.2.1.1절     개정 3 - 2010. 7- 4 -

- 원자로용기본체, 원자로용기 일체형 상부구조물, 원자로용기 하부 노

내 계측관 및 계측기 설치가 사양서 및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는

지, 검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3) 설치된 원자로용기(스터드 볼트 홀 포함)의 보호상태 확인

가) 설치된 원자로용기 보호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

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용기 상부에 보호 장비가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

나. 원자로내부구조물 설치 검사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의 설치 작업에 대한 검사는 저장, 보호, 보관, 취급,

설치 및 검사 활동을 확인하고 관련 사양서 및 절차서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한다.

1) 보관된 내부구조물의 보호 상태 확인

가) 내부구조물 저장

나) 보호 및 보호 덮개

다) 저장 지지물

2) 내부구조물 설치 및 정렬 점검

가) 인양 및 취급 작업이 관련 요건 및 주의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나) 인양 장비가 지정된 것과 같고 요구되는 인양 시험이 인양 전에 완료

되었는지 확인

다) 설치 위치가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라) 설치작업이 특별 요건 및 주의 사항을 포함한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내부구조물 부품 설치가 사양서 및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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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리고 검사 절차를 준수 하였는지를 확인

다. 스터드 볼트 및 너트 체결 검사

원자로헤드체결 스터드 볼트 및 너트의 설치 작업에 대한 검사는 스터드 볼

트 및 너트의 저장, 보호, 보관, 취급, 설치 및 검사 활동을 확인하고 관련 사양

서 및 절차서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한다.

1) 스터드 볼트 인장기 점검

가) 스터드 볼트 인장 작업이 관련 요건 및 주의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나) 스터드 인장 장비가 지정된 것과 같고 요구되는 시험이 작업 전에 완

료되었는지 확인

다) 스터드 볼트 신장 하중 및 신장량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확인

라) 설치작업이 특별 요건 및 주의 사항을 포함한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스터드 볼트 인장 작업이 사양서 및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

는지 그리고 검사 절차를 준수 하였는지를 확인

라. 원자로본체 서류 검사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헤드 집합체, 원자로내부구조물, 원자로용기 지지구조

물, 원자로헤드체결 스터드 볼트 및 너트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검토한다.

1) 보관 및 설치 기록 검사

가) 특별한 부품이 지정된 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나) 요구되는 검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다) 설치 후 요구되는 보호가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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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일치 사항의 서류 검토

가) 불일치 사항(NCR)의 조치사항 혹은 해결 방안이 적합한지 확인

나) 서류는 품질보증 검사원에 의해 검토되고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완료된 

상태로 보관되는지 확인

3) 작업자, 검사원의 자격 인증 및 장비의 교정

작업자 및 검사원의 자격인증서류가 유효하고, 사용된 장비가 교정기간 이

내인지 확인

4. 검사 유의사항

가. 원자로본체에 대한 검사는 원자로 압력용기 및 하부계측관(BMI Tube), 원

자로용기 지지구조물,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원자로용기 헤드 및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검사 대상 및 범위가 방대하며, 설

계, 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 수압시험을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검사이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 검사를 위한 관련 요건 및 절차서의 내

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 검사는 장기간에 걸쳐 설치 및 정렬 작업이 수

행되므로 안전성 중요도 및 특이사항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본검사(Sample

Inspection)를 수행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한다.

Ⅲ. 판정 기준

가. 원자로본체 설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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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본체의 설치와 관련된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로 용기 및 내부구조물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보호․관리되어야 하

며 보호․관리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 원자로용기 지지물의 설치상태가 적합하여야 하며, 원자로용기는 이물질,

수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기기 취급 작업이 특별 요건 및 주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사양서 및 절

차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설치 사양서, 도면, 설치절차서를 근거로 설치된 원자로 용기 및 내부구

조물의  위치, 정렬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한다.

5) 설치된 원자로 용기의 보호상태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원자로본체 서류 검사

서류검토와 관련된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설치 검사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특별한 부품이 지정된 대로 설치되었는지

나) 요구되는 검사가 수행되었는지 

다) 설치 후 요구되는 보호가 되었는지 

2) 불일치 사항에 대한 처리가 적합하여야 한다.

3) 작업자 및 검사자의 자격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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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문헌

가. 해당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나. KEPIC Code QA, MD, MN, ME, MQ

다.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 II, III, V, IX

라. Reg. Guide 1.38,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Pack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마. Reg. Guide 1.39, "Housekeeping Requirement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바. Reg. Guide 1.65, "Material and Inspection for Reactor Vessel Closure

Studs"

사. Reg. Guide 1.88, "Collection, Storage and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 Quality Assuranc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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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 자 로 용 기 

및 

내부구조물

1.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

물 대하여 제작공장에서 

의 부적합사항의 처리결

과를 확인한다.

2. 원자로용기 지지구조물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지지구조물의 레벨,

기울기, 방향 및 원주 위

치

설치전, 품질기록 서

류 점검, 제작공장에

서 수행된 결과 검토

설치전, 원자로 칼럼 

지지대 , 원자로 상부 

측면 지지대 및 하부 

측면 지지대 설치 관

련 절차서, 검사기록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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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 자 로 용 기 

및

내부구조물

3. 설치에 사용된 측정장비  

의 검교정 기록을 확인  

한다.

4.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 원자로용기 

가. 원자로 설치 방향

나. 컬럼지지대 위에 설

치후 플랜지 끝단부 

로컬 갭 측정

다. 원자로 중심선 및 

Closure Head 맞춤

면 위치  점검

라. 원자로 냉각재배관 

용접후 최종 위치 점

검 등

- 내부구조물

가. CSB-RV 정렬 및     

snubber shim 설치

나. CSB 내의 LSS-CS 조  

립 및 Flexure 용접

다. RV 내의 Flow Baffle

용접

라. Flexure 용접후 CSB

Assembly의 RV 내   

설치

마. UGS 설치 및 정렬

바. RV 헤드 설치 및 정  

렬 등

5. 설치 과정중 NCR 처리  

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설치전, 장비의 검교

정 기록지 검토 

설치중 및 설치후, 원

자로용기  및 내부구

조물 설치 관련 절차

서, 제작자 설치지침,

검사기록 검토 및 현

장 검사 

설치중 및 설치후,

NCR 처리 적절성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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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 자 로 용 기 

및

내부구조물

제어봉 구동

장치

6. 원자로 용기 설치후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가. 원자로 용기 보호에 

대한 절차

나. 이물질 방지를 위한 

보호 장비 설치

7. 관련 품질기록의 완료상  

태를 확인한다.

1. 설치절차서와 품질관리계

획서에 공급자의 지침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

인한다.

2. 설치작업의 적절성을 확

인한다.

가 용접 및 비파괴 검사

나. 수압시험

다. NCR

3. CRDM의 설치작업을 

확인한다.

설치후, 관련 절차서 

검토 및 현장  검사

설치후, 품질보증 기

록 확인

설치전, 제작자 매뉴

얼, 설치절차서 및 품

질관리 계획서 검토

설치후, 품질보증기록 

검토 및 현장 검사

설치후, 품질보증기록 

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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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스터드 및 볼

트 체결

1. 설치절차서와 품질관리계

획서에 공급자의 지침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

인한다.

2. 설치작업의 적절성을 확

인한다.

가 스터드 인장 절차

나. 적정 인장하중 및 신

장량

다. NCR

3. 스터드 및 볼트 체결작업

을 확인한다.

치전, 제작자 매뉴얼,

설치절차서 및 품질

관리 계획서 검토

설치후, 품질보증기록 

검토 및 현장 검사

설치후, 품질보증기록 

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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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2.1절 원자로 냉각재계통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기준, KEPIC 코드 및 ASME 코드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시설물 설치검사는 제출된 설계 및 

공사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사 대상

원자력발전소 냉각재 계통에서 검사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나. 원자로 냉각재 펌프(Reactor Coolant Pump)

다. 가압기(Pressurizer)

라. 안전밸브(Safety Valve) 및 안전감압밸브(Safety De-pressurization

Valve)

마. 원자로 냉각재 배관

Ⅱ. 검사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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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원자로 냉각재 계통은 다음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은 모든 운전모드에서 원자로 냉각재를 강제순환시켜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며, 발전소 정지 시에

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자연순환에 의해 원자로용기로부터 증기

발생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나.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계통 배관 및 기

기들은 압력경계의 기능을 갖는다.

다. 과도한 압력의 발생으로부터 계통을 보호하는 기능 및 사고 발생 시 원자

로 냉각용 안전주입수 공급회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원자로 냉각재 

압력 및 체적제어의 기능을 갖는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RCPB)는 모든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온도 및 압

력에 견딜 수 있고, 계통이 응력한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동 계통에는 압력보호를 위한 안전 압력방출 계통이 설치되어 과압사고 시 

계통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상기의 기능 및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

나. 주요 기기 및 지지물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다. 계통의 수압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판정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전 검사

1) 배관 용접 착수전 검사를 실시하고 용접사 및 용접절차서의 인증

(Qualification)을 확인한다. 제작공장에서 수행된 용접검사, 비파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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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수압시험 등이 적용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

고 그 결과가 적용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며 불만족 사

항에 관한 처리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 검사자료 : 품질확인서류(QVD: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2) 제작사의 사용지침서에 명시된 설치시의 유의사항이 설치절차서 또

는 설치작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검사자료 : 제작자의 사용지침서, 설치절차서 또는 작업계획서)

3) 주요 기기의 현장취급 및 보호상태를 확인한다.

- 검사자료 : 정기점검기록, 현장검사확인서 등.

나. 공사중 검사

1) 주요 기기의 설치과정 중 검사를 실시하고 개구부의 밀봉 및 보호상

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설치절차서에 따른 작업 수행 및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검사자료 : 설치작업 관련기록, 현장검사

2) 대구경 배관의 설치 및 용접과정 중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시험결과

를 확인한다.

- 검사자료 : Isometric 도면, NDE 기록, 현장검사

다. 최종검사

1) 검사대상 각 시설 설치가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검사자료 : 작업절차서, 시험검사계획서(ITP: Inspection & Test

Plan), NCR

2)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검사자료 : 현장검사

3)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검사한다.

- 검사자료 : 검사보고서, NCR

Ⅲ. 판정 기준

아래의 사항 중 1개항이 충족될 경우 본 검사결과는 만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및 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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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및 4항에 따른 

따른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결과가 시설의 기

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검사가 불필요하

다고 판단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KEPIC Code Sec. MN, MN, 1995

나. ASME Code Sec. III, VIII, 1995

다. WPP/QCI "General Procedure for Setting & Alignment of Mechanic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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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기 및 

배관 지지물

1. 일반사항

검사대상 기기 및 배관 

지지물의 제반특성 이해

를 위해 관련 사양서 및 

지침서를 숙지하고, 제작

자/계통 설계가 설치시 

유의 및 고려사항을 제시

하는지 검토한다.

2.. 기기 및 배관 지지물 제

작관련 품질기록 확인 

가. 재질, 치수 및 형상, 제

작결함 유무, 표면 및 

외관 검사

나. 용접 및 비파괴 검사 

(해당사항 있는 경우)

다. 수압 또는 공기압 검사

(해당사항 있는 경우)

3. 인수, 보관, 취급시의 점

검상태 확인 

4. 기기 및 배관 지지물 설

치검사

가. 제작자/계통설계자의 설

치시 유의사항 반영여부 

나. 용접 및 비파괴 검사관

련사항은 제작자 지침

과 승인된 용접절차 준

수 및 비파괴 검사 판

정기준 만족 확인

다. 볼트 체결부의 적정한 

Torque 여부 확인 및 

장비 검교정 확인 

라. 최종 지지물 도면을 참

조로 위치/높이 확인

o 기기 및 배관 지지

물 설치 전/후 적

정 시점을 선택

o 기기 및 배관 지지

물 제작관련 품질

기록을 이용한 서

류점검 및 확인 

o 관련 인수, 보관,

취급 절차서 검토 

및 NCR 검토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도면상의 위치

와 형태와 일치여

부를 확인

o 현장 확인

- 절차서상의 품질  

검사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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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기 및 

배관 지지물

4. 기기 및 배관지지물 설치

검사(계속)

마. 기기와 지지물 간격 측

정결과 확인

- 계통 설계사양서 요건

과 비교

바. 기기충격 완충기/방진

기

- FSAR의 방진기 목록

(위치, 개수 유형 제

작자 용도 과 현장설

치현황 비교

- 현장설치 및 조정값 확

인

- 설치 허용각 오차건사

결과 확인

5. 가동중 검사 준비(해당되

는 경우)

가. 가동중검사 시 접근성 

확인

6. 설치 완료상태 검사

가. 최종 보존상태 확인

나. 관련 품질보증기록

다. 검사완료 이후 설계변

경여부 확인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도면상의 위치,

형태와의 일치여부 

확인

o 현장확인

- 절차서상의 품질

검사 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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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2.3.1절     개정 3 - 2013. 4- 8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3.1절 계측제어설비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계측제어계통시설은 노심 및 핵증기공급계통을 감시하여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

사건 동안에도 요구되는 발전소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검사에

서는 계측기, 튜빙 및 계측제어 케이블 및 Raceway 등의 시설이 설계 및 공사 관

련자료(SAR, CP, 절차서 등)에 따라 시공되고, 발전소 정상운전 및 사고시 필요한 

제반 조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취할 수 있도록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독립성,

시험성 등의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시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들 계측

제어계통에는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안전정지에 필요한 계통,

사고후 감시계통 등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와 안전관련 지시계 및 연동장치 등이 

포함된다.

2. 검사 대상

다음과 같은 안전관련 계측기, 현장지시계, 계측 튜빙 및 지지대, 계측제어 케이블 

및 Raceway 등의 설치상태를 검사한다.

1) 공정신호 계측기(압력, 수위, 온도, 유량 등의 감시 계측기)

2) 안전관련 핵계측기 

3) 신호변환기 (Signal Conditioners) 및 구동설비

4) 현장 지시계 및 계측기

5) 계측 튜빙 및 지지대

6) 계측제어 케이블 및 Race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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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계측제어계통(설비)는 정상운전상태에서 발전소 운전변수를 측정하여 이

들 변수가 안전운전 범위 내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발전소를 정상 운전상태로 유지

시키기 위하여 각종 제어계통을 구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 비정상 운전 또는 사

고상태에서는 원자로심의 손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하여 신속히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필요시 사고상태의 진전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공학적안전설비를 작동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계통(설비)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1) 단일고장기준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설계는 신호검출 단계에서부터, 신호변환기, 논리회로,

개시회로 및 이들의 감시 설비의 설계가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부품 및 모듈의 품질관리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설계는 신호검출 단계에서부터, 신호변환기, 논리회로,

개시회로 및 이들의 감시에 사용되는 부품 및 모듈은 요구되는 품질과 일치하도

록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3) 다중성 및 독립성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은 다중성 및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도록 채널/트레인 사

이의 물리적/전기적/통신적 독립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비안전계

통의 고장이 안전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등급으로 설계된 격리장치를 

사용하여 보호계통은 제어계통과 분리되어야 한다.

4) 설비의 시험성 및 보수성

감지기 및 신호변환회로 및 개시회로에 대한 시험성 및 유지보수성을 갖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5) 계통 및 설비의 식별표시

계측제어계통에 포함된 신호 감지회로, 신호 변환기, 논리회로, 개시회로 및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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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시에 사용되는 부품 및 모듈은 영구적인 식별 표시가 되어야 한다.

6)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에 대비한 설계

가. 원자로 정지불능사고(ATWS)에 대비한 다양성보호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에 따라 캐비넷 및 제어

반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심층방어 및 다양성분석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는 SECY 93-087(II.Q)에 따라 제

어반 및 캐비넷이 설치되어야 한다.

3. 검사 중점 사항

1) 안전성분석보고서, 공사 시방서 및 관련 절차서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설비의 최소 이격 거리 확보 및 화재 또는 위험 파급에 대비한 보호설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3) 설비의 다중성 및 독립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4) 설비의 지지물 설치, 보호대 설치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5) 계통 및 설비의 식별표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6) 계기의 접지, 단자접속 상태 등을 확인한다.

7) 설계값과 공장시험 결과가 허용값 이내임을 확인한다.

8) 현장에 반입된 기기의 창고에서의 보관상태 및 설치된 기기의 관리상태를 점검

한다.

9)계측제어설비의 설치후 시험, 검사 및 판정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0)불만족사항 및 설계변경사항 처리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4. 검사유의사항

1)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Code, Standards, Reg. Guides 등)

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사 실시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

의 설계사양 및 관련절차서(구매, 인수, 작업 및 시험)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

여야 한다.

2) 현장 케이블 등의 설치를 위한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는 각 이격 그룹 사이에 최

소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모듈 및 케이블, 케이블 Rac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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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은폐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시 철저한 확인이 필

요하다.

3)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가. 기자재의 인수,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계기류의 설치전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계측기, 튜빙, 지지물의 설치와 관련된 작업절차서를 검토하여 설치 및 시험방

법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라. 계측기 및 지지물의 설치상태, 접지 및 절연상태 등을 확인하고, 계기 및 배선

의 식별표시가 적절히 행해졌으며, 계측 트레인/채널간 이격거리가 적절히 

확보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마. 케이블 Raceway의 이격거리 확보 및 fire barrier 또는 fire stops의 설치가 적

절히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케이블 및 Raceway의 지지상태, 간격, 연결부 및 단말처리, 손상보호조치와 케

이블의 식별표시가 적절히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 설계변경사항 및 불만족사항의 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아. 검사대상 각 시설의 설치, 시험이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자. 검사대상 시설의 NCR, FCR 처리가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차. 설치 완료된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다음과 같은 안전설계사항을 확인․점검한다.

가. 설비의 안전성

가) Class 1E 설비는 내진 범주 I로 시공되어야 하고, 기타 자연현상의 영향으

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Class 1E 설비는 화재, 비산물 및 기계계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

도록 적당한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격하여야 한다.

다) 현장설치 계측기는 먼지 및 충격방지용 Protection Cover를 설치한다.

라) 계기용 도압배관(Tubing)은 20 Psia 이하의 증기배관은 2 in(5.1cm)/

ft.(30.5cm), 기타 배관은 1 in(2.5cm)/ft.(30.5cm)의 기울기를 갖게 설치한

다.

마) 튜빙은 적당한 지지물을 사용하여 3 ft.(91.4c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한다.

바) 케이블, 튜빙의 최소 곡률 반경은 외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튜빙

(유체 인출용 등)은 관련 사양서에 따른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 자동 살수 계통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지역의 수평 케이블은 20 ft.(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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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수직 케이블은 그 중간지점에 fire stops를 설치한다.

아) Conduit는 고온 배관 및 기타 열원으로부터 1 ft.(30.5cm)이상 이격한다.

나. 설비의 독립성

가) 전선로(케이블 트레이)는 상부로부터 전력용(고압, 저압), 제어 및 계측용 

전선로 순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개방형 전선로에 계측 및 제어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 트레인 사

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비위험지역(전원분배실), 위험제한지역(발전소 일반

지역) 및 위험지역 모두 수평이격거리가 1 in.(2.5cm), 수직이격거리 3

in.(7.6cm)이다.

다) 계측 및 제어 케이블인 경우 전선관과 전선관 사이, 밀폐형 트레이와 밀폐

형 트레이 사이, 밀폐형 트레이와 전선관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1

in.(2.5cm) 이며, 개방형 트레이와 전선관 사이의 이격거리는 수평 1

in(2.5cm), 수직 3 in(7.6cm)이다.

라) 상기 나)항에서 규정한 최소 이격거리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 트레

이 사이에 방호벽 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해야 할 경우 최소한 1

in(2.5cm) 까지 이격이 허용된다.

마) 전기기기 제어반 및 계기반에서의 내부 배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수평 1

in(2.5cm), 수직 6 in.(15.2cm) 이며 동 거리를 이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폐형 전선로를 사용하거나 화재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전선로의 지지상태, 간격, 연결부 및 단말처리, 손상 보호조치가 적절히 실

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단자함이 아닌 전선로 중간에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아) 전선이 전선로 내의 과다적재 및 배열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자) 공정 검출계기 및 접속부(튜빙 등)는 비산물 또는 고압유체의 분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1.5 ft. (45 cm) 이상 이격하고, 설계 기준사고에 의한 전기적,

물리적 위험의 영향이 있는 지역은 위험 파급 장애물을 설치하여 단일 고

장기준을 충족시킨다.

차) 채널/트레인 사이의 데이터 통신계통의 독립성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선로, 연결부(Splice), 모뎀, 격리기 등의 설계 및 설치 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 설비의 시험성 및 보수성

가) 계측제어 설비는 설치전․후에 전기, 기계, 물리화학적 시험을 규정 및 절

차서에 따라 수행하고, 시험장비는 검교정 및 보관 절차(요령)서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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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나) 계측기는 측정 및 시험,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바닥면에서  4 ft. 6

in.(1.37m) 정도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다) 공정 계통의 계기용 도압배관은 규정 압력을 10분간 가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계통 및 설비의 식별표시

가) 계기 및 설비는 도면 및 절차서에 따라 식별표시(꼬리표 및 명판)를 부착

한다.

나) 안전계통(Class 1E)관련 튜빙은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영구적인 식별

표시를 한다.

다) 케이블은 포설 전에 1.5m 간격으로 식별표시를 하여 포설하고 케이블 양단

에 영구적인 번호표를 부착한다.

라) 케이블 Raceway의 노출부분은 15 ft.(4.5m) 간격으로, 관통부는 관통부의 

전․후단에 영구적인 식별표시를 한다.

5) 사용전 검사시 발견될 수 있는 불만족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계기설치후의 시험/검사의 누락 및 시험장비의 교정주기 초과사항

나. 시험 및 교정을 위한 임시연결(jumper)시, 임시연결 기록 미비

다. 공사중 용접작업 및 기타 낙하물에 대한 계기의 손상

라. 계측 및 제어 케이블 Jacket의 Color Modification 불량

마. 현장계기(transmitter 등) 설치장소의 조명부족

바. 튜빙의 최소곡률반경 유지 내용 부적합

사. 튜빙의 지지대, 식별표시 불량

아. 신호 감지부분의 이격거리 불만족

자. 계기 보관 및 불량자재의 분리조치

6) 계측제어설비 검사는 규제경험반영, 선행호기 대비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정

신호 등으로 선별하여 점검한다.

III.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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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 중 1개항이 충족될 경우 본 시설의 검사결과는 만족한 것으로 판정

한다.

1)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

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2)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

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

가. 공사완료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만족할 만하고,

나.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8장, 18장

5.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6. KEPIC QAP, "원자력 품질보증“

7. KEPIC END-1100, "전기 1급 기기검증“

8. KEPIC ENE-1100, "전력, 계측 제어기기 시험과 검사요건“

9. KEPIC ENB-20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 독립성“

10. KEPIC END-3230, "전기 1급 제어반 패널 및 랙 검증“

11. KEPIC ENB-1200, "전기 1급 기기 및 계통 관련문서 식별방법“

12. KEPIC ENB-6330, "사고 감시용 계측 설비 설계“

13.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14.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15. KEPIC ENF-2100, "전기 1급 케이블 계통 설치“

16. KEPIC ENF-3100, "안전계통 기기 설계 검증“

17. KEPIC EMC-5000, "계측 및 제어기기 접지설계 기준“

18. ANSI/ISA 67.02.01-1999, Nuclear Safety-Related Instrument-Sensing Line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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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ubing Standard for Use in NPPs

19. Reg. Guide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ccess Plant and Environs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20. Reg. Guide 1.152, “Criteria for Use of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PPs."

21. USNRC SECY 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LWR)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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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계기

-공정신호계측

기

-핵계측기

-현장 지시계 

및 계측기

1. 관련규정에 따라 제작, 시

험, 검사된 기기가 적절히 

인수되고 보관 되는지 여부

2. 계기의 설치전 교정적절성

가. 표준계기의 교정상태

나. 승인된 절차서의 사용

다. 교정(시험) 결과의

적합성

라. 판정결과의 적합성

3. 계기의 설치상태는 적절성

가. 이용 및 보수가 용이한

위치

나. 설치높이: ≃ 4 ft. 6 in.
(1.37m)

다. 계기부착 및 지지상태

라. 공정검출계기의 이격거리

(위험 영향이 없는 곳)
: ≥ 1.5 ft.(0.45m)

마. 위험 파급 장애물의 설치

(설계기준사고에 의한 위

험 지역)
바. 계기의 접지, 단자접속상

태 

계기 설치전․
후의 적정시점

에서 품질보증

기록 및 보관관

리기록 검토

현장검사

관련절차서 및 

계기 교정기록

의 검토

계기 설치전․
후의 적정시점

에서 절차서 검

토, 시험결과 

확인, 현장검사

계기 설치중․
후의 적정시점

에서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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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계기

-공정신호계측

기

-핵계측기

-현장 지시계 

및 계측기

4. 계기의 식별표시

5. 계기설치 후의 손상보호조

치

가. 계기의 손상유무

나. 보호 Cover 설치 및 관리

상태

6. 불만족사항(NCR, DCN,

FCR 등) 및 설계변경사항

계기설치후의 

적정시점에서

작업절차서 검

토, 현장검사

계기설치후의 

적정시점에서

현장검사

계기설치 중․

후의 적정시점

에서 변경 및 

조치내용이 적

합한지 확인

필요시 현장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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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2. 튜빙 및 케

이블

-계측튜빙 및 

지지대

-계측제어케이

블 및 

Raceway

1. 튜빙 식별표시

2.튜빙 설치 후, 내압 및 누설

시험

가. 시험절차서

나. 시험기기의 교정관리

다. 시험결과

3.계기용 튜빙의 설치상태

가. 승인된 최신의 절차서, 도

면, 설치 프로그램의 적합

성

나. 튜빙의 식별표시

다. 적절한 곡률반경 유지 

라. 튜빙  배치 및 지지상태

마. 케이블 분리상태 (전력,

제어, 계측용케이블)

바. 이격거리 요건 준수상태

튜빙 공사 완료

후의 적정시점

에서 관련도면 

및 절차서 검

토, 현장검사

시험착수전․후

의 적정시점에

서 시험절차서 

검토 및 시험기

록 검토

공사중․후의 

적정시점에서

관련설계도면 

및 절차서 검토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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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2. 튜빙 및 케

이블

-계측튜빙 및 

지지대

-계측제어 케

이블 및 

Raceway

자. Fire Stops의 설치

차. 튜빙 연결부분 및 단말처리

4.Raceway의 설치상태

가. 승인된 최신의 절차서, 도

면의 사용여부

나. 이격요건 준수상태

1) 개방형 : 수평 1 in., 수

직 3 in. 이상

2) 밀폐형 ; 수평 1 in., 수

직 1 in. 이상

3) 개방형 트레이와 전선관 :
수평 1 in., 수평 3 in. 이상

다. 지지물 설치상태

라. Fire barrier 설치상태

마. 위험파급 장애물 설치

바. 식별표시

5. 튜빙 및 Raceway의 설치

후 보관상태

가. 손상유무 및 보호조치 

나. 청결상태

공사중․후의 

적정시점에서

관련도면 및 절

차서 검토 

현장검사

설치완료후의 

적정시점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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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2. 튜빙 및 케
이블

-계측튜빙 및 
지지대

-계측제어 케
이블 및 
Raceway

6. 격납용기 전기관통설비(계측 
및 제어신호)의 설치상태

가. 분리 및 식별표시
나. 요구시험의 이행 및 만족
여부

다. 튜빙 접속상태
라. 보호조치 및 청결유지

7. 불만족사항(NCR, DCN,
FCR 등) 및 설계변경사항

설치완료후의 
적정시점에서
관 련 절 차 서 ,
Spec. 및 도면 
검토, 현장검사

설치 중․후의 
적정시점에서
변경 및 조치내
용이 적합한지 
확인, 필요시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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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3.2절 제어반 및 캐비닛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계측제어계통시설은 노심 및 핵증기공급계통을 감시하여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

사건동안에도 요구되는 발전소의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반 및 캐

비닛의 검사에서는 주제어반, 비상정지 제어반, 안전관련 캐비닛 및 현장 제어반의 

전반적인 설치내용이 설계 및 공사 관련자료 (SAR, CP, 절차서 등)에 따라 시공되

어, 발전소 정상운전 및 사고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일고장

기준, 다중성, 독립성, 시험성 등의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시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다음과 같은 제어반 및 캐비닛의 설치상태, 내부배선, 접지상태 등을 검사한다.

가. 주 제어반

나. 비상정지 제어반

다. 안전관련 캐비닛

라. 현장 제어반

마. 신호 변환기 (Signal Conditioners) 및 개시 회로 (디지털설비 포함)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발전소 보호계통은 발전소 과도조건하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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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공학적 안전설비를 작동시키는 신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중성, 독립성, 시험성 및 다양성의 기준을 만

족하여야 한다.

주 제어반 및 비상정지 제어반은 정상, 비정상 및 사고 발생시에 운전원이 발전

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시 및 제어설비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안전관련 캐비닛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회로 카드와 디지털 설비는 발전소 

보호계통(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에 필요한 신호를 처리하고 보호

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자로정지후의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계통, 사고 전,후의 발전소 상태 감시

에 필요한 설비, 원자로보호계통을 백업하는 다양성보호계통, 보호계통의 공통원인고

장을 대비하여 설계된 수동 스위치, 등이 발전소의 안전운전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1) 단일고장기준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설계는 신호 검출 단계에서부터, 신호 변환기, 논리회

로, 개시회로 및 이들의 감시 설비의 설계가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2) 부품 및 모듈의 품질관리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설계는 신호 검출 단계에서부터, 신호 변환기, 논리회

로, 개시회로 및 이들의 감시에 사용되는 부품 및 모듈은 요구되는 품질과 일치

하도록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3) 다중성 및 독립성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은 채널간 및 트레인간의 물리적/전기적/통신적 독립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비안전계통의 고장이 안전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등급으로 설계된 격리장치를 사용하여야하며 보호계통은 제어계통과 

분리되어야 한다.

4) 설비의 시험성 및 보수성 

감지기 및 신호변환회로 및 개시회로에 대한 시험성 및 유지보수성을 갖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5) 계통 및 설비의 식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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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계통에 포함된 신호 감지회로, 신호 변환기, 논리회로, 개시회로 및 이들

의 감시에 사용되는 부품 및 모듈은 영구적인 식별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정보 표시 

- 사고후 감시기준에 따른 정보 표시 (RG 1.97, IEEE 497)

- 상태표시 설비는 안전계통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위치에 정확하고, 적

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그룹/채널의 우회 상태를 연속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접근통제 

안전계통 기기의 접근에 대한 행정적 접근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이러한 행정적 통제에는 안전계통내에 포함된 대응 설비, 발전소 설계

상의 대응 설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8) 안전관련 디지털 컴퓨터설비 

안전계통 컴퓨터 설비에 포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계통 등의 설계와 연

관되는 제어반 및 캐비닛은 IEEE 7-4.3.2 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

고 설치되어야 한다.

3. 검사 중점 사항

1) 안전성분석보고서, 공사 시방서 및 절차서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한다.

2) 설비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및 화재 또는 위험 파급에 대비한 보호설비의 설치상

태를 확인한다.

3) 설비의 다중성 및 독립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4) 설비의 지지물 설치, 보호대 설치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5) 계통 및 설비의 식별표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6) 제어반 및 캐비닛의 접지, 단자접속 상태 등을 확인한다.

7) 설계값과 공장시험결과가 허용값 이내임을 확인한다.

8) 안전등급에 해당되는 품질 검증된 기기임을 입증할 문서를 확인한다.

9) 설비의 설치 후 시험, 검사 및 판정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0) 불만족사항 및 설계변경사항 처리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1) 검사대상 시설의 품질보증기록이 적절히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한다.

12) 안전관련 계통에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들에 요구되는 관련된 설



제3.2.3.2절                                                     개정 3 - 2013. 4- 4 -

계문서들(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품질문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문서, 형상

관리 문서 등)이 구비되어 적절한 품질이 확인된 제품인지를 확인한다.

13) 광케이블의 최소곡률반경, 지지상태, 검증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14) 안전계통간, 안전-비안전계통간 통신 독립성이 적절히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15) 사이버 보안을 위해 소내·외 통신망의 연결상태, 격리성 등을 점검한다.

16) 설계변경되어 처음 적용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관련 품질검증서류 및 설치상태가 

적절한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점검한다.

17)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에 따른 수동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캐비닛 및 제어

반이 관련 규정(SECY 93-087 등)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유의사항

1)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Code, Std, Reg. Guides 등)과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사 실시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설계

사양 및 관련절차서(구매, 인수, 작업 및 시험)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

2) 제어반 및 캐비닛 내부와 같이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각 이격그룹 사이에 최

소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검사시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3) Process Cabinet 등 특수한 제어반의 경우, 내부배선의 이격거리가 수평 1 in, 수

직 6 in 이하인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됨을 입증한 서류(분석보고서)가 IEEE

384-1992 등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분석 및 시험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적합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광케이블의 이격거리는 IEEE 384-2008의 5.1.9절의 

규정에 따른다.

4)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가) 기자재의 인수,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캐비닛 및 제어반 내부 배선이 적절히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

다) 제어반, 지지물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절차서를 검토하여 설치 및 시험방법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라) 캐비닛, 제어반 및 지지물의 설치상태, 접지 및 절연상태 등을 확인하고, 계

기 및 배선의 식별표시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내부배선의 이격거리가 적

절히 확보되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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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어반 및 캐비닛 내부의 이격거리확보 및 fire barrier 또는 fire stops의 설

치가 적절히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캐비닛 내부 케이블의 지지상태, 지지간격, 연결부 및 단말처리, 손상보호조

치와 케이블의 식별표시가 적절히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 설계변경 사항 및 불만족 사항(NCR, FCR 등)의 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

지 확인한다.

아) 검사대상 각 시설의 설치, 시험이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자) 설치 완료된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절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차) 검사대상 시설의 품질보증기록이 적절히 작성 및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카) 최신 도면, 설치 시방서, 제작자 지침서, 구매문서 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

5) 다음과 같은 안전설계사항을 확인․점검한다.

가. 설비의 안전성

가) Class 1E 제어반 및 캐비닛은 내진 범주 I로 시공되어야 하고, 기타 자연현

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Class 1E 제어반 및 캐비닛은 화재, 비산물 및 기계계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 다른 공사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제어반 및 캐비닛은 먼

지 및 충격 방지용 보호덮개를 설치한다.

나. 설비의 독립성

가) 전기기기 제어반 및 계기반에서의 내부 배선 최소 이격거리는 수평 1 in,

수직 6 in. 이며, 동 거리를 이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폐형 전선로를 사

용하거나 화재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선로의 지지상태, 간격, 연결부 및 단말처리, 손상 보호조치가 적절히 실

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다) 채널/트레인 사이의 데이터 통신계통의 독립성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선로, 연결부(Splice), 모뎀, 격리기 등의 설계 및 설치 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 설비의 시험성 및 보수성

가) 시험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어반 및 캐비닛은 설치되어야 한다.

라. 계통 및 설비의 식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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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반 및 캐비닛 내부의 케이블은 관련 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식별표시

가 되어야 한다.

나) 제어반에 설치된 계기와 안전관련 캐비닛은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영

구적인 식별표시를 한다.

마. 품질검증

가) 안전관련 제어반 및 캐비닛은 안전계통에 요구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따

라 설계, 제작, 검사, 설치, 시험, 운전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펌웨어를 사용하는 안전계통 기기에는 IEEE

7-4.3.2-2003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안전계통의 기기검증은 형식시험, 이전의 운전경험, 또는 분석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검증이 가능하며, IEEE 323, IEEE 627 등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증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련 디지털 컴퓨터설비에 대한 검사

가) 관련된 설계문서들(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문서,

형상관리 문서 등)이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드웨어 품질보증기록 내용(내진, 내환경, 전자파장해 검증, 공장시험, 현

장시험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소프트웨어(응용, 운영체제, 통신, 툴 등의 프로그램), 펌웨어에 대한 개정이

력, 유지관리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라) 기성 상용 컴퓨터의 품질보증 내용이 기준(IEEE 7-4.3.2, EPRI TR-106439

등)에 따라 적절히 검증된 제품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 SECY 93-087(II.Q)에 따른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이 수행되었는지를 검토

하고, 수동 제어 패널 및 캐비닛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

치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채널간 및 트레인간의 데이터 통신 독립성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통신선로, 연결부(Splice), 모뎀, 격리기 등의 설계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사) 통신케이블(동 선로, 광통신 선로 등)의 품질검증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

아) 디지털 보호계통의 접근통제기능이 적절히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6) 사용전 검사시 발견될 수 있는 불만족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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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반 내부 배선의 이격거리 확보 또는 fire barrier 설치 및 식별표시 미비

나. 시험 및 교정을 위한 임시연결(jumper)시, 임시연결 기록 미비

다. 공사중 용접작업 및 기타 낙하물에 의한 계측기기의 손상

라. 계측 및 제어용 케이블 Jacket의 Color Modification 불량

마. 계측 및 신호변환기의 접지 불량 또는 미설치

바. 부적합 계측기가 식별표시 없이 정상 계측기와 같이 보관되어 설치되는 사례

사. 광케이블 곡률반경 불만족 사례, 곡률반경은 제작사 제공자료를 참조하고 없

을 경우, 외경의 20배 이상이어야 함.

7) 제어반 및 캐비닛에 대한 검사 방법은 규제경험, 선행호기 대비 설계변경 등을 고

려하여 일부 기기를 선별하여 점검한다.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개항이 충족될 경우에는 본 시설의 검사결과는 만족한 것으로 판

정한다.

1) II. 2항의 안전 설계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

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2)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

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

가. 공사완료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만족할 만하고,

나. 공사 미완료 부분이 기록으로 유지되고, 그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8)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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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에 관한 규정

4.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7장, 8장, 18장

5. KEPIC QAP, "원자력 품질보증“

6.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7. KEPIC END-1100, "전기 1급 기기검증“

8. KEPIC ENE-1100, "전력, 계측 제어기기 시험과 검사요건“

9. KEPIC ENB-2000, "전기 1급 기기 및 회로 독립성“

10. KEPIC END-3230, "전기 1급 제어반 패널 및 랙 검증“

11. KEPIC ENB-1200, "전기 1급 기기 및 계통 관련문서 식별방법“

12. KEPIC ENB-6330, "사고 감시용 계측 설비 설계“

13. KEPIC ENB-1100, "안전계통 설계“

14. KEPIC EMC-5000, "계측 및 제어기기 접지설계 기준“

15. KEPIC ENB-6370, "안전계통 디지털 컴퓨터“

16. Reg. Guide 1.97, Instrumentation for Light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ccess Plant and Environs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17. Reg. Guide 1.153

18. Reg. Guide 1.168-1.173

19. IEEE Std 384-2008, IEEE Standar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1E

Equipment and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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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제어반

-주제어반

-비상정지제어반

-안전관련캐비닛

-현장 제어반

-신호 변환기

및 개시회로

1. 관련규정에 따라 제작, 시

험, 검사된 기기가 적절히 

인수되고 보관되고 있는가?
* 제어반, 랙, 캐비닛, 화면

표시기, 전산기 등에 대한 

내환경, 내진, 내전자파 장

해 검증서류의 적합성에 

주의

2. 제어반, 비상정지 제어반,
랙, 캐비닛 지지물의 설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가. 지지물 설치상태

나. 접지(신호선, 기기) 및

절연상태

3. 제어반, 비상정지 제어반,
랙, 캐비닛에 부착된 기기

의 설치 및 식별표시는 적

절한가?

4. 제어반, 비상정지 제어반,
랙, 캐비닛 내부배선의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가. 이격거리: ≥ 수평 1 in,

수직 6 in.(단, 광케이블 

이격거리는 IEEE 384-2008,
5.1.9절의 규정 준용)

나. Fire Barrier: ≥ 1/2 in
다. 식별표시

5. 취급 및 설치에 따른 손상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설치 전․중․
후의 적정시점

에서 품질보증

기록 및 보관관

리기록 검토

현장검사

설치 중․후의 

적정시점에서 

시공도면 및 기

록,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현장검사 

설치 완료 후의 

적정시점에서 

제어반 계기 배

치도면 검토

현장검사 

공사중․후의 

적정시점에서 

현장검사

공사중․후의 

적정 시점에서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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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제어반

- 주제어반

-비상정지

제어반

-안전관련

캐비닛

-현장 제어반

-신호 변환기

및 개시회로

6. 설치후 작업에 따른 손상부

위를 적절히 보완하였는가?

7. 가연성 물질이 사용되었는

지 여부와 동 물질의 사용

으로 인하여 안전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는가?

8. 설치 환경 및 위치가 적절

히 고려되었는가?

- 비정상조건

- 정상운전조건

9. 안전관련 제어반 및 캐비닛

은 내진범주 I의 구조물 내

에 위치하여 안전정지지진 

발생시에도 정상 작동하도

록 설계 및 설치되어 있으

며, 기타 자연현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

어 있는가?

10. 안전관련 제어반 및 캐비

닛은 가상 사고로 인한 비

산물, 방출유체 등 기계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

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

는가?

설치후 적정시

점 현장검사

공사 착수중․

후의 적정시점

현장검사

공사 착수중․

후의 적정시점

현장검사

설치 중․후의

적정시점

현장검사

설치 중․후의 

적정시점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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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1. 제어반

- 주제어반

-비상정지

제어반

-안전관련

캐비닛

-현장 제어반

-신호 변환기

및 개시회로

11.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계통

의 설비 및 부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설비

를 갖추거나 화재 파급장애

물이 설치되었는가?

12. 안전관련 제어반 및 캐비

닛은 주기적인 시험 및 보

수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적절한 식별표시가 

되어 있는가?

설치 중․후의

적정시점

현장검사

설치 중․후의 

적정시점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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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3.3절 인간-기계연계 설비

주관부서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발전소 제어실(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은 인간-기계 연계 설비(제어반에 설

치되어 있는 계측제어 기기)로 구성되어, 운전원들은 이러한 설비를 활용하여 발전소

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설에 설치된 인간-기계연계 설비

는 운전원이 발전소 운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상상태 발생 시 혼란 및 인적

오류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공학적 설계 개념에 따라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한

다.

인간-기계 연계설비는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후에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현장 검

사는 승인된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및 기준을 포함한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인간-기계 

연계 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어실 작업공간 및 환경, 제

어반 배치 및 기능 할당, 통신 및 경보 설비, 제어기 및 표시 장치, 컴퓨터(CRT 포함)

설비, 명판과 위치인식 보조물 등 기본사항에 대해 운전원 면담과 현장 실사 및 확인 

점검을 수행한다.

2. 검사 대상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5.1에 근거하여 신규 원전 인간공학

설계 범위인 제어실(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 안전성관련 현장제어반, 비상대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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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실, 비상대책실 등)에 설치된 인간-기계연계설비를 모두 포함한다(다만, 안전

성관련 현장제어반은 APR1400 사용전 검사부터 적용한다). 이러한 적용범위에 대한 

세부 점검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제어실 작업공간 및 환경

나. 제어반 배치 및 기능 할당

다. 통신설비

라. 경보설비

마. 제어기

바. 시각 지시기

사. 컴퓨터 설비

아. 명판과 위치인식 보조물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인간-기계 연계 설비는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상

황에서는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케 하고, 냉각재 상실 사고 등과 같은 사고상황에서

는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제어실 작업공간 및 환경

1) 제어실 조명설비는 정상 조명계통과 비상 조명계통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들 

계통은 운전원이 발전소 운전(정상, 비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조

도를 보장하고 제어실에 설치된 인간-기계연계 설비의 반사(reflection) 및 눈부

심(Glare)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조명계통은 정상 조명계통

과 상호 분리되어 비상전원에 접속된 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며, 조

도 수준은 10fc(100Lux)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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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실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라인 프린터 소음 등)은 운전원간 대화 방해를 방

지하고, 운전원의 피로와 주위 산만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대 65dB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3) 제어실은 쾌적한 운전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가 허용 제한치 이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제어실에는 운전에 필요한 참고자료(절차서, 도면, P&ID 등)와 특수목적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예) 소화기 등)가 설치되어야 하며 인간-기계연계 설비

의 보수유지를 위한 예비품 및 관련 공구들이 운전원이 쉽게 사용 가능도록 구

비되어야 한다.

5) 제어실 내에 설치되는 제어반과 책상 등은 최신 표준 체위에 의거한 인체측정학

적(Anthropometry)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6) 비상, 과도상태 및 비정상 조건상태 시 사용되는 설비(경보설비, 소화설비, 안전

장비 및 통신설비)는 주기적으로 시험 및 점검되어야 한다.

7) 제어실에는 빈번히 사용되지 않는 장비(작업모 등)와 운전원 개인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비상조치용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

다.

8) 상기 외 제어실 작업공간 및 환경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 설계사항은 

NUREG-0700에 명시된 관련 상세지침에 부합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나. 제어실 제어반 배치 및 기능 할당

1) 발전소 정상, 비정상 및 안전정지 운전에 필요한 기기 즉 필수적이고 빈번히 사

용되는 제어기 및 지시기는 주요 운전 제어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지시기는 운

전위치에서 확인하였을 때 계통의 운전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2) 1차 운전 지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책상 등) 및 설비들은 제어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제어실은 운전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

아야 한다.

3) 지시기는 요구된 정확도를 보장하여야 하며 운전 위치로부터 운전원이 움직이지 

않고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가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제어기와 시각지시기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전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방

법으로 제어반에 배열되어야 한다. 즉, 이들 기기를 배열할 경우 운전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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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계통기능 및 기기 사용빈도, 중요도 등에 따라 그룹화 하여 효율적으로 배

열하여야 한다.

5) 운전원의 상태확인 및 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어기와 표시장치는 각각의 그

룹별로 간격유지, 경계선표시, 색상구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6) 제어반 배치 시 정상업무 수행순서에 따라 함께 사용되거나 기능적으로 관련된 

제어기 및 표시장치는 그룹화 되어야 하고, 빈번히 사용되는 경우 운전원의 확

인시간과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룹화 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7) 제어기 및 시각지시기는 제어반상에 논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동일한  제어기

및 시각지시기는 모든 위치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기능의 

제어기 및 시각지시기는 거울형 대칭(mirror imaging)으로 배치해서는 안된다.

8) 제어기 간에는 적절한 이격거리가 유지되고 부주의한 행동에 의해서도 제어동작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접한 제어기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9) 유사한 기기를 일렬 또는 집단형태로 배치할 경우에는 기기의 배치방향, 배치길

이, 기기 숫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들 기기가 매트릭스(Matrix) 배열인 경우

에는 각 기기간 구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0) 컴퓨터 기반 정보표시 화면에 기기배치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내용 중 동

일하게 적용 가능한 안전설계사항을은 그대로 적용되며, 기타 기기배치관련 화

면 설계에 적용되어야 할 일반사항은 NUREG-0700 Rev.02 1절 및 2절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 상기 외 제어반 배치 및 기능 할당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 설계사항은 

NUREG-0700에 명시된 관련 상세지침에 부합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다. 통신 설비

1) 제어실에는 정상 및 비상운전 조건시 제어실에 거주하는 운전원과 제어실 외부에 

있는 기술지원요원 간 명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설비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제어실에는 각 통신설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요령서가 비치되어야 하며 

운전원은 이들 설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운전원은 필요시 이들 장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통신장비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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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설비는 음량의 질과 강도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시험 및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5) 상기 외 통신 설비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 설계사항은 NUREG-0700에 명시된 관

련 상세지침에 부합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라. 경보설비

1) 경보설비는 주의가 요구되는 발전소 상태를 운전원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청각 경보설비, 시각 경보설비 및 운전원 조작설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보설비는 운전원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경보설비는 정상계통의 상태지시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거짓 또는 빈번

하게 경보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3) 경보설비는 특정 운전모드에 대한 운전조건이 정상일 때 동작(점등)하지 않아야 

하고 점등된 경보장치는 점등되지 않은 경보장치와 뚜렷하게 구별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4) 경보장치는 운전원에게 경보조건을 알리기 위해 점멸(Flashing)되어야 하고, 인간

공학적 설계기준에 적합한 점멸율(Flashing Rate)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점멸기

능 자체로서만 경보 중요도(우선순위) 또는 정상상태 복귀 등을 구별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5) 경보음은 발전소의 모든 예상운전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가청신호와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보음은 운전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하나 역효과를 

일으킬 정도로 너무 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보음은 제어실 내 평균 주변소음보

다 10dB이상 높게 설계되어야 한다.

6) 경보음은 운전원이 경보가 어떤 제어반(계통)에서 발생했는가를 구별할 수 있어

야 한다.

7)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계통 등에는 원자로의 최초 트립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경보가 설치되어야 하며, 제어반은 각 트립 기능에 대해 경보표시기로 구성

되고 트립과 관계된 경보등 만이 점등되어야 한다.

8) 경보설비는 운전원이 중요도가 높은 경보내용과 중요도가 낮은 경보 내용을 신속

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경보설비는 운전원이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어반 근

처(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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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중 입력 경보설비의 경보명칭은 경보내용의 애매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표준

용어 및 약어를 사용하여 제어반상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고장난 경보장

치는 운전원이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11) 경보설비는 관련 제어반에 가시 경보창(Annunciator)을 행렬식으로 구성해야 하

고, 운전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능이나 계통별로 그룹화 되어야 한다.

12) 경보명은 모호하지 않고 명백해야 하며 제어기 및 표시장치에 설계된 동일한 약

어, 기호 및 술어 등을 사용해야 한다.

13) 운전원은 제어반에서 경보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발생경보에 대한 운전원 

응답설비는 경보가 발생한 경보 제어반과 동일한 제어반 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리셋장치도 경보가 발생한 제어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4) 경보설비(가시, 가청)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이 절차서화 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경보조치에 관련된 절차서 또한 주제어실에 

비치,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15) 경보설비를 제어하는 조작설비는 운전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 조작방

법 및 모양 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16) 컴퓨터 기반 정보표시 화면에 경보계통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내용 중 동

일하게 적용 가능한 안전설계사항을 그대로 적용되며, 기타 경보화면 설계에 적

용되어야 할 일반사항으로 NUREG-0700 Rev.02 1절 및 2절의 지침, 화면기반 경

보설계에 대한 특정 안전설계사항으로  NUREG-0700 Rev.02 4.2절 및 4.3절의 지

침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7) 상기 외 경보 설비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 설계사항은 NUREG-0700에 명시된 관

련 상세지침에 부합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마. 제어기

1) 제어기는 운전원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작이 편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합성,

경제성 및 견고성 등을 고려하여 제어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제어기 사용 시 운전원의 오조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어장치의 적정위치, 보호

설비(고정, 이동), 인터록 설비, 동작의 저항성(마찰, 스프링 힘 등) 및 조작의 연

속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기 사용 시 운전원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작습관 및 고정관념 등을 고

려하여 조작방향(증가 : 시계방향, 감소 : 반 시계방향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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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기의 분류방법(크기, 색상 등)은 주제어실 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

고, 색상으로 분류될 경우 관계된 기기는 동일한 색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

한 제어기 색상은 명확한 구별을 위해 제어반 배경 색상과 대조를 이루어야 한

다.

5) 누름단추식 제어기는 물리적이며 연속적 제어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설치되고, 상

태지시가 정확하여야 하며, 작동 시 버튼에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또한, 원형 버튼의 경우 직경, 변위 및 저항값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야 한다.

6) 누름 단추 스위치에 부착된 기능명칭은 스위치에서 발광하는 불빛 하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7) 회전식 제어기의 설정치는 시계방향으로 값이 증가하여, 동일 제어반에서 각각 

다른 기능에 사용되는 회전조작 제어기는 다양한 코딩방법(시각, 촉각 등)을 적용

하여 구별 가능하여야 한다.

8) J자형 핸들 제어기는 제어반으로부터 적절한 이격거리와 손잡이 길이를 가져야 

한다.

9) 열쇠조작형 제어기는 조작에 보안성이 요구될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열쇠가 OFF 또는 안전상태 인 경우에만 열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제어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0) 연속조정 회전제어기의 손잡이(Knob)는 가장자리가 마디져 있거나 톱니형태의 원

형이어야 하며, 위치지시가 요구될 경우 이를 제어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회전식 선택 제어기는 2개 이상의 선택위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어야 한다. 각 

위치에는 고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램프, 눈금 또는 지시침에 의해 위치가 표시되

어야 한다.

12) 썸휠 선택(Thumb-wheel)제어기의 조작위치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슬라이

드 스위치의 손잡이 표면은 마디가 있거나 톱니모양이어야 한다. 토글스위치는 

적당한 탄력성을 가져야 하며, 조작 시 소리를 발생하여야 한다.

13) 컴퓨터 기반 정보표시 화면에 제어기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내용 중 동일

하게 적용 가능한 안전설계사항을 그대로 적용되며, 기타 제어기 화면설계에 적

용되어야 할 일반사항으로 NUREG-0700 Rev.02 1절 및 2절 지침, 화면기반 제어

기 설계에 대한 특정 안전설계사항으로 NUREG-0700 Rev.02 3.1절, 3.2절 및 7절

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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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기 외 제어기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 설계사항은 NUREG-0700에 명시된 관련 

상세지침에 부합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바. 시각지시기

1) 표시 시각 지시기의 눈금단위는 운전에 적합한 정밀도와 오차범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백분율지시, 눈금범위, 눈금크기 및 지시기의 감도 등도 고려되

어야 한다.

2) 시각 지시기는 운전원이 지시값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문자높이, 모양, 색상대

비, 문자 치수 및 공간 등이 인간공학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시각 지시기에 눈금 및 수치 이외 다른 정보가 요구될 경우 지시기 표면 또는 측

면에 적절하게 표시해야 하고, 운전정보와 불필요한 내용(제작자, 주소 등)은 삭

제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 용어 및 약어를 사용하고 지시된 정보는 절차서에 제

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한다.

4) 시각 지시기의 눈금은 적절한 눈금등급, 눈금크기 및 단위등급에 따른 지시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변수값이 2개 이상 비교되어야 할 경우에는 단위숫자 

및 눈금구조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큰 범위의 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수눈금

(log scale)이 사용되어야 하고, 다중 눈금 지시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 색상코딩(Color Coding)은 다중정보(Redundancy Information) 의미로서 적용되어

야 하며, 사용되는 색의 수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색상은 계통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의미(적색 : 비정상, 녹색: 정상 등)를 가져야 하며 적용된 각 색의 의

미는 제어실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 눈금은 고정되고 지시바늘이 움직이는 지시계의 경우 시계방향, 우측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의 이동이 값의 증가를 의미하여야 하고 지시바늘의 끝 모양은 오차

를 줄이기 위해 간결하고 눈금과 숫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 또한 지시계의 영역

표시(Zone Marking)는 식별이 명확해야 한다.

7) 눈금 지시계의 경우 지시값의 판독을 쉽게 하고 판독오차를 줄이기 위해 숫자표

시방향과 영점위치 및 눈금 끝 표시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8) 발광지시계는 이중전구(이중 필라멘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전구시험이 가능하여

야 한다. 또한 운전원이 지시상태를 숙지하는데 혼돈을 주지 않아야 하고 비정

상경보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광지시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발광지시계의 빛의 강도는 작동상태(on-off)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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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빛의 색상은 제어실에 사용한 색상 코딩(Color Coding)과 일관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10) 기록계는 다른 시각 지시기와 동일한 판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기록지에 인

쇄된 눈금은 기록계의 눈금과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계는 차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변화정보 및 자료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11) 다중펜 기록계(연속기록계)에 사용된 각 펜의 색상은 사용하는 잉크색상과 일치

해야 하며, 기록내용을 읽는데 혼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록계에 기록되는 

변수이름은 눈금 순서대로 명시되어야 한다.

12) 불연속기록계는 설계된 채널수 이상의 부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채널은 

언제나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3) 드럼형 계수기의 숫자는 수평으로 배열되고 4개 이상의 숫자가 필요한 경우 그룹

을 지어 쉼표(콤마)로 구분하여야 하며, 숫자는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순간적으

로 변해야 한다.

14) 전자식 다중 디지트(digit) 계수기는 수평으로 배열되어야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숫자는 간단한 모양이어야 하고 숫자의 변화는 적정

해야 한다.

15) 컴퓨터 기반 정보표시 화면에 시각지시기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내용 중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안전설계사항을 그대로 적용되며, 기타 시각지시기 화면설

계에 적용되어야 할 일반사항으로 NUREG-0700 Rev.02 1절 및 2절 지침에 부합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 상기 외 시각지시기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 설계사항은 NUREG-0700에 명시된 관

련 상세지침에 부합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사. 컴퓨터 설비

1) 운전요원은 컴퓨터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Software, 보안유지, 운전원과 컴퓨터와의 적절한 대화(Communication),

데이터 입출력의 신속성 및 구조의 적합성, Keyboard에 의한 자료입력, 컴퓨터 

기능제어의 용이성, 기타 제어장치의 위치, 속도, 정확성, 이동성, 컴퓨터 응답시

간 등이 적절해야 한다.

2) 컴퓨터 운영절차서는 운전원 수준에 부합하여 작성되고 사용글자 및 내용의 적합

성, 컴퓨터 오동작 및 고장확인 가능성, 데이터 위치 등을 나타내는 색인(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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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제어실 운전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면표시는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 호출시간(Access Time) 및 판독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CRT의 데이터구조, 화면 

배치를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운전원이 쉽게 확인 및 조작 가능하여야 한다.

4) 화면에 표시될 문자, 기호 및 약어는 제어실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표준화(이름,

약어, 계통번호 등) 되어야 하며, 절차서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호의 의미, 기호간 구별성, 기호사용의 표준화 및 판넬에서 사용하는 내용

과의 일치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5) 색상표시(Color Coding)는 모호성을 줄이고, 관련 제어기와 기능상의 연관성 및 

경보신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적절한 색상

표시를 적용하기 위하여 색이 의미하는 정보의 다중성, 정보제공을 위한 최소한

의 색의 수, 색의 의미, 색 사용의 일치성, 색 선택원리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6) 화면에 표시되는 각각의 페이지와 화면에는 정보를 나타내는 제목이 적합한 위치

에 있고, 문자배열, 메뉴표시, 라벨 등이 표준화되어 운전원이 쉽게 전체적인 내

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7)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와 부호는 크기와 문자형태, 높이와 너비비율, 문자선과 높

이비율(Stroke-Width-To-Character-Height), 해상도, 문자와 기호의 분리 등이 적

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성과 일치성을 충족하여 쉽게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8) 운전원 조작에 의한 컴퓨터 응답시간은 여러 입력에 대하여, 최장응답시간 이내

에 정보를 정확하게 화면에 나타내야 하며, 조작명령에 대한 응답시간이 적정기

준치를 초과하면 지연 메시지를 통하여 조작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9) 운전원 입력 및 행위에 대한 계통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메시지 발생

기능이 있어야 하며, 컴퓨터 오류 메시지 발생기능도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

10) 메시지 내용은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제공

하여야 하며 운전원 행위방향제시, 에러 수정안내 및 수정을 위한 프롬프트 이용

을 적절히 설정하여 계통 궤환상태(feedback)에 대한정보가 운전원에게 충분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11) 적절한 그래픽방법과 강조방법이 화면에 설계되어 운전원이 쉽게 컴퓨터를 조작 

및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2) 화면표시는 강조(Highlighting) 방법, 계통동작조건에 따른 강조방법의 다양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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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조, 점멸현상 및 점멸율, 반전비디오, 그래픽코드화 및 그래픽코드의 일관성,

기하학적 모양의 코딩, 부호의 수, 색의 수 및 색 의미의 명확성 등이 적절히 고

려되어야 한다.

13) 화면에 제시되는 페이지 분량이 많을 경우 화면은 상․하, 좌․우와 축소 및 확

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면에 대한 운전원의 기억정도, 저장된 내용을 찾

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의 적합성, 표시되는 화면에 대한 참고사항, 동일한 내

용에 대한 위치의 일치성 등은 적절하여야 한다.

14) 프린터는 각종 운전상태를 시간별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컴퓨터와 운전원의 

적합한 접속방식에 의해 조작되어야 한다. 프린터는 각종 정보기록, 화면 복사기

능, 프린트된 정보형태, 프린터 동작속도, 조작방법 등이 적절하여야 하고, 출력되

는 경보메시지는 운전원이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경보순서에 따라 모든 경보 기록을 쉽게 확인 및 구별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15) 상기 외 컴퓨터 설비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 설계사항은 NUREG-0700에 명시된 

관련 상세지침에 부합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아. 명판과 위치인식 보조물

1) 제어실내의 모든 기기(제어 및 표시장치 등)는 운전원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들

을 조작하고 판독할 수 있도록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원의 혼동과 

조작 및 판독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계통 및 구성기기의 등급과 명판글자의 등급 

등을 고려한 계층적 구조(주계통, 부계통, 구성기기 등)의 명판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2) 명판은 운전원이 판독하기 쉽도록 관련 기기의 상단에 위치하고 인접한 명판간에

는 충분한 간격으로 분리/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가시도를 가져야 한

다.

3) 명판은 기기명, 기능, 공학적 특성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일관성이 

있고 간결해야 한다.

4) 운전원의 운전기능을 돕기 위한 위치구분 보조방법으로서 경계선 구분, 색상구분 

및 모형도(mimic) 설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컴퓨터 기반 정보표시 화면에 명판 및 위치인식 보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전

술한 내용 중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안전설계사항을 그대로 적용되며, 기타 시명

판 및 위치보조 인식물 화면설계에 적용되어야 할 일반사항으로 NUREG-0700



제3.2.3.3절                                                     개정 4 - 2013. 4- 12 -

Rev.02 1절 및 2절 지침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상기 외 컴퓨터 설비에 적용되어야 할 세부 설계사항은 NUREG-0700에 명시된 관

련 상세지침에 부합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3. 검사 중점 사항

가. 건설허가 사항(SAR 기술내용 포함)과 각종 설계문서(Design Specification 등),

그리고 공사 시방서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검사대상 시설의 품질보증기록이 적절히 작성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인간공학적 설계결함사항 및 설계변경사항 처리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4. 검사유의사항

가. 시설검사는 승인된 안전성 분석보고서(SAR)의 설계내용에 따라 관련 설비가 현

장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점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자는 안전성분석보고

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인간공학적 설계결함(HED)사항을 비롯하여 질의/답변

내용을 현장검사 실시 전에 검토하고, 인간공학설계 검토지침(NUREG-0700)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Code, Std, Reg. Guides

등)을 숙지하고 설계사양서 및 관련 자료(관련 절차서, 제어반별 기기 목록 사양

서, 경보창 및 경보목록 사양서, 인간공학 V&V 결과, 직무분석 보고서 등)들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인간공학에 관한 허용기준은 국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

조(원자로제어실 등), 제45조(인적 요소), 제38조(경보장치 등),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서 18장의 세부 요건에 근거한다. 현장검사는 운전원과 면담을 통

해 현장 상황 및 설비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간공학적 설계결함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라. 전통적인 제어반 기반 인간-기계연계설비의 경우 제어기, 시각지시기,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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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각각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점검만으로 충분하나 컴퓨터기반 인간-기계

연계설비((예) APR1400)의 경우 특정 설비에 대한 안전설계사항 점검은 다른 설

비와의 연계설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APR1400 인간-기

계연계 설비인 전산화절차서에 대한 점검은 해당 설비가 가져야할 고유특성에 

대한 안전설계사항은 NUREG-0700 Rev.01 관련 내용과 Rev.02 9절의 지침에, 전

산화절차서 화면에 설치되는 정보표시화면에 대한 안전설계사항은 NUREG-0700

Rev.01 관련 내용과 Rev.02 1절 및 2절의 지침에 부합됨을 점검하여야 한다. 따

라서 컴퓨터기반 인간-기계연계 설비의 경우 각 설계 간 연관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에 부합됨을 추가/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대형정보표시화면: NUREG-0700 Rev.01 관련 내용 및 Rev.02 1절, 2절 및 4

절

2) 소프트제어기: NUREG-0700 Rev.01 관련 내용 및 Rev.02 1절, 2절, 3.1절, 3.2

절 및 7절

3) 전산화절차서: NUREG-0700 Rev.01 관련 내용 및 Rev.02 1절, 2절 및 9절

4) 안전제어반: NUREG-0700 Rev.01 관련 내용 및 Rev.02 1절, 2절, 3.1절, 3.2

절, 4절 및 7절

5) 지시계/명판내 문자 규격 요건 미준수

6) 명판 위치 부적절

7) 명판 이격거리 요건 미준수

8) 색상 코딩 식별표시 부적절

9) 제어실 적정 조도준위 부적합

10) 경보반 기능할당 및 경보기 기능 부적합

11) 컴퓨터(CRT 화면) 설계 일관성 부적합.

12) 안전계통 채널 및 사고 후 감시계통 식별표시 설계 부적합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 개항이 충족될 경우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사결

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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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인적 요소)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경보장치 등)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5.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7장 “계측제어”, 18장 “인간공학”

6.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8장 “인간공학”

7. NUREG-0700 draft "Guidelines for Control Room Design Reviews"

8. NUREG-0700 Rev.02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9. NUREG-0737, "Requirements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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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 작업공간 및 

환경 

2. 제어반 배치 

및 기능할당

3. 통신설비

4. 경보설비

5. 제어기

6. 시각지시기

7. 컴퓨터 설비

8. 명판과 위치

인식 보조물

1.제어실 작업공간 

설치/설계내용의 안전 

설계사항 “가”항 부합여부

2.제어반 배치 및 기능할당 

관련 설치/설계내용의 안전 

설계사항 “나”항 부합여부

3.통신설비 설치/설계내용의 

안전 설계사항 “다”항 

부합여부

4.경보설비 설치/설계내용의 

안전 설계사항 “라”항 

부합여부

5.제어기 설치/설계내용의 

안전 설계사항 “마”항 

부합여부

6. 시각지시기 

설치/설계내용의 안전 

설계사항 “바”항 부합여부

7.컴퓨터설비 

설치/설계내용의 안전 

설계사항 “사”항 부합여부

8.명판 및 인식보조물 

설치/설계내용의 안전 

설계사항 “아”항 부합여부

공사 중 또는 

설치 완료 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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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4.1절 핵연료 이송 및 취급계통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핵연료의 취급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핵연료와 제어봉 뭉치의 교환에 필요한 

시설의 공사가 제출된 설계 및 공사방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핵연료의 안전한 취급

과 운반 및 핵연료와 제어봉 뭉치의 안전한 교환 작업에 적합하게 관련 설비가 설치

되었는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사 대상

가. Fuel Handling Area Overhead Crane

나. Spent Fuel Handling Machine

다. New Fuel Elevator

라. Fuel Transfer Carrier, Up-ender & Winch

마. Fuel Transfer Canal

바. Fuel Transfer Tube

사. Refueling & Reactor Cavity

아 Refueling Machine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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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취급계통은 신연료 운송용기의 인수로부터 사용후연료 캐스크의 선적까지 핵

연료집합체를 재장전, 취급 및 저장하기 위한 각종 기기, 공구 및 제반절차를 포괄하

는 종합계통이다. 기기들은 핵연료집합체가 발전소에 도착할 때부터 캐스크에 담겨질 

때까지 공기 중 또는 수중에서 취급되도록 설계된다. 핵연료집합체를 수중 이송함으로

써 냉각수는 붕괴열제거를 위한 냉각 수단이 되고 투명한 방사선 차폐체 역할도 한다.

미임계 상태를 보증하는데 필요한 양의 붕산을 사용후 연료저장조 냉각수에 첨가한다.

계통의 주요 부품은 핵연료 재장전기중기, 제어봉집합체 교체대, 핵연료이송계통,

사용후연료 취급기중기, 신연료 승강기, 핵연료건물 천정크레인 및 격납건물 천정 원

형크레인 등이다. 핵연료 재장전기중기는 핵연료집합체를 노심에 삽입하고 인출하며 

노심과 이송계통 상이에서 이동시킨다. 제어봉집합체 교체대는 제어봉집합체를 상부안

내구조물 내에서나 상부안내구조물과 제어봉집합체 승강기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된다. 핵연료이송계통은 격납건물과 핵연료건물사이의 이송관을 통해 핵연료를 이

동시킨다.

사용후연료 취급기중기는 신연료 검사구역, 신연료 저장대, 이송계통, 사용후연료 

저장대, 신연료 승강기, 그리고 사용후연료 캐스크 사이에서 핵연료를 운반한다. 신연

료 승강기는 사용후연료 저장소 내에서 사용후연료 취급기중기가 신연료를 이송계통

으로 운반하기 위해 집을 수 있는 높이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된다. 캐스크 취급인양기

는 사용후연료 캐스크 선적소, 사용후연료 캐스크 제염조, 그리고 핵연료건물 선적소 

사이에서 사용후연료 캐스크를 취급하는데 사용된다. 핵연료건물 천장정크레인의 신연

료 취급인양기는 핵연료건물 선적소와 신연료 저장대 사이에서 신연료 운송용기의 취

급과 운송용기로부터 신연료 검사구역을 거쳐 신연료 저장대까지 신연료를 취급하는

데 사용된다. 특수공구와 인양장치도 원자로 부품의 해체 시 사용되며 핵연료 취급 기

기에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식 정지장치와 확실한 잠

금장치가 설계되어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Fuel Handling Area Overhead Crane

핵연료 선적용기(Fuel Shipping Cask)를 트럭에서 하역시키고 또한 Loading Pit와 

Decontamination Pit 사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Fuel Handling Overhead

Crane은 다음과 같은 설계특성을 갖는다.

1) 브릿지, 호이스트, 트롤리의 자동 멈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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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릿지 및 호이스트 속도 자동 제어 기능

3) 과부하 한계치 및 인양 높이 제한치에 대한 자동 차단 기능

나. Spent Fuel Handling Machine

1) Hoist에 작용하는 부하가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하면 연동 장치가 작동된다.

2) Hoist에 작용하는 부하가 저부하 설정치 보다 감소하면 연동 장치가 작동된다.

3) 호이스트에 작용하는 부하가 감소되어 케이블이 느슨해지면 인양이 차단된다.

4) 인양물이 full up position에 있지 않을 때에는 브릿지 및 트롤리 이송 이 차단

된다.

5) 인양물이 사용후 연료 저장조 벽 또는 저장조 구역 문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송

제한 스위치가 설치된다.

다. New Fuel Elevator

1) 호이스트 케이블이 느슨해지면 elevator가 자동 정지된다.

2) 핵연료 집합체가 elevator box에 있는 상태에서는 elevator의 상승이 차단된다.

3) 상승 및 하강 제한 지점에 도달하면 elevator가 자동 정지된다.

라. Fuel Transfer Carrier, Up ender, & Winch

1) 만약 Winch에 작용하는 부하가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하면 핵연료 이송관을 통

한 핵연료 이송기(Carrier)의 이송이 차단된다.

2) 직립기(Up ender)가 수직 위치에 있을 때에는 핵연료 이송관을 통한 이송기의 

이송이 차단된다.

3) 핵연료 이송 계통의 레일 양끝에는 limit switch가 설치되어 있어 이송기가 직립

위치에 도달하면 권양기 전동기의 전원이 차단된다.

4) 핵연료 이송기가 직립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핵연료 집합체의 적재 또는 인양이 

차단된다.

마. Fuel Transfer Canal

핵연료 운반통로는 연료교환조로부터 격납용기 내부벽까지 연장되어 있는 연료이

동 통로로서 핵연료 운반관으로 서로 연결된다. 이 통로 밑바닥의 일부분은 연료

교환조 바닥보다 낮게 되어 있어 직립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 Fuel Transfer Tube

핵연료 운반통로의 중간에 위치하여 연료교환조와 연료저장조를 연결하는 핵연료 

운반관과 밸브는 연료교체 작업기간 이외에는 원자로 격납용기 내의 기체 및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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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을 막기 위해 밀봉된다.

아. 재장전 기중기(Refueling Machine)

재장전 수조 위에 설치된 브릿지 및 트롤리를 따라서 이동하여 사용후 연료 또는 

신연료를 노심, 중간 저장랙(Intermediate Rack) 및 핵연료 이송 계통의 직립기(Up

ender)로부터 이송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제어봉 처리용기(CEA Disposal

Container)와 노내 핵계측기(Shuffling ICI)를 저장지역으로부터 옮기기 위해 사용

되기도 한다.

1) 부하가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할 때 핵연료 집합체의 인양이 차단된다.

2) Full up 수직 위치에 도달하면 핵연료 집합체의 인양이 차단된다.

3) 또한, 기계적인 Up-Stop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핵연료 집합체의 

위치가 방사선 차폐를 위한 재장전수 최저 수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한

다.

4) 부하가 저부하 설정치 보다 감소하게 되면 핵연료 집합체의 삽입이 차단된다.

5) 무부하 조건에서는 호이스트가 하강하는 것이 차단된다.

6) 브릿지 또는 트롤리가 이동하는 중에는 인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7) 핵연료 분리장치(Spreader)나  그래플  장치(Grapple)가  연장되어(extended)

있는 상태 또는 그래플 장치에 맞물린 핵연료 집합체가 아직 노심에 있는 상

태에서는 브릿지 또는 토롤리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8) Mast Collision Ring이 접촉되거나 변형될 때에는 브릿지 또는 트롤리의 이동

이 정지된다.

9) 핵연료가 노심 내부에 있을 때에는 초대 인양 속도에 제한을 둔다.

자. 제어봉 집합체 교환대(CEA Change Platform)

제어봉 집합체 교환대는 제어봉 집합체의 교체 및 재배치시에 사용되며 노내계측

기의 인출 및 교체시에도 사용된다. 이 설비는 재장전 기중기와 동일한 레일을 사

용하는 이동식 브릿지이다. 이중 속도를 갖는  호이스트와 노내 계측기를 감을 수 

있는 릴이 있는 트롤리가 있다.

1) Full-up 수직 위치에 도달하면 제어봉 집합체(CEA : Control Element

Assembly)의 인양이 차단된다.

2) 기계적인 Up-Stop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제어봉 집합체의 위치가 

방사선 차폐를 위한 재장전수 최저 수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3) 부하가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할 때 인양이 차단된다.

4) 부하가 저부하 설정치 보다 감소될 때 제어봉 집합체의 삽입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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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검사점검표 참조

4. 검사 중점 사항

가. 각 핵연료 취급 기기의 안전설계 특성을 확인한다.

나. 무부하시험, 부하시험, 저부하시험 및 과부하 시험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핵연료 운반통로의 누수감시 계통과 수압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핵연료 운반관의 기밀 및 수밀성을 확인한다.

마. 크레인간에 중첩운행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크레인 상호간의 충돌방지 설비 설

치와 그 실효성을 확인한다.

바.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사. 누수측정 설비계통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누수감시계통 매설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용접 및 비파괴 검사와 수압시

험 검사를하며 배관이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지도 검사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간의 충돌방지 설비에 대해서는 서로 최악의 위치에 있는 경우를 선택하

여 실제 작동으로 설비가 적합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서로 근접한 상

태에서는 관련요건에 따른 속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다. Cavity의 누수감시계통 매설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직전에 검사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변위에 대비하여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지도 검사하여야 한다.

라. Refueling Machine의 안전설계 사항은 현장에서의 실제 운전조작과 Inter-lock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실제작동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서류검토로 확인한

다.

마. 사용후연료 저장조 수문 밀봉재의 물성(경도, 흡수성 등)을 확인한다.

바. 검사결과 불만족 사례

1) Fuel Handling Area Overhead Crane과 Spent Fuel Handling Machine간의 충

돌방지 설비중 Limit Switch Stopper의 설치 위치가 부적합하며 크레인간의 

충돌이 가능한 상태로 시공이 된 경우

2) Crane의 최저속도가 FSAR 및 P.O 상의 기술내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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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ane의 운행시 인접한 구조물(바닥의 Cable Conduit 등)과 접촉되는 경우.

4) 수압시험 절차서 상의 누설여부 판정방법과 실제 시험에서의 누설여부 판정방법

이 서로 다른 경우

사. 핵연료 이송 및 취급계통에 대한 검사는 장기간에 걸쳐 설치 및 정렬 작업이 수

행되므로 안전성 중요도 및 특이사항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본검사(Sample

Inspection)를 수행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한다.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 개항이 충족될 경우에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1.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4항 및 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2.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4항 및 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가.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나.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

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2. KEPIC MCN, “원자력발전소 크레인”

3. NUREG-0554, “Single-Failure-Proof Cranes for Nuclear Power Plant”

4. NUREG-0612, “Control of Heavy Loads at Nuclear Power Plants”

5. ASME B30.2, “Overhead and Gantry Cranes(Top Running Bridge, Single or

Multiple Girder, Top Running Trolley Ho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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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 N14.6, “Special Lifting Devices for Shipping Containers Weighing 10,000

Pounds(4,500 kg) or More”

7. ASME NOG-1, “Rules for Construction of Overhead and Gantry Cranes (Top

Running Bridge, Multiple Girder)”

8. ASME/ANS-57.1, “design requirements for light water reactor fuel handling

systems”

9. Generic Implementation Procedure(GIP) for Seismic Verification of Nuclear

Plant Equipment, Rev. 2, SQUG, Jun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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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Fuel Handling

Area

Overhead

Crane

1. 인수, 보관과정에서의 부적

합 사항은 적절히 종결되었

는가.

2. 설치상태는 적합한가.

가. 주행 Rail의 경사도, 평

행도, 이음새높이차, 평

행 Rail의 높이차, 클램

프너트의 조임.

나. 횡행 Rail의 평행도.

다. 대차 평면의 수평도, 높

이차, 모서리 높이.

3. 제작, 설치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들이 완료되었고 그 결

과는 접합한가.

가. 권양고리 공인시험 성적

서

나. 주행, 횡행, 권양시의 제

동성.

1) 각 Brake의 Motor 직

접전달 및 권양 Brake

의 2중성

2) 각 Brake의 제동성 및 

Releasing 장치 확인

3) 하향 시 전원 상실에 

의한 Slip

최종검사,

NCR의 검토

최종검사,

설계변경사항, 제작자

NCR 측정기록의 

검토 및 현장검사,

NCR 검토

최종검사,

시험성적서 및

시험기록의 검토,

NCR 검토, 운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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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Spent Fuel

다. 운전속도

1)무부하시 운전속도

2)부하시험을 위한 시험하

중 및 시험결과

3)정격 하중에서의 Beam

중앙의 최대 처짐.

라. 과부하시험

1) 시험하중

2) Beam의 최대처짐

4. 운전범위의 제한장치가 되

어 있으며 안전성 있게 운

행의 제한이 가능한가.

5. 인접 크레인과의 충돌방지 

설비가 되어 있으며 적절

히 작동되는가.

6. 시설이 적합하게 완료되었

는가.

가. 시설

나. 청결 및 시설보호

다. 품질보증 기록

1. 인수, 보관과정에서의 부적

합 사항은 적절히 종결 되

었는가.

최종검사,

현장검사 및 운행시험

최종검사,

현장검사 및 운행시험

최종검사,

현장검사 및 품질

보증 기록

최종검사, NCR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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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Handling

Machine

New Fuel

Elevator

2. 설치 상태는 적합한가.

가. 주행 Rail의 수평도, 평

행도, 연결부의 높이차

나. Bridge 설치

다. Hoist 설치

3. 제작, 설치 과정에서 필요

한 시험들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는 적합한가.

가. 하중시험

나. 운전범위

1) 충돌방지 설비

2) 주행, 횡행운전 범위

3) 권양기의 최고, 최저높

이 제한 스위치

다. 운전속도(최고, 최저속도)

1) Bridge

2) Trolley

3) Hoist

4. 시설이 적합하게 완료되었

는가.

가. 시설

나. 청결 및 시설보호

다. 품질보증 기록

1. 제작, 인수, 보관 과정에서

의 미결사항은 없는가.

최종검사,

설치 및 측정기록 

검토

최종검사,

시험기록검토 및

관련요건에 따른 

운행시험

최종검사,

현장검사 및 품질 

보증기록검토

최종검사,

현장검사 및 NCR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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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New Fuel

Elevator

Fuel Transfer

Carrier,

Up ender, &

Winch

2. 설치검사 결과는 적합한가.

가. Mounting Plate Plumb

나. Track Assembly Install

다. Cable Installation

3. Limit Switch는 적절히 작동

되는가.

가. Upper Limit

나. Lower Limit

1. 설치기록 검토

가. Base Plate

나. 트랙 및 스탠드

다. 운반차

라. 케이블,구동장치

2. 작동상태 확인

3. 시설완료 상태

가. 시설

나. 청결 및 시설보호

다. 품질보증 기록

최종검사,

설치 및 측정기록

검토

최종검사,

현장 작동시험

(Dummy Fuel 사용)

최종검사,

설치기록 검토

최종검사,

현장기능점검

최종검사,

현장검사 및 품질

보증 기록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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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Fuel

Transfer

Canal

Fuel Transfer

Tube

1. 누수감시 계통 매설배관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

가. 기울기

나. 고정

2.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진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한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3. 시설은 적합하게 완성되었

는가.

가. 시설(표면 육안검사)

나. 청결

다. 품질보증 기록

1. 설치검사 기록 검토

가. Bellow 용접 및

보호카바 설치

나. 운반관 삽입 검사

다. Bellow와 운반관의 용접

라. 운반관 조정후 지지물과

의 간격 측정

2. 시설완료 상태.

가. 시설

나. 청결 및 시설보호

다. 품질보증 기록

배관설치후 콘크리트 

타설 전, Isometric 도

면 검토 및 현장검사

시험과정, 시험과정 입

회 및 시험 기록 검토

최종검사, 현장검사 및 

품질보증 기록 검토

최종검사,

설치기록 검토

용접기록 및 비파괴

검사기록 검토

최종검사,

현장검사 및 품질

보증기록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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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안전설계사항 아래의 안전설계 사항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한다.

- Crane -

1. 활차가 움직이다 멈출 때 

브릿지, 호이스트, 트롤리의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안전되게 

멈추는가.

2. 브릿지 및 호이스트 속도에 

대한 자동제어 기능이 

있는가.

3. 공급전원중 한 개의 상이 

상실된 경우에도 권양기가 

정지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보호장치가 

있는가.

4. 권양고리에는 안전정치가 

있는가.

5. 제동장치는 필요시 

수동으로 풀 수 있으며 

물건을 서서히 내릴 수 

있는가.

- Spent Fuel Handling

Machine -

2. Hoist에 작용하는 부하가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할 

때 연동장치가 작동하는가.

수시, 설계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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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검사등급 비 고

3. Hoist에 작용하는 부하가 

저부하 설정치 보다 감소

할 때 연동장치가 작동하

는가.

4. Hoist 케이블이 느슨해질 

때 인양이 차단되는가.

5. 인양물이 full up position

에 있지 않을 때 브릿지 

및 트롤리 이송속도에 제

한이 가해지는가.

- New Fuel Elevator -

1. 호이스트 케이블이 느슨해

질 때 승강기가 자동정지 

되는가.

2. 핵연료 집합체가 승강기에 

적재된 상태에서 승강기의 

상승이 차단되는가.

- Fuel Transfer Carrier, Up

ender, & Winch

1. Winch에 작용하는 부하가 

과부하 설정치를 초과할때 

현연료 이송관을 통한 핵

연료 이송기의 이동이 차

단되는가.

2. 직립기가 수직위치에 있을 

때에는 핵연료 이송관을 

통한 이송기의 이동이 차

단되는가.

3. 핵연료 이송기가 수직위치

에 있지 않을 때 핵연료 

집합체의 적재 또는 인양

이 차단되는가.

4. 핵연료 이송계통 레일 양 

끝에 설치된 limi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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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Refueling &

Reactor

Cavity

1. Refueling Cavity 누수감시 

계통의 매설배관은 적합하

게 설치되어 있으며 콘크리

트 타설에 대비하여 충분히 

고정되었는가.

2. Liner Plate 설치 공사를 위

한 용접 절차서 및 용접사

의 Qualification은 적합한

가.

3. Liner Plate 설치에 있어서 

용접, 시험 및 검사가 적합

하게 이루어지며 수직도, 수

평도 등이 적합한가.

4. Cavity의 수압시험 절차서

는 시험방법과 누설여부 

판정방법이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나. 누설판정방법

5. Cavity의 수압시험 과정과 

누설여부 판정결과는 적합

한가?

6. Cavity Seal은 적합하게 시

공되었으며 누설이 없는가

7. 시설이 적합하게 완성되었

는가.

가. 시설

나. 청결 및 시설보호

다. 품질보증기록

배관설치후 콘크리트 

타설전, Isometric 도

면 검토 및 현장검사  

확인

Liner Plate 용접착수

전, 용접사 인증기록,

WPS ,PQR 기록검토

Liner Plate 설치과정

(10%, 50% 공정에서 

검사), WIR,NDE결과,

FCR, DCR및 현장 검

사 

수압시험 착수전, 수압

시험 절차서검토, 수압

시험 Package 검토

시험과정, 시험입회 및 

시험기록 검토

Cavity 수압시험과정,

설치기록 검토 및

수압시험 입회

최종검사,

품질보증기록 검토

및 현장검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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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Refueling

Machine

CEA Change

Platform

안전설계사항

1. 시설이 적합하게 완성되었

는가.

가. 시설

나. 청결 및 시설보호

다. 품질보증기록

* 안전설계 사항 별도 확인

1. 시설이 적합하게 완성되었

는가.

가. 시설

나. 청결 및 시설보호

다. 품질보증기록

* 안전설계 사항 별도 확인

1. Refueling Cavity의 깊이는 

핵연료의 취급시 운전원을 

보호하기에 적합한가.

깊이: Feet

2. (4항의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의 Refueling

Machine 및 CEA Change

Platform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내용, 검사시

기, 검사의견 등을 검사한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최

종적으로 안전기능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다.

최종검사,

품질보증기록 검토

및 현장검사 

최종검사,

품질보증기록 검토

및 현장검사 

수시, 설치검토 및 현

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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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정연석 ‘10.7 현창헌 ‘10.7

1
현창헌

이세현
‘13.4 임창복 ‘13.4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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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4.2절  핵연료저장조 연료저장대 설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핵연료저장대 및 저장시설은 SRG 3.8.4 부록 및 규제지침서 1.13(사용후연

료 저장시설 설계기준) 등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며 핵연료저장대 및 저

장시설은 내진범주 I급 요건으로 설계된다. 핵연료저장대는 지진 또는 핵연료

취급사고와 같은 사고조건하에서도 저장된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음은 물론 핵

연료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핵연료저장대는 개별 저

장셀의 집합체로 구성되며 미임계 구조 유지를 위하여 핵연료집합체의 모서리

간 최소간격은 저장대의 저장셀간 간격으로 유지된다. 이 간격은 제작 공차 

및 가상사고시 저장대 예상변형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핵연료저장대는 저장용

수에 의한 강재의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강 재질로 제작되며 핵연료집합

체의 구성재료 및 저장용수에 물리화학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검사대상

가.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저장시설

- 사용후 핵연료 및 신연료 저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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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핵연료저장대는 지진 또는 핵연료취급사고와 같은 사고조건하에서도 저장된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음은 물론 핵연료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어야한다.

2. 안전설계 사항

가. 스테인레스 강 핵연료저장대는 지진 또는 핵연료취급사고와 같은 사고조

건하에서도 저장된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 및 구조적 배

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스테인레스 강 핵연료저장대는 발전소 가동중 예상되는 모든 하중조건하

에서도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야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스테인레스강 핵연료저장대 재료에 대한 인증결과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나. 핵연료저장대 지지대 용접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다. 저장대 이격거리 유지여부를 점검한다.

라. 바닥 수평도, 저장대 수직도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마. 핵연료의 삽입 및 인출성을 점검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저장대 이격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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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 강 핵연료저장대는 지진 또는 핵연료취급사고와 같은 사고조

건하에서도 저장된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구조적 배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핵연료집합체들이 허용간격 이하로 접근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 삽입성 및 인출성

핵연료저장대는 최종으로 핵연료를 저장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므로 핵연료의 삽입과 인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III.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

에 대한 확인 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첨부 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가. KEPIC-MND, 원자력기계 3등급 기기 요건

나. KEPIC-MNF, 지지물

다. KEPIC-MEN, 비파괴검사

라. KEPIC-MQW, 용접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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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참조)

핵연료저장대 1. 핵연료저장대 재료의 적

합성

2. 저장대 제작요건의 준수여

부

가. 크기 및 저장용량 적합

성

나. 이격거리의 적합성

다. 수평도 및 수직도의 적  

합성

라. 용접의 적합성

3. 저장대에서의 핵연료 삽입

성 및 인출성

◦시공초기에 인수검

사결과를 확인

◦CMTR 과 시방서 

요건을 비교

◦관련 절차서 및 도

면에 따라 저장대 

제작 및 설치 허용

오차 만족 여부를

확인

◦관련 절차서 및 도

면에 따라 설계 최

소요건 만족 여부

를 확인

◦공사전, 중, 후 

◦공사완료 후

◦관련기록 검토 및 

샘플링 된 쉘 부위

에 대한 현장시험

입회

◦KEPIC MND
& MNF
KEPIC 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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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조상진 ‘00.12 금오현 ‘00.12

2 고창석 ‘10.07 금오현 ‘10.07

3 신병수 ‘13.04 도규식 ‘13.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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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4.3절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분야/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 계통은 저장조에 저장된 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제거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핵연료 이송수조 및 재장전수조의 냉각수 순

도와 방사능 농도 및 적정한 수준의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수조의 시각적 투명성을 유

지하고 저장중인 연료로부터의 방사선 피폭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동 계통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설비, 저장수 정화설비 및 저장조 부유물 제

거설비로 구성된다. 저장조 냉각설비는 펌프로 저장조의 물을 열교환기를 통하여 순환

시킴으로써 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제거하고 저장조를 적정한 온도로 냉각시키

는 기능을 갖는다. 정화설비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핵연료 이송수로 및 핵연료 재장

전수조의 냉각수를 여과기, 이온교환수지탑 등을 통과시켜 정화시킨 후 다시 저장조로 

이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부유물 제거설비는 저장조 및 이송수로 

수면의 부유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설치검사에서는 현장에 설치되는 각 기기들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기설치절차서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현장검사를 통해 설치중인 기기들의 정렬상태와 유지관리상태가 제작자지침서 요구사

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본 계통의 서류 및 현장 입회검사는 표본(sampling)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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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정화펌프, 부유물 제거 펌프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열교환기

다. 정화 탈염기,

라. 정화 여과기

마. 부유물 제거 장치

바. 관련 밸브, 배관, 계측장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설비는 최소 1회의 노심 재장전 운전 중에 배출된 

사용 후 연료 및 20년간의 재장전 운전에 의해 배출되어 누적 저장된 사용 후 

연료에서 방출되는 붕괴열을 제거 한다. 동 계통은 두 개의 독립된 냉각 계열로 

구성되며 기기냉각수(또는 기기냉각해수)로 냉각되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온

도를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명시된 온도 이하로 유지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정화 및 부유물 제거 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정화 및 부유물 제거설비는 탈염기 및 여과기를 통하여 

냉각수를 정화함으로써 저장조 상부 수면의 방사선량을 2.5mRem/hr 이하로 유

지하며 작업 환경 및 물의 청정도를 유지한다. 저장조 물 표면의 청정도는 부유

물 제거설비에 의해 유지된다. 저장조 정화설비와 저장 수 순환펌프는 적정한 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량의 저장조 물을 순환/정화시킨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설비

1) 동 설비는 정상 운전 시, 원자로 정지 일정시간 후 전체 노심의 1/3 또는 1회의 

재장전 배출 노심에 대한 열부하와 이미 교체되어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들에 의한 열부하를 제거하여 저장조 수온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 설비는 비상시 원자로 정지 일정시간 경과 후, 전체 노심 방출에 의한 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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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제거하여 저장조 수온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온도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3) 동 설비는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등급1E 비상전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동 계통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에 적절한 냉각 능력을 확보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가) 동 계통에서 냉각기능을 가진 부분이 내진범주 I 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나) 저장 수조 보충수 계통 및 그 수원, 저장조 건물과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고 토네이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보충수,

환기 및 여과계통은 단일 능동고장을 견뎌야 한다.

5) 동 설비의 기기 고장 시에도 저장조 수위가 사용후핵연료 상부의 충분한 높이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6) 동 설비의 계열 각각은 설계 열부하의 100%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7) 동 설비에서 저장조로의 냉각수 공급배관에는 배관 파단 시 사이폰 현상에 의한 

저장조의 중력 배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8) 동 설비의 능동형기기들은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시험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정화 및 부유물 제거 설비

1)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핵연료 재장전탱크의 이온성 부식생성물을 정화하고 순

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수면에서 표면선량율은 2.5mRem/hr이하로 유지되어야 한

다.

3)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상부에 부유물 제거장치가 적정 높이에 설치되어 저장조 

수면을 정화하여 물의 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배수 방지

1) 배관 등 관련설비의 손상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물이 방사선 차폐에 필

요한 수위 이하로 배수되지 않도록 계통 및 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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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냉각펌프 및 정화펌프의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설계제원,

제작자 시험결과 확인

나. 펌프, 밸브 설치절차서 타당성 및 설치결과 확인

다. 열교환기 형태, 설계온도, 압력, 유량, 유로 압력손실 등 설계제원과 시공사항 비

교검토 

라. 여과기 및 탈염기 형태, 온도, 압력, 유량에 대한 최대/정상 값, 차압, 재질 등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마. Class 1E 비상전원 공급설비 확인

바. 보충수공급설비 설치적합성 확인

사. 사이펀 현상 방지 장치 확인

아. 저장조 수위, 온도 감지설비의 설치 위치 적합성 확인

자. 온도,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 적합성 확인

차. 제작사지침서 및 관련도면 시공유의사항 반영여부 확인

카. 기기들의 설치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타당성 검토

타.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

(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평가

4. 검사 중점 사항

가. 본 지침서 “주요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의 이행내용을 확인한다.

나. 설계제원과 제작품질기록을 비교 확인한다.

다. 계통의 수압시험 결과와 세정결과를 확인하고 판정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절차서에 제작자지침서의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마. 동 계통의 관련기기들이 설치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바. 최근 개정된 도면의 현장시공에 반영 여부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 주요 기기 및 지지물의 설치상태와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한다.

아. 부적합품목(NCR) 처리내용의 적합성 및 미결여부를 확인한다.

자. 동 계통의 주요 기기 들이 정상운전중 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차. 관련설비의 가동전시험결과가 있다면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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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본 계통의 검사를 위해 다음 검사지침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1)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3)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나. 저장조 수위 측정, 지시 및 경고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 펌프 및 열교환기 온도, 압력, 유량 측정, 지시 및 경보 장치 설치적합성을 확인

한다.

라. 방사성 유체배관에 Drain Line들이 인근바닥 배수구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건

물바닥 표면으로 배수하게 되어 있어 공기 오염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한다.

마. 공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공사 착수전 검사

가)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 시에 발행된 불만족사항 중 종결되지 않은 사

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 QVDL, NCR).

나) 주요 기기의 설치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검사자료: 제작자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사

를 해야 할 용접부위가 노출되어 접근가능한지 파악한다(검사자료: 수압시험절

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FSAR, 현장검사).

2) 기기 설치중/설치후 검사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졌는지 확인

한다(검사자료: CIDR, 현장검사).

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 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물

질유입방지절차서, 기기유지관리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검사자료: 수압시험기

록 및 계통세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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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설계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PSAR, 현장검사).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나) 설치가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

관리기록, 주기점검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FSAR, 계통도면, 제작자지침서).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다) 안전 방출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와

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라) 펌프의 진동과 펌프 성능이 가동중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사한다.

마) 수압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밸브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지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1. 본 지침서 “주요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제원 및 제작품질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

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 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제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되

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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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기기들은 다음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 상태 확인

다. 배관: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합시험 결과, 10분 이상 시험압력을 유지하여 모

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1.5배 이상

7. 계통 기기들의 설치 완료 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결과가 관련절차서의 판정기준

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등급 펌프, 밸브는 KEPIC-2000 MO(원전 가동중시

험)의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전시험/가동중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8.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 들은 품질보증요건에 관한 지침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 기

준을 결정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9. 다음 사항 중 1개항이 충족될 경우 본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상기 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상기 검사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1)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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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주요기기

가. 펌프

나. 밸브

다. 열교환기

라. 저장조

마. 정화장치

바. 배관 

사. 기타

1. 각 펌프의 설계제원 검토

(냉각펌프, 정화펌프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2. 펌프의 설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펌프 정렬상태 점검

3. 펌프의 정적시험 결과 확인

- 유량

- 차압

- 진동

4. 밸브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동작시간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 밸브 위치 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안전 관련 

펌프 및 밸

브” 설치상

태 확인 검

사 지 침 서 

참조

5. 저장조의 설계제원 검토

(형태, 체적, 설계조건 및

운전 조건, 재질 등)

6. 저장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구조물에 대한 검사기록

- 라이너 설치치상태 점검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동 사항은 

구조물검사

시 결과 확

인으로 대

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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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주요기기

가. 펌프

나. 밸브

다. 열교환기

라. 저장조

마. 정화장치

바. 배관 

사. 기타

(계속)

7. 각 열교환기의 설계제원

검토 및 시공사항

(형태, 설계온도, 압력 유량,

압력 손실, 정상유량 등)

8. 열교환기 설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열교환기 설치상태 점검 

(측량결과 기록)

9. 각 여과기 및 탈염기 등의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형태,온도/압력/유량에 대한 

최대/정상값, 차압, 재질 등)

10.여과기/탈염기 설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설치상태 점검(측량결과)

11.설계사항, 제작기록,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록 검토

12.수압시험결과 확인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 수압: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 기압: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 수압: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 기압: 설계압력의 1.2 ～

1.5배 이상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설치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검사지침서 

참조

“안전관련 

배관 용접”

설치상태 

확인 

검사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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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주요기기

가. 펌프

나. 밸브

다. 열교환기

라. 저장조

마. 정화장치

바. 배관 

사. 기타

(계속)

13.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 

타당성 검토

14.제작사지침서 및 관련도면 

시공유의사항 반영여부 

확인

15.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들의 현장관리상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16.외부전원상실시 Class 1E

비상전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17.내진범주1로 설계되는 

보충수공급원이 있는지 

확인

18.저장조 배관에 사이펀 현상 

방지 장치가 존재하는지 

확인.

20.저장조 온도 감지설비의 

설치 위치 타당성 확인

21.온도,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 적합성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 전․후 현장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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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5.1절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계통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사항 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액체 폐기물을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시설의 공사가 제출된 설계내

용과 공사방법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 졌는지와 액체폐기물의 처리능력이 허가신청서

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계통 운영시 허용치이하로 방사성 액체 폐기물을 처

리하고 방출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용기류

1) 저 TDS 수집탱크 (Low TDS Collection Tank)

2) 고 TDS 수집탱크 (High TDS Collection Tank)

3) 화학배수 수집탱크 (Chemical Waste Tank)

4) 폐기물 감시탱크 (Radwaste Monitor Tank)

5) 화학배수 감시탱크 (Chemical Waste Drains Tank)

6) 배출탱크 (Release Tank)

7) 재순환 탱크 (Recycle Tank)

8) 산 저장 탱크 (Acid Storage Tank)

9) 산 배치 탱크(Acid Batch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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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성소다 저장탱크 (Caustic Storage Tank)

11) 가성소다 배치탱크 (Caustic Batch Tank)

12) 증발기 공급탱크(Evaporator Feed Tank)

13) 화학물질 첨가탱크(Chemical Additive Tank)

14) 탈염기 공급탱크(Demineralizer Feed Tank)

15) 폐유 탱크 (Waste Oil Tank)

16) 밀봉수 저장탱크(Seal Water Storage Tank)

17) 발포방지제 탱크 (Anti-Foam Tank)

18) 방사성세탁계통 배수탱크 (Radioactive Laundry System Release Tank)

19) 제염폐액 배수탱크 (Decontamination waste Release Tank)

20) 기타 탱크류

나. 장치류

1) 이온교환기 전단여과기 (Ion Exchanger Prefilters)

2) 이온교환기 후단여과기 (Ion Exchanger Afterfilters)

3) 이온교환기-유기흡수탑 (Ion Exchanger Organic Absorption Bed)

4) 증발기, 이온교환기 및 역삼투압처리설비의 전처리 장치(Pre-Treatment Facility)

5) 이온교환기-화학배수용 (Ion Exchanger Chemical Drains Speciality Train)

6) 부유물/기름분리기(Coalescer/ Oil Seperator)

7) 증발기 패키지(Evaporator Package)

8) 각종 탈염기(Demineralizers)

9) 역삼투압 패키지(Reverse Osmosis Package)

10) 밀봉수 열교환기(Seal Water Heat Exchanger)

11) 방사성세탁계통 배수필터 (Radioactiv Loundry System Release Filter)

12) 제염폐액 배수필터 (Decontamination waste Release Filter)

13) 기타 장치류

다. 회전기기류

1) 저 TDS 수집탱크 펌프(Low TDS Collection Tank p/p)

2) 고 TDS 수집탱크 펌프(High TDS Collection Tank p/p)

3) 화학배수 수집탱크 펌프(Chemical Waste Tank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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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감시탱크 펌프(Radwaste Monitor Tank p/p)

5) 화학배수 감시탱크 펌프(Chemical Waste Drains Tank p/p)

6) 배출탱크 펌프(Release Tank p/p)

7) 재순환 탱크 펌프(Recycle Tank p/p)

8) 산저장탱크 펌프(Acid Batch Tank p/p)

9) 가성소다 저장탱크 펌프(Caustic Batch Tank p/p)

10) 발포방지제 탱크 펌프(Anti-Foam Tank p/p)

11) 폐유탱크 펌프(Waste Oil Tank p/p)

12) 증발기 공급탱크 펌프(Evaporator Feed Tank p/p)

13) 화학물질 첨가탱크 펌프(Chemical Additive Tank p/p)

14) 탈염기 공급탱크 펌프(Demineralizer Feed Tank p/p)

15) 슬러지이송펌프(Sludge Transfer p/p)

16) 증발기팩키지 내 관련 펌프들

17) 역삼투압팩키지 내 관련 펌프들

18) 밀봉수 공급펌프(Seal Water Feed Pump)

19) 방사성세탁계통 배수탱크 펌프 (Radioactive Laundry System Release Tank

Pump)

20) 제염폐액 배수탱크 펌프(Decontamination waste Release Tank Pump)

21) 기타 펌프류

라. 계통감시 계기류

1) 압력계기

2) 유량계기

3) 온도계기

4) 수위계기

5) 방사선감시기

6) 기타 계기류

마. 관련 배관

바. 관련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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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상운전 및 예상되는 운전 사고시에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수집 처리한

다.

나. 액체 유출물이 원안위고시 (방사선.01)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규정된 

목표치 이하로 방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은 충분한 처리능력, 다중성과 가변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액체 폐기물계통은 안전에 관계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3. 검사 중점 사항

가. FSAR과 설계 시방서상에 기술된 사항과 비교

나. 기기 설치시 제작자의 Instruction 준수여부 확인

다. 기기 설치 절차서대로 설치되었는가 확인  

라. 기기 설치 관련 NCR 및 FCR 처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   

마. 수압시험

바. 청소 및 정돈상태 확인

1) 배관 및 기기들의 보온재 공사

2) 기기실 및 탱크실의 청소작업 

3) 공사용 오.폐수 처리대책

4) 배수구의 경사 및 도장상태 확인

4. 검사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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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 착수전 검사

1) 기기 및 자재 인수검사에 대한 확인

(검사자료) : 품질보증서 및 인수절차서

2) 기기 및 배관설치 절차서 검토

(검사자료) : 관련 절차서 (WPP/QCI)

나. 공사 중 검사

1) 현장에서의 기기 등의 취급 보관 및 관리상태들이 점검되고 기록되는지 확인

(검사자료) : 관련 절차서 및 현장검사

2) 기기 및 배관설치가 관련절차서 및 설계도면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

는가에 대한 검사

(검사자료) : 설계도면, FCR, CIDR, 작업절차서 및 현장검사

다. 최종 검사

1) 관련 계통 설치가 완료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 FSAR, 품질보증계획서, 작업절차서, NCR 및 현장검사

2) 관련 기기 및 배관설치가 작업절차서 및 설계도면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

었는 지에  대한 여부와 설치상태에 대한 제반검사

(검사자료) : 설계도면, FCR, CIDR, 및 현장검사

3) 관련 품질보증 서류가 적절히 기록 및 유지되는 가를 검사한다.

4) 청소, 정돈, 도장 및 배수구 상태 확인

III. 판정기준

가.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만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1) 공사완료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요건을 만족하고,

2) 공사 미완료부분이 검사기록에 명시되고 그 공사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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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

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라.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제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

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1)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2)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마. 각 기기의 설치 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해

당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탱크 설치 상태 확인

3) 배관: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한국 표준형원전(영광 3,4,5,6 울진 3,4,5,6), 개선형원전(신고리 1,2 신월성 1,2),

신형원전(신고리3,4 신울진1,2) 안전성분석보고서 11.2

2. KINS/GE-N01 "경수로안전심사지침“ 11.2

3.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시설)검사요령서(KINS-G-010)

4. 역삼투압 패키지 및 증발기 패키지 Technical Spec.

5. U.S.NRC Regulatory Guide 1.143

6. 액체폐기물 처리계통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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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회전기기류 1. Identification

가. 인수검사 및 관리상태

나. Name Plate와 설계사양

과의 비교

다. 청결, 유지 및 보수상태

2. 설치공사를 위한 공정 및 

설치절차서는 적합하게 작

성되었나?

가. 관련 절차서

나. 작업원의 자격

다. 필요한 장비들의 유효성

3. 설치는 절차서에 따라 적절

히 수행되는가?

가. Anchor Bolt의 Align-

ment

나. 축계평형검사

다. Grouting 검사

4.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미결된 NCR의 안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NCR의 처리상

태

최종검사;

품질보증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작업착수전;

절차서 및 품질보증

서류 검토

설치과정(50, 100%);

설치도면과 품질보증

서류 검토

현장확인(선별 확인)

설치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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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압력용기류

5. 회전기기류의 수압 및 Seal

누설시험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6.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7. 설계변경사항의 안전성 관

련 여부

가. DCN 및 FCN

1. Identification

가. 인수검사 및 관리보관상

태

나. Name Plate와 설계사양

과의 비교

다. 청결, 유지, 보수상태

2. 설치를 위한 공정 및 설치

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

었나?

가. 설치관련 작업절차서

나. 작업원의 자격

다. 필요한 장비들의 유효성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시험과정;

입회(선별입회) 및 

결과검토

설치과정(50, 100%);

DCN/FCN 검토

최종검사;

품질보증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작업착수전;

절차서 및 품질보증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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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관련배관

3. 설치는 절차서에 따라 적절

히 수행되는가?

가. Anchor Bolt의 Align

- ment

나. 설계도면에 따른 위치

확인

4. 부적합사항 처리 확인

가. 미결된 NCR의 안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NCR의 처리

결과 확인

5. 압력용기류의 수압시험절차

서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6.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1. 배관설치 절차서는 적절히 

작성되었는가?

2. 배관설치공사를 위한 용접

절차서 및 용접사의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용접절차서

나. 용접사 자격 인증 여부

설치과정;

설계도면 및 품질

보증서류 검토

현장확인(선별 확인)

설치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시험과정;

입회(선별 입회) 및 

결과검토

작업착수전;

절차서 검토

작업착수전;

절차서 및 품질보증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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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3. 배관의 용접, 검사 및 시험

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는가?

가. 용접결과

나. 관련요건에 따른 비파괴

검사방법과 결과

4. 배관설치가 관련절차서 및 

요구조건에 맞게 설치되었

나?

가. Support/Hanger

나. Connection 류(Valve,

Fitting 류)

5.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미결된 부적합사항의 안

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부적합사항의 처

리결과 확인

6. 설계변경사항의 안전성 관

련 여부

가. DCN/FCN

7. 배관의 수압시험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8.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

설치과정(50, 100%);

ISO도면 및 기록검토

현장확인(선별 확인)

설치과정(50, 100%);

As-Built도면과 설치

기록 검토

현장확인(선별확인)

공사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공사과정(50, 100%);

DCN/FCN 검토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시험과정;

입회(선별 입회) 및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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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액체폐기물처

리계통패키지

(증발기,

선택성이온

교환기,

역삼투압처리

장치 등의 

장치류)

1. Identification

가. 인수 및 관리상태

나. 청결, 유지 및 보수상태

2. 설치공사를 위한 공정 및 

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

었나?

3. 설치는 절차서에 따라 적절

히 수행되는가?

4.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미결된 NCR의 안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NCR의 처리결과 

확인

5. 설계변경사항의 안전성 관

련 여부(DCN/FCN)

6. 수압누설 시험절차서는 적

합하게 작성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최종검사;

품질보증서류검토

현장확인

작업착수전;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검토

설치과정(50, 100%);

설치도면, 절차서 및 

기록검토, 현장확인

(선별확인)

설치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설치과정(50, 100%);

DCN/FCN 검토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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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7.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8. 배관의 용접, 검사 및 시험

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는가?

가. 용접결과

나. 관련 요건에 따른 비파

괴검사방법과 결과

시험과정;

입회(선별입회) 및 

결과 확인

설치과정(50, 100%);

ISO도면과 품질보증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선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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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5.2절 방사성 기체폐기물 처리계통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사항 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기체 폐기물을 수집 및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공사가 제출된 설계내용과 공사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졌는지 여부와 기체폐기물 처리능력이 허가서류에 제시된 요건

을 충족하고 있어 계통 운영시 허용치 이하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출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압력용기 류

1) 기체 모관 배출탱크 (GRS Header Drain Tank)

2) 기체폐기물처리계통 팩키지 활성탄 보호대 (GRS Package Guard Bed)

3) 기체폐기물처리계통 팩키지 활성탄 지연대 (GRS Package Delay Bed)

4) 기체폐기물처리계통 감쇄탱크 (GRS Decay Tank)

5) 기타 용기 류

나. 장치 류 (GRS Package 에 포함)

1) 고효율 입자여과기

2) 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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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체 건조기

4) 기타 장치 류

다. 계기 류(GRS Package 에 포함)

1) 산소/수소분석기

2) 압력계

3) 수위계

4) 온도계

5) 기타 계기 류 

라. 관련 배관

마. 관련 밸브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정상운전 및 예상되는 사고시에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을 수집, 처리 및 

방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기체 유출물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규정된 목표치 이하로 방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체폐기물이 공기와 혼합하더라도 폭발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기체폐기물 처리계통은 충분한 처리능력, 다중성과 가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기체 폐기물계통은 안전에 관계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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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중점 사항

가. FSAR과 설계 시방서상에 기술된 사항과 비교

나. 기기 설치시 제작자의 Instruction 준수여부 확인

다. 기기 설치 절차서대로 설치되었는가 확인  

라. 기기 설치 관련 NCR 및 FCR 처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   

마. 수압시험

바. 청소 및 정돈상태 확인

1) 배관 및 기기들의 보온재 공사

2) 기기실 및 탱크실의 청소작업 

3) 공사용 오.폐수 처리대책

4) 관련지역 배수구의 경사 및 도장상태 확인

4.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전 검사

1) 기기 및 자재 인수검사에 대한 확인

(검사자료) : 품질보증서 및 인수절차서

2) 기기 및 배관설치 절차서 검토

(검사자료) : 관련 절차서 (WPP/QCI)

나. 공사 중 검사

1) 현장에서의 기기 등의 취급 보관 및 관리상태들이 점검되고 기록되는지 확인

(검사자료) : 관련 절차서 및 현장검사

2) 기기 및 배관설치가 관련절차서 및 설계도면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

는가에 대한 검사

(검사자료) : 설계도면, FCR, CIDR, 작업절차서 및 현장검사

3) 폐기물처리건물 내 Gaseous Radwaste System Cubicle Vent 및 Evaporator

Room 내 계기들의 보호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최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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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계통 설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 FSAR, 품질보증계획서, 작업절차서, NCR 및 현장검사

2) 관련 기기 및 배관설치가 작업절차서 및 설계도면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

었는 지에  대한 여부와 설치상태에 대한 제반검사

(검사자료) : 설계도면, FCR, CIDR, 및 현장검사

3) 관련 품질보증 서류가 적절히 기록 및 유지되는 가를 검사한다.

4) 청소, 정돈, 도장 및 배수구 상태 확인

III. 판정기준

가.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만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1) 공사완료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요건을 만족하고,

2) 공사 미완료부분이 검사기록에 명시되고 그 공사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 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

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라.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제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

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1)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2)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마. 각 기기의 설치 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해

당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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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 류 ; 용기 류 설치 상태 확인

2) 장치 류 ; 장치 류 설치상태 확인

3) 계기 류 ; 계기 류 설치상태 확인

4)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5) 밸브 ;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한국 표준형원전(영광 3,4,5,6 울진 3,4,5,6), 개선형원전(신고리 1,2 신월성 1,2),

신형원전(신고리3,4 신울진1,2) 안전성분석보고서 11.3

2. KINS G-001 "경수로안전심사지침“ 11.3

3.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시설)검사요령서(KINS-G-010)

4. U.S.NRC Regulatory Guide 1.143

5. 기체폐기물 처리계통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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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압력용기류 1. Identification

가. 인수검사 및 관리보관상

태

나. Name Plate 와 설계사

양과의 비교

2. 설치를 위한 공정 및 설치 

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

었나?

가. 설치절차서

나. 작업원의 자격

다. 필요한 장비들의 유효성

3. 설치는 절차서에 따라 적절

히 수행되는가?

가. Anchor Bolt의 Alignm

-ent

나. 설계도면에 따른 위치

4. 부적합사항의 처리

가. 미결된 NCR의 안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NCR의 처리결

과

5. 압력용기류의 수압시험 절

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었

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최종검사;

품질보증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작업착수전;

작업절차서 및

품질보증서류 검토

설치과정(50, 100%);

설계도면

현장확인(선별확인)

설치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시험착수전;

작업절차서 검토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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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관련배관

6.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1. 배관설치 관련 절차서는 적

절히 작성되었나?

2. 배관설치공사를 위한 용접

절차서 및 용접사 자격 인

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용접절차

나. 용접사 자격 인증 서류

3. 배관의 용접, 검사 및 시험

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는가?

가. 용접결과

나. 관련 요건에 따른 비파

괴검사방법 및 결과

4. 배관설치가 관련 절차서 및 

요구조건에 맞게 설치되었

나?

가. Support/Hanger

나. Connection류 (Valve,

Fitting 류)

시험과정;

입회(선별입회) 및 

결과확인

공사시작전;

관련 절차서 및 

품질보증서류 검토

설치과정(50, 100%);

ISO 도면 및 기록

검토 현장확인

(선별확인)

설치과정(50, 100%);

As-Built 도면과

설치상태확인

(선별확인)

품질보증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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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체폐기물처

리설비 패키지

5.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미결된 부적합사항의 안

전성 관련검토

나. 종결된 부적합사항의 처

리상태 확인

6. 설계변경사항의 안전성 관

련 여부

가. DCN

나. FCN

7. 배관의 수압시험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8.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1. Identification

가. 인수 및 관리상태

나. 청결 유지 및 보수상태

2. 설치공사를 위한 공정 및 

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

었나?

공사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공사과정(50, 100%);

DCN/FCN 검토

시험전; 절차서 검토

시험과정;

입회(선별 입회) 및

결과확인

최종검사;

품질보증서류 및

현장확인

작업착수전;

품질보증서류 및 

절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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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3. 설치작업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는가?

4.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미결된 NCR의 처리현

황

나. 종결된 NCR의 처리상

태

5. 설계변경사항의 안전성 관

련 여부 확인

가. DCN/FCN

6. 수압시험 절차서는 적합하

게 작성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7.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한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8. 배관의 용접, 검사 및 시험

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는가?

가. 용접결과

나. 관련 요건에 따른 비파

괴검사방법과 결과

설치과정(50, 100%);

설계도면, 품질보증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선별확인)

설치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설치과정(50, 100%);

DCN/FCN 검토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시험과정;

입회(선별입회) 및 

결과확인

설치과정(50, 100%);

As-Built 도면과 

품질보증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선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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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5.3절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계통

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사항 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수집하고 고화처리하며, 포장 및 취급하는 설비들의 공사가 설

계내용 및 공사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처리능력이 허가서류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압력용기류

1) 새수지 탱크 (New Resin Tank)

2) 고 방사능 기사용 수지탱크(High-Activity Spent Resin Tank)

3) 저 방사능 기사용 수지탱크(Low-Activity Spent Resin Tank)

4) 폐수지 장기저장탱크(Spent Resin Long Term Storage Tank)

5) 고화 첨가제 저장탱크(Solidification Agent Storage Tank)

6) 고화 첨가제 공급탱크(Solidification Agent Feed Tank)

7) 농축 폐액탱크(Concentrate Tank)

8) 오니 탱크(Sludge Tanks)

9) 기타 용기류

나. 회전기기류

1) 농축 폐액 탱크펌프(Concentrate Tank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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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및 저 방사능 수지 탱크펌프(High and Low Activity Tank Pumps)

3) 오니 이송펌프(Sludge Transfer Pumps)

4) 오니 탈수펌프(Sludge Decant Pumps)

5) 기타 회전기기 류

다. 장치류

1) 드럼 콘베이어 (Drum Conveyor)

2) 고화 첨가제 폐기물 혼합기 (Solidification Agent Waste Mixer)

3) 고화 첨가제 공급 콘베이어 (Solidification Agent Feed Conveyor)

4) 브리지 크레인 (Bridge Crane With Remote Grabs)

5) 압축기 (Dry Active Waste Compactor)

6) 파쇄기 (Clean Waste Shredder)

7) 선별분리대 (Dry Active Waste Sorting Table)

8) 농축폐액건조처리설비 (Concentrate Waste Drying System)

9) 고화설비 (Solidification System) (시멘트, 폴리머 등)

10) 폐수지건조설비(Spent Resin Drying System)

11) 유리화설비 (Vitrification Facility)

12) 기타 장치류 

라. 제염장치

1) 연마기 (Grit Blaster)

2) 프레온 세정기 (Freon Washer)

3) 수 세정기 (Water Washer)

4) 전자 세정기 (Electro Polisher)

마. 관련 배관

바. 관련 밸브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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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취급하고 고형화해서 포장 및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폐기물 제염, 선별 및 분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 본 계통은 U.S. NRC Regulatory Guide 8.8 및 8.10 에 명시된 ALARA 선량요

구에 맞도록 설계 및 배열되어야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고체 폐기물계통은 안전에 관계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3. 검사 중점 사항

가. FSAR과 설계 시방서상에 기술된 사항과 비교

나. 기기 설치시 제작자의 Instruction 준수여부 확인

다. 기기 설치 절차서대로 설치되었는가 확인  

라. 기기 설치 관련 NCR 및 FCR 처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   

마. 수압시험

바. 청소 및 정돈상태 확인

1) 배관 및 기기들의 보온재 공사

2) 기기실 및 탱크실의 청소작업 

3) 공사용 오.폐수 처리대책

4) 관련지역 배수구의 경사 및 도장상태 확인

4.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전 검사

1) 기기 및 자재 인수검사에 대한 확인

(검사자료) : 품질보증서 및 인수절차서

2) 기기 및 배관설치 절차서 검토

(검사자료) : 관련 절차서 (WPP/QCI)

나. 공사 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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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서의 기기 등의 취급 보관 및 관리상태들이 점검되고 기록되는지 확인

(검사자료) : 관련 절차서 및 현장검사

2) 기기 및 배관설치가 관련절차서 및 설계도면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

는가에 대한 검사

(검사자료) : 설계도면, FCR, CIDR, 작업절차서 및 현장검사

다. 최종 검사

1) 관련 계통 설치가 완료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 FSAR, 품질보증계획서, 작업절차서, NCR 및 현장검사

2) 관련 기기 및 배관설치가 작업절차서 및 설계도면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

었는 지에  대한 여부와 설치상태에 대한 제반검사

(검사자료) : 설계도면, FCR, CIDR, 및 현장검사

3) 관련 품질보증 서류가 적절히 기록 및 유지되는 가를 검사한다.

4) 청소, 정돈, 도장 및 배수구 상태 확인

III. 판정기준

가.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만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1) 공사완료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요건을 만족하고,

2) 공사 미완료부분이 검사기록에 명시되고 그 공사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 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

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라.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제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

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1)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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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2)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마. 각 기기의 설치 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해

당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 탱크 설치 상태 확인

3)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한국 표준형원전(영광 3,4,5,6 울진 3,4,5,6), 개선형원전(신고리 1,2 신월성 1,2),

신형원전(신고리3,4 신울진1,2) 안전성분석보고서 11.4

2. KINS/GE-N01 "경수로안전심사지침“ 11.4

3.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시설)검사요령서(KINS-G-010)

4. U.S.NRC Regulatory Guide 1.143

5. 주요 기기 (고화설비 등)의 Technical Spec.

6. 고체폐기물 처리계통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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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회전기기류 1. Identification

가. 인수검사 및 관리상태

나. Name Plate와 설계사양

과의 비교

다. 청결, 유지 및 보수상태

2. 설치공사를 위한 공정 및 

설치절차서는 적합하게 작

성되었나?

가. 관련 절차서

나. 작업원의 자격

다. 필요한 장비들의 유효성

3. 설치는 절차서에 따라 적절

히 수행되는가?

가. Anchor Bolt의 Align-

ment

나. 축계평형검사

다. Grouting 검사

4.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미결된 NCR의 안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NCR의 처리상

태

최종검사;

품질보증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작업착수전;

절차서 및 품질보증

서류 검토

설치과정(50, 100%);

설치도면과 품질보증

서류 검토

현장확인(선별 확인)

설치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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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압력용기류

5. 회전기기류의 수압 및 Seal

누설시험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6.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7. 설계변경사항의 안전성 관

련 여부

가. DCN 및 FCN

1. Identification

가. 인수검사 및 관리보관상

태

나. Name Plate와 설계사양

과의 비교

다. 청결, 유지, 보수상태

2. 설치를 위한 공정 및 설치

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

었나?

가. 설치관련 작업절차서

나. 작업원의 자격

다. 필요한 장비들의 유효성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시험과정;

입회(선별입회) 및 

결과검토

설치과정(50, 100%);

DCN/FCN 검토

최종검사;

품질보증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작업착수전;

절차서 및 품질보증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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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관련배관

3. 설치는 절차서에 따라 적절

히 수행되는가?

가. Anchor Bolt의 Align

- ment

나. 설계도면에 따른 위치

확인

4. 부적합사항 처리 확인

가. 미결된 NCR의 안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NCR의 처리

결과 확인

5. 압력용기류의 수압시험절차

서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6.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1. 배관설치 절차서는 적절히 

작성되었는가?

2. 배관설치공사를 위한 용접

절차서 및 용접사의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용접절차서

나. 용접사 자격 인증 여부

설치과정;

설계도면 및 품질

보증서류 검토

현장확인(선별 확인)

설치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시험과정;

입회(선별 입회) 및 

결과검토

작업착수전;

절차서 검토

작업착수전;

절차서 및 품질보증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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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3. 배관의 용접, 검사 및 시험

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는가?

가. 용접결과

나. 관련요건에 따른 비파괴

검사방법과 결과

4. 배관설치가 관련절차서 및 

요구조건에 맞게 설치되었

나?

가. Support/Hanger

나. Connection 류(Valve,

Fitting 류)

5.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미결된 부적합사항의 안

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부적합사항의 처

리결과 확인

6. 설계변경사항의 안전성 관

련 여부

가. DCN/FCN

7. 배관의 수압시험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8.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

설치과정(50, 100%);

ISO도면 및 기록검토

현장확인(선별 확인)

설치과정(50, 100%);

As-Built도면과 설치

기록 검토

현장확인(선별확인)

공사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공사과정(50, 100%);

DCN/FCN 검토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시험과정;

입회(선별 입회) 및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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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고체폐기물처

리계통패키지

(폴리머고화장

치, SRDS,

CWDS 등의 

설비류)

1. Identification

가. 인수 및 관리상태

나. 청결, 유지 및 보수상태

2. 설치공사를 위한 공정 및 

절차서는 적합하게 작성되

었나?

3. 설치는 절차서에 따라 적절

히 수행되는가?

4.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미결된 NCR의 안전성 

관련 여부

나. 종결된 NCR의 처리결과 

확인

5. 설계변경사항의 안전성 관

련 여부(DCN/FCN)

6. 수압누설 시험절차서는 적

합하게 작성되었는가?

가.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최종검사;

품질보증서류검토

현장확인

작업착수전;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검토

설치과정(50, 100%);

설치도면, 절차서 및 

기록검토, 현장확인

(선별확인)

설치과정(50, 100%);

부적합사항보고서

검토

설치과정(50, 100%);

DCN/FCN 검토

시험착수전;

절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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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7. 수압시험은 적합하게 수행

되고 시험결과는 만족하는

가?

가. 시험과정

나. 시험결과

8. 배관의 용접, 검사 및 시험

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는가?

가. 용접결과

나. 관련 요건에 따른 비파

괴검사방법과 결과

시험과정;

입회(선별입회) 및 

결과 확인

설치과정(50, 100%);

ISO도면과 품질보증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선별확인)



지 침 번 호 KINS/GI-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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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번 호 2

발 행 일 2013.4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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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6.1절 소내방사선 감시계통(지역, 공정, 유출물)

주관부서 : 방사선안전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감시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하에서 방

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선준위, 1차 냉각재계통 및 2차 증기공급계통내의 방사선준위 및 

누설을 감시하고, 액체 및 기체 유출물 내의 방사능농도를 감시함으로서 원자로시설의 

이상상태를 제어하고 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을 선량한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가능

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설비이다.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은 설치지역 내 방사선준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고정 설

치되고 총 감마방사선을 연속적 감시하여 설계시 고려된 방사선구역의 설계허용치 초

과여부 등을 감시하며, 설치 위치에서의 방사선준위를 현장, 출입통제시설(보건물리실)

및 주제어실의 운전원에게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감시계통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에 포함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감시, 기록 및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계통은 유

출물뿐만 아니라 액체공정 경로 내 방사성오염물질의 방사능 준위와 농도, 공기조화계

통 내 공기 중 방사능을 감시한다.

방사선감시계통의 시설검사 단계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기술기준에 기술된 

바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

를 수행한다.

2.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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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감시기

1) 일차시료 채취실 지역감시기

2) 주증기 및 주급수 원자로건물 관통지역감시기

3) 원자로건물 운전지역감시기

4) 원자로건물 상부 운전지역감시기

5) 노내계측기 지역감시기

6) 원자로건물 인원 출입구 지역감시기

7) 사용후연료저장조 지역감시기

8) 신연료저장고 지역감시기

9) 비상기술지원실 지역감시기

10) 방사화학실험실 지역감시기

11) 주제어실 지역감시기

12) 기타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선준위를 감시하기위해 설치되는 감시기

나.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

1) 일차보조건물 공기조화계통 유출물감시기

2) 일차보조건물 배기 공기정화기 입구감시기

3) 이차보조건물 및 고에너지 배관지역 공기조화계통 유출물감시기

4) 이차보조건물 배기 공기정화기 입구감시기

5)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 유출물감시기

6) 원자로건물건물배기계통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실 공기조화계통 유출물감시기

7) 주제어실 외부공기 흡입구감시기

8) 원자로건물 공기감시기

9) 방사성 폐기물 건물 공기조화계통 유출물 감시기

10) 복수기 진공펌프 배기유출물감시기

11) 증기밀봉배기 유출물감시기

12) 기체 방사성 폐기물관리계통 배기감시기

13) 비상기술지원실 공기 흡입구 감시기

14) 기타 기체 및 액체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상태 및 사고조건에서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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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피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선량률 준위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방사선량률이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경고 및 경보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계통을 작동시키도록 연동신호를 발생한다.

나. 공정 방사능감시계통은 1, 2차 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계측하여 운전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출물 방사능감시계통은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에 따른 일반인의 방사선피폭을 적절히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배기 및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때에 자동적으로 경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계통에 연동신호를 제공한

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안전관련 계통과 연관된 지역방사선감시계통과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 감시계통

은 IEEE Class 1E 및 Seismic category I의 요건으로 설치되며, 소외전원상실시 

비상전원이 공급된다. 소내 방사선감시계통 중 안전관련 계통인 지역 감시기 (원

자로건물 지역 감시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지역 감시기) 및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주제어실 공기흡입감시기)의 고경보작동시 비상 환기계통이나 방출 차단

계통에 연동 신호가 제공된다.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감시 정보에 대해 자동 기

록장치가 설치되며, 원자로 제어실에 계측결과가 표시·기록된다.

나. 지역감시기 중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방사선감시계통은 단일고장, 분리, 격리, 환

경보증요건 및 지진보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IEEE 379, 323 및 344 기준에 

따라 설계된다. 공정 및 유출물 감시계통과 시료채취계통의 감시기들은 안전성

관련 및 발전소보고계통의 일부로서 단일사고기준, 분리, 격리, 환경 및 내진검

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IEEE 379, 323, 344 및 384에 따라 설계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설치절차서, 제작사 메뉴얼 및 시공계획서 검토

나. 지역 방사선 감시계통

1) 감시기들의 설치 위치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설치지역 내 방사선준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

치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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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감시기와 표시창의 설치위치가 지역방사선감시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3) 감시기 연결 케이블의 상태가 외부 충격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

한다.

4) 감시기의 시공 상태가 제작사 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5) 지역방사선 감시채널의 정보가 주제어실, 보건물리실 및 현장제어판에 신호가 

전달되도록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감시계통

1) 방사선감시기 스키드 설치가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 방사선감시기 설치위치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되

었는지 확인한다.

3) 시료 이송관이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열선의 사용이 요구되는 시

료 이송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감시채널의 정보가 감시채널의 정보가 주제어실, 출입관리시설(보건물리실) 및 

현장제어판에 신호가 전달되도록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5) 기체 방사성물질을 연속감시 또는 샘플링하는 감시기는 시료채취시 대표성 및 

시료이송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점검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실제 설치된 방사선감시계통의 상태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 구매, 설치된 방사선감시계통의 수량, 규격 및 설치 위치가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1)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점검선원(check source) 장착 여부 확인

2) 지시, 경보, 기록장치의 유무 및 적합성 확인

3) 공정 및 유출물감시계통의 경우 감시계통에 연결된 시료채취 배관의 대표시료

채취 적합성, 유량률 측정기기 및 펌프의 적합성 확인

나.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제작사 요건과 시공사의 요건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다.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관련 기술기준 및 적용 가능한 산업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라. 방사선/능 준위와 관련한 감시정보가 주제어실, 출입관리시설(보건물리실 및 현

장제어판에 표시되도록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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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 전 검사

1) 시설 및 기기의 구매사양, 제작 품질기록 및 설치도면을 확인한다.

2) 지역감시기의 설치 위치 선정 시 그 위치의 대표성을 확인한다.

3)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 설치위치 선정 시 시료이송의 손실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 시료채취 위치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있는 사항

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5) 감시기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시공절차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공사 중 검사

1) 기기 및 대상 시설의 설치가 설계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지역감시기 설치 시 해당 설치위치에서의 고정 적합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한다.

3) 감시기 연결 배선이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공정 및 유물물감시기 시료채취라인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사항 및 관

련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5) 지역, 공정 및 유출물 감시기 설치 시 관련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설치 공사기간 중 감시기의 관리상태 및 점검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최종검사

1) 안전설계사항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2) 소내방사선감시계통의 전원공급 및 감시기 Rack의 접지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

다.

3) 검사 대상 각 시설 및 기기가 설치 완료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4) 기기 위치선정 적합성, 설치 시 품질관리절차서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5) 지역, 공정 및 유출물감시기가 관련 설치절차서, 제작사 매뉴얼 및 품질관리절

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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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감시계통

가.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점검선원이 관련 기술기준과 설

계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나. 안전관련계통과 연관된 지역방사선감시계통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감시계통의 관련 설비가 해당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설

치되었는지 여부

라.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접지상태의 적합한지 여부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규제치침 12.5 공정·유출물 방사능 감시 및 시료채취계통

3. KEPIC NRB6000

4. US NRC Reg. Guide 1.97, 8.8 등

5. ANSI/ANS-HPPS-6.8.1

6. US NRC NUREG-0737

7. US NRC Inspection and Enforcement Manual (Radiation Protection)

8. ANSI N13.1-196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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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 소내방사선

감시계통

(지역방사선감

시계통, 공정 

및 유출물 감

시계통)

1.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규

격, 수량, 설치위치 및 점

검선원은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요건에 적합한가?

2. 안전관련계통과 연관된 소

내 방사선감시계통이 전기

등급 및 내진등급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3. 공정 및 유출물 방사능감

시계통의 시료채취배관, 유

량율 측정기기, 펌프 등이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4. 소내방사선감시계통의 전

원공급 및 감시기 rack의 

접지상태, 기록 및 경보장

치는 적합한가?

5.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지

시치 및 경보를 보건물리

실 및 원자로제어실로 전

달하는 설비는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공사전 

구매계약서 검토,

인수검사기록 검토,

제작사 기기사양서

검토,

시설설계도면,

계기위치도면,

설치절차서 검토,

공사중

Isometric 도면검토

및 현장 검사,

현장설계변경기록

검토,

부적합사항 검토

기록,

품질보증관련 기록

검토,

최종검사

품질보증관련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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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6.2절 방사선관리설비

주관부서 : 방사선안전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방사선관리설비는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예상과도상태 및 사고조건에서 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을 선량한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시설검사에서는 방사선관리설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대로 설치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기준과 지침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방사선관리설비

1) 방사선방호시설

2) 방사선방호장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방사선방호시설은 각 시설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원자로시설의 방사선관리구

역에의 출입을 관리하고,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에서 외부방사선에 의한 종사자의 피폭

의 제한,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의 제한, 그리고 방사성물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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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역, 신체 및 장비의 표면오염을 제거하며, 방사성시료의 채취 및 계측, 체내외 피

폭의 측정 및 판독, 방사선측정기의 교정 및 방호장비 보관의 기능을 한다.

나. 방사선방호장비는 실험실 및 계측실에서 방사성시료의 계측, 오염검사, 방사선관

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의 측정, 표면오염 측정,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시료채취 및 

농도 측정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종사자의 외부방사선피폭에 의한 피폭을 감시 및 측

정하며, 호흡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체내유입 방지, 종사자의 인체오염 방지, 비상시에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기능을 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해당없음

3. 세부 검사내용

가. 방사선방호시설의 방사선구역등급 및 오염구역 등급에 따른 시설의 적합성을 확

인한다.

나. 출입관리설비(전신오염감시기, turn stile, ADR system, 보건물리실, 갱의실, 제염

실)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방사성오염의 제거, 오염확산방지, 오염 검사를 위한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특히, 방사성오염이 가능한 바닥의 구배 적합성 확인 및 표면보호도장의 규격 적합성

을 확인한다.

라. 차폐시설의 재질, 두께 등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

한다.

마. 방사선방호장비의 확보상태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방사선관리설비 설치절차서가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설치는 절차서

에 따라 수행되고 그 결과가 관련 규제기준과 지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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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공사 착수 전 검사

가) 시설 및 장비의 구매사양, 제작품질기록 및 설치도면을 확인한다.

2) 공사 중 검사 유의사항

가) 장비 및 대상 시설의 설치가 설계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최종 검사

가) 검사 대상 각 시설 및 장비가 설치완료 되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방사선관리설비의 설치는 관련 규제기준과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3. KINS 규제기준 13.2, 13.3, 13.4, 13.6

4. KINS 규제지침 13.1, 13.3, 13.4, 13.6, 13.8, 13.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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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방사선관리

설비 (방사선

방호시설, 방

사 선 방 호 장

비)

1. 방사선방호시설은 적합하

게 설치되었는가?

- 출입관리시설 

- 보건물리실

- 갱의실

- 신체제염실

- 장비제염실

- 교정실

- 계측실, 전신계수실, 선량

계 판독실

- 방사화학 실험실

- 시료채취실

- 세탁실

- 의복보관실

- 방사선관리구역, 오염구

역 및 차폐시설

2. 방사선방호장비는 적합하

게 구매, 보관 혹은 설치

되었는가?

- 실험실 및 계측실 계측장

비

- 휴대형 및 이동형 방사선

계측기

- 휴대형 공기시료채집기

- 개인선량계 (법정선량계 

및 보조선량계)

- 개인호흡방호장구 및

fitting test 장비

- 비상용 방호장구

- 방호복, 방호모, 덧신, 장

갑 등

공사전

설치절차서 검토

공사중

시설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 검사,

현장설계변경기록

검토,

부적합사항 검토

기록,

품질보증관련 기록

검토  

최종검사

품질보증관련 기록

검토

공사전

구매계약서, 인수

검사기록 및 제작사

기기사양서 검토

공사중 

품질보증관련 기록

검토 

최종검사

품질보증관련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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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6.3절 기상관측 계통

주관부서 : 기상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가동시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상 방사성 물질의 방출관리 및 

주변주민이 받게 될 피폭방사선량 계산과 사고시 방사성 물질로부터 주변주민의 건강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의 수립 및 적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위한 필수자료

인 기상자료의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요건에 적합한 기상관측계통을 설치하고 유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기상관측 시설 및 관측 기기의 설치

나. 기상관측 기기의 종류 및 성능

다. 기상관측 기기의 검․교정

라. 자료의 수집, 처리, 기록 및 보관

마. 자료의 송수신

바. 비상전원 공급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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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방출관리, 피폭방사선량평가)을 위한 기상자료의 제공

나.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대책수립 및 비상대응조치를 위한 기상자료의 제공

2. 안전 설계 사항

가. 기상관측계통은 다음의 필수적인 기상자료와 기타자료를 수집․제공 할 수 있어

야 한다.

ㆍ 풍향, 풍속 (지상 10m 및 방사성물질 방출고도)

ㆍ 대기안정도 (지상 10m 및 방사성물질 방출고도의 기온)

ㆍ 기온 (지상 1.5m, 10m 및 방사성물질 방출고도)

ㆍ 습도 (지상 1.5m)

ㆍ 강수량 (노장)

ㆍ 기타 필요한 기상자료

나. 기상관측기기는 기상청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

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원자

력등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참조기준으로서 US NRC Reg.

Guide 1.23 및 ANSI/ANS 3.11을 참조할 수 있다.

다. 기상관측계통은 발전소의 안전운영 및 사고시 비상대응조치를 위하여 MCR,

EOF, TSC 등에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제공

되는 자료의 처리형태(평균처리 등)가 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비상대응조치에 적

합하여야 한다.

라. 기상관측계통은 외부전원 상실상태에서도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 기상관측탑은 주변건물이나 장애물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보

수․관리․일상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편이시설(승강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구매계약서, 인수검사기록, 제작사 기기사양서 및 설치절차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을 확인한다(기상관측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 관측기기의 설치 위치 및 성능이 관련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기상청 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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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상기 기능 및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

나. 관측기기의 성능이 관련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정 합격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기상관측시설 및 관측기기의 설치위치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마. 관측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기상관측계통 운영절차서, 계기계열 교정절차서 등이 포함된

다.

바. 비상전원 공급설비의 성능을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전

1) 기상관측탑 위치 선정시 그 위치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2) 발전소의 안전운영 및 사고시 비상대응조치를 위한 자료의 송수신 설비, 관측기

기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관리․일상점검 등의 용이성을 위한 편이시

설(승강시설 등), 관측기기의 설치위치, 관측기기의 사양 등을 포함한 기상관측

계통 설치계획서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나. 공사중 검사 

다. 최종 검사

1) 풍향, 풍속계가 지상 10m 및 방사성물질 방출고도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기상탑이 송전탑식일 경우 풍향, 풍속계, 온도계가 기상탑 자체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상탑 폭의 2배 이상 되는 기기지지대 위에 부지의 주풍향 방향

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만 해륙풍이나 산곡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 부지

와 같이 2개의 주풍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지의 경우에는 주풍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온도계 및 습도계가 노장의 지상 1.5m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강수량계 등이 노장의 적절한 위치에 적정규격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5) 각 기상관측기기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에서 요구하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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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등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각 기상관측기기 및 예비품이 기상청 검정합격품 인지 확인한다.

7) 기상관측계통 운영절차서, 계기계열 교정절차서 등을 포함한 관측기기의 성능유

지를 위한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8) 기상관측계통이 MCR, EOF, TSC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제

공되는 자료의 형태(평균값)가 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비상대응조치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9) 기상관측 자료의 수집, 처리, 기록, 보존방법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10) 비상전원 시설의 설치여부 및 그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1) 낙뢰 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개항이 충족될 경우 본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내지 5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내지 5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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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7조(기록과 비치)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4.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1.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 및 대기확산특성

에 관한 조사․평가, KINS/RG-N01.03)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6. 지상기상관측 방법, 기상청

7. 안전성분석보고서 2.3.3

8. 10 CFR 50 App. E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9. Reg. Guide 1.23 (rev.1) “Meteorological Monitoring Programs for Nuclear Power

Plants"

10. ANSI/ANS 3.11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Determining Meteorological

Information at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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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공사계획

기상관측탑

기기 설치

1. 설치공사를 위한 공정 및 

설치절차서는 적합하게 작

성되었는가?

가. 관련 작업절차서

나. 작업원의 자격

다. 필요한 장비들의 유효성

1.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위

치에 설치되는가?

가. 부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나.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

형에 의한 영향 유무

다. 주변 구조물에 의한 영

향 유무

1. 풍향계, 풍속계의 설치위치

가 적합한가?

가. 지상 10m 및 방출고도

나. 기상관측탑에 의한 영향 

최소화

다. 진북 설정의 적합성

2. 온도계의 설치위치가 적합

한가?

가. 지상 1.5m, 10m 및 방

출고도

나. 기상관측탑에 의한 영향

최소화

공사전 검사;

공사계획서, 관련 설계

도면 검토 및 현장확

인

공사전 검사;

관련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확인

최종 검사;

관련 설계도면, 규제기

술요건과의 상호 비교

를 통한 적합성 확인 

및 현장확인

최종 검사;

관련 설계도면, 규제기

술요건 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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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기기 성능

자료의 처리

3. 백엽상의 설치위치는 적합

한가?

가. 노장 상태

나. 백엽상의 규격

4. 강수량계 등의 설치위치는 

적합한가?

가. 노장 상태

나. 강수량계 규격

1. 관측기기들의 성능이 원자

력등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가?

가. 관측기기의 오차 및 정

확도

나. 자료 수집, 처리, 기록 

방법

2. 관측기기들이 기상청 검정

합격품인가?

1. 자료의 처리방법은 타당한

가?

가. 자료의 수집방법

나. 자료의 평균 및 통계처

리 방법

다. 자료의 기록 및 보존방

법

최종 검사;

관련 설계도면, 규제기

술요건 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 검사;

관련 설계도면, 규제기

술요건 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 검사;

제작자 매뉴얼, 규제기

술요건 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 검사; 기상청 검정

서 확인

최종 검사;

관련 절차서, 규제기

술요건 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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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자료 송수신

비상 전원

절차서

1.기상자료를 MCR, EOF, TSC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가?

가. 송신 수단

나. 송신 방법

다. 송신자료의 형태

1. 비상전원 공급설비가 설치

되고 그 성능이 적합한가?

가. 비상전원 공급설비의 규

격

나. 비상전원 공급설비의 용

량

1. 기상관측계통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련 절차서가 작성되

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가?

가. 기상관측계통 운영절차

서

나. 기상관측계통 교정절차

서 

다. 유지, 관리, 보수 등 성

능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계획 등

최종 검사;

관련 설계도면, 절차

서, 규제기술요건 검토 

및 현장확인

최종 검사;

제작자 매뉴얼 및 현

장 확인

최종 검사;

관련 설계도면, 제작자 

매뉴얼, 규제기술요건 

검토 및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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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6.4절 환경감시시설

 주관부서 : 생활환경방사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환경방사선/능 감시시설은 환경시료 중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실험실

과 환경감시포스터로 구성된다. 환경감시포스터에는 대기 중 방사선/능 감시를 위해 

환경방사선감시기, 열형광선량계, 대기시료채집기 등이 설치된다. 환경방사선감시기는 

공간감마선량률을 측정, 수집 및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장치와 환경실험실, 주제어실, 

기술지원센터, 비상대책실에 공간감마선량률 자료전송을 위한 장치가 포함된다. 환경

실험실은 시설의 운영으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환경시료 

중의 방사성물질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시료 전처리실, 시료저장실), 장

비실(항온항습기, 알파․베타․감마계측기기), 보관실(시료, 자료)을 갖추어야 한다.

 동 시설에 대한 사용전(시설) 검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허가시 승인된 사항에 따라 

설계특성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설치 및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현장검사, 

서류검토 및 면담 등을 통해서 검사를 수행한다. 

 2. 검사 대상

  가. 환경감시포스터의 장비

  나. 환경실험실의 장비, 기기 및 공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제3.2.6.4절                                                     개정 3 - 2013. 4- 2 -

 1. 주요 기능 

 가. 시설의 안전운영(주민보호 및 환경보전)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방사선/능 감시 자

료 제공 

 나. 시설주변 환경의 방사성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시 비상대책의 수립 및 적

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위해서 주변 환경 방사능자료 제공

  

 2. 안전 설계 사항

 가. 환경감시포스터의 위치는 공간감마방사선량율의 측정, 방사능 분석용 시료 채취

가 적합하여야 하고 그 위치는 감시지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환경방사선/능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일상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 환경실험실은 환경시료의 전처리, 계측(분석), 시료와 자료의 보관 등에 충분할 정

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환경감시포스터는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방사선/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위치

에 설치되었는 가를 확인한다.

    1) 주변지역의 기상특성, 인구분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

    2) 환경방사선 및 채집시료가 주변 건물이나 장애물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받

지 않는 곳

  나. 환경감시포스트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 열형광선량계, 대기시료 채집기는 

설치위치와 부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 노장위 1.0~1.5m 높이에 설치

    2) 주변 지형지물에 의한 방사선 영향의 최소화

    3) 낙뢰방지 시설 설치

    4)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한 비상공급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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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실험실은 환경방사능을 계측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실험

실 장비 운영에 필요한 부대 설비가 확보되어 있는 가를 확인한다.

    1) 환경방사선/능을 측정하는 장비 

    2) 항온항습장치 설비 

    3) 비상전원 공급 설비 

    4) 실험실의 안전 관리 설비 및 청결 관리     

  라. 환경실험실은 시료를 보관하고 전처리하고 공간과 장비를 유지하고 자료를 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가를 확인한다.

    1) 시료의 보관실, 전처리실 

    2) 자료의 보관실

    3) 환경방사능 측정/분석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기기의 사양이 환경보전목적으로 제출한 방사선환경

조사계획보고서의 내용과 관련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환경조사결과의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문서기록(시료채취, 전처리, 측

정·분석) 및 시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다. 환경감시포스터와 환경방사선/능 측정기기의 설치위치가 적합한 가를 확인한다.

 라. 환경방사선/능 감시자료 수집, 처리, 보존, 전송 등을 위한 장치가 비상대응 및 환

경보전 목적으로 적절하게 설치되었는 가를 확인한다. 

 마. 비상전원 공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가를 확인한다. 

 바. 환경시료 전처리 및 계측 등을 위한 환경실험실로서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확

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전

   1)  환경감시포스터와 환경실험실의 선정 위치가 부지 및 주변지역을 대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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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다.

  2) 환경실험실은 환경방사선/능 감시계획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이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나. 공사중 검사

 다. 최종검사

  1) 환경감시포스터는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와 열형광선량계는 지상 1.0~1.5m의 

높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타 지점과의 상호 비교 등에 있어서 공식자료로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환경시료 전처리 및 계측 등을 위한 환경실험실로서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확인한다.

  3) 환경실험실, 주제어실, 기술지원센터, 비상대책실에 적절한 환경방사선/능 감시자

료가 전송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개항이 충족될 경우 본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1. II.2항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3항 내지 5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만

족되었을 때.

 2. II.2항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3항내지 5항에 의거한 검사 결과가 아

래와 같을 때

  가.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나.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

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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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환경감시포스터

환경방사선 감

시기/대기시료 

채집기

계측/분석기기

의 위치

1. 환경감시포스터가 부지 및 

주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는가?

가.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상특성과 연계

나. 부지 및 주변지역의 

인구분포특성과 연계

다. 감시기 설치지점 주변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

2. 환경방사선 감시기의 

설치위치가 적합한가?

가. 지상 1.0~1.5m

나. 주변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 최소화

다. 낙뢰 방지시설 설치

라. 비상전원 공급설비 

설치

3. 환경방사능 계측 및 

분석관련 기기의 

설치위치는 적합한가?

가. 배경준위의 영향

나. 청결 유지상태

다. 항온항습장치 설치

라. 비상전원 공급설비 

설치

공사전 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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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계측/분석기기

의 확보

실험실의 확보

4.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기기 들의 관련규제 

기술 요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확보되는가?

가. 환경방사선 감시기

나. 감마핵종분석기 

다. 저준위 알파베타 계수기 

라. 열형광선량계  

마. 액체섬광계수기 

바. 기타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 관련 기기

5. 환경중의 방사성물질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및 부대시설이 

확보되었는 가 ?

가. 시료 전처리실

나. 시료/자료 보관실

다. 계측 및 분석실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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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감시자료

실험실 공간

환경실험실 

운영

6. 환경방사선/능 감시 자료의 

처리 및 제공 등을 위한 

관련 설비의  설치는 

적절한가?

가. 자료의 수집, 처리,

방법

나. 자료의 평균 및 통계 

처리 방법

다. 자료의 기록 및 보존 

방법

라. 자료 전송방법 및 형태 

7. 환경실험실은 

환경방사선/능 감시계획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8. 환경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다음사항이 구비되어 

있는가?

가. 환기 및 배수설비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다. 비상전원 공급설비      

설치

라. 청결 유지상태

마. 기타 실험실 안전설비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공사전 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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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7.1절 격납건물 열제거 및 격리계통

주관부서 : 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격납건물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외부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고시 방사성 핵

분열생성물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벽이므로, 격납건물 구조물은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관 파열사고, 급수관 파열사고 등의 가상 사고시의 압력, 온도 

조건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의 구조물은 가상사고후 장기

간동안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기밀(소량유출)방벽으

로서의 기능을 가상 사고조건에서 요구되는 기간동안 유지해야 한다. 격납건물 열제거 

및 격리계통은 이러한 사고시 원자로건물을 차단하고 건물내 비상 냉각을 통하여 외

부로 방사성 물질의 누설을 차단하고 건물내 방사성 물질을 용해시키는 기능을 수행

한다. 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설비는 안전등급으로 설계되며 다중성을 확보하

여 하나의 계열에서 고장이 발생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OPR-1000 및 APR-1400 원전의 경우,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 중 송풍냉각기계통은 비

안전관련 설비이다.

격납건물 열제거 및 격리계통의 설치검사에서는 이들 설비가 관련요건에 부합되었

는지 여부와 해당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이 제출된 설계 및 공사방법 신고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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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격납건물 살수펌프 (SAR 6.2절)

나. 격납건물 살수노즐 (SAR 6.2절)

다. 격납건물 열교환기 (SAR 6.2절)

라. 격납건물 송풍냉각기 (SAR 6.2절, 9.4절)

마. 관련 배관 및 밸브 (SAR 6.2절)

바. 격납건물 격리밸브 (SAR 6.2절)

사. 격납건물 출입구 및 관통부 (SAR 6.2절)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은 살수계통과 송풍냉각계통으로 구성되며 정상 운전 상

태에서 격납건물 내 공기의 정화, 냉각 및 압력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가상사

고 후에도 격납건물 살수계통을 이용하여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급격히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건물 송풍냉각기는 정상운전 시 원자로건물 대기 

냉각 및 혼합을 위해 제공되며, 사고시에는 안전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격납건물 격리계통은 격납건물의 경계를 통해 정상 또는 비상시 유체의 유통

은 허용하지만 가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제한하거나 방

지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격납건물 살수 계통은 최대효과를 갖고 있는 단일능동기기의 기능상실시에도 최소

한의 열제거 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정상운전중 격납건물 대기는 격납건물 냉각 및 환기계통의 연속운전에 의해 허용

온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격납건물 살수 계통은 공학적 안전설비로서의 다중성 및 전원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즉, 계통은 단일능동고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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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펌프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살수계통의 살수헤더의 위치, 예상되는 살수 형태, 사용되는 살수 노즐의 형식 

및 노즐의 분무 능력 등 살수헤더와 노즐의 배열이 살수되는 격납건물 체적을 

최대로 하며 살수의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격납건물 비상배수조는 ECCS 재순환펌프에 신뢰성있고 장기적인 수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설계에는 살수 및 비상노심 냉각수

가 비상배수조로 배수되어 이 물이 격납건물 살수계통이나 비상노심냉각계통

을 통하여 재순환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배수조 및 보호망 집합

체의 설계는 장기 재순환 냉각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사. 검사와 시험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 설계

는 계통과 펌프, 밸브, 살수 노즐 등의 계통요소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운전

성 시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정상 혹은 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과 계통요소의 성능을 감시하

기 위한 계측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측장치는 어떠한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

는지 혹은 고장인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격납건물 격리계통은 관련기능을 적절히 수행되도록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에

서도 안전성관련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비산물, 배관 휩 

등과 같은 동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차. 격납건물 관통부의 배관계통들은 다중성 및 신뢰성을 가진 누출감지, 격리 및 

격납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격납건물 격리밸브의 자동 동작 시험과 격리밸

브의 누설시험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카. 일차격납건물의 경계를 관통하는 배관들 중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이

거나 격납건물 대기에 직접 연결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격리밸브를 갖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1) 격납건물 내.외부에 각각 1개의 잠금장치를 갖춘 닫힘 격리밸브

2) 격납건물 내부에 1개의 자동격리밸브와 격납건물 외부에 1개의 잠금장치를 

갖춘 닫힘 격리밸브

3) 격납건물 내부에 1개의 잠금장치를 갖춘 닫힘 격리밸브와 격납건물 외부에 

1개의 자동격리밸브

4) 격납건물 내.외부에 각각 1개의 자동격리밸브

타. 격납건물 경계를 관통하는 배관이지만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나 격납건물 내

의 대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배관에는 적어도 1개의 밀봉된 폐쇄부위

(locked closed), 원격수동조종 또는 자동 격리밸브가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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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최근 개정된 도면의 현장시공에 반영 여부 및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부적합 품목 처리내용의 적합성 및 미결여부를 확인한다.

라. 절차서에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마. 계통의 수압시험 결과와 세정결과를 확인하고 판정 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한

다.

바. 주요 기기 및 지지물의 설치 상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설계 제원과 안전성분석보고서와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나. 부적합 사항 처리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주요 기기의 설치 상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설치전 검사사항

1)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

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

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 제작자 품질관련기록(QVDL) 및 NCR)

2) 주요 기기의 설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검사자료:제작자 지침서, CIDR)

나. 설치후 검사사항 

1)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졌는지 확인한

다.(검사자료:CIDR, 현장검사)

2)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수압시험기

록 및 계통 세정기록)

3) 검사대상 각 시설의 설치가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차

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4)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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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다. 기타 사항

1)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

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3. 부적합 품목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되

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 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 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

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4.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 상태 확인

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5.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 결과 모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6. 계통의 기기들의 설치 완료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7.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청정도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

리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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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3. 설계 및 공사방법 신고서

4. 안전성분석보고서 6.2 “격납건물계통”

5. 계통 설명서 6.2 “격납건물계통”

6.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도면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E-N01, 6.2.1, 6.2.2, 6.2.4,

8. 10 CFR 50.46, "Acceptance Criteria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for

Light Water Nuclear Power Reactors,"

9.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6, 38, 39, 40, 50



제3.2.7.1절                                                     개정 3 - 2013. 4- 7 -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열제거 및 

격리계통

1.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

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된 제원과 일치하는지 검

사한다.

2.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었는지 

검사한다.

3. 부적합사항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

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되

고 서류화되었는지 검사한

다.

- 부적합 사항의 관리는 서류

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안

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

다.

- 수리나 현상태 사용(As

-is)으로 조치된 부적합사항

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기기 설치전/설치중 

안전성분석보고서, 제

작자 지침서, 품질관련 

기록(QVDL) 등을 참

고하여 현장검사

기기 설치중/설치후  

계통도면(P&ID), 시공 

도면 등을 참고하여 

현장 검사

기기 설치중/설치후  

부적합보고서 (NCR),

품질관련 기록을 참고

하여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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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열제거 및 

격리계통

4.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반영되

어야 하며 각각의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 탱

크 및 열교환기 설치 상

태 확인

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5.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 결과, 모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6.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

은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청

정도기준을 결정하여 유

지․관리되는지 검사한다.

기기 설치중/설치후 

설치검사 기록(CIDR),

제작자 지침서, 품질관

련 기록 등을 참고하여 

현장검사

기기 설치후 구간별 

수압시험보고서, 수압

시험 요건을 참고하여 

현장 검사

기기 설치중/설치후 

제작자 지침서, 품질관

련 기록, 기기 유지관

리 카드, 주기점검 기

록 등을 참고하여 현

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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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열제거 및 

격리계통

7. 계통 세정이 관련요건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검사한다.

배관 설치후 계통 세

정 요건에 따른 시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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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7.2절 격납건물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주관부서 : 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당없음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시에는 핵연료 피복재와 수증기의 반응 등에 의해 많은 

양의 수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격납건물 내 수소가 축적될 경우 산소와의 

폭발적 연소반응으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격납건물 내의 수소농

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격납건물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을 설치한다. 가연

성기체제어계통은 가연성기체의 혼합, 가연성기체 농도의 감시 및 감소를 위해 수소재

결합기계통(전기식 또는 피동촉매형), 수소감시계통, 수소점화계통, 수소혼합시설, 수소

배기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전 설계에 따라 설계기준사고시 수소제어 및 중

대사고시 수소완화 기능을 수행한다. 설계기준사고 대처를 위한 기기는 관련 고시에 

따라 안전등급3으로 설치되며, 수소배기계통과 중대사고 대처설비는 비안전등급으로 

설치될 수 있다.

본 시설검사의 목적은 각 기기의 제작 품질검토, 설계자료와의 비교, 설치 위치 및 

상태 등의 적합성을 확인함으로써 사고시 계통의 운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사

는 검사점검표에 따라 주요 기기의 설치 기간이나 그 전후에 수행한다. 검사시에는 설

치되는 각 기기의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상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기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현장검사를 통해 설치중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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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된 기기들의 정렬상태 확인 및 제작자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른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전기식 수소재결합기 (SAR 6.2절)

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SAR 6.2절)

다. 수소감시계통 (SAR 6.2절)

라. 사고후 수소배기계통 (SAR 6.2, 9.4절)

마. 수소점화계통 (SAR 6.2절)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연성기체제어는 수소제거(재결합 및 연소), 수소감시, 수소혼합 및 배기 등 4개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격납건물 대기중 수소제거

수소재결합기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대기중에 축적되는 

수소기체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전기식 수소재결합기는 전용 관통부 및 배관을 

통해 격납건물 내 수소혼합체를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된 재결합기 본체로 강제 

이송하여 고온에 의한 수소-산소의 재결합반응을 수행하고 반응으로 생성된 증기

를 다시 격납건물로 보내 격납건물 내 수소를 제거한다.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PAR)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내 수소의 유동이 주로 형성되

는 지점에 설치되어 전원공급이 없어도 촉매반응을 통해 수소를 제거한다.

수소점화기는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내 수소의 축적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되어 

전기적 가열에 의한 점화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소를 연소시켜 수소완화기능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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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납건물 대기중 수소농도 감시

격납건물 수소감시계통은 수소재결합기와 별도의 계통으로 격납건물 대기시료

를 전송 및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감시계통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료 

채취점으로부터 격납건물 관통부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다.

다. 격납건물 대기혼합

수소혼합계통의 기능은 냉각재상실사고시 격납건물 내 수소의 국부체적농도가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수소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수소혼합은 자연대류와 격

납건물살수계통, 격납건물냉각팬 등에 의해 수행된다.

라. 격납건물내 수소배기

사고후 수소배기계통은 수소재결합기계통에 대한 후비 계통으로서 설계기준사

고 후 격납건물 대기의 수소농도를 낮추기 위해 운전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수소재결합기(설계기준사고용)와 수소분석기는 안전등급3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

계, 품질보증, 다중성, 전원 및 계측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한다. 또한 단일고장 가정하의 소내 또는 소외 전원상

실의 경우에도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기초 및 지지물을 포함한 가연성기체제어계통은 내진범주I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즉,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을 기능손상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다수 호기간 공유하는 설비는 공유로 인해 해당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

지 않아야 한다.

라.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를 혼합시키는 계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계통의 기능

설계는 격납건물 형식에 따라 다르며, 송풍기, 송풍냉각기 또는 격납건물 살수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마. 계통의 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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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제원

이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나.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른 현장시공 여부 및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의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다.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의 적합성 및 미결여부를 검토한다.

라. 각 기기의 설치 완료후 시험결과의 절차서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마.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이 품질보증요건의 청정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되는

지 검사한다.

바. 기기설치에 따른 시험 또는 검사가 적절히 완료되어 시운전 부서로 이관되었는

지 검토한다.

사. 전기식 수소재결합기 설치시 다중의 전용관통부를 설치하였는지 검사한다.

아.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및 수소점화기의 설치 위치가 적합하며, 설치후 관리상

태가 적절한지 검사한다.

자. 정주기 시험을 위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및 수소점화기의 접근성이 확보되

었는지 검사한다.

차.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촉매체 및 촉매 성능시험 장비에 대한 관리상태를 검

사한다.

카. 수소감시계통에 시료채취 배관의 보온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상태의 적합성

을 검사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설계 제원과 제작품질 기록을 비교 검토한다.

나. 최근 개정된 도면의 현장시공에 반영 여부 및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공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다. 주요 기기 및 지지물의 설치 위치 및 상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검사한다.

라. 사업자의 설치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판정 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검사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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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

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

한다.

나. 설치된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가 적절해야 한다.

다.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3. 부적합 품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확인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 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 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

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4.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계통의 각 밸브 

및 배관의 설치 및 용접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

5. 계통의 기기들의 설치 완료후, 각 기기에 대한 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기

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등급 밸브는 가동중시험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수

행되어야 한다.

6.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청정도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

리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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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공통 

(수소재결합기계

통, 수소감시계통,

수소점화계통, 수

소배기계통)

1. 주요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과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제원의 일치

여부

2.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른 현

장시공 여부 및 시공시 도면

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의 

반영여부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의 적합성 및 미결여부

가. 부적합사항의 관리는 문서

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안

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함

나. 수리나 현상태 사용(As-is)

으로 조치된 부적합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

근거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함

기기 설치전/

설치중 안전성 

분석보고서, 제 

작자지침서, 품 

질관련기록(QV

DL) 등을 참고 

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

기기 설치중/

설치후 계통도 

면(P&ID), 시공 

도면 등을 참고 

하여 현장검사 

및 서류검토

기기 설치중/

설치후 부적합 

사항보고서(NC

R), 품질관련기 

록을 참고하여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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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공통 

(수소재결합기계

통, 수소감시계통,

수소점화계통, 수

소배기계통)

4.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 제작

지침서 등 의 요건 반영여부 

및 각 밸브 및 배관의 설치

상태 적합성

5. 각 기기의 설치 완료후 시험

결과의 절차서 판정기준 만족

여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및 안전등급 밸브의 가

동중시험 기술기준 준수여부

6.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이 

품질보증 요건의 청정도기준

에 따라 유지·관리 되는지 여

부

7. 기기설치에 따른 시험 또는 

검사가 적절히 완료되어 시운

전 부서로 이관되었는지 검사

기기 설치중/

설치후 설치검 

사 기록(CIDR),

제작자 지침서,

품질관련 기록 

등을 참고하여 

현장검사

기기 설치후 

관련 점검 내용 

및 결과 서류검 

토

기기 설치중/

설치후 제작자 

지침서, 품질관 

련 기록, 기기 

유지관리 카드,

주기점검 기록 

등을 참고하여 

현장검사

기기 설치후 

계통의 인계/인 

수 기록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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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수소재결합기계

통 (전기식)

수소재결합기계

통 (피동촉매형)

수소감시계통

수소점화계통

1. 수소재결합기 설치를 위한 다

중의 전용관통부 설치여부

1. 수소재결합기 설치 위치의 적

합성 및 설치후 관리상태 적

절성

2. 정주기 시험을 위한 수소재결

합기의 접근성 확보여부 및 

적절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

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3. 촉매체 및 촉매 성능시험 장

비의 관리상태 적절성

1. 수소감시계통 설치상태 및 설

치후 관리상태 적절성

2. 시료채취 배관 보온설비 설치

의 적합성

1. 수소점화기 설치 위치 및 설

치후 관리상태 적절성

2. 정주기 시험을 위한 수소점화

기의 접근성 확보여부 및 적

절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기기 설치전/

설치후 안전성 

분석보고서, 제 

작자지침서 등 

을 참고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

기기 설치후 

안전성분석보고

서, 제작자지침 

서 등을 참고하 

여 현장검사 및 

촉매체 육안점 

검

기기 설치중/

설치후 제작자 

지침서를 참고 

하여 현장검사

기기 설치후 

안전성분석보고

서, 제작자지침 

서 등을 참고하 

여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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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8.1절 잔열제거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잔열제거계통(정지냉각계통)은 원자로 정지 후 증기발생기를 통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열(Decay Heat) 제거와 계통의 냉각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시점(원자

로 고온정지: 400psia, 350℉)으로부터 원자로를 핵연료 재장전 온도(14.7psia, 120℉)

까지 냉각시키고 이를 재장전운전기간동안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동 계통은 

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로서 사고결말의 완화를 위한 안전주입(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기능을 갖는다.

잔열제거계통은 정지냉각펌프(표준원전의 경우 저압안전주입펌프)와 압력방출밸

브, 계통격리밸브 및 열교환기, 관련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설치검사 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설치될 기기와 설치된 기

기들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 기기설

치 절차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현장검사를 통해 제작자지침서 요구사항에 

따른 기기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중 및 설치된 기기들의 정렬 상태를 확

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정지냉각 펌프

나. 정지냉각 열교환기

다. 정지냉각 계통 격리밸브, 압력방출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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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밸브, 배관, 오리피스 및 계측설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원자로 정지 후 증기발생기를 통한 원자로냉각계통의 냉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

는 원자로 고온정지 상태(350℉, 410psia)에서 계통을 핵연료 재장전 온도까지 냉

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나. 장기 노심 냉각 및 재장전 운전 시 원자로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열(Decay

Heat)을 제거하여 원자로의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다. 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로서 사고 결말의 완화를 위한 냉각재의 저압

안전주입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 기능을 갖는다.

라.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정지냉각계통의 저온 과압 발생을 방지한다.

마.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수를 충수하거나 배수할 때 핵연료 재장전

수 탱크와 재장전 수조를 연결시켜 충수 및 배수기능을 수행한다.

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감압되어 운전 중일 때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연계하

여 냉각재를 정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은 내진 설계

되어야 한다.

나. 잔열제거계통은 유동 불안정(예: 수격현상)에 대한 동적 영향과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잔열제거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발전소간에 공유되는 경우, 공유로 인

한 안전기능 수행능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라. 잔열제거계통은 예상운전과도상태 동안 허용 핵연료 손상한계 및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고조건에서도 노심 냉각을 위한 충분

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잔열제거계통의 주요 기기들은 요구되는 기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검사와 시

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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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검사내용

가. 펌프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설계제원 검토 및 제작자 성능시험

자료 확인

나. 펌프 설치절차서 타당성 검토 및 설치결과 확인

다. 밸브 품질보증자료 검토 및 설치상태 확인

라. 열교환기 형태, 설계온도, 유량, 압력 손실 등 설계제원 및 시공사항 검토

마. 열교환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설치결과 확인

바.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의 타당

성 검토

사. Class 1E 비상 전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 설비 확인

아. 보충수 공급원의 내진범주1 설계 확인 및 보충수 공급기능 확인

자. 온도,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적합성 확인

차.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

(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본지침서의 “주요 기능” 및 “안전 설계 사항” 이행내용을 확인한다.

나. 설계제원과 제작품질기록을 비교 확인한다.

다. 최근 개정된 도면의 현장시공에 반영 여부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부적합품목(NCR) 처리내용의 적합성 및 미결여부를 확인한다.

마. 절차서에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바. 동 계통의 관련기기들이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 계통의 수압시험 결과와 세정결과를 확인하고 판정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아. 주요 기기 및 지지물의 설치상태와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한다.

자. 동 계통의 중요 기기 들이 정상운전중 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차. 관련 설비의 가동전시험결과가 있다면 이를 확인한다.

카.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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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본 계통의 검사를 위해 다음 검사지침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 펌프 및 밸브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3)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나. 펌프 및 열교환기 온도, 압력, 유량 측정, 지시 및 경보 장치 설치 적합성을 확인

한다.

다. 공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공사 착수 전 검사

가)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 시에 발행된 불만족사항 중 종결되지 않은 사

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 QVDL, NCR)

나) 주요 기기의 설치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검사자료: 제작자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사

를 해야 할 용접부위가 노출되어 접근가능한지 파악한다.(검사자료: 수압시험

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FSAR, 현장검사)

2) 기기 설치 중/설치 후 검사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졌는지 확인

한다.(검사자료: CIDR, 현장검사)

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 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

물질 유입방지절차서, 기기유지관리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검사자료: 수압시험

기록 및 계통세정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PSAR, 현장검사)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의 설치가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

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나) 설치가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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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기록, 주기점검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FSAR, 계통도면, 제작자지침서)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다) 안전 방출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와

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라) 펌프의 진동과 펌프 성능이 가동중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사한다.

마) 수압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밸브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지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1. 본 지침서 “주요 기능” 및 “안전 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제원 및 제작품질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

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 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되

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기기

들은 다음 검사지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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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합시험 결과, 10분 이상 시험압력을 유지하여 모

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1.5배 이상

7. 계통의 기기들의 설치 완료 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결과가 관련절차서의 판정기

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등급 펌프, 밸브는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시

험 요건에 따라 시험되고 결과가 적합하여야 한다.

8.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

하여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9. 다음의 1개 항이 충족될 경우 본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상기 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상기 검사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1)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적합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

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제16조 “설비

의 공유”,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9조 “잔열제거설비”, 제30조 “비상노심

냉각장치”,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7조 “과압방지”, 제40조 “성능검증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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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3조 “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

의 보호설계”, 제44조 “신뢰성”, 제49조 “초기시험”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23)“원자로시

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

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

한 규정”,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3. 교육과학기술부 원검 71233-78 “가압경수형 원전 부분충수운전 안전조치요건”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I-N01 발전용 원자로 정기검사지침서 IV.8.2 “정지

냉각계통”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E-N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5.4.7절 “잔열제

거계통”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I-N013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

질보증검사 지침서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T-N27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 중 시험지침

8.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MN “원자력기

계”, MGE “배관”

9. 표준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5.4.7절 “정지냉각계통”

10. 표준형원전 정지냉각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

11. 표준형원전 정지냉각계통 계통설명서

12.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 ”

13. ASME Standard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Subpart 2.5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Structural Concrete and Structural Steel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Subpart 2.8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fo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Mechanical Equipment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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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잔열제거계통

주요기기

가. 펌프

나. 밸브

다. 열교환기

라. 배관 

마. 기타 

1. 펌프 설계제원 검토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2. 펌프 설치절차서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펌프 정렬상태 점검

3. 펌프의 제작자 성능시험 

성적서 확인

- 유량

- 차압

- 진동

4. 밸브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동작시간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 밸브 위치 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

설치상태 

확인 

검사지침

서 참조

KEPIC-20

00 MO

“원전 

가동중 

시험”

참조

5. 열교환기의 설계제원 및 

시공사항 검토 

- 형태, 설계온도, 유량,

압력 손실 등

설치전 서류검토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검사지침

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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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잔열제거계통

주요기기

가. 펌프

나. 밸브

다. 열교환기

라. 배관 

마. 기타

(계속)

6. 열교환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열교환기 설치상태 

점검(측량결과 기록)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검사지침

서 참조

7. 열교환기, 배관 설계,

제작 기록, 용접,

비파괴검사 기록 검토

8. 수압시험결과 확인

가. KEPIC MN 배관

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

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1.5배

이상

설치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안전관련 

배관 

용접”

설치상태 

확인 

검사지침

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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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잔열제거계통

주요기기

가. 펌프

나. 밸브

다. 열교환기

라. 배관 

마. 기타

9. 기타/공통사항 확인

-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의 타당성 검토

-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 

도면에서 시공상 유의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

- 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들의 

현장 관리 상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외부 전원상실시 Class

1E 비상 전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내진범주1로 설계되는 

보충수 공급원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온도,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의 

타당성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전후 현장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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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8.2절 비상노심냉각계통

주관부서 : 원자로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공학적 안전설비의 핵심부를 이루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주증기관

파단사고 또는 증기발생기전열관파단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붕산수를 

공급하여 노심을 냉각하고,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하여 노심을 안전한 상태로 유

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설비는 안전등급으로 설

계되며 다중성을 확보하여 하나의 계열에서 고장이 발생하여도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 자동으로 작동되며 운전

원의 즉각적인 조치 없이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붕산수를 공급하여 사고의 결과를 최

소화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고압안전주입계통과 저압안전주입계통이 이루는 능동부와 수동

부인 안전주입탱크로 구성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초기단계에서 핵연료재장전수탱크

(RWT)로부터 붕산수원을 취하는데 재장전수 탱크의 수위가 감소하여 재순환작동신호

(RAS)가 발생하면 고압안전주입계통의 흡입원을 격납용기 재순환 집수조로 바꾸게 되

고 저압안전주입계통은 자동 정지하여 고압안전주입계통만이 안전주입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수동부인 안전주입탱크는 각 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냉

각재계통 압력이 탱크압력 이하로 감소하면 탱크내의 붕산수는 압력차이에 의해 자동 

주입된다.

1400MWe급 신형경수로(이하 APR1400)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안전주입펌프와 안전

주입탱크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주입펌프는 단기 및 장기 운전모드에서 격납건물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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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수탱크(IRWST)로부터 원자로용기직접주입노즐을 통해 노심에 붕산수를 주입한다.

안전주입탱크는 각각 원자로용기직접주입노에 연결되어 있는데 원자로냉각재계통 압

력이 안전주입탱크 압력 이하로 감소하면 탱크내의 붕산수는 압력차이에 의해 자동 

주입된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치검사에서 이들 설비가 관련요건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

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안전주입펌프

나. 안전주입탱크

다. 안전주입펌프의 수원 및 집수조 스트레이너

라. 밸브

마. 오리피스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냉각재상실사고시 노심 냉각을 위하여 냉각재계통에 붕산수를 공급한다.

나. 냉각재상실사고후 장기 노심 냉각의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기 노심 냉각시 붕산수를 공급하며 붕산 석출을 방지한다.

라. 주증기관파단사고와 같이 과잉 냉각으로 정반응도가 투입될 때 붕산수를 주입하

여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은 내진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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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유동 불안정(예: 수격현상)에 대한 동적 영향과 하중을 고려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발전소간에 공유되는 경우, 공유

로 인하여 안전기능 수행능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라.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예상운전과도 동안 허용 핵연료 손상한계 및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고조건에서 노심 냉각을 위한 충분

한 용량과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설계기준사고 및 완전급수상실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초과사

고에서도 노심을 냉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주요 기기들은 요구되는 기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비상노심냉각계통을 구성하는 각 펌프, 밸브, 탱크, 재순환집수조 및 스트레이너

(APR1400의 경우, 집수조 및 스트레이너)의 설계사양 및 품질 등이 PSAR/FSAR

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각 기기가 PSAR/FSAR와 최신 도면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계자/제작자의 시공 

주의사항을 준수하면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제작, 인수, 보관, 설치, 유지 등에서 발행된 부적합사항(NCR)이 적절하게 조치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각 제작품의 규격, 재질, 성능 등이 PSAR/FSAR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최신 도면과 시공 주의사항이 시공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부적합사항(NCR) 처리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라. 각 품목의 품질기록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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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기기가 설치된 위치와 방향이 관계도면 및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부적합사항(NCR)이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치되었

는지 확인한다.

다. 제작단계의 각 품질보증기록이 누락없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각 기기의 규격, 재질, 성능, 설치위치, 방향이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지침서/도면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관련 부적합사항(NCR)이 적절하게 조치되어야 한다.

3. 각 품질기록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IV. 첨부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0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 신고리 1,2호기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3. 신고리 1,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4. 울진 5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 KINS-AR-835, 2005년

5. KEPIC-MN

6. KEPIC-QAP

7. 신고리 3,4호기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3절 비상노심냉각계통

8.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3.5 비상노심냉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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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비상노심냉각

계통

1.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

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원과 일치하는

지 검사한다.

2.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

며 시공시 주의사항이 이

행되었는지 검사한다.

3. 부적합사항에 대한 현 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

는 확인되고 서류화되었

는지 검사한다.

1) 부적합 사항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한 내용과 

그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2) 수리나 현상태 사용으

로 조치된 부적합사항

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

적 판단근거는 서류화

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기기 설치전/설치중 

안전성분석보고서, 제

작자지침서품질관련 

기록(QVDL)등을 참

고하여 현장검사

기기 설치중/설치후 

계통도면(P&ID),

시공 도면 등을 

참고하여 현장 검사

기기 설치중/설치후 

부적합보고서, 품질관

련 기록을 참고하여 

현장 검사



제3.2.8.2절                                                     개정 3 - 2013. 4- 6 -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4. 각 기기의 설치 절차서에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5. 각 기기는 정해진 위치와 

방향으로 견고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6. 설치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 결과, 어떤 용

접부위에서도 누설이 없

어야 한다.

가. KEPIC MN 배관의 시

험압력 

1) 수압: 설계압력의 1.25

배 이상

2) 기압: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 배관의 시

험압력 

1) 수압: 설계압력의 1.5

배 이상

2) 기압: 설계압력의 1.2 ～

1.5배 이상

기기 설지전/설치중 

제작지침서 및 설공

서를 참고하여 현장

검사

기기 설치중/설치후 

설치검사 기록(CIDR),

제작자 지침서, 품질

관련 기록 등을 참고

하여 현장검사

기기 설치 후 각 구

간별 수압시험보고서,

수압시험 요건을 참

고하여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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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7.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

건에 관한 지침

(KINS-G-003)”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기준을 결정

하여 유지․관리되는지 

검사한다.

8.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

치와 설계 설정치와의 

일치여부, 밸브 방향 등

을 검사한다.

9. 계통 세정이 관련요건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

지 검사한다.

기기 설치중/설치후 

제작자 지침서, 품질

관련 기록, 기기 유지

관리 카드, 주기점검 

기록 등을 참고하여 

현장검사

기기 설치중/설치후 

제작자 지침서, 품질

관련 기록, 기기 유지

관리 카드, 주기점검 

기록 등을 참고하여 

현장검사

배관 설치후 계통 세

정 요건에 따른 시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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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9.1절 소외 전력계통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스위치야드설비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

비)에 따른 소외전력계통(또는 우선전력공급계통)의 일부로서 모선, 차단기, 단로기, 애

자/붓싱, 피뢰기 및 보호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본 검사지침은 스위치야드설비의 물리

적 상태를 확인하고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규정에 의거 스위치야드설비의 

설치검사에 적용한다. 소외전력계통이 우선전력계통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단설비, 보호설비, 전원설비에 대하여 독립성, 용량 및 공급 

능력, 시험성 등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시공 및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현장 

실사, 도면검토, 제작시험기록 평가 및 면담을 통해서 검사를 수행한다.

2. 검사 대상

스위치야드 차단설비에 포함된 보호계전기반, 직류/교류 전원설비, 접지 및 피뢰설

비, 추가적으로 한류제한기 또는 고장파급장치가 설치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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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소외전력계통은 소내전력계통과 송전계통간의 연계 기능을 제공하며, 우선전력계

통의 일부로서 소외전원상실(LOOP)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설비로 발전소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설비이다. 정상운전시에는 주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변압기 및 스

위치야드설비를 통해서 345 kV(154kV포함) 또는 765 kV 송전망에 전송하고, 필요에 

따라 발전기가 이용불능일 경우, 송전망에서 역으로 주변압기에서 소내보조변압기를 

통하여 소내전력을 공급하거나, 대기보조변압기를 통하여 각각의 부하군별로 안전등급 

및 비안전등급 모선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용량 및 공급 능력

우선전력공급계통의 개별회로는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사용될 경우, 각각의 우

선전력공급계통은 안전 및 비안전 등급 부하의 최대 예상 동시부하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이 산정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운전결과로 인한 설계조건을 만족하

고 발전소 설계기준 사고 발생시 필수기능 유지에 필요한 전력기기에 요구되는 충

분한 용량 및 공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동률

송전계통으로부터 안전등급 소내전력계통까지의 최소한 2개의 회선이 발전소 

기동 및 정상 운전시에는 독립성 요건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최소 1개의 우선전

력공급회로가 설계기준사고 후 수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안전등급 모선에 전력공

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2의 우선전력공급회선은 발전소 안전성 분석

을 통해 적절하다고 입증된 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사고 중 및 

사고 후의 안전정지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독립성

소외전력계통은 단일기기 고장에 의해서 우선전력공급회로 모두가 동시에 상실

되거나 차례대로 상실될 확률이 최소화 되도록 물리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다중 

회로가 1개 철탑에 설치된 경우, 철탑의 붕괴 및 전도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

록 주변 전선로 및 설비와 충분히 이격되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운전시나 예상사고 및 주위환경 조건에서 전원이 동시에 상실될 가능성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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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중성

우선전력공급계통의 기기는 다중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송전탑 및 선로분

리, 직류계통, 전선로 포설경로, 스위치야드 배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마. 시험과 점검

우선전력공급계통 설비의 보호계전기 시험, 차단기 동작시험, 절환장치 시험과 

같은 주기시험 능력이 설계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스위치야드 차단설비

1) 가스절연 모선(GIB)의 정격(절연강도, 정격전류 및 온도상승, 절연 또는 조작을 

위한 압축가스의 정격 압력), 설계 및 구조(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절연, 보조 및 

제어기기, 연동 및 감시장치)에 대한 기술기준은 CEI/IEC 62271-203을 만족해

야 한다. 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주요 시험항목은 첨부 표 1. 과 같다.

2) 스위치야드 차단기는 안전성분석보고서, ‘8.2.2 안정도 분석’에 명시된 고장제

거시간 즉 차단기 동작시간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면 선행호

기의 경우, 765kV 차단기는 2사이클이고, 345kV 차단기는 3사이클이다.

나. 보호계전기반

단락, 지락사고, 모선 보호 등의 차단기의 보호협조가 해당 절차서를 만족하고 

있는 지, 그리고 개별 계전기들의 교정 결과가 허용값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

인한다.

다. 축전지설비

1) 직류전력계통

축전지 및 충전기설비, 분전반설비, 전선 및 전선로설비는 소내 직류전력계통 

사용전(시설)검사 지침중 비안전등급 전력설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교류전력계통

무정전 전원설비, 전선 및 전선로설비는 소내 교류전력계통 사용전(시설)검사 

지침중 비안전등급 전력설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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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선 및 전선로 설비

설계 및 현장도면에 부합하게 전선 및 전선로가 설치되었고 상별 표시 및 이

격거리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접지 및 피뢰설비

1) 구조물 및 전기설비 접지

가) 접지도체는 최대 지락전류와 고장지속 시간을 고려하여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하며 국부적으로 위험한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

한 도전율을 가지는 도체를 선정해야 하고 철 구조물은 나동선(예: 250 ㎟)

으로 접지망에 접합(bonding)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렌치(Trench) 내부는 규격에 따른 나동선(예: 250 ㎟)으로 연결한

다.

다) CCPD(Capacitor Coupled Potential Device) 본체, CCPD용 지지대

(Support), GIB 및 GIS 붓싱 외함 등은 접지되어야 한다.

라) 옥외 제어패널 외함과 내부의 접지모선(Ground Bus)은 각각 접지되어야 한

다.

마) 모든 설비는 외함이 접지되어야한다.

2) 제어 및 계측설비 접지

가) 계측회로의 차폐접지는 IEEE 1050에 따른다.

나) 접합된 접지선은 절연 분리되어  접지루프가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다) 계측접지계통은 발전소 건물내부의 기기접지와 분리하며, 발전소 주접지

망에 1점에 접합(bonding) 한다.

라) 고압케이블의 금속성차폐는 IEEE 422에 따라 대지기준 전위상승이 해당 

발전소의 설계기준값(예: 25 V)를 넘지 않도록 접지계통에 연결되어야 한

다.

3) 접지망 접지

가) 접지망은 피뢰도선과 대지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

한 도체로서, 낙뢰전류를 충분히 방출할 수 있는 용량과 면적을 가져야 

하며, IEEE 80 및 665에 따라 전위경도를 안전값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적

절하게 접지도선을 분포시켜야 한다.

나) 지락 고장전류에 대한 저 임피던스 귀로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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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전소의 접지계통은 안전접지, 계통접지(중성점접지), 계측접지 및 낙뢰보

호접지가 하나의 접지망에 연결되는 공통접지로 구성되고 발전소 접지저

항 값은 접지망의 면적, 대지 고유저항 값, 접지도체 길이에 따라 결정되

고, 발전소의 접지저항 값은 설계값 이하로 한다. 설계된 값은 접지저항 

측정시험을 통해서 실제 값과 차이가 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발전소의 낙뢰보호(피뢰설비)는 IEEE 665의 낙뢰보호 요건과 NFPA 780

및 UL 96A를 기준하여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며, NFPA 780

의 위험 평가지침에 따라 주요건물 및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건물에 낙뢰 

보호설비가 설치되어 발전소 주접지망에 접속되어야 한다.

마) 낙뢰보호설비 설치 후 NFPA 780-2004, 부록 D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s) 요건 (또는 필요한 경우,

KS-IEC 62305-2007)에 따라 낙뢰보호설비의 시스템 구성 부재 점검, 낙뢰

보호설비의 전기적인 연속성 점검, 인하도선의 적절한 보호, 인하도선과 

주 접지 망과의 적절한 연결, 접지계통의 접지저항 측정 등을 시험 및 검

사하여야한다.

바. 기타 부속기기(한류제한기, 고장파급방지장치) 등

1) 발전소에 한류제한기, 고장파급방지장치 등이 설치된 경우, 차단연동장치,

공급전원 및 동작제한치 이내에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2) 발전소에 무효전력보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적정무효전력을 감당할 수 있

는지 발전기 여자장치 또는 모선전압 변동에 따라 적합하게 응동하는 지 확

인한다.

3) 보호계전기반과의 연동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스위치야드 차단설비

(1) 차단기 특성 및 설계요건 시험

나. 스위치야드 보호설비

(1)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형식시험, 일상시험 및 특별시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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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특성 확인 (예: 중첩과 보호협조, 후비보호 등의 적합성)

다. 스위치야드 직류 및 교류 전원설비

소내 교류 및 직류전원설비의 사용전검사 지침서 KINS/GI-N010에 따름

라. 접지 및 피뢰설비

(1) 구조물 및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2) 제어 및 계측설비의 접지설비

(3) 접지망 접지저항값의 측정

(4) 낙뢰보호설비의 시험 및 검사

5. 검사유의사항

가.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기술기준 등)과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내용을 검사 실시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설계사양 및 관련

절차서(인수, 작업 및 시험)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가 참조하고 있는 문서들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서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다. 전기적 독립성, 다중성 및 물리적 독립성, 전선 및 전선로 이격, 설비 식별표시

기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우선전력공급계통 전기설비는 설치 전․후에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규정

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 개항이 충족될 경우에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1. 위의 II.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3항과 II.4항에 의거

한 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2. 위의 II.2항의 안전설계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3항과 II.4항에 의거

한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가.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만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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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

을 때.

3. 기타 검사내용의 판정기준은 해당 발전소의 관련 절차서를 참조한다.

IV. 평가결과

검사 점검표

※ 가스절연설비(GIS) 시험구분 표(형식시험/ 공장시험 보고서 확인을 위한 참고)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7조(사용전검사)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3.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8장(전력계통)

4.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5. KEPIC-ENB-6210, 전기1급 전력계통 설계

6. KEPIC-ENB-6220, 우선전력 공급계통 설계

7. KEPIC-EMC-5000, 계측 및 제어기기 접지설계 기준

8. KEPIC ENB 5000 전기1급 전력계통 및 기기보호

9. KEPIC ENB 6220 우선전력 공급계통설계

10. IEEE 242 Recommended Practice for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11. IEEE 399 Recommended Practice for Power Systems Analysis

12. IEEE 484 Recommended Practice for Installation Design and Installation of

Vented Lead-Acid Batteries for Stationary Applications.

13. IEEE 485 Recommended Practice for sizing Lead-acid Batteries for Stationary

Application.

14. IEEE 665 Guide for Generating Station Grounding.

15. IEEE 666 Design Guide for Electric Power Service Systems for Gen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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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s.

16. IEEE C37.90.1 Standard surge withstand capability test for protective relay and

relay systems.

17. IEC 60044-1 Instrument transformers-Part 1 : current transformers.

18. IEC 60186 Voltage transformers.

19. CEI/IEC 62271-203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above 52kV.

20. IEEE 1050 Guide f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Grounding in

Generating Stations

21. IEEE 951 IEEE Guide to the Assembly and Erection of Metal Transmission

Structures

22. IEC 60056 High-Voltage Alternating-Current Circuit Breaker

23. KS-IEC 62305, 낙뢰보호설비 관련 4종의 기준,

24. KS-IEC 62305, 낙뢰보호설비, 제1부: 일반원칙 

25. KS-IEC 62305, 낙뢰보호설비, 제2부: 위험성 관리

26. KS-IEC 62305, 낙뢰보호설비, 제3부: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27. KS-IEC 62305, 낙뢰보호설비,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28. IEC 60480 Guidelines for the checking and treatment of sulfur hexafluoride

(SF6) taken from electrical equipment and specification for its re-use

29. IEEE C37.90 IEEE Standard for Relays and Relay Systems Associated with

Electric Power Apparatus

30. IEEE 422 IEEE Guide for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Systems in

Power Generating Stations

31. IEEE 80 IEEE Guide for Safety in AC Substation Grounding

32. NFPA 78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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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차단설비

1. 설계요건 및 시험 적합성 확인

- 해당시험 결과

- 안정성분석보고서, 8.2.2.1에 명  

시된 동작시간 확인

- (필요시) 형식/특별/일상시험 

결과  

2.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시험 적합

성 확인

- 해당시험 결과

- (필요시) 형식/특별/일상시험 

결과  

3. 공기압축기 설비 적합성 확인

- 해당시험 결과

- (필요시) 형식/특별/일상시험 

결과  

입회/서류검사

입회/서류검사

입회/서류검사

보호설비 4.차단기/보호계전기 적합

- 해당시험 결과

- 차단기 동작 시험결과

- 계전기 교정 시험결과

5. 계기용변압기(변성기 및 변류기)

시험적합성

- 해당시험 결과

(필요시) 형식/특별/일상시험 결

과 

입회/서류검사

입회/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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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전원설비

-직류전력계통

-교류전력계통

6. 축전지/ 충전기 설치 적합성

- 인수, 저장, 조립 및 최초 

가압전 검증상태

- 용량 및 특성의 적합성

- 점검 및 부속설비의 구비 조건 

및 설치상태

- 절연 및 접지상태

- 축전지랙 및 단자 접속  상태

7. 무정전전원설비 설치상태 적합

성(비안전등급)

8. 제어패널 설치상태가 적합성

- 접지 및 절연상태

- 단자 접속 상태

9. 전선/ 전선로 설치상태 적합성

- 케이블 설치(단말 처리 및 보호

조치 포함) 상태

입회/서류검사

입회/서류검사

입회/서류검사

입회/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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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스절연(GIS)설비 시험 구분 표 (참고용)

구    분

검사대상

차단
기

단로
기

접지
개폐
기

피뢰기
(Gap Type)

피뢰기
(Gapless

Type)
모선 PT

(CCPD) CT

형식
시험

절연시험 ○ ○ ○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
시험

충격전류내력
시험

○
(내전압
시험)

뇌충격
시험

뇌충격
시험

라디오주파수 
장해전압시험(RI

V)
○ ○ ○ 충격방전개시

전압시험 부분방전시험 개폐
충격시험

개폐충격시
험

주회로 저항측정
(연결부 

접촉저항 포함)
○ ○ ○ 제한전압 

측정 제한전압측정 ○
정확도
(오차결
정)

정확도
(오차결정)

온도상승시험 ○ ○ ○ 방전내량시험 ○ ○ ○

단시간전류 시험 ○ ○ ○ 방압시험 ○ 내단락
용량시험 ○

단락전류 투입 
및 차단시험 ○ 내전압시험

진상전류 
개폐시험 ○ 내열화성시험

여자전류 및 
지상 소전류 
개폐시험

○

외함의 보호등급 
확인 ○ ○

기밀시험 ○ ○ ○ ○ ○

동작시험과 
환경시험 ○ ○ ○

단락투입용량시
험 ○

위치지시장치 
기능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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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9.2절 소내 교류전력계통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교류전력 공급설비는 설계기준사건 발생 중 혹은 발생 

이후에도 안전관련 기기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고유기능을 발휘하여야 하고 다중

성, 독립성, 시험성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의 계열이 상실되어도 나머지 계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하나의 계열만으로도 설계기준사건 발생시 원자로를 안전

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공학적안전설비에 전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자로를 보호 및 제어하기 위한 전원과 공학적안전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전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전이 허용되지 않는 안정된 전원

이 필요하여 비상디젤발전기와 무정전 전원공급 설비가 발전소에 설치된다. 따라서 안

전등급에 해당하는 품질등급이 요구되고 설계, 제작, 시공, 시험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를 현장 실사, 도면검토, 공장시험기록 평가 및 면담을 통해서 검사를 수

행한다. 비상디젤발전기의 기계적 부분은 기계분야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2. 검사 대상

가. 소내 배전설비

1) 배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등)

2) 케이블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 계측케이블, 접속단자 등)

3) 전선로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접속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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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압기 (저압부하반 변압기)

5)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집합체

6) 기타 부속기기 등

나. 주발전기 설비

1) 여자기(Exciter) 설비(자동전압조정기, 여자변압기 등)

2) 상분리모선(IPB: Isolated Phase Bus)

3) 고정자 및 회전자

다. 변압기 설비

1) 주변압기

2) 소내보조변압기(UAT: Unit Auxiliary Transformer)

3) 대기보조변압기(SAT: Standby Auxiliary Transformer)

라. 비상전원설비

1) 비상디젤발전기(EDG: Emergency Diesel Genrator) 설비

2) 대체교류전원(AAC: Alternative AC) 설비

3) 무정전 전원공급(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비

4) 관련 현장 제어반

5) 기타 부속기기 등

마. 접지설비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소내 배전설비

전력 배전설비는 안전관련 모선에서부터 부하에 이르는 배전회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기로서 설계기준사건 발생시 안전관련 기기가 고유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발전기 설비

주발전기는 전력을 생산하여 대부분 송전망으로 송전하고 일부 소내 전력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고정자, 회전자, 여자기, 자동전압조정기, 상분리모선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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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다. 변압기 설비

변압기 설비는 송전망에서부터 소내 안전모선까지 우선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우선전력계통의 주요 설비이다. 주변압기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으

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승압하는 기기이며, 소내보조변압기는 발전기 정상운전 또는 

정지시 소내 전력계통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또한, 대기보조변압기는 주변압

기 또는 소내보조변압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기이다.

라. 비상전원 설비

비상전원 설비는 소외 전력계통으로부터 안전등급 모선에 이르는 우선전력 공급

계통이 상실될 경우 원자로를 안전 상태로 정지하고, 또한 유지할 수 있는 공학적 안

전설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전력 공급

설비이다.

무정전 전원공급 설비는 발전소 보호 및 제어계통과 공학적 안전설비의 제어계

통 등에 교류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필수 전력공급 설비

이다. 이 계통은 순간적인 정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 접지설비

전력계통에서 발생되는 지락, 단락, 낙뢰, 서지 등 전기적 사고와 그에 따라 수반되

는 고장전류에 의한 대지전위 상승을 방지하고 전력기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소내 배전설비

1) 계통의 다중성 

안전관련 전력 배전계통의 기기는 다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전력공급원,

배전선, 차단기 배열, 각 모선으로부터 공급되는 부하 및 전력계통의 계측제어 

전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단일고장기준 만족

안전관련 전력 배전계통은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전기적, 물리적으

로 분리되어야 하고, 안전등급 건물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선, 모선

과 부하, 모선과 전원공급원과의 상호연결, 스위치기어와 전원공급원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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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배치, 동일 부지내의 타 호기 발전소간의 교류전원계통의 공유 등이 포함된

다.

3) 소외 및 소내 전력계통의 독립성

소외 전력계통과 소내 전력계통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시 

안전모선에 공급되는 차단기가 신속하게 동작되어 소내 전력계통의 독립성이 

보장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계전기의 선정과 정정값 검토가 포함된다.

4) 식별

안전관련 전력설비의 안전모선, 패널, 전선, 전선로 및 단말장치를 포함하는 배

전 전력계통의 기기들은 적절한 식별방법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5) 보조지원 계통/설비

보조지원 계통과 설비의 계측제어회로 및 전원은 해당 계통이 지원하는 안전관

련 부하와 전력계통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된다. 따라

서 보조지원 계통 기기의 다중성, 계측제어와 부하에 대한 전원 공급배열, 기동

회로, 부하특성, 설비식별 분류 및 다중 전선의 설치 등이 안전관련 전력설비와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6) 계통의 시험과 점검

안전관련 전력설비는 계통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전 중 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계통의 운전 상태를 자동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기타 

안전관련 전력 배전계통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 계통과 구성 기기들이 적합한 내진등급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

- 계통과 구성 기기들이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위치하는지 여부

- 계통과 구성 기기들이 정상운전, 자연현상, 재해 및 가상사고 등과 같은 환경 

여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 계통과 구성 기기들이 규정된 품질보증등급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

나. 주발전기 설비

안전관련 설계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전 불시정지 유발 설비이므로 설비의 

건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변압기 설비

안전관련 설계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전 불시정지 유발 설비이므로 설비의 

건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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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전원 설비

1) 비상디젤발전기는 내진 설계되어 있으며, 안전등급 구조물 내에 위치하고 독립

된 공기시동계통, 흡입 및 배기계통, 연료공급계통, 냉각계통, 윤활유계통, 계측 

및 제어전원 등을 갖는다.

2)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의 해당 계열의 안전등급 부하에 전원을 공급해야하며,

다른 부하그룹에 자동절체나 병열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3) 하나의 계열만으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 용량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4) 소외전력 상실시 발전소의 안정정지를 위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공학적안전

설비 안전 모선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물리적, 전기적 독립성 및 다중성이 유지되어 단일고장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

전전력계통의 고유기능 수행에는 방해를 받지 않는다.

6) 운전 중 계열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7) 기동 신호를 받은 후 규정된 시간이내에 정격 속도, 전압 및 주파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8) 비상디젤발전기는 기동 및 운전 신뢰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도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9) 무정전 전원공급 설비는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에 필수전원을 공급한다.

10) 필수전원 모선의 전압 변동 범위는 120V±2% 이내, 주파수는 60㎐±0.5% 이내 

이하이어야 하며, 인버터에 정상 공급되는 직류전원이 상실될 경우에는 4.16ms

이내에 대체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 접지설비

안전관련 설계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전 불시정지 유발 설비이므로 설비의 

건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Code, Std, Reg. Guides 등)과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사 실시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설

계사양 및 관련절차서(구매, 인수, 작업 및 시험)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 독립성 및 다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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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전력공급 계통은 다중 부하그룹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이들 다중 부

하그룹은 전기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단일고장 기준을 만족하여 1개 부하그룹 

고장시에도 안전등급 전력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다. 물리적 독립성

각 부하그룹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등급 전기설비는 계열 또는 채널간에 물리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격되어야 하고, 분리된 안전등급 구조물 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라. 전선 및 전선로 이격

1) 전선로(케이블 트레이)는 상부로부터 전력용(고압, 저압), 제어 및 계측용 전

선로 순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개방형 전선로에 저압전원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 계열 사이의 최

소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장     소 수평이격거리 수직이격거리

비위험지역(전선분배실)

위험제한지역(발전소 일반지역)

위험지역

1 in(2.5cm)

6 in(15cm)

6 in(15cm)

3 in(7.5cm)

12 in(0.3m)

12 in(0.3m)

3) 비위험지역에서의 전력케이블은 밀폐형 전선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제어계측 케이블인 경우 전선관과 전선관 사이, 밀폐형 트레이와 밀폐형 트레

이 사이, 밀폐형 트레이와 전선관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1 in(2.5cm) 이며,

개방형 트레이와 전선관 사이의 이격거리는 수평 1 in(2.5cm), 수직 3

in(7.5cm)이다.

5) 상기 2)항에서 규정한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양 트레이 

사이에 방호벽 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면 이격거리는 최소한 1 in(2.5cm)

까지 허용된다.

6) 전기기기 제어반 및 계기반에서의 내부 배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6 in(15cm)

이며 동 거리를 이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폐형 전선로를 사용하거나 화재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선로의 지지상태, 간격, 연결부 및 단말처리, 손상 보호조치가 적절히 실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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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선의 접속은 단자함이 아닌 전선로 중간에서 접속해서는 안 된다.

9) 전선이 전선로 내에서 과다적재 및 배열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마. 설비의 건전성

1) 안전등급 전기설비는 내진범주 I의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 안전정지 지진(SSE)

중이나 이후에도 정상작동 하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 자연현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한다.

2) 안전등급 전기설비는 화재, 비산물 및 기계계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

도록 적절한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이들로부터 위험을 받지 않도록 이격되어

야 한다.

3) 안전등급 교류계통 전기설비는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접지해야 한다.

4) 노출된 전선관은 고온배관 및 기타 열원의 절연표면으로부터 최소한 1 ft. 이

상 이격하여야 한다.

5) 전기기기의 설치 및 시험, 전선 설치 및 단말처리 등의 작업이 관련 절차서에 

의거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바. 설비의 식별표시

1) 전기설비는 색깔로 분류되는 명판을 사용하여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전기 제어반 및 계기반의 내부 배선은 배선의 양단, 단자대 및 기타 회로의 

구분이 필요한 장소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전선은 전선 양단에 영구적인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전선로의 노출부분은 15 ft(4.5m) 간격으로, 관통부에서는 관통부의 입․출구

에 영구적인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전선은 설치하기 전에 식별표시가 되어야 하고, 전선로에 있는 전선은 5 ft

(1.5m) 간격으로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사. 시험성

1) 안전등급 전기설비는 주기적인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등급 전기설비는 설치 전․후에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규정된 시험

을 실시해야 한다.

3) 시험장비는 검교정 및 보관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아. 보호장치, 지시계 및 경보기

1) 안전관련 보호장치는 안전등급에 해당하는 품질등급이며, 기기검증이 적절하

게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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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시계 및 경보장치는 적절하게 교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각종(온도, 압력, 수위 등) 스위치는 운전 허용범위로 설정되고 교정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4) 센서는 감지 범위가 적절해야 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이나 주위의 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케이블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보호되어야 한다.

7) 계측기는 교정전․후값의 기록을 검토하여 드리프트가 허용값 이내인지를 확

인한다.

자. 보호계전기 및 차단기

1) 보호계전기와 차단기는 보호협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호계전기는 교정전․후값의 기록을 검토하여 드리프트가 허용값 이내인지

를 확인한다.

3) 차단기의 정격전압, 정격전류, 차단용량 등이 설계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

카. 저압부하반(Load Center) 변압기

1) 변압기의 정격전압, 전류, 용량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설계요건에 적합하

도록 시험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변압기의 설치환경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 전선의 접속, 접지, 보호계통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타.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집합체

1) 전기적 기계적 건전성은 시험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2) 전선의 이격, 식별,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3) 보호장치의 설정값이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하. 주발전기 및 변압기 설비

1) 주발전기 및 변압기 설비들이 관련 도면 및 설계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관련 케이블 포설 및 단말처리 상태를 점검하고, 전력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이 

적절하게 이격되어 설치됨을 확인한다.

3) 주발전기 및 변압기 설비의 절연저항 및 권선저항이 설계값을 만족하는지 확

인하고, 접지상태, space heater 작동상태, 외관의 도장상태 등이 적절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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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4) 관련 보호계전기의 선정 및 교정상태가 적절함을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건설허가 사항과 공사 시방서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안전관련 교류전력설비 및 관련 회로의 다중성 및 독립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 전선 및 전선로의 이격 거리, 격리, 식별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라. 기기의 접지, 단자접속 상태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기기의 창고에서의 보관상태 및 설치된 기기의 관리 상태를 점

검한다.

바. 보호계전기의 선정 및 정정값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사. 지진 혹은 설계기준사고시 안전등급 전력계통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설비가 인

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아. 설비의 설치후 시험, 검사 및 판정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자. 불만족사항 및 설계변경사항 처리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차. 검사대상 시설의 품질보증기록이 적절히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카. 비상디젤발전기의 기계적인 지원 설비는 기계분야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인수검사 문서와 현장설비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관련 배전계통들에 대한 검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다. 시험절차서가 참조하고 있는 문서들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서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라. 전기적 독립성, 다중성 및 물리적 독립성, 전선 및 전선로 이격, 설비 식별표시

기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 개항이 충족될 경우에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의 세부 검사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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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의 검사 중점사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의 세부 검사내용과 

4항의 검사 중점사항에 의거한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

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2.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8장(전력계통)

4. KEPIC ENB 6210 전기1급 전력계통설계

5. KEPIC END 1100 전기1급 기기 검증

6. KEPIC ENB 2000 전기1급 기기 및 회로 독립성

7. KEPIC ENB 6240 예비전력 공급용 디젤발전기 유닛

8. KEPIC ENB 6340 전기1급 제어반, 판넬 및 래크설계

9. KEPIC ENB 1200 전기1급 기기 및 계통 관련문서 식별방법

10. KEPIC ENB 1100 안전계통 설계

11. KEPIC END 6420 전기1급 전선로 계통설계

12. KEPIC END 6410 전기1급 케이블 계통설계

13. KEPIC ENB 5000 전기1급 전력계통 및 기기보호

14. KEPIC ENE 2100 전기1급 케이블 계통설치

15. KEPIC ENE 2200 전기1급 전선로 계통설치

16. IEEE 944,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Application and Testing of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 fo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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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배전반

- 고압배전반

- 저압배전반

- 전동기제어반

-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

현장제어반

- EDG 제어반

- 충전기/인버터

제어반

- 자동/수동 

절체 스위치

1. 배전반 설치상태

- 다중성 및 독립성요건 

- 위치 및 배열상태

- 식별표시 상태 및 설비 보호조치

- 인입․인출 케이블 및 전선관 

설치상태

- 내부배선 이격 및 지지물 

설치상태

- 단자 접속 상태

- 접지 및 절연상태

- 계측기 및 지시계 교정상태

- 내부 청결상태 및 밀봉상태

- space heater 작동상태

- 보호계전기 정정값 적합성

- 차단기 정격전압, 정격전류,

차단용량 적합성

2. 현장제어반 설치상태

- 다중성 및 독립성요건 

- 위치 및 배열상태

- 식별표시 상태 및 설비 보호조치

- 인입․인출 케이블 및 전선관 

설치상태

- 내부배선 이격 및 지지물 

설치상태

- 단자 접속 상태

- 접지 및 절연상태

- 계측기 및 지시계 교정상태

- 내부 청결상태 및 밀봉상태

- space heater 작동상태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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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케이블

- 고압케이블

- 저압케이블

- 제어케이블

- 계측케이블

전선로

- 케이블 트레이

- 전선관

3. 케이블 설치상태

- 케이블 배치 및 지지상태

- 케이블 식별표시

- 케이블 분리상태 (전력, 제어,

계측용 케이블)

- 이격거리 요건 준수상태

- 케이블 양단 습분유입 보호조치

- 피복손상조치   

- 곡률반경 유지 여부

- 과다적재 상태

- 전선로 중간에서 케이블 접속 

여부

- 케이블 정리 및 청결상태

4. 전선로 설치상태

- 전선로 배치 및 지지상태

- 전선로 식별표시

- 전선로 분리상태 (전력, 제어,

계측용 케이블)

- 이격거리 요건 준수상태

- 전선로 접지상태

- 케이블 과다적재 상태

- 전선로 청결상태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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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소내 변압기

- 저압 부하반 

변압기

격납건물 전기

관통부 집합체

주발전기 및

변압기 설비

5. 저압부하반 변압기 설치상태

- 위치 및 배열상태

- 식별표시 상태

- 단자접속 및 내부배선 상태

- 접지 및 절연상태

-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용량

- 내부 청결상태 및 밀봉상태

- space heater 작동상태

6. 격납건물 전기관통부 집합체 

설치상태

- 분리 및 식별표시 상태

- 요구되는 시험 이행 여부

- 케이블 접속상태

- 보호조치 상태

- 접지 및 절연상태

7. 주발전기 및 변압기 설비 

설치상태

- 설비의 위치 및 배열상태

- 설비 외관의 도장 및 청결상태

- 제어 및 보호설비 설치상태

- 접지 및 절연상태

- 전력 및 제어케이블 이격상태

- 단자접속 및 단말처리 상태

- space heater 작동상태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입회 또는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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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9.3절 소내 직류전력계통

주관부서 :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소내직류계통은 교류전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작동되어야 할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

기 위한 계통으로 연속적으로 신뢰성 있는 직류전력을 계측용, 제어용, 인버터, 기기 

손상 방지를 위한 비상 보조기기 등에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소의 정상운전, 사

고 및 발전소 소내정전사고(SBO)시에 충분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축전지 및 충전기의 용량, 설치상태, 사용 조건하에

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관련 계기 및 경보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축전지

나. 충전기

다. 케이블 및 전선로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직류전력설비는 축전지, 충전기로 직류기기 및 발전소 소내 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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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동력 및 제어전원을 공급하는 직류전원, 직류배전계통, 보조지원계통 등으로 

구성되어 인버터의 입력전원, EDG 제어패널, EDG 계자전원, 스위치기어 및 차단기의 

트립 및 투입코일 전원, 원자로 트립차단기, 솔레노이드 밸브, 보조급수펌프 현장패널 

등에 직류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직류전원계통의 기기와 부속계통은 전원, 전원공급 간선, 부하제어반, 각 모선의 

부하 및 계측제어용 전원을 포함한 직류전원 계통의 구성이 다중성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나. 다중 모선, 모선과 부하, 모선과 전원사이의 상호연결, 부지내 다수호기 발전소간

의 공유 직류전원계통의 다중계열에서 전선설치에 대한 설계기준 및 근거, 다중 

스위치기어, 전원공급장치의 물리적인 배치 등에 대한 전기적, 물리적 독립성을 

만족해야 한다.

다. 발전소 소내정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을 포함하여 축전지 및 충전기가 그 기능

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용량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라. 전선과 케이블 트레이를 포함한 직류전원 계통은 식별표식이 되어야 한다.

마. 보조지원계통/설비의 계측, 제어회로, 부하연결 등이 이 계통을 보조하는 부하와 

전원계통에 적용되는 동일한 품질등급,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인수, 저장, 조립 및 초기 충전 상태 점검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Reg. Guides, KEPIC/IEEE 등)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사전 충분히 검토한 후 초기 설치 직후 수행한 축

전지 용량에 대한 인수 시험 결과가 제작자 정격 또는 사업자 시방서 요건에 명

시된 규정 방전율과 지속시간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축전지 및 충전기의 용량 및 특성 점검

1) 설치되는 축전지의 정격이 사양서 또는 제작자의 정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축전지 및 충전기가 연결될 계통의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 충전기는 발전소 축전지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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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전지실 안전보호장구 구비상태 점검

축전지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보수 요원의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보호안경 및 안면 보호대

2) 내산 장갑

3) 보호용 앞치마 및 덧신

4) 산과의 접촉시에 눈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휴대용 또는 고정식 세척기구

5) 산의 유출시 이를 중화하기 위한 중탄산나트륨

6) 소화기

라. 축전지, 충전기 및 제어반의 설치상태 점검

1) 위치 및 배열상태

진동이 없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방호되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전기적 독립성 및 다중성

안전등급 전력공급 계통은 다중 부하그룹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이들 다중 부하

그룹은 전기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단일고장 기준을 만족하여 1개 부하그룹 고장

시에도 안전등급 전력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

다.

3) 물리적 독립성

각 부하그룹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등급 전기설비는 계열 또는 채널간에 물리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격되어야 하고, 분리된 안전등급 구조물 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내부배선 및 지지물 설치상태

전기기기 제어반 및 계기반에서의 내부 배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6 in(15cm) 이

며 동 거리를 이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폐형 전선로를 사용하거나 화재 방호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의 지지상태, 간격, 연결부 및 단말처리, 손상 

보호조치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5) 설비의 식별표시

- 안전등급 전기설비는 색깔로 분류되는 명판을 사용하여 계열 또는 채널간 식

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전기 제어반 및 계기반의 내부 배선은 배선의 양단, 단자대 및 기타 회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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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필요한 장소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전선은 전선 양단에 영구적인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선로의 노출부분은 15 ft(4.5m) 간격으로, 관통부에서는 관통부의 입․출구에 

영구적인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전선은 설치하기 전에 식별표시가 되어야 하고, 전선로는 5 ft (1.5m) 간격으로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6) 절연 및 접지상태

- 축전지 셀이 장착되는 부분이 내산 절연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축전지 금속제 가대(rack) 및 전선관은 접지되어야 한다.

- 충전기 외함은 접지되어야 한다.

6) 단자접속 및 접속저항

축전지 셀간 단자 접속은 규정된 토크로 견고하게 조립하고, 단자 접속저항은 

제한치 이내로 관리되어야 한다.

7) 내진검증 상태 유지

설치상태가 내진검증 상태대로 구조적 건전성(볼트체결 또는 용접상태)을 유지

하는지 확인한다.

8) 축전지의 설치 및 보관

- 축전지셀 전해액의 최적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유출된 전해액을 씻기 위한 

휴대용 또는 고정식 용수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 축전지셀 간의 온도차가 3℃이내가 되도록 설치 및 배치하여야 한다.

- 극판은 전해액에 완전히 잠기도록 전해액이 상한선까지 채워져 있어야 한다.

- 축전지셀은 청결, 건조, 시원하고 수평인 옥내에 설치하고, 아주 낮은 온도나 

국부적인 열원이 있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 셀은 제작자가 권고한 시간 이상 축전지를 충전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지 않아

야 한다.

마. 축전지실 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상태 점검

축전지 설치후에는 축전지실에 수소농도의 축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하

그룹별로 독립적인 환기 설비가 설치, 작동되어야 한다.

1) 통풍 시스템은 수소 축적량을 축전지실 전체 용적의 2%이하로 제한

2) 환기설비는 각 부하 그룹간에 서로 독립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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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설비가 적절히 동작

바. 케이블 및 전선로

케이블 및 전선로 설치상태는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간의 최소이격거리를 만족하

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별 구간별 식별표시를 부착하였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인수, 저장, 설치 및 초기 충전에 대해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축전지 및 충전기의 설치장소, 방법, 용량선정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축전지 및 충전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라. 축전지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보수하는 요원의 보호장비는 적절하게 구비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마. 축전지 및 충전기의 경보 및 제어반의 설치상태 및 케이블의 인입 상태, 제어반 

내부 케이블의 이격거리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바. 축전지 설치후 축전지실에 수소농도의 축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하그

룹에 대하여 독립적인 환기설비가 설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사. 축전지랙은 발전소 안전정지지진(SSE) 발생시에도 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내진검

증상태 대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아. 축전지와 축전지 사이에 마찰로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스페이서가 설치되

고, 축전지와 랙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 단자에 부식 방지용 도포제가 도포되고, 단자 덮개가 적절하게 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차. 안전관련 직류전력 설비 및 관련 회로 다중성 및 독립성 유지 상태를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검사대상 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Code, Standards, Reg. Guides 등)

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사 실시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

의 설계사양 및 관련절차서(구매, 인수, 작업 및 시험)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

여야 한다.

나. 모든 시험관련 장비들이 검교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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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전지 셀간 단자 접속은 규정된 토크로 견고하게 조립하고, 단자 접속저항은 

측정 관리되어야 하며, 축전지 랙은 접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극판은 전해액에 완전히 잠기도록 전해액이 상한선까지 채워져 있어야 한다.

마. 시험절차서의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바. 사용전 검사시 발견될 수 있는 불만족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축전지 보관 및 설치후 충전시기 미준수

2) 축전지실의 환기설비 미작동

3) 축전지 랙 및 전선관의 접지불량 또는 미설치

4) 축전지 셀간 접속저항 초과

5) 축전지실 부적절한 온도 유지 

6) 축전지실의 온도계, 수소농도계, 환기설비 설치 지연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 개항이 충족될 경우에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

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과 4항에 의거한 검

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

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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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27) “원자로 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3. 예비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8장(전력계통)

4. KEPIC ENB 6210 전기1급 전력계통 설계

5. KEPIC ENB 6230 직류보조 전력계통 설계

6. KEPIC ENB 6340 전기1급 제어반, 패널 및 래크설계

7. KEPIC END 1100 전기1급 기기검증

8. KEPIC END 3230 전기1급 제어반, 패널 및 래크 검증

9. KEPIC ENF 3400 개방형 납 축전지 보수, 시험 및 교체

10. KEPIC END 3500 전기1급 납 축전지 검증

11. KEPIC END 3600 전기1급 정지형 축전지용 충전기 및 인버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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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소내 

직류전력계통

1. 인수, 저장, 조립 및 초기 충전

상태 점검

- 관련 자료 확보 및 관리상태

- 저장상태의 적합성

- 규정 및 절차서 수행 여부

2. 축전지 및 충전기의 용량 및 

특성점검

- 축전지 사양서 또는 제작자의 

정격 만족여부

- 필요한 경우 축전지 및 충전기

가 연결될 계통의 설계 요건

을 만족

- 충전기충전용량 적합성 점검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서류검사



제3.2.9.3절                                                     개정 2 - 2013. 4- 9 -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소내 

직류전력계통

(계속)

3. 축전지실 안전보호장구 구비상

태 점검

- 보호안경 및 안면 보호대

- 내산 장갑

- 보호용 앞치마 및 덧신

- 산과의 접촉시에 눈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휴대용 또는 고

정식 세척기구

- 산의 유출시 이를 중화하기 위

한 중탄산나트륨

- 소화기

4. 축전지, 충전기 및 제어반의 설

치상태점검

- 위치 및 배열상태

- 전기적 독립성 및 다중성

- 물리적 독립성 

- 내부배선 및 지지물 설치상태

- 설비의 식별표시 상태

- 절연 및 접지상태

- 단자접속 및 접속저항

- 내진검증 상태 유지

- 축전지의 설치 및 보관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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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소내 

직류전력계통

(계속)

5. 축전지실환기설비 설치 및 유

지상태 점검

- 통풍 시스템은 수소 축적량을 

축전지실 전체 용적의 2%이하

로 제한

- 환기설비는 각 부하 그룹간에 

서로 독립적으로 설치

- 환기설비가 적절히 동작

6. 케이블 및 전선로

- 이격거리 확인

- 식별표시 확인

입회 또는 서류

검사

입회 또는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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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9.4절 비상디젤발전기 기계계통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비상디젤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는 원자력 발전소 소내 및 외부 

전원상실 등의 비상조건 발생 시 제한된 시간 내에 기동되어 정격 주파수/전압에 도

달하고, 비상부하를 담당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련계통 기기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여 원전을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보조전원 설비이다. 이

러한 EDG 계통 및 기기의 손상으로 인한 운전가능성 상실은 전원상실시 심층방어의 

중요한 역할을 위협하게 한다. 원전의 EDG는 입증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선

박용 디젤엔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대형 중속(Large,

Medium-Speed)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본 검사에서는 Class 1E 전력계통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와 디젤발

전기 운전을 보조하는 엔진 보조기계계통(연료저장 및 이송, 냉각수, 공기시동, 윤활유,

흡기 및 배기계통)에 대한 시설의 공사가 설계 및 설치관련 자료에 따라 적절히 수행

되었으며, 소외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여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

을 확인하는 것이다.

2. 검사 대상

가. 비상디젤발전기

나. 비상디젤엔진 보조기계계통

- 연료저장 및 이송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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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 계통

- 공기시동 계통

- 윤활 계통

- 흡기 및 배기 계통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비상디젤발전기는 소내 및 외부 전원상실 등의 비상조건 발생 시 제한된 시간 내에 

기동되어 비상부하를 담당하여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련계통 기기에 비

상전원을 공급하여 원전을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한

다. 비상디젤발전기 엔진 보조기계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

며, 안전정지조건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안전정지상태를 유지하고,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관련 기기에 교류전력의 신속한 복

구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계통별 주요한 안전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료저장 및 이송 계통: 고품질의 연료저장, 엔진기동신호에 따라 연료 공급

- 냉각수 계통: 엔진 기동신호에 따라 비상디젤엔진으로 냉각수 공급

- 공기시동 계통: 발전소보호계통 요구시/소외전력상실시 엔진 시동 

- 윤활 계통: 대기상태나 운전조건하에 엔진에 중요한 윤활 담당

- 흡기 및 배기계통: 대기상태나 운전조건하에 엔진에 연소용 공기 공급

2. 안전 설계 사항

가. 비상디젤발전기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상디젤발전기 설

계와 관련된 규제요건 및 산업기술기준(Reg. Gude 1.9 및 IEEE-387)의 설계내용

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당한 기술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비상디젤엔진 연료저장 및 이송 계통

1) 연료 저장 및 일일탱크는 외부 주입 및 배기 배관이 설치되며, 손상 가능성

을 최소화하도록 저장탱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각 탱

크 내에는 유위 측정을 위한 계기연결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최소 소내 연료재고량이 설계기준사고 및 소외전원상실 후 7일간 디젤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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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공학적 안전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3) 일일 탱크가 엔진구동 연료펌프에 약간의 정압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에 설

치되어야 한다. 승압 펌프 설치가 요구되면 신뢰성있는 전원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엔진이 기동신호를 받으면 운전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엔진 기동 중에 운전되어야 하고, 계통유압이 엔진구동 연료펌프에 의해 설

정될 때까지 운전되어야 한다.

4) 일일 또는 종합탱크의 재고량 과다방지를 위한 배출배관이 이송펌프에 의해 

과다한 연료를 연료저장 탱크로 되돌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운전원이 일일 또는 종합탱크내의 연료가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전출력운전 가

정) 미미한 수리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유위 경보가 제공

되어야 한다.

6) 일일 또는 종합탱크, 저장탱크에 축적되는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가 포

함되어야 한다.

7) 일단 연료탱크가 연료로 채워졌을 때 발화원을 배제할 수 있게 적절한 주의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화재, 폭발의 원인 및 그 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 기기들 간 격리실 등 보호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1) 엔진의 “초기건조” 시동 신뢰도 증가를 위해 엔진 대기상태에 있는 동안 가

열된 물을 순환시키는 독립적인 루프가 공급되어야 한다.

2) 3방향 바이패스형 온도제어 밸브는 자켓수 냉각기 또는 라디에이터를 통하

는 유량을 조절하여 제작자가 명시한대로 적절한 냉각수 온도가 유지되도

록 엔진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온도감지기는 냉각수 온도가 제작자가 권고한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에 운전

원 경고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7일간의 엔진 운전기간 중에 예상되는 냉각수 손실을 가정할 때 재충수 없

이 계통의 수위와 펌프 유효흡입수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적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계통 내 모든 공간이 물로 채워짐을 보증하기 위해 배기될 수 있어야 한다.

6) 엔진외부로의 계통의 열제거율, 운전압력, 온도차, 유량(flow rate)은 엔진 제

작자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라. 비상디젤엔진 공기시동계통

1) 비상디젤엔진은 엔진 제작자의 권고사항대로 공기압축기, 공기건조기,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공기저장조, 배관, 주입 배관과 밸브, 엔진을 돌리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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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된 공기 시동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2) 만약 공기저장조의 압력이 최소 허용치 아래로 떨어지면 운전원에게 경고를 

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공기저장조 내부나 계통의 다른 주요부분에 축적된 수분과 이물질의 주기적

인 또는 자동적인 추출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1) 허용되지 않은 크랭크케이스의 폭발을 방지하고 그러한 사고의 결과를 완화

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2) 윤활유 온도는 대기 상태조건에서 엔진의 “초기 건조” 시동의 신뢰성을 제

고하기 위해 자체의 펌프, 가열기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재순환 회로를 이용

하여 최저값 이상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디젤엔진에는 대기상태 그리고/또는 정상 및 비상시 디젤엔진 마모부분의 

윤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한 계통 설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대기상태 동안에 

크랭크케이스 오일의 온도를 최소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독립적인 순환 

회로를 가져야 한다.

4) 계통온도, 압력, 수위 변수에 대해 엔진 제작자가 권고한 범위를 초과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온도, 압력, 유위 센서가 계통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5) 기동전 엔진의 과도한 장기 사전윤활의 결과로 터보차져 하우징내의 엔진 

배출관에 윤활유의 누설 및 축적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6) 장기간 동안의 대기시에 윤활유계통의 배유되는 경향에 의해 여러 군데의 

베어링 표면 또는 동작부(moving parts)에 윤활유의 일시적인 부족현상 즉,

비상 기동시 디젤엔진의 “건조 기동”을 방지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

다.

바.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1) 각 비상디젤엔진에는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소용 공기흡입 및 배기 계

통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계통은 디젤발전기가 최대 정격출력에서 연속적

으로 운전되는 것이 요구될 때 엔진성능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규

모가 정해지고 물리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2) 연소용 흡기에서 공기 중 미립자(airborne particulate)의 최대 농도를 가정할 

때 비상전원이 요구되는 전 기간동안 공기 중 미립자를 감소시키는 수단이 

연소용 흡입계통에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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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함량을 허용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배기가스와 다른 희석물

(diluents) 때문에 발생하는 디젤엔진 출력의 열화를 배제하기 위해 적절한 

설계상의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비상전원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 공기중 미립자들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기입구의 밑바닥이 기준면(grade)위로 최소 6.1m(20 feet)이상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검사점검표 참조

4. 검사 중점 사항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FSAR 9.5.4절～9.5.8절)의 설계사항 및 계통설명 

등 기술내용과 현장 도면을 비교 검토한다.

나. 비상디젤엔진의 제반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양서 및 제작자 지침서를 숙지하고,

설치절차가 비상디젤엔진 제작자의 유의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였음을 확인한다.

다. 설계자의 보조기계계통별로 작성된 설계문서(System Design Criteria)와 안전심

사지침에 명기하는 규제문서의 설계요건 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II. 2항에 제시

하고 있는 안전설계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라. 정상운전중 실시하는 비상디젤발전기 운전가능성 시험(월간시험)에 대비하여, 엔

진성능 변수의 측정 및 감시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제작자의 설치요령 및 유의 사항 참조

원전에 사용되는 비상디젤발전기는 제작자에 따라 그 설계와 기능 차이가 발생

하므로 설치시 제작자의 설치요령 및 유의 사항이 고려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비상디젤발전기 기계계통에 대한 검사는 장기간에 걸쳐 설치 및 정렬 작업이 수

행되므로 안전성 중요도 및 특이사항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본검사(Sample

Inspection)를 수행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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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접검사, 비파괴 검사, 수압시험, 펌프 및 밸브 설치,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는 

해당 관련 지침서를 참조한다.

III. 판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1 개항이 충족될 경우에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1.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4항 및 5항에 따

른 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2.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4항 및 5항에 따

른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가.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만족되고,

나.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 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해당호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2. Regulatory Guide 1.137, "Diesel Generator Fuel Oil Systems."

3. IEEE Std. 387,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esel Generator Units Applied As

Standby Power Supplie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4. ANSI/ANS-59.51, "Fuel Oil System for Safety-Related Emergency Diesel

Generators."

5. 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DEMA) Standard , "Standard

Practices for Low and Medium Speed Stationary Diesel and Gas Engines"



제3.2.9.4절     개정 3 - 2013. 4- 7 -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비상디젤발전

기 및 엔진 

보조기계계통

1. 일반사항

가.제작자가 설치시 유의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는지 검

토한다.

2. 비상디젤엔진 설치검사

가. 제작자의 설치시 유의 사

항 반영여부 

나. 엔진 기초 볼트 및 발전기 

고정용 볼트 등 주요 볼트 

체결부 Torque 점검 기록 

확인

다. 엔진의 Levelling 및 조정 

결과 확인

라. Crankshaft 처짐량 편차 확

인 

마. 관련 품질기록(NCR 및 설

계변경사항 포함) 의 완료

상태 확인

o 비상디젤엔진 및 보

조기계계통 설치전/

후 적정 시점을 선택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준수 확인

o 현장 확인

- 절차서상의 품질 

검사기록 확인

- NCR, FCR 등 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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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비상디젤발전

기 및 엔진 

보조기계계통

3. 보조기계계통 설치검사

가. 펌프, 밸브 설치 결과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 결

과 확인

다. 배관의 용접 및 비파괴 검

사 결과 확인

라. 수압시험 결과 확인

마. 관련 품질기록(NCR 및 설

계변경사항 포함) 의 완료상

태 확인

o 설치절차서 검토 및 

준수 확인

o 현장 확인

- 절차서상의 품질 

검사기록 확인

- NCR, FCR 등 기록 

확인 

o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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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0.1절 주증기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주증기계통은 예열에서 정격상태까지 변하는 유량과 압력 범위 내에서 증기발생

기에서 생성된 증기를 발전을 위해 터빈 발전기계통과 보조 계통으로 전달하는 것

으로 발전소 단계별 부하 감발 및 발전소기동 동안 열을 제거하는 수단을 제공한

다. 주증기계통은 주증기 배관, 주증기 대기 방출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격

리 밸브, 터빈 우회 밸브 및 기타 배수 또는 조절용 밸브들로 구성된다.

주증기계통의 시설검사에서는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주증기 안

전밸브, 터빈우회밸브 및 주증기계통의 기타 구성밸브들이 설계와 부합되는지 확

인하고 밸브들의 현장설치 및 유지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주증기계통의 시설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터빈우회밸브와 기타 구성밸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나. 주증기 격리밸브 및 우회 밸브

다. 주증기 안전밸브

라. 터빈우회밸브

마. 주증기계통의 기타 구성밸브

II. 검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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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가.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는 복수기로의 증기우회계통을 통한 열제거가 이용 불가

능할 경우에 정지냉각 진입조건까지 발전소를 냉각하는 안전등급 수단을 제공

한다. 또한 정상냉각 중에도 복수기의 진공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증기압력이 

과도하게 감소되어 증기우회계통을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도 냉각을 수행하기

에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한다.

나. 주증기 격리밸브

주증기 격리밸브는 고에너지 배관 파단에 따른 증기발생기의 2차 측으로부터 

유출되는 증기유량을 차단한다. 또한 주증기 격리밸브를 닫음으로써 건전한 증

기발생기로부터의 유출 증기를 차단한다. 주증기 격리밸브는 주증기 격리신호 

발생후 5초 이내에 자동으로 닫혀야 하며, 주제어실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안전밸브는 발전소 2차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주증기 안

전밸브는 복수기와 순환수계통에 의한 우선적인 열제거원을 이용할 수 없을 경

우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열제거원을 제공함으로써 원

자로냉각재 압력경계와 주증기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터빈우회밸브

터빈우회밸브는 공기구동밸브로 터빈 정지밸브 전단의 주증기 모관으로부터 

터빈을 우회하여 주복수기 및 대기로 방출한다. 동 밸브들은 터빈우회제어계통

(SBCS)의 출력 신호에 따라 선택적 작동 및 위치가 제어된다. 이는 출력 급감발 

시 증기 방출량의 조절을 통해 불필요한 원자로정지를 방지하고 가압기 혹은 

주증기 안전밸브의 열림을 방지한다.

마. 주증기계통 기타 구성밸브

주증기계통 증기 배관의 낮은 부위에 응축수가 고여 수격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립 포트 배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동 계통에는 증기 

유량을 조절하거나 주증기를 필요로 하는 타 계통으로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

치된 밸브들이 있다. 이와 같은 밸브들은 수동스위치 및 자동신호에 따라 적절히 

동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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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설계 사항

가. 주증기계통의 안전성 관련 부분은 지진, 태풍, 홍수 및 외부 비산물과 같은 자

연현상의 영향에서 보호되도록 설계한다.

나. 주증기계통의 안전성 관련 부분은 안전정지지진 동안 및 그 후에도 기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화재, 내부 비산물 또는 배관파단의 가상 위험 발

생후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다. 소외전원상실사고와 동시에 단일 능동기기 고장이 발생하여도 주증기계통의 주

요 안전기능은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라. 주증기계통은 품질등급 분류 및 내진범주에 대한 규제 요건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 규격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동력 및 제어기능도 관련 규제요건에 따라 

설계한다.

마. 주증기계통은 주증기 격리밸브를 이용하여 안전성 관련 부분과 비안전성 관련 

부분을 격리할 수 있다.

바. 각 주증기관에는 주증기관 압력 감소 및 발전소 비정상 조건 후 계획된 냉각을 

위해 1개의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동 밸브는 주제어실 및 원

격정지제어반에서 밸브 운전이 가능하다. 2차측 과압 보호 기능은 주증기 안전 

밸브가 수행한다.

사. 각 증기발생기 증기 출구 노즐에는 후단관 파열시 증기 유량을 제한하기위한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 주증기계통은 증기 과도현상(Steam Hammer Transient)의 발생을 방지하고 영

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터빈우회계통 기기들의 고장이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차. 터빈우회계통은 안전성관련 기능을 갖지는 않으나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과 연

계하여 부하감발 수용, 발전소 정지후 핵증기계통 열조건 제어 등의 기능을 수

행하여 안전관련 계통에 대한 사용 요구를 감소시킨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주증기격리밸브 점검

주증기격리밸브(MSIV)의 제작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사가 제출한 품질

보증문서(QVD)를 검토한다. 동 밸브의 품질보증문서 검토에서는 수압시험 및 누

설시험이 관련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허용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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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동작시험 기록을 검토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닫힘 허용시간을 만

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대기방출밸브 점검

대기방출밸브(MSADV)의 제작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사가 제출한 품

질보증문서를 검토한다. 동 밸브의 품질보증문서 검토에서는 수압시험 및 누설시

험이 관련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허용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한다.

또한, 동작시험 기록을 검토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닫힘 허용시간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

다. 주증기안전밸브 점검

주증기안전밸브(MSSV)의 제작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사가 제출한 품

질보증문서를 검토한다. 동 밸브의 품질보증문서 검토에서는 수압시험 및 누설시

험이 관련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허용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한다.

또한 각 밸브의 설정압 시험에서 설정된 압력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허용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라. 주증기 대기 방출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격리 밸브 등의 설치 및 유지관

리 상태 검사

주증기계통의 주요 밸브들의 설치검사보고서(CIDR)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점

검을 수행한다. 주증기계통의 관련 밸브(주증기격리밸브 및 우회밸브, 주증기대

기방출밸브 및 격리밸브, 주증기안전밸브 등)들의 설치 상태 및 정렬(밸브위치,

흐름방향상태, 꼬리표 확인, 물리적 손상확인)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또한,

현장의 기기 점검 및 정비카드를 확인하여 기기의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동 계통의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동 계통의 중요 기기들이 정상운전중 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

지 설치환경을 확인한다.

다. 동 계통의 안전 관련 밸브들이 설치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한다.

라. 동 계통 관련도면에 기술된 주의사항들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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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유의사항

가. 본 계통의 검사를 위해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나. 검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검사 착수 전 검사

가)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결되지 않

은 사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 QVD, NCR)

나) 주요 기기의 설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검사자료: 제작자 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

사를 해야 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검사자료: 수압

시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2) 검사 유의사항

가) 주증기계통의 주요 안전관련밸브(MSADV, MSSV, MSIV) 및 터빈우회밸브가 

관계도면과 일치되게 설치 및 배열되었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CIDR)

나) 주요 안전관련밸브 및 터빈우회밸브의 현장 유지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

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기기 손상방지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수압시험

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준공도면, NCR)

나)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안전성분석보고서 계통도면, 제작자 지

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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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재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재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주의사

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3.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

인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4. 각 기기의 설치 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기기들

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5.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 관련 요건에 따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하

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0.3, 10.4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E-N001 10.3, 2009.

3. U.S NRC Reg.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4. U.S NRC Reg.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

5. U.S NRC Reg.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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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검사항 검사시기 및 방법 비고
가. 주증기 대기방출 

밸브 및 차단밸

브의 설계적합성 

확인

나. 주증기 격리밸브 

및 격리우회밸브

의 설계적합성 

확인

다. 주증기 안전밸브

의 설계적합성 

확인

라. 주증기 대기 방출

밸브, 주증기 안전

밸브, 주증기 격리

밸브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검사

o 제작사 품질보증문서(QVD) 확인

- 수압시험, 동작시험, 누설시험

o 제작사 품질보증문서(QVD) 확인

- 수압시험, 동작시험, 누설시험 

o MSSV QVD의 압력설정치 및 

정격용량; 안전성 분석 보고서

의 압력설정치 및 정격용량와 

일치여부

o MSSV QVD의 설정압력 확인

시험

o 설치검사보고서(CIDR)

- 밸브 위치

- 흐름방향 확인

- 방위 확인

- 꼬리표 확인

- 물리적 손상확인

o 현장유지상태

- 주기검사 및 정비카드 기록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절차서, P&ID

도면, 기기 명세 및 

제작 후 수행한 성

능시험 결과를 기

록한 QVD),

설치 후 서류검토 

(설치기록 및 

NCR)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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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0.2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급수계통의 화학약품 주입설비 및 복수 탈염계통과 연계

하여 증기발생기 이차측 수질의 화학적 성분을 조절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

용된다.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발전소 정상 운전 시 연속으로 운전되는 연속 취

출계통 및 간헐적으로 필요 시 운전하는 고용량 취출계통으로 구성된다. 격납건물 

관통부를 구성하는 주증기 격리밸브실로부터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경계는 안전

관련으로 품질등급 B로 설계되며 필요시 취출계통의 격납건물 외곽 배관에 설치된 

격납건물 격리밸브가 닫힘으로써 격납용기 기밀 및 이차측 냉각 유량을 유지한다.

기타설비는 비안전관련이며 품질등급 D로 설계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시설검사 

시 우선적으로 현장에 반입 및 설치된 각 기기들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

고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해당 기기설치 절차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에 설치된 기기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 시에는 기기들의 정렬 상태 확인 및 제작사 지침서에서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가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증기발생기 취출수 재생 및 비재생 열교환기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

다. 증기발생기 취출수 연속 플래시 탱크 및 고유량 플래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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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유량 취출수 이송펌프 

마. 습식 휴관 재순환 펌프

바. 탈염기 전단 및 후단 여과기

사. 탈염기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증기발생기 2차 측으로부터 입자화되고 용존된 불순물을 

제거하며, 정상 운전 및 과도 운전 중 증기발생기 2차측의 수질을 최적의 수질화

학적 조건을 갖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전소 정상운전 동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각각의 증기발생기에 대해 최대 증기량의 0.2%~1% 까지 연속적으로 

취출 운전되며 증기발생기 수질이 기준 초과시 각 증기발생기에서 최대 증기량의 

5%~14% 까지 고유량으로 취출 운전되며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필요시 운전된다.

가. 증기발생기 취출수 재생 및 비재생 열교환기

재생 열교환기는 증기발생기로부터 오는 고온의 취출수를 이용하여 복수 탈염기 

후단에서 탈기기로 유입되는 급수를 가열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비재생 열교환

기는 기기 냉각수를 이용하여 방사성 화학 처리온도에 맞게 취출수 온도를 낮추

는 역할을 한다.

나. 격납건물 격리밸브

취출수 계통의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각 트레인별로 두 개씩 직렬로 설치되며 정

상 운전 시 열려 있고, 격납건물 격리신호, 주증기 격리신호, 보조급수 작동신호에

서 자동으로 격리된다. 한편 각 트레인의 격납건물 외부의 두 번째 밸브는 연속 

취출수 플래쉬 탱크 또는 고유량 취출수 플래시 탱크에서의 고-고 수위 신호, 탈

염기 하단부에서의 고방사선 준위 신호에서 격리되어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과

도상태를 방지 및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방지한다.

다. 증기발생기 연속 취출수 플래시 탱크 및 고유량 취출수 플래시 탱크

연속 취출수 플래시 탱크는 연속 저유량 취출수를 수집하여 증기발생기 취출수 

재생 열교환기로 보낸다. 고유량 취출수 플래시 탱크는 고유량 취출수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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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유량 취출수 이송펌프 

고유량 취출수 이송펌프는 연속 취출수와 혼합하기 위해서 고유량 취출수 플래시

탱크로부터 증기발생기 비재생 열교환기까지 고유량 취출수를 이송한다.

마. 습식 휴관 재순환 펌프

증기발생기 이차측 용수를 여과하고 정화시키기 위해 재순환 시킨다.

바. 탈염기 전단 및 후단 여과기

전단 여과기는 탈염기가 막히지 않도록 여과하며, 후단 여과기는 복수계통으로 작

은 수지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 탈염기 

증기발생기 취출수를 복수계통으로 회귀될 수 있는 수질로 정화하기 위해 탈염기

가 설치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정상운전 시에 열려있으나, 격납건물 

및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증기 격리신호, 보조급수작동신호 

또는 격납건물 격리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도록 설계된다.

나.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 중 격납건물 격리설비 및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경계를 

이루는 계통의 배관 및 기기는 내진범주 Ⅰ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밖의 배관, 밸

브, 열교환기, 탱크, 여과기, 탈염기, 기타 설비는 비안전성 관련, 품질그룹 D, 내

진범주 II급 또는 III급으로 설계된다.

다. 고유량 취출수 플래쉬 탱크에는 수위 제어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탱크수위 ‘고-

고’는 주제어반에, 고 혹은 저수위는 현장 제어반에 수위경보가 전달된다.

라. 고유량 취출수 이송펌프는 고유량 취출수 유량 제어밸브와 연동되어 두개의 유량 

제어밸브 중 하나가 열리거나, 고유량 취출수 플래쉬탱크 수위가 ‘저’일 때, 또는 

고유량 취출수 플래쉬 탱크 압력이 10psig (0.70 /㎠)이상 일 때 기동할 수 없도

록 설계된다.

마. 취출배관의 잠재적인 고장 또는 연속취출수 플래시탱크 제어 이상 등을 운전원에

게 알리기 위하여 재생열교환기의 출구 및 증기 배기관의 고유량 또는 저유량 경

보가 주제어반에 설치되어 있다.

바. 증기발생기 전열관들은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일부분이며, 이차측의 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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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에 의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의 일차적인 기능은 

증기발생기의 이차측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기발생기 이차측에 

허용 가능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펌프의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설계제원, 제작자 시험결과 

확인

나. 펌프, 밸브의 설치절차서 타당성 및 설치결과 확인

다. 열교환기 형태, 설계온도, 압력 유량, 압력 손실, 정상유량 등 설계제원과 시공

사항 비교검토 

라. 탱크의 형태, 체적, 재질,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등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마. 안전관련 배관 용접부 용접기록 및 관련 요건 확인

바. 배관의 수압시험 결과 확인

사.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 확인

아. 제작사지침서 및 관련도면 시공유의사항 반영여부 확인

자. 온도,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 적합성 확인

차. 기기들의 설치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타당성 검토

카.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

압(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계 제원과 제작 품질기록 비교하여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

한다.

나. 기기 및 배관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다. 안전관련 배관 용접기록을 검토한다.

라. 안전관련 계통배관이 KEPIC MND-3612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마. 개정된 P & ID의 현장시공 반영여부 및 유의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바. 관련 배관의 수압시험이 적합하게 시행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사. 주요기기 설치가 제작자지침서의 설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 부적합품목의 발행, 처리결정, 및 조치결과가 적절한 지를 확인한다.

자.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



제3.2.10.2절                                                     개정 3 - 2013. 4- 5 -

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공사 착수 전 검사

1)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미결 사

항을 파악한다.(관련 검사자료 : QVDL, NCR)

2) 주요 기기의 설치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 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관련 검사자료 : 제작자 지침서, CIDR)

3)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사를 

해야 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관련 검사자료: 수압시

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4)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관련 검사자료: FSAR, 현장검사)

나. 검사 중 검사 유의사항

1)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 졌는지 확인한

다. (검사자료:CIDR, 현장검사)

2)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물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3)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관련 검사자료: 수압

시험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4) 안전설계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관련 검사자료: 예비 안전성 분석보고서,

현장검사)

다. 최종 검사

1) 검사대상 각 기기 및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

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2) 설치가 완료된 기기 및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3)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4)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관련 검사자료: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계통도면,

제작자 지침서)

라.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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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2)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3) 안전 방출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와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4) 펌프의 진동과 펌프 성능이 가동전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사한다.

5) 수압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밸브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지 검

사한다.

III. 판정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되

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

의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 상태 확인

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 결과, 10분이상 시험압력을 유지하여 모

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제3.2.10.2절                                                     개정 3 - 2013. 4- 7 -

2)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1.5배 이상

7. 계통 내 기기설치 완료 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기준

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등급 밸브인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과학기술부 고시 

규정 및 관련 기술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8.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관한 지침(KINS-G-003)”의 요건에 따

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사지침, KINS-G-001, 10.4.8장 2009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I-N013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

질보증검사 지침서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018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 중 시험지침”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로.16) “원자로시

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5.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MN “원자력기

계”, MGE “배관”

6. ASME B31.1 - Power Piping

7. ASME Standard No. TD2, Recommende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amage to Steam Turbines Used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Nuclear Fue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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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SI/ASME PTC-6, ASME Performance Test Code, Steam Turb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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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취출수 재생 및 
비재생 
열교환기

-격납건물 
격리밸브

-증기발생기 
취출수 연속 
플래시 탱크 및 
고유량 플래시 
탱크

-고유량 취출수 
이송펌프 및 
습식 휴관 
재순환 펌프

-탈염기 전단 및 
후단 여과기

-탈염기 
-압력방출 밸브
-부적합품목 

1. 취출수 재생 및 비재생 열교환기
- 각 열교환기의 설계제원 검토 및 
시공사항(형태, 설계온도, 압력,
유량, 압력 손실, 정상유량 등)

2. 격납건물 격리밸브 
- 설치된 밸브의 크기, 종류 및 형
태가 설계와 일치하는 지 확인

- Vendor 시험결과 밸브 동작 시
간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의 
만족 여부

3. 연속 및 고유량 플래시 탱크
- 각 탱크의 설계 제원 검토(형태,
용량, 설계조건 및 운전 조건,
재질 등)

- 탱크 설치 점검(측량결과 기록)
4. HCBD 펌프 

- 설계제원 검토 및 현장 설치된 
펌프와의 일치여부 확인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
효흡입수두 등)

- HCBD 펌프 성능시험 결과 확인  
(유량, 차압, 진동)

5. 탈염기 전후단 여과기
- 각 여과기의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형태, 온도, 압력, 유량에 
대한 최대 및 정상값, 차압, 재질 
등)

6. 탈염기
- 설계제원 확인 및 설치된 탈염기
의 전.후단 온도 한계치 확인

- 설치상태 확인
7. 압력방출 밸브

- 탱크 및 배관에 설치된 압력방출 
밸브의 Set Point Pressure가 안
전성분석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기재된 압력설정치와 일치하는 
지 확인

8. 부적합 품목(전계통 공통)
- 부적합품목의 처리 결과의 적정
성 확인

9. 수압시험
- 수압시험 결과 배관 및 기기 누
설이 허용치 이내임을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설치 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설치 후 서류검토

설치 후 서류검토

설치 후 서류검토

설치 후 서류검토

설치 후 서류검토

설치 후 서류검토

설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검사지침
서 “펌프 
및 밸브
의 설치
상태 확
인” 참조

검사지침
서 “펌프 
및 밸브
의 설치
상태 확
인” 참조



지 침 번 호 KINS/GI-N02

분 류 번 호 3.2.10.3

개 정 번 호 3

발 행 일 자 2013.4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분류번호 : 3.2.10.3

제 목 : 급수 및 복수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조상진 ‘05.12 이상균 ‘05.12

2 박창규 ‘10.7 금오현 ‘10.7

3 이상균 ‘13.4 도규식 ‘13.4

4



제3.2.10.3절                                                     개정 3 – 2013.4-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0.3절  급수 및 복수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복수(또는 응축수)저장 및 이송계통은 주복수기 온수조(Hotwell)에서 초과되는 응

축수를 수용하고 액체폐기물 재처리 계통이나 보충수 처리계통에서 발생되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복수저장탱크와 저장된 물을 여러 가지의 보조계통에 보충수원을 공

급하는 펌프 및 관련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저장계통은 발전소의 형태에 따

라 소형파단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를 포함한 비상조건에서 급수계통이 운전불능인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을 제거하기 위해 증기발생기로 급수하는 보조급수계통

의 급수원으로도 사용된다.

급수계통은 원자로의 정상 운전에 요구되는 온도, 압력 및 유량의 급수를 증기발

생기에 공급하는 계통으로 3대의 65% 용량 급수승압 펌프, 3대의 65% 용량 급수펌

프 및 3단의 고압 급수 가열기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펌프에 의해 주복수기 온수조

에서 양수된 복수는 저압급수가열기를 지나 급수펌프로 보내진 다음 고압급수가열기

를 통과하여 증기발생기로 공급된다.

급수 및 복수계통의 시설검사에서는 복수저장탱크, 복수이송펌프, 주급수 펌프, 복

수펌프, 주급수 제어 및 격리밸브와 관련 배관들의 설계와 현장설치 및 유지관리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복수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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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수이송펌프

다. 주급수펌프

라. 주급수 제어밸브

마. 주급수 격리밸브

바. 복수펌프, 주복수기, 복수기진공설비, 복수탈염탑, 급수가열기

사. 관련 배관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복수저장계통

복수저장탱크는 복수저장탱크의 안전기능을 고려하여 두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복수기 온수조에서 초과되는 응축수를 수용하며 액체폐기물 재처리 계통이나 

보충수 처리계통에서 생산되는 물을 저장하고 있다. 저장된 용수는 복수기, 보조

급수계통 및 기기냉각수계통과 같은 보조계통의 급수원으로 사용된다. 저장된 용

수는 각 계통에서 요구하는 수질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복수저장탱크에는 용존

산소의 농도를 제한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농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설

비는 Diaphram으로 구성된 막을 사용하거나 탱크 상부를 질소가스로 압력을 일

정하게 유지하여 공기중의 산소와 차단한다.

또한, 복수저장탱크에는 적정량의 용수가 저장될 수 있도록 수위계측 및 경보설비

가 설치되어 있으며, 복수저장탱크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계통의 동결방지 대책

이 수립된다.

나. 복수이송계통

복수저장탱크에 저장된 용수는 복수기의 수위가 낮거나 또는 급수계통이 운전불

능인 경우 복수기의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밸브의 개폐조작으로 복수기

에 공급되거나 보조급수펌프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에 공급된다. 이 경우에 별도

의 복수이송펌프가 기동되지 않는다.

복수저장탱크에 저장된 용수를 기기냉각수계통와 같은 보조계통에 공급할 수 있

도록 별도의 펌프가 설치된다. 이러한 펌프를 일반적으로 복수이송펌프이라고 하

며 복수이송계통의 주요 구성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통은 발전소의 형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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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저장계통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보충수가 필요한 계통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리1,2,3,4, 및 영광 1,2호기의 경우 복수저장 및 이송계통에 펌프(복

수이송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광 3,4호기 이후의 발전소에서는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기기냉각수 보충펌프가 복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기기냉각수계통에 복

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 급수계통

급수계통이 정상 운전될 경우 2대의 급수승압 펌프는 탈기기 저장탱크에서 급수

를 흡입하여 2대의 급수펌프로 배출하며, 급수펌프는 3단의 고압 급수가열기를 거

쳐 2대의 증기 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한다. 모든 급수 승압 펌프 및 1대의 급수 펌

프는 전동기로 구동되며 그외 2대의 급수펌프는 터빈으로 구동된다. 또한 모든 급

수펌프는 각각 독립적인 변속 제어설비를 갖추고 있다. 급수펌프 터빈을 구동하기 

위한 증기는 저부하시 및 급수펌프 1대 운전과 같은 과부하시에는 주증기 모관에

서, 정상 운전시에는 습분분리 재열기 후단에서 공급된다.

고압 급수가열기는 일체형 배수 냉각기를 가지고 있으며 2계열이 병렬로 배열된

다. 7번 고압 급수가열기 쉘의 배수는 6번, 5번 고압 급수가열기 쉘 그리고 탈기

기 저장 탱크로 보내어 진다. 고압 급수가열기의 배수를 주복수기로 직접 보낼 수 

있는 비상 배수관이 설치된다. 고압 급수가열기 계열을 운전에서 격리하기 위한 

격리 및 우회밸브가 고압 급수가열기 계열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의 계열이 격

리되었을 경우에도 계통의 운전성이 유지된다.

발전소 기동 및 정지시에 전동기구동 기동 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

한다. 기동급수펌프 및 관련 제어밸브는 적은 양의 급수가 요구되는 발전소 기동,

정지 및 고온 대기시에 증기발생기 수위를 운전원이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저출

력 운전시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한다. 또한 기동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 휴관

처리 조건시 증기발생기 충수에 사용할 수 있다. 정상 운전시 증기발생기로 공급

되는 급수량은 예열기 급수관 및 하향유로(Downcomer) 급수관에 설치된 2개의 

급수제어밸브에 의해 조절되며, 급수제어밸브의 위치 및 급수 펌프의 속도는 급수

제어계통에 의해 조절된다.

라. 복수계통

주복수기는 저압터빈 배출증기, 급수펌프 터빈 배출증기 및 기타 사이클 배출증기

의 열제거원 기능을 한다. 터빈 배기구와 복수기 동체 증기 유입부는 신축 이음관

으로 연결되며 각각의 복수기 목 부분에는 2개의 저압 급수가열기가 설치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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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동체의 증기 영역은 압력 평형관으로 연결된다. 복수기에는 온수조 수위제어 

및 복수 시료채취를 위한 배관이 설치된다. 터빈우회계통으로부터 유입되는 증기

배출량을[약 40%] 까지 주복수기가 감당할 수 있으며, 우회증기는 분사관을 통해 

복수기 튜브 위로 분사된다.

복수기진공계통은 비응축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복수기 동체측 진

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복수탈염계통은 복수계통에서 공급되는 이차계통의 부식생성물을 제거하는 기능

을 한다. 복수기진공계통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값은 방사능 감시설비에 의해 연속

적으로 감시된다.

복수펌프는 3대의 전동기 구동 50% 용량의 원심펌프로 구성되어 복수기 온수조

에서 복수를 흡입하여 복수정화계통, 증기패킹 배출기 및 저압 급수가열기를 통해 

탈기기 및 탈기기 저장탱크로 복수를 공급한다.

1,2 및 3단 저압 급수가열기는 3개의 1/3용량 저압 급수가열기 계열로 배열되며 

이들 저압 급수가열기 계열에는 전동기구동 차단밸브가 설치된다. 3번 저압 급수

가열기 쉘의 배수는 2번 및 1번 저압 급수가열기 쉘을 통해 복수기로 보내진다.

저압 급수가열기는 복수기로 직접 배수할 수 있는 비상 배수관을 가지고 있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복수저장 및 이송계통

1) 여러 보조계통으로의 용수 공급과 기타 계통으로부터의 용수 회수에 관한 저

장시설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안전관련 계통에 연결된 복수저장시설 기기의 고장이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안전관련 계통의 안전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복수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은 추운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자연현상

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그러한 현상이 계통의 안전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이 제공되어야 한

다.

5) 계통기기는 기기 품질등급 및 내진설계등급의 설계기준요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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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통의 누설 또는 저장탱크의 손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완화시키는 대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저장탱크 넘침의 안전조작, 고-저수위의 검출에 필요한 관련 계측방법, 격리방

법에 대한 대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8) 필요한 경우 비안전성인 정상의 물공급에서 내진범주 I급 수원으로 자동적으

로 전환하는 대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9) 필요한 경우 탱크의 압력보호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10)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 대응에 복수저장시설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발전소에 

대하여 복수저장시설이 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을 만족하도록 용량과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급수계통

1) 급수계통 배관 파단 사고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급수계통은 급수 공급 배관의 파단 사고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주급수 격리밸브를 포함한 격리밸브실내의 배관에서부터 증기발생기 입구 노

즐까지의 배관은 안전정지지진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안전성관련 기기 및 배관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파단, 타격 및 분사 충

돌(jet impingement)의 영향에 대해 보호되도록 설치, 설계되어야 한다.

5) 급수계통은 태풍, 홍수 및 지진 등과 같은 유해 환경 사고가 계통의 안전 기능

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계통에 공급되는 소외전원상실이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7) 급수계통은 수격 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 배수 혹은 건식 휴관 후 재충수를 포함한 모든 운전 

기간중에 증기발생기에 요구되는 온도 및 압력으로 급수를 공급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9) 추기 배관 및 급수 가열기는 주터빈으로 물의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추기

계통에 함유된 에너지에 의한 터빈 과속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급수계통의 일부분, 즉 주급수 격리밸브를 포함한 격리밸브실내의 배관에서부

터 증기발생기 입구 노즐 사이의 급수계통은 안전성관련 부분으로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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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C의 등급 2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었다.

11) 주급수 격리밸브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급수관 파단사고, 냉각재상실사고시에 

증기발생기와 급수계통을 격리하며, 급수배관 파단사고시 격납건물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12) 급수펌프 및 기동 급수펌프가 충분한 유량에서 운전되어 펌프의 손상을 막도

록 해당 펌프에 최소 재순환유량제어계통이 설치되어 있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각 펌프의 설계 제원을 검토한다.(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나. 펌프의 설치 절차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펌프의 정적시험 결과가 설계요건에 만족한지 확인한다.(유량, 차압, 진동)

라. 밸브의 정적시험 결과가 설계요건에 만족한지 확인한다.(동작시간, 개․폐상태,

위치확인)

마. 탱크 및 열교환기류에 대하여 제작공장에서 수행된 사항에 대한 적합성결과를 

확인한다.

바.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검토 및 조치등

이 적합한지 검토한다.

사.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 도면에서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아. 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들의 현장 관리상태가 적

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한다.

자.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

(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계제원과 제작 품질기록 비교를 통해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주요 기기 및 배관의 설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다. 절차서에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라.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내용 적합성 및 미결여부를 확인한다.

마. 최근 개정된 도면의 현장시공에 반영 여부 및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바. 복수정화설비의 Stainless Steel 현장용접부위의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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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본 계통의 검사를 위해 다음 검사지침서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

1)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3)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나. 공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공사 착수 전 검사

가)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

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결되

지 않은 사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QVDL, NCR)

나) 주요 기기의 설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검사자료:제작자 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

사를 해야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검사자료: 수압

시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FSAR, 현장검사)

2) 검사 중 검사 유의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 졌는지 확

인한다. (검사자료:CIDR, 현장검사)

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

물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수압시

험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라) 안전설계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PSAR, 현장검사)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나)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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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FSAR, 계통도면, 제작자 지침서)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

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다) 안전 방출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

와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라) 펌프의 진동과 펌프 성능이 가동중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사한다.

마) 수압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밸브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지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가.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

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라.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

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1)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2)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마.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각의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및 열교환기 ;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 상태 확인

3)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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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합시험 결과, 10분이상 시험압력을 유지하여 모

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1)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가)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나)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2)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가)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나) 기압 : 설계압력의 1.2 ～ 1.5배 이상

사. 계통의 기기들의 설치 완료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등급 펌프, 밸브는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

동중시험 지침(KINS-G-018) II. 가동중시험 기술기준(ISTA, ISTB, ISTC-1990,

App. I-1994)”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아.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관한 지침(KINS-G-003)”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9조(사용전검사의 시기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4조(신뢰성),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8호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제

2012-06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2012-09호 “원

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012-10호 “원자로시설의 가

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2-23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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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I-N01 발전용 원자로 정기검사지침서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E-N0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9.2.6 응축수 

저장시설, 10.4.7절 “복수 및 급수계통”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018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 중 시험지침”

7.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MN “원자력기

계”, MGE “배관”

8. 표준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10.4.7절 “급수 및 복수계통”

9. 표준형원전 급수 및 복수계통 계통설명서

10. 표준형원전 급수 및 복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

11. ASME Sec. III

12. ASME NQA-1



제3.2.10.3절                                                     개정 3 – 2013.4- 11 -

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펌프 및

밸브류 -

․복수이송

펌프

․주급수펌프

․주급수 제어

밸브

․주급수 격리

밸브

․복수펌프

․진공펌프

․복수저장탱

크 압력방출

밸브   

1. 각 펌프의 설계 제원 검토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유효흡

입수두 등)

2. 펌프의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펌프 정렬상태 점검

3. 펌프의 정적시험 결과 확인

- 유량

- 차압

- 진동

4. 밸브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동작시간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 밸브 위치 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검사지침서 

“펌프 및 

밸브의 설

치상태 확

인” 참조

- 탱크류 -

․복수저장

탱크

. 탈기기저장

탱크

․복수 탈염탑

․탈기기

․주복수기

․급수가열기

1. 복수저장탱크의 설계제원 검토

(형태, 체적, 설계조건 및 운전 조

건, 재질 등)

2. 복수저장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탱크 설치상태 점검

(측량결과 기록)

3. 탱크 및 열교환기류에 대하여 제

작공장에서 수행된 다음사항에 대

한 적합성 또는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재질검사

나. 규격검사

다. 용접검사

라. 비파괴검사

마. 수압시험결과

설치전 서류검토 

기기 설치전 

서류검토

검사지침

서 “탱크 

및 열교환

기 설치상

태 확인”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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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관련배관 용접 1. 설계사항, 제작기록,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록 검토

2. 수압시험결과 확인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

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

～1.5배 이상

설치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검사지침서 

“배관계통 

용접 및 설

치상태 확

인”참조

공통 사항 1.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

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

항기록 검토 및 조치의 타당

성 검토

2.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 도면

에서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

3. 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

들의 현장 관리상태가 적합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

부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 전․후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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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0.4절 보조급수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분야/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보조급수계통은 소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비상운전조건에서 주급수계통

이 운전불능인 경우 내진범주 I급의 급수공급원과 함께 원자로냉각재로부터 열을 제

거하기 위해 비상급수계통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보조급수계통은 일반적으로 

기동, 고온대기 및 정지시 급수계통으로 운전된다.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를 수 시간 

동안 고온대기상태로 유지하거나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냉각률로서 정지냉각계통이 운전될 수 있는 온도 및 압력까지 일차계통을 냉각

할 수 있도록 운전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설치 중 검사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반입 및 설치된 각 기

기들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상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를 통해 설치 

중 기기들의 정렬 상태 확인 및 제작사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전동기구동 펌프

나. 터빈(디젤)구동 펌프 

다. 보조급수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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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배관 및 밸브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100% 출력상태에서 주급수가 상실되었을 때 원자로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정지

냉각계통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까지 원자로냉각재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 보조급수계통과 보조급수저장탱크는 안전정지 지진 중이나 지진 후에도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보조급수저장탱크는 정지냉각계통 운전 온도 및 압력까지 

원자로냉각재를 냉각시키는데 필요한 급수를 공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 비상 운전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키기 위해 증기발

생기로 급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중적인 계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보조급수계통은 해당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계통 내

의 단일고장과 동시에 발생하는 주급수관 혹은 주증기관 파단 사고 시에도 건전

한 증기발생기로 적절히 급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과도 혹은 사고상태 기간 동안 보조급수계통은 최소한 요구되는 유량으로 급수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라. 사고후 운전원의 조치없이 보조급수 작동신호에 의하여 보조급수계통은 자동으

로 기동되어야 하며 아울러 수동작동 수단도 갖추어야 한다.

마.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 정상기동 및 정지시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보조급수계통

은 중에너지 배관계통으로 분류된다.

바. 각 증기발생기 공급 배관에 증기발생기의 압력 저하시 보조급수펌프가 최대 토

출(Runout flow) 조건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 공급시 증기발생기에 차가운 보조급수의 유입으로 인한 

수격 현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계통의 기기 및 배관은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계통의 필수부분을 보

호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되고 차폐되어야 한다.

자. 고에너지 또는 중에너지 배관의 파단 혹은 균열에 의해 초래되는 배관 휩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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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충격에 대해 동 계통은 보호되어야 한다.

차. 비필수 장비 및 기기들의 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필수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카. 동 계통은 동력공급원의 다양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하나의 교류전원 공급원과 

다른 하나의 증기 또는 직류전원 공급원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등, 정해진 동력

공급원을 갖춤으로써 계통의 성능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타. 비정상적인 고수위동안 적절한 방호(예상최대홍수를 고려한 적절한 보호)에 의해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파. 과도한 누설 또는 기기 오동작의 경우 감지, 수집, 계통누설제어 및 계통의 일부

를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 운전성 시험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거. 계통이 적절히 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 및 제어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펌프의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설계제원, 제작자 시험결과 

확인

나. 펌프, 밸브의 설치절차서 타당성 및 설치결과 확인

다. 탱크의 형태, 체적, 재질,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등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라. 안전관련 배관 용접부 용접기록 및 관련 요건 확인

마. 배관의 수압시험 결과 확인

바. Class 1E 비상전원 공급설비 확인

사.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 확인

아. 제작사지침서 및 관련도면 시공유의사항 반영여부 확인

자. 온도,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 적합성 확인

차 기기들의 설치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타당성 검토

카.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

(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계제원과 제작 품질기록 비교를 통해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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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기 및 배관의 설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다. 절차서에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라.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내용 적합성 및 미결여부를 확인한다.

마. 최근 개정된 도면의 현장시공에 반영 여부 및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바.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본 계통의 검사를 위해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설치상태 확인

3)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나. 공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공사 착수 전 검사

가) 펌프, 밸브, 탱크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

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

직 종결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 품질기록문서, 부적합보고서)

나) 주요 기기의 설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한다.(검사자료: 제작자 지침서, 설치검사기록)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

사를 해야 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검사자료: 수

압시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안전성분석보고서, 현장검사)

2) 검사 중 검사 유의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 졌는지 확

인한다.(검사자료: 설치검사기록, 현장검사)

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

물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검사자료: 수압시험

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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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설계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안전성분석보고서, 현장검사)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부적합보고서)

나)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안전성분석보고서, 계통도면, 제작자 지

침서)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

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다) 안전 방출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

와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라) 펌프의 성능과 진동이 가동중시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마) 수압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밸브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지 

검사한다.

Ⅲ. 판정 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

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

방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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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

의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 탱크 설치 상태 확인

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합시험 결과, 10분 이상 시험압력을 유지하여 모

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1.5배 이상

7. 계통의 기기들의 설치 완료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등급 펌프와 밸브는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

동중시험지침(KINS-G-018) II. 가동중시험 기술기준(ISTA, ISTB, ISTC-1990, App.

I-1994)”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8.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관한 지침(KINS-G-003)”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Ⅳ.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1. 한국 표준형원전 설계 및 공사방법 신고서

2. 한국 표준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10.4.9 보조급수계통

3. 한국 표준형 발전소 계통 설명서

4. 한국 표준형 보조급수계통 배관 및 계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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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INS/GE-N01 “경수로안전심사지침“ 10.4.9 보조급수계통

6. KINS G-002, 003 “원자력시설 품질보증 지침집“

7. KINS/GT-N27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 중 시험지침” II. 가동중시험 기술기준

8.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N 원자력 기계

9.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QAP 원자력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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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펌프 및

밸브류 -

․전동기

구동펌프

․터빈 혹은

디젤구동

펌프

․보조급수

유량제어

밸브

․보조급수

격리밸브

․관련 역류

방지 밸브

․압력방출

밸브

1. 각 펌프의 설계 제원 검토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

효흡입수두 등)

2. 펌프의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

험

- 펌프 정렬상태 점검

3. 펌프의 정적시험 결과 확인

- 유량

- 차압

- 진동

4. 밸브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동작시간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 밸브 위치 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검사지침서 

“펌프 및 

밸브의 설

치상태 확

인” 참조

- 탱크류 -

․보조급수저

장탱크

1. 보조급수저장탱크의 설계제원 

검토

(형태, 체적, 설계조건 및 운전 

조건, 재질 등)

2. 보조급수저장탱크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

험

- 탱크 설치상태 점검

(측량결과 기록)

설치전 

서류검토 

기기 설치전 

서류검토

검사지침

서 “탱크 

및 열교환

기 설치상

태 확인”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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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관련배관 용접 1. 설계사항, 제작기록,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록 검토

2. 수압시험결과 확인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

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

～1.5배 이상

설치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검사지침서 

“배관계통 

용접 및 설

치상태 확

인”참조

공통 사항 1.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

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

항기록 검토 및 조치의 타당

성 검토

2.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 도면

에서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

3. 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

들의 현장 관리상태가 적합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

부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 전․후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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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2.10.5절 터빈 및 보조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터빈 및 보조계통은 증기발생기로 부터 발생한 증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

켜 발전기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터빈은 고압 및 저압터빈,

증기실(Steam Chest), 정지밸브, 제어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터빈 보조계통은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터빈 축 밀봉장치, 습분분리재열기, 터

빈 제어 및 보호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계통에는 발전기의 기계설비

를 포함한다.

동 계통의 시설검사는 현장에 반입 및 설치되는 기기들에 대하여 제작, 시험이 제

작자 설계 요건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시험성적서와 품질기록 등으로 확인

하고, 현장 조립설치 시 제작자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기기별 설치 절차서, 부적합보고서 처리내용 및 현장조립 설치 기록 등을 확인한다.

2. 검사대상 

가. 터빈

나. 터빈 정지 및 제어 밸브

다.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라. 습분분리재열기 및 추기계통

마. 터빈 제어 및 보호 설비

바.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사. 관련 배관 및 밸브

II. 검사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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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기능

가. 터빈

터빈은 증기발생기로부터 고온 고압의 증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장치로서 고압터빈 1대, 저압터빈 3대가 직렬배열로 구성되어 있고, 터빈 로

터는 축 커플링으로 연결하여 발전기를 1,800rpm으로 회전시킨다.

나. 터빈 정지 및 제어 밸브

고압터빈에는 증기발생기로 부터 유입되는 고온·고압의 주증기를 차단, 제어할 

수 있도록 4개의 정지밸브와 4개의 제어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저압터빈에는 습

분분리재열기로 부터 유입되는 재열증기를 차단, 제어할 수 있도록 저압터빈별로 

2개의 정지밸브와 2개의 제어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터빈에는 총 20개의 증기밸

브가 설치되어 있다.

터빈 정지 또는 운전 중 터빈정지신호가 발생할 경우 터빈보호를 위해 정지밸브

는 유입되는 주증기 및 재열증기를 차단시켜 터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제어밸브는 계통에서 요구되는 전기출력에 따라 각각의 서보밸브에서 제어유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제어밸브 개도를 변화시켜 터빈으로 유입되는 증기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다.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는 2대의 펌프(1대는 대기용)와 저장탱크, 완충탱크 및 냉

각기로 구성되어 있고, 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를 동작시키는 고압의 제어유를 공

급하고, 터빈 비상정지장치계통에 제어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라. 습분분리재열기 및 추기계통

습분분리재열기는 습분분리기, 재열기 및 배수조로 구성되어 있고, 고압터빈에서 

팽창된 증기는 온도, 압력이 강하되고, 많은 습분을 내포한 상태로 이를 저압터

빈으로 공급하기 전에 습분을 분리시키고, 압력은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

가열하여 온도를 높여 습분을 제거시켜 저압터빈으로 공급함으로써 터빈 로터 

회전익 및 다이아프램 고정익 등 내부 구성품을 습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추기계통은 관련배관 및 밸브로 구성되며, 추기증기를 고압 및 저

압 급수가열기, 탈기기에 공급하여 복수 및 급수를 가열하는 기능을 한다.

마. 터빈 제어 및 보호 설비

터빈은 계통에서 요구하는 전기출력에 부응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터빈 속도로부터 신호를 받은 제어장치는 증기 제어밸브에 공급되

는 고압의 제어유 량을 제어함으로써 터빈으로 유입되는 증기유량을 제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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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한다. 제어방법으로는 속도제어, 부하제어 및 유량제어법이 있다. 또한 터

빈 보호설비로서 과속발생 등 비정상적으로 터빈이 운전될 경우 터빈을 안전하

게 정지시키는 보호정지장치와 터빈 내부의 고온, 고압 등으로부터 터빈을 보호

하는 장치가 있다.

바.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

터빈 로터는 대중량, 고속회전체로서 저널베어링과 추력베어링으로 지지되어 터

빈 내부에서 회전한다.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는 이들 베어링의 윤활, 냉각, 방청,

방진 및 청결유자를 위하여 윤활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윤활유 공급장치는 터빈 축 구동 주윤활유펌프, 승압펌프, 교류전동기 구동 보조

윤활유펌프, 직류전동기 구동 비상윤활유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설비로 윤

활유 저장탱크, 윤활유 냉각기 및 가열기와 윤활유 정화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2. 안전설계사항

가. 터빈 및 보조계통은 비안전성관련 품질그룹 등급 D, 내진범주 Ⅱ/Ⅲ급 및 품질

등급 T/R/S에 따라 설계된다.

나. 터빈 비산물 발생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다중성을 가진 터빈 

과속보호계통을 설치함으로써 터빈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성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호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요구조건이 만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터빈 및 보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불시 발전정지 시 터빈을 안정

적으로 제어하고, 계통의 기능 상실이나 오동작 등에 의해 발전정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터

빈에 유입되는 증기량을 제어 및 차단하는 장치와 터빈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고온고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터빈 제어유 공급장치는 터빈의 정상 및 비정상, 정지 등 어느 조건에서도 요구

되는 고압의 제어유를 고압 및 저압 증기 밸브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터빈 윤활유 공급장치는 터빈의 정상 및 비정상, 정지 등 어느 조건에서도 요구

되는 윤활유를 터빈발전기 베어링 및 발전기 밀봉유 계통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터빈 및 보조계통에 대한 건전성, 성능 및 경년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 점검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추기증기배관에 설치된 역지밸브와 전동기구동 차단밸브는 터빈 정지 또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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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될 경우에는 추기계통 배관, 급수가열기 쉘측 및 탈기기에 축적된 증기 에

너지 방출로 인한 터빈과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펌프의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설계제원, 제작자 시험결과 

나. 펌프, 밸브의 설치절차서 타당성 및 설치결과

다. 열교환기 형태, 설계온도, 압력, 압력 손실, 정상유량 등 설계제원과 시공사항 

비교

라. 탱크의 형태, 체적, 재질,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등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마. 배관의 수압시험 결과

바.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

사. 제작사지침서 및 관련도면 시공유의사항 반영여부

아. 온도,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 적합성

자. 기기들의 설치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타당성

차.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

압(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

4. 검사 중점사항

가. 주요기기의 설계제원과 제작 품질기록 비교를 통해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기술기준 및 제작사 요건이 설치 절차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관련도면과 설치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조립설치상태가 절차서 판

정기준에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라. 현장시공 시 발생한 부적합보고서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및 미결여부를 확

인한다.

마. 현장시공에 최근 개정도면의 반영여부와 시공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

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바. 운전 성능변수 측정 장치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

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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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유의사항

가. 설치 전 검사

1) 터빈 단위부품,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 시에 발행된 불

만족 사항 중 미종결 사항을 파악한다. (검사자료: QVDL, NCR)

2) 주요기기 설치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지

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제작자 지침서, CIDR)

3) 제작자 지침서에 명시된 설치 유의사항이 설치절차서 또는 설치작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제작자 지침서, 설치절차서)

나. 설치 중 검사

1) 터빈 조립설치

가) 터빈을 설치할 기초대의 강도와 기초 철판대의 위치상태가 제작자 설계요

건 또는 설치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

료: 제작자 지침서, CIDR)

나) 터빈 차실정렬상태와 로터, 다이아프램 등 내부 구성기기 및 베어링 조립

설치상태가 제작자 설계요건 또는 설치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

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제작자 지침서, CIDR)

다) 터빈 로터 커플링 정렬상태가 제작자 설계요건 또는 설치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제작자 지침서, CIDR)

라) 터빈 케이싱, 베어링 및 커플링 등을 조립한 볼트 조임량이 제작자 설계

요건 또는 설치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검사

자료: 제작자 지침서, CIDR)

2) 펌프, 탱크, 열교환기, 밸브 및 배관 설치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 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CIDR, 현장검사)

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 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검사자

료: 이물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다) 안전설계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SAR, 현장검사)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작업절

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나) 설치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기기

유지관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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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품질관리기

록)

라) 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작업절차

서)

마)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검사자료: 안전성분석보고서, 현장검사)

4) 공통사항

가) 터빈 조립설치가 장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

정이 진행될 경우에만 현장입회검사를 수행한다. 또한 검사범위는 검사일

정 및 검사 인력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한다.

나) 터빈 조립설치 중 발생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기술감리자와 제작

사의 합의 후 최종처리 방안을 확정하여 후속조치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다)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치 표시기 상태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라) 과압방지장치 설치상태(연직방향), 외관 손상 유무, 명판과 설계 설정치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확인한다.

마) 현장에서 사용되는 조립 및 측정 장비에 대한 검, 교정실시 및 유효기간 

확보 여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청결유지를 위한 작업환경 확보

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원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 시 도면상의 주의사

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

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부적합 특성

이 검토되고 조치방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

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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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6. 밸브는 설치 완료 후,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하

며, 단위기기의 운전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7.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KEPIC QAP-2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하

여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KINS/GE-N0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지침서 10.2

2.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0.2

3.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T/MN

4. ASME NQA-1, ASME B31.1 POWER PIPING

5. 제작사 설치 지침서(GEK 103694- Vol.Ⅲ)

6. EPRI-URD VOLUME Ⅱ CHAPTER 13('95년, 개정 7)



제3.2.10.5절                                                  개정 2 - 2013. 4- 8 -

검사 점검표 (1/3)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터빈·발전기
․터빈
․터빈밸브
․습분분리
재열기 

1. 터빈 설계제원 확인
- 형식, 증기압력, 온도 및 유  
량, 출력 등

2. 터빈 설치설차서 타당성
- 제작자 지침서를 반영한 절  
차서 내용 적합성

3. 터빈 제작자 품질관련기록
- 성능시험

4. 터빈 조립설치 결과
- 터빈 기초강도
- 터빈 기초 평편도
- 내부구성품 간극
- 베어링간극
- 축 정렬 
- 볼트 조임 등

5. 터빈 정지 및 제어 밸브 
제작 제작자 품질관련 기록

- 시트 기밀 및 내압시험

6. 습분분리재열기 제작자
품질관련 기록확인

- 세관 번들 및 배수탱크 수  
압시험 등 

설치 중 서류검토

설치 중 서류검토

설치 중 서류검토 

설치 중 현장확인

설치 후 현장확인

설치 중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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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2/3)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펌프류
․제어유     

펌프
․주윤활유   

펌프
․보조윤활유 

펌프
․주윤활유   

펌프용     
흡입펌프
․터빈베어링  

올림펌프

- 밸브류
․유량제어 

밸브
․차단밸브
․압력방출 

밸브(안전)
․역류방지 

밸브(추기)

1. 펌프의 설계제원
-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2. 펌프 제작자 품질관련 서류 
- 성능시험성적서 등

3. 펌프의 설치 절차서 타당성 
및 설치상태

- 설치 절차서 내용 적합성
- 그라우팅 강도
- 펌프 축 정렬 등

1. 밸브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개·폐 상태
- 밸브 설치위치 상태 
- 밸브 분출압력 설정치 등

설치 중 서류검토

설치 중 서류검토

설치 중 현장 확인

설치 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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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3/3)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공통사항 1.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합사항 처리상태,
설계변경 사항 및 조치의 
타당성 

2.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 
도면에서 시공 상 
유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3 KEPIC QAP/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들의 현장 관리상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인수, 취급, 보관 시의 
점검상태

5. 조립설치에 사용하는 
측정기 및 공구 검·교정 
실시, 유효기간 확보 및 
관리상태의 적절성

설치 후 현장 확인

설치 중 서류검토

설치 중 서류검토

설치 중 서류검토

설치 중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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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0.7절 보조증기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보조증기계통은 발전소 기동, 정지 및 정상운전 시 터빈건물 및 보조건물에 설치된 

기기에 증기를 공급하도록 설계되며, 또한 동 계통은 원자로건물 및 핵연료건물에

도 증기를 공급한다. 한 호기가 정지하고, 다른 한 호기가 기동 시에 정지된 호기로

부터 증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경유연소 보조보일러를 기동하여 보조증기를 공급

받는다.

동 계통의 시설검사에서는 보조보일러, 펌프, 탱크, 관련 배관 및 밸브 등이 설계규

격과 상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가 수

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를 통해 제작사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조보

일러 및 관련 부속기기들의 현장설치 및 유지관리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본 계통의 

서류 및 현장 입회검사는 표본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검사 대상

가. 보조보일러

나. 보조보일러 급수펌프

다. 보조보일러 연료펌프

라. 보조보일러 송풍기

마. 응축수 저장탱크

바. 응축수 회수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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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련 배관 및 밸브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보조증기계통은 정상 운전 중에 붕산 농축기, 가스 탈기기 및 온수 열교환기에 보

조증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기동 또는 정지 시에는 터빈 밀봉, 주 탈기기 및 주급

수펌프와 보조급수펌프 터빈 시험 등에 보조증기를 공급한다. 발전소 정상 운전 

중에는 주증기계통에서 증기를 공급하며, 보조증기 모관은 공용 배관으로 2개호기

에 연결되어 있어 한 호기는 정상 운전되고, 다른 호기가 정지 및 기동 시에는 정

상운전중인 호기의 주증기계통에서 보조증기 모관을 통해 다른 호기로 증기를 공

급한다. 또한 한 호기가 정지하고, 다른 한 호기가 기동 시에 정지된 호기로부터 

증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보조보일러로부터 보조증기계통에 증기를 공급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원자로건물을 관통하는 보조증기계통의 격리밸브는 10 CFR 50 부록 A, 일반설

계기준 54, 56 및 부록 J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나. 보조보일러는 한 호기가 정지하고, 다른 호기 기동 시에 필요한 증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보조보일러 급수펌프 및 연료펌프, 응축수 회수펌프의 설계 제원을 검토한다.(형

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유효흡입수두 등)

나. 보조보일러 급수펌프 및 연료펌프, 응축수 회수펌프의 설치 절차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보조보일러 급수펌프 및 연료펌프, 응축수 회수펌프의 정적시험 결과가 설계요

건에 만족한지 확인한다.(유량, 차압, 진동)

라. 보조보일러 계통 내 밸브의 정적시험 결과가 설계요건에 만족한지 확인한다.(동

작시간, 개․폐상태, 위치확인)

마. 보조보일러 및 응축수 저장탱크에 대하여 제작공장에서 수행된 사항에 대한 적

합성결과를 확인한다.

바. 보조보일러 급수펌프 및 연료펌프, 응축수 회수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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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

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계제원과 제작 품질기록 비교를 통해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주요 기기 및 배관의 설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다. 절차서에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라.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내용 적합성 및 미결여부를 확인한다.

마. 최근 개정된 도면의 현장시공에 반영 여부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바.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

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설치 전 검사

1) 보조보일러, 펌프, 탱크,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과 설계 자료의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 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

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 : 제작자 품질관련 기록(QVDL), 부적합보고서(NCR)]

2) 주요 기기의 설치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검사자료 : 제작자 지침서, CIDR)

3)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압력에서 육안검사

를 해야 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검사자료 : 수압시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4)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 SAR, 현장검사)

나. 설치 중 검사 

1)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 졌는지 확인

한다. (검사자료 : CIDR, 현장검사)

2)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 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이

물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3)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검사자료 : 수압시험

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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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설계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SAR, 현장검사)

다. 최종 검사

1) 검사대상 각 시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작업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2)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기기유지관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3)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품질관리기록)

라. 공통 사항

1)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2) 과압방지장치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와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설계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 시 도면상의 주의

사항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

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

치방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

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기

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 상태 확인

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은 아래의 시험압력에서 10분 이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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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모든 용접부위 및 연결부위에서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KEPIC MN(ASME Sec. III)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ASME B31.1)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1.5배

7. 밸브는 설치 완료 후,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8.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KEPIC QAP-2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

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9조(사용전검사의 시기 등)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44조(신뢰성),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원자로.15) “원자로시

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

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

정”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I-N01 발전용 원자로 정기검사지침서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T-N27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 중 시험지침

6.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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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MN “원자력기

계”, MGE “배관”

7. 안전성분석보고서 9.5.11절 “보조증기계통”

8. 보조증기계통 계통설명서

9. 보조증기계통 배관 및 계장도면

10. ASME Sec. III

11. ASME NQA-1

12. 10 CFR 50 부록 A

13. 일반설계기준 54,56 및 부록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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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 보조보일러 1. 보조보일러 설계제원 검토

(용량, 형태, 온도, 압력, 재질 등)

2. 보조보일러 제작공장 시험성적서 

검토 

- 재료, 수압시험성적서

3. 보조보일러의 설치 절차서 타당

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보조보일러 설치상태 점검

4. 설치후 수압시험 결과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

- 펌프, 송풍기 

및 밸브류

․보 조 보 일 러 

급수펌프

․보 조 보 일 러 

연료펌프

․응축수 회수

펌프

․송풍기

․차단밸브

․압력조절밸브

․안전밸브

․격리밸브

1. 펌프 및 송풍기의 설계 제원 검

토

- 펌프 :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

량, 유효흡입수두 등

- 송풍기 : 형태, 용량 등

2. 펌프 및 송풍기 제작공장 시험성

적서 검토

- 재료, 성능시험성적서

3. 펌프 및 송풍기의 설치 절차서 

타당성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정렬상태 점검

4. 밸브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개폐상태

- 밸브 위치 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탱크류

․응축수 저장

1. 탱크에 대하여 제작공장에서 수

행된 다음사항에 대한 적합성 

설치전, 품질기록을 

통해 서류 점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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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탱크 또는 결과를 확인

가. 재질검사

나. 규격검사

다. 용접검사

라. 비파괴검사

마. 수압시험결과

2. 설치검사

가. 설치절차에 제작자의 설치시 

유의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

나. 기초 및 지지대가 도면상의 

기기위치 및 기기형태와 일

치하는가를 확인

다. 기기의 중심과 높이가 도면

상의 치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라. 앵커볼트의 조임 상태를 확

인(적정 Torque 여부 

및 조임 순서 등)

마. 용접상태 확인

바. 그라우팅의 혼합, 타설 및 

양생상태 확인

3. 완성상태 검사

가. 보존 상태 확인

나. 관련 품질기록의 완료

상태를 확인

공장에서 수행된 결

과의 적합성 확인

설치시 또는 설치후,

설치절차서 검토

검사기록 확인

검사기록 확인 및

현장검사

검사기록 확인 및 

현장검사

〃

〃

현장검사

품질보증기록 확인

- 관련배관

용접

1. 설계사항, 제작기록, 용접 및 비

파괴검사 기록검토

2. 수압시험결과 확인

가. KEPIC MN/ASME Sec. Ⅲ

배관의 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

설치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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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상

나. KEPIC MGE/ASME B31. 1

배관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

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1.5

배 

- 공통사항 1. 각 기기들의 설치기록, 부적합사

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검토 및 조치의 타당성 검토

2.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도면에서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한 반영여

부 확인

3. KEPIC QAP/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들의 현장 관리상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

부 확인

4. 인수, 취급, 보관시의 점검 상태

를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전․후 현장확인

설치전, 이수, 취급,

보관시의 관련절차서

의 기록 검토 및 관

련 NCR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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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1.1절 용수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분야/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본 절에서는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의 기기냉각수계통, 기기냉각해수계통 및 냉방

수계통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독립적인 다중의 계열로 구성되어 냉각재 상실사고 시에는 일

부 안전성관련 기기를 포함하여 공학적 안전설비에, 그리고 정상 운전시에는 안전관련 

및 특정 비안전관련 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그리고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은 독립적

인 다중의 안전 관련 계열로 구성되어 내진범주 I급 기기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을 통해 

최종열제거원으로부터 냉각 해수를 취하여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공급한다.

필수냉방수계통은 발전소 모든 운전조건에서 안전관련인 주제어실 공기조화기, 공학

적안전설비 고압배전반 및 기기실 공기조화기, 그리고 각 지역냉방기의 냉각코일에 냉

수를 공급한다.

2차기기냉각수계통은 터빈건물의 열교환기 및 관련기기로부터 배출되는 열을 제거하

기 위해 냉각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며, 발전소 냉방수계통은 비안전 관련 공기조화기 

및 냉방기에 냉수를 공급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설치중 검사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반입 및 설치된 각 기기들

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기설치 절차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를 통해 기

기들의 정렬 상태 확인 및 제작사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



제3.2.11.1절                                                     개정 3 - 2013. 4- 2 -

를 확인한다. 본 계통의 서류 및 현장 입회검사는 표본(sampling)검사를 기본으로 한

다.

2. 검사 대상

가. 1차 및 2차 기기냉각수계통

1) 기기냉각수 펌프

2)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3) 완충탱크

4) 약품첨가 탱크

5) 관련배관

나. 1차 및 2차 기기냉각해수계통 및 해수 취수구 여과기 계통 

1) 기기냉각해수 펌프 

2) 취수구 세척펌프 

3) 관련배관

다. 냉방수계통(필수 및 발전소냉수계통)

1) 냉동기 

2) 냉방수펌프

3) 공기분리기

4) 압축탱크

5) 화학약품 주입탱크

6) 관련 배관 및 밸브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기기냉각수계통

1)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정상운전시 원자로 보조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비상시

에는 공학적안전설비계통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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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계통의 각 계열은 정지냉각 열교환기, 비상디젤발전기 냉각기, 필수냉동기,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열교환기 등의, 안전관련 기기들로부터 발생하는 열부하

를 제거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공급한다.

3) 1차기기냉각수계통의 비내진 관련 부분은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 밀봉수열교환

기, 붕산농축기, 탈기기, 유출수열교환기 등 비안전성 관련 열부하 기기들에 냉

각수를 공급한다.

4) 2차기기냉각수계통은 터빈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관련기기에서 발생한 열부하를 

흡수하여 2차기기냉각해수계통으로 열부하를 전달한다.

나. 기기냉각해수계통

1) 내진범주 I급 기기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을 통해 최종열제거원으로부터, 해수를 취

하여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공급한다.

2) 설계기준사고시 1차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설계 유량을 공급한다.

3) 2차기기냉각해수계통은 열제거원으로부터 해수를 취하여 2차기기냉각해수 열교

환기에 공급한다.

다. 냉방수계통

1) 동 계통은 모든 발전소 운전조건하에 안전성관련인 주제어실 공기조화기, 사용

후연료저장조 냉각펌프실 냉각코일, 1E급 전기기기실 및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

실 공기조화기, 그리고 각 지역냉방기의 냉각코일에 냉수를 공급한다.

2) 발전소냉방수계통은 비안전 관련 공기조화기 및 지역냉방기에 냉수를 공급한다.

3) 각 1대의 공기분리기와 압축탱크는 온도변화와 소량의 유입으로 인해, 계통 내

에 발생한 공기를 분리하고 계통의 수축과 팽창을 흡수한다.

2. 안전설계 사항

가. 1차기기냉각수계통

1) 동 계통은 지진 및 태풍으로부터 방호설계, 침수설계, 비산물 방호설계, 가상 배

관파단사고와 관련된 동적 효과에 대한 방호설계, 그리고 환경검증설계가 반영

되어야 한다.

2)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시 핵연료 또는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원자로내의 붕괴열에너지와 격납건물내 증기에너지를 정지냉각 열교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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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기냉각해수계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소외전원 상실과 동시에 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하여 동 계통의 안전정지 기능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기냉각수계통 중 냉각재상실사고시 작동이 요

구되는 부분은, 안전정지지진 동안 및 그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4) 발전소 정상운전중에 능동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

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중요 기기의 검사를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

다.

5)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정지냉각계통 및 기기냉각해수계통과 함께 원자로 정상정

지 이후, 증기발생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상온정지시까지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동 계통은 1차기기냉각해수를 열제거원으로 사용하여 정상운전시 및 기동시, 초

기운전정지 기간 및 초기사고 기간 동안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온도의 냉

각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동 계통은 출력운전 동안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조계통에 신뢰

성 있는 냉각수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8)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방사능 누출시 이를 감지하고, 방사능 누출부위가 격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동 계통은 저열부하 및 1차기기냉각해수의 온도가 극히 낮은 조건하에서도, 1차

기기냉각수의 온도를 항상 설계시 제시된 값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및 해수 취수계통

1) 동 계통의 각 펌프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시, 공학적 안전설비에 필요한 냉각

수를 100% 공급해야 하며, 각 펌프는 해수수위가 변해도 충분한 유효유입수두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동 계통은 어떤 단일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노심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운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열제거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3) 동 계통은 내진범주 I 설계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내진범주 I이 아니더

라도 파괴로 인하여 충격 혹은 침수를 야기 시켜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의 필수 

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계통내의 기기나 구조물의 부품 및 지지 구조물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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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하중에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동 계통은 정상 출력운전중 및 정지운전중에, 사고조건에 준하는 압력과 유량에

서 계속 운전되므로, 사고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필수 유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동 계통의 주요 기기, 즉 펌프, 밸브, 열교환기 및 배관은 주기적 검사 및 시험

이 용이하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필수냉방수계통

1) 필수냉방수계통은 안전성관련 및 내진등급 I으로 설계되어, 발전소 모든 운전조

건하에서 연속 운전되어야 한다.

2)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중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각 계열의 기기는 독립적인 공학적 안전설비(1E급) 전기모선으로부터 전원을 공

급받는다.

4) 계통 용량은 보조건물내의 주제어실 지역, 1E급 전기기기실 및 비상노심냉각계

통 기기실, 핵연료건물내의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 펌프실로부터 사고기간 동안 

발생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들의 열제거는 안전

성관련 지역냉방기와 공기조화기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5) 계통의 모든 기기들은 관련 KEPIC 코드와 IEEE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한다.

6) 이 계통은 비산물, 배관타격 및 홍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 동 계통의 냉동기나 배관과 같은 주요 기기들은, 주기적 검사 및 시험이 용이하

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펌프의 형식, 설계 압력/온도/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설계제원, 제작자 시험결과 

확인

나. 펌프, 밸브의 설치절차서 타당성 및 설치결과 확인

다. 열교환기 형식, 설계 온도/압력/유량, 압력 손실, 정상유량 등 설계제원과 시공

사항 비교검토 

라. 탱크의 형식, 용량, 재질,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등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마. 안전관련 배관 용접부 용접기록 및 관련 요건 확인

바. 배관의 수압시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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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 확인

아. 제작사지침서 및 관련도면 시공유의사항 반영여부 확인

자. 온도,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 적합성 확인

차. 기기들의 설치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타당성 검토

4. 검사 중점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계 제원과 제작 품질기록 비교하여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확

인한다.

나. 기기 및 배관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다. 안전관련 배관 용접부 용접기록을 검토한다.

라. 안전관련 계통배관이 KEPIC MND-3612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마. 계통도면 유의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바. 관련 배관의 수압시험이 적합하게 시행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사. 펌프의 유효흡입수두가 충분히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아. 주요기기 설치가 제작자지침서의 설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본 계통의 검사를 위해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3)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나. 기기냉각수계통은 안전관련 및 비안전 관련 계통을 포괄하므로 안전관련인 1차

기기냉각수게통의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1차기기냉각수계통은 발전소의 거의 모든 주요 열교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배관이 복잡하고 또한 각 열교환기는 해당계통에서 검사가 수행되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배관에 대한 검사가 중요하다.

라. 1차기기냉각해수계통은 KEPIC 등급 배관과 매설 콘크리트 배관이 같이 연결 되

어 사용되며 이들의 수압시험 적용 압력이 차이가 있으므로 매설관과 KEPIC 등

급 배관이 연결되기 전에 수압시험이 완료되어야 한다.

마. 동 계통과 관련하여 안전등급 부분과 비안전등급 부분간의 연계부분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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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반영사항을 확인한다.

바. 공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공사착수전 검사

가)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과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기술된 재질,

규격 등을 비교,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결되

지 않은 사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QVDL, NCR)

나) 주요기기의 설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검사자료:제작자 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사

를 해야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검사자료: 수압시

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FSAR, 현장검사)

2) 검사중 유의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졌는지 확인

한다. (검사자료:CIDR, 현장검사)

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물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수압시험

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라) 안전설계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PSAR, 현장검사)

3) 최종 검사

가) 각 검사대상 시설이 적절히 설치완료되었는 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

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나) 설치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

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 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FSAR, 계통도면, 제작자 지침서)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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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방출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와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라) 펌프의 진동과 성능이 가동중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사한다.

마) 수압시험 과정에서 밸브의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지 검사

한다.

III. 판정기준

1. “II. 1. 주요 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

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되

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

의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 상태 확인

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 결과, 10분 이상 시험압력을 유지하여 모

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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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압 : 설계압력의 1.2 ～ 1.5배 이상

7. 계통의 기기들의 설치완료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기

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는 KEPIC-2000 MO(원전 가동

중시험)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전시험/가동중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한다.

8.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 들은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검

사 지침서(KINS/GI-N13)”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리되어

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1. 한국 표준형원전 설계 및 공사방법 신고서

2. 한국 표준형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9.2.1.2, 9.2.2.2, 9.2.5, 9.2.7.1

3. 한국 표준형 발전소 계통 설명서

4. 한국 표준형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및 필수냉수계통 배관 및 계기도면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E-N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9.2절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I-N13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

보증검사 지침서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GT-N27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 중 시험지침”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22조(원자로냉

각계통 등),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 제44조(신뢰성)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

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33) “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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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에 관한 규정”

10.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MN “원자력기

계”, MGE “배관”

11.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y Components ”

12. ASME Standard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Subpart 2.5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Structural Concrete and Structural Steel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Subpart 2.8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fo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Mechanical Equipment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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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펌프 및 밸브

류-

․기기냉각수 

펌프

․기기냉각해

수펌프

․냉방수펌프

․취수구 세척

펌프

․차단 밸브

․유량제어

밸브

․역류방지

밸브 

․압력방출밸

브 등

- 탱크류 -

․기기냉각계

통 완충탱크

․기기냉각계

통 약품첨가

탱크

․필수냉방수

계통 압축

탱크

․필수냉방수

계통 화학처

리탱크

1.각 펌프의 설계 제원 검토

(형식, 설계 압력/온도/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2. 펌프의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펌프 정렬상태 점검

3. 펌프의 정적시험 결과 확인

- 유량

- 차압

- 진동

4. 각 밸브의 설계 제원 검토 

및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동작시간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 밸브 위치 확인 

1. 각 탱크의 설계제원 검토

(형식, 용량, 설계조건 및

운전 조건, 재질 등)

2. 탱크류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탱크 설치상태 점검

(측량결과 기록)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기기 설치전 서류검토

검사지침서 

“펌프 및 

밸브의 설

치상태 확

인” 참조

검사지침서 

“탱크 및 

열 교 환 기 

설 치 상 태 

확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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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열교환기류-
․기 기 냉 각 수 

열교환기

․필수냉방수계

통 냉동기

관련배관 용접

공통 사항

1. 각 열교환기의 설계제원

검토 및 시공사항

(형식, 설계 온도/압력/유량,
압력 손실, 정상유량 등)

2. 열교환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열교환기 설치상태 점검

(측량결과 기록)

1. 설계사항, 제작기록,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록 검토

2. 수압시험결과 확인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1.5배 이상

1.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

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

항기록 검토 및 조치의 타당

성 검토

2.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 도면

에서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

한 반영 여부 확인

3. 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들

의 현장 관리상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설치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 전․후 현장확인

검사지침서 

“탱크 및 

열 교 환 기 

설 치 상 태 

확인”참조

검사지침서 

“ 배 관계 통 

용접 및 설

치상태 확

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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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1.2절 안전관련 공기조화계통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협조부서 : 리스크평가분야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가상 운전 과도상태 및 설계기준사

고 동안 제어실 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제어된 대기환경을 제공하

고, 제어실 기기들의 운전성을 돕는 기능을 가진다.

격납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기간 동안 격납건물 내에 설치된 구

조물, 기기 및 계측제어 장치를 위하여 제어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격납건

물 종합 누설률 시험 시 격납건물 내의 환경조건을 균일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방사성 폐기물 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운전 중 가상사건 동안 

그리고 예상되는 사고 후에 폐기물 지역에 환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

을 허용하며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예상된 운전 과도상태 기간 동안 

및 핵연료 취급사고 이후 종사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방사성 공기를 제어하

고 핵연료 저장조 지역의 환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안전관련 공기조화계통의 시설검사는 상기 계통들의 시설물 공사가 

제출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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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이다.

2. 검사 대상 

가.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 

1) 주제어실 급기공기조화기

2) 전기덕트가열기, 가습기 & 격리댐퍼

3) 주제어실 순환송풍기

4) 화장실 배기송풍기

5) 부엌 배기송풍기

6) 주제어실 비상보충공기정화기

나. 격납건물 공기조화계통

1) 원자로격납건물 송풍냉각기

2) 원자로공동 냉각기

다. 폐기물건물 공기조화계통

1) 폐기물건물 급기공기조화기

2) 폐기물건물 배기공기정화기

3) 폐기물제어지역 급기공기조화기

4) 폐기물제어지역 재순환송풍기

5) 지역냉방기

라.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

1) 정상 급기공기조화기

2) 정상 배기공기정화기

3) 비상 배기공기정화기

4) 지역냉방기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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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

1) 모든 운전조건 시 주제어실 급기계통은 주제어실 지역의 운전원과 장비에 

적합한 온도 및 습도를 가진 공기를 공급하며, 주제어실 지역의 배기 요건

을 만족하면서, 주변지역에 비해 주제어실 지역을 정압으로 유지한다.
2) 외기 흡입구에서 고농도 연기 감지 시 계통은 외부보충공기가 없는 재순

환 형태로 전환되며, 화재발생 후 주제어실 지역의 연기는 1차 보조건물 

배연계통에 의하여 배기된다.

3) 가상사고 시 비상 공기정화계통은 자동으로 기동되고 격리댐퍼에 의해 정

상운전 경로에서 비상운전 경로로 전환되어 외기 흡입구로부터 들어오는 

공기는 비상공기정화기를 통해 여과된 후 주제어실 지역에 공급된다.

4) 정상운전 시 배기계통은 주제어실 지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기시키며, 가상

사고 시 배기계통은 주제어실 지역의 정압유지를 위해 운전정지되고 격리

된다.

나. 격납건물 공기조화계통

1) 원자로격납건물 송풍냉각기계통은 정상운전 시 격납건물 내의 기계, 전

기 및 구조물 주위에 적절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격납건물을 냉각시

키고 제습기능을 수행한다. 동 계통은 정상운전 시 냉각기는 고속으로 

운전되며 종합누설률 시험 시 팬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속으로 

운전된다.

2) 원자로공동 냉각계통은 정상운전 시 원자로 용기로부터 온도  및 감마선

에 의한 열부하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 공동(Cavity) 및 노내 핵  

계측기에 냉각 공기를 공급한다.

다. 폐기물건물의 공기조화계통

1) 폐기물건물의 공기조화 설비는 기계, 배관 및 조명으로 인하여 폐기물   

건물 내에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고, 종사자의 출입을 위한 환경을 유지  

시키는 동시에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로 줄이  

는 역할을 한다.

2) 폐기물건물 제어실 지역에 공급된 공기중 청정지역의 공기는 재순환되  

며, 잠재적 오염지역의 공기는 배기팬에 의해 외부로 배기된다.

3) 폐기물건물의 배기는 정상 시에는 정상 배기 공기정화기를 통해 배출되  

며, 고방사능 물질이 감지되면 비상 공기정화기로 배출 경로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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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

1) 핵연료 정상 급기계통, 정상 배기계통 및 지역냉방계통은 핵연료 건물내

의 종사자와 기기들에 대해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방사능 오염공기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핵연료건물을 약간 부압으로 유지한다.

2) 핵연료건물 비상배기계통은 핵연료건물을 약간 부압으로 유지하고, 방사

성 부유 핵분열생성물이 외부로 방출되기 전에 활성탄 흡착기를 통과시

켜 여과한다.

3) 정상운전 시 핵연료건물로부터의 배기는 정상 배기 공기정화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상시 배기되는 공기는 비상 배기 공기정화기를 통과하도

록 유로가 변경된다.

3. 안전 설계사항

가.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

1) 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시 주제어실을 주위지역에 비해 정압을 유

지시켜 외부 오염 가능 지역으로부터 오염공기의 침입을 감소시킨다.

2) 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은 비 안전성 관련 덕트 가열기, 가습기, 화장실   

및 주방용 배기 송풍기를 제외하고는 안전성 관련 계통이며 내진범주 I

로 설계한다.

3) 제어실 공기조화계통의 모든 다중 계통 기기 들은 물리적으로 격리되고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되는 비산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며, 외부 흡

입구 양쪽 모두 비산물로부터 방호된다. 동 계통의 모든 덕트, 기기와 

부속물들은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물 내에 설치된다.

4) 제어실 정상 급기계통의 외기 흡입구에는 방사능 감시기가, 주제어실내

에는 지역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흡입되는 공기의 오염을 탐지하며,

허용 한계치 초과 시 주제어실에 경보한다.

5) 연기 감지기는 주제어실 급기 및 환기 덕트에 설치되어 연기 감지시 또

는 운전원에 의해 유독성 기체가 감지되면 계통은 외기의 보충공기없이 

100% 재순환 형태로 수동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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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기 흡입구에서 고방사능 감지시 공기의 정화를 위해 정상운전모드에

서 비상운전모드로 자동 전환되며, 운전원은 보다 낮은 방사선 준위를 

갖는 외기 흡입구를 수동으로 선택한다.

7) 제어실 비상 공기조화계통은 예상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운전 가능하여

야 하며 제어실에 적합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동 계통에는 제어실 비상 공기여과계통이 설치되어 있어 이 여과계통의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제어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유입되는 새 공

기를 여과시켜 공기 중의 방사능을 제거한다.

8) 제어실 비상 공기조화계통은 사고 후 운전하는 동안 기체방사능이 여과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제어실의 압력을 정압 상태로 유지시킨다.

9) 제어실 비상 공기조화계통은 각각 100% 용량의 다중성이고 독립된 2개

의 공기공급 계통으로 되어있다. 각 계통은 독립적이고 Class 1E급 전원

이 공급되고, 서로 다른 계열의 비상 냉방용수계통에 연결되어 있다.

10) 주제어실 지역 내에는 고에너지 배관이 설치되지 않는다.

11) 10 CFR 50 App. A, GDC 19 에서 요구하는 주제어실 운전원의 피폭

선량을 전신기준으로 5 rem 또는 어떠한 신체기관에 대하여 그 상당량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나. 격납건물 공기조화계통

1) 원자로격납건물 송풍냉각기계통은 정상운전시 격납건물 내에 설치된 구

조물, 기기 및 계측제어장치를 위해 적합한 온습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

함이며,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시 격납건물 내 환경조건을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2) 원자로격납건물 송풍냉각기계통은 정상전원이 차단되고 원자로가 고온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춘다.

3) 원자로공동 냉각계통은 정상운전 시 공동 내, 노외 중성자 검출기 안내

관(Thimble) 내부 및 차폐벽의 제한된 온도조건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4) 정상운전 시 원자로공동 냉각계통은 가동중인 팬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설계유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1대의 여분의 팬이 있다.

5) 정상전원이 차단되고 원자로가 고온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원

자로공동 냉각계통은 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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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건물 공기조화계통

1) 방사성 폐기물 건물내의 공기온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

2) 방사성 폐기물 건물에 부압을 가하여 어떤 오염된 공기가 건물로부터 

새어 나가는 것을 최소화한다.

3) 방사성 폐기물 건물의 제어실과 운전원 거주 지역 및 보건물리실 지역

의 압력을 주변 지역보다 높게 유지시켜 주변으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새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한다.

4) 공기 흐름의 패턴을 저방사선 구역으로부터 고방사선 구역으로 흐르게 

한다.

5) 적절한 건물로부터의 공기 추출률(Purge Rate)을 조절하여 방사성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공기중 방사성에 의한 피폭이 

10 CFR 20의 제한치 이내로 유지한다.

6) 외부로 배출되는 부유 방사능을 제한하기 위해 배기되는 공기를 여과하

고 그 방사능 준위를 감시한다.

라.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

1)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 중 안전성 관련 계통은 소외전력 상실사고 및 

기기의 단일고장 사고 시에도 가동될 수 있도록 다중성과 전기적 분리가 

되어 있다.

2)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정상운전 및 핵연료 사고 시에도 핵연료건물

을 부압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핵연료건물 비상배기계통은 LOCA 혹은 핵연료 취급사고 후 누출된 방

사능 입자가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누설되지 않도록 탄소흡착기계열

(Carbon Absorber Train)을 통과한다.

4) 핵연료건물 홉입 및 배기통로에는 태풍댐퍼(Typhoon Damper)들이 마련

되어 태풍통과 시 자동으로 폐쇄되도록 되어 있으며, 비산물 방호장치

(Missile Protection)가 마련되어 비산물의 관통을 방지한다.

5) 공급 송풍기는 배기 송풍기와 연동장치(Interlock)가 되어 있어 공급 송

풍기 중 하나가 시동되거나 계속 운전중일 때 배기 송풍기가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6) 핵연료건물의 문은 부주의로 열린 채 방치되어 건물의 환기를 방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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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자동개폐기(Self-Closer)가 설치되어 있다.

7) 핵연료건물 비상 배기계통과 사용후 연료 저장조 냉각 펌프실의 지역냉

방기는 안전성 관련 기기이며 내진범주 I로 설계된다.

8) 핵연료건물 공기조화계통은 방사능을 유출시키는 핵연료 취급 사고 후 

건물을 격리시키도록 설계되어있고, 각 흡입, 배기 덕트내 위치한 안전성 

관련 격리댐퍼는 Class 1E의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상기의 주요 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덕트 설비의 밀봉상태를 확인한다.

다. 여과기류의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공사착수전 검사 

1) 덕트 누설시험 및 구조적건전성시험 절차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검사자료) ; 누설시험 및 구조적건전성시험 절차서 

2) 안전설계 사항의 확인

나. 공사중 검사 

1) 여과기의 설치상태 확인 시 여과기의 손상여부 및 장착개스킷의 적정설

치 여부를 확인한다.

2) 덕트 및 댐퍼류의 설치 과정중 덕트류의 지지물 설치상태 및 댐퍼류의 

손상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댐퍼의 날개 및 윤활 상태를 확

인한다.

(검사자료) : 시공기록, 현장검사 

3) 송풍기 벨트의 설치 및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 시공기록, 현장검사 

4) 안전설계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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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검사 

1) 검사대상 각 시설이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 기기설치관련기록, NCR, 현장검사

2)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 현장검사 

3) 관련품질보증 기록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검사자료) ;품질관련기록, NCR, 준공도면 

4) 안전설계사항의 확인

라. 안전관련 공기조화계통에 대한 검사는 장기간에 걸쳐 설치 및 정렬 작업

이 수행되므로 안전성 중요도 및 특이사항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본검사

(Sample Inspection)를 수행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

사 인력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한다.

Ⅲ. 판정 기준

아래의 사항 중 1개항이 충족될 경우 본 시설의 검사결과는 만족된 것으로 

판정한다.

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및 4항에 따

른 검사결과가 만족되었을 때.

나.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만족되고 II. 3항 및 4항에 따

른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1) 공사 완료부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만족되고,

2) 공사 미완료 부분이 검사기록에 수록되며, 그 공사결과가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가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

단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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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문헌

가.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환경영향등에 관한 설

계기준”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 “원자로제어실 등”

라. 10 CFR 50, App. A, GDC 2, 4, 5, 19, 60, 61

마. Reg. Guide 1.13, "Fuel Storage Facility Design Basis."

바. Reg.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사. Reg. Guide 1.25, "Assumptions Use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a Fuel Handling Accident in the Fuel

Handling and Storage Facility for Boiling and Pressurized Water

Reactor."

아. Reg. Guide 1.140,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Normal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자. Reg.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Post

Accident Engineered-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차. Reg. Guide 1.155, “Station Blackout.”

카.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 Grade Gas Phase Absor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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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Duct 설비 1. Duct 누설시험 및 구조적건

전성시험 절차서는 적절하

게 작성되어 있는가 

2. Duct의 제작 및 설치상태

는 적합한가

가. 설치위치

나. Support 간격

다. Spool 연결상태

라. 부착물 설치상태

마. Coating 및 단열재 시

공상태

바. Gasket 설치상태

3. Damper의 설치상태 및 작

동상태는 적합한가

가. Damper Blade의 건전

성

나. Damper의 윤활상태

4. Duct의 누설시험 및 구조

적건전성시험이 적절한지 

점검

5. 시공완료 상태는 적합한가

가. 시설

나. 청결 및 시설보호

다. 품질보증기록

o공사착수전 검사시 

시험절차서 내용 검

토 및 담당자 면담

o설치과정 검사시 관

련 설계도면 검토 

및 설치 완료 시 현

장 확인 검사

o설치과정 검사시 관

련 설계도면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

인 검사

o설치과정 검사시 품

질보증기록 검토 및 

현장 확인

o최종검사시 품질보

증기록 검토 및 현

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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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회전 기기류 1. Anchor Bolt의 설치는 적합

하게 완성되었는가

가. 높이

나. 길이

다. 위치

2. 기기설치는 적합하게 완성

되었는가

가. 높  이(±1/4″ 공차)

나. 위  치(±1/2″ 공차)

다. 기울기(±1/8″,±1/16″

공차)

라. Torque 값

마. Coupling Alignment

3. 회전기기류의 설치는 적합

하게 완성되었는가

가. 시설설치상태

나. 청결 및 시설 보호상태

다. 품질보증 기록

라. Fan Belt의 설치 상태

o최종검사시 관련 설

계도면 검토 및 현

장 확인 검사

o최종검사시 관련 설

계도면 검토 및 현

장 확인 검사

o최종검사시 품질보

증기록 검토 및 현

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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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Filter류

안전설계 사항

1. Filter류의 설치 및 시험결

과는 만족한가

가. HEPA Filter

나. Charcoal Filter

1. 관련 공조계통의 안전설계 

사항이 충족되는가 부적합 

사항을 확인한다

o최종검사시 품질보증

기록 검토

o수시검사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결

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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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1.3절 압축공기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분야/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기기(공기구동밸브, 제어기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

축공기계통은 계기용 공기계통과 소내용 공기계통으로 구분되는 2개의 부속계통으

로 구성된다.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공기구동밸브와 제어기 등

에 건조되고 여과된 양질의 계기용 압축공기를 공급하며, 소내용 공기계통은 작업기

기나 정비용 공기구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일반적인 압축공기계통 설계는 호기별로 100% 용량의 무급유식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2대와 제어반, 공기압축기 후단에 공기저장탱크(Air Receivior) 2대, 하

나의 여과기에 필터가 두 개인 이중구조 형식(Duplex Type)을 갖는 전·후단 여과기

와 공기건조기(Air Dryer) 두 계열로 구성된 공기정화장치, 압력조절장치와 공급관

로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발전소 운전기간 중에는 한대의 공기압축기, 계기용 공기 건조기 및 여과기만 운

전되며, 하나의 여과기에 필터가 두 개인 이중구조 형식(Duplex Type)을 갖는 전·후

단 여과기로 인하여 운전중인 필터가 오염되어서 차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압축공

기의 여과기능을 차단하지 않고 새로운 필터쪽으로 압축공기의 흐름을 전환시킴으

로써 지속적인 공기 정화기능을 제공함과 함께 더러워진 필터를 세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두 계열의 공기건조기는 비가열식 건조제(흡습제)가 건

조실 내부에 충전되어 있으며, 타이머 및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자동으로 두 건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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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급되는 압축공기를 전환해 주고 하나의 건조실이 운전되어 수분을 흡수하는 

동안 다른 쪽 건조실내에 들어있는 압축공기를 외부로 불어냄으로서 수분으로 포화

상태가 된  건조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건조시킨다. 건조되고 여과된 계기용 압축

공기는 계기용 공기 압력조절장치와 공급모관, 분배관로를 통해 계기용 공기의 소요

처로 공급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설치 중 검사 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반입 및 설치된 각 기

기들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

기 설치절차서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를 통해 기기들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제작사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기의 유지 및 관리상태의 적

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공기압축기 및 제어반

나. 공기저장 탱크

다. 계기용 공기건조기, 여과장치 및 관련 제어반

라. 중요 관련밸브 및 배관

1) 타호기 연결 차단밸브

2) 소내용 공기차단밸브

3) 계기용 공기공급 격납건물 격리밸브 및 역지밸브

4) 소내용 공기공급 격납건물 격리밸브 및 역지밸브

5) 공기공급 모관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공기압축기 및 제어반

소내 및 계기용 공기는 두 대의 공기압축기에 의해 공급된다. 각각의 공기압축기

는 발전소 전체 필요 압축 공기량(계기용 및 소내용 압축공기량)의 100%를 공급

할수 있는 능력을 갖어야 한다. 옥내에서 공기압축기로 흡입되는 공기는 유입되

는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걸음망(Roughing filter)를 통과하여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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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 내부에서 1단 공기압축기와 2단 공기압축기를 경유하는 약 2회 정도의 공

기압축 과정을 갖는다. 1단 공기압축기 출구측에는 중간 냉각기, 2단 공기압축기 

후단에서는 후단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기의 압축과정에서 발생된 과잉 

습분을 냉각시켜 습분분리기와 배수장치를 통해 제거시킨다. 이때 배수장치가 고

장이 났거나 차단밸브를 닫아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분리된 습분이 2단 공기

압축기로 재 이송(Carry over)되어 압축공기의 이슬점(Dew Point)이 낮아지는 상

태를 유발한다. 2단 공기압축기를 거쳐 후단 냉각기를 통과한 압축공기는 자체 

배수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에 저장되며, 직접 소내용 공기로 공급되

거나, 전·후단 여과기와 공기건조기를 거쳐 계기용 압축공기로 변환된다.

각 공기압축기에는 두 대의 공기압축기의 운전상태를 조절하는 제어반이 설치되

어 있어서 공기압축기의 기동 및 정지, 공기압축기가 운전중에 계기용 압축공기

의 공급모관의 저압력이나 공기압축기 보호신호에 따른 대응운전이 가능하도록 

연동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나. 공기저장탱크

공기저장탱크는 두대의 공기압축기 후단에 각각 설치되며, 공기저장탱크의 후단 

배관은 공통 공급모관으로 연결되어 계기용 공기계통과 소내용 공기계통으로 압

축된 공기를 공급한다. 소내용 공기는 소내용 공기공급 격리밸브를 통해 직접 분

배모관으로 공급되며, 계기용 공기는 공기건조기 및 여과기를 거쳐 계기용 공기 

공급모관으로 보내진다. 계기용 공기 공급모관에는 압력조절밸브와 분배관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일정한 압력으로 조절된 계기용 공기가 공급되게 설계된다. 상

기에서 언급된 기기, 경보 및 제어반은 통상적으로 터빈건물내에 설치되며, 공기

저장탱크의 용량은 계기용 및 소내용 공기계통의 최대 순간 압축공기 요구량과 

소요 주기동안 압축기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압축 공기량과의 차이에 근거하여 

설계된다. 즉 공기저장탱크는 운전중인 공기압축기의 상실 또는 정지로 인한 계

기용 공기의 저 압력신호에 따라 대기윤전 상태인 다른 공기압축기가 자동으로 

기동된 후 정격압력으로 운전에 투입될 때까지의 압축공기 소요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다. 계기용 공기 건조 및 여과장치

계기용 공기 건조 및 여과장치는 두 대의 전단 여과기, 두 대의 이중탑형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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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그리고 두 대의 후단 여과기로 구성되며, 각 세트는 정상 운전하의 계기

용 최대 공기 수요량의 150%를 125psig (8.8kg/cm2)에서 -40℉ (-40℃)이하의 노

점 온도로 건조 및 여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발전소 운전 기간중에는 한대의 

계기용 공기 건조기와 여과기만 운전되며, 이러한 여과기의 운전 방식은 압축공

기의 흐름을 운전되고 있지 않은 여과기로 전환시킴으로써 더러워진 여과기를 

세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공기건조기는 비가열식 건조형의 건조

기로서 타이머 및 제어 장치를 이용, 자동으로 두 건조실로 공급되는 압축공기를 

전환하여 하나의 건조실이 운전되는 동안 다른 쪽 건조실 내에 들어있는 건조제

를 건조시킬 수 있다. 건조 및 여과된 계기용 공기는 계기용 공기헤더 및 분배모

관을 통해 계기용 공기 배관계통에 공급된다.

2. 안전 설계사항

소내용 공기 및 계기용 공기계통은 비안전성 관련계통으로 안전설계기준이 없다.

격납건물 관통부에 사용되는 배관 및 관련 차단밸브는 안전성 관련, 내진범주 I급,

품질그룹 B로 분류된다. 소내용 공기 및 계기용 공기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 고장은 설계기준사고시 사고의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비상냉각 조건하에서 기능

을 수행해야하는 안전성 관련 기기나 계통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안전 기능은 압축공기계통에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공기압축기 설계제원, 제작자 시험결과 확인

나. 공기압축기, 밸브의 설치절차서 타당성 및 설치결과 확인

다. 탱크의 형태, 체적, 재질, 설계조건 및 운전조건 등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라. 안전관련 배관의 수압시험 결과 확인

마. 관련 절차에 따른 기기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바. 제작사지침서 및 관련도면 시공유의사항 반영여부 확인

사.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 계측기 정밀도의 적합성 확인

아. 기기들의 설치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및 조치타당성 검토

4. 검사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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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계통의 중요 기기들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사항과 일치되도

록 제작되고 시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동 계통의 중요 기기들이 정상운전중 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동 계통의 관련 기기들이 설치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라. 동 계통 관련도면에 기술된 주의사항들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

마. 동 계통의 중요 기기들이 인접한 호기와 공유됨으로서 설비의 공유제한요건(일

반설계기준 5)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본 계통의 검사를 위해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공기압축기 설치상태 확인

2) 계기용 공기건조기, 여과장치 설치상태 확인

3) 밸브 설치상태 확인

4) 탱크 설치상태 확인

5)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나. 공기압력 측정, 지시 및 경고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 검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검사 착수 전 검사

가) 탱크,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에 따

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

결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 : QVDL, NCR)

나) 주요 기기의 설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검사자료 : 제작자 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

사를 해야 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검사자료 : 수

압시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2) 검사 중 검사 유의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안전성분석보고서,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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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 CIDR, 현장검사)

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

물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 수압시

험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시설이나 기기가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작업

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FCR, etc.)

나)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기기유지관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 품질관리기록)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검사자료 : 안전성분석보고서, 계통도면, 제작자 지  

침서)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

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다) 안전 방출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와

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라) 수압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밸브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지 

검사한다.

Ⅲ. 판정 기준

1. “II. 1. 주요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제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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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관련 기술기준 요건 및 제작지침서의 요구사항이 반영

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다.

가. 공기 압축기 ; 압축기의 설치상태 확인

나. 공기 건조기 및 여과장치 ; 공기건조기 및 여과장치 설치상태 확인

다. 밸브 ;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라. 탱크 ; 탱크의 설치 상태 확인

마.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 결과, 10분이상 시험압력을 유지하여 모

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KEPIC MN(ASME Sec. III)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ASME B 31.1)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 ～ 1.5배 이상

7. 계통의 기기들의 설치 완료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등급 펌프, 밸브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3))에서 정한  가동중시험 

기술기준(KEPIC 2000년판 MO, ASME OM Code 1995년판 IST Code 및 App.

I-1994)”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8.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관한 지침(KINS-G-003)”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Ⅳ.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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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2. 한국 표준형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 9.3.1

3. 한국 표준형원전 발전소 계통 설명서 9.3.1

4. 한국 표준형원전 압축공기계통 도면 및 운전논리도

5.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MOA “원전가동중시험 - 일반요건”, MOB “펌프 

가동중시험”, MOC “밸브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MN “원자력기

계”, MGE “배관”

6. KINS/GE-N0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9.3.1

7. KINS/GI-N13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검사 지침서”

8. KINS/GT-N27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 시험지침”

9. ANSI/ISA-S7.3-1975(R1981) "Quality Standard for Instrument Air"

10. ANSI/ANS-59.3-199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Control air system"

11. ASME Sec. III

12. ASME NQ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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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공기 압축기 1. 공기 압축기의 설계제원 확인

- 공기처리 용량

- 공기 습분분리 및 냉각 성능

- 교체운전 로직(Logic)

- 계측기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탱크류 1. 각 탱크의 설계제원 검토

(형태, 체적, 설계조건 및

운전 조건, 재질 등)

2. 탱크류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탱크 설치상태 점검

설치전 서류검토 

기기 설치전 

서류검토

검사지침

서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참

조

공기건조기 

및 여과장치

1. 공기 건조기의 설계제원 확인

- 공기처리 용량

- 습분 분리성능

2. 여과장치

- 공기처리 용량

- 이물질 여과성능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밸브류

1. 밸브의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 밸브 설계제원 일치여부 확인

- 밸브 개․폐 및 동작시간

- 밸브의 설치위치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검사지침

서 “펌프 

및 밸브 

의 설치 

상태확인

” 참조

냉각펌프 및

부속설비 

1. 펌프 및 냉각설비의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제원

일치여부 확인

- 설치절차서, 관련도면에 따른 

펌프 및 냉각설비의 시공 

적합성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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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관련배관

용접

1. 설계사항, 제작기록,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록 검토

2. 수압시험결과 확인

가. KEPIC MN 배관의 

시험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 배관의 시험  

압력 

-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 기압 : 설계압력의 1.2～

1.5 배 이상

설치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검사지침

서 “배관

계통 용

접 및 설

치 상 태 

확인 ” 참

조

공통 사항 1.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기록 검토 및 

조치의 타당성 검토

2.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 

도면에서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

3. 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들의 현장 관리상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 전․후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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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1.4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분야/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일반적으로 발전소 출력 변화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에서 요구하는 유출수 및 충전수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수를 수용․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재고량 제어, 수질 관리 및 반응도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비상시 고압 안전주입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폐기물 방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심 수명 동안 

원자로 정지, 기동, 그리고 붕산 희석 등에 의한 유출수와 격납건물 내 밸브와 기

기의 누설, 배수, 방출 등에 의한 냉각재 등급의 물을 수집하여 동 계통의 일부분

인 붕산 회수 부분에 의해 붕산과 탈염수를 분리하여 재사용 한다.

동 계통과 관련한 설치 중 검사 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반입 및 설치된 각 

기기들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를 통해 기기들의 

정렬 상태 확인 및 제작사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

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펌프

1) 충전 펌프(Charging Pump)



제3.2.11.4절                                                     개정 3 - 2013. 4- 2 -

2) 붕산 이송 펌프(Boric Acid Transfer Pump)

3) 원자로 보충수 펌프(Reactor Makeup Water Pump)

4) 저장 펌프(Holdup Pump)

5) 원자로 배수 펌프(Reactor Drain Pump)

6) 약품첨가 펌프(Chemical Addition Pump)

나. 열교환기

1) 재생 열교환기(Regenerative Heat Exchanger)

2) 유출 열교환기(Letdown Heat Exchanger)

3) 밀봉수 주입 열교환기(Seal Injection Heat Exchanger)

다. 탱크

1) 체적제어탱크(Volume Control Tank)

2) 붕산혼합탱크(Boric Acid Batching Tank)

3) 재장전수탱크(Refueling Water Tank)

4) 저장탱크(Holdup Tank)

5) 원자로 보충수탱크(Reactor Makeup Water Tank)

6) 원자로 배수탱크(Reactor Drain Tank)

7) 기기 배수탱크(Equipment Drain Tank)

8) 약품 첨가탱크(Chemical Addition Tank)

라. 기타 기기

1) 정화여과기(Purifidation Filter)

2) 정화 이온교환기(Purification Ion Exchanger)

3) 붕소 제거 이온교환기(Deborating Ion Exchanger)

4) 붕산 여과기(Boric Acid Filter)

5) 원자로 보충수여과기(Reactor Makeup Water Filter)

6) 원자로 배수여과기(Reactor Drain Filter)

7) 저장전 이온교환기(Preholdup Ion Exchanger)

8) 탈기기(Gas Stripper)

9) 붕산 농축기(Boric Acid Concentrator)



제3.2.11.4절                                                     개정 3 - 2013. 4- 3 -

10) 붕산 응축 이온교환기(Boric Acid Condensate Ion Exchanger)

11) 밀봉수 주입여과기(Seal Injection Filter)

12) 붕산 농도측정기(Boronometer)

13) 프로세스 방사능 감시기

마. 중요 관련배브 및 배관

1) 유출관 차단밸브(Letdown Isolation Valve)

2) 격납용기 차단밸브(Containment Isolation Valve)

3) 유출유량 제어밸브(Letdown Flow Control Valve)

4) 유출관 배압 제어밸브(Letdown Back Pressure Control Valve)

5) 체적 제어탱크 입구밸브

6) 체적 제어탱크 출구밸브

7) 충전관 격리밸브

8) 가압기 보조살수 격리밸브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가. 충전, 유출 및 밀봉수 공급 기능

충전 및 유출기능은 기설정된 가압기의 적정수위를 유지함으로서 적정한 양의 

원자로냉각재의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로냉각재는 저온관에서 유출되어 

재생 열교환기와 유출 제어밸브(혹은 오리피스)에 의해 감온․감압시킨다. 유출 

제어밸브(혹은 오리피스)를 통과한 원자로냉각재는 유출수 열교환기와 유출수 배

압밸브를 지나면 2차 감온․감압되어 여과기와 이온교환기를 거쳐 체적제어 탱

크의 상단 살수노즐을 통해 체적제어탱크로 유입된다.

충전펌프는 냉각, 정화된 원자로냉각재를 체적제어탱크로부터 흡입하여 요구되

는 충전유량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한다. 요구되는 충전유량은 가압기 수

위제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충전펌프(혹은 충전수제어 밸브)를 사용하여 

제어된다.

또한 충전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방수압을 이용하여 가압기 살수를 위한 

구동수두 형성에 필요한 차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충전유량의 일부를 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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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살수관으로 전환하여 가압기 보조살수용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충전수의 

일부는 밀봉수 주입여과기를 통과한 후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장치에 밀봉수로 

공급된다.

나. 원자로냉각재 화학제어․정화 및 보충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이온교환기와 약품첨가주입펌프를 사용하여 수산화리

튬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서 원자로냉각재 pH를 제어하며, 용존산소의 

제거하기 위해 하이드라진을 주입하거나 체적제어탱크에 일정한 수소압력을 유

지하고 있다.

혼상수지로 구성된 정화이온교환기는 정상유출 흐름으로부터 부식생성물 및 핵

분열 생성물을 제거하며, 또한 리튬의 농도를 조절한다. 음이온수지로 구성된 붕

소제거용 이온교환기는 노심 말기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가 희박한 상황에서 

붕소이온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배관의 파단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상실사

고 시 재장전수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붕산수를 주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붕산제어 및 회수계통

정상운전시 수집된 원자로냉각재는 원자로 배수탱크 및 기기 배수탱크에 저장

되며, 탈기기를 통하여 수용탱크에 저장된다. 회수 가능한 원자로냉각재를 재사

용하기 위하여 붕산농축기에서 여과, 이온교환 및 농축처리를 하여 순수와 농축 

붕산수로 분리되며, 재사용하거나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이송된다.

2. 안전 설계 사항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기기들은 요구되는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

코드에 따라 안전등급 및 내진 등급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환경설계조건

에 따라 설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가. 충전, 유출 및 밀봉수 공급 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출력 증·감발에 따른 원자로 보충수 공급 및 유출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계적 터빈의 출력 상승․강하뿐만 아니라 

출력운전 중 선형 변화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체적 제어탱크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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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탱크 수위가 정상운전 범위에 있다고 가정할 때 보충수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 출력으로부터 영 출력으로의 출력 변화에 따른 냉각재 재고량 변화

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 및 충전계통은 어떤 부정적 영향이 없이 설계 과

도상태를 적절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 유량에 따라 원

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계통에 여과된 유량을 공급하고 밀봉수 회수유량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충전펌프는 계기나 시료 채취 배관과 같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작은 배관의 누

설로 인해 격납건물로 냉각재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유량제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가압기 살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압기 

보조살수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 화학제어․정화 및 보충 기능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원자로냉각재의 방사능 준위가 운영기술지침서상의 제

한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는 원자로냉각재의 정화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의 수질 조건이 관련 규정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제한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붕산혼합탱크 배관과 같이 붕소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부분에서 붕소 석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가열 보온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붕산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농축 붕산 보유량은 반응도 제어 능력이 가장 큰 제어

봉 집합체가 인출된 상태의 저온조건에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유지하기에 

충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재장전수탱크에는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로의 재순환작동신호 전환되기 

이전까지 고압안전주입펌프, 저압안전주입펌프 및 격납건물 살수펌프에 항상 최

소유효흡입수두가 유지될 수 있는 붕산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붕산제어 및 회수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으로부

터 배수되거나 방출밸브로부터 배출되는 유량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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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액체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수 가능

한 순수와 붕산수를 분리·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충전, 유출 및 밀봉수 공급 기능

충전, 유출 및 밀봉수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고온 고압하에 

운전되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들로, 재생열교환기, 유출수 열교환기를 비롯한 충

전펌프, 체적제어탱크 및 관련 밸브(유량제어밸브, 격납용기 격리밸브 등)들이 있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이러한 기기들의 사양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매문

서 및 QVDL의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기기가 구매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후 설치적합성 및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나. 원자로냉각재 화학제어․정화 및 보충 기능

원자로냉각재 화학제어․정화 및 보충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는 정화/탈붕소 

이온교환기, 여과기, 탈기기, 화학약품 첨가설비 등이 있으며, 원자로냉각재 보충

기능을 수행하는 재장전수 탱크 및 원자로 보충수 탱크와 이를 주입하는 붕산이

송펌프 및 원자로 보충수 탱크 등이 있다. 구조물 형태의 재장전수탱크를 제외한 

설비에 대한 구매문서 및 QVDL의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기기가 구매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후 설치적합성 및 유지 관리상

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 붕산제어 및 회수계통

붕산제어 및 회수계통은 일반적으로 붕산농축기와 수용펌프가 해당되나 원자로 

배수탱크와 기기배수탱크 및 원자로 배수펌프 등도 누출된 원자로냉각재를 회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에 대한 구매문서 및 QVDL의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기기가 구매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후 설치적합성 및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라.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

(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 대한 설치검사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성능요건 및 안전설계사항이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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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야 한다.

가. 상기한 주요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

나. 설계 제원과 제작품질 기록을 비교 확인한다.

다. 최근 개정된 도면의 현장시공에 반영 여부 및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내용 적합성 및 미결여부를 확인한다.

마. 절차서에 제작지침서의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바.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유의사항

가. 본 계통은 발전소 계통중 가장 복잡하고 많은 기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계

통의 검사를 위해서는 세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나. 본 계통의 검사를 위해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2)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상태 확인

3)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다. 검사단계별 검사유의사항

1) 공사 착수 전 검사

가)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

결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한다.(관련 검사자료 : QVDL, NCR)

나) 주요 기기의 설치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 검사기록(CIDR)에 반영하

였는지 확인한다.(관련 검사자료 : 제작자 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

검사를 해야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관련 검사

자료: 수압시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라) 안전설계사항을 확인한다.(관련 검사자료: FSAR, 현장검사)

2) 검사 중 검사 유의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계도면 요건에 따라 중심이 정확히 맞추어 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CIDR,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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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기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물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관련 검사자료:

수압시험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라) 안전설계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관련 검사자료: 예비 안전성 분석보

고서, 현장검사)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차

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나)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

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

록)

라) 안전설계 사항을 확인한다.(관련 검사자료: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계통

도면, 제작자 지침서)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다) 안전 방출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

치와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라) 펌프의 진동과 펌프 성능이 가동중시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검사한다.

마) 수압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밸브 패킹 볼트 및 너트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

지 검사한다.

III. 판정기준

1.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주요기능 및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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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되

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방

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

의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및 열교환기 ; 탱크 및 열교환기 설치 상태 확인

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 결과, 10분이상 시험압력을 유지하여 모

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KEPIC MN(ASME Sec. III)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나. KEPIC MGE(ASME B 31.1) 배관의 시험압력 

1) 수압 :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2) 기압 : 설계압력의 1.2～1.5배 이상

7. 계통의 기기들의 설치 완료후, 각 기기들의 정적시험 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등급 펌프, 밸브는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

중시험지침(KINS-G-018) II. 가동중시험 기술기준(ISTA, ISTB, ISTC-1990, App.

I-1994)”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8.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관한 지침(KINS-G-003)”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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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 펌프 및

밸브류 -

․충전펌프

․붕산펌프

․원자로

보충수펌프

․저장펌프

․원자로

배수 펌프

․약품첨가

펌프

․유출관

차단 밸브

․격납용기

차단 밸브

․유출유량

제어 밸브

․유출관 배압

제어밸브 

․역류방지밸브

1. 각 펌프의 설계 제원 검토

(형태, 설계압력, 온도,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2. 펌프의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펌프 정렬상태 점검

3. 펌프의 정적시험 결과 확인

- 유량

- 차압

- 진동

4. 밸브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동작시간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 밸브 위치 확인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검 사

지 침

서 

“ 펌프 

및 밸

브 의 

설 치

상 태 

확인 ”

참조

-열교환기류-

․재생

열교환기

․유출

열교환기

․밀봉수 주입

열교환기

1. 각 열교환기의 설계제원 검

토 및 시공사항  (형태, 설

계온도, 압력 유량, 압력 손

실, 정상유량 등)

2. 열교환기 설치 절차서의 타

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검 사

지 침

서 

“ 탱크 

및 열

교 환

기 설

치 상

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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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 열교환기 설치상태 점검

(측량결과 기록)

인 ” 참

조

-기 타-

․정화여과기

․정화

이온교환기

․붕소제거

이온교환기

․붕산 여과기

․원자로 보충

수여과기

․원자로

배수 여과기

․저장전

이온 교환기

․탈기기

․붕산농축기

․붕산응축

이온교환기

․밀봉수

주입여과기

․붕산농도

측정기 

․프로세스

방사능

감시기

1. 각 여과기 및 이온교환기 

등의 설계 및 시공사항 확

인 (형태,온도/압력/유량에 

대한 최대/정상값, 차압, 재

질 등)

2. 여과기 및 이온교환기 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도시험

- 설치상태 점검

(측량결과 기록)

설치전 서류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공통 사항 1. 각 기기들의 설치 기록, 부

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

경사항기록 검토 및 조치의 

타당성 검토

설치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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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2. 제작사 지침서 및 관련 도

면에서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

3. ASME NQA-1에 따라 현장 

청정도를 분류하여 각 기기

들의 현장 관리상태가 적합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

부 확인

설치후 현장확인

설치 전․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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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성능)검사지침

제3.2.11.5절 화재방호 계통

주관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분야/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화재방호계통의 화재감지, 화재진압 설비 및 경보계통시설 등은 안전성분석보고

서, 설계 및 공사 관련 자료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 화재로부터 발전소내의 주요

시설 및 인명을 보호하고 발전소 안전성을 확보한다. 동 계통은 일반설계기준 3항의 

요건에 따라 화재발생시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으로 인하여 

원자로 안전정지가 방해되지 않아야 하며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영향을 최소화하

도록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불연성 및 내화재료가 발전소 전체에 사

용되어야 하며, 격납건물과 주제어실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한다. 충분

한 용량과 성능을 구비한 화재감지 및 진압계통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화재방호계통은 계통

의 파열 또는 부주의한 운전이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계통의 설치와 관련한 사용전검사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반입 및 설치된 

각 기기들에 대한 설계사양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해당 기기설치 절차서의 타당성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를 통

해 설치 중 기기들의 정렬 상태 확인 및 제작사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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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

가. 내화재 및 방화벽

나. 화재방호계통 

1) 소화용수 공급설비

가) 소방펌프

나) 배관 및 밸브

2) 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 설비

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나) 예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다) 일제살수식 설비

라) 건식 설비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5) 청정소화약제 설비

6) 수동소화설비

7) 포소화설비

다. 화재경보 및 감시계통

1) 화재감지기(열, 연기 및 화염 감지기 등)

2) 화재경보함

3) 주제어실 화재수신반 및 지역 화재수신반

라. 내화방벽

1) 방화댐퍼 및 방화문

2) 방화벽관통부 밀봉재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화재방호계통은 발전소 주요시설물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감지하고 진

압하는 기능을 갖는 계통이다.

화재감지 및 경보 계통은 발전소의 모든 운전조건에서 다른 보조계통들과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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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정상적인 고온, 연기, 불꽃(화염) 등을 감지하여 이를 현장 및 주제어실에 경

보하거나 화재진압 설비를 동작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내화방벽 기준

내화재는 BTP CMEB 9.5-1과 관련 NFPA 코드에 따라 일반적으로 3시간 등급의 

내화 능력을 가진 내화재에 의해서 안전정지 기기(격납건물 제외)의 다중 트레인 

사이 격리, 발전소의 안전 관련지역을 비안전 관련지역과 격리, (연료유 탱크와 

같이) 다량의 가연성 물질을 다른 기기와 격리한다.

나. 화재진압계통 기준

화재진압계통의 설계시 발전소 전체의 잠재적 화재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정지 

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환경으로의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시키고 제한하

는 능력, 발전소 자산과 인원을 보호하는 능력에 대해 가상 화재가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 이산화탄소 또는 청정소화약제 등을 사용하는 고정식 진압계통은 잠재적 화

재 피해가 안전정지에 손상을 미치는 지역/또는 BTP CMEB 9.5-1에서 요구하는 

발전소 지역에 갖추어야 한다.

안전정지에 필요한 기기가 배치된 지역에는 내진범주 I 등급의 화재진압설비와 소

화용수 공급설비가 각 호기마다 갖추어야 한다.

안전정지지진 후에도 내진범주 I 등급의 화재진압계통은 안전정지에 필요한 기기

를 포함하는 지역의 옥내소화전에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재경보 및 감지계통 기준

열, 연기 또는 화염 감지기 같은 화재감지계통이 화재 발생 여부를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방화지역에 사용되는 화재 감지기의 위치와 종류는 화재의 유형, NFPA 72 및 

국내 소방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1) 화재 감지기

가) Spot형 감지기는 벽면(측면)에서 최소한 4인치 이상 이격되고 천장면에서는 

4∼12인치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연기 감지기는 감지부가 건물내부의 정상적인 공기흐름방향에 설치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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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 감지선은 충분한 유연성을 갖는 감열 절연체를 사용해야 한다.

2) 화재 수신반

가) 화재 감지 및 경보계통의 1차 전원은 발전소내의 타 계통과 독립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최대부하에서 연속운전이 가능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나) 화재 감지 및 경보계통의 2차 전원은 1차 전원 상실 또는 1차 전원이 최저허

용전압(정격의 85%)이하 일 때 자동적으로 30초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설비

이어야 한다.

다) 2차 전원(주로 축전지)의 용량은 최대부하로 24시간 운전 가능한 용량을 갖

거나 4시간 이내에 비상 전원으로 절체 가능할 경우에는 4시간 운전 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라) 축전지를 내장한 제어반, 수동발신기반 등은 축전지의 가스발생으로부터 보

호되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한다.

마) 현장 제어반 등은 최상부의 높이가 바닥면에서 6피트 6인치 이하이어야 하고 

현장 수동 발신기 등은 최하부의 높이가 바닥면에서 3.5∼5피트 이내가 되도

록 설치되어야 한다.

바) 현장 수동 발신기는 최근접 발신기 사이의 거리가 200피트 이내로 설치하여

야 한다.

라. 건설기간 중의 화재감시 활동

1) 일반적으로 건설 기간 동안 운전중인 인접한 발전소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지지만 발전소 사이의 물리적 격리는 NFPA 80A에 규정된 격리기준을 만족해

야 한다.

2) 건설 기간 동안 화재방호는 BTP CMEB 9.5-1, NFPA 코드 및 국내 소방법을 준

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화재방호설비에는 소화기, 건설중인 건물의 상부 위치까지 유도되는 옥내소화

전과 관할 소방대 펌프(또는 소방차) 및 옥외소화전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나) 노출된 화염과 용접 또는 절단기기의 사용은 감시되어야 한다.

마. 격납건물 관통부 전선 및 선로

1) 화재 감지 및 경보 계통의 conduit box 등은 고온 배관 및 duct 표면과 최소한 

18인치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기타의 배관 및 duct 표면과는 최소한 6인치 이

상 이격하여야 한다.

2) 화재 감지 및 경보 계통의 케이블은 발전소내의 다른 계통 케이블과 동일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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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내에 포설해서는 안 되며 독립된 conduit에 포설하여야 한다.

3) 화재 감지 및 경보계통의 케이블은 충분한 절연저항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바. 건물설계, 안전정지능력, 보조정지능력, 가연성 물질의 관리, 전기케이블 공사, 케

이블트레이, 케이블관통부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은  KINS G-001 "경수로안전

심사지침“의 “부록 9.5.1-1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시공

됨을 확인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펌프의 형태, 설계압력, 유량, 유효흡입수두 등 설계제원, 제작자 시험결과 확인

나. 펌프, 밸브의 설치절차서 타당성 및 설치결과 확인

다. 배관의 수압시험 결과 확인

라. 기기의 유지 관리 상태 확인

마. 제작사지침서 및 관련도면 시공유의사항 반영여부 확인

바. 압력, 유량 등 가동중시험 관련 계측기기 설치위치 적합성 확인

사. 기기들의 설치기록, 부적합사항 처리기록, 설계변경사항 및 조치타당성 검토

아.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최초기동시험 시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

(혹은 유량), 진동 등을 측정하여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4. 검사 중점사항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 및 공사관련 서류의 기술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나. 미국 화재방호기준(NFPA) 및 국내 소방관련 법규의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 감지기의 설치 상태(설치 방향, 이격거리 등)를 확인한다.

라. 감지회로 및 경보 회로의 건전성 확인 결과(선로 저항, 절연 저항 측정 등)를 검

토한다.

마. 불만족 사항 및 설계변경 사항 처리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바. 펌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격유량(혹은 정격차압)조건에서 차압(혹은 유량), 진동 

등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유의사항

가. 검사 대상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규정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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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시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관련절차서(구매, 인수, 작업 및 

시험)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 내부 배선 및 현장 배선 등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각 이격그룹 사이에 최

소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module 및 배선, 배선로 등으로 

은폐되어 있는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시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다. 공사 단계별 유의사항

1) 공사 착수 전 검사

가) 탱크, 펌프, 밸브 및 배관의 품질기록에서 PSAR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른 재

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수 보관시에 발행된 불만족 사항 중 아직 종결되

지 않은 사항을 파악한다(검사자료:구매사양서, QVDL, NCR).

나) 주요 기기의 설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설치검사기록(CIDR)에 반영하였는

지 확인한다.(검사자료:제작자 지침서, CIDR)

다) 배관 수압시험을 위한 시험구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험 압력에서 육안검

사를 해야 할 용접 부위가 노출되어 접근 가능한지 파악한다. (검사자료: 수

압시험절차서, Isometric Drawing, 계통도면)

2) 검사 중 검사 유의사항

가) 주요 기기의 설치가 관련도면 요건 및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검사자

료:CIDR, 현장검사)

나) 방화지역의 개구부 밀봉 및 보호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이물

질 유입방지 절차서, 기기 유지관리 기록, 현장검사)

다) 수압시험 및 계통 세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검사자료: 수압시

험기록 및 계통 세정기록)

3) 최종 검사

가) 검사대상 각 시설이 적절히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작업절차서,

품질관리기록서, 현장검사, 준공도면, NCR)

나) 완료된 시설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기기유지관리 

기록, 주기점검 기록, 현장검사)

다) 관련 품질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한다.(검사자료: 품질관리기록)

4) 공통 사항

가) 시운전 부서로 계통이 이관된 기기에 대한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나) 수동 밸브 및 원격 조정 밸브의 올바른 설치, 윤활 상태, 접근의 용이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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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표시기 상태, 패킹 상태, 연결 부위 상태,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다) 안전 방출 밸브의 설치 상태, 외관 손상 유무, 명판의 설정치와 설계 설정치

와의 일치여부, 밸브방향 등을 검사한다.

Ⅲ. 판정 기준

1. “II. 1. 주요 기능” 및 “II. 2. 안전설계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기기들의 설계 제원 및 제작품질 기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된 제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도면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시 도면상의 주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적합 품목에 대한 현상태 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확인

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가. 부적합 품목의 관리는 서류화된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특성이 검토되고 조치

방안이 제안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나. 수리나 현상태 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

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의 설치 절차서에는 제작지침서 및 설공서의 요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해

당 기기들은 아래의 검사지침서상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펌프 및 밸브 ; 펌프 및 밸브의 설치상태 확인

나. 탱크 ; 탱크 설치 상태 확인

다. 배관 ; 배관계통 용접 및 설치상태 확인

6. 최종 설치 완료된 배관에 대한 수압시험은 관련 NFPA Code의 요건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한다.

7. 현장에 설치된 각 기기들은 “품질보증요건에 관한 지침(KINS-G-003)”의   요건에 

따라 청정도 기준을 결정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Ⅳ. 첨부 자료

1. 검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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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1. 내화재 및 

방화벽

1. 최소 3시간 등급의 내화능

력을 가진 내화재 설치 여부 

확인

가) 비안전 관련 지역의 화

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

로부터 안전관련 기기 격

리

나) 단일화재로 인하여 중복

설치된 트레인이나 기기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로 격리.

다) 복수의 발전소가 설치된 

부지에서는 GDC5의 요건

에 만족하지 않는 한, 각

각의 발전소를 격리

2. 다른 안전관련 기기에 화재

위험을 가져올 수 있거나,

방화지역내에 안전관련 케

이블이 밀집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안전관련 지역

내에서 이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적합한 내화재 설치 

여부 확인.

3. 화재지역을 격리시키는 내

화재를 관통하는 배관이나 

전선관, 케이블트레이가 설

치된 곳에서는 내화재 자체

에 필요한 등급 이상의 내

화성능을 갖는 재질로 밀봉

여부 확인.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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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계 속)

4. 환기계통 설비로 인한 관통

부 개구부는 그 내화재에 

필요한 등급과 동등이상의 

등급을 가진 방화댐퍼설치 

여부 확인 (NFPA-90A 참

조)

5. 내화재의 출입구로 인한 개

구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 및 승인을 

거친 내화재와 동등한 내화

등급을 가진 문이나 프레

임, 철물의 사용여부 확인,

방화문의 경우 스스로 닫히

는 구조이거나 또는 닫힘장

치의 설치 여부 확인

6. 건물요건에 따라 발전소 직

원 및 화재진압 요원을 위

한 통로로 제공되는 계단은 

자동으로 닫히는 2시간 등

급의 방화벽으로 둘러싸이

며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7. 대피통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

부 확인

7. 내벽이나 구조물, 단열재,

방사능 차폐체, 방음재  및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성 재

료인지 여부를 확인.

8. 천장용 철재는 불연재로서 

승인된 자재 사용 여부 확인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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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계 속)

9. 매달려 있는 형태의 천장

(Suspended Ceiling)이나 

그 지지물은 불연성 자재 

사용여부 확인 

10. 안전관련 기기가 설치된 

화재지역에 있는 변압기는 

건식이거나 또는 불연성 액

체로 절연 및 냉각된 형태

의 것을 사용 및 가연성 액

체가 들어있는 변압기가 실

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변압

기실에 설치하여 차폐 여부 

확인

11. 옥외에 설치된 기름으로 

충진되어 있는 변압기는 

기름의 흘러넘침을 제한하

는 장치 또는 건물로부터 

먼쪽으로 배수로의 설치 

확인, 변압기는 건물로부터 

최소 50피트 이상 이격되

거나 또는 50피트 이내인 

경우에는 건물이 최소 3시

간급 이상 내화등급을 갖

는 내화재로  건설되고 개

구부가 없는 구조로 설계

되었는지 여부 확인.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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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계 속)

12. 관통부의 성능시험에 대해

서는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 for Fire

Test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서 규정하

는 시간-온도곡선 (Time

-Temperature Exposure

Curve)에 따라  관통부시

험결과 확인.

가) 내화재 관통부는 요구되는 

내화시간등급에 상당하는 시

간 동안 화염에 노출되지 않

은 쪽의 케이블이 인화하거

나 화염이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화염에 노출되지 않은 쪽의 

온도를 기록, 분석하여 최대 

온도가 181℃(3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내화재 관통부는 호스수류시

험 동안 분사된 물이 반대쪽

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수류는 1.5 인치 노즐로 

75psi의 압력, 30%의 분사 

각도로서 노즐부가 시험표면

으로부터 최대 5 피트 떨어

진곳에서 최소 75 gpm과 노

즐압력 30psi으로 20피트 떨

어진 곳에서 분사하여야 한

다.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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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2. 화재방호

계통

가.

소화용수설비

- 비내진      

소방펌프

- 내진범주    

소방펌프

․ 내진범주

배관 및 

밸브

․ 내진범주    

주분배 배관  

및 옥내․외
소화전

1. 각 펌프의 설계 제원 검토 

(형태, 설계 압력, 온도, 유

량, 유효 흡입 수두 등)

2. 펌프의 설치 절차서의 타당

성 검토 및 결과 확인

- 그라우팅 양생기록 및 강

도시험

- 펌프 정렬상태 점검

3. 펌프의 정적시험 결과 확인

- 유량, 차압, 진동

4. 밸브 정적시험결과 확인

- 밸브 동작시간 및 개․폐 

상태 확인

- 밸브 위치 확인 

5. 설계사항, 제작기록,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록 검토

6. 수압시험결과 확인 : 관련 

NFPA Code

7. 안전성분석보고서 부록 

9.5의 요건반영사항 확인

가. 지하의 옥외소화전 공급 

루프 설치상태 확인(

NFPA 24)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 설치여부확인

나. 안전관련계통 설비가 설

치되어 있는 지역에 1,2

차의 소화설비에 대한 소

화수 공급을 차단하지 않

은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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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계 속)

수행하기 위하여 주소화

수배관의 일부를 잠그기 

위한 PIV (Post Indicate

Valve) 등의 밸브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차단밸브

의 설치여부 확인.

다. 안전관련 계통이나 안전

정지관련 기기와 관련된 

지역의 자동 또는 수동의 

화재진압계통에 대한 소화

수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소화수 주공급관으로부

터 옥외소화전

라. 발전소간 공통으로 사용

하는 공통 옥외 주소화수

배관에 대해 각 발전소의 

소화수루프의 독립성 확보

여부 확인

마. 옥외소화전 호스 설치에 

대한 적정성 확인

- 옥외의 주소화수계통에 

약 250피트마다 설치

- 호스, 소화수 노즐, 기타 

필요한 보조장비 등을 갖

춘 소화전함을 NFPA24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설치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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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계 속)

- 소화전함 대신, 수레나 

차량과 같은 소화용 호

스 및 기구 이동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바. 모든 소화전과 호스연결부,

소화전 송수관에는 외부 

소방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환성이 있는지 확인

사. 신뢰성이 있는 2개의 청수

공급원 설치 상태확인

- 만일 저장탱크를 사용할 경

우 두개의 100% 용량(각각

은 최소 300,000갤런 이상)

의 탱크 설치

- 펌프가 이들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로부터 소화용수를 

흡입할 수 있도록 서로 연

결

- 탱크에 대한 물공급은 8시

간 이내에 재충전 시킬수 

있는 능력보유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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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나. 물분무 및 

스프링

클러설비

-습식 스프링클

러설비

-예비작동식 스

프링클러 설비

-일제살수식 설

비

-건식 설비

1.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계통

은 OS&Y (Outside Screw

& Yoke) 게이트밸브나 기

타 승인된 차단밸브와 유

수경보장치 설치여부 확인.

2. 소화수계통의 제어 및 격리

밸브에 대한 전기적인 감시

장치의 설치 상태 확인 

3. 고정식 소화수설비의 적합  

성 확인(NFPA13, NFPA15

참조)

- 안전정지 지진사고 발생

시에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공급하는 호

스함에 사용되는 배관은 

SSE부하에 대하여 분석

하여 계통의 건전성을 유

지하기 위한 지지물을 설

치하여야  하여야 함.

4. 교차연결부(Cross Connection)

는 (a)최소 2개의 호스함(각 

호스함마다 약 75 gpm)에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고,

(b) 지진등급 Ⅰ Water

System과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5. 모든 화재지역에는 화재위

험도분석에 따라 적합한 형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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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계 속)

태의 호스노즐 설치 상태 

확인

- 통상적인 분사/직선수류 

노즐(Combina- tion

spray/straight stream

nozzle)은 직선수류로 인

하여 기계적인 손상을 유

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고전압의 위험이 있는 지

역에는 고정식 안개형 노

즐(Fixed Fog Nozzles)

설치

- 모든 호스노즐은 소화수

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함.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

기기기에 소화수 사용시 

안전거리에 대한 사항은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을 참조할

것).

6. 소화용 호스에 대한 수압시

험결과 확인 (NFPA 162

"Fire Hose-Care, Use,

Maintenance")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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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보  

장치와 사람이 대피하는 동

안 동작을 지연시키는 분사

지연장치 설치여부 확인 

(NFPA 12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 참

조)

2. 다음 사항에 대해 현장 확

인 및 시험결과 검토

- 소화에 필요한 이산화탄

소의 최소농축, 분배, 분

배소요시간, 환기에 대한 

입증시험확인

- 2차적 열충격(냉각)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 소화제의 누설을 막기 위

한 밀봉과 이산화탄소 분

사시 과압을 방지하기 위

한 배출요건 반영여부 확

인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동작을 위한 화재감지기

의 종류와 위치 확인

3. 고정식 수계소화설비가 설

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안전

관련기기가 소화수 분출로 

인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충

분한 배수설비 설치여부 확

인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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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3. 화재 감시계

통

가. 화재 감지

기

(열 ․연기감지기 

등)

나. 화재경보함

다. 주화재 제

어반

라. 화재감지기

1. 감지기의 설치 위치가 설계

도면에 따른 적절한 위치 

여부 확인

2. 감지기의 감지부가  타 시

설물에 가려지지 않아야 하

며 실내 공기 흐름방향에 

대응되는지 확인

3. 감지기 설치 후 제작자 사

양 및 관련 요건에 따른 시

험결과 만족 여부 확인

4. 현장 제어반의 설치상태의 

적합성 여부 확인

5. 수동발신기의 설치 위치

6. 화재감지설비는 음향과 빛

을 이용한 경보와 중앙제어

실에의 경보를 발생시켜야 

하며, 현장의 음향경보장치

는 그 화재지역에 경보 발

생여부 확인.

7. 화재감지계통과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자동화재진압계통

의 제어밸브는 1차 및 2차 

전원공급이어야 하며, 이러

한 1,2차 전원은 NFPA

72D Sec. 2220의 규정에 적

합여부 확인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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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대상 점 검 사 항 검사시기및방법 비 고

4. 전기케이블 

1. 케이블 트레이는 반드시 금

속제 사용과 전선관에도 금

속제 튜브 사용여부 확인

2. 케이블 스프레딩룸 밖에 설

치된 다중의 안전관련 케이

블 계통의 격리 설치 상태 

확인

- 비안전 관련지역의 화재

위험으로부터는 최소 3시

간급의 내화재로 격리

-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람

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케이블은 소화용수에 젖

더라도 전기적 고장을 발

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야 하며 여기에는 소화전

과 소화기 설치

3. 전기 케이블은 최소요건으

로서 IEEE Std. 383의 화염

전파시험에 합격여부 확인.

4.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의 

conduit와 다른 계통의 배

관, conduit 과의 이격상태 

확인 

5.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의 케

이블이 다른 계통의 케이블

과 동일 전선로내에 설치되

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

설치 전․후 

서류검토 및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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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3.2.11.6절 지진감시계통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 발전소 내 모든 안전관련 시설은 부지 인근에서 발생가능 한 최대

지진 발생 시에도 설계 시 고려한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

으며, 지진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가 미치지 않도록 설

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의한 설계기준” ). 또한 준용기준인 미국 연방법 10CFR Part 50 부록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의 IV(a)(4) 항

은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 특성의 지진응답을 지진발생 후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CFR Part 50 부록 S의 IV(a)(3)항에서는 운전기준지진(OBE)을 초과하는 지

진이 발생하면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평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가에는 지진계측 데이터의 분석 및 발전소 현장

점검이 포함된다.

자유장 지반, 격납건물, 기타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지진응답에 대한 시간

이력가속도 기록계들은 지진응답을 설계결과와 비교․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계측기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작업 방사선 피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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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A에 의거 낮게 유지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한 부지에 동일한 다수기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기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지진응답을 나타낼 것이 예상되면 각 호기에 모두 지진계측기를 설치할 필요

가 없으나 지진발생 경보는 각 발전소 운전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검사대상

가. 계측제어계통시설 지진감시계통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원전 지진감시계통은 지진발생 시 발전소 운전원에게 지진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기준지진이상의 지진 발생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지진

응답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진발생 후 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평가를 위한 

지진기록을 계측하여 기록한다.

2. 안전설계사항

가. 지진 발생후 4시간 이내에 발전소 부지에서 계측된 기록을 처리할 있   

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나. 계측기의 설치 위치는 지진응답을 설계결과와 비교․평가할 수 있는 적절

한 위치이어야 한다. 또한 계측기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방사선 피폭이 

ALARA에 의거 낮게 유지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

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자유장 지반 계측 센서는 지표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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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특징, 건물, 부품 등이 지반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2) 구조물 내부 계측기는 측정된 응답운동을 직접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

교할 수 있도록 건물 동적해석시 모델링된 질량점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측기들은 가능한 선량율이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측기는 지지대에 강결되도록 설치하여 공진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기는 수

평성분의 한 방향이 지진해석 시 가정한 수평축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발전소의 내진설계에 사용된 지진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른 호기에서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지진응답이 예상될 경우에는 한 호기에만 지진계측기

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호기별 주제어실에는 별도의 경보기를 설치하여 운

전원에게 지진발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지진계측기의 성능은 발전소의 정지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 운전 모

드에서 작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1) 계측기기는 발전소 정상운전중 주기 채널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는 가동중 기능시험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운전 중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센서가 설치된 계측기는 접근 가능한 위

치에서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동시작을 알리는 외

부 원격경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계측기는 지진 트리거의 구동 전 저(低)진폭 운동을 최소 3초간 기록 하

여야 하며, 지진운동이 지진 트리거 임계값을 초과하는 동안 계속 기록

하고 지진 트리거 임계값을 마지막으로 초과한 후 최소 5초 이상 저진

폭 운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5) 비상전원은 정상운전 시 사용하는 교류전원의 상실 시에도 재충전하지 

않고 최소 25분간 지진감시계통의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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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지진감시계통 구성

시간이력 가속도 센서의 구성, 지진기록계, 지진기록의 분석을 위한 컴퓨

터 시스템, 주제어실 경보체계 등 지진감시계통 설치 목적에 부합된 계통

구성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지진감시계통 구성기기의 사양    

다. 지진감시계통의 설치

1) 설치 위치의 적합성

2) 설치방향 (지진계 수평 한 축이 내진해석상의 수평축과 일치여부)

3) Bracket 및 Mounting System 등 계측기 고정용 지지대의 설계 및 설치 

상태

4) 지진감시설비와 인접물과의 이격 여부

5) 보호설비의 적합성

6) 지진계측기 설치위치 주변의 유사 진동원 유무

4. 검사 유의사항

가. 지진계측기 설치위치 오류 가능성 확인

1) 지진계측기의 설치 위치선정에 있어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면상으로만 선정하여 기본적인 설치위치 요건에는 만족되나 설치위치

의 침수가능성, 외부충격, 고방사능 구역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적합

요인이 확인되었으므로 현장 설치조건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설치위치가 내진해석상 모델의 질량점과 일치하여야 하나, 위치상 차이

가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으므로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직접 비교가 가능

한 적절한 위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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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계측기 설치상태 점검 

1) 고정용 지지대의 설계가 부적절하여 공진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설치상태

가 부적절하여 정확한 지진응답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

의하여야 한다.

2) 지진발생시 계측된 지진기록을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직접 비교 가능하도

록 계측기의 한 수평축이 내진해석상의 한 축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격납건물 내부

에 설치되는 계측기의 경우 유의하여야 한다.

3) 계측기 지지대 Mounting Bracket의 설계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III.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

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IV. 첨부 자료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안전규제지침 4.6, “지진감시계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안전규제지침 4.18, “지진발생 전 계획 및 지진발생 직후 원자력발전소 운

전원 조치사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호기별 안전성분석보고서(SAR) 3.7.4 절,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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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CFR Part 50 부록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IV(a)(4) 및 IV(a)(3)

5. ANSI/ANS 2.2-88, "Earthquake Instrumentation Criteria for NPPS"

6. Reg-Guide 1.12,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

U.S NRC

7. 호기별 지진감시계통 제작자 User Manual

8. 호기별 지진감시계통 구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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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참조)

지진감시계통

( 홀수호기

만 해당)

1. 지진감시계통 설비구성의 

적절성

- 지진감시계통 구성

- 지진감시계통 구성기기의 

사양

2. 지진계측기의 설치위치의 

적합성

- 자유장 지반 계측기 설치

위치의 적절성

- 구조물 내부 계측기 설치

위치의 적절성

- 계측기 설치위치의 

ALARA 만족여부

ㅇ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내

용과 기기사양 

비교

ㅇ설치위치에 대한

도면검토 및 현

장검사

ㅇ안전규제지침  

4.6

ㅇANSI/ANS

2.2

ㅇReg-Guid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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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고(참조)

지진감시계통

( 홀수호기

만 해당)

3. 지진계측기의 설치상태

- 시간이력가속도계의 설

치 방향

- 계측기 고정용 지지대와 

구조물과의 강결 여부

- 계측기 보호설비

ㅇ계측기 현장설치후

ㅇ현장설치상태 점검

ㅇ안전규제지침  

4.6

ㅇANSI/ANS

2.2

ㅇReg-Guide

1.12



4. 건설 종합시험 및 수압시험



지 침 번 호 KINS/GI-N02

분 류 번 호 4.1.1

개 정 번 호 4

발 행 일 자 2013.4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분류번호 : 4.1.1

제 목 :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시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제․개정 

번   호

작   성 확   인 부  분   개  정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쪽 작성자 확인자 일자

0

1 백용락 ‘00.12 이상국 ‘00.12

2 이계현 ‘05.12 최강룡 ‘05.12

3 이희택 ‘10.08 현창헌 ‘10.08

4 김선필 ‘13.04 임창복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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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4.1.1절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시험 

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로 격납건물은 발생가능한 원자로 가상사고로부터 방사능 물질이 환경 

및 공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후의 차단벽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2호에서는 격납시설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조건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

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준용기술 기준인 미연방법 10 CFR Part 50 부록 A의 일반설계 기준

에서는

“원자로격납시설은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에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비의 중요도에 상응한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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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시험은 이러한 요건에 따라 냉각재 상실사고

(LOCA)시 발생하는 고온․고압상태를 가상하여 격납건물 설계압력의 1.15배 

까지 압력을 가하여 그 구조적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설계 및 시공의 타

당성이 검증된다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시험이다.

동 시험은 모든 격납건물에 대하여 수행하게 되며, 건설완료후 핵연료 장

전 이전에 1회만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수명기간중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동중검사의 대안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울진 원자력 1,2호

기)도 있으며 수명기간중 격납건물의 구조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의 

설계방법이나 보수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실시되어야 한다.

2. 검사대상

가.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시험 수행계획 및 절차서

나.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시험 수행조건의 충족

다.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시험 수행상태

라.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시험 결과 평가

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기능 

가. 관련 없음

2. 안전 설계사항

가. 국내 원자로 격납건물은 냉각재 상실사고시의 압력을 직접 수용하는    

압력용기(pressure Vessel)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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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체적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시험은 설계기준사고인 LOCA를 가상한 시험이   

므로 격납건물 구조체의 구조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응력집중을 유발  

할 수 있는 라이너 플레이트의 임시부착물이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다. 압력하중의 증감에 따른 격납건물 거동이 설계개념에 부합된 탄성거동  

을 하여야 한다.

라. 시험으로 인하여 격납건물에 영구적인 구조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적용 기술기준인 KEPIC SNB 6000, CSA/CAN3 N 287.6 등 적용요건에 

따라 시험계획 및 절차서의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나. 시험착수전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주요 선행조건의 적

합성을 확인한다.

1) 시험결과 평가조직의 전문성(설계자의 참여여부)

2)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완료 공사현황

3) 계측용 장비의 동작상태 및 초기 Data(Baseline Data)의 안정화

4) 각종계측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5) 전산프로그램 입력 Data 및 분석용 프로그램의 검증

6) 계측기의 설치 상태  

다. 시험진행중 관련 기술기준 및 절차서 내용에 따른 시험진행 사항을 평가

한다.

1) 압력의 증감, 압력의 유지 상태

2) 계측과정 및 계측 Data의 적합성

3) 예상치 못한 이상상태 평가

라. 시험결과의 평가

절차에 따른 시험의 진행, 계측된 구조거동 결과, 격납건물 내외부의     

상태, 참조 발전소의 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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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유의사항

가. 계측대상 부위의 거동(변위)을 고려한 계측기 검교정 및 계측기의 배치

1) 구조물의 변위를 전압으로 출력하는 LVDT와 같은 종류의 계측기 검교  

정은 실제 구조물의 최소거동을 고려하여 검교정 구간(increment) 선정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0.01 inch 단위의 변위가 발생하는 부위에 설치

될 계측기를 0.1 inch 구간으로 교정하였다면 적절한 교정일 수 없으며,

변위환산을 위한 계측기 특성계수인 Scale Factor 산정도 부정확할 수 

있다.)

2) 계측기는 동일한 종류의 계측기라도 변위대 출력 특성이 다를 수 있다.

계기별로 작은 변위구간에서 선형성이 좋은 계측기가 있으며, 큰 변위

구간에서 선형성이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계측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측기 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

다.

나. 전산프로그램 입력 Data File의 작성오류 배제

계측자료 분석을 위한 기초입력 Data로는 계측기의 Scale Factor, Invar

Wire의 현장설치 길이 및 설치각도 등이 있으나 최소 50여개 계측기의 

Data의 작성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항상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확

인이 필요하다.

다. 계측기의 출력 안정화

초기값의 정확성 여부는 시험결과의 적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이므로 시험착수전 충분한 기간 동안 계기출력 안정화 상태가 엄격히 확

인되어야 한다.

라. 영광3호기 SIT시 콘크리트에 대한 허용균열폭값이 관련기준인 ASME

CC-6213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측정결과에 대한 판

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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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정 기준

II. 2항의 안전설계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II. 3항의 검사중점사항에 

대한 확인결과가 관련요건에 만족되었을 때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23조 

제2호

나.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SNB 6000, 원자력구조-격납구조 건전성 시험

라. ASME Sec Ⅲ Div 2 CC-6000, "Structural Integrity Test of Concrete

Containment Structur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마. CAN3-N287. 6-M80, "Pre-Operational Proof and Leakage Rate Testing

Requirements for Concrete Containment Structure for CANDU Nuclear

Power Plant", CSA. 1978

바. RCC-G Part Ⅲ "Strength and Leaktightness Testing of the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with a Leaktight Liner," EDF, 1980

사. BN-TOP-3, "Performance and Sizing of Dry Pressure Containments,"

Bechtel Power Corporation, Aug. 1975.

아. RCC-P, "Design and Construction Rules for System Design of 900 Mwe

PWR NPPS, ED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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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격납건

물 구조건전성 

시험 (SIT)

1. 시험 수행계획 및 절차서의 

적합성

가. 시험수행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나. 시험 시 유의사항

다. 이상상태 발생시 조치사항

라. 시험의 적합성 판정기준

2.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주요 미완료 공사현황 점

검 

가. 격납건물 각종 유관공사의 

종료 여부 

나. 각종 격납건물 관련 부적  

합 사항(NCR) 및 설계변경

사항(FCR등) 종결 여부

3. 각 압력단계별 예상변위 및 

허용치 산정 결과의 적절성 

가. 구조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적절성(텐돈, 개구부, 부벽
등의 고려 여부)

 나. 설계 변위의 계산에 사용
된 재료 특성값의 적절성

 다. 실제 예상 변위의 계산에
사용된 재료 특성값의 적
절성

4. 계측 Data 수집방법의 적합

성

가. 데이터 취득방법의 적절성
 나. 외부 환경요인 변화에 따

른 데이터의 영향 여부

◦시험착수 30일 전 검

토

◦시험 절차서 및 시험

계획서 내용이 관련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 

◦시험착수 30일 전

◦현장검사

◦시험착수 전 또는 

설계자료 검토시

◦시험착수 전

◦자료수집 체계 및

장비특성 검토

KEPIC
SNB6000
ASME CC-
6000
CSA N287.6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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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격납건

물 구조건전성 

시험 (SIT)

5. 계측Data 수집 및 분석용 전산

프로그램의 적합성

가. 전산 프로그램 입력 Data의 

적합성

나. 분석 프로그램의 검증계산결

과의 적합성

6. 시험용 장비의 정밀도 및 검교

정 상태의 적합성

가. Strain Gauge (사용 시)

나. 변위계(LVDT)

다. 압력계(Pressure Gauge)

라. 데이터 취득 장치(DAS)

마. 내·외부 온도계

바. Invar wire의 재료성적서

사. 계측정도에 따른 검교정 정밀도 

유지 여부

아. 변위계, invar wire 및 연결장치

를 포함하는 변위측정 시스템의 

정밀도 및 검·교정 여부

자. 개구부 주변 및 미소 변위 예상 

지점에 설치된 계측기의 정밀도

의 적절성

7. 계측기의 설치상태의 적합성

가. 설치위치 및 개소

나. 계측기 부착견고성 및 방향

다. 계측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인접물과의 간섭, 꼬임,

풀림 등

라. 계측대상 부위의 거동(변형/

변위)을 고려한 적정계측기의 

배치

마. 변위측정 시스템의 설치상태와 

검·교정 받을 때의 설치상태와 

부합 여부

◦시험착수 전

◦전산프로그램 입

력자료를 시험착

수전 직접 출력하

여 확인

◦시험착수 전

◦장비 사양서, 지

침서와 비교하여 

검교정 성적 확인

◦시험착수 전

◦구조해석상의 위

치와 실제 설치위

치 비교하여 확인

◦현장확인을 거쳐 

계측기 설치상태 

확인

◦사전 계획된 설치

계획에따른 계측

기의 고유번호 확

인 검토

KEPIC

SNB6000

ASMECC-6000

CSA N287.6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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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격납건

물 구조건전성 

시험 (SIT)

8. 계측기 설치후 동작상태 및 초

기출력의 안정화 여부 확인

가. 격납건물 거동평가에 영향이 

없을 만큼 충분한 계기수의 

동작 여부  

나. 초기 Data의 출력상태가 일정

기간 안정화된 상태인가?

9. 균열 Mapping의 적합성

가. 균열도시 대상부위선정의 적합성

나. 균열도시 부위의 면처리 상태

다. 균열도시 장비의 확보 및 정밀도

라. 점검방법(기록유지)의 적합성

마. 초기 균열도시의 정확성 여부

10. 시험요원의 자격인증 또는 교

육의 적절성

11. 가압 및 감압에 따른 Crack의 

진행 및 허용범위를 초과 여

부 확인

12. 시험절차에 따른 가압 및 감압

작업의 적합성

가. 압력 증감률의 적절성
  나. 압력단계별 압력 유지시간 및

상태

◦시험착수 전

◦계측기 동작상태 

및 출력 Data의 

주기적 검토

◦요건에서 제시한 

최소 안정화 기간

의 준수

◦시험착수 전

◦현장입회점검 

◦시험착수 전

◦인증자료 및 인증

자 면담

◦시험수행 중 입

회 점검 

◦시험수행 중 입회 

점검

"

KEPIC SNB
6000
CSA N287.6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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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격납건

물 구조건전성 

시험 (SIT)

13. 시험중 격납건물 내외부 온도 

측정 수행 여부

14. 압력단계별 계측 변위의 적절성 

확인 

가. 계측 변위의 연속성 및 예상변

위와의 적합성

나. 잔류변위의 크기에 따른 시험 

기간 연장 및 데이터 취득의 적

절성

15. 시험결과 분석자료의 적절성

가. 모든 시험절차에 대한 타당성 

분석

나. 시험결과의 기록 유지 여부

다. 시험결과 분석의 타당성

라. 시험결과의 적합성(계측 결과의 

선형성, 예상 변위와의 차이, 영

구변형 발생 여부, 잔류변형의 

크기 등)

마. 예상거동값과 큰 차이를 나타내

는 실측값에 대한 분석의 타당

성

◦시험수행 중 입회 

점검, 계측 자료 

분석

◦시험수행 중 입회 

점검

◦시험수행 중 및 

종료 후

◦압력단계 별 수집 

Data 및 분석자

료 검토

◦시험종료 후

◦최종보고서 평가

KEPIC SNB

6000

CSA N287.6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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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4.2.1절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주관부서 : 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건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 격

납건물의 건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하고 있다.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은 격납건물 관통부 

및 각종 출입구, 격리밸브를 사고후의 상태로 정렬하고 격납건물 내부를 사고조건의 압력

으로 가압한 후 격납건물의 종합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에 대한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

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시험조건 및 결과가 기술지침

서의 제한치를 만족함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검사는 격납건물 압력경계에 대한 

건설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을 위한 격납건물 가압 이전에 현장입회를 통해 시험조

건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주요 시험단계에서 입회 및 기록 점검을 통해 시험결과의 타당성

을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가. 시험조건 (밸브정렬 상태, 계통 배기 및 배수 상태 등)

나. 시험용 계측기의 설치 및 교정 상태



제4.2.1절                                                     개정 3 - 2013. 4- 2 -

다. 시험압력 및 시험절차 

라.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측정결과 

마. 누설률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결과

II. 검사 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격납건물 내부를 가상사고 조건의 압력 및 계통배열 상태로 만들어 격납건물 종합

누설률을 측정하며, 측정 누설률의 95% 상한 신뢰값이 0.75 La (La: 최대허용누설률)

이내임을 점검함으로써 격납건물 기밀성을 확인한다.

2. 안전 설계 사항

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및 ANSI/ANS-56.8(1994)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시험의 판정기준은 격납건물 누설 건전에 대한 열화 가능성을 고려한 여유도를 

포함하여 측정누설률이 최대 허용치(La)의 0.75 이하이여야 한다.

다.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은 일련의 국부누설률시험들이 성공적으로 마친 후 수

행되어야 한다.

라.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에 앞서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 또는 누설방지 기능

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격납건물 구조물 및 관련 기기의 접근 가능한 내.외부에 대

한 육안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은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상태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고조건 관련 계통을 격리, 배수 및 배기하여야 한다.

3. 세부 검사내용

가. 가압전에 모든 시험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격납건물 국부누설률시험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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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밸브 정렬상태 및 계통 배기/배수 상태가 시험조건과 일치하고, 격납건물 자동

밸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닫혔는지 확인한다.

라. 시험용 계측기의 교정 및 설치상태와 자료취득 및 계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

한다.

마. 시험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바. 대기안정화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사. 본시험 자료취득 시간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아. 가용한 계측기의 상태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차. 확인시험 누설률 및 자료취득 시간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중점 사항

가. 밸브정렬 및 배기/배수 상태 등의 시험조건의 확인

나. 계측기, 자료취득 장치, 계산기의 설치상태 확인

다. 시험조건 및 필수 기록사항의 유지상태 확인

라. 시험 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확인

5. 검사유의사항

가. 시험절차서가 ANSI/ANS 56.8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며 FSAR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나. 가압전에 접근 가능한 격납건물 내외부에 대한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다. 시험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고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가 

기록되고 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III. 판정기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이 ANSI/ANS 56.8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종

합누설률의 95% 상한 신뢰값이 0.75 La 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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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1.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3. 10 CFR 50, Appendix J, "Primary Reactor Containment Leakage testing for

Water-Cooled Power Reactors."

4. ANSI/ANS-56.8-1994, "American National Standard, Containment System Leakage

Testing Requirements"

5. 안전성분석보고서 6.6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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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1. 격납건물 내부의 시험 준

비상태를 가압전에 확인한

다.

2. 국부누설률시험 결과를 검

토하여 관통부별 기밀성을 

확인한다.

3. 시험조건을 확인한다.

- 주제어실의 밸브 지시등 

및 현장 밸브 정렬상태

- 격납건물 대기로 개방되어

야 할 계통의 배기 및 배

수 상태

4. 시험에 사용된 계기의 교

정 성적서와 설치된 계기의 

일련번호 확인 및 해당 계

기에 대한 교정값이 컴퓨터 

계산에 입력되는지 확인한

다.

5. 시험압력을 확인한다.

- 시험기간중 시험 압력의 

96% 이상을 유지함.

- 구조건성시험(SIT) 후에는 

시험압력의 85% 이하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유지함.

가압전 현장 점검 

가압전 기록 확인

가압전 확인

가압전 현장확인, 교정

서 및 컴퓨터 입력 확

인

- 시험자료 확인

- 재가압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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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점 검 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6. 대기안정화와 관련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 시험압력 도달 후 4시간 

이상 안정화 유지

- 대기안정화 기준의 만족

7. 24시간 이상의 자료 취득 

및 시험 종료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8. 가용한 계측기 수량을 확

인한다.

- 건구온도계: 10개 이상

- 이슬점온도계 : 3개 이상

- 절대압력계 : 1개 이상

- 유량계 : 1개 이상

9. 본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95% UCL of Lam ≤ 0.75

La

La: 최대허용누설률

Lam: 측정 누설률

UCL : 상한 신뢰한계

10.확인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 Lo+Lam - 0.25 La ≤ Lc

≤ Lo+Lam + 0.25 La

Lo: 인위적 부가누설량 

Lc: 측정 누설률

- 확인시험을 위한 인위적 

누설을 조성후 4시간 이상

의 자료 취득

기록 확인 

시험중 기록 확인 및 

현장 확인

가압전 현장 계측기 배

치상태 확인 및 계기배

제 상황 발생시 확인

시험중 DAS의 계산결

과 확인 및 독자적 계

산결과와의 비교

시험중 DAS의 계산결

과 확인 및 독자적 계

산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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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4.3.1절 원자로 냉각재계통 수압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포함한 압력경계 내의 기기, 배관 및 

부속품은 가동 중 변형, 누설 또는 손상이 없이 고유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기기 설치 후 시험압력에서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관련 고압

계통의 일부에 대해 용접, 접합 그리고 응력집중 부위의 강도와 견고성이 확

인되어야 한다.

수압시험 관련 코드인 기술기준(KEPIC MNB6000)의 요구조건에 대한 충

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일부 고압계통의 건전성을 확인

한다.

2. 검사 대상

가. 원자로 냉각재계통 (전체)

나. 잔열제거계통 (고압계통 일부)

다. 안전주입계통 (고압계통 일부)

라.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고압계통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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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원자로 냉각재계통은 노심으로부터 열을 제거하여 정상운전 및 중간 빈도

의 사고 시에 발전소 보호계통에 의해 허용 핵연료설계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기능은 1차 냉각재로부터 2차 냉각재

로의 열전달 수단을 제공하고 냉각재 누설에 따른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예

방하는 1차적 압력경계로서의 역할과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대기로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에 대한 2차 압력경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1차 냉각재의 

압력을 유지하여 과냉상태를 지속토록 하며 적절한 수질 및 붕산농도로 원자

로 냉각재를 순환시킨다.

잔열제거계통은 허용 핵연료설계 제한치 및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설

계조건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심으로부터 핵분열 생성물 붕괴열 및 기타 잔열

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능을 가진다.

안전주입계통은 냉각재 상실사고시 노심 냉각을 위하여 냉각재 계통에 붕

산수를 공급하며 냉각재 상실 사고후 장기적인 노심냉각의 수단을 제공하고 

계통의 과잉 냉각으로 인한 정반응도 삽입시 붕산수를 주입하여 충분한 정지 

여유도를 확보한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충전 및 유출유량을 조절하여 가압기 수위를 조

절함으로써 원자로 냉각재계통 내에 적절한 양의 냉각재를 유지시키고 제어

봉 위치를 최적화하며 냉각재 온도 및 연료 연소의 변화와 지논의 과도현상

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보상한다. 또한 핵연료 재장전중 기술지침서의 정지

여유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계통 내의 붕산농도를 제어한다.

기타 냉각재의 총방사능 준위를 연속감시함으로써 핵연료 피복재의 건전성을 

감시하고 냉각재의 붕산농도, 산소농도, pH를 제어하며 비용해성 및 용해성 

핵종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계통은 원자로 냉각재펌프의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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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냉각, 가압기 보조살수 공급, 가압기, 원자로 배수탱크, 격납용기 배수조,

체적제어탱크의 누설감시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2. 안전 설계사항

가.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관련된 계통의 기기, 배관 및 부속품은 설계압력인 

2,500 psia (175.8 ㎏/㎠A)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적 

건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상기 안전 설계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비롯한 관련 

계통의 기기, 배관 및 부속품은 시험압력인 3,125 psia (219.75 ㎏/㎠A)에

서 10분간 유지 후 검사압력인 2,500 psia (175.8 ㎏/㎠A)에서 육안점검 

시 모든 용접, 접합 및 밀봉 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다. 시험 전 후의 가압 및 감압율은 분당 50 psig (3.5 ㎏/㎠A) 이내여야 하

며 가열율은 시간당 50℉ (28℃)로 제한되며 수압시험 시의 온도는 54℃

(130℉) ～149℃(300℉)를 준수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관련 배관 및 기기의 시공 품질보증기록을 검토한다.

나.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온수압시험 절차서, P&ID 도면의 검토를 통해 원자

로냉각재계통 상온수압시험 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KEPIC 코드 등 관

련 기술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다. 시험대상 계통의 건설인수시험(CAT), 수압시험 및 플러싱 관련기록을 검

토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시험범위 및 밸브의 라인-업 상태를 확인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시설 및 임시 구조물의 설치 완료상태와 청결상태 등 시

험착수 전 검사 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마. 수압시험 진행 중 계통의 충수 및 배기 상태, 시험수의 화학조건, 시험온

도, 가압 및 감압 상태 그리고 시험일지 기록 및 수압시험 절차서 서명 

등을 확인한다.

바. 최종 가압상태, 시험압력 유지시간 및 시험결과의 합격여부를 확인한다.

사. 주요 용접부에 대해서는 현장 입회검사를 통해 누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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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을 확인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압력은 압력지시계의 설치 높이에 따른 차압(ΔP)을 고려하여 보정되

었는지 확인한다.

나. 시험온도는 원자로 압력용기 하부 및 플랜지, 증기발생기 하부 그리고 가

압기 하부의 금속표면 온도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원자로 냉각재계통 수압시험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검

사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력

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관련 계통의 기기, 배관 및 부속품은 설계압력의 1.25

배인 시험압력에서 최소 10분이 유지되어야 하고 검사압력에서 모든 용접부위

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가. KEPIC MNB6000 시험

나. 울진5/6호기 CHT 검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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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리1,2호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라. 신고리1,2호기 상온수압시험절차서

마. 신고리1,2호기 발전소계통설명서

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로.20)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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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관련 

고압계통 일부

<시험준비 상태>

1. 관련 배관 및 기기의 시공 품

질보증기록을 검토한다.

2. 원자로 냉각재계통 수압시

험 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

었는지를 확인한다.

3. 시험관련 계통의 건설인수시

험, 계통 수압시험, 플러싱 등

이 완료되고 그 결과는 만족

한지를 확인한다.

4. 시험요원의 교육은 충분히

수행되었으며, 시험구역 내의 

출입통제 방안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5. 시험진행 전 최소한 주제어

실, 충진펌프실, 시험압력  

온도 기록실간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6. 수압시험관련 배관의 라인-업 

및 지지물의 설치상태가 적

합한지를 확인한다.

7. 검사부위(용접부, 연결부위)의 

열차폐체가 제거되고  접근

성, 조명, 코팅 제거 및 표면

상태 등이 양호하며 육안검

사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시험착수전, 관련코드 

및 절차서

시험착수 전, 시험절차

서, P&ID 도면 및 적

용 코드의 비교 검토

시험착수 전, 품질보증

기록 검토

시험착수 전, 교육내용 

및 검사범위, 보안대책

을 확인

시험착수 전 및 시험

중, 현장설치 및 운영

상태 확인

시험착수 전, 현장 입

회검사

시험착수 전, 현장 입

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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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관련 

고압계통 일부

8. 임시 용접부(Attachment

Weld) 등 모든 배관의 용접

부위 검사완료 및 결과가 적

합한지를 확인한다.

9. 다음 시험계기들의 교정기록

과 측정범위, 유효일자 및 

설치상태가 만족한지를 확인

한다.

가. Official/Backup

Pressure Gauge

Elevation Correction

Sheet

나.Hydro Laser Discharge

Pressure Gauge

다. 수압시험 관련 압력계,

온도계 및 수위계

10. 수압시험 압력경계 내의 정

렬상태, 각종 Vent, Drain 및 

체크밸브의 보수 및 점검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확인

한다.

11.필요한 배관 Hanger,

Support 및 배관 Restraint 들

이 설치 완료되었는지를 확인

한다.

12.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충수 

및 배기 결과는 만족하며 수

압시험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지를 확인한다.

시험착수 전, 배관품질 

관련 기록 검토

시험착수 전, 검교정 기

록검토 및 현장 입회

검사

시험착수 전, 현장 입회

검사

시험착수 전, 현장 입회

검사

시험착수 전, 현장 입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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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관련 

고압계통 일부

13.수압시험과 관련된 다음의 

영구/임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제거작업이 완료되었

는지를 확인한다.

1) 원자로 내부구조물, O-링 

및 뚜껑의 설치와 스터드 

및 Connoseal의 장착  

2) CRDM의 Pressure

Housing 설치와 밀봉용

접 및 수입시험의 완료  

3) 원자로 냉각재계통 Full

Flow Filter 및 임시 차

압측정 측정기기의 설치  

4) 밀봉테이블까지 노내계측

기관 설치와 캡 장착  

5) 원자로 냉각재 Filter,

Seal Return 필터, Seal

Injection Filter의 Filter

Cartridge 설치

6) CVCS Mixed Bed

Demineralizer에 LiOH나  

HOH형 Resin의 충전  

최소 ft3

7) Pressure Relief Tank로

부터 Rupture Disc를 제

거  

8) 증기발생기 1차측 맨웨이 

뚜껑에 Flexitallic 가스켓 

장착 및 맨웨이 뚜껑의 

폐쇄  

9)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충

수 상태 확인용 투명 

Tygon 호스가 Loop B의 

최상단까지 연결   

시험착수 전, 기록검토 

및 현장 입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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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점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관련 

고압계통 일부

10)Official/Backup Pressure

Gauge들의 가압기 상부 밸

브에의 연결 

11)가압기 안전밸브에 Blind

Flange의 설치 

12)CVCS 충전펌프 Discharge

Header의 Hydro Test 연

결부에 적절한 Hydrolaser

설치

토출압력      psig

토출유량      GPM

13)Coldleg 안전주입라인 상

의 Check 밸브 상류를 가

압하기 위한 임시 Jumper

의 설치  

14)수압시험 펌프 토출측에 

임시 Relief 밸브 설치 및 

적절한 Setpoint 의 설정   

Setpoint psig

15)원자로 냉각재계통 수압시

험 중 배관파열 시 RCDT

펌프모터를 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터를 제

거하여 안전장소에 보관

16)수압 시험시 발생될 수 있

는 누설수의 제거를 위한 

임시Sump Pump를 격납

건물 Sump, 보조건물 

Sump, RCDT Sump, Rx

Cavity Sump, RHR Pump

Room Sump,

Containment Spray Pump

Room Sump 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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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관련 

고압계통 일부

17) Head Vent System의 플

랜지 연결부에 임시 

Relief 밸브를 설치

Setpoint : psig

14.다음 시험계기들의 교정기

록과 측정범위, 유효일자  

및 설치상태는 만족한지를 

확인한다.

1)가압기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Official/ Backup

Pressure Gauge,

Elevation Correction

Sheet

2)Hydrolaser Discharge

Pressure Gauge

3)Thermocouple 및 

Converter

4)RCS Full Flow Filter ΔP

측정장치

5)수압시험 시 사용되는 모

든 RCS 압력계, 온도계,

유량계 및 수위계

<시험제한 조건>

1. RCS 압력온도 제한조건 :

RCS 압력이    psig를 초

과하기 전에 Rx Vessel 금

속표면 온도가        ℉ (

℃)보다 커야 함.

2. RCS 수압시험 온도;(RTD

측정치)

℉ ～ ℉

시험착수전, 기록검토 

및 현장 입회 검사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검토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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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

재계통 및 관

련 고압계통 

일부

3. 원자로 냉각재계통 가열율 

: ℉/hr 이하

4. 원자로 냉각재계통 가압 

및 감압율 : psig/min이

하

5. Full Flow Filter ΔP :

psig 초과시 운전중인

원자로 냉각재펌프 정지

6. 원자로 냉각재계통 수질 :

1) Li : ～ ppm

2) C : ppm Max.

3) F : ppm Max.

4) Si : ppm Max.

5) pH : ～

6) Oxygen : ≤ ppb

7.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가열 

및 냉각시 온도평형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가압기 밀

림관이 있는 Loop의 원자

로 냉각재펌프가 운전 중

인지를 확인한다.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검토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검토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검토 및 현장 입

회검사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검토

시험진행 중, 현장 입

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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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

재계통 및 관

련 고압계통 

일부

8. 수압시험시 다음의 원자로 

냉각재펌프 운전제한조건

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

인한다.

1) 충분한 NPSH를 보장하

기 위한 Loop 압력;

Seal에 밀봉주입수가 공

급되어야 함.

2) Seal 압력 및 Leak off

3) 원자로 냉각재계통 수위

가 원자로 냉각재계통 

Seal Level 이상이면 원

자로 냉각재펌프 Seal에 

밀봉주입수가 공급되어

야 함.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인>

1. 각 검사별 가압상태에서의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1) 1단계 : psig

2) 2단계 : psig

3) 3단계 : psig

2. 시험압력도달 후 최소 10분

간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압력 : psig

3. 시험압력에 도달하여 10분 

유지한 후 감압하여 검사

압력에서 육안검사 결과 

수압시험 압력경계 내의 

어떠한 용접결함 부위에서

도 누설이 없어야 한다.

검사압력 : psig

시험진행 중, 시험기록 

검토  

최종검사 시, 시험기록 

검토 및 현장 입회 

확인

최종검사 시, 현장 입회 

확인 

최종검사 시, 시험기록 

검토 및 현장 입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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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원자로 냉각

재계통 및 관

련 고압계통 

일부

4. Official/Backup 압력계의 

정확도를 재확인하여 오차

가 명시된 제한치 이내인

가를 확인한다.

<계통 복구>

1. 검사완료 후 감압 시 감압

율(50 psig/min)의 유지상

태를 확인한다.

2. 가압기 Relief 탱크의 

Rupture Disc 재설치

3. Blind Flange 제거 및 안전

밸브 재설치

4. 임시설치물의 제거 및 밸브 

정렬상태를 확인한다.

5. 원자로 용기의 표면온도가  

℉ 이상일 때, 스터드볼트

의 Detensioning이 실시되

었는지 확인한다.

최종검사 시, 시험기록 

검토 및 현장 입회 확

인

최종검사 시, 시험기록 

검토 및 현장 입회 확

인

최종검사 시, 현장 입

회 확인 

최종검사 시, 현장 입

회 확인 

최종검사 시, 현장 입

회 확인 

최종검사 시, 현장 입

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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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사용전(시설)검사지침

제4.4.1절 증기발생기 2차계통 수압시험

 주관부서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Ⅰ. 검사개요 및 검사대상

1. 검사 개요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를 비롯한 2차 계통의 관련 배관 및 기기는 가

동 중 변형, 누설 또는 손상이 없이 고유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 기기 설치 후 시험압력에서 증기발생기 및 2차 계통 관련 배관의 용접, 

접합 그리고 응력집중 부위의 강도와 견고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수압시험 관련 코드인 기술기준(ASME Sec. Ⅲ. NC-6000)의 요구조건에 대

한 충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증기발생기와 관련 2차 계통의 건전성을 확인한

다.

2. 검사 대상

가. 증기발생기 (2기)

나. 주증기 및 주급수 배관

다. 보조급수 배관

라. 증기발생기 취출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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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사방법 및 내용

1. 주요 기능

증기발생기는 ⋂자형의 수직 세관들을 통해 1차 냉각재의 열을 2차 계통으

로 전달하여 터빈-발전기를 구동하는 증기를 생산한다. 증기발생기를 통해 주

증기계통으로 전달되는 열의 대부분은 노심의 핵분열에 의한 것이지만 원자

로 냉각재 펌프에 의해 발생하는 소량의 열도 포함된다.

주증기계통은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된 증기를 고압터빈까지 전달하는 기능

을 가지며 2차 측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의 위치를 제공하고 사고 

시 증기발생기를 격리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발전소 냉각 

및 기동 시 원자로 냉각재계통에서 발생된 열을 제거하기 위해 증기덤프에 

증기를 제공하고, 주증기배관 파열 시 증기유량을 제한하기 위한 유량제한기

가 설치되어 있다.

주급수계통은 증기를 생산하기 위해 정화된 급수를 증기발생기로 공급하는 

계통으로 주요 기능으로는 증기발생기 압력보다 급수 압력을 높게 유지하고

급수 및 주증기 배관파열 시 증기발생기를 급수계통과 격리시키며 발전소 기

동 시 주급수의 정화 및 재순환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급수에 화학약품 주입 

기능과 보조급수 공급 기능을 갖는다.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전 불가능한 경우,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고온대기 상태에서 정지상태로 가는 동안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정지냉각계통

과 연결될 때까지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한다.

취출수계통은 정상운전 중 증기발생기 2차 측 급수의 화학성분을 조절하고 

취출수가 복수기로 가기 전에 취출수의 열을 제거하며 증기발생기 관판 위에 

침적된 부식생성물을 제거한다.

2. 안전 설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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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기발생기와 2차 계통의 관련 배관 및 기기는 설계압력에서 충분히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적 건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증기발생기 세관의 밀봉 용접부는 설계압력에서 1차 계통 및 2차 계통의 

압력경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접부의 기계적 건전성이 입

증되어야 한다.

다. 가.와 나.의 안전 설계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증기발생기를 비롯한 2차 

계통의 관련 배관 및 기기는 설계압력의 1.25배인 시험압력에서 10분간 

유지 후 설계압력과 동일한 검사압력에서 육안점검 시 모든 용접, 접합 

및 밀봉 부위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검사 중점사항

가. 수압시험전 용접 및 비피괴검사 기록이 수록된 수압시험 페키지를 관련   

코드 및 절차서에 따라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나. 수압시험 절차서, P&ID 도면의 검토를 통해 증기발생기 2차 계통 수압시

험 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ASME 코드 등 관련 기술기준의 충족여부

를 확인한다.

다. 시험대상 계통의 CAT, 수압시험 및 플러싱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현장검

사를 통해 시험범위 및 밸브의 라인-업 상태를 확인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시설 및 임시 구조물의 설치 완료상태와 청결상태 등 시

험착수 전 검사 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마. 용접 이음부를 포함한 모든 이음부는 검사를 위하여 보온재 등이 제거되

고 노출되어야 하며, 초기 내압시험 시에는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압시험 

전에 부득이 하게 초벌도장을 하는 경우에 내압시험의 유지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으로 한다.

바. 수압시험 진행 중 계통의 충수 및 배기 상태, 시험수의 화학조건, 시험온

도, 가압 및 감압 상태 그리고 시험일지 기록 및 수압시험 절차서 서명 

등을 확인한다.

사. 최종 가압상태, 시험압력 유지시간 및 시험결과의 합격여부를 확인한다.

아. 주요 용접부에 대해서는 현장 입회검사를 통해 누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건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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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압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가스켓과 밀봉부에서의 누설

은 검사하는 동안 계통의 압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영구적

인 밀봉부 또는 기기 연결가스켓 등에서의 누설은 설계시방서에서 허용

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설검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유의사항

가. 시험압력은 압력지시계의 설치 높이에 따른 차압(ΔP)을 고려하여 보정되

었는지 확인한다.

나. 시험온도는 관판(Tube Sheet)의 금속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계통 복구를 위한 감압율과 가압 전 가열기 제거 사항이 시험절차서에 반

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증기발생기 2차계통 수압시험에 대한 검사는 방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수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 및 특이 사항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

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 일정 및 검사 인

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Ⅲ. 판정 기준

증기발생기와 관련 2차 계통의 기기 및 배관은 설계압력의 1.25배인 시험압

력에서 최소 10분이 유지되어야 하고 검사압력에서 모든 용접부위에 누설이 없

어야 한다.

Ⅳ. 첨부 자료

가. 검사 점검표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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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고시”,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원

자로.20)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21) “전

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나. KEPIC MNB 및 MNC 6000 (시험)

나. ASME Code Sec. Ⅲ. NB, NC-6000, "Testing"

라. 신고리 12호기 상온수압시험(SHT)절차서 

마. 신고리 12호기 Instruction Manual for Steam Generator,

바. 신고리 12호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사. 울진 56호기 상온수압시험(SHT) 보고서 



제4.4.1절     개정 4 - 2013. 4- 6 -

검사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증기발생기 및 

관련 2차계통

<시험준비 상태>

1. 관련배관 및 기기의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록이 수록된 

수입시험 페키지를 점검한

다.

2. 증기발생기 2차 계통 수압시

험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시험관련 계통의 CAT, 계통 

수압시험, 플러싱 등이 완료

되고 그 결과는 만족한지를 

확인한다.

4. 시험요원의 교육은 충분히 

수행되었으며, 시험구역 내

의 출입통제 방안은 적절한

지를 확인한다.

5. 시험진행 전 최소한 주제어

실, 충진펌프실, 시험압력  ‧
온도 기록실간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

6. 수압시험관련 배관의 라인-

업 및 지지물의 설치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7. 검사부위(용접부, 연결부위)

의 열차폐체가 제거되고  접

근성, 조명, 코팅 제거 및 표

면상태 등이 양호하며 육안

검사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

시험착수전, 관련코드 

및 절차서

시험착수 전, 시험절차

서, P&ID 도면 및 적

용 코드의 비교 검토

시험착수 전, 품질보증

기록 검토

시험착수 전, 교육내용 

및 검사범위, 보안대책

을 확인

시험착수 전 및 시험

중, 현장설치 및 운영

상태 확인

시험착수 전, 현장 입

회검사

시험착수 전, 현장 입

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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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증기발생기 및 

관련 2차계통

8. 임시 용접부(Attachment

Weld) 등 모든 배관의 용접

부위 검사완료 및 결과가 적

합한지를 확인한다.

9. 다음 시험계기들의 교정기록

과 측정범위, 유효일자 및 설

치상태가 만족한지를 확인한

다.

가.Official/Backup

Pressure Gauge ‧        
Elevation Correction

Sheet

나.Hydro Laser Discharge

Pressure Gauge

다. 수압시험 관련 압력계,

온도계 및 수위계

10. 시험 관련계통의 밸브 정렬

상태는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

<시험제한 조건>

1. 수압시험온도 점검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가.증기발생기 표면 :

℃ ～ ℃

나. 배관 표면 :해당없음

2. 시험압력, 검사압력 그리고 

가압 및 감압율이 기준을 만

족하는지 확인한다.

가. 시험압력 : ㎏/㎠

나. 검사압력 : ㎏/㎠

다. 가압 및 감압율 :

psig /min 이하 

시험착수 전, 배관품질 

관련 기록 검토

시험착수 전, 검교정 

기록검토 및 현장 입

회검사

시험착수 전, 현장 입

회검사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검토 및 현장 입회

검사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검토 및 현장 입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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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증기발생기 및 

관련 2차계통

3. 증기발생기의 관판(Tube

Sheet)은 적절히 가열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증기발생기와 관련 2차 계

통의 충수 및 배기 상태가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5. 시험수의 수질이 기준을 만

족하는지 확인한다.

가. pH at 25℃ :

나. N2H4 : ppm

다. Cl : 최대     ppm

라. F : 최대     ppm

마. 전도도 : N2H4의 첨가

농도에 따라 변화 

6. 가압 단계 직전에 관판의 

가열기는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인>

1. 각 단계별 가압상태에서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가. 1단계 :      ㎏/㎠

  나. 2단계 :      ㎏/㎠

2. 시험압력( ㎏/㎠) 도달 

후 최소 10분간 유지되었

는지를 확인한다.

시험진행 중, 시험기

록 확인

시험진행 중, 현장 입

회확인 

시험착수 전 및 시험

중, 시험기록 확인 

시험진행 중, 현장 입

회확인

최종검사 시, 시험기

록검토 및 현장입회 

확인

최종검사 시, 현장 입

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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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표

검사 대상 점검 사항 검사 시기 및 방법 비 고

증기발생기 및 

관련 2차계통

3. 시험압력으로 10분간 유지 

후 감압하여 검사압력에서 

육안검사 결과, 수압시험 

경계 내의 모든 용접결함 

부위에서 누설이 없음을 

확인한다.

4. Official/Backup 압력계의 

정확도를 재확인하여 오차

가 명시된 제한치 이내인

가를 확인한다.

<계통 복구>

1. 검사완료 후 감압시 감압율

(psig/min)의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2. 임시설치물의 제거 및 밸브 

정렬상태를 확인한다.

최종검사 시, 시험기

록 검토 및 현장입회 

확인

최종검사 시, 서류검

토 및 시험기록 확인

최종검사 시, 시험기

록 검토 및 현장 입

회 확인

최종검사 시, 현장 입

회 확인 


